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 Nutr. Vol. 27. No. 1, 10~21 (2014)
http://dx.doi.org/10.9799/ksfan.2014.27.1.010

 

THE KOREAN JOURNAL OF
한국식품영양학회지
FOOD AND NUTRITION

- 10 -

초석잠 분말을 첨가한 두부의 항산화 활성 및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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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inese artichoke powder on the antioxidant activities an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tofu. Tofus are being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s of Chinese artichoke powder in ratios of 0, 0.2, 
0.4, 0.6 and 0.8% according to the soy milk quantity. According to the increasing contents of Chinese artichoke powder, 
the yield and turbidity of tofus are significantly increased (p<0.001) whereas the pH levels of tofus are significantly 
decreased (p<0.001). In terms of color, the L, a and b values are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increasing Chinese artichoke 
powder concentrations (p<0.001). From the texture profile analysis of the tofus, the chewiness, gumminess and cohesiveness 
of tofus are significantly decreased (p>0.01) according to the levels of added Chinese artichoke powder content. The contents 
of isoflavones such as daidzin and genistin are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Chinese artichoke 
powder (p<0.001). The microstructure of tofus is being examined by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n the sensory 
test, the sample which contains 0.4% of Chinese artichoke powder is ranked significantly higher (p>0.001) than the other 
groups according to several sensory parameters such as appearance, color, flavor, taste, texture and the overall p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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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초석잠(Stachys sieboldii Miq)은 1년생 풀로서, Chinese 
artichoke, Japanese artichoke, crosne, knotroot(Stadhouders PJ 
1990)로 불리며, 중국, 일본 및 러시아 등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겨울에는 뿌리가 누에모양을 

하고 있어 식물의 동충하초라고 불린다. 중국 본초강목에 소

개된 초석잠의 효능을 보면 뇌경색, 기억력 증진, 노인성 치

매와 장을 강화하는 장수채로서, 맛은 달며, 성질은 평하며, 
무독하여 예부터 애용해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Ryu 등 2002). 
또한 초석잠의 성분 중 탄수화물은 감자와 같은 전분이 아니

라 올리고당으로서(Yin 등 2006) 장내 유익균의 생육을 촉진

시키고, 발효에 의해 산출되는 발암 물질의 양도 감소된다고 

보고되어 있다(Massai 등 1987). 반면, 초석잠을 식품소재로

서 이용한 연구로는 초석잠을 활용한 기능성 즉석식품 개발

(Yang MR 2012)이 있을 뿐, 극히 제한적이므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초석잠은 항균 효과(Ryu 등 

2002), 항암 효과(Ryu 등 2002), 항산화 효과(Baek 등 2003), 
hyarulonidase 억제 활성 및 면역 거부 활성(Takeda 등 1985)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두부(tofu)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지에

서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널리 식용되는 오랜 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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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으로서, 곡류 위주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라

이신 등 필수아미노산의 함량이 많아서 신진대사와 성장발

육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공급에 좋은 식품이다(Kim 등 2005). 
일반적으로 두부의 수분 함량은 80~85%, 단백질은 약 9.0%, 
지방질은 약 5.5%, 당질은 1.5% 내외로 고형분 중 단백질이 

약 40%나 되는 고단백 식품으로서, 특히 곡류 위주의 식생활

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인 lysine 등의 필수아미노산이 풍

부한 식품이다. 또한 대두에 함유된 사포닌, 레시틴, 토코페

롤 및 phenolic acid 등은 혈중 콜레스테롤의 저하, 과산화 

지질의 생성 억제, 항산화 작용,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예

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Lee 등 2007), 
heterocyclic phenol 성분인 isoflavone은 항암 및 여성의 폐경

기 증상을 완화하는 등 생리적 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won 등 2011). 
특히 건강한 삶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포

화지방산이 적고, 섬유소 및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두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두부 제조 시 기능성 물질을 

첨가한 연구로는 파래 분말(Chung DO 2010), 떫은 감 분말

(Lee 등 2011), 뽕잎 분말(Kim 등 2006)을 첨가한 연구와 두부

에 알팔파 추출물(Kim 등 2012), 홍삼 추출물(Choi 등 2010), 
청양고추 착즙액(Hwang 등 2011), 마늘(Park 등 2003), 클로렐

라(Kim 등 2003) 등을 첨가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Bae 등
(1997)의 연구에 따르면 두부보다는 두부 순물의 isoflavone과 

총 페놀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부 제조 과정 중 대부

분이 두부의 순물 쪽으로 용출된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를 개

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부의 생리활성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천연식품 소재인 초석잠 분말을 첨가한 두부를 제조하

여, 두부의 항산화 활성 및 품질 특성을 평가하여 건강 기능

성 식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콩은 경상북도에서 2012년 가을에 수확

한 대원 콩을 구입하여 냉장온도(4℃)에서 보관하면서 사용

하였으며, 초석잠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재배된 것으로 토종

마을에서 구입하여 80 mesh의 표준망체에 내린 다음 폴리에

틸렌 백에 넣어 －20℃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두부 제조

에 사용한 응고제로는 염화마그네슘(MgCl2․6H2O, Taejin GNS 
Co., Ltd., Incheon, Korea)을 사용하였다. 항산화 실험에 사용

한 Folin-Ciocalteu reagent, galic acid, catechin, 2,2'-azino-bis- 
(3-ethyl 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ABTS+), 
potassium persulfate,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2,4,6- 

tri(2-pyridyl)-s-triazine(TPTZ), trolox(6-Hydroxy-2,5,7,8-tetra me-
thylchroman-2-carboxylic acid) 등의 시약은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외에 

실험에 사용된 시약은 1등급을 사용하였다. 

2. 두부의 제조
건조 대두 100 g을 실온에서 12시간 수침하여 세척한 다음 

물기를 제거하고, 증류수 1,000 ㎖와 함께 4분간 분쇄한 다음 

여과포에 넣어, 미니 미니탈수기(W-70AT, Hanil Electric Co., 
Lrd., Seoul, Korea)에서 4분 동안 두유와 비지로 분리하였다. 
완성된 두유는 95~98℃에서 10분간 저어주면서 가열하였고, 
80℃ 항온수조(BF-35SB, Bio Free, Gyeonggido, Korea)에 중탕

하면서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였다. 두유가 80℃가 되었을 때 

두유양의 0.2, 0.4, 0.6과 0.8%의 초석잠 분말을 첨가한 후, 원
료콩 무게의 2%에 해당하는 염화마그네슘(Taejin, Korea) 용
액을 넣어 20분간 응고시켰다. 형성된 응고물을 여과포를 깐 

성형틀(95×70×60 ㎜)에 넣어 60분간 3 ㎏의 압력으로 눌러 

압착 및 성형하였다. 성형된 두부는 물에 30분간 수침하였다

가 건져서 15분간 방치하여 두부 표면의 수분을 제거하여 완

성하였다. 

3. 초석잠 분말과 두부의 일반성분 분석
초석잠 분말과 시료의 첨가량에 따라 제조한 두부의 일반

성분으로 수분,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을 AOAC법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수분 함량은 105℃ 상압건조법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고, 조지방 정량은 Soxhlet 추출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조
단백질은 micro Kjeldahl법, 조회분은 건식회화법으로 정량하

였다.

4. 초석잠분말과두부의총페놀화합물, 총플라보노이
드 및 항산화 활성 측정

1) 시료액 제조
초석잠 분말 10 g에 10배 분량의 70% 에탄올을 첨가하여 

60℃ 수욕 상에서 환류 냉각하면서 3시간씩 2회 반복 추출하

여 시료액으로 사용하였고, 두부는 10 g에 70% 에탄올 90 ㎖
를 가하여 24시간(20℃, 100 rpm) 동안 shaking incubator에서 

추출한 후 여과하여 시료액으로 사용하였다. 

2) 총 페놀 화합물 함량 측정
총 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Swain 등 1959)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액 150 ㎕에 2,400 ㎕의 증류수와 2 N Folin- 
Ciocalteu reagent 150 ㎕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하고, 1 N 
sodium carbonate(Na2CO3) 300 ㎕를 가하여 암소에서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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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한 후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gallic 
acid(Sigma Chemical Co.)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후,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100 g 중의 ㎎ gallic acid(㎎ GAE/100 
g)로 나타내었다. 실험은 3회 반복 측정한 평균값과 표준편차

로 나타내었다. 

3)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Jia 등

(1999)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추출물 0.3 ㎖에 5% 
NaNO2 1 ㎖를 가하고, 실온에서 6분 방치한 후, 10% Al(NO3)3 
0.3 ㎖를 가한 다음 실온에서 6분 방치하였다. 이 반응액에 

1 N NaOH 4 ㎖를 가하고 추출 용매를 사용하여 10 ㎖로 정용

한 후, 실온에서 15분 방치한 뒤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표준물질로 Quercetin(Sigma Chemical Co., Missouri, USA)
을 사용하여 검량선을 구하였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3회 반복 측정하여 얻은 평균값을 ㎎ Quercetin(㎎ QE/g)으로 

나타내었다. 

4) 항산화 활성 측정

(1)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라디칼에 대한 소거 효

과는 Blois MS(1958)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농도 별로 

희석한 추출물 0.9 ㎖에 DPPH solution(1.5×10－4 M) 0.3 ㎖를 

가하여 교반한 다음, 암소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DPPH 라디

칼을 50% 소거하는 농도인 IC50으로 3회 반복 측정하여 얻은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2)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assay는 Benzie & Strain(1999) 방법을 응용하여 분석

하였다. Stock soiution은 300 mM acetate buffer(pH 3.6)과 40 
mM HCl에 10 mM TPTZ solution과 20 mM FeCl2․6H2O 
solution을 용해한 후 실험에 사용하기 직전에 이들을 10:1:1
의 비율로 혼합하여 37℃에서 가온한 뒤 FRAP 시약으로 사

용하였다. 이후 추출물 150 ㎕에 FRAP solution 2850 ㎕를 가

한 후 암소에서 30분 방치한 후, 59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결과는 trolox를 표준물질로 하여 검량선을 구하였으

며, 시료 1 g 중의 trolox 당량(mM TE/g)으로 나타내었고, 3회 

반복 측정하여 얻은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3) ABTS Radical Cation Scavenging Activity
ABTS+ radical 소거 활성은 Re 등(1999)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증류수에 용해한 ABTS 7.0 mM에 K2S2O8(potassium 

persulfate) 2.45 ㎖를 가하고, 12~16시간 동안 암소에 방치

한 후 734 nm에서 흡광도가 0.70±0.02가 되도록 에탄올로 

희석하였다. 제조된 ABTS+ solution 900 ㎕에 100 ㎕를 첨가

하여 734 nm 흡광도 변화를 10초 간격으로 6분 동안 측정

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라디칼이 생성된 용액

의 흡광도와 비교하여 ABTS+ free radical을 50% 소거하는 

농도인 IC50으로 3회 반복하여 얻은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5. 초석잠 두부의 품질평가

1) 두부의 수율, pH, 탁도 측정
두부의 수율은 원료콩 100 g으로 제조한 두부의 무게를 

percent로 나타내었다. 두부의 pH는 시료 5 g에 멸균증류수 

45 ㎖를 첨가하여 교반하고, 실온에서 1시간 방치한 후 여과

지(Whatman No.2)로 여과한 여액을 pH Meter(F-51, HORIBA, 
Kyoto, Japan)로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두부의 탁도는 제조된 두부의 순물을 여과지(Whatman No.2)
로 여과한 후, 여액을 UV/VIS spectrophotometer(V-530, Jasco, 
Tokyo, Japan)로 600 nm에서 흡광도를 3회 반복 측정하여 평

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2) 두부의 색도 측정
색도는 두부를 일정한 크기로 자른 뒤 색차계(Colorimeter 

CR-300, Minolta Co., Osaka, Japan)를 이용하여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값을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이 때 사용한 표준 백색판은 L=97.26, a=－0.07, 
b=1.86이었다.

3) 두부의 Texture 측정
두부의 조직감은 일정한 크기(3×3×2 ㎝)로 자른 뒤 Texture 

analyzer(TA-XT2, Stable Micro System Co. Ltd., Haslemere, 
UK)를 사용하였다. 분석조건은 pre-test speed 2.0 mm/sec, test 
speed 1.0 ㎜/sec, post-test speed 2.0 ㎜/sec, test distance 12.0 
㎜, trigger force 5 g으로 하여(Kim JH 2007) 경도(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탄성(springiness), 검성(gumminess), 씹힘

성(chewiness), 응집성(cohesiveness)을 3회 반복 측정한 후 평

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4) 두부의 Isoflavone 함량 측정
Isoflavone 분석을 위해 동결 건조한 콩가루 0.5 g에 80% 

methanol 5 ㎖를 가하고, 60℃ 항온수조에서 2시간 동안 이소

플라본 화합물을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6,000 rpm에서 20분
간 원심 분리한 다음, 상징액 1 ㎖를 취하여 0.45 ㎛ PT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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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inge filter를 통과시켜 HPLC로 분석하였다. Isoflavone의 

표준물질은 배당체인 genistin, didzin과 비배당체인 genistein, 
daidzein(Sigma Chemical Co.)을 사용하였다. HPLC(Hewlett 
Packard 1100 Series, Agilent) 분석조건으로 column은 Kinetex 
C18(4.6×250 ㎜, 5u, Phenomenex, California, USA), mobile 
phase는 0.1% acetic acid, 0.1% acetic acid in acetonitrile을 사

용하였고, UV detector는 260 nm에서 측정하였으며, sample 
injection volume은 10 ㎕, flow rate는 1.0 ㎖/min이었다. 

5)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이
용한 두부의 미세구조 관찰

두부를 2×2×2 ㎝ 크기로 절단하여 동결 건조시킨 뒤 Ion 
spatter(E-1010, Hitachi, Japan)를 사용하여 도금하고, 전압 15 
KV, 전류 10 ㎂의 주사형 전자 현미경(S-2400, Hitachi, Japan)
을 이용하여 500배 배율로 관찰하였다. 

6) 두부의 관능평가
관능검사는 15명의 검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

시한 후에 관능평가에 임하게 하였다. 모든 시료는 동시에 제

공하여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였다. 관능평가는 오후 3~4시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일정한 크기(2×2×2 ㎝)로 자른 두부를 

백색의 접시에 담아 물과 함께 제공하여 한 개의 시료를 먹고 

난 다음에는 물로 입 안을 헹군 다음, 다른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소비자 기호도 평가항목은 외관(appearance), 색상(color), 
향미(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preference)로 하였고, 선호도가 높을수록 7점에 가까운 점수

를 주도록 하였다. 

6. 통계처리
초석잠 첨가 두부의 모든 실험 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20.0을 이용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실험군 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

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of tofus prepared with different addition of Chinese artichoke powder

Component
Sample

F-value
0% 0.2% 0.4% 0.6% 0.8%

Moisture 71.79±0.76a 71.81±0.77a 73.98±0.12b 75.46±0.42c 76.40±1.05c  26.75***
Crude protein 31.53±0.43b 35.08±0.29c 35.24±0.09c 27.93±0.38a 27.55±0.18a 460.28***

Crude lipid 21.94±0.18b 26.84±0.18d 26.17±0.21c 21.65±0.17b 20.82±0.18a 461.43***
Crude ash  3.54±0.07b  4.08±0.00c  4.20±0.01d  3.41±0.01a  3.37±0.01a 287.42***

1) Mean±S.D., ***p<0.001
2) Different superscripts (a~d)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 및 고찰

1. 초석잠 분말과 두부의 일반성분 분석
초석잠 분말과 두부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 

Table 2와 같다. 초석잠의 수분은 5.18%, 조단백은 9.77%, 조
지방은 0.35%, 조회분은 5.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

첨가 두부와 초석잠 분말을 첨가한 두부의 수분 함량은 각

각 71.79%, 71.81%, 73.98%, 75.46%, 76.40%로 초석잠 분말의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1). 
이는 초석잠에 함유된 식이섬유 등이 대두 단백질과 응고제

의 결합에 영향을 주어, 두부의 보수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생각된다(Choi 등 2000). 조단백질 함량은 대조군(27.55%)
에 비해 초석잠 분말 첨가군에서 35.08~27.55%로 다소 높게 

정량되었으며, 조지방 함량도 대조군(21.94%)에 비해 실험

군에서 26.84~20.82%로 조단백질 함량과 유사한 경향을 보

였다. 또한 조회분 함량은 대조군이 3.54%, 초석잠 분말 첨

가군이 4.08~3.37%로 나타났으며, 모든 실험군은 조단백, 조
지방, 조회분 함량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Kim 등(2012)과 Jung & Cho(2002)의 연구에서도 시료 첨가

군에서 조단백질과 조지방의 함량이 다소 높게 정량되었다

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0.6% 첨가군부터 두부의 조단백질, 조지방 및 조회분의 함량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시료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두부 순물의 탁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초석잠 분말

이 두부의 단백질에 흡착되지 못하고, 두부 순물로 빠진 것

으로 사료된다.

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Chinese artichoke powder

Composition Chinese artichoke powder

Moisture 5.18±0.22
Crude protein 9.77±0.09
Crude lipid 0.35±0.06
Crude ash 5.78±0.08

1)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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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석잠 분말과 두부의 항산화 활성

1) 총 페놀 화합물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초석잠 첨가 두부의 총 페놀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은 Fig. 1과 Fig. 2에 제시하였다. 초석잠 분말의 총 페놀 화합

물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38.62 ㎎ GAE/g과 221.00 ㎎ QE/g
으로 측정되었다. 초석잠 분말의 첨가량이 0.2, 0.4, 0.6, 0.8% 
증가함에 따라 총 페놀 화합물은 29.26~37.81 ㎎ GAE/100 g
으로 대조군(29.26 ㎎ GAE/100 g)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다(p<0.05). 또한 초석잠 첨가 두부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

량은 28.83~48.33 ㎎ QE/100 g으로 초석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다(p<0.01). Woo 등(2009)의 연구에서도 총 페

놀과 총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한 소재를 두부에 첨가했을 경

우, 그 첨가량에 따라 두부의 총 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Bae 등(1997)은 콩에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Fig. 1. Content of total phenol in Chinese artichoke 
powder tofus. Different superscripts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2. Content of total flavonoid in Chinese artichoke 
powder tofus. Different superscripts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01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이 각각 0.62 ㎎/㎖, 1.56 ㎎/㎖ 함유되어 항산화능을 나타낸

다고 보고하여, 대조군에도 총 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화합

물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대두에 함유된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은 폴리페놀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로서 식물계

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물의 하나이며, 항산화 작용

(Papadopoulos 등 1991), 노화 방지(Cha 등 1997), 고지혈증 억

제 및 항종양 작용 등이 보고되고 있다. Baek 등(2003)은 초석

잠의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에서 총 페놀과 총 플라보노이

드가 많아, 높은 항산화 활성도를 보인다고 보고한 것으로 보

아, 두부에 초석잠을 첨가할수록 총 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됨에 따라 항산화능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2)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초석잠 첨가 두부의 DPPH 라디칼 소거능에 대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초석잠 분말의 유리 라디칼을 50% 소거하는 

농도인 IC50은 46.35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초석잠 두

부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100 ㎍/㎖ 수준에서 초석잠 분

말 0.2, 0.4, 0.6, 0.8%의 첨가량에 따라 80.25%, 84.53%, 86.63%, 
88.95%로 대조군의 45.27%에 비해 높은 유리 라디칼 소거능

을 나타내었으며, 시료의 첨가량에 비례하여 항산화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p<0.001). Baek 등(2003)
의 초석잠 뿌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에 대한 연구 결과, 메
탄올 추출물에는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 같은 성분이 항산화능, 과산화 지질 형성 억제능, 
아질산염 소거능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초

석잠 분말의 첨가량에 따라 두부의 항산화능이 증가된 것으

로 사료된다.

3)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초석잠 첨가 두부의 FRAP assay에 대한 결과는 Fig. 4에 

Fig.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hinese 
artichoke powder tofus. Different superscripts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01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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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of Chinese 
artichoke powder tofus. Different superscripts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01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제시하였다. Trolox를 표준물질로 하여 ferric의 소거능을 환

산한 결과, 초석잠 분말은 7.05 μM TE/g으로 나타났다. 초석

잠 두부의 FRAP 측정 결과는 초석잠 분말의 첨가량이 0.2~ 
0.8%로 증가할수록 첨가군에서 각각 70.70 μM TE/g, 78.75 μ
M TE/g, 91.71 μM TE/g, 100.30 μM TE/g으로 대조군의 55.52 
μM TE/g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건오디박

을 첨가한 쿠키(Jeon 등 2013)와 새송이버섯 분말을 쿠키(Kim 
등 2010)의 FRAP 측정 결과, 시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

은 ferric 환원력을 나타내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

었다. 

4) ABTS Radical Cation Scavenging Activity
초석잠 첨가 두부의 ABTS+ 라디칼 소거능에 대한 결과는 

Fig. 5에 제시하였다. 초석잠의 ABTS+ 라디칼을 50% 소거하

는 농도인 IC50은 564.14 ㎍/㎖로 나타났다. 초석잠 두부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대조군에서 32.64%로 가장 낮았으

며, 초석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0.2, 0.4, 0.6, 0.8% 
첨가군에서 각각 37.12%, 38.36%, 43.69%, 45.16%로 그 활성

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1). 화피 추출물이 첨가 개성

주악의 ABTS+ 라디칼 소거능 연구(Joo SY 2013) 결과, 무첨

가군의 소거 활성이 13.17%이었고, 0.5, 1, 2% 첨가군에서 각

Table 3. Yield, pH and turbidity of tofus prepared with different addition of Chinese artichoke powder

Sample
F-value

0% 0.2% 0.4% 0.6% 0.8%

Yield (%) 144.97±0.00a 169.94±0.00c 167.06±0.00b 181.81±0.00d 194.69±0.00e 570,925,857***
pH   6.39±0.01d   6.37±0.01bc   6.36±0.01bc   6.36±0.01b   6.33±0.01a 24.56***
Turbidity (Abs)   0.10±0.00a   0.15±0.00b   0.17±0.00c   0.20±0.00d   0.17±0.00e 3,979.26***

1) Mean±S.D., ***p<0.001. 
2) Different superscripts (a~e)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5. ABTS radical cation scavenging activity of Chinese 
artichoke powder tofus. Different superscripts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1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각 19.04%, 20.32%, 31.06%의 소거능을 나타내어 초석잠 첨

가 두부가 더 높은 활성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다. 
모시풀잎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의 연구(Park 등 2011)에서도 

ABTS+ 라디칼 소거능이 14.93~37.16%로 같은 식품에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의 초석잠 첨가 두부가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초석잠 분말 첨가 두부의 품질 특성

1) 수율, pH 및 탁도 측정
초석잠 분말 첨가 두부의 수율, pH 및 탁도를 측정한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두부의 수율은 대조군의 경우 144.97%로 

가장 낮았으며, 초석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두부의 

수율도 169.94~194.69%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이는 클로렐라(Kim 등 2003), 허브(Jeon 등 2006) 및 청국장 

분말 첨가 두부(An 등 2008)에서 첨가물의 양의 증가할수록 

두부의 수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두부의 pH는 초석잠 분말 첨가군이 6.37~6.33로 대조군의 

pH 6.39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01). Choi 등
(2003)은 식품의 저장성은 식품의 pH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특히 Jeon 등(2006)은 pH가 낮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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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식품에 비해 방부 효과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다른 연구로는 강황 첨가에 의해 두부의 pH가 감소하였

다고 보고한 Min 등(2007)의 연구와 비파 분말을 두유에 첨가

하여 끓이는 과정에서 생성된 유기산에 의한 영향으로 두부

의 pH가 저하된 것으로 보고한 Park ID(2012)의 연구가 있다.
두부의 탁도는 0.10~0.17로 초석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대조군(0.10)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p<0.001), 초석잠 분말이 두부 단백질에 흡착되지 못하고 두

부 순물로 빠진 결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경향은 연잎 분말

(Park 등 2009) 및 수수가루 첨가 두부(Woo 등 2009)에서도 

시료 첨가량에 따른 탁도가 증가하여 본 실험과 유사하였다.

2) 색도
초석잠 분말 첨가 두부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두부의 명도를 나타내는 L값(lightness)은 대조군이 80.13
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0.2, 0.4, 0.6, 0.8% 첨가군이 각각 

79.32, 75.13, 70.91, 69.14로 초석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어둡게 나타났다(p<0.001). 적
색도를 나타내는 a값(redness)은 대조구가 －1.56인 반면에 초

석잠 분말로 인해 첨가군에서는 －2.01~－1.60으로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p<0.001). 또한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yellow)
은 초석잠 첨가군이 12.77~11.27로, 대조군(12.87)에 비해 유의

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1). 이는 초석잠에서 

Table 4. Color values of tofus prepared with different addition of Chinese artichoke powder

Sample
F-value

0% 0.2% 0.4% 0.6% 0.8%
L  80.13±0.16e  79.32±0.18d  75.13±0.08c  70.91±0.16b  69.14±0.30a 2,053.30***
a －1.56±0.06c －2.01±0.05a －1.70±0.01b －1.60±0.05c －1.29±0.07d   74.53***

b  12.87±0.13b  12.77±0.45b  11.25±0.17a  11.12±0.16a  11.27±0.43a   25.23***
1) Mean±S.D., ***p<0.001 
2) Different superscripts (a~d)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Texture characteristics of tofus prepared with different addition of Chinese artichoke powder

Sample
F-value

0% 0.2% 0.4% 0.6% 0.8%
Hardness 529.90±36.20a  519.60±70.43a  480.65±42.07a  454.15±17.32a  468.90±22.63a  1.21

Adhesiveness －9.60± 2.55a －18.40± 5.66a －19.40± 0.85a －18.45± 3.18a －14.20± 5.80a  3.04
Springiness   0.92± 0.01a    0.90± 0.04a    0.90± 0.01a    0.87± 0.14a    0.90± 0.21a  1.03
Chewiness 407.71±48.52c  321.25±35.70b  277.98±10.68b  192.54± 8.56a  259.71±20.76ab 14.94**
Gumminess 444.91±55.21c  345.24±40.55b  311.22±14.43ab  233.39±14.54a  302.70± 7.65ab 11.66*
Cohesiveness   0.75± 0.02c    0.61± 0.14b    0.62± 0.14b    0.55± 0.06a    0.66± 0.03b 30.64**

1) Mean±S.D., *p<0.05, **p<0.01 
2) Different superscripts (a~c)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유래된 색소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는데, 함초 첨가 두부(Kim 
등 2010)와 노랑 파프리카즙 첨가 두부(Park & Jeon 2008)에
서도 시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과 a값이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으며, Moon 등(2008)의 연구에서도 유색미 첨

가량이 높을수록 L값과 b값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Min 등(2007)은 색도가 두부의 중요한 품질 요인 중의 하나

이며, 시각적 기호도의 척도로서 이용된다고 보고하였다. 따
라서 무첨가 두부와 다른 색을 가지고 있는 초석잠 분말 첨가 

두부는 소비자의 기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직감
초석잠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두부의 조직감

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초석잠 첨가 두부의 경도

(hardness)는 0.2, 0.4, 0.6, 0.8% 첨가량에 따라 548.97~432.10
으로 대조군(557.07)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다. 청국장 분말(An 등 2008), 강황(Min 등 

2007) 및 해조류(Kim 등 1996) 첨가 시 두부의 견고성이 대조

군보다 낮게 나타나, 초석잠 첨가 두부와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 부착성(adhesiveness)과 탄성(springiness)은 대조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석잠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씹힘성

(chewiness)과 검성(gumminess) 및 응집성(cohesiveness)은 대

조군이 가장 높았고, 시료의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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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p<0.01) 0.8% 첨가군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 Isofalvone 함량
초석잠 분말을 첨가한 두부의 이소플라본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배당체인 daidzin과 genistin의 함량을 

살펴보면 대조군이 각각 23.64 ㎍/g과 33.32 ㎍/g으로 가장 낮

게 나타났고, 0.4% 첨가군이 각각 38.09 ㎍/g과 53.10 ㎍/g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료의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Lee KH(2009)의 함초 첨

가 두부에서는 함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daidzin과 genistin
의 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어, 본 연구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한편, 0.6% 첨가군부터 daidzin과 genistin의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두부의 단백질 함량과 비교

해볼 때, 초석잠 분말을 0.6% 이상 첨가하게 되면 콩 단백질

의 응고를 방해하여 대두 내 isoflavone이 두부 순물에 용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Bea 등(1997)의 연구에서 콩의 isoflavone은 

두부 제조 시 두부보다는 두부 순물 쪽으로 용출된다고 보고

하였는데, 대부분의 초석잠 첨가 두부에서 대조군에 비해 높

은 isoflavone 함량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초석잠이 두부의 

기능성을 강화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비배당

체 daidzein의 함량은 0.4%, 0.6% 첨가군이 각각 2.82 ㎍/g과 

2.29 ㎍/g으로 대조군(1.49 ㎍/g)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genistein 또한 0.4%, 0.6% 첨가군이 

각각 4.66 ㎍/g과 3.60 ㎍/g으로 대조군(3.16 ㎍/g)보다 유의적

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p<0.05). 
이처럼 콩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isoflavone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전립선 암

과 유방암을 예방하고, estrogen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수행

하여 폐경기 여성의 여러 증상을 완화시키는 등의 작용을 한

다고 보고되었다(Jung 등 2008). 한편, Bae 등(1997)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콩의 isoflavone은 두부 제조 시 두부보다는 

두부 순물 쪽으로 용출된다고 보고하였는데, 대부분의 초석

잠 첨가 두부에서 대조군에 비해 높은 isoflavone 함량을 나타

Table 6. Daidzin, genistin, daidzein and genistein content in tofus prepared with different addition of Chinese artichoke 
powder

Sample
F-value

0% 0.2% 0.4% 0.6% 0.8%
Daidzin (㎍/g) 23.64±0.62a 26.96±0.85b 38.09±1.20d 32.90±0.98c 27.57±0.68b  81.75***
Genistin (㎍/g) 33.32±0.45a 36.27±0.38b 53.10±0.14e 45.06±0.09d 37.45±0.63c 835.81***
Daidzein (㎍/g)  1.89±0.57ab  1.51±0.35a  2.82±0.59b  2.29±0.30ab  1.62±0.41ab   2.76

Genistein (㎍/g)  3.41±0.36ab  2.39±0.30a  4.66±0.52c  3.60±0.45ab  2.57±0.39ab   9.90*
1) Mean±S.D., *p<0.05, ***p<0.001 
2) Different superscripts (a~d)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낸 것으로 보아, 초석잠이 두부의 기능성을 강화하는데 유용

한 것으로 사료된다. 

5)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이
용한 미세구조 관찰

초석잠의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두부의 구조

적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SEM을 사용하여 두부를 500배율로 

관찰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대조군은 표면이 매끄럽고 균

일한 망상구조를 보였으나, 초석잠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단백질 집합체가 커지면서 망상구조의 구멍도 크고 불

규칙하게 나타났다. Tang CH(2007)에 따르면 단백질 집합체

의 구조는 겔(gel)의 단단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하

고 있으며, 콩의 첨가비율이 높을수록 망상구조가 거칠고 

curd의 견고성이 증가한다는 Saio K(1979)와 An SH(200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반면, Jeon 등(2006)의 허브 첨가 두부에

서는 대조군에 비해 허브 첨가군이 매끄러운 표면과 작은 기

공 분포를 보여 본 연구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첨

가물의 종류와 첨가량이 두부의 표면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6) 관능검사
초석잠 분말 첨가 두부의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초석잠 두부에 대한 관능검사는 전반적인 기호도, 외관, 색, 
향미, 맛, 조직감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전반적인 기호도 측

정 결과 0.4% 첨가군이 5.27로 대조군의 4.33보다 높았으며, 
외관, 색, 향미, 맛, 조직감의 기호도 검사에서도 0.4% 첨가군

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호도 검사에서 초석잠 분말이 

증가함에 따라 기호도가 증가하다가 0.6%, 0.8% 첨가군은 대

조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0.6% 이상의 초석잠 

분말 첨가는 맛, 향, 색 등의 기호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두부에 초석잠 분말을 

0.4% 첨가하는 것이 생리활성 기능과 기호도가 높아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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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ig. 6.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structure of tofus with different addition of Chinese artichoke powder (×500). (A): 

Control, (B): 0.2% tofu, (C): 0.4% tofu, (D): 0.6% tofu, (E): 0.8% tofu. 

Table 7. Sensory evaluation of tofus prepared with different addition of Chinese artichoke powder

Sample
F-value

0% 0.2% 0.4% 0.6% 0.8%
Appearance 3.93±1.03bc 4.33±1.50c 4.60±1.30c 3.13±1.46ab 2.80±1.32a  5.04**

Color 3.67±1.35ab 4.40±1.35bc 4.73±1.39c 3.47±1.25ab 3.20±1.21a  3.67**
Flavor 4.00±1.07ab 4.47±1.36bc 5.00±1.13c 3.87±1.06ab 3.53±1.25a  3.52*
Taste 3.73±1.39a 3.80±1.70a 5.00±1.31b 3.67±1.63a 3.40±1.50a  2.54*
Texture 4.47±0.83b 4.40±1.68b 4.87±1.36b 3.07±1.22a 2.47±1.19a  9.63***
Overall acceptability 4.33±0.90b 4.73±1.39b 5.27±1.03c 3.47±1.41a 2.73±0.88a 11.67***

1) Mean±S.D., *p<0.05, **p<0.01, ***p<0.001.
2) Different superscripts (a~d)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소재로서 초석잠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초석잠 분말을 0, 0.2, 0.4, 0.6, 0.8% 첨가한 두부

를 제조하여 초석잠 첨가 두부의 항산화 활성을 입증하고, 품
질 특성을 측정하였다. 초석잠 분말의 총 페놀 화합물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38.62 ㎎ GAE/g과 42.97 ㎎ CE/g이며, 
이를 두부에 첨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항산화 활

성 측정 결과, 초석잠 분말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의 IC50은 

46.35 ㎍/㎖, FRAP assay의 흡광도는 500 ㎍/㎖ 수준에서 0.58, 
ABTS+ 라디칼 소거능의 IC50은 564.14 ㎍/㎖로 높게 나타났으

며, 초석잠 두부는 시료의 첨가량에 따라 활성도가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DPPH 라디칼 소거능에서 활성도가 

높았다. 항산화 활성의 기능성과 함께 제품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초석잠 첨가 두부의 품질평가를 실시하였다. 두부의 수

율과 탁도는 초석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경향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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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고, pH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두부의 색도는 초

석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 a값 및 b값이 유의적으로 낮

아졌다. 초석잠 첨가 두부의 texture에서 견고성, 부착성 및 탄

성은 시료의 첨가량에 따라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시
료 간에 유의적이 차이는 없었다. 씹힘성, 검성 및 응집성은 

초석잠 분말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다가 0.8% 두
부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p<0.01). 두부의 isoflavone 
함량은 배당체인 daidzin과 genistin이 0.4% 첨가군이 각각 

37.24 ㎍/g과 37.34 ㎍/g으로 가장 높았고, 시료의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비배당

체 daidzein과 genistein의 함량은 0.4, 0.6% 첨가군에서 대조군

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SEM을 이용한 두부의 미세구조 관찰 결과, 초석잠 분말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대조군에 비해 단백질 집합체가 커지면

서 망상구조의 구멍도 크고 불규칙하게 나타났다. 두부의 관

능검사에서 0.2~0.4% 초석잠 두부의 점수가 외관, 색, 향미, 
맛, 조직감,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두부에 초석잠 분말을 첨가하는 것은 두부의 기호도

를 높이고, 두부의 제조과정 중에 상당량 순물로 손실되는 

isoflavone의 함량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항산화활성을 높여주

어 두부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두부 제조 시, 기능성과 기호도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초석잠 

분말을 0.4%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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