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소를 제거한 두부응고제를 사용한 콩의 종류에 따른 두부의 제조 특성 441

https://doi.org/10.21289/KSIC.2017.20.5.441

비소를 제거한 두부응고제를 사용한 콩의 종류에 따른 
두부의 제조 특성

Characteristics of Soybean Curd according to Various Soybean 
by Using Soybean Coagulant Removed with Arsenic

이은숙1, 최원식1*

Eun-Suk Lee1, Won-Sik Choi1*

<Abstract>

Among the many foods, it is hard to find perfect food with nutrition and 

functionality like beans. Korean food culture is the main ingredient of korean culture, 

kochujang, soybean paste, and soy sauce, and processed soybean tofu is the main 

ingredient. Soybean meets high quality protein and fat, and it has excellent results in 

prevention and treatment of all kinds of diseases. Soybean food is becoming a new 

generation health food. In countries where animal protein intake is low, soybean is 

used as a protein source instead of animal protein. Tofu, a processed food, is a 

complete food with high digestibility. In order to publicize the superiority of soybean 

nutritional value, Tofu processing and powder were investigated by observing the size, 

shape and characteristics of bean powder using domestic soybeans and imported 

soybean, and the variation of the amount of coagu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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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콩가루는 탈지한 대두박이나 탈지하지 않는 콩

을 미세하게 분쇄하여 분말화 한 것으로 미국에서 

입자의 크기가 100mesh 체를 통과한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mesh는 강철망의 망눈의 개수를 표

시하는 단위로써 가로 세로 1인치(25.4mm)사이에 

있는 망눈사이의 공간의 수이고 즉 300mesh라 

하면 표준체 가로 세로의 길이 2.54cm 안에 구멍

이 300개가 들어있는 체를 통과하는 분말의 크기

를 나타낸다. 콩가루는 글루텐(gluten)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단백질 함량이 많다는 면에서 밀가루와 

구분되며 섬유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면에서 탈지 

분유와도 다르다 콩가루는 콩의 불순물을 제거한 

뒤 6-8 조각으로 조분쇄하여 콩껍질을 제거한 다

음, 가열처리하고 이를 냉각시킨 후 분쇄하여 제

조한다. 제조 과정 중의 열처리는 콩비린내를 제

거하고 효소를 불활성화시켜 콩가루 냄새를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트립신저해제(trypsin 

inbibiter)를 불활성화시켜 소화율을 향상시킨다. 

가열 처리에 따라 콩가루의 착색과 단백질 용해도

가 감소되므로 가열방법과 가열온도, 가열시간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콩가루는 그 제조공정에 

따라 탈지 콩가루, 전지 콩가루, 압출콩가루로 나

눌 수 있는데, 전지콩가루는 콩껍질을 제거한 콩

을 마쇄한 것이므로 일반성분이 콩의 자엽 부분과 

비슷하고, 탈지 콩가루는 지방성분을 제거한 것이

므로 지방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50.0∼69.9%

로 높다 압출 콩가루는 가열압출기(extruder- 

cooker)를 이용하여 콩을 가열, 압출하여 제조한 

콩가루로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콩을 그대로 사용

하므로 영양가가 높고 향미가 높은 것이 특징이

다. 두부는 대두의 수용성 단백질을 추출 응고시

킨 gel상의 식품으로 소화율이 높고, 대두단백질

은 lysine 등 필수 아미노산 함양이 높아 곡류 위

주의 식생활에서 부족 되기 쉬운 영양소를 공급하

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식품이다. 본 연구는 전두

부를 만들기전 첫 공정단계로 콩을 선별 후 분쇄

한 콩가루 50mesh, 150mesh, 300mesh, 

600mesh의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나눠 입자를 분

석하고, 두부로 가공 했을 시 두부의 입자비교, 

응고시간, 두부발효음료의 결과를 알아보려고 한

다. 본연구에서 사용되는 전두부용 콩가루의 굵기

는 300∼600mesh의 콩가루를 사용했으며, 보통 

밀가루,미숫가루의 굵기는 150∼200 mesh이다. 

전두부는 굵기가 가늘수록 두부의 형태는 부드럽

고 단백하며, 가장 이상적인 두부의 형태가 만들어 

지고 다른 물질과 이루어 졌을 때 이상적인 화합

물 반응으로 비추어 볼 때 맛의 형태를 좌우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되는 콩 분말은 국내산 강원도 

영월콩과 수입품은 미국산 인도산을 구입하였고 

응고제로는 천연응고제조해수와 트랜스글루타미나

아제(효소제제)를 사용하였다.

2.2 콩가루입자와 두부의 입자 분석 및 

현미경 분석

두부의 종류에 따라 수입산과 국내산으로 분류

한 다음 mesh의 형태에 따라 입자의 굵기비교, 

현미경 비교한 후 Brix와 pH를 측정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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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을 통하여 대두 파우더의 입자를 비교 

해본 결과 인도산 70mesh의 콩 분말은 두부가 

되기는 하였으나, 탄력성이 없고 잘 부셔졌으며 

식감의 차이와 경도도 약했으며 mesh가 가늘수록 

두부의 탄력도가 강하고 부드럽고 고소한맛의 차

이를 느낄 수 있었다.

3.1 콩분말 원산지 색상비교 및 입자비교

콩분말의 입자는 원산지에 따라서 그림1과 같

이 비교한 결과 인도산은 굵기가 손으로 만져서 

느낄 만큼 분말의 형태는 굵었으나, 색깔도 황갈

색을 띤다. 국내산의 경우 mesh가 가는 만큼 입

자가 부드럽고, 색깔도 노란색에 가까웠다.

인도산50mesh 인도산70mesh

국내산300mesh 미국산600mesh

Fig.1 콩가루의 색상비교 및 입자비교

3.2 두부입자분석

콩분말은 크게 3가지로 인도산, 미국산, 국내산

으로 분말을 삶아서 관찰 후 삶은 입자에 따라서 

Fig2와 같이 비교한 결과 인도산은 분말에서 부터 

입자가 굵어 손가락으로 뭉쳐 봤을 때 만져지는 

느낌이 입자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산

은 입자가 가늘어서 손가락으로 뭉쳐 봤을 때 입

자가 부드럽고, 삶은 분말의 양이 많아야 뭉쳐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도산70mesh 국내산300mesh

미국산300mesh

Fig 2 콩가루의 색상비교 및 입자비교

3.3 콩가루 물 희석 후 비교

콩분말을 물로 희석해서 fig 3과 같이 관찰한 

결과 국내산 콩의 색깔이 노란색을 띄었고 인도산 

콩은 흰색에 가까운 색을 띄었지만 맛의 차이는 

국내산 콩의 입자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많았

으며 인도산 콩과 미국산 콩의 분말은 고소한 맛

은 있었지만 까끌 거리는 미세한 맛 차이를 보였

지만, 3종류의 콩의 비린내는 같은 성분으로 차별

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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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산70mesh 국내산300mesh

미국산300mesh

Fig. 3 물50 콩가루 50g을 희석 후 비교

3.4 콩분말의 Brix/pH 비교

콩가루의 Brix/pH 비교부분에서는 Table1과 같

이 미국산 분말이 당의 농도는 13.4 Brix로 제일 

높게 나왔지만 맛의 측정에서는 국내산 콩의 분말

이 고소함과 풍미를 더해 맛이 있었다 pH는 모두 

중성으로 나왔다.

콩종류 brix pH

인도산 13 6.74

국내산 10.8 6.75

미국산 13.4 6.70

Table 1. 콩가루 brix/pH 비교

3.5 두부 입자 현미경 분석 비교

두부 입자를 mesh별로 현미경배율 2,500배 기

준으로 측정한 결과 Fig 4와 같이 인도산은 입자

가 굵게 보이고 국내산은 입자가 작게 보여 굵은 

정도에 따라 확연히 달라 보였다.

인도산70mesh 국내산300mesh

미국산300mesh

Fig. 4 두부입자 현미경 분석

3.6 비소제거한간수를 이용한 두부응고 방법

두부응고작용으로 국내산 분말을 사용하여 비소

를 제거한 간수를 사용 했을 시 Fig 5와 같이 콩

물의 양은300g, 물10g, 비소 제거한 간수 10g 으

로 응고 했을 시, 잘되는 정도 였으나, 물을 넣지 

않고 비소를 제거한 간수30g에 콩물의 양 300g을 

넣었을 때, 두부의 응고는 시간도 단축시키고 단

단한 모양으로 제일 잘 되었다.

3.7 전두부의 제조과정

두부제조 공정도는 Fig 6의 과정으로 시간은 1

시간 더 넘게 걸려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았다. 

콩분말(3kg)물과 콩가루 1차 교반(10분)일정온도

에서 증숙(15분), 뜸(10분), 미네랄+두유 포장 후 

온열살균(20분), 냉각(20분), 5°C 냉장 보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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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형태에 따른 두부변화를 관찰 한 후 두부의 

단면비교도 측정하였으며, 냉장보관 일수에 따라 

두부는 단단해졌다. 

3.8 두부의 단면 비교

두부로 가공하여 단면으로 잘라 보았을 때Fig 

7과 같이 매끄러움의 형태는 인도산-70mesh와 

국내산-300mesh와 미국산-300mesh의 확연한 차

이를 알 수 있었다. 인도산은 굵기에 따라 식감자

체는 고소함은 있지만 부드럽고 입안에서 알갱이 

자체가 맴도는 현상이 있고, 국내산은 식감도 부

드럽지만 목 넘김에 있어 굵기가 가늘수록 촉감도 

부드럽고 목 막힘이 없었다. 

국내산 1: 1 국내산 2: 5

국내산 3: 0

Fig. 5 응고제에 따른 두부형태

교반 +증숙+뜸 미네랄+두유

포장 살균 +냉장

FIg. 6 두부의 제조과정

인도산-70mesh 국내산300mesh

미국산-600mesh

Fig. 7 두부의 단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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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전두부가 만들어지기 전의 콩의 분

말화를 만드는 조건에서 다양한 mesh를 알 수 있

었다. 전두부의 생명은 분쇄의 원리에 있다고 봐

야 한다. 콩을 건조 없이 12-13% 수분 함량의 콩

을 껍질째 13um대로 열변성 없이 분쇄하는 것이 

분쇄 원리는 기류식 분쇄이다 분쇄물의 특징은 입

자간 마찰에 의한 분쇄로 입자가 형태가 원형을 

이루고 타 분쇄방식에 비해 같은 입도일 경우 변

성이 적고, 분쇄발열이 낮기 때문에 지분이 많은 

소재의 연속분쇄가 가능하다. 입자의 굵기에 따른 

두부의 제조과정으로 마쇄, 가열, 증숙, 뜸, 두유+

미네랄, 포장, 살균, 숙성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두

부의 입자 분석, 현미경 분석으로 살펴보았으며, 

mesh의 형태에 따른 특징과 ph와 brix 변화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두부는 100% 국내산 콩을 삶거나 물에 

불리지 않고 생콩 껍질만 벗긴 채 통째로 분말화

된 점이 특징이며 비지를 빼지 않고 담아낸 만큼 

콩의 영양소가 살아있어 영양이 풍부하고 특히 회

분, 탄수화물, 비타민 K1, 니아신 함량이 많이 들

어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조직이 미세한 망상

구조를 취하고 있어 일반두부에 식감이 부드럽고, 

고소하고,탄력이 있었다. 

2. 두부의 맛을 좌우하는 요인은 mesh의 형태

에 따라 다르지만 mesh가 가늘수록 두부의 형태

는 매끄럽고 부드럽고 숙성되는 온도와 시간에 따

라 맛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3. 콩 단백질의 40%의 영양성분은 다음과 같다 

치매예방 및 노화 억제 당뇨병예방, 골다공증예방 

및, 근육성장, 유방암예방 및 갱년기예방 심장병예

방, 위암발생위험도를 90%까지 감소, 변비치료, 

전립선질환예방 등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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