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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oxidant activities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jams containing maltitol substituted for sucrose(sucrose, maltitol 
syrup(MT), and MTS(sucrose 50%+MT 50%)) were evaluated. The endpoint of jam preparation was determined to be 
64 °Brix. The pH was the highest in MTS among all treatments. The reducing sugar content and viscosity were the 
highest in MT, and second highest in MTS. Lightness(L value) of Hunter color system was the highest in MT, whereas 
yellowness(b value) was the highest in MTS. Hardness and cohesiveness of textural properties were the highest in MT. 
Antioxidant activities were the highest in MT, which also had the lowest IC50 values(49.63 mg/g for DPPH and 27.24 
mg/g for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otal phenol content was highest in MT among all treatments. Flavor 
and overall acceptance scores of MTS were the highest among all treatments.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half-substitution of sucrose with maltitol is the most appropriate for attaining favorable physicochemical and 
antioxidative properties during black garlic jam preparation.
Key words: black garlic, jam, maltitol, antioxidant

†Corresponding author: Mee Ree Kim, Department of Food & Nutri-
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el: 042-821-6837
Fax: 042-821-8887
E-mail: mrkim@cnu.ac.kr

I. 서 론

마늘은 우리나라 식생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조미

료로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약 7~9 kg을 소비하고 

있는데, 소비 형태를 보면 생마늘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혹

은 건조분말, puree, 산절임, 분말 또는 과립, oleoresin 등
으로 만들어 육제품, 스프, 스낵류 등 다양한 제품에 사

용되고 있다(Kim YP 등 2006). 마늘의 가공에서 가장 문

제시 되는 마늘 고유의 냄새는 alliin이 alliinase에 의해 

분해되어 강한 냄새를 가진 allicin으로 바뀌고, 이것이 다

시 sulfides류의 황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이다(Kim MR 
와 Ahn SY 1993, Kim MR 등 1994, Kim MR 2002). 마늘

의 냄새를 유발시키는 alliinase는 기질, 온도, pH 등에 의

해 영향을 받고, 특히 pH 4~8 또는 37℃의 조건에서 가

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므로(Kim MR 등 1994), 마늘의 냄

새 제거를 위한 방법에는 식초에 담그거나(Kim MR와 

Ahn SY 1993, Kim MR와 Mo EK 1995), 가열하는 방법 

등이 있다(Kim MR 2009). 그러나 가열 공정을 거친 마

늘은 그 조건에 따라 풍미뿐만 아니라 색, 영양성분을 포

함한 다양한 이화학적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변

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한 예로서 마늘을 고온에 저장하면

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경우 갈변반응으로 인하여 색

이 검게 변하며, 단맛이 증가하고, 향과 씹힘성이 변화된 

흑마늘을 들 수 있다. 흑마늘의 경우 그 제조법이 최근 알

려지기 시작하면서 엑기스, 음료, 사탕, 젤리 및 가공품의 

첨가 부재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2차 가공제

품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Choi DJ 등 2008).
한편, 잼은 식생활의 서구화로 식빵에 사용되는 간편한 

제품이나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기피하는 경향이다. 설탕 

대체 물질로 당알코올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설탕과 비

교하여 열량이 낮아 저열량 또는 무설탕 식품 제조에 이

용된다(Park MK 2007). 또 당알콜은 충치 예방효과(Ma-
guire A 등 2000) 및 혈당 상승억제(Felber JP 등 198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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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성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당류 알코올인 말티톨

은 소장의 α-glucosidase에 의해 포도당과 솔비톨로 분해

되어 흡수되며(Zunft HJ 등 1983), 흡수정도는 약 60%정

도이다(Beaugerie L 등 1990, Langkild AM 등 1994). 또한, 
잼은 과육으로만 가공되는 것이 아니라 인삼(Lee HO 등 

1986), 토마토(Kim KS와 Chae YK 1997), 마늘(Kim KS와 
Paik SH 1998), 홍고추(Jeong YJ와 Lee GD 1999), 호박

(Song IS 등 2004, Lee KJ 와 Kim MR 2004)등의 원료를 

사용하여 특이한 맛과 향 뿐 아니라 건강지향적인 고품

질의 제품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흑마늘 제조법에 

의해 제조한 흑마늘을 이용하여 설탕을 말티톨로 대체한 

잼을 만들어 품질특성을 알아보았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마늘은 남해마늘을 사용하여 흑마늘을 제조하였고(특허

출원번호 10-2008-40279), 말티톨시럽(70% 이상 함유, 액
상, 삼양제넥스), 대조군은 설탕(정백당, 삼양사), 펙틴은 

순정화학, 구연산은 동양화학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2. 흑마늘잼의 제조방법

제조한 흑마늘 무게의 두 배의 물을 넣고, blender(super 
mill HM-180, Korea)를 사용하여 2분간 마쇄 후 가스불로 

강한 세기에서 가열한 후 끓으면 불의 세기를 약으로 하

여 당, 구연산(0.3%), 펙틴(0.5%), CaCl2(0.5%)을 첨가하여 
계속 저으면서 잼의 당도가 64 °Brix가 될 때까지 가열하

였다. 첨가한 당의 함량은 흑마늘 무게를 기준으로 대조

군은 설탕 50%, 말티톨시럽 첨가군은 각각 50%, 혼합군

은 설탕 25%에 말티톨시럽 25%를 각각 첨가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제조된 잼은 냉각시켜 이화학적⋅관능적 

품질 특성 및 항산화성을 측정하였다.

3. 실험방법

1) 수분함량

흑마늘잼의 수분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적외선 수분 측

Table 1. Recipe of samples
Contents (g) Sucrose MT1) MTS
Black garlic 100 100 100

Sucrose 50 0 25
Maltitol syrup 0 50 25

Citric acid 0.4 0.4 0.4
Pectin 0.8 0.8 0.8
CaCl2 0.8 0.8 0.8

1) MT : Maltitol syrup, MTS : sucrose 50%+MT 50%

정기(Sartorius, German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pH 및 산도

pH는 흑마늘잼에 10배의 증류수를 가하여 1분간 균질

화 하였다.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

을 취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pH는 pH meter(420 Ben-
chtop, Orion Research.,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산
도는 상등액 10 mL을 취하여 0.1 N NaOH를 이용하여 

pH 8.3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NaOH량(mL)을 acetic 
acid 함량(%)으로 환산하여 총산 함량을 표시하였다.

3) 당도 및 환원당 함량

당도는 굴절당도계(Hand refrectometer, Atago Co., LTD, 
Japan)로 측정하였고, 환원당 함량은 dinitro salicylic acid 
(DNS)에 의한 비색법으로 측정하였다.

4) 점도

점도는 흑마늘잼 40 g을 비커에 담아 점도계(Brook-
field DV-II+viscometer, Brookfield Engineering Laborato-
ries, Inc., Middleboro, MA, USA)를 사용하여 spindle No. 
3, spindle speed: 30 rpm, percentage of full scale: 99%, 
temperature: 25℃의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5) 색도

색차계(Color difference meter, CR-300, Minolta, Japan)
를 사용하여 L(명도), a(적색도) 및 b(황색도)를 측정하였다.

6) 기계적인 조직감

기계적 조직감 특성은 시료 50 g을 원통형 용기(지름 4 
cm, 높이 5.5 cm)에 담아 Texture analyser(TAXT2, Stable 
Micro Systems LTD., England)를 사용하여 시료를 2회 연

속적으로 주입시켰을 때 얻어지는 힘-시간곡선으로부터 

경도(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및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을 측정하였다. 이때 기기의 작동 조

건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Condition of Texture analyser
Force threshold 20 g

Contact area 490.87 mm2

Contact force 5 g
Pre-testspeed 1.0 mm/s
Test speed 1.0 mm/s

Post-test speed 1.0 mm/s
Strain 50%
Time 5.00 sec

Trigger type Auto 5 g
pps 200

Probe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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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산화능 측정

(1) DPPH radical 소거능

시료 1.5 g에 methanol 50 mL을 넣은 후 1분간 잘 교

반하여 3,000 rpm으로 4℃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한 후 

얻어진 상등액을 evaporator로 용매를 휘발하여 추출물만 

얻었다. 추출물 200 mg 당 1 mL methanol을 첨가하여 200 
mg/mL 농도의 추출물 용액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시료용

액을 1.5×10-4 M DPPH 용액에 30분간 반응시켜 515 nm
에서 흡광도를 분광광도계로 측정하였다.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 =
AbsDPPH - Abssample ×100

AbsDPPH

(2) Hydroxy radical 소거능

DPPH radical 소거능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된 

시료용액 0.15 mL에 buffer 0.35 mL, 3 mM deoxyribose, 
0.1 mM ascorbic acid, 0.1 mM EDTA, 0.1 mM FeCl3, 1 
mM H2O2 용액 0.1 mL을 넣어 잘 교반 한 후 37℃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2% TCA 용액과 

1% TBA 용액을 잘 섞은 후 100℃에서 20분간 반응한 

후 실온으로 냉각하여 원심분리한 뒤. 상등액을 취하여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 = Abscontrol - Abssample ×100AbsDPPH

(3) Total phenol 함량

페놀성 물질이 phosphomolybdic acid와 반응하여 청색

을 나타내는 현상을 이용한 방법으로 Folin-Denis법에 의

해 측정한다. 시료추출액에 Folin-Denis 시약과 Na2CO3 포
화용액을 넣고 30분간 반응시킨 후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8) 관능검사

흑마늘잼에 대하여 9점 척도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강도분석을 위한 패널은 충남대학교 대학원생 10명을 선

정하여 시료의 평가 방법 및 평가 특성에 대한 교육을 실

시 한 후, 색, 향미, 단맛, 신맛, 부착성, 발림성에 대해서

는 강도 특성(1점: 매우 약하다, 9점: 매우 강하다)을 평가

하였고, 기호도 검사는 학생 30명을 패널로 선정하여 색, 
향, 맛, 발림성, 전반적인 수용도(1점: 매우 나쁘다, 9점: 매
우 좋다) 및 구입의사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각 시료는 3
자리 난수를 표기한 코팅된 일회용 컵에 담아서 제시하

였다.

9)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PSS 12.0 Program 중에서 분산분석(ANOVA 
Test)을 실시하여 유의성이 있는 경우에 Duncan‘s multi-

ple range test로 시료간의 유의차를 검증하였다(p<0.05).

III. 결과 및 고찰

1. 수분함량

말티톨시럽을 첨가한 흑마늘잼의 수분함량은 Table 3과 
같다. 수분함량은 대조군이 20.1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

음으로 대조군(sucrose 군)과 말티톨시럽 혼합첨가군(MTS 
첨가군)이 19.38%이었고, 말티톨시럽 첨가군(MT 첨가군)
이 가장 낮았다(p<0.05). 이는 당 종류에 따라 당도가 다

른데 같은 당도로 제조하기 위해 잼 제조시 조려지는 정

도가 달라져서 그에 따라 수분함량도 변한 것으로 사료

된다.

2. pH 및 산도

말티톨시럽을 첨가한 흑마늘잼의 pH 및 산도는 Table 3
과 같다. 대조군은 3.79이었으나 말티톨 첨가군은 3.85로 

높았으며, 산도는 pH와는 반대로 대조군이 높았고 말타

톨 첨가군이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Lee와 Kim (2004)
의 결과에서도 당 종류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Table 3. Moisture, pH and acidity of black garlic jams re-
placed sucrose with maltitol
　 Sucrose MT1) MTS

Moisture(%)　 20.19±0.02a2) 17.43±0.20c 19.38±0.07b 
pH 3.79±0.01c 3.85±0.01a 3.83±0.01b 

Acidity(%)　 0.162±0.002a 0.149±0.001c 0.152±0.003b 
Reducing sugar(%) 0.074±0.003b 0.099±0.009a 0.083±0.001b

1) MT : Maltitol syrup, MTS : sucrose 50%+MT 50%
2) a-c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

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α=0.05.

Fig. 1. Viscosity of black garlic jams replaced sucrose with 
maltitol.

MT : Maltitol syrup, MTS : sucrose 50%+MT 50%
a-c :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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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원당 함량

말티톨시럽을 첨가한 흑마늘잼의 환원당 함량은 Table 
3과 같다. 말티톨시럽 첨가군이 0.09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설탕과 말티톨 혼합군이 0.083%, 설탕은 0.074%
로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Lee와 Kim(2004)의 결과에

서도 알 수 있는데 대조군에 비해 말티톨 첨가군의 환원

당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한다.

4. 점도

말티톨시럽을 첨가한 흑마늘잼의 점도는 Fig. 1에서와 

같다. MT 첨가군의 점도는 122,400 cP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MTS 첨가군으로 118,000 cP이었고, 대조군은 

101,600 cP로 가장 낮은 점도를 나타내었다(p<0.05).

5. 색도

말티톨시럽을 첨가한 흑마늘잼의 색도는 Table 4에서

와 같다. 명도는 MT 첨가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명도가 높았는데, 이는 Lee와 Kim (2004)의 결과와 유사

하였다. 적색도는 대조군이 말티톨시럽을 첨가한군에 비

하여 높았다. 황색도는 말티톨시럽 첨가군이 MT군이 1.92
로 가장 낮았고, MTS군이 가장 높았다.

6. 기계적인 조직감

말티톨시럽을 첨가한 흑마늘잼의 기계적 조직감을 측

Table 4. Hunter color value of black garlic jams replaced su-
crose with maltitol

　　 Sucrose MT1) MTS
Lightness 6.89±0.06b2) 7.06±0.07a 6.72±0.02c

Redness 2.30±0.08a 2.05±0.07b 2.32±0.16a

Yellowness 2.19±0.09b 1.92±0.11c 2.34±0.05a

1) MT : Maltitol syrup, MTS : sucrose 50%+MT 50%
2) a-c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

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α=0.05.

Table 5. Texture properties of black garlic jams replaced sucrose 
with maltitol

Sucrose MT1) MTS
Hardness(g) 287.1±29.5c2) 499.9±25.1a 412.0±61.2b

Adhesiveness -2145.0±359.1a -4305.8±190.6b -2863.9±478.5a

Springiness 0.874±0.175NS3) 0.970±0.002 0.886±0.137
Cohesiveness 0.797±0.011NS3) 0.730±0.123 0.680±0.156

1) MT : Maltitol syrup, MTS : sucrose 50%+MT 50%
2) a-c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

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α=0.05.
3) NS : Valu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정한 결과는 Table 5에서와 같다. 경도는 MT 첨가군은 

499.9 g, MTS 첨가군은 412.0 g 순이었으며, 반면 대조군

은 287.1 g으로 가장 낮았다(p<0.05). 부착성은 MT군이 

-4305.8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그다음으로 MTS 
첨가군이 -2863.9이었고 대조군은 -2145.0이었으나 MTS
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탄력성과 응집성은 

처리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Kim과 Chae(1997), Lee와 Kim(2004)의 결과와 유

사한 것을 알 수 있다.

7. 항산화능

말티톨시럽을 첨가한 흑마늘잼의 항산화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6에서와 같다. DPPH radical 소거능 IC50 
값은 대조군은 53.45 mg/g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MTS군이 51.48 mg/g이었고 MT군은 49.63 mg/g으로 낮

았다. Hydroxy radical 소거능의 IC50 값은 대조군이 35.78 
mg/g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MTS 첨가군 30.33 mg/g 
이었으며, MT 첨가군은 27.24 mg/g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 같은 결과는 DPPH radical 소거능 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항산화능은 대조군이 가장 낮고 MT
군이 가장 높았으며 MTS군이 대조군과 MT군의 중간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말티톨을 첨가 했을 때 페

놀함량이 증대된데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진 항산화능이 뛰어난 흑마늘에 말티톨

을 첨가하면 생체 산화와 관련된 질병 및 노화의 예방과 

억제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Total phenol 함량 측정 결과 MT 첨가군은 0.711 mg/g

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MTS 첨가군 0.647 mg/g 
이었고, 대조군은 0.571 mg/g으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

었다. 식물계의 페놀화합물은 benzoic acid와 cinnamic acid
의 유도체인 페놀산, flavonoid 및 탄닌의 형태로 분류되

며, 이러한 페놀화합물의 항산화 활성은 구조에 따라 차

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hn DH 등 1984, Nunez 
MJ 2001). 예로서, 탄닌의 경우 monomer 보다는 중합도

가 큰 형태에서 항산화 활성이 더 높았으며, 유사한 분자

Table 6. Antioxidant activities and phenol content of black 
garlic jams replaced sucrose with maltito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mg/g)

Hydroxy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mg/g)

Phenol 
contents
(mg/g)

Sucrose 53.45a2) 35.78a 0.571c

MT1) 49.63c 27.24c 0.711a

MTS 51.48b 30.33b 0.647b

1) MT : Maltitol syrup, MTS : sucrose 50%+MT 50%
2) a-c : Means in a colum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lev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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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페놀화합물에서는 분자내 수산기의 수와 위치에 따

라 항산화 효과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Yang X 2001), 이는 페놀화합물의 구조에 따라 radical 
소거 반응 시 전자의 이동이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S와 Kim MK 1999). 이러한 식물성화

합물(phytochemicals)들은 항산화성을 기본으로 하여 인간

의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 및 암 발생의 위험을 낮추고 이 

밖에도 다른 많은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서 다양한 기능성물질에 대한 연구는 더욱 중요해질 것

으로 예상되며 이런 연구가 선행되어 새로운 식품의 디

자인에 적용된다면 인간의 건강 증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8. 관능검사

말티톨시럽을 첨가한 흑마늘잼의 관능검사를 측정한 결

과는 Table 7, 8에서와 같다. 강도특성에서 윤기는 대조군

이 8.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MT군은 5.8점
으로 가장 낮았다. 마늘냄새와 마늘 맛의 강도는 MT군과 

MTS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

다(p<0.05). 단맛은 대조군과 MTS 첨가군이 높았으나 MT
군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신맛은 MTS 첨가군이 6.0점으

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대조군이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p<0.05). 끈적거리는 정도는 MT 첨가

군이 7.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대조군이 3.5
점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p<0.05). 부
착성도 MT 첨가군이 6.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대조군이 3.5점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

었다(p<0.05). 발림성은 대조군이 6.6점으로 가장 높은 점

수를 받았으며 MT 첨가군이 4.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p<0.05).

Table 7. Sensory properties of black garlic jams replaced sucrose 
with maltitol
　 Sucrose MT1) MTS

Glossy 8.1±1.0a2) 5.8±1.4c 6.8±1.0b

Garlic smell 5.4±1.0a 4.5±1.1ab 4.7±1.1ab

Garlic taste 7.2±1.3a 5.2±1.1b 5.6±1.2b

Sweetness 5.7±0.9a 4.7±0.6b 5.5±1.0a

Sourness 4.7±1.1b 5.6±1.2ab 6.0±1.2a

Sticky 3.5±1.3c 7.1±1.0a 5.5±1.3b

Adhesiveness 3.5±1.1b 6.2±1.1a 6.0±1.2a

Spread 6.6±1.2a 4.2±1.4b 6.4±1.2a

1) MT : Maltitol syrup, MTS : sucrose 50%+MT 50%
2) a-c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

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α=0.05.

Table 8. Preference of black garlic jams replaced sucrose with 
maltitol
　 Sucrose MT1) MTS

Color 6.9±0.6NS3) 6.4±1.0 6.9±0.3
Flavor 5.9±0.8ab2) 5.7±0.6b 6.9±0.5a

Sweetness 6.0±1.2NS 5.4±0.9 6.0±1.1
Sourness 5.6±1.4NS 4.6±1.2 5.4±1.2

Adhesiveness 5.9±1.4NS 5.0±1.4 4.9±1.3
Spread 7.2±1.0a 4.1±1.4c 5.9±1.3b

Overall acceptability 5.8±0.7ab 5.3±1.0b 6.6±0.7a

Buying intention 5.8±1.2ab 5.3±1.1b 6.8±1.1a

1) MT : Maltitol syrup, MTS : sucrose 50%+MT 50%
2) a-c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

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α=0.05.
3) NS : Valu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기호도 검사에서 색은 대조군과 MT군 그리고 MTS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향미는 MT군과 대조군이 

낮은 점수를 받았고, MTS첨가군이 6.9점으로 높은 점수

를 받았다. 이는 강도특성검사 결과에서 대조군에서 마늘

냄새와 맛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에 향미에서 

가장 낮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늘

잼 제조시에는 설탕보다 자극적인 마늘의 냄새를 고려할 

때 말티톨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단맛은 설탕과 

MTS군이 유사하였고 MT군은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신맛과 부착성은 첨가군간에 유의

적이 차이가 없었다. 발림성은 대조군이 7.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MTS군이 6.2점이었으며, MT 첨가

군이 4.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반적인 수용

도는 MTS군이 6.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설
탕군은 5.8점으로 말티톨군의 5.3점과 유사하였다. 제품

구입의사는 MTS군이 6.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

으며, MT군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

합해보면 잼 제조시 설탕을 말티톨로 대체시 50%정도만 

대체하는 것이 관능적으로 가장 좋다고 사료된다.

IV. 요 약

흑마늘로 잼을 만들어 품질특성을 알아본 결과, pH 및 

산도는 MTS 첨가군이 pH가 가장 높았으며 산도는 대조

군이 가장 높았다. 환원당 함량은 MT 첨가군, MTS 첨가

군 순으로 환원당 함량이 높았다. 점도는 MT 첨가군, MTS 
첨가군 순이었고, 대조군은 가장 낮았다. 색도는 명도는 

MT군이 가장 높았으며 적색도는 대조군이 말티톨시럽을 

첨가한군에 비하여 높았다. 황색도는 MTS군이 가장 높

았다. 기계적인 조직감 측정결과, 경도와 부착성은 MT 
첨가군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MTS, 대조군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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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과 응집성은 처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DPPH radical 및 hydroxy radical 소거능 측정에 의한 항

산화능은 MT군이(DPPH IC50: 49.63 mg/g, hydroxy radical 
IC50: 27.24 mg/g)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MTS군이었으며 

대조군은 가장 낮았다. 총페놀함량은 MT군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MTS군, 대조군의 순으로 항산화능 결과와 일

치하였다. 관능검사결과, 마늘냄새는 MT군과 MTS군이 낮

았으며, 기호도 검사에서 향미와 전반적인 수용도는 MTS
군이 6.9점 및 6.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설
탕군은 5.8점으로 말티톨군의 5.3점과 유사하였다. 제품

구입의사는 MTS군이 6.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

으며, MT군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

합해보면 잼 제조시 설탕을 말티톨로 대체시 50% 정도만 

대체하는 것이 관능적으로 가장 좋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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