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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soybeans with different cultivation methods depending on their origins and the properties 
of tofu made from these soybeans were studied. The isoflavone content was higher in the general Korean soybeans compared 
to the organic American soybean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Chinese soybean samples, so the cultivar 
method was considered to have a greater effect on the isoflavone contents rather than the cultivation method. The protein 
contents were higher in the tofu made from the general Chinese soybeans and the organic Korean soybeans. Furthermore, 
the tofu made from the organic Chinese soybeans contained the least amount of proteins. Isoflavone content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s. Texture profile analyses consisting of hardness, cohesiveness, adhesiveness, springiness, 
and gumminess were all shown to be higher in the organic tofu than in general tofu, with the exception of adhesiveness. 
In sensory evaluation, color and textu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samples, and the differences were found 
to be affected more by the origin of soybeans rather than the cultivation methods. According to this study, the physi-
cochemical properties of the soybeans and tofu seemed to be influenced by the cultivation region rather than the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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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콩은 양질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이소플라본, 
레시틴, 사포닌 등의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Kim 
& Kim 2005), 된장, 간장, 청국장, 고추장, 두부, 콩나물, 두유 

등의 다양한 가공식품 형태로 섭취되고 있다. 이 중 두부는 

식물성 고단백 식품으로 소화흡수율이 높아, 콩나물과 더불

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즐겨 먹는 식품이다. 현재 콩은 가치가 

고조되면서 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다(Go 

등 2011).
그러나 국내 콩의 자급률과 생산기반은 매우 빈약한 실정

이다. 농림부(2009)에 의하면 국내 콩 시장은 연간 1,676천 톤 

수준이나, 국내에서의 생산은 114천 톤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콩 자급도는 7.1%로 매우 저조한 실

정이다(Seo 등 2010). 그 중 식용 콩의 경우, 약 31.7%의 자급률

을 보이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미국, 중국 등지에서 주로 수

입하고 있다. 이렇듯 국산 재배 콩만으로는 국내의 수요를 맞추

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 수입 콩의 소비 형태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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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용이 6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장류용이 21.1%, 
두유용이 14.4%로 나타났다(Kim & Han 2009).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친환경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유기농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는 추

세에 맞추어 콩을 이용한 대표적인 가공식품인 두부 역시 유

기농 콩을 이용한 두부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반 콩과 유기농 콩의 특성과 이들 제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소비자의 구매 선호도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콩의 특성 및 두부의 가공특성 등에 대한 연구는 

콩의 품종에 따른 두부의 이화학적 특성을 비교하였고(Yoo 
등 2011), 두부 가공을 위한 콩 품종을 비교하였다(Kim 등 

1994). Lee 등(2009)이 재배 조건을 달리했을 때 품종에 따른 

콩 잎의 이소플라본 함량에 관한 연구를 하여 파종시기에 따

른 함량 차이를 확인하였고, Sin 등(2012)은 연구에서 콩 가공

업체의 경우, 국내산 콩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다고 밝

혔다. 유기농 농작물에 대한 특성을 비교한 연구로는 Moon 
등(2009)이 국내 유기농 쌀과 고추의 성분분석에 관한 연구

를 제시하여 유기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성분 차이를 비교

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유기농 콩과 일반 재배 콩의 이화학적 특성 및 이

들을 이용한 가공두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공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국내산 일

반콩과 유기농 콩의 이화학적 성분을 비교하고, 이를 이용한 

두부의 특성을 비교하며, 더불어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수

입되고 있는 미국산과 중국산의 일반콩과 유기농 콩에 대해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이로 제조한 두부의 특성 차이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국산, 중국산, 미국산 콩을 각각 일반콩과 유기농콩을 구

입하여 실험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였다. 원료콩의 일반 성분 

및 이소플라본 분석을 위한 시료는 분쇄하여 40 mesh 체로 

내려 이용하였다. 각각의 원료 콩을 이용하여 두부를 제조한 

후 두부의 일반성분 시료는 분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소플

라본 분석을 위한 시료는 냉동건조 후 분쇄하고, 40 mesh 체
로 내려 이용하였다.

2. 두부의 제조
선별한 원료콩 100 g을 1분간 수세한 뒤, 물 300 ㎖를 넣어 

25℃ 항온기에서 15시간 동안 수침시켰다. 수침한 콩과 물 

1,000 ㎖를 분쇄기(BL210, Tefal, China)에 넣고 2분간 갈아준 

후, 강불에서 12분간 가열하였으며, 여과포 2장을 덮은 체에 

여과시켜 얻은 900 ㎖ 두유를 두부 제조에 사용하였다. 이렇게 

만든 두유는 80℃ 항온수조(BS-31, JEIO TECH, Korea)에서 중

탕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였고, 75℃ 이상이 되었을 때 원료

콩 무게의 2%에 해당하는 염화마그네슘(Taejin, Korea) 용액을 

넣어 20분간 응고시켰다. 응고물을 여과포를 깐 성형(10×75× 
55 ㎜) 틀에 넣어 20분간 500 g추로 눌러 압착 성형하였다. 이
렇게 성형된 두부를 물에 20분간 수침하였다가 물을 버리고, 
핸드타월을 이용해 두부 표면의 수분을 제거하여 두부를 완

성하였다. 완성된 두부는 동결 건조하여 시료로 이용하였다. 

3. 일반성분 분석
AOAC(1990) 방법을 이용하여 수분함량은 105℃에서 상압

건조하여 분석하였고, 조지방 정량은 Soxhlet’s 추출법, 조단

백 정량은 Kjeldahl 질소 정량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조
회분 함량은 550℃ 직접회화법을 이용하였다. 탄수화물 함량

은 시료의 무게가 100%일 때 수분, 조지방, 조단백, 조회분의 

함량(%)의 합과의 차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4. Isoflvone 함량 분석
콩분말 및 두부분말을 40 mesh 체를 이용하여 내린 후 각

각 0.1 g을 취하여 1N HCl 3 ㎖를 넣고 100℃ 항온수조에서 

1시간 동안 가수분해시켰다. 이를 30분간 상온에서 냉각한 

다음, methanol 7 ㎖를 추가하여 2,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

심 분리하였다. 상층액 일부를 취하여 0.2 ㎛ PTFE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HPLC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컬럼은 

symmetry C18(4.6×252 ㎜, Waters, Ireland)을 사용하였으며, 이
동상은 0.1% acetic acid in water:0.1% acetic acid in acetonitrile 
(65:35)을 1.0 ㎖/min 로 흘려주었다. 시료는 10 ㎕ 주입하여 

254 nm 파장에서 측정하였고, 표준물질은 genistein과 daidzein
을 1~100 ㎍/㎖의 농도로 용해시켜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iso-
flavone 함량은 건조중량 1 g 당 ㎍ 함량으로 나타내었다. 

5. 두부의 품질 특성

1) 두부의 수율
두부의 수율은 원료콩 100 g으로 제조한 두부의 무게로 표

시하였다.

2) 두부의 조직감 측정
두부의 텍스쳐를 알아보기 위해 두부를 일정한 크기(2×2× 

2 ㎝)로 자른 뒤 Texture analyser(TA/XT2. Stable micro system, 
U.K.)를 이용하여 텍스쳐 묘사분석(Texture profile analysis, 
TPA)을 실시하였다. 측정 조건은 Table 1과 같으며,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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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erating condition of texture profile analysis 

Measurement Operating conditions
Test type Texture profile analysis
Pre-test speed 10 ㎜/s
Test speed 1 ㎜/s
Post test speed 1 ㎜/s

Distance 10 ㎜
Contact area 400 ㎟
Contact force 5 g

그래프에서 견고성, 탄성, 검성, 응집성, 점착성, 씹힘성의 값

을 나타내었다.

3) 관능평가
두부의 관능검사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생 14

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에 대하여 관능평가를 실시

하였다. 두부는 일정한 크기(1.5×1.5×1.5 ㎝)로 준비하여 흰색 

접시에 담아 제공하였고, 한 개의 시료를 먹고 난 다음에는 

물로 입 안을 헹군 뒤 다음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

항목은 색, 맛, 비린내, 조직감, 종합적인 기호도였고, 7점 척

도로 조사하였다. 

6. 통계처리
평가 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경우 Duncan의 다중범

위 시험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of general soybean with different origins                                     (%)

Origin Moisture Crude ash Crude lipid Crude protein Carbohydrates
Korea  9.78±0.32a 5.45±0.14a 17.82±0.64ab 35.48±0.37b 31.47±0.76a

America  8.73±0.06b 4.78±0.04b 17.32±0.37b 37.16±0.07a 32.00±0.38a

China 10.15±0.07a 4.87±0.12b 18.82±0.50a 35.50±0.15b 30.66±0.76a

F-value 44.73 17.61 6.50 51.11 3.16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3. Proximate composition of organic soybean with different origins                                    (%)

Origin Moisture Crude ash Crude lipid Crude protein Carbohydrates
Korea  9.70±0.16b 4.94±0.09a 15.92±0.32a 37.80±0.27b 31.62±0.36b

America 10.55±0.15a 4.52±0.52a 15.40±0.80a 34.58±0.16c 34.95±1.48a

China  9.80±0.04b 5.11±0.44a 15.71±0.73a 41.00±0.39a 28.37±1.01c

F-value 39.01 1.76 0.49 363.96 29.15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결과 및 고찰

1. 원료콩의 일반성분 함량
국산, 미국산, 중국산의 일반콩과 유기농 콩에 대한 일반

성분 분석결과는 Table 2~4에 나타낸 바와 같다. 
Table 2와 3은 각각 재배 지역과 재배 방법에 따른 통계분

석을 실시하여 나타내었으며, Table 4는 재배 지역에 있어서 

재배 방법에 따른 함량 차이를 통계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지
방 함량은 국산, 미국산, 중국산 콩에서 모두 유의적으로 일

반콩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백질 함량도 일반

콩과 유기농콩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 경향은 조금 달라 국산과 중국산은 유기농콩의 단백질 함

량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미국산의 경우 

오히려 일반콩의 단백질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콩
의 재배환경에 따른 일반성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재배온

도 및 토양비옥도 등의 재배환경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

치며, 단백질과 지방의 합성 경로를 조절하여 함량이나 구성

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Kim 등 2007), 본 연구 결과

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수분함량과 탄수화물 함량은 

중국산과 미국산의 경우, 일반콩과 유기농콩 사이에 유의적

인 차이를 나타내긴 했으나, 두 나라 사이의 경향성은 일치하

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한 전체시료를 보면 단백질 

함량은 중국산 유기농콩, 국산 유기농콩, 미국산 일반콩의 순

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 함량은 전체적으로 일반콩의 함

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원료콩의 이소플라본(isoflavone) 함량
콩의 이소플라본은 데드제인(daidzein)과 제니스테인(ge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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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oximate composition of organic soybean with different cultivation methods                          (%)

Moisture Crude ash Crude lipid Crude protein Carbohydrates

Korea
General  9.78±0.32 5.45±0.14** 17.82±0.64* 35.48±0.37** 31.47±0.76
Organic  9.70±0.16 4.94±0.09** 15.92±0.32* 37.80±0.27** 31.62±0.36
F value 0.14 27.80 20.85 77.53 0.11

America

General  8.73±0.06*** 4.78±0.04 17.32±0.37* 37.16±0.07*** 32.00±0.38*

Organic 10.55±0.15*** 4.52±0.52 15.40±0.80* 34.58±0.16*** 34.35±1.48*
F value 382.69 0.76 14.16 635.67 11.11

China
General 10.15±0.07** 4.87±0.21 18.82±0.50** 35.50±0.15*** 30.67±0.76*
Organic  9.80±0.04** 5.11±0.44 15.71±0.73** 41.00±0.39*** 28.37±1.01*
F value 56.04 0.71 37.24 510.21 9.84

stein)에 대한 함량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에 나타

낸 것과 같다. 국산콩의 경우, 데드제인과 제니스테인 모두 

일반콩의 함량이 유기농의 함량보다 월등히 높은 결과를 나

타냈으며, 미국콩의 경우 일반콩보다 유기농 콩에서의 함량

이 중국콩의 경우는 일반콩과 유기농콩에서 유사하게 분석되

었다. 나라별로 비교해 보면 일반콩에서는 국산콩의 이소플

라본 함량이 미국산과 중국산에 비해 높게 분석되었고, 유기

농의 경우 미국산의 이소플라본 함량이 다소 높게 분석되었

다. 전체 분석 시료에서는 국산 일반콩의 이소플라본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두번째로 미국산 유기농 콩에서의 이소플라

본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산 유기농콩의 이소플라본 

함량이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Seo 등(2010)에 의하면 품종이

나 산지에 관계없이 제니스테인의 함량이 데드제인보다 높

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연구결과와는 다

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Lee 등(2003)은 환경요인이 이소플라

본 함량에 상호작용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

한 결과로 보아 콩의 이소플라본 함량은 일반콩과 유기농콩 

사이의 차이보다 재배 지역에 따른 환경 요인에 의해 나라별 

Table 5. Isoflavone contents of general soybean and organic 
soybean with different origins          (㎍/g, dry basis)

Origin Daidzein Genistein

Korea
General soybean 980.04± 75.74a 1,186.25± 88.45a

Organic soybean 548.32±131.67c  481.11± 44.19d

America
General soybean 625.58± 37.57bc  591.27± 63.18cd

Organic soybean 750.99±166.35b  912.82±203.84b

China
General soybean 561.34± 12.16bc  496.11± 47.16d

Organic soybean 526.46±105.14c  473.65± 83.53d

F-value 7.76 23.55
Data presented as means±standard errors.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두부의 수율
재배 방법 및 재배 지역을 달리한 콩을 이용하여 두부를 

제조하였으며, 각 시료의 두부 수율은 Table 6과 같다. 
재배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국산과 미국산의 경우 일

반콩의 두부수율이 유기농콩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중국산 

콩은 일반콩과 유기농콩이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국산 일반콩을 이용하여 만든 두부의 수율이 가

장 높게 분석되었다. 

4. 두부의 일반성분 함량
국산, 미국산, 중국산의 일반콩과 유기농 콩으로 각각 만

든 두부에 대한 일반성분 분석결과는 Table 7~9에 나타낸 바

와 같다. 
Table 7과 8은 각각 재배 지역과 재배 방법에 따른 통계분

석을 실시하여 나타내었으며, Table 9는 재배 지역에 있어서 

재배 방법에 따른 함량 차이를 통계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국산 두부의 경우, 일반콩으로 만든 두부에 비해 유기농콩

으로 만든 두부의 회분, 지방, 단백질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

게 분석되었다. 미국산의 경우, 일반 두부와 유기농 두부의 회

분, 지방, 탄수화물 함량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며, 회분

Table 6. Yield rate of tofu of general soybean and organic 
soybean with different origins              (%, wet basis)

Origin Yield rate

Korea
General soybean 255.10± 3.17
Organic soybean 210.11± 7.30

America
General soybean 241.99±25.63
Organic soybean 202.33± 6.86

China
General soybean 251.64± 8.28
Organic soybean 220.83±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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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방 함량은 유기농 두부에서 함량이 높게 분석되어 국산 

두부와 그 경향성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산 두부

의 탄수화물은 일반 두부에서의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원료콩의 성분과 두부의 성분 함량에서 차이가 발생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콩의 품종에 따라 콩에서 두

부로의 성분 이동률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Lee 등(199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생각된다. 중국산의 경

우, 일반 두부와 유기농 두부 사이에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함량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며, 일반 두부의 지방과 단

백질 함량이 유기농 두부에 비해 높게 분석되어 국산과 미국

산 두부에서와 다른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탄수화물은 유기

농 두부에서 높게 분석되어 이 또한 미국산 두부에서의 경향

성과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모든 나라에서 유의적 경향성을 

나타낸 단백질과 지방 함량을 전체시료에서 비교해 보면 단

Table 7. Proximate composition of general tofu with different origins                                        (%)

Origin Moisture Crude ash Crude lipid Crude protein Carbohydrates
Korea 82.35±0.34a 0.74±0.03a 5.23±0.13b  9.97±0.18b 1.70±0.04b

America 82.35±1.50a 0.59±0.03b 4.79±0.49b 10.13±0.88b 2.15±0.13a

China 80.34±0.48b 0.69±0.03a 6.05±0.23a 11.95±0.23a 0.98±0.14c

F-value 4.62 19.12 11.79 12.68 83.74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8. Proximate composition of organic tofu with different origins                                        (%)

Origin Moisture Crude ash Crude lipid Crude protein Carbohydrates

Korea 79.93±0.49b 0.83±0.04a 6.03±0.26a 11.56±0.51a 1.65±0.21b

America 80.55±0.60ab 0.71±0.03b 5.64±0.13a  9.97±0.43b 3.12±0.19a

China 81.63±0.77a 0.73±0.05b 4.63±0.29b  9.59±0.36b 3.41±0.21a

F-value 5.60 7.85 27.85 17.27 63.70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9. Proximate composition of general and organic tofu with different cultivation methods                  (%)

Moisture Crude ash Crude lipid Crude protein Carbohydrates

Korea
General 82.35±0.34** 0.74±0.32* 5.23±0.13**  9.97±0.18** 1.70±0.04
Organic 79.93±0.47** 0.83±0.04* 6.03±0.26** 11.56±0.51** 1.65±0.21
F-value 49.58 8.45 22.02 26.31 0.14

America
General 82.35±1.50 0.59±0.03** 4.79±0.49* 10.13±0.88 2.15±0.13**
Organic 80.55±0.60 0.71±0.03** 5.64±0.13*  9.97±0.43 3.12±0.19**

F-value 3.68 27.57 8.43 0.08 54.75

China
General 80.34±0.48 0.69±0.03 6.05±0.23** 11.95±0.23** 0.97±0.14***
Organic 81.63±0.77 0.73±0.05 4.63±0.29**  9.59±0.36** 3.41±0.21***
F-value 6.01 1.57 44.68 90.59 278.02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백질은 중국산 일반 두부, 국산 유기농 두부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산 유기농의 함량이 가장 낮았으며, 지방 함

량 역시 중국산 일반 두부와 국산 유기농 두부의 함량이 높

고, 중국산 유기농 두부의 함량이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5. 두부의 이소플라본(isoflavone) 함량
두부의 이소플라본 함량 분석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Jackson 등(2002)은 두부의 제조과정에서 이소플라본이 손

실된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 역시 콩에서 두부의 이소플

라본 함량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국산 두부의 경우, 
콩에서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유기농 두부에 비해 일반 두

부의 이소플라본 함량이 더 높게 분석되었고, 미국산 두부 역

시 콩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반 두부에 비해 유기농 두부에

서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게 분석되었다. 중국산의 경우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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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Isoflavone contents of general tofu and organic 
tofu with different origins            (㎍/g, dry basis)

Origin Daidzein Genistein

Korea
General tofu 790.08±52.36a 866.09±127.03a

Organic tofu 452.90±74.54c 460.42± 43.47b

America
General tofu 568.98±70.63b 462.18± 72.15b

Organic tofu 722.46±48.31a 774.70± 20.63a

China
General tofu 538.56±18.95bc 477.47± 29.65b

Organic tofu 468.40±47.40c 429.16± 20.10b

F-value 20.21 28.18
Data presented as means±standard errors.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시 콩의 분석결과와 더불어 일반 두부와 유기농 두부 사이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기농 두부가 다소 낮은 분석 

값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국산 일반 두부와 미국산 

유기농 두부의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게 분석되었으며, 중국

산 유기농 두부의 이소플라본 함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

Table 11. The texture characteristics of general and organic tofu with different origins

Origin Springiness Cohesiveness Gumminess Adhesiveness Fracturability Hardness

Korea
General tofu 0.83±0.04d 195.21± 55.74bc 0.46±0.06bc －29.43±38.10 417.28± 75.97b 163.69± 51.39bc

Organic tofu 0.89±0.02a 347.84± 63.05a 0.55±0.04a －46.26±66.43 634.39±100.19a 308.65± 52.96a

America
General tofu 0.86±0.03c 236.22± 53.25b 0.50±0.05b －38.30±40.78 474.52± 71.09b 203.72± 48.44b

Organic tofu 0.88±0.02ab 332.58± 83.63a 0.54±0.04a －33.15±52.40 611.46±125.21a 294.26± 76.22a

China
General tofu 0.87±0.02bc 226.75± 38.87bc 0.49±0.06b －22.78±14.89 468.83± 87.50b 196.98± 36.15b

Organic tofu 0.89±0.02a 361.01±121.14a 0.57±0.08a －29.14±38.52 627.42±136.22a 323.46±109.71a

F-value 17.62 20.54 14.44 0.65 18.12 22.83

Data presented as means±standard errors.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12. Scores by sensory evaluation of general tofu and organic tofu with different origins

Origin
Sensory evaluation

Color Taste Smell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Korea
General tofu 3.64±1.34b 3.43±1.74a 3.00±1.18a 2.71±0.53bc 4.21±1.58a

Organic tofu 3.77±1.36b 3.50±1.29a 3.50±1.65a 5.71±1.20a 4.21±1.67a

America
General tofu 5.77±1.09a 3.50±1.70a 3.29±1.59a 5.14±0.66a 4.50±1.09a

Organic tofu 5.14±1.29a 3.46±1.66a 3.00±1.80a 5.29±1.14a 3.36±1.86a

China
General tofu 5.14±1.17a 4.43±2.06a 3.29±1.34a 3.14±1.10b 4.38±1.56a

Organic tofu 2.36±1.28c 3.36±1.77a 3.57±1.91a 2.00±0.88c 3.79±1.93a

F-value 12.86 0.70 0.25 37.92 0.81
Data presented as means±standard errors.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되어, 두부에서의 이소플라본 함량은 원료콩과 마찬가지로 

재배 방법에 따른 일반 두부와 유기농 두부에 의한 차이보다

는 나라별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6. 두부의 조직감 특성
두부의 조직감은 Texture analys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견고성, 탄성, 검성, 응집성, 점착성, 씹힘성에 대한 분석 

값은 Table 11에 나타낸 바와 같다. 
두부의 조직감은 점착성을 제외한 모든 분석 값에서 유의

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며, 또한 모든 분석값에서 유기농 두부

의 값이 높게 분석되어 두부의 조직특성은 재배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다른 성분들의 분석과는 다른 결

과를 나타내었다. 

7. 두부 관능평가
두부의 관능평가는 색, 맛, 비린내, 조직감, 종합적 기호

도를 7점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관능검사 결과, 색과 조직감에서 시료에 따른 유의적

인 차이를 나타냈으며, 색의 경우 미국산 일반 두부와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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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두부 모두에서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산 유기농

의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직감의 경우 국산 유기농 

두부, 미국산 일반과 유기농 두부에서 평가가 높게 나타났

으며, 색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산 유기농에서 가장 낮게 

평가 되었다. 관능평가 역시 모든 평가 부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것은 아니나, 재배 방법에 따른 차이보다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재배 방법과 재배 지역을 달리한 콩의 일반

적인 특성을 비교하고, 이를 이용하여 만든 두부의 특성을 비

교 분석하였다. 일반성분은 콩의 경우 지방과 단백질 함량에 

있어서 재배 방법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있었으며, 지방의 경

우 모든 콩에서 일반콩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고, 단백질은 재

배 지역에 따라 특성이 달라 국산과 중국산의 경우 유기농콩

의 단백질 함량이 높았으나, 미국산의 경우 일반콩의 단백질 

함량이 더 높게 분석되었다. 두부의 경우 일반성분 중 모든 

나라에서 유의적 경향성을 나타낸 성분은 단백질과 지방이

었다. 이 성분을 전체시료에서 비교해 보면 단백질은 중국산 

일반 두부, 국산 유기농 두부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
국산 유기농의 함량이 가장 낮았으며, 지방 함량 역시 중국산 

일반 두부와 국산 유기농 두부의 함량이 높고, 중국산 유기농 

두부의 함량이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이소플라본 함량은 재배 방법에 따른 차이가 각 나라별로 

그 경향성이 달리 분석되어 국산의 경우 일반 재배 콩과 두부

에서의 함량이 높게 분석되었고, 미국산은 유기농에서 더 높

은 함량을 보였으며, 중국산의 경우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아 이소플라본은 재배 방법보다는 재배 지역에 대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부의 조직감은 점착성을 제외한 모든 평가항목에서 일

반 두부에 비해 유기농 두부의 값이 높게 분석되었다. 관능평

가는 색, 맛, 비린내, 조직감, 종합적 기호도의 5개 항목으로 

분석하였고, 색과 조직감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으며, 재
배 방법보다는 재배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각 재배 지역에 따라 일반재배

와 유기농 재배 사이의 일반성분 및 이소플라본 함량 등 성분

의 차이가 관찰되어지기는 하나, 일관된 경향성이 나타나지

는 않았으며, 두부의 경우 역시 재배 방법에 따른 경향성이 

분석되어지지 않아 콩 및 두부의 이화학적 성분 및 품질은 

재배 방법보다는 재배 지역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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