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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 WP첨가가 두부 품질 장성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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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dded whey protein concentrates (WPC) and whey powder (WP) 

on the quality and shelf life of Tofu, a traditional food in Korea. Combined whey powder and whey protein concentrates 

were obtained at drainage after the casein was separated by using rennet enzyme or acidification of milk. We manufactured 

whey Tofu and evaluated its nutritional quality by testing, the general composition for yield, moisture, pH, crude protein, 

crude fat, carbohydrate, rheology, sensory properties, and change during storage. 1. The general compositions of WPC and 

WP were as follows: (a) WPC: moisture, 5.9%; crude protein, 56.2%; crude fat, 0.1%; carbohydrate, 32.6%; ash, 5.2%; and 

pH 5.93 and (b) WP: moisture, 3.7%; crude protein, 13.2%; crude fat, 1.6%; carbohydrate, 74.4%; ash, 7.1%; and pH, 6.65. 

2. The yield of Tofu was as follows: (a) in WPC, the content was CaCl2:GDL=6:4 > CaCl2:GDL=9:1 > CaCl2:GDL=7:3 

> CaCl2:GDL=8:2 and (b) in WP, 2% addition was the highest (265%) at 13.3 g/cm2, but with 4% addition WP was the 

lowest (184%) at 22.2 g/cm2. 3. The moisture content of Tofu was as follows: (a) in WPC, the content was CaCl2:GDL 

= 6:4 > CaCl2:GDL=9:1 > CaCl2:GDL=7:3 > CaCl2:GDL=8:2 and (b) in WP, 2% addition was the highest at 79.82% (13.3 

g/cm2), but 4% was the lowest at 75.18% (22.2 g/cm
2). 4. The pH of Tofu was as follows: (a) in WPC, the value was 

WPC 6% > WPC 4% > WPC 2% > control and CaCl2:GDL=6:4 > CaCl2:GDL=8:2 > CaCl2:GDL=9:1 > CaCl2:GDL=7:3 

and (b) in WP, WP 4% > WP 2% > control. 5. The ash content of Tofu was as follows: (a) in WPC, the content was 

CaCl2:GDL=8:2 > CaCl2:GDL=7:3 > CaCl2:GDL=6:4 > CaCl2:GDL=9:1 and (b) in WP,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2% and 4% addition. 6. The crude protein content of Tofu was as follows: (a) in WPC, the content was CaCl2:GDL=8:2 

> CaCl2:GDL=7:3 > CaCl2:GDL=9:1 > CaCl2:GDL=6:4 and (b) in WP,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2% and 4% 

addition. 7. The crude fat content of Tofu was as follows: (a) in WPC, the content was CaCl2:GDL=8:2 > CaCl2:GDL= 

7:3 > CaCl2:GDL=9:1 > CaCl2:GDL=6:4 and (b) in WP, values decreased with increasing pressed weight. 8. The 

carbohydrate content of Tofu was as follows: (a) in WPC, the content was CaCl2:GDL=8:2 > CaCl2:GDL=7:3 > 

CaCl2:GDL=6:4 > CaCl2:GDL=9:1 and (b) in WP, values increased with increasing pressed weight. 9. The rheolog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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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Tofu were as follows: (a) in WPC, hardness and 

brittleness was highest with CaCl2:GDL=8:2 and 6% added 

WPC. Cohesiveness was highest with CaCl2:GDL=6:4 and 

2% added WPC. Elasticity was the highest with CaC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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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L=7:3 and the added WPC control. (b) in WP, hardness was the highest with 22.2 g/cm2 and added WP control. 

Cohesiveness was the highest with 17.8 g/cm2 and added WP 2%. Elasticity was the highest with 17.8 g/cm2 and added 

WP 4%. Brittleness was the highest with 17.8 g/cm2 and added WP control. 10. The sensory test results of Tofu were 

as follows: (a) in WPC, the texture, flavor, color, and smell were the highest with CaCl2:GDL=6:4 and 6% added WPC. 

(b) in WP, the texture was the highest in the control with 22.2 g/cm2. Flavor and smell were the highest in WP 2% 

and 22.2 g/cm2. Color was the highest in WP 2% and 17.8 g/cm2. 11. The quality change of Tofu during storage was 

as follows: (a) in WPC, after 60 h, all samples began to get spoiled and their color changed, and mold began to germinate. 

(b) in WP, the result was similar, but the rate of spoilage was more rapid than that in the control.

Keywords: WPC, WP, quality, shelf life, Tofu

서 론

유청(whey)이란 cheese를 제조하거나 식품 공산품에

사용되는 casein을 생산하기 하여 우유를 응유효소나 산

으로 응고시킨 후 형성된 curd를 분리해 낼 때 얻어지는 액

상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유청은 원유에 함유된 성분 즉 단

백질, 유당, 무기질 비타민 등의 고형분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다(Dybing와 Smith, 1991).

일반 으로유청은불투명하고 황록색을 띠며, 고형물 함

량이 6.0～6.5%이고, 생물학 산소요구량(BOD)이 32,000 이

상 포함되고 있다. pH, 산도 등에 따라 sweet whey, medium 

whey, acid whey로구분되는데, sweet whey는산도 0.1～0.2%, 

pH 5.8～6.6, medium whey는 산도 0.2～0.4%, pH 5.0～5.8, 

acid whey는 산도 0.4% 이상, pH 5.0 이하인 것을 말한다

(Kosikowski, 1982).

유청은 가공식품에서 다양한 기능성을 발휘하고 양이

풍부한 매우경제 인 원료이다. 유당을 포함한 유청제품은

색과 향미를 좋게 해주며 흡습성을 높여주고, 유화성, 가용

성, 포말성, 분산성 등 식품특성을 개선해 다(신 등, 1995; 

Jayaprakasa 등, 1996). 유청 생산량은 cheese 산업이 발달할

수록 세계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탈지분유 용품으로

서 요하게인식되어 유청을첨가한 식품의 기능성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Delaney, 1979). Mathur과 Shahani(1979)은

여러 식품에 첨가되어 향취, 색, 양, 조직의 개선과 품질

유지, 식품연화, 가공 cheese의 수율을 증가시키기 해 사

용된다고 보고하 으며, 이(1981)는 유청은 조제분유 제조

시 우유성분에 유당과 유청단백질을 보강하기 해 사용되

며 유가공, 제과, 제빵, 청량음료의 원료 는 첨가물로 이

용된다고 하 다. Kanda(1976)는 유청을 첨가한 요구르트를

제조하 고, Mathur과 Shahani(1979)은 아이스크림과 수

육즙을 제조하 으며, Suzuki(1997)는 유청음료 유산

균 발효유를제조하 다고 보고하 다. Whey powder(WP)는

cheese 제조시 부산물인 유청을 건조한 것으로 소화되기 쉽

고 생리 으로 유효한 albumin, globulin, 비단백태질소화합

물 등이 함유되어 있고, cheese whey, casein whey 등으로 만

들기 때문에 값이 렴하다(이 등, 1988). 유청액 에는 단

백질이 유단백질의 20%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을

whey protein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우유단백질원과 많은 양

의염류와 유당이요구되지 않는 식품에서의 요한 원료로

서 whey protein concentrate(WPC) 심이 높아졌다. WPC는

한외여과법, 크로마토그라피법, 기투석법 등에 의해 염류

와 유당의 일부 는 부를 제거시켜서 제조하는 기술이

발달하 다.

Klare 등(1950)은 두단백질이 용해도, 도, 착력, 아

미노산 조성 등여러 가지 성질이우유단백질과 유사하다고

하 다. 그러므로 두와 유제품을 혼합함으로 새로운 제품

을개발하고, 기존 제품의품질 양의 개선을 한 많은

연구가이루어졌다(Lim 등, 1990). Renner(1993)는 두에유

청을 사용하면 두 단백질의 제한 아미노산의 황함유아미

노산을 유청단백질로강화시킬수있다고하 으며, Holsinger 

등(1977)은유청을첨가한두유를제조하 고, Hang 등(1967)

은 두유를 첨가한 cheese를 제조하 다. 장과 윤(1997)은

두요구르트를 제조하 고, 김 등(1994)은 우유를 첨가한 두

부를 개발하 다.

두 단백질과 유청을 혼합하여 두부를 제조했을 때 유

청 에 함유된칼슘 등 염류는 두단백질을 침 시킴으로

써 두 단백질의 겔 형성을 방해하거나 커드의 조직을 나쁘

게 하 으며, 유청단백질의 콜로이드 안정성은 증가하 고, 

80℃ 이상에서열처리할 경우 두단백질 혼합물에 분

자량의 단백질과 고분자량의 응집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Saio, 1979; Metwalli 등, 1982ab). 혼합가열시 용해성이

증가되는 것은 소수성, 수소, 이온, 정 기 S-S 결합과

van der waals 힘 등이 개입된 두 이종 조성단백질 간의 상

호작용으로인하여 일부 불용성 응집물을 형성하기도 하나, 

상 으로 가용성 응집물을 더 많이 형성한다(Yamano 등, 

1981; 손과 이,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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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는 기원 2000년 국 동쪽 지방을 지배했던 루안

왕에 의해서발명되어 한국뿐만아니라 동남아에서 리 식

용으로 사용되어온 통식품이다(Smith 등, 1960; Tasi 등, 

1981). Miller 등(1952)은 두부는 수용성 두단백질을 염으

로 응고시켜압착한 제품으로 양가와 소화율이높다고 하

으며,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높고, 가격이 렴한 고단백

식품이나 수분 함량이 80～88%인 고수분 식품으로서, 높은

수분 함량 때문에 쉽게 변질되는 단 이 있다. 김(1984)에

의하면 한국에서 주로 생산, 매되는 두부는 순두부, 보통

두부, 연두부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보통두부는 오

랫동안 섭취하여 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거부감 없이 잘

받아 들여지고 있다고 하 다(장 등, 1990). 그러나 시 에

유통되는 보통두부는 장성이 매우낮아 1～2일 내에 매

하여야 하는어려운 을가지고 있어 경제발 과 식생활의

변화로 제품이 다양하고 생 이며, 양 으로 우수하고

장성이 양호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김, 1992).

두부의 품질과 기능을향상시키기 한 연구로는 손과 김

(1985)의 건조 비지 첨가한 두부 제조와 김 등(1991)의 난백

첨가 두부제조가있으며, 등(1997)의키토산분해물질 이

용한두부의제조와김등(1996)의인삼첨가두부제조가보

고되었으나, 유청을이용한두부의제조는보고된바가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청분말과 유청단백질을 주원료

로 하여 통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두부에 생산량이 많

고, 이용분야가 확 되는 유청을 이용함으로써 유제

품의 다양화와 소비를 진하기 하여 유청두부를 제조

하 다.

재료 방법

1. 재료

두부 제조용 두는 연천군에서 생산된 것으로 수원농

에서구입하여실험재료로사용하 다. 유청농축단백질(WPC: 

whey protein concentrates) 분말과 유청분말(WP: whey powder)

은 삼익유가공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응고제로는 두

부 제조용으로 공 되고 있는 calcium chloride(CaCl2, 특 , 

藥理化學工業株式 社, 日本), glucono-delta-lactone(GDL, C6H10O6, 

1 , Sigma Alddrich Chemie Gmbh P.O. Germany)를 사용하

다.

2. 방법

1) 두유와 두부의 제조

실험용 WPC WP 두부는 비실험을 통하여 설정된

Fig. 1과 같은 표 공정으로 제조하 다. 정성된 원료 두

300 g을 깨끗하게 수세한 후 10배의 수돗물(14～20℃)로 12

시간 동안 침지한 후 건져내어 깨끗이씻었다. 팽윤된 콩에

원료콩무게의 10배량물을가하여 mixer(MIX 800, Dongyang 

Magic Co. Korea)로 2분간(85,000 rpm) 마쇄한 후 약간의 물

로 믹서기벽과 뚜껑에 묻어 있는 것을 씻어 합하여 두미

3,600 g을 만들었다. 이것을 2겹의 마포로 압착하고 소형 탈

수기(W-60T, Hanil Electric Co. Korea)에서 1,650 rpm으로 하

여 생두유를 얻었다. 같은 방법으로 생두유를 WPC 두부 제

조용은총 4개, WP 두부제조용은 총 3개를 만들어 이생두

유에 각 WPC와 WP를 서서히 교반하면서 완 히 용해시켰

다. WPC의 혼합비율은 두유량의 0%, 2%, 4%, 6%로 하

다. WP의 혼합비율은 두유량의 0%, 2%, 4%로 하 다. 혼합

두유액을 90～95℃로 가열된 항온수조에서 교반하면서 혼

합두유액의 온도가 90℃에 도달한 뒤 10분간 끓여서 꺼낸

Soybean

Washed soybean, tap water

Soaking (3L of tap water, 14～20℃, 12 hr)

Grinding, 2 min, addition of water (10 times)

Filtering

Soybean milk

Addition of WPC (0%, 2%, 4%, 6%) and 

WP (0%, 2%, 4%)

Heating (90～95℃, 10 min)

Coagulation, mixed coagulant 

(10% CaCl2+10% GDL), 15 min

Drain

Moulding (15 cm X 15 cm X 8 cm at 

13.3 g/cm2 for 15 min)

Forming

Cooling

Soybean curd

Fig. 1. The procedure for preparation of soybean curd containing 

WPC and WP.



한국유가공 술과학회지 제30권 제2 (2012)96

뒤 바로혼합응고제액을 서서히교반하면서 가한뒤 15분간

정치시켜 두부를 얻었다. 각 응고제의 두부 응고를 한 소

요량은 김 등(1994)의 실험결과를 이용하 다. WPC 혼합

두부는 미리 10% 용액으로 만든 CaCl2와 GDL을 각각 비

하여 혼합두유액의 1%에 해당하는 양을 90:10, 80:20, 70:30, 

60:40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하 다. WP 혼합 두부 제조에

는 CaCl2와 GDL을 80:20으로 혼합한 응고제 1종을 사용하

다. WPC 혼합두부는마포를깐나무두부틀(15 cm×15 cm 

×8 cm)에 넣고, 13.3 g/cm2
의 압력으로 응고물을 탈수 압착

성형하여두부로 만들었다. WP 혼합두부는 성형무게를 13.3 

g/cm2, 17.8 g/cm2, 22.2 g/cm2
로 압착하여 두부를 만들었다.

2) 수율 측정

WPC 두부와 WP 두부의 수율은 변 등(1991)의 방법에

하여 측정하 다. 응고물을 나무 두부틀(15cm×15 cm×8 cm)

에 넣어 13.3 g/cm2의 압력으로 압착 성형하여 무게를 측정

하 다.

수율(%)=
Soybean curd wt.

 × 100
Soybean wt. (dry wt.)

3) 수분 함량

AOAC(1995)의 방법에 하여 상압가열건조법으로 측정

하 다. WPC, WP는각각의 분말에서 5 g 정도 취하여 측정

하 다. 생두유는 생두유에 WPC 0%, WPC 2%, WPC 4%, 

WPC 6%, WP 0%, WP 2%, WP 4%를 넣어 완 히 용해시킨

후 각각의 두유에서 5 g 정도 취하여 측정하 다. 두부는

WPC 0%, WPC 2%, WPC 4%, WPC 6%, WP 0%, WP 2%, 

WP 4%를 넣어제조한 후각각의 두부에서 5 g 정도취하여

측정하 다. 미리 가열하여 항량을 구하여 놓은 칭량그릇에

시료 5 g 정도 무게를 달아 담고, 105℃ 후 온도의 건조기

에넣어 4시간건조한후데시 이터 에서약 30분간식히

고무게를달아항량을 구한 후다음 공식에의하여수분함

량을 산출하 다.

수율(%)=
(b－c)

 × 100
(b－a)

a: 칭량그릇의 무게 (g)

b: 칭량그릇과 시료의 무게 (g)

c: 건조 후 항량이 되었을 때의 무게 (g)

4) pH 측정

WPC, WP는 Glass 등(1976)의 방법에 하여 100 mL의

증류수에 각각의 분말에서 10 g 정도 취하여 용해시킨 후

측정하 다. 생두유와 두부는 pH meter(Orion 420A, USA)로

측정하 다. 생두유에 WPC 0%, WPC 2%, WPC 4%, WPC 

6%, WP 0%, WP 2%, WP 4%를 넣어 완 히 용해시킨 후

각각의 두유에서 50 mL 정도 취하여 측정하 다. 두부는

WPC 0%, WPC 2%, WPC 4%, WPC 6%, WP 0%, WP 2%, 

WP 4%를 넣어 제조한 각각의 두부에서 50 mL를 취하여

40℃ 정도로 냉각시킨 후 측정하 으며, 장 에는 WPC 

0%, WPC 2%, WPC 4%, WPC 6%, WP 0%, WP 2%, WP 4%

를 넣어 제조한 각각의 두부에서 5 g 정도 취하여 50 mL의

증류수에 넣어 mixer로 마쇄한 후 측정하 다.

5) 회분의 측정

AOAC(1995)의 방법에 하여 시료 5 g 정도를 105℃에

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550℃ 회화법으로 측정하

다. WPC, WP는 각각의 분말에서 5 g 정도취하여측정하

다. 생두유는 생두유에 WPC 0%, WPC 2%, WPC 4%, WPC 

6%, WP 0%, WP 2%, WP 4%를 넣어 완 히 용해시킨 후

각각의 두유에 5g 정도 취하여 측정하 다. 두부는 WPC 

0%, WPC 2%, WPC 4%, WPC 6%, WP 0%, WP 2%, WP 4%

를 넣어 제조한 후 각각의 두부에서 5 g 정도 취하여 측정

하 다. 깨끗한 회화용기를 기로에서 600℃ 이상으로 여

러 시간 강하게 가열한 후 데시 이터에 옮겨 실온으로 식

힌 다음 곧 화학천칭으로 무게를 재고 다시 2시간 강하게

가열하여 건조하여 무게를재어 항량시킨후 용기를 회화로

에 옮겨 550～600℃에서 여러 시간 가열하여 백색 는 회

백색의 회분이 얻어질 때까지 계속하 다. 회화가 끝난 후

가열을 그치고 그 로 식 온도가 200℃로 되었을 때 데시

이터에 옮겨 식힌 후 무게를 재어 다음 공식에 의하여 회

분 함량을 산출하 다.

회분(%)=
W－W0

 × 100
S

W0: 항량이 된 회화용기의 무게 (g)

W: 회화후의 회화용기와 회분의 무게 (g)

S: 시료의 채취량 (g)

6) 조단백질의 측정

AOAC(1995)의 의한 Kjeldahl법에 하여 측정하고, 백분

율로표시하 다. 두부는 WPC 0%, WPC 2%, WPC 4%, WPC 

6%, WP 0%, WP 2%, WP 4%를 넣어 제조한 후, 각각의 두

부에서 1 g 정도취하여 측정하고, 다음 공식에 의하여조단

백질 함량을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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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1.4×F × (X－0.1)

 × 100
시료(g)×1,000

F: 1.000

X: 시료의 정량

단백질 (%)=질소(%)×5.71

7) 조지방의 측정

AOAC(1995)의 Soxhlet 추출법에 하여 측정하고, 그 함

량을 백분율로 표시하 다. 두부는 WPC 0%, WPC 2%, 

WPC 4%, WPC 6%, WP 0%, WP 2%, WP 4%를 넣어 제조한

후 각각의 두부에서 2 g 정도 취하여측정하고, 다음 공식에

의하여 조지방 함량을 산출하 다.

질소(%)=

(추출 filter paper+시료 량) 

–(추출 후 filter paper+시료 량)
 × 100

시료 량

8) 물성 측정

두부의물성 측정은두부를 가로 2.5cm, 세로 2.5 cm로

단한 후 Fudoh Rheometer(Model NRM-2002, Fudoh Kogyo 

c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시료를두 번 씩 찔러 나

타난 형 인 curve를 岡部(1979)의 방법에 의하여 Fig. 2와

같이분석계산하여각처리구의경도(hardness), 응집성(cohe-

siveness), 탄력성(elasticity), 부서짐성(brittleness)을 조사하

다. 기기조건은 maximum load:2,000 g, 압: 10×0.1 volt, table 

speed: 60 mm/min, stroke: 20, chart speed: 15 mm/min, 시료

의높이: 20 mm, adaptor No. 5(직경 5 mm), 침입거리: 10 mm 

(이음새 간격 20 mm)을 하 다.

9) 능검사

혼합응고제의 비율을 90:10, 80:20, 70:30, 60:40으로 다르

게 하고, WPC 0%, WPC 2%, WPC 4%, WPC 6%, WP 0%, 

WP 2%, WP 4%를넣어 만든 각 두부의 능 인차이를알

아보기 하여 Larmond(1977)의 다시료비교시험법(multiple 

comparison test)을사용하 다. 시료의 크기를 1.0 cm×1.0 cm 

×1.0 cm의 크기로 제시하 다. 검사원은 능검사 능력을

갖춘 학원생 5명을 선정하 다. 시료 제시 온도는 상온이

며 오후 4시에 실시하 다. 검사는 두부의 질감, 풍미, 색, 

냄새 등 4개를 선정한 후 5 법으로 평가하 다. 평가 정도

는 이들을 수화한 후 컴퓨터 통계처리용 SPSS/PC 로그

램을 이용하여 frequency, manova, anova를 분석하 다.

10) 장 검사

두부 제조 후 10℃ incubator에서 4일간 장하면서 12시

Hardness: H Cohesiveness: A2 / A1 Elasticity: B2 / B1

Brittleness: Hardness × Cohesiveness × Elasticity

Fig. 2. Rheometer texture profile analysis of sample.

간 간격으로 pH, flavor, 외 을 조사하 다.

결과 고찰

1. 원료의 성분

두부 제조의 원료로 사용한 두유, WPC, WP의 일반성분

의분석결과는 Table 1과같다. 두유의 수분 함량은 94.9%로

나타났으며, 김과 이(1985)의 94.3%와 박(1984)의 93.65%와

비슷한 값을 나타냈다. 두부 수율에 향을 주는 두유의 단

백질 함량은 2.4%로 Wu와 Baker(1971)이 제시한 3.2%보다

는 낮은 값을 보 다. 두유의 조지방 함량은 0.9%로 김 등

(1985)의 1.3%보다 낮게 나타났다. 두유의 탄수화물 함량은

0.8%로 나타났다. 두유의 회분 함량은 0.4%로 김 등(1985)

의 0.48%와 박(1984)의 0.5%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첨가제

로 쓰인 WPC와 WP의 수분 함량은 각각 5.9%, 3.7%이며, 

WP값은 신(1993)의 3.683%와 비슷하 다. WPC와 WP 첨가

량이많을수록수분함량이 감소하 고, 회분 함량은증가하

다. 이것은 회분함량이 각각 5.7%와 7.1%인 WPC WP

를첨가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WPC와 WP의단백

질과지방의함량은각각 56.2%와 0.1% 그리고 13.2%와 1.6%

로 나타났다. WP값은 신(1993)의 13.459%, 1.50%와 비슷하

다. WPC 탄수화물 함량은 32.6%, 회분 함량은 5.2%로 나

타났다. WP 탄수화물 함량은 74.4%로 신(1993)의 72.520%, 

Weisberg와 Goldsmith(1969)의 73%보다는높게나타났다. WP 

회분 함량은 7.1%로 신(1993)의 8.422%, Kosikowski(1982)의

7.3%보다 낮았다. WP를 첨가한 두유는 생두유보다 수분 함

량이 낮았으며, WP 첨가량이 많을수록 수분 함량은 감소하

다. 조단백질은 WP의 함량이 많을수록 증가하여 생두유

는 2.4%에서, WP 4%에서는 6.4%까지 증가하 다. 조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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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in soybean milk, WPC and WP                                                             (Unit: %)

Raw materials Moisture Total solid Crude protein Crude fat Carbohydrates Ash pH

Soybean milk 94.9  5.1  2.4 0.9  0.8 0.4 6.56

Soybean milk (Mixture of WPC 2%) 92.4  7.6  4.8 1.3  1.0 0.5 6.40

Soybean milk (Mixture of WPC 4%) 91.4  8.6  5.2 1.5  1.3 0.6 6.37

Soybean milk (Mixture of WPC 6%) 90.0 10.0  6.0 1.7  1.6 0.7 6.30

Soybean milk (Mixture of WP 2%) 92.4  7.6  3.9 1.8  0.8 1.1 6.58

Soybean milk (Mixture of WP 4%) 90.4  9.6  5.3 1.9  1.0 1.4 6.61

WPC  5.9 94.1 56.2 0.1 32.6 5.2 5.93

WP  3.7 96.3 13.2 1.6 74.4 7.1 6.65

함량은 생두유에서 0.9%가 WP 4%에서는 1.9%까지 증가하

다. 즉 WP 첨가 시 수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분이 생두

유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수율

응고제의혼합비율별두부의 수율은 Fig. 3과같았다. 두유

만을원료로제조한두부는 CaCl2:GDL=9:1 174%, CaCl2:GDL= 

8:2 178%, CaCl2:GDL=7:3 180%, CaCl2:GDL=6:4 232%로 나

타나 CaCl2:GDL=6:4에서 가장 수율이 높았고, CaCl2 함량이

증가할수록 수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CaCl2:GDL=6:4 

> CaCl2:GDL=7:3 > CaCl2:GDL=8:2 > CaCl2:GDL=9:1의 순

으로 CaCl2:GDL=6:4를 제외하고는 매우 은 차이를 보이

Fig. 3. Yield of WPC Tofu coagulated with CaCl2:GDL mixed 

coagulants.

 

며, 비슷한 수율을 보 다. 이것은김(1992)의 SPI 두부 제조

시 CaCl2:GDL=50:50에서가장 높은수율을 나타내고, CaCl2: 

GDL=100:0에서가장낮은수치를보인것과일치한다. WPC 

2%, 4%, 6%를 첨가하여 제조한 두부는 각각 CaCl2:GDL=9:1 

294%, 402%, 498%, CaCl2:GDL=8:2 269%, 363%, 388%, CaCl2: 

GDL=7:3 289%, 388%, 453%, CaCl2:GDL=6:4 378%, 434%, 

499%로나타나, CaCl2:GDL=6:4로혼합한응고제를사용하 을

때수율이제일낮았다. 혼합응고제사용면에서는 CaCl2:GDL= 

6:4 > CaCl2:GDL=9:1 > CaCl2:GDL=7:3 > CaCl2:GDL=8:2의

순으로 수율이 많았다.

압착무게별 두분의 수율은 Fig. 4와같았다. 조구는 13.3 

g/cm2 185%, 17.8 g/cm2 185%, 22.2 g/cm2 148%로 나타났다. 

Fig. 4. Yield of WP Tofu coagulated with CaCl2:GDL=8:2 mixed 

coagulants and various molding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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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첨가두부는 WP 2%, 4%는각각 13.3 g/cm2 264%, 260%, 

17.8 g/cm2 261%, 227%, 22.2 g/cm2 227%, 184%로 WP 2%의

13.3 g/cm2
에서 264%로 제일 높았고, 압착무게와 WP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수율이 낮아져 WP 4% 22.2 g/cm2에서는

184%로 가장 낮았다. 두부의 수율은 WP의 첨가량에 계

없이 압착무게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으며, WP 2% 첨가

두부의 수율이 가장 높았고, WP의 첨가량이 4% 이상에서

는 응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수율이 감소하 다. 한

WP 첨가 두부가 조구보다 수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3. 수분 함량

각시료 두부의 수분 함량을비교하여 보면 Fig. 5와 같았

다. 두유만을 원료로 제조한 두부는 CaCl2:GDL=9:1 77.72%, 

CaCl2:GDL=8:2 72.18%, CaCl2:GDL=7:3 75.20%, CaCl2:GDL= 

6:4 79.93%로 혼합응고제의 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응고제별로는 CaCl2:GDL=6:4 > CaCl2:GDL=9:1 > CaCl2: 

GDL=7:3 > CaCl2:GDL=8:2의 순으로 나타났다. WPC를 혼

합하여 제조한 두부는 각각 CaCl2:GDL=9:1 80.91%, 82.55%, 

82.08%, CaCl2:GDL=8:2 75.50%, 75.29%, 73.40%, CaCl2:GDL= 

7:3 79.00%, 78.90%, 78.50%, CaCl2:GDL=6:4 83.90%, 83.46%, 

82.42%로 모두 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WPC 첨가량에

계없이 비슷한 값을 보여, 두부의 수분 함량은 WPC 첨가

량보다는혼합응고제의비율에 향을더받는것으로나타났

다. 혼합응고제 사용면에서는 CaCl2:GDL=6:4 > CaCl2:GDL= 

Fig. 5. Moisture contents of WPC Tofu coagulated with CaCl2: 

GDL mixed coagulants.

9:1 > CaCl2:GDL=7:3 > CaCl2:GDL=8:2의 순으로 수분 함량

이 많았다.

압착무게별 두부의 수분 함량은 Fig. 6과 같았다. 두유만

을 원료로 제조한 두부는 13.3 g/cm2 75.05%, 17.8 g/cm2 

73.11%, 22.2 g/cm2 72.95%로 나타나, 압착무게가 증가할수

록 수분 함량이 감소하 다. WP 2%, 4% 첨가 두부는 각각

13.3 g/cm2 79.82%, 77.15%, 17.8 g/cm2 77.34%, 75.99%, 22.2 

g/cm2 77.30%, 75.18%로 압착무게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WP의 혼합에 계없이 압착무게가 증가할수록 수분 함

량은 모두 감소하 다.

4. pH

응고제의 혼합비율별 두부의 pH는 Fig. 7과 같았다. 조

구에서 pH는 CaCl2:GDL=9:1에서5.50, CaCl2:GDL=8:2에서

5.52, CaCl2:GDL=7:3에서 5.32, CaCl2:GDL=6:4에서 5.70으로

거의비슷한수 을나타냈다. WPC 첨가두부는 CaCl2:GDL= 

9:1에서는 5.64～5.80, CaCl2:GDL=8:2에서는 5.66～5.85, CaCl2: 

GDL=7:3에서는 5.48～5.74, CaCl2:GDL=6:4에서는 5.73～5.97

로큰 차이없이 거의비슷한 수 을나타났으며, 모두 조

구에비해높은값을냈다. 혼합응고제비율에 계없이WPC 

첨가량이증가할수록 pH는높아졌다. 혼합응고제별로는 CaCl2: 

GDL=6:4 > CaCl2:GDL=8:2 > CaCl2:GDL=9:1 > CaCl2:GDL= 

7:3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등(1994)은 2가 속염 응고제는

pH 5.93～5.55 사이에서 유기산 응고제는 pH 4.84～4.74 범

Fig. 6. Moisture contents of WP Tofu coagulated with CaCl2: 

GDL=8:2 mixed coagulants and various molding pressure.



한국유가공 술과학회지 제30권 제2 (2012)100

Fig. 7. pH of WPC Tofu coagulated with CaCl2:GDL mixed 

coagulants.

에서 응고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하 으며 혼합응고제는

속염 응고제와 비슷한 값을 보 다. 압착무게별 두부의

pH는 두유만을 원료로 제조한 두부가 5.52이며, WP 2% 첨

가 두부는 5.88, WP 4% 첨가 두부는 6.00을 나타내어, WP

의 첨가가 많아질수록 pH는 높아졌다.

5. 회분 함량

응고제의 혼합비율별 두부의 회분 함량은 Fig. 8과 같았

다. 두유만을 원료로 제조한 두부는 CaCl2:GDL=9:1 0.89%, 

CaCl2:GDL=8:2 1.09%, CaCl2:GDL=7:3 0.98%, CaCl2:GDL=6:4 

0.98%로 나타나, 이(1983)의 단일 응고제 사용한 0.72보다는

다소 높지만 이것은 혼합응고제를 사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식품공 에서 제시한 두부 성분 규격의 7.0% 이하(건조물)

에 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WPC 2%, 4%, 6% 첨가는 각각

CaCl2:GDL=9:1 0.60%, 0.49%, 0.39%, CaCl2:GDL=8:2 1.00%, 

0.99%, 0.93%, CaCl2:GDL=7:3 0.90%, 0.80%, 0.79%, CaCl2:GDL= 

6:4 0.80%, 0.70%, 0.40%로나타났다. 혼합응고제별로는 CaCl2: 

GDL=8:2 > CaCl2:GDL=7:3 > CaCl2:GDL=6:4 > CaCl2:GDL= 

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1983)의 CaCl2 응고제

Ca2+ 이온이 두부 으로 이행되어 회분량이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이며, CaCl2:GDL=9:1이 낮게 나온 것은 혼합

응고제의 향으로 사료된다.

압착무게별 두부의 회분 함량은 Fig. 9와 같았다. 두유만

을원료로제조한두부는 13.3 g/cm
2 1.77%, 17.8 g/cm2 1.79%, 

Fig. 8. Ash contents of WPC Tofu coagulated with CaCl2:GDL 

mixed coagulants.

Fig. 9. Ash contents of WP Tofu coagulated with CaCl2:GDL=8:2 

mixed coagulants and various molding pressure.

22.2 g/cm2 1.77%로 나타났다. WP 2%, 4% 첨가는 13.3 g/cm2 

1.19%, 1.19%, 17.8 g/cm2 1.19%, 1.17%, 22.2 g/cm2 1.19%, 

1.17%로 나타났다. 두부 회분 함량은 압착무게에 향을 받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구보다는 WP 첨가 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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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나타났고, WP 2% 첨가두부와 WP 4% 첨가두부 사이

에는 차이가 없었다.

6. 조단백질의 함량

응고제의혼합비율별두부의조단백질함량은 Fig. 10과같

았다. 두유만을가지고제조한두부는 CaCl2:GDL=9:1 10.43%, 

CaCl2:GDL=8:2 12.20%, CaCl2:GDL=7:3 11.50%, CaCl2:GDL= 

6:4 9.89%으로 혼합응고제 CaCl2:GDL=6:4 비율에서 가장

낮고, CaCl2:GDL=8:2 비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WPC 

2%, 4%, 6% 첨가는 각각 CaCl2:GDL=9:1 10.59%, 10.93%, 

12.16%, CaCl2:GDL=8:2 12.22%, 13.41%, 15.17%, CaCl2:GDL= 

7:3 11.62%, 13.06%, 14.24%, CaCl2:GDL=6:4 9.99%, 10.12%, 

11.46%로 WPC를 첨가하여 제조한 두부는 두유만을 가지고

제조한 두부보다 모두 단백질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혼

합응고제에 따라 조구보다 WPC 2%는 1.01배, WPC 4%는

1.02～1.14배, WPC 6%는 1.16～1.24배 높았다. 혼합응고제

별로는 CaCl2:GDL=8:2 > CaCl2:GDL=7:3 > CaCl2:GDL=9:1 > 

CaCl2:GDL=6:4의순으로나타났다. 혼합응고제 CaCl2:GDL=6:4 

비율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착무게별 조단백질 함량은 Fig. 11과 같았다. 두유만을

가지고제조한 두부는 13.3 g/cm2 12.25%, 17.8 g/cm2 12.62%, 

22.2 g/cm2 12.73%로나타났다. WP 2%, 4% 첨가는 13.3 g/cm2 

8.45%, 8.32%, 17.8 g/cm2 8.57%, 8.34%, 22.2 g/cm2 8.90%, 

8.74%로 나타나 압착무게에 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

Fig. 10. Crude protein contents of WPC Tofu coagulated with 

CaCl2:GDL mixed coagulants.

났으며, 조구보다는 WP 첨가 두부가 낮게 나타났고, WP 

2% 첨가 두부와 WP 4% 첨가 두부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

다.

7. 조지방의 함량

응고제의 혼합비율별 두부의 조지방 함량은 Fig. 12와 같

았다. 두유만을 가지고 제조한 두부는 혼합응고제의 비율에

따라 7.70～13.13%의차이가있었으며, 혼합응고제 CaCl2:GDL= 

6:4 비율에서가장 낮고, CaCl2:GDL=8:2 비율에서가장 높게

나타났다. WPC를 첨가하여 제조한 두부는 두유만을 가지

고제조한 두부보다혼합응고제의 비율과 계없이 모두 낮

게나타났다. WPC 2%를첨가하여제조한두부가가장높게 

나타났으며, 혼합응고제별로는 CaCl2:GDL=8:2 > CaCl2:GDL=7:3 

> CaCl2:GDL=9:1 > CaCl2:GDL=6:4의순으로나타났다. WPC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모든 혼합응고제 비율에서 지방의 함

량은 감소하 다.

압착무게별조지방 함량은 Fig. 13과같았다. 두유만을가

지고 제조한 두부는 압착무게에 따라 9.53～10.98%로 차이

를 보 다. WP 2% 첨가 두부는 압착무게 13.3 g/cm2
에서

8.56%, 17.8 g/cm2에서 10.92%로 압착무게에 향을 받았으

며, 8.56～10.92%를나타냈다. WP 4% 첨가두부는 압착무게

13.3 g/cm2
에서 8.50%, 17.8 g/cm2

에서 10.31%를 나타내어

압착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두부 조지방 함

량은 압착무게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 Crude protein contents of WP Tofu coagulated with 

CaCl2:GDL=8:2 mixed coagulants and various molding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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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rude fat contents of WPC Tofu coagulated with CaCl2: 

GDL mixed coagulants.

Fig. 13. Crude fat contents of WP Tofu coagulated with CaCl2: 

GDL=8:2 mixed coagulants and various molding pressure.

8. 탄수화물 함량

응고제의 혼합비율별 두부의 탄수화물 함량은 Fig. 14와

같았다. 두유만을 가지고 제조한 두부의 탄수화물 함량은

혼합응고제의비율에따라 1.40～1.60%의차이가있었으며, 혼

Fig. 14. Carbohydrate contents of WPC Tofu coagulated with 

CaCl2:GDL mixed coagulants.

Fig. 15. Carbohydrate contents of WP Tofu coagulated with CaCl2:

GDL=8:2 mixed coagulants and various molding pressure.

합응고제 CaCl2:GDL=8:2 비율에서 가장낮고, CaCl2:GDL=7:3 

비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WPC를 첨가하여 제조한 두

부는두유만을가지고제조한두부보다혼합응고제의비율과

계없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WPC 6%를 첨가하여 제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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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혼합응고제별로는 CaCl2:GDL= 

8:2 > CaCl2:GDL=7:3 > CaCl2:GDL=6:4 > CaCl2:GDL=9:1의

순으로 나타났다. WPC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모든 혼합응

고제 비율에서 지방의 함량은 증가하 다.

압착무게별 두부의 탄수화물 함량은 Fig. 15와 같았다. 두

유만을 가지고 제조한 두부는압착무게에 따라 1.40～1.70%

로 차이가 있으며, WP 2% 첨가 두부는 압착무게 13.3 g/cm2 

에서 1.98%, 17.8 g/cm2에서 2.01%로 압착무게에 향을 받

지 않았으며, 1.98～2.01%를 나타냈다. WP 4% 첨가 두부는

압착무게 13.3 g/cm2
에서 4.84%, 17.8 g/cm2

에서 4.87%를 나

타내어 압착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변화가 없었다. 두부 탄

수화물 함량은 압착무게에 크게 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구보다는 WP 첨가 두부는 높게 나타났고, 

WP 4% 첨가 두부가 WP 2% 첨가 두부보다 많은것으로 나

타났다.

9. 물성 측정

두부의 물성은 견고성(hardness), 응집성(cohesiveness), 탄

력성(elasticity), 부서짐성(brittleness)을각각비교한결과 Table 

2와 같았다.

견고성은 CaCl2:GDL=9:1에서 조구보다는 WPC를 첨가

한 두부가 모두 높았으며, WPC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견

고성은높아졌으나, WPC 6%에서 78 g/cm2
으로 오히려떨어

져 WPC 4% > WPC 2% > WPC 6% > 조구 순으로 나타났

Table 2. Effects of addition of WPC on textural properties of WPC Tofu with mixing ratio of mixed coagulants

Additive materials
Mixing ratio of 

coagulants

Textural properties of WPC Tofu

Hardness Cohesiveness Elasticity Brittleness

Soybean milk

9:1  49 0.65 0.79 25.26

8:2  65 0.62 0.85 30.46

7:3  65 0.63 0.82 42.97

6:4  34 0.60 0.77 15.67

Mixture of WPC 2%

9:1  80 0.59 0.78 37.06

8:2 164 0.70 0.82 92.68

7:3  82 0.71 0.88 52.51

6:4  53 0.80 0.77 28.73

Mixture of WPC 4%

9:1 117 0.59 0.75 50.84

8:2 170 0.56 0.79 96.16

7:3  93 0.67 0.81 44.94

6:4  55 0.72 0.74 28.88

Mixture of WPC 6%

9:1  78 0.64 0.75 37.73

8:2 179 0.48 0.75 63.74

7:3 109 0.66 0.80 60.79

6:4  66 0.69 0.74 33.09

다. CaCl2:GDL=8:2에서 조구보다는 WPC를 첨가한 두부

가모두높았으며, WPC의첨가량이증가할수록견고성은높

아져 WPC 6%에서 179 g/cm2
로 가장 높아 WPC 6% > WPC 

4% > WPC 2% > 조구 순으로 나타났다. CaCl2:GDL=7:3

에서 조구보다는 WPC를 첨가한 두부가 모두 높았으며, 

WPC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견고성은 높아져 WPC 6%에

서 109 g/cm2
로 가장 높아 WPC 6% > WPC 4% > WPC 2% 

> 조구 순으로 나타났다. CaCl2:GDL=6:4에서 조구보다

는 WPC를 첨가한 두부가 모두 높았으며, WPC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견고성은 높아져 WPC 6%에서 66 g/cm2
로 가장

높아 WPC 6% > WPC 4% > WPC 2% > 조구 순으로나타

났다. CaCl2:GDL=8:2를제외한혼합응고제에서는모두 WPC

의첨가제가많을수록견고성이높게나타났으며, 구등(1994)

의 ISP 두부 제조에서 CaCl2의 함량이 높을수록 견고성이

낮아지는 것과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WPC의 향으로 사

료되고, 조구에서는 혼합응고제의 혼합방법의 차이로 사

료된다. WPC 첨가 두부의 응고제별로는 조구, WPC 2%, 

WPC 6%에서 CaCl2:GDL=8:2 > CaCl2:GDL=7:3 > CaCl2:GDL= 

9:1 > CaCl2:GDL=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집성은 CaCl2:GDL=9:1에서 조구보다는 WPC를 첨가

한 두부가 모두 낮았으며, WPC의 첨가량이 2%, 4%에서는

같은 응집성을 보 고, 6%에서 0.64로 약간 높아졌다. 응집

성은 조구> WPC 6% > WPC 2%=WPC 4% 순으로 나타났

다. CaCl2:GDL=8:2에서 조구보다는 WPC 2%를 첨가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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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제외하고는낮았으며, WPC의첨가량이 증가할수록응

집성은 낮아져 WPC 6%에서 0.48로 가장 낮아 WPC 2% > 

조구> WPC 4% > WPC 6% 순으로나타났다. CaCl2:GDL= 

7:3에서 조구보다는 WPC를 첨가한 두부가 모두 높았으

며, WPC의첨가량이증가할수록응집성은낮아져WPC 2% > 

WPC 4% > WPC 6% > 조구순으로나타났다. CaCl2:GDL= 

6:4에서 조구보다는 WPC를 첨가한 두부가 모두 높았으

며, WPC의첨가량이증가할수록응고성은낮아졌으며, WPC 

2%에서 0.80으로 가장 높아 WPC 2% > WPC 4% > WPC 

6% > 조구순으로나타났다. CaCl2:GDL=9:1, CaCl2:GDL=8:2

에서는 조구보다 부분 낮았으며, CaCl2:GDL=7:3, CaCl2: 

GDL=6:4에서는 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WPC 첨가 두부

의 응고제별로는 CaCl2:GDL=6:4 > CaCl2:GDL=7:3의 순으로

나타났다.

탄력성은 CaCl2:GDL=9:1에서 조구보다는 WPC를 첨가

한 두부가 체로 낮았으며, WPC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탄력성은낮아졌으며, 조구 > WPC 2% > WPC 4% = WPC 

6% 순으로나타났다. CaCl2:GDL=8:2에서 조구보다는WPC

를 첨가한 두부가 모두 낮았으며, WPC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탄력성은 낮아졌으며, WPC 2%에서 0.85로 가장 높아

조구 > WPC 2% > WPC 4% > WPC 6% 순으로나타났다. 

CaCl2:GDL=7:3에서 조구보다는 WPC 2%를 첨가한 두부

가 높았으며, WPC의 첨가량이증가할수록 탄력성은낮아져

WPC 2% > 조구 > WPC 4% > WPC 6% 순으로나타났다. 

CaCl2:GDL=6:4에서 조구보다는 WPC를 첨가한 두부가

체로 낮았으며, WPC의 첨가량이증가할수록 탄력성은낮

아져 조구=WPC 2% > WPC 4% > WPC 6% 순으로 나타

났다. CaCl2:GDL=7:3의 WPC 2%를 제외한 혼합응고제에

서는모두 조구보다WPC의첨가두부의탄력성이낮게나

타났으며, WPC 첨가 두부의 응고제별로는 CaCl2:GDL=7:3>

Table 3. Effects of addition of WP on textural properties of WP Tofu coagulated with CaCl2:GDL=8:2 mixed coagulants and various 

molding pressure

Additive materials
Molding pressure

(g/cm2)

Textural properties of WP Tofu

Hardness Cohesiveness Elasticity Brittleness

Soybean milk

13.3  40 0.54 0.75 20.64

17.8  50 0.76 0.83 31.23

22.2 128 0.66 0.79 65.39

Mixture of WP 2%

13.3  18 0.83 0.69 10.29

17.8  36 0.93 0.80 26.63

22.2  48 0.86 0.78 20.90

Mixture of WP 4%

13.3  12 0.56 0.78 14.75

17.8  14 0.79 0.67 16.21

22.2  20 0.77 0.76 11.62

CaCl2:GDL=8:2 > CaCl2:GDL=9:1 > CaCl2:GDL=6:4의 순으

로 나타났다.

부서짐성은 CaCl2:GDL=9:1에서 조구보다는 WPC를 첨

가한 두부가 모두 높았으며, WPC 4%에서 50.84로 가장 높

아 WPC 4% > WPC 6% > WPC 2% > 조구순으로나타났

다. CaCl2:GDL=8:2에서 조구보다는 WPC를 첨가한 두부

가 모두 높았으며, WPC 4%에서 96.19로 가장 높아 WPC 4% 

> WPC 2% > WPC 6% > 조구순으로나타났다. CaCl2:GDL= 

7:3에서 조구보다는 WPC 2%를 첨가한 두부가 모두 높았

으며, WPC 6%에서 60.79로 가장 높아 WPC 6% > WPC 2% 

> WPC 4% > 조구 순으로 나타났다. CaCl2:GDL=6:4에서

조구보다는 WPC를 첨가한 두부가 모두 높았으며, WPC 

6%에서 33.09로 가장 높아 WPC 6% > WPC 4% > WPC 2% 

> 조구 순으로 나타났다. WPC 첨가 두부의 응고제별로는

CaCl2:GDL=8:2에서 가장 높았다. 혼합응고제의 비율에

계없이 WPC 첨가 두부는 조구보다 모두 부서짐성이 높

게 나왔다. 

압착무게별두부의물성을비교한결과는 Table 3과같았다.

견고성은 13.3 g/cm2, 17.8 g/cm2, 22.2 g/cm2
의 압착무게에

서 조구보다는 WP를첨가한두부가모두낮았으며, WP의

첨가량이증가할수록 견고성은낮아졌다. 압착무게로는 22.2 

g/cm2 > 17.8 g/cm2 > 13.3 g/cm2
의 순으로 견고성이 높았다.

응집성은 13.3 g/cm2, 17.8 g/cm2, 22.2 g/cm2
의 압착무게에

서 WP 2% 첨가가 가장 높았으며, WP 4%, 조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압착무게로는 17.8 g/cm2 > 22.2 g/cm2 > 13.3 g/cm2

의 순으로 응집성이 높았다.

탄력성은 13.3 g/cm2
에서 WP 4% 첨가, 조구, WP 2% 

첨가순으로높게 나타났다. 17.8 g/cm2, 22.2 g/cm2에서는

조구, WP 2% 첨가, WP 4% 첨가 순으로 나타났다. 조구

와 WP 2% 첨가에서는 압착무게가 의 압착무게에서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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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m2 > 22.2 g/cm2 > 13.3 g/cm2
의 순으로 나타났다. WP 4% 

첨가 두부에서는 13.3 g/cm2 > 22.2 g/cm2 > 17.8 g/cm2
의 순

으로 나타났다. 

부서짐성은 13.3 g/cm2에서는 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

고 WP 4% 첨가, WP 2% 첨가 순으로 나타났다.

10. 능검사

두부의 능검사는 질감, 풍미, 색, 냄새 등 4가지를 선정

하여 각 항목별로 질감은 단면, 견고성, 탄력성을, 풍미는

고소한 맛, 콩비린 맛, 신맛, 쓴맛을, 냄새는고소한 내, 콩비

린내, 이상내의 특성을 선정하여 종합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WPC 첨가두부의 단면에 해 능 특성을비교한결

과는 CaCl2:GDL=9:1에서유의하며(p<0.01),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매끄럽게 나타났으며, WPC 4%와 6%의

첨가 두부에서 가장 매끄럽게 나타났다. CaCl2:GDL=8:2에

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매끄럽게 나타났

으며, WPC 2%가 가장 매끄럽게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

다. CaCl2:GDL=7:3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

두 매끄럽게 나타났으며, WPC 2%가 가장 매끄럽게 나타났

으나 유의차는없었다. CaCl2:GDL=6:4에서 유의하며(p<0.01)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매끄럽게 나타났다. 

WPC 첨가 두부의 견고성에 해 능 특성을 비교한

결과, CaCl2:GDL=9:1에서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

두 단단하게 나타났으며, WPC 4%와 6%의 첨가 두부에서

가장 단단하게나타났으나 유의차는없었다. CaCl2:GDL=8:2

에서 유의하며(p<0.01)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단단하게 나타났으며, WPC 6%가 가장 단단하게 나타났다. 

CaCl2:GDL=7:3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단단하게 나타났으며, WPC 6%가 가장 단단하게 나타났으

나유의차는 없었다. CaCl2:GDL=6:4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단단하게 나타났으며, WPC 4%에서 가장

단단하게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WPC 첨가 두부의 탄력성에 해 능 특성을 비교한

결과 CaCl2:GDL=9:1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크게나타났으며, WPC 2%의첨가 두부에서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CaCl2:GDL=8:2에서 유의하며

(p<0.01),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크게 나타났으

며, WPC 4%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CaCl2:GDL=7:3에서는

조구보다WPC 첨가두부가모두크게나타났으며, WPC 2%

와 6%가가장크게나타났으나유의차는없었다. CaCl2:GDL= 

6:4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크게 나타났

으며, WPC 6%에서 가장 크게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질감을응고제비율로보면 CaCl2:GDL=6:4 > CaCl2:GDL=8:2 

> CaCl2:GDL=9:1 > CaCl2:GDL=7:3 순으로 나타났다. WPC 

첨가비율로는 6% > 2%> 4% > 0% 순으로 나타났다.

WPC 첨가 두부의 고소한 맛에 해 능 특성을 비교

한 결과, CaCl2:GDL=9:1에서 유의하며(p<0.01),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많게 나타났으며, WPC 6%의 첨가

두부에서가장 많게나타났다. CaCl2:GDL=8:2에서는 조구

보다WPC 첨가두부가모두많게나타났으며, WPC 4%가가

장 많게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CaCl2:GDL=7:3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많게 나타났으며 WPC 

2%가가장많게나타났으나유의차는없었다. CaCl2:GDL=6:4

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많게 나타났으

며, WPC 6%에서 가장 많게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WPC 첨가두부의콩비린맛에 해 능 특성을비교한 

결과 CaCl2:GDL=9:1에서 유의하며(p<0.01)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많게나타났으며, WPC 4%의첨가두부에

서 가장 많게 나타났다. CaCl2:GDL=8:2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많게 나타났으며, WPC 4%가 가장

많게나타났다. CaCl2:GDL=7:3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모두많게나타났으며, WPC 6%가 가장 많게 나타났

으나유의차는없었다. CaCl2:GDL=6:4에서유의하며 (p<0.01)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많게 나타났으며, WPC 

6%에서 가장 많게 나타났다. 

WPC 첨가 두부의 신맛에 해 능 특성을 비교한 결

과, CaCl2:GDL=9:1에서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크게나타났으며, WPC 4%와 6%의첨가두부에서가장크게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CaCl2:GDL=8:2에서는 WPC 

6%가가장크게나타났으나유의차는없었다. CaCl2:GDL=7:3

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크게 나타났으

며, WPC 4%와 6%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

다. CaCl2:GDL=6:4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

두크게나타났으며, WPC 6%에서가장크게나타났으나유

의차는 없었다.

WPC 첨가 두부의 쓴맛에 해 능 특성을 비교한 결

과, CaCl2:GDL=9:1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

두크게나타났으며, WPC 6%의첨가두부에서가장크게나

타났으나유의차는없었다. CaCl2:GDL=8:2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크게 나타났으며, WPC 6%가 가장

크게나타났으나유의차는없었다. CaCl2:GDL=7:3에서는 WPC 

6%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CaCl2:GDL= 

6:4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크게 나타났

으며, WPC 6%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풍미를응고제비율로보면 CaCl2:GDL=6:4 > CaCl2:GDL=8:2 

> CaCl2:GDL=7:3 > CaCl2:GDL=9:1의순으로나타났다. WPC 

첨가비율로는 6%> 4%> 2%> 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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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 첨가 두부의 색에 해 능 특성을비교한 결과, 

CaCl2:GDL=9:1에서 유의하며(p<0.01), 조구보다 WPC 첨

가 두부가 모두 희게 나타났으며, WPC 4%와 6%의 첨가 두

부에서 가장 희게 나타났다. CaCl2:GDL=8:2에서는 조구

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희게 나타났으며, WPC 6%가

가장 희게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CaCl2:GDL=7:3에서

는WPC 2%가가장희게나타났으나유의차는없었다. CaCl2: 

GDL=6:4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희게

나타났으며, WPC 6%에서가장희게나타났으나유의차는없었

다. 색을응고제비율로보면 CaCl2:GDL=6:4> CaCl2:GDL=7:3 > 

CaCl2:GDL=8:2 > CaCl2:GDL=9:1의 순으로 나타났다. WPC 

첨가비율로는 6% > 4% > 2% > 0% 순으로 나타났다.

WPC 첨가 두부의 고소한 내에 해 능 특성을 비교

한 결과, CaCl2:GDL=9:1에서 유의하며(p<0.01),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크게 나타났으며, WPC 2%와 4%의

첨가 두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CaCl2:GDL=8:2에서는

WPC 6%가가장크게나타났으나유의차는없었다. CaCl2:GDL= 

7:3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크게 나타났

으며, WPC 2%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CaCl2:GDL=6:4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크게 나타났으며, WPC 4%와 6%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

나 유의차는 없었다. 

WPC 첨가 두부의 콩비린내에 해 능 특성을 비교

한 결과, CaCl2:GDL=9:1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

가 모두 크게 나타났으나 유의차가 없었다. CaCl2:GDL=8:2

에서는 WPC 6%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CaCl2:GDL=7:3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크게 나타났으며, WPC 4%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유의차

는 없었다. CaCl2:GDL=6:4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

부가 모두 크게 나타났으며, WPC 6%에서 가장 크게 나타

났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WPC 첨가 두부의 이상내에 해 능 특성을 비교한

결과, CaCl2:GDL=9:1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크게 나타났으나 유의차가 없었다. CaCl2:GDL=8:2에

서는 WPC 6%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CaCl2:GDL=7:3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부가 모두

크게 나타났으며, WPC 4%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유의차

는 없었다. CaCl2:GDL=6:4에서는 조구보다 WPC 첨가 두

부가모두크게 나타났으며, WPC 6%에서가장 크게 나타났

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냄새를 WPC 첨가비율로 보면 6% > 

4% > 2% > 0% 순으로 나타났다.

압착무게별 WP 첨가 두부의 질감에 한 특성을 보면

13.3 g/cm2
에서 유의하며(p<0.01), 조구 > 2% 첨가 > 4% 

첨가 순으로 나타났다. 17.8 g/cm2에서 유의하며(p<0.01), 

조구 > 2% 첨가 > 4% 첨가 순으로 나타났다. 22.2 g/cm2
에

서 유의하며(p<0.05) 2% 첨가 > 조구 > 4% 첨가 순으로

나타났다.

WP 첨가두부의 풍미에 한특성을 보면 13.3 g/cm2에서

2% 첨가 > 4% 첨가 > 조구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17.8 g/cm2
에서 4% 첨가 > 조구 > 2% 첨가 순으

로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엇다. 22.2 g/cm2
에서 2% 첨가 > 

조구 > 4% 첨가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WP 첨가 두부의 색에 한 특성을 보면 13.3 g/cm2
에서

2% 첨가 > 조구 > 4% 첨가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17.8 g/cm2
에서 조구 > 4% 첨가 > 2% 첨가 순으

로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엇다. 22.2 g/cm2에서 2% 첨가 > 

조구 > 4% 첨가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WP 첨가 두부의 냄새에 한 특성을 보면 13.3 g/cm2
에

서 조구 > 2% 첨가 > 4% 첨가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차

는없었다. 17.8 g/cm2에서 2% 첨가 > 4% 첨가 > 조구순으

로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엇다. 22.2 g/cm2
에서 2% 첨가 > 

4% > 조구 첨가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11. 장 변화

두부 제조후 10℃ incubator에서 4일간 장하면서 12시간 

간격으로 pH, flavor, 외 을 조사한 결과 Table 4와 같았다.

조구에서 pH 변화는 장 12시간이 지나면서 낮

아졌다가 CaCl2:GDL=8:2, CaCl2:GDL=7:3는 장 24시간이

지나면서, CaCl2:GDL=9:1은 장 36시간이 지나면서 높아

져서 장 84시간 이후에는 다시 떨어졌고, CaCl2:GDL=6:4

는 계속 떨어지는 경향을 보 다.

WPC 2% 첨가 두부는 CaCl2:GDL=9:1, CaCl2:GDL=8:2, 

CaCl2:GDL=7:3에서 장 12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지다가

장 24시간이 지나면서계속 높아져 장 48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졌고, CaCl2:GDL=6:4는 장 12시간부터 높아지다가

장 48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경향을 보 다. 

WPC 4% 첨가 두부는 CaCl2:GDL=9:1, CaCl2:GDL=8:2, 

CaCl2:GDL=7:3에서 장 12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지다가, 

장 24시간이 지나면서계속 높아져 장 84시간이 지나면

서 떨어졌고, CaCl2:GDL=6:4는 60시간까지 낮아지다가 약

간 높아진 후 다시 떨어지는 경향을 보 다. 

WPC 6% 첨가 두부는 CaCl2:GDL=9:1, CaCl2:GDL=8:2, 

CaCl2:GDL=7:3에서 장 12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지다가

장 24시간이 지나면서계속 높아져 장 84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졌고, CaCl2:GDL=6:4는 반 으로 계속 떨어지는 경

향을 보 다. 

풍미는 조구와 WPC 첨가두부가모든혼합응고제에서

장 60시간이 지나면서 조 씩 석는 냄새가 발생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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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hanges of pH during the storage time at 10℃ with WPC Tofu

Additive materials
Mixing ratio of 

coagulants

Storage time (hrs)

12 24 36 48 60 72 84 96

Soybean milk

9:1 5.77 5.75 5.69 5.70 5.71 5.73 5.76 5.76

8:2 5.79 5.71 5.79 5.84 5.86 5.90 5.92 5.81

7:3 5.76 5.65 5.69 6.73 5.79 5.88 5.97 5.92

6:4 5.84 5.78 5.79 5.79 5.77 5.74 5.76 5.75

Mixture of WPC 2%

9:1 5.85 5.82 5.90 5.92 5.94 5.96 5.97 5.94

8:2 5.88 5.84 5.87 5.97 6.00 6.02 6.05 6.01

7:3 5.84 5.82 5.89 5.94 5.95 5.99 6.01 5.96

6:4 5.95 5.99 6.00 6.01 5.99 5.99 5.99 5.97

Mixture of WPC 4%

9:1 6.01 5.98 6.00 6.02 6.04 6.07 6.08 6.04

8:2 6.03 5.97 5.99 6.01 6.03 6.05 6.06 5.98

7:3 5.99 5.91 5.95 6.00 6.02 6.03 6.05 5.97

6:4 6.04 5.99 5.98 5.97 5.96 6.02 6.01 6.00

Mixture of WPC 6%

9:1 6.09 6.04 6.06 6.08 6.10 6.13 6.24 6.10

8:2 6.10 6.09 6.12 6.13 6.13 6.13 6.13 6.09

7:3 6.05 6.02 6.05 6.08 6.13 6.18 6.24 6.22

6:4 6.11 6.09 6.09 6.08 6.07 6.08 6.09 6.08

조구에서 좀 더 강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색의 변화는 조구와 WPC 첨가 두부 모두 장 60시간이

지나면서 표면의 변색이 시작되었다. 표면의 곰팡이 발생

정도는 장 60시간이지나면서 모든 두부에 곰팡이가 발생

하 다.

압착무게별 두부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았다. 

13.3 g/cm2
에서 pH 변화는 장 12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져 WP 2% 첨가 두부에서 6.23으로 가장 높았다. 17.8 

g/cm
2
에서 pH 변화는 장 12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지

다가 장 36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하 으며, 22.2 g/cm2에서

Table 5. The changes of pH during the storage time at 10℃ with WP Tofu

Additive materials
Molding pressure

(g/cm2)

Storage time (hrs)

12 24 36 48 60

Soybean milk

13.3 6.00 6.00 6.00 5.92 5.79

17.8 6.03 5.97 5.91 5.93 6.00

22.2 5.99 6.00 5.99 6.00 6.00

Mixture of WP 2%

13.3 6.26 6.25 6.24 6.24 6.23

17.8 6.31 6.30 6.28 6.29 6.30

22.2 6.33 6.34 6.32 6.31 6.30

Mixture of WP 4%

13.3 6.41 6.40 6.33 6.15 6.11

17.8 6.43 6.41 6.34 6.41 6.42

22.2 6.31 6.33 6.34 6.31 6.33

6.42로 가장 높았다. 22.2 g/cm2
에서 pH 변화는 장 12시간

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진행되었다.

풍미는 조구는 장 48시간이 지나면서 조 씩 썩는

냄새가 발생하 으며, WP 첨가 두부가 장 36시간이 지나

면서조 씩 썩는 냄새가 발생하여 조구보다 WP 첨가두

부가 빨리 썩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색의 변화는 조구와 WP 첨가 두부 모두 장 60시간이

지나면서 표면의 변색이 시작되었다. 표면의 곰팡이 발생

정도는 장 60시간이 지나면서모든 두부에 곰팡이가발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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