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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일반 으로 두부는 만드는 방법이나 두부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두부가 있다. 두부의 효능으로는

지질, 지단백, 콜 스테롤 등의 농도를 감소시켜 동맥경화와 뇌 을 깨끗하게 하여 심뇌 계 질환을 방

하는 효과가 있다. 한 장내 유용균의 증식을 진하는 역할을 하며 콜 스테롤 배설을 진시키고, 장 기능에

한 생리 효과와 식사 후 당 상승 억제와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해

손상을 막아주고, 조직의 생성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골다공증 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

반면, 빈 이 있는사람의 경우두부 섭취 시주의해야 한다. 콩에 들어있는 phytic acid라는 물질은 아연 철분과

같은 무기물의흡수를 해하기 때문에 철결핍성 빈 환자는더 심한 철분 부족이라는 결과를 래할 수있으므로

섭취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식품으로선호되고있는 두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해다양한천연 첨가

제를 활용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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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nutritional aspect of tofu. Tofu is a widely-enjoyed food

made from soybeans, and it is a great example of how a simple food like soybeans can be woven into

human food traditions in a way that is natural, inexpensive, and nourish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remember about tofu is its basic whole food nature. Tofu is produced with significantly less

processing than most low-fat soymilks, it is a soy food that is much closer to a "whole foods" category

than soy protein isolates and concentrates. From a health benefits standpoint, there are also benefits to tofu

that has been fermented. Replacing meat and dairy with tofu and other soy products would also lower our

total cholesterol intake by about 125 mg per day and our saturated fat by about 2.4 g per day. These

nutritional changes, in turn, would lower our risk of several chronic diseases, including cardiovascular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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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인간의 반 인삶이편리해지면서좌업생활이

늘어나 다양한 성인병과 만성질환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다보니 식품소비에있어서도건강한 삶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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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건강기능성식품과 통 인식단의음식을추구하

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에서 콩, 두부 통

장류에 해 높은 인지도와 구매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그 에서도 두부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1].

두부의 문헌상 첫 기록은 한나라 회남왕 유안(B.C

178-122년)의 만필술에나타나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삼

국시 말기부터 통일신라시 기에 두부가 래되어

왔음을추측할수있다[2-4]. 콩을 이용한 표 가공식

품인두부는우리나라를비롯하여아시아국가에서다양

하게 이용되어 왔으며, 근래에 와서는 세계 인 음식으

로이용이확 되고있다[1]. 두부는맛이담백하고칼슘,

철분 필수 아미노산 등의 무기질이 다량으로 함유되

어 있다[5]. 두부는 두를 물과 함께 마쇄(磨碎)하여 단

백질과 Ca
2+
Mg

2+
성분을 침 시키고 응고시킨 후 탈수

한성형한겔(gel) 형태의식품이다[7]. 두부는콩단백질

식품으로써, 인체에서 소화와 흡수율이 높고, 간편하게

먹을수있으며가격이 렴한것이특징이다[8]. 곡류

주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리신과 같은 필수 아미

노산이풍부하며소화가잘되고양질의단백질공 원으

로서 국,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도높은 심을가지는세계 인식품으로서자리매김하

고있다[9]. 한항산화, 항암효과를나타내는생리활성

물질이라고알려진 saponin, flavonoid 등의성분이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부에 함유된

lecithin은 뇌 활성화를 해주는 효과가 있어 기억력과 집

력이 하되는 노화와 치매 방 등에 효과가 있다.

두부의 양성분은콩의품종, 두유의추출 응고제

의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 으로 수분함량

은 85.0%, 조지방 4.2%, 조단백질 7.8%,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100g 당 84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다[10]. 두부

의 양소는단백질이주가되며, 품질평가는단백질섭

취시체내에서얼마나이용될수있느냐는것이가장

요하다. 이것을 Net protein utilization(NPU)라고 한다.

두부의 NPU는 65%로 닭고기와 동일하며, 기타 콩가공

제품보다 높으며, Ca
2+
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이다[11,

12]. 두부의 품질 수율은 원료가 되는 콩 종류

[13,14,15], 콩 수침조건[16], 두유 농도[17] 가열시간

[18], 응고제종류와농도[14, 15, 18], 응고제의양[15, 20],

응고제 투입후젓는 속도 횟수[20, 21], 응고온도[22],

성형시간과압력[23, 24]에 따라달라진다. 이러한다양한

조건들 에서도 특히 응고제 종류와 사용량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19].

한편, 최근에는 두부에 생리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

는 다양한 천연재료를 첨가하여 건강기능성보완과

장성향상을동시에추구하는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

있다[25, 26]. 두부 제조시 두만을이용하지않고, 우유

나팜유코코넛등을첨가함으로서 양성분을보완하고

두부의건강 기능성과 장성 향상을 하여마늘, 녹차,

매실즙, 오미자, 클로 라, 녹차 등의 첨가와 키토산, 젖

산칼슘 등의 응고제를 사용하기도 한다[5,6,10,27,28,

29,30]. 이에 따라두부의 양학 개선뿐만아니라보존

기간도연장되는등두부가공에 한개발이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생활 속 표 인 건강식품인 두부에

한 심증가와올바른 음식섭취방법등에 해 알아보

고, 우리 생활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두부가 인체에

미치는 양학 반응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찰하고

자 한다.

2. 본론

1.1 콩과 두

1.1.1 콩  성   기능

콩( 두)은 legumuiosae과에 속하는 작물로 4천-5천

년 국 부 북부지역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지

며[30], 우리나라는 삼국시 기원 1세기경부터

두를 재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을 주식으로 하

는 우리 민족에게 콩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 하는 식품

으로 된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음식과 콩나물과 같은 발

아음식 두부, 두유, 콩가루, 콩밥, 콩국등기타음식으

로 이용되어 왔다. 이처럼 식품뿐만 아니라 약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학에서는 콩으로 만든 두부는

상처와 종기치료 지사제 등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방법으로 두를이용하 다[32]. 콩 품종에따라

성분에 차이가 있으나 단백질40%, 지방 20% 가량이 함

유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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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oybean (100g)

Item Content

calorie (kcal) 400

water (g) 9.7

protein (g) 36.2

fat (g) 17.8

carbohydrate (g) 30.7

calcium (mg) 245

iron (mg) 6.5

B1 (mg) 0.53

B2 (mg) 0.28

niacin (mg) 2.2

콩 단백질은 미생물이나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his-his-leu가있을때고 압을유발시키는물질의활성

을억제시켜고 압을 방하는데도움이된다[34]. 한

장암 환자의 암세포 분열지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

는 결과를 바탕으로 콩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 섭취는

장암발병률감소에유의하게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

다[35]. 비만과 당뇨환자들을 상으로 콩의 식이섬유소

섭취시 청콜 스테롤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콩의 섬유소는 변비를 완화하며[36], 장 내 과도한 수

분을 흡착함으로서 설사를 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이외에도 여러 성분이 존재하는데 isoflavone,

saponin, phytic acid, trypsin inhibitor, sterol 등이 함유

되어 있다. 이러한 성분들은 콜 스테롤 감소, 심 계

질환 방, 암 방, 골다공증억제등만성질환 방에효

과 이다[38]. 한 과산화지질의 형성을 방해하여 치매

방과[39] AIDS 바이러스에 한 감염을 해하는 작

용이 있다[40].

2.1 두  성   기능

2.1.1 두  

일반 으로 두부는 제조 방법이나 두부 성질에 따라

순두부, 연두부, 보통두부, 두부등다양한형태의두부

종류가 있다. 보통두부는 고형분이 6-8%인 두유액을 응

고시킨후수분을걸러 쇄하고, 일정한틀에넣어강한

힘으로 러 짠 두부이다. 두부가 비교 단단하고 탄력

이있으며, 특유의담백한맛이있다. 주로부침이나조림

용으로 사용하며, 일반두부, 두부, 경두부 등으로 불리

기도 한다.

순두부는 응고된 두유액을 짜지 않고 멍울진 상태로

건져서 그 로 먹는 두부이다. 겉감이 부드럽고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순두부 찌개용으로 사

용된다. 최근에는 포장재에 넣어 응고시키기도 하며, 연

두부와 함께 충진두부라고도 한다.

연두부는 고형분이 9-11%인 진한 두유액을 구멍이

없는 틀에 넣어 그 로 응고시킨 두부이다. 보통두부에

비해 표면이 부드러고 매끄러운 것이 특징이다. 일반

으로 간식이나 아침식사 용으로 사용된다.

두부는 원료인 콩을 미세화 하여 얻은 두유액(비

지를거르지 않고 포함한 두유액)을 그 로 응고시킨두

부이다. 두부는 콩의 양소를 그 로 포함하는 특성

이 있다. 그리고 고형분이 3∼5%인 두유액을 단시간 가

열하여응고시킨후기름에튀긴유부(튀김두부), 두부를

동결 건조하여 장성을 향상시킨 얼림 두부 등 다양한

가공 두부들이 있다.

2.1.2 두  

식품공 에서 정의한 두부(doobu, Korea: Tou-fu,

Japan: Tahu or Tau Foo, China: Tofu, Indonesia and

Malaysia: Tokua, Philippine: Soybean curd, USA)는

두를자비(煮沸)하여가용성분을 추출하고이에 Ca, Mg,

Al 등의염화물과 황산염을첨가해서그 의단백질성

분을침 응고시킨후 성형한것이라할수 있다. 최

근에는 GDL(glucono-dalta- lacton)이 새로이 응고제로

개발되어사용되고있다[41, 42]. 두부의종류별 양성분

은 Table 2와 같다[33]. 두부는 건조물로 계산하면 지방

33%, 단백질 50%가 함유되어 있다. 두부는 다량의 단백

질을 함유하고 있는 콩을 이용한 조리 가공품 우리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높은 식품으로 오래

부터 만성 인 단백질 부족을 보완하는데 기여해왔다.

두부는 우유나달걀단백질의 85-95% 정도의 단백가

를가진양질의콩단백질이다. 가열처리하지않은콩의

소화율은 82%이지만, 익힌 콩은 90%, 두부는 96%로 높

아지며, 단백질이용률은두부는 1.8, 생콩 0.7, 익힌 콩은

1.3이다[32].

두부는 체내 신진 사와 성장발육에 필요한 필수 아

미노산 필수지방산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단백질

지질의 비율과 비타민 B군의 함유량이 높은 편이며, 포

화지방산과 식이섬유소의 함량이 낮은 지방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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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of various tobu (100g)

Item
Soyb
ean
curd

Dried
bean
curd

Soft
bean
curd

Soft
tofu

Fried
tofu

Ordinary
ingredient

calorie
(kcal)

84.0 529 47.0 41.0 346

water
(g)

82.8 8.1 90.4 91.0 42.9

protein
(g)

9.3 49.4 4.7 5.2 20.4

fat (g) 5.6 33.2 3.2 2.4 31

CHO

sacchari
de (g)

1.4 5.7 1.1 0.8 3.9

cellulose
(g)

0.2 - 0.1 0.1 0.1

ash(g) 0.9 3.6 0.6 0.6 1.8

Inorganic
component

Ca (mg) 126 660 48 62 295

P (mg) 140 880 67 74 275

Fe (mg) 1.5 6.8 0.8 1.4 4.6

Na (mg) 5 380 6 5 17

K (mg) 90 30 95 95 153

Vitamin

Vitamin
A

0 0 0 0 0

thiamine
(mg)

0.03 0.01 0.02 0.02 0.05

B2
(mg)

0.02 0.01 0.02 0.03 0.02

niacin
(mg)

0.2 0 0.2 0.3 0.3

비타민C
(mg)

0 0 0 0 0

두부에는 isoflavones이라는성분이들어있어발암물

질의생성을억제시키고강력한항산화작용을하여암세

포가사멸하도록만들어각종암을효율 으로 방해주

는 항암효과가 있다. 한 isoflavones 성분은 여성호르

몬인 estrogen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갱년기

여성들의 estrogen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울

증, 안면홍조, 골다공증, 심 계 질환을 개선하는 효과

가있다. 뿐만아니라뇌 을깨끗하게해주고, 두부에

함유되어 있는 lecithin라는 성분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되

어치매 방에도움이된다. 한, 두부를섭취하면장에

서 흡수가 빠른데, 이는 구토나 설사 등 장염 증상으로

인해 기력이 떨어졌을 때 두부를 섭취하면 기력을 회복

시키며 소화에 도움을 줘 장염으로 인한 회복에 도움이

된다.

두부는 고단백 칼로리 식품으로서 체내 지방 축

을 막아주며, 체지방을 분해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다이어트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그리고 두부가 함

유하고있는올리고당은장의연동운동을활성화시켜주

므로 소화흡수 기능을 개선시켜 다.

두부에는 Ca
2+
이 풍부해 손상을막아주고, 조직

생성에 정 인 효과가 있어 골다공증의 치료 방

에효과가있다. 한 Ca
2+
과함께단백질이풍부해어린

이들의성장 발육에상당히많은도움이된다. 두부에

는 triptophane이 100g 당 76mg이 들어있어서불면증증

상완화에도움이된다. 반면, 완 식품이라고불리어지는

두부라도 궁합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표 인

사람이 빈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콩에 들어있는

phytic acid이라는성분은아연, 철분과같은무기질흡수

를방해하므로철결핍성빈 환자의경우더심각한철

부족 상을 래할 수 있다.

3.1 두 에 한 선행연  

최근 건강에 한 심이 고조되면서 식생활의 건강

지향 고 화로화학물질에 한소비자들의거부감이

증 됨에 따라 천연식품에 한 수요 소비욕구가 증

가하고 있다[43]. 이에 두부의 응고제로 화학 물질을

신한 천연물질을 사용하거나, 천연물질을 부재료로 첨

가함으로써 장성을 향상시키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비 잎 분말[5], 곰취 분말[10],

멸치 분말[30], 모시잎분말[44], 연잎[45], 메생이[46], 강

황[47, 48], 노랑 리카즙[49], 청국장[50], 오미자즙

[51], 복분자[52], 쥐 이콩[53], 황 [54], 허 [55], 오징

어먹물[56]등을첨가하여기능성과기호성을증진시키려

는 연구들이 계속으로 수행되고 있다.

두부의 두 단백질은 지질, 지방단백질, 콜 스

테롤 등의 농도를 감소시켜 동맥경화와 같은 질환

심장병을 방하며, 두 올리고당은 장내 유용균의

증식을 진하는역할을하며식이섬유는콜 스테롤배

설을 진시키고, 장 기능에 한생리 효과와식사후

체내 당 상승억제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양학 우수성과 함께 isoflavones류가

함유되어있다는것이밝 지면서기능성식품소재로서

주목받고 있는 식품이다. 앞서 언 한 콩과 두부의 주요

한 isoflavones은 genistein과 daidzein인데 이들은 체내

에서 estrogen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phytoestrogen 역

할을 한다[57-59].

한편 두부는 Ca2+이 함유된 염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용 가능한 Ca2+의 함량이 낮은 편이므

로 Ca2+의체내흡수 보존성을높일수있는응고제와

첨가제에 한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60].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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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a
2+
함량은응고제별로차이가있다. 칼슘염을사용

한경우산이나마그네슘염을사용한것보다 2-3배 높게

나타났다[61]. 한 두부 제조 시 우유를 50% 가량 첨가

한경우무첨가 두부의 칼슘함량보다칼슘 함유량이 증

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62]. 회분과다슬기분말으로제

조한 젖산칼슘(calcium lactate)을 응고제로 첨가한경우

MgCl2을응고제로 사용한 경우 비해 칼슘함량이 3배 이

상 높은 것으로 났다[60]. 해양 심층수를 사용한 다시마

추출물 응고제 사용시 화학응고제를사용한 두부에 비

해 단백질과 미네랄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3].

이외에도 아름다운 색상과 다양한 기능을 지닌 두부에

심이많아지면서당근과시 치[64], 말차[65], 노랑

리카즙[49] 등과같은천연색소를두부에첨가한연구

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3. 결론

일반 으로두부는제조방법이나성질에따라다양한

형태의 두부로 분류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에

언 되었듯 두부에 한 효능으로는 지질, 지방단

백질, 콜 스테롤 등의 농도를 감소시켜 동맥경화

와같은심 계질환과뇌 계질환을 방하는데

정 인 효과가 있다.

한 장내 유용균의 증식을 진하는 역할을 하며 콜

스테롤 배설을 진시키고, 장 기능에 한 생리 효

과와 식사후 당상승 억제와 인슐린분비를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두부에는 Ca
2+
이 풍부해 손상을

막아주고, 조직을 생성해주는 효과가 있어 골다공증

의 치료 방에 효과가 있다.

반면, 빈 이있는사람의경우두부섭취시주의해야

한다. 콩에들어있는 phytic acid이라는성분은아연과철

분같은무기질 흡수를 방해하므로 철분결핍성빈 환

자의경우심한철부족결과를 래할수있으므로주의

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식품으로 선호되고 있는 두부의 부족한

부분을보완하기 해다양한천연첨가제를활용한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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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 제주 학교 식품

양학과 (학사)

․2012년 2월 : 제주 학교 일반

학원 식품 양학과 (석사)

․2014년 3월 ～ 재 : 국감귤유

기농 총국장

< 심분야> : 식품 양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