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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소

비는 고급화, 간편화 및 건강화를 지향하고 있으
며, 고령화사회로의진입, 식습관에기인하는 만
성 질환의 증가, 식품의 유효성분에 의한 건강증
진효과및질병예방의효과등이연구(Choi YW 
et al 2000)로 증명되면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건강기능성소재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항균, 
항산화, 항암및면역등의생리활성을갖는천연
식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Kim SJ et al 2004; Choi YO 2000). 소비자들의
건강 지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식품 업

계에서는식물성재료를건강식품의소재로활용

하기위한시도가이루어지고있고, 생명및생물
산업을 통하여 천연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생리활성기능성물질을첨가한많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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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개발되고있다(Kang KC et al 1992). 소비자
들은과거식품의고유기능으로평가되던영양에

관한 1차기능과 기호에 관한 2차 기능에만족하
지않고, 생체방어, 생체리듬에 대한식품의생리
조절능력인식품의 3차기능을요구하고있으며, 
이런 식품을 소위 기능성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

다.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식품에서도 천연 소재
에 대한 관심 및 건강과 관련하여 3차기능을 중
시하는 경향이 고조되면서 한방 재료를 이용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방 재료를 이용한 가공식품 연구 및

상품화는 극히제한되어있어 이에 대한 기술 개

발이 요구되고 있다(Kang MA 2003). 
약용식물은 풍부한비타민과무기질, 생리활성

물질들로인한효능을인정받아예로부터한의학

및 민간요법에서 식품, 기호음료, 한방, 의학에서
널리 통용되어왔다(Lee MK et al 2004). 산사(山
査, Crataegi fructus)는아가위, 적과자등의 이명
으로불리며, 식용, 약용및관상수로널리애용되
고있다(Jeong TS et al 1999). 우리나라각지의산
야와 계곡에서 자생하며, 산사나무(Crataegus pi-
nnatifida Bunge) 및동속근연식물의성숙한과실
로서 장미과(Rosacease)에 속하고, 특유의 향과

단맛, 신맛을가지고있다. 산사는 crataegolic acid, 
citric acid, succinic acid, cholrogenic acid, caffeic 
acid, oleanolic acid, ursolic acid 등의 유기산과
cuercetin, vitexin, epi-catechin, rutin 등의 flavo-
noids계화합물로이루어져있으며, lipase, vitanin 
C, pectin, carotene, Na, Fe 등을 함유하고 있다
(Hong SS et al 2002). 산사는 건위, 소화(Park S
J․Rha YA 2013), 수렴, 진통(허준 2001), 살균, 
살충에 효능이 뛰어나고, 숙취에도 좋은 효과가
있으며, 순환계 질환(Seo BI 2005), 고지혈증(Lee 
HJ․Choi MS 1999), chitin synthaseII 저해(Jeong 
TS et al 1999), HIV-I protease 저해(Min BS et al 
1999) 등의생리활성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 항산화 활성(Kim JS et al 1993; Song JC et 
al 2000, Kang IH et al 2005)이우수하고, 항염효

과(Min BS et al 2004, Kae ES et al 2005)가뛰어
나, 천연항산화물질로서의 의약자원으로도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양갱은우리나라전통식품인과편으로단묵또

는갱이라고하며, 우리나라고유의한과중하나
이다. 양갱은 색과 향이 다채로워서 잔치음식 또
는후식으로이용되었다고알려져있으며, 조선시
대 궁중음식 관련 문헌인 ‘진연의궤’나 ‘진찬의
궤’에 의하면 연회상차림에 자주 등장하였다(Je-
ong 2004). 
양갱은 팥으로 만든 앙금과 한천, 설탕(Jeon 

SW et al 2005)을이용하여만든고에너지기호식
품이다. 양갱의주원료인한천은대부분식이섬유
질로 구성되어 있어 수분의 흡수량이 많고, 적당
량 섭취하면 쉽게 포만감을 느끼며, 변비에도 효
과가있다(Lee & Choi 2009). 앙금의주재료인팥
은 saponin, isoflavone 등을 많이 함유하며, 당류
로 첨가되는 oligosaccarides는 배변을 돕는 역랑
을 한다(Koh et al 1997). 
최근에는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전통

적인양갱재료에자색고구마, 오디, 숙지황, 흑임
자, 쑥, 울금, 트레할로스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지닌기능성부재료를첨가하여제조하고있으며, 
이들의 품질특성 및 기능성 탐색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Lee SM․Choi YJ 2009; Pyo S․
Joo N 2011; Kim AJ 2012; Oh HL et al 2012; Park 
YO et al 2011; Seo HM․Lee JH 2013; Kim DS 
et al 2014; Jung HS et al 2014). 양갱은 제조 시
사용되는 재료의 영양성분 및 배합비율에 따라

여러 기능성 양갱 제조가 가능하고, 제조방법에
따라 다양한 품질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선행연구를근거로본연구를설계하였

다. 이에우리전통천연식품소재로서다양한생
리활성이검증된산사를이용하여양갱을개발하

였고, 산업화가능성을검토하고자산사추출물을
이용한양갱의품질특성을측정하고, 최적비를도
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천연 식품소재를 이
용한고부가가치가공식품개발에기초자료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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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산사(Crataegi fructus)는 경
동시장약초명가약재상에서구입한것으로외관

이 건전한 것을 선별하여 세척․풍건한 후 120 
mesh 이하로마쇄하여환류냉각장치에준비된산
사분말과 10배의 70% 발효주정을 가해서 4시간
환류추출하고, 추출액을면포로여과한후감압농
축(CCA-1100, Eyela, Tokyo, Japan)하여추출액을
준비하여 양갱 제조에 사용하였다.

2. 산사추출액 첨가에 따른 양갱의 제조

산사추출액 첨가에 따른 양갱 제조에 사용한

산사추출액은 직접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앙금
(대두식품, 군산, 한국), 한천분말(제일제당, 아산, 
한국) 및 설탕(제일제당, 아산, 한국)을 구입하여
실온에서 보관하면서 재료로 사용하였다. 산사추
출액첨가에 따른 양갱제조는 예비 실험을거쳐

<Table 1>과 같은 배합비로 하여 제조하였다. 산
사추출액 양갱의 제조는가루 한천을 녹인후 물

Control1) CFE 52) CFE 103) CFE 154) CFE 205)

Cooked white bean 400 380 360 340 320

Oligosaccharide 100 100 100 100 100

Sugar 30 30 30 30 30

Agar powder 10 10 10 10 10

Salt 2 2 2 2 2

CFE 0 20 40 60 80

Water 200 200 200 200 200
1) Control: Yanggeng with 0% Crataegi fructus extract.
2) CFE 5: Yanggeng with 5% Crataegi fructus extract.
3) CFE 10: Yanggeng with 10% Crataegi fructus extract.
4) CFE 15: Yanggeng with 15% Crataegi fructus extract.
5) CFE 20: Yanggeng with 20% Crataegi fructus extract.

  <Table 1> Formula for yanggeng with different levels of Crataegi fructus extract              (Unit : g)

200 g에앙금과산사추출액, 녹인한천을넣고 10
분간저어가면서가열하였다. 이후올리고당과설
탕, 소금을첨가하고, 10분간더나무주걱으로계
속 저으면서 가열한 후, 양갱 몰드에 부어 1시간
실온에서 굳혔다. 마지막으로 제조한 양갱을 4℃
에서 20시간 저장하였다가 실온에서 1시간 방치
후 실험하였다.

3. 수분함량, pH 및 산도 측정

산사추출액을 첨가한 양갱의 수분함량은 시료

를 일정하게 취하여 정밀히달아 수분 용기에담

아 105℃ 상압가열 건조법(AOAC, 1995)으로 측
정하였으며, 3회 반복 실험하여 평균값을 구하였
다. pH는산사추출액첨가양갱 10 g에증류수 90 
mL를가하여혼합한후균질화한다음, 3,000 rpm
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그 상등액을 pH me-
ter(HI 8481, Hanna Instruments, Korea)를 이용하
여측정하였으며, 3회반복실험하여평균값을구
하였다. 산도 측정(AOAC, 1995)은 pH 측정시료
10 mL에 pH meter 전극을 담그고, 0.1 N NaOH 
를 이용하여 pH 8.3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Na-
Oh량(mL)을 젖산 함량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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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색도 측정

색도는소비자의기호성을자극하는중요한요

소 중의 하나로써 양갱의 색도의 변화를 측정하

기위하여 color meter (CR-3600D, Minolta, Japan)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것을 Hunter 값 즉, 
명도(L), 적색도(a), 황색도(b)로나타내었다. 이때
사용한 표준 백색판에 따라 L(lightness), a(red-
ness), b(yellowness) 값을 3 회 반복하여 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으며, 이때 사용한 표준
백색판값은 L값 94.69, a값 —0.64, b값 1.57이었
다.

5. TPA(Texture Profile Analysis)

Test

조직감 측정은 오미자 양갱을 rheometer(Sun- 

Rheometer COMPAC-100Ⅱ, Japan)를 이용하여

크기 3cm×3cm×2cm로 하여 시료 중심부에 2회

연속 압착하였을 때 얻어지는 값을 산출하였다. 

TPA 분석은 경도(hardness), 탄력성(springness), 

응집성(cohesiveness), 부착성(adhesiveness), 씹힘

성(chewiness)을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

용하였다. Rheometer의 측정조건은 <Table 2>와

같다.

Items Condition

Sample height 25 mm

Sample depth 20 mm

Sample width 35 mm

Test speed 0.1 mm/sec

Deformation 30%

Time 3.00 sec

Probe 35 mm

Force 100 g

<Table 2> Instrumental condition of rheometer for 
texture test of Crataegi fructus extracts 
(CFE) yanggeng

6. 관능검사

산사추출액 첨가에따른양갱의관능검사는조
리과학을 전공하는 훈련된 대학생 패널 20명을
대상으로시료의관능적인특성에대하여평가하

도록하였다. 평가시사용한척도는 9점기호척
도를이용하였으며, 특성이좋을수록높은점수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검사항목은 색(color), 
향(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전체적인 기
호도(overall quality)로 하였다.

7.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SPSS package program(version 
18.0)을 이용하여 Mean±S.D.로 나타내었으며, 각
군의 평균치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은 one-way 
ANOVA 분석을수행하였고, 평균값의통계적유
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수분 함량, pH 및 산도

산사추출액을 첨가한 양갱의 수분함량, pH 및
산도의측정결과는 <Table 3>에나타내었다. 산사
추출액을 첨가하지 않은 양갱의 수분함량은

32.4%이었고, 산사추출액을 첨가한 양갱은 추출
액 첨가에 따라 32.0～32.7%의 수분함량을 나타
냈었다. 이는 미역양갱의 제조조건(Joo DS․Cho 
SY 1998), 오디즙 첨가 양갱의 제조조건 최적화
(Pyo SJ 2011)의 연구 결과에서 첨가물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수분함량이 감소한다

는 결과와는 유사하지 않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산사추출액의 pH는 4.20으로 나타났으며, 산사추
출액을첨가하지않은양갱의 pH는 6.8이었다. 이
는 일반양갱의 pH가 6.67～6.71로 보고된 연구
(Oh HL et al 2012; Seo HM․Lee JH 2013)와유
사하였다. 산사추출액이 증가할수록 pH는 6.6～
5.1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산사추출액
의 산도는 5.32%이었고, 무첨가 양갱의 산도는
0.1%이었다. 산사추출액의첨가할수록산도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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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sture (%) pH Acidity (%)

Control1) 32.4±0.4a6,7) 6.8±0.1a) 0.1±0.0c)

CFE 52) 32.0±0.2a) 6.6±0.1b) 0.2±0.1bc)

CFE 103) 32.1±0.4a) 6.5±0.1b) 0.3±0.1b)

CFE 154) 32.5±0.1a) 5.9±0.3c) 0.5±0.0a) 

CFE 205) 32.7±0.2a) 5.1±0.0d) 0.7±0.2a)

1) Control: Yanggeng with 0% Crataegi fructus extract.
2) CFE 5: Yanggeng with 5% Crataegi fructus extract.
3) CFE 10: Yanggeng with 10% Crataegi fructus extract.
4) CFE 15: Yanggeng with 15% Crataegi fructus extract.
5) CFE 20: Yanggeng with 20% Crataegi fructus extract.
6) Values are mean±S.D.
7) a～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Value of moisture, pH and acidity of yanggeng added with different levels of Crataegi fructus 
extracts (CFE)

～0.7%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산사 영양성분 연
구(Lee JJ ․Lee HJ 2012) 결과, 높은유기산과비
타민 C함량에의한것으로판단되며, 이들에의해
pH가 감소하고, 산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색도 측정

L-value8) a-value9) b-value10)

Control1) 63.20±0.01a6,7) 2.20±0.01d) 17.30±0.05a)

CFE 52) 55.17±0.04b) 2.21±0.01d) 10.30±0.01b)

CFE 103) 50.27±0.05c) 2.84±0.01c) 6.01±0.02c)

CFE 154) 43.21±0.01d) 2.91±0.05b) 3.94±0.03d)

CFE 205) 36.11±0.05e) 3.17±0.04a) 1.39±0.02e)

1) Control: Yanggeng with 0% Crataegi fructus extract.
2) CFE 5: Yanggeng with 5% Crataegi fructus extract.
3) CFE 10: Yanggeng with 10% Crataegi fructus extract.
4) CFE 15: Yanggeng with 15% Crataegi fructus extract.
5) CFE 20: Yanggeng with 20% Crataegi fructus extract.
6) Values are mean±S.D.
7) a～e: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8) L-value: Degree of lightness (white +100 ↔ 0 black)
9) a-value: Degree of redness (red +100 ↔ -80 green)
10) b-value: Degree of yellowness (yellow +70 ↔ -80 blue)

<Table 4> Color value of yanggeng added with different levels of Crataegi fructus extracts (CFE)

첨가량을달리한산사추출액양갱의색도측정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명도(L값)은 산
사추출액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가 63.20으로
가장높게나타났으며, 첨가되는산사추출액이증
가할수록 감소하는경향을나타내어 CFE 20에서
36.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적색도(a값)는 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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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액의첨가량이증가할수록증가하는반면, 황
색도(b값)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산사추출액의증가에따라명도와황색도는

감소되고, 적색도는증가하는것은선홍색을띠는
산사추출액의 증가에 따라 양갱의 색이 점점 어

두운색으로변화된결과로생각된다. 자색고구마
와 오디시럽을 첨가하여제조한양갱의경우(Lee 
SM, Choi YJ 2009; Kim AJ 2012) 이들 성분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와 황색도가감소하고, 
적색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와 유사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 기계적 조직감 측정

첨가량을달리한산사추출액양갱의기계적조

직감 측정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경도
를 측정한 결과, 산사추출액을 첨가하지 않은 대
조구가 3.51 kg/cm2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첨
가되는 산사추출액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어 CFE 20에서 4.01 kg/cm2로 가장 높

게나타났다. 탄력성의경우, 산사추출액이증가할
수록 1.20에서 2.174로 증가하였으나,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부착성과 씹힘성은 산사
추출액이 증가할수록 각각 1.30에서 0.79로, 1.51
에서 0.83으로감소하는경향을나타내었다. 산사추

Hardness(kg) Springness Adhesiveness Chewiness Cohesiveness

Control1) 3.51±0.14a6,7) 1.20±0.01d) 1.30±0.04a) 0.02±0.01a) 1.51±0.05a)

CFE 52) 3.52±0.09a) 1.21±0.01d) 1.28±0.02a) 0.01±0.01a) 1.30±0.01b)

CFE 103) 3.60±0.08b) 1.84±0.01c) 1.05±0.01b) 0.02±0.01a) 1.16±0.02c)

CFE 154) 3.81±0.05c) 1.91±0.05b) 0.94±0.02c) 0.02±0.05a) 0.94±0.03d)

CFE 205) 4.01±0.24c) 2.17±0.04a) 0.79±0.02d) 0.02±0.04a) 0.83±0.02e)

1) Control: Yanggeng with 0% Crataegi fructus extract.
2) CFE 5: Yanggeng with 5% Crataegi fructus extract.
3) CFE 10: Yanggeng with 10% Crataegi fructus extract.
4) CFE 15: Yanggeng with 15% Crataegi fructus extract.
5) CFE 20: Yanggeng with 20% Crataegi fructus extract.
6) Values are mean±S.D.
7) a-e: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5> Texture values of yanggeng added with different levels of Crataegi fructus extracts (CFE)

출액이첨가되어도씹힘성에대해서는영향을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즙을 첨가하여 제
조한양갱에서도배즙의함량이증가할수록대조

군에비해경도, 탄력성등의기계적물성이증가
하는데 이는 배에 함유되어 있는 fructose, glu-
cose, sucrose와 같은 당이 가열에 의해 겔화되어
경도와 응집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산사역시 함유되어 있는 fructose (11.8 g/ 100 g)
에 의해 기계적인 조직감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

된다(Park SJ et al 2012).

4. 관능검사

산사추출액을 첨가한 양갱의 관능검사는 <Ta-
ble 6>에나타내었다. 맛, 향, 색과조직감, 전체적
인기호도에대한관능검사결과산사추출액 15% 
첨가군이 가장 높은 검사결과를 나타내었으나, 
20% 시료와비슷한결과를보였지만, 산사추출액
이 증가할수록 한약냄새, 신맛 등의 맛을 고려한
다면 15% 산사추출액이첨가된양갱이좋을것으
로 판단된다. 관능평가와 관련하여 흑임자 양갱
(Seo HM․Lee JH 2013)의연구에의하면부재료
의첨가량이증가할수록소비자들의거부감을증

가시킴으로, 양갱의 기호도 측면에서는 부재료의
특징에 맞는 첨가량이 설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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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nce

Control1) 6.91±0.84a6,7) 8.17±0.43a) 8.21± 0.14a) 7.91±0.43a) 7.91±0.45c)

CFE 52) 7.51±0.29a) 8.54±0.21a) 8.01±0.41a) 8.02±0.59a) 8.03±0.59bac)

CFE 103) 8.51±0.78a) 8.61±0.31a) 8.20±0.57a) 8.31±0.37a) 8.94±0.58ab)

CFE 154) 8.84±0.35a) 8.64±0.42a) 8.86±0.12a) 8.75±0.15a) 9.20±0.43a)

CFE 205) 8.67±0.24a) 8.69±0.51a) 7.95±0.52a) 8.69±0.44a) 8.51±0.41a)

1) Control: Yanggeng with 0% Crataegi fructus extract.
2) CFE 5: Yanggeng with 5% Crataegi fructus extract.
3) CFE 10: Yanggeng with 10% Crataegi fructus extract.
4) CFE 15: Yanggeng with 15% Crataegi fructus extract.
5) CFE 20: Yanggeng with 20% Crataegi fructus extract.
6) Values are mean±S.D.(n=20)
7) a～e: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6> Sensory charateristics of yanggeng added with different levels of Crataegi fructus extracts (CFE) 

판단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식품재료로서 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위해산사추출액을첨가한양갱을제조하

여품질특성을측정하고, 제품의가능성을연구하
였다. 산사추출액을첨가하지않은양갱의수분함
량은 32.4%이었고, 산사추출액을 첨가한 양갱은
추출액 첨가에 따라 32.0～32.7%의 수분함량을
나타냈었다. 산사추출액의 pH는 4.20으로나타났
으며, 산사추출액을 첨가하지 않은 양갱의 pH는
6.8이었으며, 산사추출액이 증가할수록 pH는 6.6 
～5.1로낮아지는경향을나타내었다. 산사추출액
의 산도는 5.32%이었고, 무첨가 양갱의 산도는
0.1%이었다. 색도는산사추출액의첨가비율이높
아질수록 L값과 b값은낮아졌고, a값은높아졌다. 
기계적 조직감의 특성은 산사추출액의 첨가비율

이 높아질수록 경도, 탄력성은 증가하였으나, 부
착성과씹힘성 낮아졌으며, 씹힘성은변화하지않
았다. 따라서 산사추출액이 양갱의 조직감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사추출액
첨가 양갱의 관능 기호도는 냄새, 맛, 조직감, 전

반적인기호도항목에서 15% 첨가구가가장우수
하게나타내었다. 이상의결과를볼 때, 산사추출
액 첨가양갱이 대조구에 비해 관능기호도가높

게나타나산사추출액첨가가양갱제조에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앙금에 대해 15%의 산
사추출액이 최적의 배합 비율로 판단된다. 

한글 초록

본연구에서는산사추출액을첨가한양갱을제

조하여이화학적 제품특성을분석하였다. 산사추
출액 첨가 양갱의 수분함량은 32.0～32.7%로 대
조군과차이를나타내지않았다. 산사추출액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양갱의 pH는 6.8～5.1로 낮아지
는 경향을 보이고, 산도는 0.1～0.7%로 증가하였
다. 양갱의 색도 측정에서 명도(L)와황색도(b)는
산사추출액첨가량이증가함에따라감소한반면

에 적색도(a)는 증가하였다. 조직감 측정에서는
산사추출액함량이증가함에따라대조군에비해

경도가 최대 14%까지 증가한다. 관능검사에서
맛, 색, 향, 질감및전반적인기호도평가에서산
사추출액 15%를첨가한양갱이가장높은평가결
과를 받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우수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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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산사추출액을 기능

성양갱제조시첨가량은앙금대비 15%가가장
적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능성 가공 식품의 제
품개발 및 연구에 산사추출액의 활용도를 높여

가공식품 시장에 도입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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