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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드레 첨가량을 달리한 곤드레 두부의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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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Gondre tofu containing 0, 0.1, 0.2, and 0.3% Cirsium setidens powder.

Quality and sensory tests of Gondre tofu were performed. The yield rate of tofu decreased with the addition of Cirsium

setidens powder. The pH of tofu decreased after the addition of Cirsium setidens powder. During 8 days storage, the

addition of Cirsium setidens powder to tofu did not effectively inhibit the number of total aerobic bacteria. The L, a and b

values of tofu decreased with increasing amount of Cirsium setidens powder added. In the texture properties, the hardness,

cohesiveness, gumminess and brittleness increased, whereas the springiness decreased. The results of sensory evaluation

showed that tofu containing 0, 0.1, and 0.2% Cirsium setidens powder had a higher taste, texture preference and overall

acceptability than 0.3% Cirsium setidens powder. Therefore, the addition up to 0.2% Cirsium setidens powder positively

affects the sensory evaluation of Gondre tofu. The addition 0.2% Cirsium setidens powder might be considered the most

appropriate choice for manufacturing Gondre to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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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전역에 천연적으로 자생하며 생산량도 막대한 무

공해 식품으로 산채류가 주목 받고 있다. 산채류는 산뜻한

풍미와 부드러운 미각을 가지며, 특히 약리적 기능면에서 항

돌연변이 능력이라든가 암세포 성장 억제효과 등이 높은 것

으로 밝혀져 이들 산채류의 연구 및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 실정이다(Kang 등 1997).

고려엉겅퀴(Cirsium setidens)인 곤드레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전국 각지에 분포하는 우리나라 특산식물

이다(Surh 등 2009). ‘곤드레’라는 이름은 잎이 바람에 이리

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해 곤드레만드레하는 몸

짓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보릿고개 시절에는 죽

을 끓여 먹었던 유용한 구황 식물이기도 하다(함 2011). 고

려엉겅퀴의 속명 ‘Cirsium’은 그리스어 ‘Kirsion’ 또는

‘Cirsion’에서 유래된 말로 ‘정맥을 확장한다’하는 의미인데,

이는 엉겅퀴와 비슷한 외국의 식물이 혈관에 생기는 정맥종

을 치료하는데 탁원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고 한다. 고려 엉겅퀴라는 우리 이름은 고려의 엉겅퀴라는

뜻이고 ‘도깨비엉겅퀴’, ‘구멍이’, ‘곤드레’라고도 불린다(유

2012). 곤드레는 강원도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강원도

정선과 평창의 특산물로서 매년 5월에 채취하여 식용으로 사

용되고 있으며, 맛이 담백하고 부드러우며 향이 독특한 것이

특징이다. 곤드레의 어린 순은 데쳐서 나물, 장아찌, 튀김으

로 먹거나 생으로 쌈을 싸서 먹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조

리할 수 있다. 또한 곤드레는 한방에서 지혈, 소염, 이뇨작

용, 지열, 해열, 소종 및 고혈압의 치료에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잎과 줄기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회분, 무기질, 비

타민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성인병 예방에 좋고 다양한

약리성분이 들어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Lee 등 2006). 특히 고유의 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체

에 유익한 약리적 효능을 지니고 있어 건강식품으로서 가치

가 매우 높다. 고려엉겅퀴가 갖는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장점

때문에 고려엉겅퀴의 생리적, 화학적 활성을 현재 주로 섭취

하는 나물, 생채, 쌈의 형태를 넘어 이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미비한 편이다(Surh 등

2009).

두부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동양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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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해 오던 고단백 식품으로 서양에서도 점차 그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으며 단백질 부족 현상을 일으키는 중남미지역

에서 새로운 단백질의 급원 식품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대두를 물과 함께 마쇄할 때 대두에 함유된 단백질과 각종

염류가 용액 내로 녹아 들어가 교질 현탁액인 두유를 만들

어 응고제를 첨가하면 교질상태로 현탁되었던 단백질이 침

전되는데 이것이 응고되어 겔을 형성한 것이 두부이다(Choi

등 2000). 두부는 pH가 5.2-6.2로 높고 수분함량이 78% 이

상으로 세균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며, 원료 콩에 부착

한 다양한 미생물이 제품에 살아남아 번식함으로써 유통시

간이 크게 단축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Miskovsky 등

1987). 수용성 단백질을 추출 응고시킨 gel상의 식품으로 소

화율이 높고, 대두 단백질은 lysine 등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 곡류 위주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공급

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식품일 뿐만 아니라 isoflavones, 사

포닌, 레시틴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어 심장 질환과 암 등의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Chung 2010; Baik 등 2008). 이러한 두부 제

품은 대부분 대두 자체만을 이용하여 제조하였으나 최근 국

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

라 예전과 달리 두부제품의 기능이 영양적 및 기호적 기능

뿐만 아니라 노화방지 및 성인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생리

적 기능성을 가진 제품들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

능성식품 및 기능성식품 소재 가공기술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hoi 등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리적 기능성 효과가 뛰어난 곤드레

나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곤드레 분말

을 첨가한 두부를 제조하여 만든 두부의 물리적, 관능적 품

질 특성을 평가하여 곤드레의 활용분야의 가능성을 제시하

고자 한다.

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두부 제조에 사용된 대두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하

여 4oC에 저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냉동 곤드레는 강

원도 영월군 소재 농장에서 구입하여 동결건조하고 분말화

한 후 40 mesh체를 통과한 분말만을 모아 −80oC에 저장하면

서 사용하였다.

2. 곤드레 분말을 첨가한 두부의 제조

곤드레 두부의 재료 및 분량은 <Table 1>과 같고 코코두

부 제조기(KOCO-4800)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250 g의 대

두는 깨끗이 수세하여 물기를 빼고 2,750 mL의 물과 함께

넣고 끊인 후 여과포를 이용하여 한 번 걸러내어 두유를 얻

었다. 2000 mL의 두유를 두부 제조에 사용하였고 두유량의

0, 0.1, 0.2, 0.3% 곤드레 분말을 첨가한 후 골고루 섞어서

Water bath에서 75-80oC로 중탕하면서 원료대두 무게의 2%

의 간수를 첨가하였다. 간수를 넣은 후 20분간 중탕한 두유

를 여과포를 깐 성형틀(10×10×8 cm)에 넣고 응고물을 20분

간 500 g 중량으로 압착 성형하였다. 완성된 두부는 4oC에

저장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다.

3. 수율측정

두유의 수율(%)은 원료 대두 250 g당 얻어지는 두유

2,000 mL의 양에 대한 총 두부의 무게로 표시하였다.

4. pH

곤드레 첨가량을 달리한 두부를 제조하여 4oC에서 8일간

저장하면서 pH 및 총산도를 측정하였다. 시료 10 g을 취하

여 증류수 20 mL를 가하여 균질화 시킨 후 pH meter

(Thermo orion USA)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5. 총균수 측정

곤드레 첨가량을 달리한 두부를 제조하여 4oC에서 8일간

저장하는 동안 총균수를 측정하였다. 곤드레두부 10 g을 90

mL의 멸균희석수와 함께 균질화한 후 그 균질액을 10배 희

석법으로 희석하여 Standard Method Agar(SMA)배지에 0.1

mL 도말하여 37oC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나타난 colony 수

를 계수하였다.

6. 색도 측정

두부의 색도 측정은 두부를 2×2×2 cm 크기로 잘라

Colormeter(JS-555, Japan)를 사용하여 L(명도)값, a(적색도)

값, b(황색도)값을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

었다. 이때 사용한 표준 백색판(standard plate) L값 96.95,

a값 −0.03, b값 1.42이었다.

<Table 1> Formula of Gondre tofu containing different amount of Cirsium setidens powder

Ratio of Cirsium setidens powder1) (%)  Ingredient (g) Coagulant (g) Water (mL)

0 Rice flour (250) + Cirsium setidens powder (0) 5 2,750

0.1 Rice flour (250) + Cirsium setidens (2) 5 2,750

0.2 Rice flour (250) + Cirsium setidens (4) 5 2,750

0.3 Rice flour (250) + Cirsium setidens (6) 5 2,750

1)Soymilk wt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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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직감 측정

두부의 조직감 특성 측정은 두부를 2×2×2 cm 크기로 잘라

Rheometer(CR-100D, Sun Sci. Co. Japan)를 이용하여

<Table 2>와 같은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응집성

(Cohesiveness), 검성(Gumminess), 부서짐성(Brittleness), 견고

성(Hardness)와 탄력성(Springiness)을 3회 반복 측정하였다.

8. 관능검사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검사방법과

평가특성을 교육시킨 후 곤드레의 첨가량을 달리한 곤드레

두부의 관능검사를 하였다. 평가내용은 곤드레의 첨가량을

달리한 곤드레 두부의 색도(color), 풍미(flavor), 질감

(textur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를 7점 척도

법(1=dislike extremely, 7=like extremely)으로 평가하였다.

곤드레두부는 검사당일 오전에 제조한 시료를 사용하였다.

9. 통계처리

분석결과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평균치와 표준편차

를 구하였다. 측정결과는 ANOVA에 의하여 유의성 검증을

하였으며 평균치간의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수율

곤드레 분말 첨가 두부의 수율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0% 첨가군의 경우 202.60%이었으며, 곤드레 분

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두부의 수율은 각각 0.1% 첨가군

(196.20%), 0.2% 첨가군(192.40%), 0.3% 첨가군(182.00%)

로 나타났고 0.3% 곤드레 분말 첨가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다. 함초(Kim 등 2010), 연잎 분말 (Park 등 2009), 녹

차가루(Jung & Cho 등 2002)를 첨가하여 제조한 두부에서

는 천연물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율이 감소하는 결과

를 나타낸 반면 곰취 분말(Kim 2011), 매생이(Jung 등

2008), 클로렐라(Kim 등 2003)를 첨가하여 제조한 두부에서

는 천연물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율이 증가하는 상반

된 결과를 보였다.

2. pH

곤드레 분말 첨가 두부의 저장 기간에 따른 pH의 변화는

<Table 4>와 같다. 두부의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0% 첨가

군의 pH는 5.88-5.79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고, 곤드레 분

말 0.1, 0.2, 0.3% 첨가군이 각각 5.82~5.72, 5.80~5.70,

5.79~5.69로 곤드레를 첨가한 두부의 pH가 곤드레 첨가 수

준이 증가할수록 두부의 pH가 감소하였다. 이는 오미자(Kim

& Choi 2008), 파래(Chung 2010), 연잎(Park 등 2009), 구

기자분말(Park 등 2010)을 첨가하여 만든 두부에서 첨가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pH가 낮아지는 연구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 총균수

곤드레 분말 첨가 두부를 제조하여 4oC에서 8일간 저장하

<Table 2> Analytical condition of Rheometer

Table speed 100 mm/min

Graph speed 100 mm/min

Load cell 2 kg

Critical (diameter) 10 mm

Sample height 20 mm

Sample width 20 mm

Sample length 20 mm

Deformation rate 50%

<Table 3> Yield rate of Gondre tofu added Cirsium setidens powder

Mean±SD

Ratio of Cirsium

setidens powder (%)
Yield rate

0 202.60±3.68a

0.1 196.20±1.98a

0.2 b192.40±2.83ab

0.3 182.00±6.79b

F-value 8.33 (p=0.0340)

a,b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Table 4> Change in pH of Gondre tofu added Cirsium setidens powder during 8 days storage at 4oC Mean±SD

Days of Storage
Ratio of Cirsium setidens powder (%)

0 0.1 0.2 0.3 F-value

0 A5.88±0.03a B5.82±0.02a B5.80±0.01a B5.79±0.01a 7.95 (p=0.0368)

2 A5.88±0.01a bB5.80±0.01ab B5.80±0.01a B5.79±0.01a 70.33 (p=0.0006)

4 A5.87±0.03a B5.78±0.01b B5.76±0.01b B5.75±0.01b 19.88 (p=0.0073)

6 A5.82±0.01b B5.73±0.01c B5.72±0.01c B5.71±0.01c 102.67 (p=0.0003)

8 A5.79±0.01b B5.72±0.01c C5.70±0.01c C5.69±0.01c 81.33 (p=0.0005)

F-value 10.36 (p=0.0123) 24.12 (p=0.0018) 54.88 (p=0.0003) 40.14 (p=0.0005)

A,B,C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a,b,c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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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안의 총균수 측정 결과는 <Table 5>과 같다. 두부 제조

직후에는 첨가량에 따른 총균수의 차이가 없었으나 저장이

길어질수록 곤드레 첨가부두가 일반두부에 비해 총균수가 증

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녹차(Jung & Cho 2002), 강황

(Min 등 2007), 구기자(Park 등 2010), 바질(Im 등 2004)

등 첨가가 두부의 저장성 연장에 효과를 보여주며 첨가물에

따른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곤

드레를 첨가하여 제조한 두부는 곤드레가 저장하는 동안 미

생물의 증식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결

과는 Im 등(2012)의 곤드레 개떡에 관한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저장성 연장효과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된다.

4. 색도

곤드레 분말 첨가 두부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6>와 같다. L값(명도)은 대조군이 90.69으로 가장 높았으며,

곤드레 분말 0.3% 첨가군은 60.8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곤드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값을 보여 대조군에

비해 색이 어두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a값(적색도)은 0% 첨

가군이 −1.86, 곤드레 분말 0.1, 0.2, 0.3% 첨가군이 각각 -

3.89, −4.71, −5.50으로 곤드레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어 녹색의 경향을

보았다. b값(황색도) 또한 0% 첨가군이 19.42으로 가장 높고

곤드레 분말 0.3% 첨가군은 14.54으로 가장 낮았으며, 곤드

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값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L값, a값, b값 모두 곤드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

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곤드레 분말이 녹색을 띄고 있

어 곤드레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0% 첨가군에 비해

색이 어둡고 진한 녹색을 띄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잎(Park 등 2009), 녹차가루(Jung & Cho 2002)를 첨가

하여 제조한 두부에서도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L값과 a값

이 낮게 나타나 본 결과와 비슷하였다. 두부의 색도는 두부

의 중요한 품질 요인 중의 하나이며 색도는 시각적 기호도

의 척도로서 이용된다(Yoon 등 1997). 따라서 곤드레 두부

는 일반 두부와는 다른 색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부의 기호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요즘 컬러 푸드

의 선호도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두부의 색의 고정된 선입

견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조직감

곤드레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두부의 조직감 측정 결과

는 <Table 7>과 같다. 경도(hardness)는 0% 첨가군이 63.60

g/cm2였으며, 곤드레 분말 0.1, 0.2, 0.3% 첨가 두부의 경우

각각 94.63, 126.86, 172.38g/cm2으로 첨가수준이 증가할수

록 경도가 증가하였다. 파래(Chung 2010), 연잎(Park 등

2009), 노랑 파프리카(Park & Jeon 2008), 오미자추출물

(Kim & Choi 2008), 석류즙(Kim & Park 2006), 녹차가루

(Jung & Cho 2002)를 첨가하여 제조한 두부에서도 첨가수

준이 증가할수록 견고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

구결과와 같은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탄력성(springiness)은

<Table 5> Number of Total aerobic bacterial (log CFU/mL) of tofu

added Cirsium setidens powder during 8 days storage at

4oC                                                                    Mean±SD

Days of 

Storage

Ratio of Cirsium setidens powder (%)

0 0.1 0.2 0.3

0 <2 <2 <2 <2

2 <3 <3 <3 <3

4 3.98±0.04 4.12±0.11 3.98±0.04 3.67±0.26

6 5.33±0.01 5.58±0.01 5.51±0.03 5.52±0.01

8 5.40±0.02 5.60±0.01 5.63±0.02 5.61±0.01

<Table 6> Hunter’s color value of Gondre tofu added Cirsium

setidens powder                                               Mean±SD

Ratio of 

Cirsium setidens 

powder (%)

L a b

0 90.69±0.29a -1.86±0.05a 19.42±0.23a

0.1 79.39±0.04b -3.89±0.02b 16.18±0.06b

0.2 73.16±0.16c -4.71±0.01c 15.50±0.04c

0.3 60.85±0.07d -5.50±0.14d 14.54±0.10d

F-value
10565.6

(p<0.0001)

6231.13

(p<0.0001)

520.80

(p<0.0001)

a,b,c,d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Table 7> Texture properties of Gondre tofu added Cirsium setidens powder Mean±SD

Ratio of Cirsium 

setidens powder (%)
Springiness (%) Cohesiveness (%) Gumminess (g) Brittleness (g) Hardness (g/cm2)

0 120.91±0.48a 26.72±0.42d 28.79±0.27d 1791.06±30.86d 63.60±0.23d

0.1 114.19±0.01b 30.47±0.08c 34.68±0.18c 3331.57±85.48c 94.63±0.47c

0.2 100.79±0.43c 34.54±0.21b 52.94±0.07b 5309.48±5.24b0 126.86±1.17b0

0.3 058.03±0.06d 38.29±0.20a 59.69±0.35a 6870.36±50.01a 172.38±0.32a0

F value 15136.6 (p<0.0001) 759.67 (p<0.0001) 7360.86 (p<0.0001) 3672.75 (p<0.0001) 9935.95 (p<0.0001)

a,b,c,d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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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첨가군이 120.91로 나타났고 0.1, 0.2, 0.3% 첨가 두부

의 경우 각각 114.19, 100.79, 58.03으로 곤드레 분말을 첨

가수준이 증가할수록 낮게 나타났다. 응집성(cohesiveness)은

0% 첨가군이 26.72으로 가장 낮았지만 0.1, 0.2, 0.3% 첨가

두부의 경우 각각 30.47, 34.54, 38.29으로 곤드레 분말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씹힘성(gumminess)은 0% 첨

가군이 28.79로 가장 낮았고 0.3% 첨가군이 59.69로 가장

높으며 곤드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씸힘성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부서짐성(brittleness)은 0% 첨가군이

1791.06으로 낮았으나 곤드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

아져 0.3%를 첨가한 두부가 6870.36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

서짐성의 증가는 파래(Chung 2010), 연잎(Park 등 2009),

노랑 파프리카(Park & Jeon 2008), 오미자추출물(Kim &

Choi 2008)을 첨가한 두부의 경우에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부서짐성도 증가하여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6. 관능검사

곤드레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두부의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8>와 같다. 색(color)에 대한 선호도는 유의성이 나타

나지 않았다. 색도는 0% 첨가군(5.35), 0.1% 첨가군(5.35),

0.2% 첨가군(5.60), 0.3% 첨가군(5.25)로 전반적으로 선호도

가 높았다. 맛(taste)에 대한 선호도는 0.3% 첨가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곤드레 분말 0% 첨가군(4.86), 0.1% 첨가군

(5.50), 0.2%첨가군(5.25)이 0.3% 첨가군(4.05)보다 맛에 대

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조직감(texture)에 대한 선호도

는 0.3% 첨가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곤드레 분말 0% 첨

가군(4.60), 0.1%첨가군(5.10), 0.2% 첨가군(5.30)이 0.3%

첨가군(3.75)보다 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

인 선호도도 곤드레 분말 0% 첨가군(4.75), 0.1% 첨가군

(5.15), 0.2% 첨가군(5.35)이 0.3% 첨가군(4.00)보다 높게 나

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곤드레 분말 첨가는 전체적인

관능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곤드레 분말 0.2%

첨가가 두부의 기호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농도로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곤드레의 우수한 생리적 기능을 활용하고자 동결 건조 시

킨 곤드레 분말을 0, 0.1, 0.2, 0.3%를 첨가한 두부를 제조

하여 물리적, 관능적 품질 특성을 살펴보고 곤드레의 이용분

야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했다.

1. 두유의 수율(%)은 원료 대두 250 g당 얻어지는 두유

2000 mL의 양에 대한 총 두부의 무게로 표시하였으며 곤드

레 분말 첨가 두부의 수율은 곤드레 분말 0.3% 첨가한 두부

의 수율이 감소하였다.

2. 저장기간에 따른 곤드레 두부의 pH는 곤드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두부의 pH가 감소하였으며, 총균수는 곤드레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저장하는 동안 총균수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3. 두부를 일정한 크기(2×2×2 cm3)로 절단하여 Colormeter

를 사용하여 L(명도)값, a(적색도)값, b(황색도)값을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으며 색도는 명도, 적색도,

황색도 모두 곤드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값을 보

였으며, 이는 곤드레 분말이 녹색을 띄고 있어 곤드레 분말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대조군에 비해 색이 어둡고 진한 녹

색을 띄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두부의 조직감은 두부를 일정한 크기(2×2×2 cm3)로 절

단하여 Rheometer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경도

는 첨가수준이 증가 할수록 증가 하였고, 탄력성은 곤드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다. 씹힘성, 부서짐성, 그리

고 응집성은 곤드레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5.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관능검사

를 실시한 결과에서 맛, 질감, 전반적인 선호도가 0, 0.1,

0.2% 첨가군이 0.3% 첨가군보다 높았다.

따라서 실험의 결과 곤드레 분말을 0.2% 첨가한 경우 수

율에도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고 전반적인 관능평가에서도 선

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곤드레 분말 0.2% 첨가가

두부의 기호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농도로 사료된다.

<Table 8> Sensory scores1) of Gondre tofu added Cirsium setidens powder Mean±SD

Ratio of Cirsium setidens 

powder (%)
Col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0 5.35±1.14 4.85±1.27a 4.60±1.27a 4.75±1.07a

0.1 5.35±0.81 5.50±1.00a 5.10±1.17a 5.15±1.23a

0.2 5.60±1.05 5.25±1.02a 5.30±1.03a 5.35±1.18a

0.3 5.25±1.21 4.05±1.67b 3.75±1.37b 4.00±0.97b

F-value 0.40 (p=0.7565) 5.00 (p=0.0032) 6.45 (p=0.0006) 5.70 (p=0.0014)

a,b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1)1=dislike very much, 7=like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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