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김동석, 043-299-8463, winehappy@naver.com, 서원 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Vol. 20, No. 2, pp. 27～37 (2014)

울 분말 첨가량을 달리한 양갱의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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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hysicochemic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yanggaeng 
prepared with Curcuma longa L. powder(CP; 0, 0.5, 1, 1.5, 2%). Increasing the amount of CP in the 
yanggaeng tended to increase the moisture content and pH value, while it decreased the °brix value. 
Increasing the amount of CP in the yanggaeng also tended to decrease the lightness(L) in the hunter color 
values, increasing the redness(a) and yellowness(b). For the textural characteristics, the addition of CP 
decreased the hardness, adhesiveness, springiness, gumminess and brittleness. In sensory evaluation, 
yanggaeng added with 1% CP had excellent scores in sensory preference. Based on the results, 1% should 
be recommended as the optimum level of CP to be added for the preparation of yangg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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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울 (Curcuma longa L.)은 생강과의 다년생 

본식물로, 인도가 원산지이며 을 (乙金), 걸 (乞
金), 옥 (玉金), 황제족 등의 생약명을 가지고 있

다(Ahn BJ 등 2006). 부터 울 은 코피, 뇨, 
토  등을 다스리는 데 사용해 왔고 건 약, 통경

약으로도 써 왔다(Ahn BJ 등 2006, 백과사 출

사 1991). 그 외에도 식용염료로서, 인도 커리의 

재료로 쓰 으며 일본 단무지 등의 착색에도 이

용되어 왔다(Jung JS․Sul JH 2002). 
울 은 curcumine  그 유도체로 된 황색색소

를 0.3% 정도 함유하고 있는데(Lee YS 2006), 그 

에서도 curcumine은 콜 스테롤 수치 하 효

과, 항암성, 항돌연변이성, 항바이러스, 항염증, 
항바이러스, 간보호 기능, 항산화 효과, 항알 르

기 효과 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약재와 

신약재  식품가공자원으로서 각 받고 있다

(Kim TH 등 2008, Kang SK․Hyun KH 2007, 
Kim SB 등 2011, Kang WS 등 1998). 울 을 활

용한 가공식품제조에 한 연구로는 울 분말 첨

가 어묵(Choi SH 2012), 울  첨가 약과(Kim YH 
2002), 울  추출물 함유 소시지(Kim IS 등 2007), 
울 분말 첨가 매작과(Choi SN 등 2012), 울 분

말 첨가 쿠키(Ju SM․Hon KW 2011)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 히 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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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s for preparation of yanggaeng added with Curcuma longa L. powder
(Unit : g)

Ingredient Control 0.5% CY1) 1% CY 1.5% CY 2% CY
Cooked white bean 300 298.5 297 295.5 294

Curcuma longa L. powder - 1.5 3 4.5 6
Oligosaccharide 150 150 150 150 150
Agar powder 5 5 5 5 5

Salt 2 2 2 2 2
Water 140 140 140 140 140

1)Each number in front of CY means the added amount of Curcuma longa L. powder in yanggaeng (%).

유의 쓴맛과 이취로 인해 소비자의 기호성이 떨

어져 식품가공재료로서의 활용도가 제한 이므

로 기능성뿐만 아니라, 능 인 기호도도 충족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울  활용 가공제품의 개발

이 요구된다(Kim SB 등 2011, Kim YJ 등 2012). 
한편, 양갱은 한천, 설탕, 앙 을 이용하여 만든 

고에 지 식품이며 부터 우리나라에서 즐겨온 

표 인 간식이다(Han EJ․Kim JM 2011). 최근

에는 고 화와 기능성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 에 부응하는 다양한 재료를 첨가한 

양갱이 시 되고 있으며 양갱제조에 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시 되고 있는 양갱은 팥양갱, 고구마양갱, 호

박양갱, 딸기양갱, 녹차양갱, 매실양갱 등으로 종

류가 다양하며(Jeong BM 2004), 양갱제조에 한 

연구로는 리카분말 첨가 양갱(Park EY 등 

2009), 흑임자분말 첨가 양갱(Seo HM․Lee JH 
2013), 황기 첨가 양갱(Min SH․Park OJ 2008), 
송이 첨가 양갱(Park ML ․Byun GI 2005), 홍화

씨분말 첨가 양갱(Kim JH 등 2002), 녹차가루 첨

가 양갱(Choi EJ 등 2010), 생강가루 첨가 양갱

(Han EJ․Kim JM 2011) 등이 있다. 한 동결건

조시킨 울 을 발효시킨 울  양갱(Park MY 
2010)에 한 연구가 있으나, 일반 인 가공형태

인 열풍건조시킨 울 분말을 첨가 제조한 양갱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란색의 천연색소를 포함

하여 컬러 푸드로서의 생리활성효과뿐만 아니라, 
능 인 기호성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울 의 

식품가공분야 활용도를 높이기 한 일환으로, 

울 분말을 일정비율로 첨가한 양갱을 제조하고 

품질특성을 측정하 다. 이를 통해 천연색소 식

품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에 기 자

료로 활용하고자 하 다.

Ⅱ. 재료  방법

1. 실험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울 분말은 100% 울 분말

( 남 진도산, 2013년 5월)을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한천분말은 ㈜ 이슬나라(2013년 5월), 앙
은 ㈜ 두식품 백옥앙 , 올리고당은 ㈜ CJ 정백

당, 소 은 ㈜ 해표 꽃소 , 물은 ㈜ 농심 삼다수

를 이용하여 양갱을 제조하 다(Park ML․Byun 
GI 2005).

2. 양갱의 제조

본 연구에서의 울 분말 첨가 양갱의 제조방법

은 Park ML․Byun GI(2005), Choi IK․Lee 
JH(2005), Han JM․Chung HJ(2013) 등의 연구를 

참고하고 비실험을 통하여 설정하 으며 울

분말의 첨가비율은 수회의 비실험을 통한 능

평가 결과를 토 로 앙  양 비 0.5, 1.0, 1.5, 
그리고 2.0% 등으로 정하 다.

울 분말 첨가 양갱의 제조방법은 분량의 물에 

한천분말을 넣어 20분간 불리고 약불의 오

(GRA-40B7/8, ㈜동양매직, 한국)에서 5분간 으

면서 가열한 다음, 여기에 올리고당과 소 , 울
분말(앙  양 비 0.5, 1.0, 1.5, 그리고 2.0%)를 

넣고 3분간 가열하 으며 마지막으로 분량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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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ing the ingredients
↓

Adding water, agar powder and soaking for 20 mins
↓

Stirring and boiling for 5 mins
↓

Adding salt, oligosaccharide, Curcuma longa L. 
powder and boiling for 3 mins

↓

Adding cooked white bean and boiling for 5 mins
↓

Molding
↓

Cooling for 10 hrs at 4℃
↓

Curcuma longa L. yanggaeng

<Fig. 1> Procedure for preparation of yanggaeng added with Curcuma longa L. powder

앙 을 넣고 5분간 가열하고 17 × 10 × 2.5 cm의 

틀에 넣어 4℃에서 10시간동안 냉각시킨 후, 실온

에서 1시간동안 방치한 다음 시료로 사용하 다. 
울 분말 첨가 양갱의 재료 배합비는 <Table 1>
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제조 공정은 <Fig. 1>에 

나타내었다.

3. 수분 함량, pH  당도 측정

울 분말을 첨가한 양갱의 수분함량은 시료 2 
g을 정 히 달아 수분 용기에 담아 105℃ 상압가

열 건조법(AOAC, 1995)으로 측정하 으며, 3회 

반복실험하여 평균값을 구하 다. pH는 울  분

말 첨가 양갱 10 g에 증류수 40 mL를 가하여 혼

합한 후 균질화한 다음, 3000 rpm에서 15분간 원

심분리하여 그 상등액을 pH meter(Thermo, Orion 
3 star, Sn. 006548,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

며 3회 반복실험하여 평균값을 구하 다. 당도는 

상등액을 당도 측정기(ATAGO, Hand refrac-
tometer, No. 533023, Japan)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고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4. 색도  외  촬

울 분말 첨가 양갱의 색도는 일정한 크기로 

자른 양갱의 표면을 color meter(CR-300, Minolta, 

Japan)를 사용하여 명도(L, lightness), 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 등을 측정하 다. 
이때 사용한 표  백색 의 색도는 L=94.95, 
a=0.3132, b=0.3203이었다. 외  촬 은 디지털 

사진기(VLUU ST600, ㈜ 삼성, 한국)를 이용하여 

시료를 30 mm×30 mm×21 mm로 잘라서 촬 하

다. 

5. 기계  조직감 측정

울 분말 첨가 양갱의 기계  조직감은 

Rheometer(Sun rheometer compac-100, Japan)를 

사용하여 경도(hardness), 탄력성(springiness), 검
성(gumminess), 부착성(adhesiveness), 쇄성

(brittleness)을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비교

하 다. 이때 시료의 크기는 30 mm×30 mm×21 
mm, test speed는 60 mm/sec, trigger 조건은 2 kg
이었으며 지름과 높이가 각각 15 mm, 10 mm인 

원기둥형 탐침(probe)을 사용하 다.

6. 능 기호도 평가

울 분말 첨가 양갱의 능 기호도 평가는 훈

련된 능평가 요원 25명(내국인, 연령  22~27
세, 남; 12명, 여; 13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능평가요원에게 능평가방법  울 분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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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에 한 능  요소에 해 잘 인지할 수 있도

록 반복 훈련시킨 다음, 시료의 기호도를 반 한 

수를 능평가지에 표시하도록 하 다. 5종류

의 시료는 평균 30×30×20 mm의 일정한 크기로 

잘라 흰 시에 담아 제공하 으며 한 종류의 시

료를 평가한 후에는 입안을 생수로 헹궈내도록 

하 다. 울 분말을 첨가한 양갱의 능 기호도는 

색(color), 냄새(odor), 맛(taste), 조직감(texture), 
반 인 선호도(overall acceptability)평가의 항

목을 9 (1=매우 싫음, 9=매우 좋음)기호척도 채

법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김 옥 등 2000, 
Choi EJ 등 2010, Min SH․Park OJ 2008). 

7. 통계 처리

모든 실험의 측정결과와 능평가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
sion 18.0)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 편차  일원

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정하 다. 

Ⅲ. 결과  고찰

1. 수분함량, pH, 당도

울 분말을 첨가한 양갱의 수분함량, pH, 당도 

측정결과는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본 연

구의 시료로 사용된 울 분말의 수분함량은 

13.65% 고 울 분말 첨가 양갱의 수분함량은 

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

을 나타내어 울 분말 2% 첨가구(2% CY)가 가

장 높은 수분함량을 나타내었으며 각 시료간 매

우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이러한 

결과는 울 분말 첨가 쿠키(Ju SM․Hong KW 
2011), 블루베리 분말 첨가 양갱(Han JM․Chung 
HJ 2013), 녹차가루 첨가 양갱(Choi EJ 등 2010), 

리카 분말 첨가 양갱(Park EJ 등 2009), 홍화

씨 분말 양갱(Kim JH 등 2002)에 한 연구결과

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한, 이러한 결

과는 녹차가루 첨가 양갱(Choi EJ 등 2010)연구결

과와 마찬가지로 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수분함량이 증가하는 것은 울 분말이 수분 

보수성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동
결 건조시킨 발효울 을 첨가한 양갱제조에 한 

연구결과(Park MY 2010)에서는 울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낮아짐을 보고하 는데, 
이는 열풍건조 울 을 첨가하여 양갱을 제조한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시료로 사용된 울

의 처리 가공 공정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시료로 사용된 울 분말의 pH는 

7.10이었고 울 분말 첨가 양갱의 pH는 울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

으며 울 분말 2% 첨가구(2% CY)가 6.13으로 가

장 높게 측정되어 각 시료간 매우 유의 인 차이

를 나타내었다(p<0.001). 이러한 결과는 울 분말

의 pH가 울 분말 무첨가구(control)에 비해 높아 

울 분말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높아진 것으

로 사료되며 울 분말 첨가 매작과(Choi SN 등 

2012)와 강황분말 첨가 젤리(Cho Y․Choi MY 
2010)에 한 연구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

었다. 반면, 울 분말 첨가 쿠키(Ju SM․Hong 
KW 2011), 울 분말 첨가 어묵(Choi SH 2012), 
동결건조 발효울  첨가 양갱(Park MY 2010)에 

한 연구에서는 울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pH가 낮아졌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pH에 한 상이

한 결과들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제품의 주재료  제조 방법에 따른 차이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Choi SH 2012). 
본 연구의 시료로 사용된 울 분말의 당도는 0 

°brix 으며 울 분말 첨가 양갱의 당도는 울 분

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

어 각 시료간 매우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01). 이러한 결과는 당도가 없는 울 분말

의 첨가량은 증가하고 울 분말 첨가비율의 증가

분만큼 백앙 의 첨가량이 낮아져 울 분말의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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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isture content, pH and °Brix values of yanggaeng added with Curcuma longa L. powder

Item
Sample

Moisture(%) pH °Brix

Control 38.48±0.53d 5.96±0.01d 9.93±0.12a

 0.5% CY1) 38.61±0.28cd 5.98±0.02c 8.93±0.12b

1% CY 39.38±0.24c 5.98±0.01c 8.97±0.06b

1.5% CY 41.19±0.71b 6.06±0.01b 8.97±0.12b

2% CY 42.23±0.37a 6.13±0.01a 8.07±0.12c

F-value 38.78*** 127.86*** 140.25***

1) Each number in front of CY means the added amount of Curcuma longa L. powder in yanggaeng (%).
* The value is mean±SD(n=3). 
* ***p<.001
* a-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Color values of yanggaeng added with Curcuma longa L. powder

Item
Sample 

Color value
L a b

Control 44.12±1.24a 0.28±0.09e  3.76±0.31c

 0.5% CY1) 44.47±1.36a 0.49±0.06d 10.33±0.35b

1% CY 42.49±0.53a 0.88±0.06c 12.26±0.89a

1.5% CY 42.84±1.53ab 1.72±0.15b 11.60±0.77a

2% CY 40.56±0.79b 2.06±0.14a 12.09±0.30a

F-value 5.43* 154.69*** 112.86***

1) Each number in front of CY means the added amount of Curcuma longa L. powder in yanggaeng (%).
* The value is mean±SD(n=3)
* *p<.05, ***p<.001
* a-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가비율이 높아질수록 당도가 낮아진 것으로 사료

된다. 이러한 결과와 련하여 녹차 가루 첨가 양

갱(Choi EJ 등 2010)에 한 연구결과에서도 녹차

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당도가 낮아졌음을 보

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2. 색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울 분말의 L값은 62.25, 
a값은 7.53, b값은 37.25이었으며 울 분말을 첨

가한 양갱의 색도 측정결과는 <Table 3>에 나타

내었고 외  비교를 한 사진은 <Fig. 2>에 나타

낸 바와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울 분말의 첨가비율

이 높아질수록 낮아져 2% CY가 가장 낮게 측정

되어 각 시료간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이러한 색의 변화는 외 촬  사진에서

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Fig. 2) 이와 련하여 울

분말 첨가 어묵(Choi SH 2012), 울 분말 첨가 

쿠키(Ju SM․Hong KW 2011), 울 분말 첨가 매

작과(Choi SN 등 2012), 동결건조 발효울  첨가 

양갱(Park MY 2010)에 한 연구에서도 울 의 

첨가비율이 높아질수록 L값이 낮아졌음을 보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울 분말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2% CY가 가장 높게 측정

되어 울 분말 첨가비율 증가에 따른 변화가 뚜

렷한 유의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이와 

련하여 울 분말 첨가 어묵(Choi SH 2012), 울
분말 첨가 쿠키(Ju SM․Hong KW 2011), 울

분말 첨가 매작과(Choi SN 등 2012), 동결건조 발

효울  첨가 양갱(Park MY 2010)에 한 연구에

서도 울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a값이 높아짐

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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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0.5% CY 1% CY 1.5% CY 2% CY

<Fig. 2> Visual comparison of yanggaeng added with Curcuma longa L. powder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울  무첨가구

(control)에 비하여 울  첨가구가 매우 높게 측정

되었으며 그 에서도 1% CY, 1.5% CY, 2% CY
가 높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황분말 첨

가 젤리(Cho Y․Choi MY 2010), 울 분말 첨가 

어묵(Choi SH 2012), 울 분말 첨가 쿠키(Ju S
M․Hong KW 2011), 울 분말 첨가 매작과(Choi 
SN 등 2012)에 한 연구에서 울 분말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b값이 높아졌음을 보고하여 본 연

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울

이 가진 특유의 노란 색소성분 때문에 황색도가 

히 높아진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울 분말의 첨가

량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의 밝기가 어두워지고 

노란색이 강해지는 경향을 나타내어 반 으로 

울 분말이 가지는 curcuminoid의 색소 성분이 

양갱의 색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Cho Y․Choi MY 2010).

3. 기계  조직감

울 분말 첨가 양갱의 기계  조직감  경도

(hardness)는 울 분말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유의 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01). 
이와 련하여 녹차가루 첨가 양갱(Choi EJ 등 

2010), 생강가루 첨가 양갱(Han EJ․Kim JM 
2011)에 한 연구에서 부재료의 첨가비율이 증

가할수록 경도(hardness)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블루베리 분말 첨가 양갱(Han JM․Chung HJ 

2013), 리카 분말 첨가 양갱(Park EY 등 

2009), 흑임자 분말 첨가 양갱(Seo HM․Lee JH 
2013), 송이 첨가 양갱(Park ML․Byun GI 2005)
에 한 연구에서는 부재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경도(hardness)가 증가하 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울 분말 첨가 양갱의 부착성(adhesiveness)은 

울 분말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낮아져 각 시

료간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01) 탄
력성(Springiness), 검성(Gumminess), 쇄성

(Brittleness)도 울 분말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

록 낮아져 각 시료간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

다(p<0.01, p<0.001). 이는 홍삼양갱에 한 연구

(Ku SK․Choi HY 2009)에서 홍삼 첨가구가 무첨

가구에 비해 경도, 부착성, 검성 등이 낮았음을 보

고한 것과 생강가루 첨가 양갱에 한 연구(Han 
EJ․Kim JM 2011)에서 생강가루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경도, 부착성, 검성 등이 감소되었음을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 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재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한천에 의한 응고력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되며 특히, 본 연구에서의 울 분말 첨

가비율이 최  2%임에도 불구하고 양갱의 기계

 조직감에 큰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Park MS 등 2009). 한, 이상의 결과로 보

아, 울 분말의 첨가비율이 높아질수록 양갱의 

경도, 부착성, 탄력성, 검성, 쇄성이 낮아졌으므

로 모든 소비자에게 정 인 능 기호도를 기

할 수는 없으나, 고연령층이나 어린이들에게는 



울 분말 첨가량을 달리한 양갱의 품질특성 33

<Table 4> Texture values of yanggaeng added with Curcuma longa L. powder

Item
Sample

Hardness
(kg/cm2)

Adhesiveness(kg) Springiness(%) Gumminess(kg) Brittleness(kg)

Control(0%) 28.61±3.97a 1.33±0.07a 32.58±5.68a 1.12±0.02a 30.69±1.53a

 0.5% CY1) 25.14±1.89ab 1.18±0.08b 30.30±2.66a 1.08±0.06a 28.79±7.44a

1% CY 21.57±1.06b 1.01±0.08c 27.70±2.14a 1.04±0.05ab 21.38±9.60a

1.5% CY 13.78±2.84c 0.82±0.05d 20.25±3.82b 0.94±0.02b 21.19±1.76a

2% CY 15.26±0.19d 0.69±0.03e 12.02±0.45c 0.81±0.12c 0.98±0.14b

F-value 61.02*** 44.01*** 17.94*** 10.60** 13.59***

1) Each number in front of CY means the added amount of Curcuma longa L. powder in yanggaeng (%).
* The value is mean±SD(n=3).
* ***p<.01, ***p<.001
* a-e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Sensory evaluation of yanggaeng added with Curcuma longa L. powder

Item
Sample

Color Odor Taste Texture
Overall

preference
Control 4.68±0.90cd 5.04±0.84ab 4.60±0.76bc 4.92±0.91a 4.84±1.03bc

0.5% CY1) 4.92±0.95bc 5.04±0.84ab 5.08±1.00b 5.16±1.21a 4.52±0.87cd

1% CY 5.44±1.00ab 5.48±0.92a 6.00±1.22a 5.12±1.01a 5.92±1.35a

1.5% CY 5.84±0.94a 4.52±1.09b 5.88±1.56a 3.88±1.02b 5.32±1.32ab

2% CY 4.12±1.20d 3.88±0.93c 4.28±1.24c 3.20±1.04b 4.12±1.17d

F-value 11.01*** 10.93*** 10.26*** 17.60*** 9.12***

1) Each number in front of CY means the added amount of Curcuma longa L. powder in yanggaeng (%).
* The value is mean±SD(n=25).
* ***p<.001
* a-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부드러운 조직감으로 능 인 기호도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4. 능 기호도 평가

울 분말을 첨가한 양갱의 능평가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색의 기호도 항목

에서는 1.5% CY가 5.84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

타내었으며 그 다음이 1% CY로 평가되었고 2% 
CY가 가장 낮은 수를 나타내었다(p<0.001). 이
러한 결과로 보아, 정량의 울 분말의 첨가는 

울  특유의 노란색으로 인해 양갱의 색 기호도

를 높이는 것으로 단되었다.
냄새 기호도의 항목에서는 1% CY가 가장 높

은 수를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이 조구

(control), 0.5% CY 으며 2% CY가 상 으로 

낮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p<0.001). 이상의 결과

와 련하여 어묵분말 첨가 어묵(Choi SH 2012)

과 카 분말 첨가 떡볶이 떡에 한 연구(Ahn JW 
2009)에서의 결과에서처럼 무 강한 향미에 

해서는 선호도가 높지 않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맛의 기호도 항목에서는 1% CY와 1.5% CY가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었고 2% CY가 가장 낮은 

기호도를 나타내어 각 시료간 매우 유의 인 차

이를 나타내었다(p<0.001). 이와 련하여 선행연

구에서는 울  특유의 쓴맛이 소비자의 기호도를 

떨어뜨린다고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2% CY를 

제외하고는 울 분말 첨가구가 울 분말 무첨가

구에 비해 오히려 맛의 기호도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울 분말 첨가 양갱의 제품화 

가능성은 밝을 것이라 단된다(Kim SB 등 2011, 
Kim YJ 등 2012). 

조직감 기호도에 한 항목에서는 조구

(control), 0.5% CY, 1% CY가 4.92-5.16 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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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 반면, 1.5% CY, 2% CY가 각각 3.88, 3.20
로 상 으로 매우 낮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

(p<0.001). 이와 련하여 양갱 련 선행연구에

서는 조직감 에서도 경도는 양갱의 요한 

능평가요소라고 하 는데(Park SH․Cho EJ 
1995) 본 연구에서는 기계  조직감 측정결과에

서 1.5% CY와 2% CY가 상 으로 낮은 경도를 

나타내었고 조직감 기호도에서도 1.5% CY와 2% 
CY가 낮은 수를 나타내었으므로 양갱의 기계

 경도가 무 낮을 때는 능 기호도를 떨어뜨

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이러한 능평가 

결과와 련하여 흑임자 양갱(Seo HM․Lee JH 
2013)과 쑥분말 첨가 양갱(Choi IK․Lee JH 
2005)의 연구에서는 부재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양갱이 단단해져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증가시

켰음을 보고하여 무 높거나 낮은 경도는 소비자

의 능 기호도를 떨어뜨리므로 양갱의 능 기호

도 측면에서는 각 부재료의 특징에 맞는 정한 

양의 첨가량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 인 기호도에 한 항목에서는 1% CY가 

가장 높은 수를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이 1.5% 
CY 고 2% CY가 가장 낮은 수를 나타내었다

(p<0.001). 이상의 능평가 결과와 련하여 동

결건조 발효울  첨가 양갱(Park MY 2010)에 

한 연구에서는 생울  첨가 양갱이 색, 맛의 항목

에서는 1-2% 첨가구가 가장 기호도가 우수한 것

으로 평가되었고 향미와 반 인 기호도에서는 

각 첨가구간 기호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

여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경향의 결과 으나, 이러

한 결과는 사용된 울  시료의 처리 공정 차이 

 제조방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써, 울 분말의 첨가는 색, 냄새, 

맛, 반 인 기호도 측면에서 무첨가구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울 분말 첨가 양갱의 

제품화에 한 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사료되

며 그 에서도 앙  양 비 1% 수 의 울 분

말을 첨가하는 것이 능 기호도 측면에서 바람

직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Ⅳ. 요약  결론

식품재료로서 울 의 활용도를 높이기 한 일

환으로 울 분말을 첨가한 양갱을 제조하여 품질

특성을 측정하고 제품화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앙  양 비 0.5%, 1%, 1.5%, 2%의 울 분말

을 첨가하여 제조한 양갱의 수분함량은 울 분말 

무첨가구에 비해서 높게 측정되었으며 울 분말

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pH는 울

분말 무첨가구에 비해 울 분말의 pH가 높게 측

정되어 울 분말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양갱

의 pH가 높아졌으며 당도는 울 분말의 당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울 분말 첨가비율에 따라 앙

의 첨가량을 감소시켰으므로 울 분말의 첨가비

율이 높아질수록 당도는 낮아졌다. 색도는 울

분말의 첨가비율이 높아질수록 L값은 낮아졌고 a
값과 b값은 유의 으로 높아졌다. 기계  조직감

의 특성은 울 분말의 첨가비율이 높아질수록 경

도, 부착성, 탄력성, 검성, 쇄성 모두 유의 으

로 낮아져, 울 분말이 양갱의 조직감에 큰 향

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울 분말 첨가 양

갱의 능 기호도는 냄새, 맛, 조직감, 반 인 

기호도 항목에서 1% 첨가구가 가장 우수하게 나

타났으며 2% 첨가구는 모든 항목에서 낮은 기호

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울 분말 첨가 양

갱이 울 분말 무첨가구에 비해 능 기호도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아, 양갱의 제조 시에 울

분말을 첨가하는 것은 양갱의 능기호도 상승효

과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므로 울 분말 

첨가 양갱의 제품화 가능성은 밝은 것으로 사료

되었다. 그 에서도 최 의 울 분말 첨가비율

은 앙  양 비 1%를 첨가하는 것이 가장 합

할 것으로 단되었다.

한  록

본 연구는 울 분말을 첨가한 양갱의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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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조사하 다. 울 분말을 첨가한 양갱

의 수분함량과 pH는 울 분말의 첨가비율이 증

가할수록 높아졌으며 당도는 울 분말의 첨가비

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색도는 울 분말의 

첨가비율이 높아질수록 L값은 낮아졌고 a값과 b
값은 높아졌다. 기계  조직감의 특성은 울 분

말의 첨가비율이 높아질수록 경도, 부착성, 탄력

성, 검성, 쇄성 모두 낮아졌다. 울 분말 첨가 

양갱의 능 기호도는 냄새, 맛, 조직감, 반 인 

기호도 항목에서 1% 첨가구가 가장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고려하 을 때, 양
갱의 제조 시에 울 분말을 첨가하는 것은 양갱

의 능기호도 상승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앙  양 비 1%의 울 분말을 첨가하

는 것이 능 기호도 측면에서 가장 합할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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