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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암반 심층수를 응고제로 한 두부의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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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lity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tofu prepared with concentrated to 8 oBrix deep ground sea-like water 
(SW) were investigated to check the availability for coagulants. The tofu was coagulated with three kinds of 
commercially coagulant, such as MgCl2, CaSO4 and glucono-δ-lactone. Different amounts of SW and soybean 
milk were added: SW-20 g/L, SW-25 g/L and SW-30 g/L. The moisture content and pH were significantly 
lower in which preparation with glucono-δ-lactone coagulated tofu, and others has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each other. The mineral contents in the coagulant influenced the mineral content of the tofu, which contained 
larger quantities of major minerals. However, the mineral content of the tofu was not affected of the mineral 
concentration in the coagulant. The L and b values of the tofu prepared with SW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e hardness of the tofu prepared with the commercial coagulant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tofu 
produced with the SW. The sensory property was lower when the hardness was lower and higher. In conclusi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SW-prepared tofu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tofu prepared 
with the commercial coagulants, but the texture and the taste of the SW-prepared tofu were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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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BC 2세기경 중국 한나라 때 처음 제조된 두부는 우리나

라에 고려 말엽에 전래 되었고(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단백질, 지방, 올리고당, 사포닌,

섬유소, 이소플라본과 같은 기능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며, 소화흡수율이 매우 높은 식품으로

인지되면서 매우 친숙하게 이용되어온 식품이다(2).

두부는 대두로부터 얻은 두유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

킨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식품으로(3) 응고제의 종류는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이다(4).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응고제인 황산칼슘은 대부

분이 중국에서 수입하여 사용되고 있어 건강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로부터 우려의 대상이 되면서 화학적 응고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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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천연 응고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5). Jung 등(6)은 화학응고제 대신 오미자즙과 매실즙

을 응고제로 이용하여 제조한 두부의 품질특성을 연구하였

으며, 석류 농축액(7), 청송약수(8), 해양심층수(5)를 대체

응고제로 활용한 연구 및 칼슘 강화를 목적으로 젖산 칼슘

을 응고제로 사용한 두부의 제조와 저장성에 대한 연구(9)

등이 진행되어 있다.

한편,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 m 이하에 존재하

는 해수인 해양 심층수는 5℃이하로 일정하게 수온이 유지

되며, 해양식물 성장의 필수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유기물

이나 병원균 등이 거의 없어 청정한 해양 수자원으로 인정

받고 있다(10). 해양심층수와는 다소 차별화된 개념으로

암반 심해수가 있는데 해안가의 심층 암반층에서 취수된

심층수는 지표수와는 차별화 되고, 각종 무기물이 풍부하

며, 해양심층수와 더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국내 해양심층

수와 관련한 연구는 심해에서 직접 취수하는 심층수를 대상

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아직까지 암반 심해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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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Kim 등(11)의 생리활성 규명에 대한 연구와 해저

암반수로 제조한 김치의 품질특성에 대한 연구(12)만이 진

행되어 있는 실정이다.

남해군 고현면 인근 해안의 해발 870 m 심해로 부터

암반 심층수가 취수되고 있는데, 추정 매장량이 약 2억 톤에

달하며, 각종 무기물 성분 중 칼슘의 함량이 5,048 mg/L로

타 해양 심층수에 비해 월등히 높고, 마그네슘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식품제조에

활용할 경우 해양수의 염분과 무기물뿐만 아니라 고 농도의

칼슘 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해양 암반 심층수를 응고제로 활용하여 두부

를 제조하고, 그 품질특성을 상용화되고 있는 응고제로 제

조된 두부와 비교분석 함으로써 해양 암반 심층수의 두부

응고제로써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두부 제조를 위한 원료 콩은 경남 남해군에서 2012년도

에 수확한 대두를 사용하였다. 두부 제조를 위한 시판 응고

제는 응고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Taejin GNS사(Incheon,

Korea)에서 시판하고 있는 염화마그네슘(MgCl2·6H2O), 황

산칼슘(CaSO4·2H2O) 및 glucono-δ-lactone(C6H10O6, 100%)

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해양 암반 심층수는 경남 남해군

고현면 해안지역에서 지하 800 m 이상의 해양 암반 취수

공으로부터 얻어진 원수를 가열하여 8 ˚Brix 이상으로 농축

한 것을 응고제로 사용하였다.

두부제조

원료 콩은 상온에서 20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후 껍질을

제거한 것을 사용하였다. 콩의 마쇄, 여과, 두유 끓이기 및

성형 공정은 일체화된 두부제조 기계(DR-200S-1, Dae

Ryuk Food Machine, Daegu, Korea)를 이용하여 제조하였

다. 콩의 마쇄시 가수량은 콩 무게 대비 8배로 하였으며,

두유는 2중 끓임솥의 온도가 100℃까지 승온 한 후부터

5분간 더 끓여 준비하였다. 뜨거운 두유를 20 kg씩 무게를

측정한 후 저으면서 응고제를 200 g씩으로 나누어 3분 간격

으로 3회에 나누어 투입하였으며, 응고제가 모두 투입되면

3분간 더 저어준 뒤 5분간 방치하여 응고를 유도하였다.

이때 시판 응고제는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양(두유 L 당

3 g)을 산출한 후 해양 암반 심층수와 동일한 조건으로

첨가하기 위하여 600 g의 물에 미리 용해하여 첨가하였으

며, 해양 암반 심층수는 예비실험 결과에 기초하여 8 ˚Brix

로 조절한 후 두부가 응고되는 최소량인 400 g을 기준으로

500 g 및 600 g 첨가군으로 각각 정하였고, 응고제가 600

g 미만으로 첨가되는 실험군은 응고제 투입 후 정제수를

더 가하여 투입되는 양을 동일하게 조절하였다 (Table 1).

응고되기 시작한 두유는 면포를 깐 33×44×8 cm의 성형틀

에 부어 1.0 MPa의 압력하에서 5분간 응고하여완성하였다.

Table 1. Yield and turbidity of tofu prepared with different
coagulants

Sample code
1)

Yield (%) Turbidity (600 nm)

G-MG 30.36±1.95B2) 1.04±0.01B

G-CA 30.06±1.92B 1.39±0.01C

G-GL 26.86±1.93
A

0.43±0.00
A

SW-20 31.06±1.94
B

2.99±0.01
F

SW-25 30.36±1.91B 2.07±0.00E

SW-30 38.56±1.92B 1.57±0.00D

1)G-MG; tofu using 0.3% magnesium chloride coagulant, G-CA; tofu using 0.3%
calcium sulfinate coagulant, G-GL; tofu using 0.3% glucono-δ-lacton coagulant,
SW-20; tofu using 2% 8 ˚Brix of deep sea water coagulant, SW-25; tofu using
2.5% 8 ˚Brix of deep sea water coagulant, SW-30; tofu using 3% 8 ˚Brix of
deep sea water coagulant.

2)A-DAll values are mean±SD (n=3), means in th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두부의 수율 및 탁도

두부의 제조 수율은 일정량의 두유로부터 얻어진 두부의

무게를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순물의 탁도는 두부 응고 과

정에서 얻어지는 상층액인 순물을 여과지(No. 2, Advantec,

Tokyo, Japan)로 여과한 여액의 흡광도를 spectrophotometer

(Libra S35, Biochrome Ltd., Cambridge, England)로 600 nm

에서 측정하였다.

수분, pH, 산도 및 조단백 함량

수분은 곱게 분쇄한 두부 1 g을 취하여 적외선수분자동

측정기(MB25, OHAUS, Nanikon, Switzerland)로 측정하였

다. pH와 산도는 마쇄한 두부 10 g을 취하여증류수를 가해

100 mL로 정용한 후 균질화 시킨 액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을 취해 산도 자동측정기(G20 Compact Titrator,

Mettler Toledo, Korea)로 측정하였다.

무기물 분석

습식분해법에 따라 분해용 플라스크에 두부 0.2 g을 취하

여 질산 10 mL와 과염소산 1 mL를 가하여 microwave

digestion system(QWAVE1000, Questron Technologies

Corp., Mississauga, Canada)로 분해한 후 100 mL로 정용한

것을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무기물 함량은 inductively

coupled plasma-OES(Optima 7300DV, Perkin-Elmer Co.,

Waltham, USA)로 분석하였다. 이때, RF generator는 27.12

MHz, RF power는 1500 W, Plasma argon 18 L/min, auxiliary

argon flow rate 0.2 L/min, nebulizer argon flow rate는 0.6

L/min, sample up take는 1.5 mL/min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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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도 측정

두부를 4×4×1.4 cm의 크기로 절단하여 색차계(Ultrascan

VIS, Hunter Lab, Virginia, USA)를 이용해 표면색을 측정하

였으며, 이때 표준 백판의 L, a 및 b 값은 각각 99.43, -0.1,

0.06이었다. 각 시료는 5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물성 측정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두부(3×3×2 cm)의 물성은 texture

analyzer(TAXT express, Stable Micro Systems, Vienna,

England)를 이용하여 각 시료 군별로 10개 이상 시료의 중심

부 전단가를 측정하였다. 이때 texture analyzer의 조건은

Φ 4 mm core를 사용하였고, pre-test speed 1.0 mm/s, test

speed 5.0 mm/s, post test speed 5.0 mm/s, test distance 5.0

mm, time 5.00 s, trigger force 5.0 g이었다.

관능검사

관능검사의 목적, 방법 및 평가 기준을 미리 교육시킨

20~40대 관능요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두부는

동일한 크기와 색의 접시에 3×3×1 cm의 크기로 잘라 제공

하였으며, 한 개의 시료평가 후 반드시 생수로 입안을헹구

고 다른 시료를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항목은 두부의색,

향, 조직감, 맛 및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하여 해당 항목이

약하거나 기호도가 낮을 때는 1점을 높거나 기호도가 높을

때는 5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5점 척도법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통계분석

각 실험은 5회 이상 반복하여 얻은 결과를 SPSS 12.0

package(SPSS Inc., Chicago, IL, USA)로 통계처리 하였으

며, 각 시료에 대한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시료

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분산분석을 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test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율 및 순물의 탁도

두부의 제조 수율 및순물의탁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사용된 두유량 대비 두부의 수율을 측정한 결과

응고제로 glucono-δ-lactone을 사용하였을 때 수율은

26.86%로 유의적으로 낮았고, 여타 응고제를 사용하였을

때 수율은 30% 이상이었다. 해양 암반수를 두유 L당 25

g 미만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CaSO4나 MgCl2를 응고제로

사용한 두부와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SW-30 시료의

경우 수율이 38.56%로 가장 높아 해양 암반 심층수를 두부

응고제로 사용할 경우 시판 응고제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부의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응고가 천천히 일어나도

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glucono-δ-lactone은

자체가 물과 반응하면서 생성되는 gluconic acid로 전환되

는 과정에서 서서히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용해도가 높아

응고가 급격히 일어나는 다른 응고제에 비해 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4).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glucono-δ-lactone 을 응고제로 사용한 경우 수율이 더 낮았

는데, 이는 응고제의 투입 방법이 기존의 연구들과 상이하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응고제들의 투입 조건을 동일하

게 하고자 동량의 물에 미리 용해시켜두었고, 일시에 투입

하지 않고, 일정량으로 나누어 투입함으로써 반응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효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순물의 탁도는 glucono-δ-lactone을 사용하였을 때 0.43으

로 유의적으로 낮았고, SW-20 시료에서 가장 높았다. 해양

암반 심층수를 이용한 SW-25와 30의 흡광도도 각각 2.068

과 1.567로 시판 응고제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순물의탁도

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Kim 등(15)도 시판 응고제 중 glucono-δ-lactone을 사용한

두부 순물의 탁도가 CaSO4나 MgCl2를 응고제로 이용하였

을 경우에 비해 더 낮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실험의 결과

와도 동일한 경향이었다.

순물의탁도는 응고제와 반응하지 않은 미세분자가 여액

으로빠져나가서 두부로 형성되지못하므로탁도를증가시

키는데(7), Park(16)은 비파잎 분말을 이용한 두부 제조시

비파잎분말 첨가 농도가증가할수록수율은증가하였는데

상대적으로 단백질에 흡착하지 못하는 미세입자가 증가하

여탁도는증가하였다고 보고한바있다. Kim 등(15)도 응고

제를 달리하여 두부를 제조하였을 때 식초 사용시 수율과

순물의탁도가 모두 낮았다고 보고한 바 있어 두부의 수율

과 순물의 탁도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는 형성되지 않으

며, 응고제와 두유 중 단백질과의 반응속도, 응고제의 미세

단백질 입자 응집력, 단백질 응고물의 함수율 차이에 따라

그 상관성은 차이를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두부의 수분, pH 및 산도

시판 응고제와 해양 암반 심층수를 응고제로 이용하여

제조한 두부의 수분, pH 및 산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두부의 수분은 72.72~74.86%의 범위였으며 시료

간에 유의차가 있었다.

두부의 pH는 6.09~7.01의 범위였는데, glucono-δ-lactone

을 응고제로 사용한 G-GL 시료에서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여타 시료에서는 응고제의 차이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glucono-δ-lactone을 사용한 두부의 pH가 가장 낮았

는데, 이는 glucono-δ-lactone이 가수분해되어 생성된

gluconic acid에 기인한다는 보고(3)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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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경향이었고, 해양 암반 심층수로 제조한 두부의

pH가 시판 응고제를 이용한 두부와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양 암반 심층수 응고제는 두부의 pH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부의 산도는 pH와 상반되는 경향으로 pH가 유의적으

로 낮았던 G-GL 시료에서 0.14%로 유의적으로 높았고,

여타 시료에서는 0.06% 미만으로 낮았는데, 응고제를 달리

하여 제조한 먹물두부도 pH가 가장 낮았던 시료에서 산도

가 가장 높았으며, 시료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보

고(14)와는 잘 일치하는 결과였다.

Table 2. Moisture, pH and acidity of tofu prepared with different
coagulants

Sample code1) Moisture
(%)

pH Acidity
(%)

G-MG 74.42±0.56
BC2)

6.81±0.07
B

0.05±0.00
BC

G-CA 73.46±0.52
AB

6.88±0.25
B

0.04±0.00
A

G-GL 72.72±0.41
A

6.09±0.15
A

0.14±0.00
D

SW-20 73.89±0.60
B

7.01±0.06
B

0.05±0.01
B

SW-25 73.56±0.33
AB

6.92±0.01
B

0.06±0.00
C

SW-30 74.86±0.59C 6.77±0.39B 0.05±0.01BC

1)
G-MG; tofu using 0.3% magnesium chloride coagulant, G-CA; tofu using 0.3%
calcium sulfinate coagulant, G-GL; tofu using 0.3% glucono-δ-lactone coagulant,
SW-20; tofu using 2% 8 ˚Brix of deep sea water coagulant, SW-25; tofu using
2.5% 8 ˚Brix of deep sea water coagulant, SW-30; tofu using 3% 8 ˚Brix of
deep sea water coagulant.

2)A-DAll values are mean±SD (n=3), means in th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무기물 함량

두부 중의 무기물 함량을 분석한 결과(Table 3), 응고제로

MgCl2를 사용한 G-MG는 마그네슘의 함량이 1154.00

mg/kg으로 가장 높았고, CaSO4를 이용한 G-CA에서는 칼슘

의 함량이 3931.67 mg/kg으로 유의적으로 높았다. 해양 암

반 심층수를 응고제로 사용한 두부에서는 칼륨의 함량이

Table 3. Mineral contents of tofu prepared with different coagulants

(mg/kg)

Sample code1) Ca Fe K Mg Mn Na Zn Total

G-MG 967.10±1.93
C

20.93±0.59
C

1015.90±21.23
B

1154.00±19.52
F

8.24±0.19
C

17.36±0.47
A

15.50±15.50
E

3199.03±42.11
C

G-CA 3931.67±13.65
F2)

24.12±0.50
E

951.53±4.74
A

578.00±5.10
B

7.50±0.15
B

24.13±0.36
B

11.65±11.65
B

5528.60±21.46
F

G-GL 794.17±9.35A 22.62±0.06D 944.27±3.59A 541.03±5.14A 8.18±0.03C 17.24±0.96A 14.07±14.07D 2314.57±14.89A

SW-20 955.10±3.11
B

16.54±0.63
A

1100.67±4.04
D

865.57±4.21
C

7.01±0.22
A

73.32±0.82
D

10.34±10.34
A

3028.55±7.26
B

SW-25 1080.33±21.36D 19.63±0.45B 1071.67±3.21C 1027.00±3.00D 8.15±0.17C 64.05±2.91C 10.98±10.98A 3281.81±25.46D

SW-30 1215.67±14.57
E

19.62±0.19
B

1066.67±7.02
C

1047.67±4.51
E

8.25±0.05
C

88.76±2.10
E

12.31±12.31
C

3458.94±14.76
E

1)G-MG; tofu using 0.3% magnesium chloride coagulant, G-CA; tofu using 0.3% calcium sulfinate coagulant, G-GL; tofu using 0.3% glucono-δ-lactone coagulant, SW-20;
tofu using 2% 8 ˚Brix of deep sea water coagulant, SW-25; tofu using 2.5% 8 ˚Brix of deep sea water coagulant, SW-30; tofu using 3% 8 ˚Brix of deep sea water
coagulant.

2)A-D
All values are mean±SD (n=3), means in th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칼슘과 마그네슘의 순이었는데, 응

고제의 사용 농도가 높을수록이들 무기물의 함량도증가하

였다. 본 연구에서 응고제로 사용된 해양 암반 심층수 원수

중의 무기물 분석 결과 칼슘이 2,080.3±30.0 mg/kg으로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 나트륨이 544.7±7.3 mg/kg이었고, 여

타 무기물의 함량은 80 mg/kg 미만으로 낮아(data not

shown), 두부 중의 무기물 함량은 응고제로부터 기인하는

무기물 함량에 영향을 받으며, 함유된 무기물의 이온농도

에 따라서도 두부 단백질과의 흡착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부 중의 무기물 중 그 함량이 25 mg/kg 미만으

로 낮은 철, 망간 및 아연은 응고제의 종류에 따른 함량의

차이가 적었으나, 다량 검출된 여타 무기물의 함량은 응고

제에 따른 차이가 더 뚜렷하였다.

해양 심층수는 일반수에 비하여 염소, 나트륨, 마그네슘,

황, 나트륨, 칼슘, 칼륨, 브롬등의 함량이 높은데 이중 나트

륨이 약 250배 이상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가장 차이가

크며, 이들 이외에도 10여종 이상의 미량 무기물들이 더

함유되어 있어 좋은 무기물의 급원이 된다(17). 또한, 해양

심층수는 동맥경화, 고지혈증, 면역기능 및 항산화 기능성

이 있는데(18), 이와 무기물 조성이 유사한 해양 암반 심층

수도 항산화, 면역, 항암 및 항당뇨 활성이 있으며, 이는

해양 암반 심층수 중에 함유되어 있는 미량 무기물에 기인

할 것으로 추정한 보고(11)로 미루어 볼 때 두부 응고제로

해양 암반 심층수를 이용함으로써 무기물의섭취뿐만 아니

라 이러한 기능성을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두부의 색도

응고제를 달리하여 제조한 두부의 표면색을 측정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명도값은 G-GL에서 86.63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G-CA에서 89.04였으며, 여차 시료에서는

90.14~90.69의 범위로 시료간에 유의차가 없었다. 적색도

를 나타내는 a 값은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었는데 G-G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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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0.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G-MG에서 –0.33으로

높았으며, G-CA와 해양 암반 심층수 응고 두부간에는 유의

차가 없었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도 해양 암반 심층수의

첨가량에 관계없이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아 두부 제조시

해양 암반 심층수는 두부의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rk 등(13)도 두부 응고제에 따라 두부의색이 다소 차이

를 나타내는데 적색도의 경우 glucono-δ-lactone을 사용한

두부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MgCl2를 응고제로 사용한

두부라고 하였는데 이는 본 실험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

었다.

Table 4. Hunter's color value of tofu prepared with different
coagulants

Sample code1) L a b

G-MG 90.68±0.96C2) -0.33±0.17C 17.91±0.59A

G-CA 89.04±0.24B -0.52±0.09B 18.83±1.05B

G-GL 86.63±0.61A -0.07±0.22D 19.53±1.02B

SW-20 90.37±0.61C -0.83±0.07A 17.24±0.27A

SW-25 90.14±0.23
C

-0.57±0.06
B

17.32±0.17
A

SW-30 90.69±0.38
C

-0.65±0.11
AB

17.43±0.63
A

1)G-MG; tofu using 0.3% magnesium chloride coagulant, G-CA; tofu using 0.3%
calcium sulfinate coagulant, G-GL; tofu using 0.3% glucono-δ-lactone coagulant,
SW-20; tofu using 2% 8 °Brix of deep sea water coagulant, SW-25; tofu using
2.5% 8 ˚Brix of deep sea water coagulant, SW-30; tofu using 3% 8 ˚Brix of
deep sea water coagulant.

2)A-DAll values are mean±SD (n=3), means in th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두부의 물성

시판 응고제 3종과 첨가량을 달리한 해양 암반 심층수를

응고제로 하여 제조한 두부의 물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Hardness는 시판 응고제로 제조한 두부에서 유의

적으로 높았는데, MgCl2를 응고제로 사용하였을 때 194.96

g/cm
3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CaSO4를 사용하였을

때 133.79 g/cm3로 높았다. 해양 암반 심층수를 사용한

Table 5. Texture characteristics of tofu prepared with different coagulants

Sample code
1) Hardness

(g/cm3)
Springiness

(%)
Chewiness

(g)
Gumminess

(g)
Cohesiveness

(%) Resilience

G-MG 194.96±9.31F2) 1.04±0.06A 68.23±11.20BC 67.87±4.51C 0.56±0.02A 0.16±0.00BC

G-CA 133.79±7.42E 1.93±0.38B 142.05±37.95D 74.87±3.25C 0.55±0.02A 0.16±0.01BC

G-GL 125.87±8.10D 1.19±0.70A 135.29±67.04D 114.47±27.30D 0.58±0.12A 0.16±0.02C

SW-20 42.59±2.67A 0.97±0.03A 22.41±2.08A 23.24±2.22A 0.56±0.02A 0.14±0.01A

SW-25 80.71±2.59B 0.96±0.02A 40.94±2.74AB 44.98±1.61B 0.56±0.02A 0.15±0.01ABC

SW-30 110.50±9.34C 1.74±0.63B 105.33±44.73CD 62.72±5.89C 0.57±0.02A 0.15±0.02AB

1)G-MG; tofu using 0.3% magnesium chloride coagulant, G-CA; tofu using 0.3% calcium sulfinate coagulant, G-GL; tofu using 0.3% glucono-δ-lactone coagulant, SW-20; tofu
using 2% 8 ˚Brix of deep sea water coagulant, SW-25; tofu using 2.5% 8 ˚Brix of deep sea water coagulant, SW-30; tofu using 3% 8 ˚Brix of deep sea water coagulant.

2)A-D
All values are mean±SD (n=3), means in th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SW-20 및 SW-25의 hardness는 100 g/cm
3
미만으로 낮았고,

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SW-30에서 110.50 g/cm
3
이었다.

Springiness와 chewiness는 G-CA에서 각각 1.93 %와 142.05

g로 가장 높았고, SW-20과 SW-25에서 유의적으로 낮았다.

Gumminess는 G-GL에서 114.47 g로 가장 높았고, 여타 응고

제를 사용한 경우는 23.24~74.87 g의범위였다. Cohesiveness

는 모든 시료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응고제

의 종류를 달리하고, 감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두부에서

도 cohesiveness는 응고제의 종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한 Lee 등(3)의 보고와도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해양 암반 심층수를 응고제로 사용한 두부의 물성은 시

판 응고제 사용시에 비하여 hardness는 더 낮았으나

springiness는 유사한 범위를 나타내어 해양 암반 심층수의

두부 응고제 사용시 시판 응고제 사용 두부에 비해덜단단

하면서 적절한 탄력성을 가진 두부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관능평가

응고제의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한 두부의 관능평가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색은 4.80~6.10의 범위였으며 시료 간에

유의차가 있었다. 씹었을 때의 질감은 SW-20에서 3.0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경도가 유의적으로 낮아 다른두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씹힘성이 낮았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이와는 상반되게 G-MG의 질감은너무 단단하여 오히려

더 관능적으로 기호도가 낮았다. 두부 특유의 맛과 응고제

에서 기인하는쓴맛을평가한 결과는 서로 상관성이 있었는

데, 쓴맛이 강한 G-CA는맛에서도 2.90으로 낮게 평가되었

으며, 시판 응고제에 비해쓴맛이 적은 해양 암반 심층수를

응고제로 사용하였을 때는 맛에 대한 기호도도 높았다. 전

체적인 기호도는 SW-25에서 5.90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SW-30(5.10)으로 관능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해양 암반 심층수는 두부 응고제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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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nsory characteristics of tofu prepared with different coagulants

Sample code1) Color Texture Taste Bitter taste Overall acceptability

G-MG 5.50±1.08ABC2) 4.80±1.14B 4.30±0.48C 4.90±0.57C 4.20±0.42C

G-CA 5.10±0.57AB 5.10±0.88BC 2.90±0.88B 4.20±0.42B 2.70±0.49B

G-GL 4.80±0.42A 5.30±0.48BC 2.09±0.32A 3.10±0.74A 2.08±0.42A

SW-20 5.90±0.32B 3.00±0.81A 4.20±0.42C 3.80±0.42B 4.30±0.48C

SW-25 6.10±1.10
B

5.30±0.61
BC

5.50±0.53
E

4.00±0.66
B

5.90±0.32
E

SW-30 5.80±0.92
BC

5.70±0.82
C

4.90±0.88
D

4.00±0.82
B

5.10±0.32
D

1)G-MG; tofu using 0.3% magnesium chloride coagulant, G-CA; tofu using 0.3% calcium sulfinate coagulant, G-GL; tofu using 0.3% glucono-δ-lactone coagulant, SW-20; tofu
using 2% 8 ˚Brix of deep sea water coagulant, SW-25; tofu using 2.5% 8 ˚Brix of deep sea water coagulant, SW-30; tofu using 3% 8 ˚Brix of deep sea water coagulant.

2)A-DAll values are mean±SD (n=3), means in th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요 약

해양 암반 심층수의 두부 응고제로서 활용 가능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시판 두부 응고제 3종(MgCl2, CaSO4 및

glucono-δ-lactone)으로 제조한 두부와 농축하여 8 ˚Brix로

농도 조절한 해양 암반 심층수를 두유 L당 20, 25 및 30

g씩(SW-20, 25, 30) 첨가하여 제조한 두부의 품질특성을

분석하였다. 두부의 제조 수율은 SW-30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순물의 탁도는 해양 암반 심층수를 응고제로 사

용한 실험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두부의 수분은

72.72~74.86%, pH는 6.09~7.01이었는데, glucono-δ-lactone

을 응고제로 사용한 두부에서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여타

시료간에는 유의차가 없었다. 두부의 무기물 함량은 응고

제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물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응고제의

주요 무기물이 두부에서도 다량 검출되었으나, 25 mg/kg

미만의 미량 무기질은 응고제의 영향이 적었다. 두부의 명

도와 황색도는 해양 암반 심층수로 응고한 실험군간에는

유의차가 없었다. 두부의 물성 중 경도는 시판 응고제를

사용한 두부에 비해 해양 암반 심층수를 사용한 두부에서

유의적으로 낮았다. 관능평가 결과 두부의 응고제는 질감

과맛에 영향을 미쳤는데, 경도가 낮거나 높을 경우 질감에

대한 기호도도 감소하였으며, 응고제로부터 유래한 쓴맛이

나 신맛도 관능적 특성을 크게 저해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해양 암반 심층수는 두부의 이화학적 특성

에 있어 시판 응고제로 제조한 두부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

내었으며, 관능적 특성은 오히려 우수하여 두부 응고제로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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