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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Glycine max L. Merrill)와 호박(Cucurbita moschata Duch.)

씨를 이용하여 제조한 호박씨 두부의 품질 및 조직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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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mpkin (Cucurbita moschata Duch.) seed is rich in protein and sulfur-containing amino acids. Tofu is a protein gel 
made from soybean, which is rich in lysine but lacking in sulfur-containing amino acid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use of pumpkin seeds in tofu manufacture and to determine its quality and texture characteristics. Soybean 
was substituted with pumpkin seed to obtain pumpkin seed tofu at the following ratios: 10%, 30%, 50%, and 70% (P10, 
P30, P50 and P70). Tofu manufactured only with soybean was used as a control (Con). The higher rate of pumpkin seed 
substitution significantly decreased the moisture content and yield rate (p<0.05). In contrast, pH value and turbidity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pumpkin seed (p<0.05). The L-value (81.74~79.04), a-value 
(－0.19~－3.89) and b-value (12.40~9.84) of samples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the amount of pumpkin seed (p<0.05).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yneresis was found among the samples (p<0.05). The hardness tended to decrease with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pumpkin seed. The microstructure analysis revealed that the pore size of pumpkin seed tofu was 
smaller than that of C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umpkin seed protein is a useful ingredient in the manufacture 
of tofu. Increasing the pumpkin seed substitution levels improves the texture of to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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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호박은 박과(Cucurbitaceae)에 속하는 속씨식물로 Cucurbita 
pepo L., Cucurbita maxima Duch. 및 Cucurbita moschata Duch.
는 세계적으로 많이 생산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호

박의 3가지 종이다(Caili 등 2006). 호박은 과육이 주요 가식 

부위이나, 가공 과정에서 과피, 씨앗 등의 부산물이 생기는데 

부산물 중 하나인 호박의 씨앗에는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원으로서 이용가치가 높으며(Asiegbu JE 1987), 
특히 대두 단백질에는 부족한 함황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이 

호박씨에는 풍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Olaofe 등 1994). 또한, 
호박씨는 항산화 활성과 lipoxygenase 저해능(Xanthopoulou 등 
2009)이 있고, 당뇨병, 고혈압(Kwon 등 2007)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호박씨를 식품에 적용한 연구

로는 호박씨 쿠키의 품질 및 관능 특성(Giami 등 2005), 호박

씨 빵의 영양적 품질(Giami 등 2003) 등이 이루어졌으나, 아
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두부는 2천 년 전 중국의 한 왕조 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식

물성 단백질 식품으로 단백질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되

어 왔다.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상 이점들이 많아 한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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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g) Con P10 P30 P50 P70

Dried soybean 150 135 105 75 45
Pumpkin seed 0 15 45 75 105
Distilled water 1,700 1,700 1,700 1,700 1,700

Coagulant 15.5 15.5 15.5 15.5 15.5

Table 1. Formulas for tofu with different amount of pumpkin seed

Fig. 1. Photograph of tofu with different amount of pumpkin seed (50×30×20 mm).

및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두부의 소비가 증가하

고 있다(Chang SKC 2007).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켜 만드는 겔(gel) 상태의 식품으로 자극적이지 

않은 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부의 조직감이 두부의 품질

과 소비자 기호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Deman 등 1986). 
두부의 조직감에는 응고제, 온도, 압력 등의 제조 환경이 영

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Wang 등 1983), 두부

의 조직감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

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두부 품질의 개선을 위해 두부의 조

직감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he Korean Nutrition Society(2009)에 따르면 대두에는 39.2%

의 탄수화물, 32.7%의 단백질, 16.9%의 지방이 함유되어 있

으며, 호박씨에는 9.9%의 탄수화물, 29.3%의 단백질, 49.7%
의 지방이 함유되어 있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 식품 산업에서 

많이 이용되는 대두와 단백질 함량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호박씨는 아직까지 식품 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박 부산물인 호박씨를 

두부 제조에 이용하고, 호박씨가 두부의 품질 특성과 조직감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호박씨를 활용한 식품 개발의 기

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대두(Glycine max L. Merr.)와 간수(MgCl2 23.5%)는 국내산 

제품, 호박씨(Cucurbita moschata Duch.)는 신세계푸드(Shin- 
segaefood Co., Ltd, Seoul, Korea)에서 수입한 겉껍질이 제거

된 중국산 제품을 2017년에 시중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두부 제조에 사용하기 전까지 대두와 호박씨는 2℃에서 냉장 

보관하였으며, 간수는 상온에서 보관하였다.

2. 호박씨를 첨가한 두부의 제조

두부 제조는 Chung DO(2010)의 방법을 참고하여 호박씨 

대체 비율을 달리한 6가지의 두부를 제조하였다(Table 1). 예
비실험을 통하여 두부 성형이 가능한 호박씨의 최대 대체 비

율이 총 중량의 70%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호박씨 

대체 비율을 설정하였다. 대두로만 제조한 두부를 대조군

(Con)으로 하였고, 10, 30, 50 및 70%의 비율로 대두를 호박씨

로 대체하였으며(10, 30, 50 및 P70), 호박씨는 녹색 속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사용하였고, 응고제는 여과액의 1%를 첨가하

여 두부를 제조하였다. 대두와 호박씨는 깨끗이 수세하여 두

부 제조기 소이러브(IOM-201B, Ronic Co., Ltd, Paju, Gyeonggi, 
Korea)에 1,700 mL의 증류수와 함께 넣고 25분에 걸쳐 마쇄 

및 가열해 준다. 면보로 한 번 더 걸러낸 여과액 1,100 mL를 

80±5℃의 Water bath에서 중탕하여 여과액 온도가 80℃에 도

달했을 때 간수를 천천히 부은 후 주걱을 이용하여 1~2회 저

어준다. 상온에서 15분 경과 후 95×70×70 mm 크기의 직육면

체 두부 틀에 응고물을 옮겨 담아 3 kg의 누름돌을 이용하여 

20분간 압착 성형하고, 30분간 증류수에 수침한 후 경사진 채

반에서 15분 동안 표면의 수분을 제거하여 시료로 사용하였

다. 제조된 두부의 외관은 50×30×20 mm 의 크기로 자른 후 

촬영했으며, Fig. 1과 같다.

3. 수분 함량 측정

두부의 수분 함량은 두부 중심부를 5 g을 취한 후 수분 측

정기(MB45, OHAUS, Zurich, Switzerland)로 105℃에서 60초 

동안 무게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측정하였다. 각 시료당 수분 

함량을 3회 반복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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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H 측정

대두와 호박씨는 High Speed Crushing Machine(RT-04, Hung 
Chuan Machinery Enterprise Co., Ltd, Taipei, Taiwan)으로 분쇄

하여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두부는 표면의 수분을 제거한 것

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대두, 호박씨 및 두부의 pH 측정을 위

해 시료 10 g과 증류수 90 mL를 취하여 균질기(Unidrive 1000D, 
Ingenieurburo CAT M. Zipperer GmbH, Staufen, Germany)로 균

질 분산시켰다. pH meter(SP-701, Suntex instruments Co., Ltd, 
Taipei, Taiwan)를 이용하여 준비된 시료의 pH를 3회 반복 측

정한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5. 두부 순물 탁도 측정

두부 순물의 탁도는 Park 등(2009)의 방법을 응용하여 분

석하였다. 두부 압착 성형과정에서 얻은 두부 순물을 Whatman 
No. 1 여과지로 1회 여과한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료 별로 

3회 분주 후 ELISA 흡광 리더기(Apollo11LB913, Berthhold 
thechnolosies Co., Ltd, Bad Wildbad, Germany)를 이용하여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6. 수율 측정

두부의 수율은 제조된 두부의 무게를 3회 측정하여 다음

의 식을 통해 도출한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Yield rate (%) =
Weight of tofu (g)

 ×100Total weight of dried soybean and 
pumpkin seed (g)

7. 색도 측정

색도는 두부 단면의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를 색차계(CR-400, Konica Minolta, Osaka, 
Japan)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고 평균값을 구하였다. 표
준백색판의 값은 L = 97.05, a = 0.60, b = 1.48 이었으며, 색차

값(△E, Overall color difference)은 다음의 공식으로 산출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       

8. 이수율 측정

두부 이수율 측정을 위해 20×30×30 mm의 크기로 절단한 

두부의 무게를 재고 거름망에 담아, 플라스틱 용기에 고정하

여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한 후 밀폐용기에 넣고 4℃에서 보관

하였다. 9시간 동안 3시간 간격으로 두부에서 방출된 물의 무

게를 기록하여 아래의 식으로 두부의 이수율을 계산하였다. 
모든 과정은 3회 반복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Syneresis (%) =
Weight of water released from tofu (g)

 ×100
Weight of tofu (g)

9. 조직감 측정

두부는 20×20×20 mm의 크기로 절단하여 조직감 측정에 

사용하였다. 조직감은 Rheometer(Sun rheometer Compac-100
Ⅱ, Sun Scientific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경도

(Hardne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및 씹

힘성(Chewiness)을 No.1 Φ20 mm의 probe로 table speed 60 
mm/min, distance 5 mm, load cell 2 kg의 조건 하에서 3회 반

복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10. 미세구조 분석

미세구조 분석을 위해 두부 시료들은 최대한 조직에 손상 

없이 1×5×5 mm 절단한 후 동결 건조를 진행하였다. 동결 건

조된 시료는 Automatic magnetron sputter coater system (Sputter 
Coater 108 AUTO, Cressington Scientific Instruments, Ltd, Wat- 
ford, UK)를 이용하여 금으로 코팅을 한 후 Scanning Electron 
Microscope(JEOL-6701F, JEOL, Ltd, Tokyo, Japan)로 옮겨 10 
kV에서 200배 확대하여 관찰하였다.

11. 통계처리

분석 결과는 SPSS(IBM SPSS Statistics 23,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New York, USA)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도출하고, 분산분석(ANOVA)을 하였다. 
시료 간의 유의성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

하여 p<0.05 수준에서 진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두부 수분 함량과 pH
두부의 수분 함량과 두부의 pH 측정결과는 Table 2에 나타

내었다. 두부의 수분 함량은 호박씨 두부가 대조군보다 모

두 낮았으며, P70이 70.74%로 수분 함량이 시료 중 유의적

으로 가장 낮았다(p<0.05). 호박씨의 색소 및 호박씨에 함

유되어 있는 유지 등 호박씨의 성분이 단백질 응고를 방해

하여 두부의 보수력에 영향을 주어 호박씨 대체량 증가에 따

른 수분 함량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Kim 등 2012). 또한 

Prabhakaran 등(2006)의 연구에서 수분 함량은 수율과 관련성

이 있으며, 높은 수분 함량을 가질수록 수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호박씨 두부의 수분 함량 감소는 수율의 감소

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pH는 두부의 맛, 물성 및 저장성 등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Kim 등 2003) 호박씨 두부 시료 모두 pH가 대조군보다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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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er’s color value Con P10 P30 P50 P70

L 81.74±0.351)a 82.06±0.38a 81.28±0.65ab 80.39±0.13b 79.04±0.81c

a －0.19±0.07a －1.04±0.08b －2.19±0.04c －3.04±0.09d －3.89±0.13e

b 12.40±0.31a 12.48±0.31a 11.27±0.29b 10.57±0.31c 9.84±0.41d

△E - 0.93±0.11d 2.49±0.14c 3.67±0.03b 5.34±0.47a

1) Each value indicates mean±standard deviation.
a~e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values in a same row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3. Color values of tofu with different amount of pumpkin seed

Content Con P10 P30 P50 P70

Moisture content (%)  76.82±0.681)a  73.58±0.74b  73.40±0.48b  72.95±0.80b 70.74±0.84c

pH   6.37±0.02d   6.44±0.01cd   6.47±0.09c   6.57±0.02b  6.84±0.01a

Turbidity   0.09±0.00e   0.13±0.00d   0.19±0.00c   0.24±0.00b  0.25±0.00a

Yield rate (%) 174.79±0.04a 155.83±0.06b 145.51±0.01c 126.18±0.20d 94.88±0.07e

1) Each value indicates mean±standard deviation.
a~e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values in a same row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2. Moisture content, pH value, turbidity and yield rate of tofu with different amount of pumpkin seed

적으로 높았으며, P10이 6.44, P30이 6.47, P50이 6.57, P70이 

6.84로 호박씨 비율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p<0.05). 본 연구에 사용된 대두의 pH는 6.31이고, 호박씨의 

pH는 7.23으로 호박씨의 pH가 대두의 pH보다 높기 때문에 

대두가 호박씨로 대체되는 비율이 증가할수록 pH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두보다 pH가 낮은 소재인 청양고추 착즙

액(Hwang 등 2011)과 노랑 파프리카즙(Park & Jeon 2008)을 

첨가한 두부는 첨가량 증가에 따라 두부의 pH는 감소하고, 
대두보다 pH가 높은 식품인 우유(Kim 등 1993)와 뽕잎(Kim 
등 2003)을 첨가한 두부는 첨가량 증가에 따라 두부의 pH는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Park & Jeon(2008)에 따르면 일반

적으로 pH가 낮은 식품이 pH가 높은 식품에 비해 방부 효과

가 높은데, 호박씨 두부의 경우 pH가 대조군보다 높기 때문

에 저장성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두부 순물의 탁도와 두부 수율

두부 순물의 탁도와 두부 수율 측정 결과는 Table 2에 나타

내었다. Jeong 등(2008)에 의하면 탁도는 조리 중 고형분의 손

실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두부 순물의 탁도 값을 통해 두부 

제조 과정 동안 고형분이 손실되는 정도를 알 수 있다. 호박

씨 두부 순물의 탁도는 호박씨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이 0.09로 가장 낮았다(p<0.05). 연
잎 두부(Park 등2009), 강황 두부(Min 등 2007) 및 허브 두부

(Jeon & Kim 2006)의 연구에서도 대조군보다 천연소재 첨가 

두부의 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였는데, 탁도의 증가는 고형분과 색소의 일부가 응고물에 흡

착되지 못하여 여액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

었다. 따라서 호박씨 두부 제조 과정에서 호박씨의 색소와 응

고되지 못한 호박씨 및 대두의 성분들이 여액으로 빠져나와 

탁도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두부의 수율 측정 결과, 호박씨를 대체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Choi 등
(2000)에서 천연물을 두부 제조 시 첨가하였을 때 단백질과의 
결합을 방해하여 천연물 첨가 두부의 수율이 대조군보다 감

소하였으며, 이는 탁도의 증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되

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Kim & Lee(2007)의 쥐

눈이콩을 첨가한 두부 연구결과, 콩의 수용성 단백질과 지방

질의 함량이 두부 수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쥐눈이콩

의 대두보다 단백질 함량은 높고 지질 함량은 낮은 특성이 

두부 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호박씨

는 대두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낮고, 지질 함량은 높아 응고

되는 단백질의 양이 대두보다 적고, 지질이 단백질의 응고를 

방해하여 호박씨 두부 수율이 대조군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

로 사료된다.

3. 색도

두부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Min 등(200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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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ural characteristics Con P10 P30 P50 P70

Hardness (N) 1.95±0.171)a 1.73±0.04b 1.54±0.03bc 1.49±0.04c 1.26±0.15d

Springiness (mm) 0.45±0.00NS 0.45±0.00 0.45±0.00 0.45±0.00 0.45±0.00

Cohesiveness 0.80±0.01NS 0.83±0.01 0.83±0.02 0.81±0.01 0.80±0.02

Chewiness (N․mm) 0.70±0.05a 0.64±0.01b 0.57±0.00c 0.54±0.01c 0.45±0.04d

1) Each value indicates mean±standard deviation.
a~d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values in a same row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S Not significant.

Table 4. Textural characteristics of tofu with different amount of pumpkin seed

Fig. 2. Syneresis of tofu with different amount of pumpkin 
seed. NS Not significant.

따르면 두부의 색도는 두부의 품질 요인 중 하나로 시각적 

기호도의 척도로써 사용되어 기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색도 측정 결과, 명도와 황색도는 대조군과 P10 간에는 서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P30부터 P70까지(81.28~79.04, 
11.27~9.84)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적색도는 대조

군이 －0.19로 가장 높았고, P10, P30, P50 및 P70은 각 －1.04, 

－2.19, －3.04 및 －3.89로 호박씨 비율이 증가할수록 값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반면, 색차값(△E )은 P10에
서 P70까지 0.93에서 5.34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대두 분말의 명도(L), 적색도(a) 및 황색도(b)는 88.17, －0.81, 
16.00, 호박씨 분말은 70.24, －3.35, 12.70으로 호박씨 분말의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가 대두 분말보다 낮았다. 따라서 호

박씨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가 감소하

는 경향은 대두 분말보다 낮은 호박씨 분말의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호박씨

와 같이 녹색을 띠는 천연소재를 이용하여 제조한 두부 연구

에 의하면 파래 분말 첨가 두부(Chung DO 2010)와 알팔파 추

출물 첨가 두부(Kim 등 2012)의 명도와 적색도, 솔잎 분말 첨

가 두부(Son 등 2015)의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가 천연소재

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

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녹색의 천연소재를 첨

가한 두부의 색도에 대한 기호도는 두부의 흰색에 대한 고정

관념으로 인해 대조군보다 낮거나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보고되어 호박씨 두부의 색도 또한 기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4. 이수율

두부의 이수율 측정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3시간, 6
시간 및 9시간이 지났을 때의 이수율은 두부 시료 간에 유의

적 차이가 없었다(p<0.05). Na & Kim(2002)에 의하면 이수율

은 겔 구조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으며, 저장 중 이수 현상이 

적게 일어날수록 겔 구조가 안정하다. 녹차 가루 첨가 두부 

연구 결과, 탄닌이 단백질 망상 구조 형성에 영향을 주어 녹

차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이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Jung & Cho 2002), 조개 껍질 분말을 첨가한 두부

(Kim 등 2007)는 조개 껍질 분말이 겔 구조를 치밀하게 만들

어 보수력이 향상했기 때문에 이수율이 대조군보다 현저하

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첨가 소재에 따라 이수율이 상이하

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호박씨 두부 이수율은 대조군

과 비교하여 유의적 차이가 없으므로 호박씨 대체량이 증가

하여도 겔 구조의 안정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조직감

두부 조직감 측정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경도(Hard- 
ness)는 호박씨 두부 시료(1.73, 1.54, 1.49, 1.26 N)가 대조군

(1.95 N)보다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호박씨 대체량 증가에 따

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p<0.05). Zhou DL 
(2009)의 연구에서 유지 첨가량 증가에 따라 두부의 경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호박씨는 유지 47.0%를 함유하

고 있어(Asiegbu JE 1987) 유지 함량이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호박씨 대체량 증가에 따라 두부의 경도가 감소된 것으로 사



Vol. 31, No. 1(2018) 호박(Cucurbita moschata Duch.)씨 두부의 품질 및 조직감 특성 67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photograph of tofu tissue (×200). (A: Con, B: P10, C: P30, D: P50, E: P70)

료된다. 반면, Wang 등(1983)의 연구에서 두부의 수분 함량은 

경도와 반비례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

서는 수분 함량과 경도는 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석류 농축액 첨가 

두부(Kim & Park 2006)와 알팔파 첨가 두부(Kim 등 2012)의 

경도는 대조군보다 높게 나왔으나, 조직감에 대한 선호도는 

낮고, 강황 첨가 두부(Min 등 2007)의 경도는 대조군보다 낮

았으나 조직감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부드

러운 조직감을 가지는 두부가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다. 호박씨 두부의 경도는 대조군보다 낮으므로 호박씨 첨가

로 부드러운 두부를 제조할 수 있으며, 조직감 개선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탄력성(Springiness)과 

응집성(Cohesiveness)은 시료 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p<0.05). 
Kim 등(2010)에 따르면 단백질은 3차원 망이 물을 가두어 단

백질 겔이 탄력성을 띠게 되는데, 호박씨 두부는 탄력성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어 호박씨 대체량과 상관없이 겔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호박

씨 두부 이수율에서 겔의 안정성이 시료 간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사과즙 두부(Kim 등 2016)와 

파래 분말 두부(Chung DO 2010)의 응집성은 첨가군이 대조

군보다 낮았고, 매실즙 두부(Jung 등 2000)와 해조류 첨가 두

부(Kim 등 1996)의 응집성은 첨가군이 대조군보다 높아 첨가

한 천연 소재에 따라 응집성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

료되며, 호박씨의 첨가는 응집성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씹힘성(Chewiness)은 대조군이 0.70 N․mm로 유

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호박씨 대체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씹힘성은 경도, 탄력성 및 응집

성의 값의 곱으로 도출되는데, 탄력성과 응집성은 시료 간 유

의적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경도 결과가 씹힘성 결과에 영향

을 주어 경도와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6. 미세구조 분석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을 이용하여 촬영한 두

부 미세구조 구조는 Fig. 3과 같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호박

씨 두부 기공의 크기가 작고 균일한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Xu 등(2016)의 연구에서는 미세구조 분석 결

과, 부드러운 두부보다 단단한 두부의 기공이 큰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Kim & Park(2006)의 연구에 따르면 석류 두부의 

미세구조는 두부가 부드러울수록 입자가 작고 균일한 것으

로 보고되어 미세구조는 두부의 부드러운 정도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조군보다 부드러운 것으로 나타난 호

박씨 두부의 SEM 촬영 결과, 호박씨 두부의 기공 크기는 대

조군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를 나타냈다(Xu 등 2016; Kim & Park 200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호박 부산물인 호박씨를 두부 제조에 활용

하고자 호박씨 대체 비율을 달리하여 호박씨 두부를 제조하

였다. 제조한 호박씨 두부는 수분 함량, pH, 순물의 탁도, 수
율, 색도, 이수율, 조직감 및 미세구조를 분석하였다. 호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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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의 수분 함량과 탁도 및 수율은 호박씨 대체량 증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한 반면, pH는 증가하였다(p<0.05). 호
박씨의 성분이 단백질 응고 과정에서 응고를 방해하고, 보수

력을 감소시켜 수분 함량 및 수율의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명도와 황색도 및 적색도는 호박씨 대체 비율이 증

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색차값

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이수율은 시료 간 유의적

인 차이가 없어 호박씨 대체량의 증가는 겔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직감은 경도가 호박씨 대체 

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호박씨를 이용

하여 부드러운 두부의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p<0.05). 
미세구조 촬영 결과, 대조군보다 경도가 낮았던 호박씨 두부

가 대조군보다 기공의 크기가 작으며, 균일한 분포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두

부의 품질과 소비자 기호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직감이 

개선된 두부를 호박씨를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호박씨 활용 식품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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