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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초를 첨가한 두부의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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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altwort 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tofu. In addition, we 
examined the potential for commercialization of tofu containing saltwort. For this study, saltwort was added to tofu at 
0%, 4%, 8%, 12%, 16% and 20% and quality and sensory tests were administered.
Analyzing the mineral contents of saltwort juice, K was present in the greatest amount, followed by Mg, P, Ca, and F (in 
decreasing ord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yield rates and turbidity between the groups. Acidity was 
highest in the control group, and acidity and volume of tofu tended to decrease with an increase in saltwort powder. L 
value and a value decreased as the content of slaltwort powder increased, but b value increased with increasing saltwort 
powder concentration. Hardness, chewiness, and gumminess were rated higher in the control and the 4% supplement 
groups than the others groups.
In the sensory evaluation, cross section and soybean flavor were the highest in the 4% saltwort supplement group, and 
the presence of an “off-flavor” increased with the content of saltwort powder. The saltiness score was highest in the 20% 
supplement group. The 4% and 8% supplement groups were favored in the "feel after swallowing" assessment. Softness 
was the lowest in the 20% supplement group, and the 4% supplement group had the highest overall acceptability.
As demonstrated by these results, the addition of saltwort positively affected the overall sensory evaluation of tofu and 
supplementation with saltwort at 4% and 8% might be considered the most appropriate choices. In conclusion, saltwort 
tofu expected to increase the functionality of new product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product variety and health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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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식생활의 간편화, 고급화, 건
강식품을 지향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다양한 기능성 성

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또한 대두를 원료로 하는 두부의 시장이 5,000
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두부는 대두를 물과 함께 마쇄하여 그 중의 단백질 성

분과 염류인 Mg2+, Ca2+ 성분을 침전하여 응고제로 응고

시킨 후 탈수, 성형한 겔(gel)상 식품이다. 두부는 전통적

인 콩의 가공품으로 가장 대중적이며 다른 식품에 비해 

맛이 단백하고 포만감이 있으며, 곡류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한국인에게 부족 되기 쉬운 필수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소화흡수율이 96%로 높은 양질의 단

백질 급원 식품으로(Park KN 등 2007) 다른 식품재료나 

어떤 조미료와도 잘 조화되고, 음식 만들기가 간편하므

로 우리의 식생활에 밀착해 왔다. 현재 세계적으로 건강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대두가공품은 중국, 일본 등 뿐

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관심을 가진 세계적인 식품이다

(Kim CJ 1998).
함초는 명아주과 Chenopodiaceae에 속하며 우리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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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퉁하고 마디마디 튀어나온 풀이라 하여 퉁퉁마디라고 

하는데 학명은 Salicomia herbacea L.라고 한다. 높이는 

10～40 cm로 줄기는 마디가 많고 가지는 2～3번 갈라

져서 마주 보는데, 가지는 다육질로 비대하고 진한 녹색

이며, 6～8월에 가지 끝에 녹색으로 보일 듯 말 듯 꽃이 

핀다. 10월에 납작하고 까만 열매가 맺히며 가을이 되면 

함초 전체가 붉은 홍자색으로 변한다(Lee JT & An BJ 
2002).
함초는 100 g당 칼륨이 2,083 mg, 마그네슘 110 mg, 

칼슘 20 mg이 들어 있어 다른 식품에 비해 미네랄이 풍

부하였고, 필수 불포화지방산인 리놀렌산도 약 50%로 다

량 함유되어 있었으며, 체내에서 합성이 불가능해 반드

시 외부로부터 섭취해야하는 발린, 류신, 이소류신, 트레

오닌, 페닐알라닌, 메치오닌, 라이신과 같은 필수아미노

산의 함량이 총 아미노산 함량 대비 약 40%를 함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재준 2005).
이와 같이 기능성 물질을 첨가한 두부 연구로 클로렐

라 첨가 두부(Kim SS 등 2003), 유기산처리 갑오징어를 

이용한 두부(Kim JS 등 2003), 불가사리 칼슘제제 첨가 

두부(어명희 등 2001), 녹차 첨가 두부(Jung JY & Cho EJ 
2002), 마늘 첨가 두부(Park YJ 등 2003), 약초 첨가두부

(Im JS & Cho EJ 2005)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함초가 갖는 우수한 생리기능을 

활용하고자 함초를 두부에 첨가하여 물리적 관능적 품질 
특성을 살펴보고 함초의 이용분야 확대 및 다양한 기능

성 두부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두부 제조에 사용된 대두는 국내산 대두(황태)를 농협

에서 구입하였고, 함초(Salicornia erbacea)는 전남 신안군 

해역에서 2007년 8월 초순에 채취한 것을 냉동 보관하

면서 사용하였으며, 두부제조를 위해 응고제는 남해에서 

취수한 심층수(남해심층수)를 사용하였다.

2. 함초를 첨가한 두부제조

대두를 수돗물(10～15℃)에 15시간 침지한 후에 가수

량을 9배로 하여 Waring blender(BB25EP, USA.)로 5분
간 마쇄하고 여과포로 여과하여 비지를 제거하였다. 함
초는 깨끗이 세척한 후 녹즙기((주)그린파워, 경기도)를 이

용하여 즙을 추출하였다.
두부의 제조는 두유를 100℃에서 10분간 가열 처리한 

후 함초즙 0%, 4%, 8%, 12%, 16%, 20%을 첨가하고, 
95℃에서 심층수(10%)를 첨가한 후 응고물을 소형의 두

부 틀(16 × 8 × 8 cm)에 옮겨 2 kg의 누름돌로 10분간 압

착하여 두부를 제조하였다.

3. 함초의 무기질성분

무기물 함량은 함초 10 g을 550℃에서 회화시킨 후 6N 
HCl 20 mL로 용해시켜 25 mL로 정용하고 Whatman No. 
41(ashless)로 여과하여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조건은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
trometer, Varian Liberty 100, USA)를 이용하여 plasma는 

15.0 L/min, auxiliary는 1.5 L/min, pump speed는 25.0 
rpm, carrier gas flow는 75 psi, nebulizer은 150 kPa, in-
tegration time은 3 sec로 하였다.

4. 함초두부의 품질특성 측정

1) 두부의 수율

두부의 수율은 Lee MY와 Kim SD(2004)의 방법으로 

대두량에 대하여 가수량을 8배로 하고 얻어진 두유 900 
mL로부터 만들어진 생두부의 무게를 측정한 후 두유량

에 대한 %로 나타내었다.

2) 두부의 탁도

두부 저장 침지액을 여과(Whatman No.2)하여 여액의 

흡광도를 Eraser(Spectra Max 250, USA.)를 이용하여 560 
nm에서 3회 반복 측정하였다.

3) 두부의 색도

두부의 색도 측정은 분광 색차계(color Jc801, Color 
Techno System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색도는 L 
(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값을 측정하였다.

4) 두부의 조직감 측정

성형된 두부의 텍스쳐는 두부를 일정한 크기(4 × 4 × 1.5 
cm)의 크기로 절단하여 Texture analyzer(TA-XT2, Stable 
Micro System Lte., England)를 이용하여 hardness(견고

성), cohesiveness(응집성), springiness(탄성), gumminess(점
성), chewiness(씹힘성)를 측정하였다. 측정조건으로 20 
mm aluminum probe를 사용하여 test speed 1.0 mm/sec., 
distance 10 mm의 조건에서 사용하였다.

5) 두부의 미세구조관찰(SEM)

함초 두부의 기공 상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준비된 두

부 시료를 -18℃의 deep freezer에서 동결시킨 후 동결건

조기(Vacuum Freeze Dryer Clean vac 8B, Hanil, Seoul)
에서 12시간 동안 동결 건조시켰다. 동결 건조한 시료 중 
일부를 ion coater(Topcon IB-2, Japan)를 이용하여 gold 
palladium으로 도금한 후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opcon-SM-300, Japan)으로 가속전

압 15 kv에서 200배율로 확대하여 관찰하여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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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Yield rate of tofu added with saltwort
Control 4% 8% 12% 16% 20% F-value p-value

Yield rate 32.11±3.761)NS 32.01±3.95NS 31.68±2.09NS 31.01±2.52NS 30.70±0.34NS 29.55±3.40NS 0.553 0.734
1) Mean±SD(n=3)
NS: not significant(p<0.05)

Table 3. Turbidity and total acidity of the tofu added with saltwort
Control 4% 8% 12% 16% 20% F-value p-value

Turbidity 0.07±0.00NS 0.07±0.00NS 0.07±0.00NS 0.07±0.00NS 0.07±0.00NS 0.07±0.00NS 0.000 1.000
Total acidity 8.68±0.911)a2) 7.11±0.91b 6.32±0.00b 6.32±0.00b 6.32±0.00b 6.32±0.00b 13.20 0.000***3)

NS: not significant(p<0.05)
1) Mean±SD(n=3)
2) Means in th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3)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ANOVA test according to levels of saltwort(***p<0.001)

하였다.

6) 관능검사

관능검사요원은 식품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10명을 선

정하여 예비훈련을 통하여 시료의 각 특성과 정의를 확

립한 후 특성의 강도 측정 방법을 결정하였다. 패널요원

은 각 특성의 개념과 강도에 대한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측정 능력의 재현성이 인정되었을 때 본 실험에 임하도

록 하였다. 임의의 세자리 숫자를 적은 접시에 각각 2 × 
2 cm 크기로 잘라 담아 제시 하였으며, 두부의 특성은 

외관, 맛, 향미, 텍스쳐 및 바람직한 정도의 크게 5항목

으로 단계를 달리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패널들은 외

관 평가 단계에서 색의 강도(color Intensity), 자른 단면

의 매끄러운 정도(sleekness)를 평가하였고, 향기(flavor)평
가 단계에서는 고소한 향(nutty flavor), 이취(off flavor)를 
평가하였으며, 맛(taste) 평가 단계에서는 고소한 맛(nutty 
taste), 콩비린 맛(beany taste), 짠맛(salty taste), 삼킨 후 

느낌(after swallowing)을 평가하였다. 텍스쳐 평가 단계

에서는 견고성(hardness), 씹힘성(chewiness), 탄력성(springi-
ness), 점착성(cohesiveness), 입안에서 부드러운 정도(aoft-
ness)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향미 단계 평가에서는 구수

한 향과 이취(두부로서 부적격한 냄새)를 평가한다. 마
지막으로 바람직한 정도(overall desirability)는 시료를 입

에 넣고 자연스럽게 씹으면서 외관, 텍스쳐 및 향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5. 통계분석

기호도 조사를 제외한 모든 이화학적⋅기계적 검사와 

관능검사의 측정결과는 3회 반복 실험하여 분산분석 하였

다. 모든 통계자료는 SPSS win 13.0 PC+ 통계 program
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 후에 시료들간의 평균

치 차이유무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하여 α= 

0.05 수준에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함초의 무기질성분

함초의 무기질 성분은 Table 1과 같다. 함초에는 K 함
량이 2,872 mg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Mg 함량이 

639.1 mg, P 함량이 365.9 mg, Ca 함량이 211.8 mg, F 함
량이 9.42 mg으로 나타났다. 함초에는 Min JG 등(2002) 
함초의 Ca 함량이 뿌리보다 잎에서 약 10배 정도 많았다

고 보고하였으며, 함초에는 Na, K, Mg, Ca, Fe 등 인체

에 중요한 무기염류를 함유하고 있어 유용한 식품 소재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함초두부의 품질특성

1) 두부의 수율

함초 두부의 수율은 Table 2와 같다. 대조구와 모든 시

료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함초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수율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두유단백

질이 엉성하게 결합되어 저분자 단백질들이 물이 빠질 

때 같이 유출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Choi YO 등(2000)이 천연물의 첨가는 단백질의 결합

보다는 오히려 단백질의 결합을 방해하여 천연물의 첨가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수율이 낮아진다고 하였고, Jung GT 
등(2000)도 오미자와 매실즙 첨가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율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유기산 농도의 증

가로 단백질의 응고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덩어리가 커

지고 보수력이 떨어져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Table 1. Mineral contents of saltwort
Ca Mg K Fe P

Saltwort 211.8 639.1 2872 9.421 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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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xture properties of the tofu added with saltwort
Hardness(g/cm2) Springiness(%) Chewiness(g) Gumminess(g) Cohesiveness(%)

Control 563.93±56.101)a2) 0.90±0.06NS 247.21±12.79a 274.68 ±n12.43a 0.50±0.09NS

4% 552.67±42.64a 0.97±0.05NS 232.93±19.17a 240.98±29.92a 0.50±0.04NS

8% 435.47±32.86b 0.96±0.04NS 163.30±22.85b 179.91±24.83b 0.45±0.03NS

12% 411.67±29.15b 0.92±0.03NS 148.81±21.46b 162.61±20.27b 0.48±0.03NS

16% 358.83±39.96bc 0.89±0.08NS 140.42±13.04b 168.10±12.11b 0.43±0.02NS

20% 293.00±6.48c 0.89±0.02NS 143.15±14.77b 161.72±14.54b 0.43±0.02NS

F-value 10.872 1.522 21.751 17.024 2.267
p-value 0.000***3) 0.255 0.000***3) 0.000***3) 0.114

NS: not significant(p<0.05) 
1) Mean±SD(n=3)
2) Means in th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a>b>c)5.
3)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ANOVA test according to levels of saltwort(***p<0.001)

2) 두부의 탁도 및 산도

두부의 탁도 및 산도는 Table 3과 같다. 탁도는 모든 

시료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산도는 대

조구가 8.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함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산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Park EJ 등
(2006)의 오징어 먹물 첨가 두부와 Lee SJ 등(2006)의 

살구즙 첨가 두부는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조구보다 

산도가 낮게 나타남으로써 본 실험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3) 두부의 색도

함초 첨가 두부의 명도(Lightness), 적색도(Redness) 및 

황색도(Yellowness)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두부의 명도(Lightness)를 나타내는 L값은 대조구가 78.2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료별에 따라 L값이 유의적

(p<0.001) 차이를 나타냈으며, 함초 20%를 첨가한 두부의 
L값이 가장 적어 어두운 경향을 나타냈다. 함초 첨가량

에 따라서 함초 두부보다 대조구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함초에서 유래된 색소에 의해 밝기의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적색도(Redness)를 나타내는 a값은 대조구가 3.62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시료에서는 모두 음(-)을 나

타내어 녹색의 경향을 띄었으며, 시료간에 유의적인(p<0.001) 
차이를 보였다. 황색도(Yellowness)를 나타내는 b값은 대

조구가 13.29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함초 4%, 
8%, 12%, 16%, 20%를 첨가한 두부의 b값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황색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명도와 적색도는 첨가수준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강황 첨가두부(Min YH 등 2007)
와 노랑 파프리카즙 두부(Park BH & Jeon ER 2008)의 

경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과 a값 감소를 보여 같은 

경향이었다.

Table 4. Hunter's color value of the tofu added with saltwort
∆E L a b

Control 49.11±0.151)a2) 78.26±0.12a 3.62±0.04a 13.29±0.05f

4% 30.11±0.11b 68.07±0.13b -0.35±0.11b 18.17±0.10e

8% 25.28±0.16c 64.28±0.14c -1.26±0.05c 18.81±0.02d

12% 19.20±0.05d 58.74±0.08d -1.60±0.06d 19.75±0.13c

16% 17.73±0.05e 56.19±0.04e -1.74±0.07e 21.37±0.04b

20% 13.19±0.03f 52.24±0.06f -1.78±0.03e 21.65±0.05a

F-value 45686.813 26287.475 3289.602 4984.172 
p-value 0.000***4) 0.000*** 0.000*** 0.000***

1) Mean±SD(n=3)
2) Means in th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a>b>c>d>e).
3) L: Lightness(100 = white, 0 = black), a: Redness(+ red, - green), 

b: Yellowness(+ yellow, - blue)
4)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ANOVA test according to levels 

of saltwort(***p<0.001)

4) 두부의 조직감 측정

함초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두부의 조직감 측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Hardness는 대조구가 563.93 g/cm2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함초 20%를 첨가한 두부가 293.00 
g/cm2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함초의 첨가수준이 증가

할수록 경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두부의 응고성이 두유 내 고형분의 함량, 단백질 함량과 

조성, 응고제 첨가량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Park CK 
& Hwang IK 1994). 석류즙 첨가 두부에서 석류즙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두부가 더 단단해졌다는 연구결과, 노
량파프리카즙 첨가 두부에서 파프리카즙 첨가수준이 증

가할수록 경도가 높아졌다는 연구결과(Park BH & Jeon 
ER 2008) 및 오미자 추출물 첨가 두부(Kim JS & Choi 
SY 2008)에서도 첨가수준이 증가할수록 견고성이 증가

하였다고 하여 같은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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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photograph(×200) of the tofu added with saltwort

springiness는 모든 시료간에 유의적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hewiness와 gumminess는 대조구와 함초 4%첨가 
두부가 높게 나타났으며, 함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chesiveness는 함초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다. Kim JS과 Choi SY(2008)의 오미자 

추출물을 첨가한 두부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두부의 미세구조관찰(SEM)

함초 두부의 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는 Fig. 1과 같

다. 함초 함량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텍스쳐 측정에서 
나타난 결과와 연관해서 견고도가 낮고 부드러울수록 입

자가 작고 균일한 구조를 보였다. 함초 20%를 첨가한 두

부가 대체적으로 작고 균일한 구조를 나타내었으며, 대조

구, 함조 4%, 함초 8%를 첨가한 두부가 불규칙적이며 큰 
형태를 나타내었다.

6) 관능검사

함초 첨가량에 따른 두부의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색은 함초 4%를 첨가한 두부가 6.20으
로 가장 높은 값을 보여, 아직 대조구에 대한 기호도가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색상 두부에 대해 익숙하지 
못함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조구와 함초 20%를 첨가한 

두부가 3.90과 3.40으로 낮게 나타났다. 각 시료간에 유

의적인(p<0.001) 차이를 보였다.
두부의 자른 단면은 함초 4%를 첨가한 두부가 6.00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함초 12% 이상 첨가한 두부의 
자른 단면은 대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각 시료간에 유

의적인(p<0.01) 차이를 보였다.

두부의 구수한 향은 함초 4%를 첨가한 두부의 값이 

4.60으로 나타났으며, 대조구와 별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다. 함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두부의 구수한 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두부의 이취는 대조구가 

5.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함초 4%, 8%, 12%, 16%, 
20% 첨가 순으로 나타났다. 함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두부 특유의 이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소한 맛은 모든 시료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함초 4%를 첨가한 시료의 값이 5.30으로 높게 
나타났다. 함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고소한 맛이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Kim JY과 Park GS(2006)은 

석류 농축액을 두부에 첨가하였을 때 고소한 맛이 감소

한다는 보고와 같이 본 실험과 일치하였다. 콩비린 맛은 

대조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함초 4%, 8%, 12%, 
16%와 20%를 첨가한 두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함초 16%, 
20%를 첨가한 두부가 각각 3.40과 3.60으로 낮게 나타났

다. 두부의 짠맛은 함초 20%를 첨가한 두부가 6.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함초의 첨가량이 줄어들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조구가 4.20으로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삼킨 후 느낌은 대조구와 함초 4%, 8%를 첨가한 
두부가 함초 12%, 16%, 20%를 첨가한 두부보다 유의적

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견고성은 대조구가 5.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함

초 20%를 첨가한 두부가 3.50으로 낮게 나타나 대조구

와 유의적인(p<0.001) 차이를 보였다. 함초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견고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씹힘성은 모

든 시료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은 대조구와 함초 4%, 8%를 첨가한 두부가 5.00, 

4.70, 4.50으로 높으며, 함초 20%를 첨가한 두부가 3.50
으로 낮게 나타났다. 부드러운 정도는 함초 20%를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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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nsory properties of the tofu added with saltwort
Control 4% 8% 12% 16% 20% F-value p-value

Color 3.90±0.571)c2) 6.20±0.79a 5.80±0.63ab 5.40±0.84ab 5.00±1.15b 3.40±1.43c 13.240 0.000***3)

Sleekness 5.10±1.52ab 6.00±1.05a 5.40±0.70ab 4.90±0.74b 4.50±1.18b 4.40±1.07b 3.038 0.017*
Nutty flavor 4.00±1.15NS 4.60±0.52NS 4.30±0.95NS 3.80±1.14NS 3.80±0.42NS 3.90±1.20NS 1.141 0.350
Off flavor 5.10±1.20a 4.70±0.67ab 4.30±1.06ab 4.30±1.16ab 3.80±0.92b 3.70±1.16b 2.582 0.036*
Nutty taste 4.60±1.26NS 5.30±1.16NS 5.00±1.41NS 4.00±1.56NS 4.40±1.58NS 3.80±1.48NS 1.641 0.165
Beany taste 5.80±0.92a 5.30±1.06ab 4.60±1.07bc 3.90±0.88cd 3.40±0.97d 3.60±0.97d 9.785 0.000***
Salty taste 4.20±0.92c 4.20±0.92c 4.70±1.06bc 4.60±1.17bc 5.30±0.95b 6.20±0.79a 6.205 0.000***

After swallowing 3.90±0.88a 4.30±1.16a 4.10±1.10a 3.70±0.67ab 3.50±0.71ab 2.90±0.99b 2.810 0.025*
Hardness 5.50±0.85a 4.60±1.17ab 4.20±1.14bc 4.00±1.05bc 3.80±0.92bc 3.50±0.97c 4.796 0.001**

Chewiness 4.00±1.15NS 5.00±1.63NS 3.90±1.10NS 4.50±1.35NS 4.30±1.06NS 4.40±1.17NS 0.974 0.442
Springiness 5.00±1.33a 4.70±0.48a 4.50±0.97a 4.00±0.94ab 4.00±1.05ab 3.50±1.08b 2.956 0.020*

Softness 5.00±1.63a 4.90±0.99a 4.70±0.67a 5.00±0.94a 4.70±1.06a 3.10±1.20b 4.246 0.003**
Overall desirability 4.60±1.17bc 5.90±1.20a 5.20±0.63ab 4.80±0.79bc 4.40±1.07bc 4.10±0.88c 4.281 0.002**
NS: not significant(p<0.05)
1) Mean±SD(n=10)
2) Means in th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a>b>c).
3)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ANOVA test according to levels of saltwort(*p<0.05, **p<0.01, ***p<0.001)

한 두부가 3.1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각 시료간에 

유의적인(p<0.01)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 기호는 함초 4%를 첨가한 두부가 5.90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함초 8% > 대조구 > 함초 12% > 함

초 16% > 함초 20%를 첨가한 두부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

적 기호가 함초 8% 첨가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함초가 갖는 우수한 생리기능을 활용하고자 함초를 0%, 
4%, 8%, 12%, 16%, 20%를 첨가하여 이화학적, 기계적 

특성을 측정하고 관능검사와 소비자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함초 즙의 무기질 성분 중 K 함량이 가장 많이 나타났

으며, Mg , P, Ca, F 함량 순으로 나타났다. 수율은 시

료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함초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수율이 감소하였다. 탁도는 시료간에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며, 대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함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산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함
초 두부의 외형과 단면은 함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대

조구에 비해 부피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20%
첨가의 경우 외형이 좋지 않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함
초 두부의 L값은 대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함초 

20%를 첨가한 두부의 L값이 가장 적어 어두운 경향을 나

타냈다. a값은 대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시료에서는 모두 음(-)을 나타내어 녹색의 경향을 띄었으

며, b값은 대조구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났다. 함초 두

부의 Hardness는 대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함초

의 첨가수준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Springiness는 모든 시료간에 유의적

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hewiness와 Gumminess는 대

조구와 함초 4%첨가 두부가 높게 나타났으며, 함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Chesi-
veness는 함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관능검사 결과 색, 자른 단면과 구수한 향

은 함초 4%를 첨가한 두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취

는 대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함초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두부 특유의 이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소한 맛은 모든 시료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짠
맛은 함초 20%를 첨가한 두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삼킨 후 느낌은 대조구와 함초 4%, 8%를 첨가한 두부

가 높게 나타났다. 견고성은 대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함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견고성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씹힘성은 모든 시료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탄력성은 대조구와 함초 4%, 8%를 첨가한 

두부가 높았으며, 부드러운 정도는 함초 20%를 첨가한 

두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 기호는 함초 4%를 첨

가한 두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 기호가 함초 

8% 첨가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함초 첨가는 전체적인 관

능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함초 4%와 8% 
첨가가 두부의 기호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농도

로 판단된다. 따라서 함초는 천연응고제로 두부의 다양성

과 기능성 식품개발로서의 가능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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