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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땅콩으로 두부를 제조하는 방법

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땅콩으로 두부를 제조하는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땅콩으로 두부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두부는  콩으로  제조하는  것으로서  생콩을  물에  담구어  팽윤시킨  다음  분쇄하고  끓는  물에 넣
어  숙성시키고  여과하여  비지와  분리하고  비지와  분리된  여과액을  응고시키고  다시  가열하였다  탈수 
성형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땅콩은  콩에  비하여  지방질이  훨씬  풍부하므로  종래의  방법으로  제조하면  간수에  의한 응고
가 되지 않아 제조가 불가능하다. 

두부  제조과정에서  지방질의  함유량을  감소시키지  위하여  지방질이  많은  땅콩과  지방질이  적은콩을 
혼합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제조하는  방법을  시험하였던  결과  응고가  되어  두부의  제조가 가능하였으
나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한  혼합두부는  그  맛의  콩으로만된  종래의  두부와  거의  별차이가  없어  비싼 
재료가 혼합된 만큼의 상품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었다. 

본  발명은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여  땅콩만으로  두부를  제조하므로서  고소하고  독특한  맛을 
가지며 영양이 풍부한 땅콩 두부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험결과  땅콩으로  두부를  제조하기  위하여는  콩으로  제조할때와  달리  분쇄후에는  지체없이(적어도 
1시간이내에)가열하여  숙성하여야  하고  숙성을  위하여  끓는물에  투입할  때  종래의  콩은  끓는물과 이
에  투입되는  분쇄된  콩의  비율을  약  3:1의  용적비로  하였으나  땅콩인  경우에는  끓는물과  투입되는 
분쇄된  땅콩의  비율이  약  20:1의  용적비가  되도록  물을  풍부히  혼합하여야  하며  콩의  경우에는 숙성
된  콩  용액을  여과하여  얻은  여과액을  그대로  응고시킬  수  있었으나  땅콩의  경우에는  여과과정에 냉
각된 여과액을 다시 70°-100℃정도로 가열해 주어야 간수에 의한 응고가 가능함을 알았다. 

본 발명이 실시예에 따라 공정별로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공정 

땅콩을  물에  담구어  충분히  팽윤시키고  분쇄한  다음  적어도  1시간  이내에  분쇄된  땅콩을  100℃의 끓
는 물에 투입하여 숙성시키되 이때 대체로 끓는물20ι에 분쇄된 땅콩1ι의 비율로 투입숙성시킨다.

제2공정

끓는물에 투입 숙성된 땅콩 용액을 여과시켜 비지와 분리하고 땅콩 여과액을 얻는다.

제3공정

제2공정에서 얻은 땅콩 여과액을 약70°-100℃정도로 5분간 가열하고 간수에 의한 응고를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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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정

응고된  여과액을  다시  한번  약  100℃의  온도로  5분간  가열하고  이를  형틀에  넣고  가압하여  탈수와 
동시에 성형이 되게 하므로서 본 발명이 완성된다.

이와 같이 하여 제조된 본 발명의 땅콩 두부는 땅콩 특유의 고소하고 독특한 맛을 가지며 영양이 풍
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어 일반인은 물론 특히 환자에게 좋은 식품이 되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물에  팽윤시킨  분쇄한  땅콩을  분쇄후  적어도  1시간  이내에  끓는  물에  투입하여  숙성케하되  대체로 
끓는  물  20ι에  분쇄된  땅콩  1ι의  비율로  투입  숙성하고  숙성된  땅콩용액을  여과시키  비지와 분리
된  땅콩  여과액을  얻고  여과과정에서  냉각된  땅콩  여과액을  다시  약70-80℃정도로  가열하고  간수에 
의한  응고를  시킨후  다시  약100℃의  온도로  가열하고  형틀에  넣어  가압탈수하여  제조하는  땅콩으로 
두부를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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