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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quality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yanggaeng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s of ginseng paste. Ginseng paste was incorporated with yanggaeng at a range of different levels of 5~15% based 
on the total weight of water. The pH and total acidity of yanggaeng were 6.35~6.49% and 0.03~0.07%, respectively. The 
sugar content of yanggaeng in the control was 25.0 °Brix and showed proportional increases up to 25.0~29.7 °Brix with 
increasing levels of ginseng paste. In terms of the texture profile analysis, the hardness and adhesiveness of yanggaeng 
decreased but the cohesiveness, gumminess, and chewiness in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and ginseng paste added 
treatments. In color value determination, the L* and a* values decreased but the b* value increased with increasing levels 
of ginseng paste. The sensory evaluation indicated that the yanggaeng contained up to 15% ginseng paste and showed similar 
flavor, taste, texture, and overall acceptance in the control. These results suggest that ginseng paste is an ingredient that 
can enhance the quality and sensory potential of yangg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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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양갱은 우뭇가사리를 원료로 만들어진 한천에 설탕, 앙금

을 첨가하여 제조한 것으로 독특한 조직감과 향을 지닌 고 

에너지 기호식품이다(Noh 등 2016). 양갱 제조 시 겔화제로 

사용하는 한천은 식이섬유 함량이 80% 이상으로 칼로리가 낮

으며, 체내에서 흡수가 잘 안되며, 보수력이 커서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준다(Park 등 2014; Kwon 등 2015). 앙금의 주재

료로 사용되는 팥은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을 감소시키고, 심
혈관계 질환을 낮추며, 면역증진 및 암 예방 효능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Moon 등 2003; Park 등 2009). 양갱에 설

탕을 첨가하면 점도를 부여하고, 질감을 부드럽게 하며, 갈변

반응을 일으켜 색을 좋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양갱 제조 

시 널리 사용되었으나, 최근 지나친 설탕 섭취 및 고에너지 

식품을 지양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기존의 양갱 원료에 설

탕의 함량을 줄이고, 다양한 기능성 원료를 첨가한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양갱 재료에 효소발효 흑

마늘 페이스트(Park 등 2014), 홍삼(Ku & Choi 2009), 자색고

구마(Lee & Choi 2009), 더덕(Kim & Chae 2011), 녹용(Ahn & 
Kim 2010), 비파(Kwon 등 2015) 등을 첨가한 기능성 양갱 제

조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삼(Panax ginseng C. A. Meyer)은 오가피나무과(Arelliaceae) 

인삼속(Panax)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초본식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동양에서 한방약재로 널리 섭취되어

져 왔다(Park JD 1996). 인삼에는 30여종 이상의 ginsenosides와 
비사포닌계 물질인 phenolic compounds, polyacetylene, acidic 
polysaccharides 등이 함유되어 있다(Park JD 1996; Nam KY 
2002). 또한, 아미노산, 펩타이드, 단백질, 핵산, 알칼로이드 



이유지 오예진 김혜리 황은선 한국식품영양학회지1342

Ingredients (g)
Ginseng paste1) (%) 

Control 5 10 15
White bean angkeum 300 300 300 300

Water 300 285 270 255
Agar 9.8 9.8 9.8 9.8
Salt 0.15 0.15 0.15 0.15

Ginseng paste 0 15 30 45
1) Ginseng paste was incorporated into yanggaeng based on the total 

weight of water.

Table 1. Formular for yanggaeng with different levels of 
ginseng paste

등과 같은 함질소 화합물, 지질, 지방산, 정유성분, triterpenoid
를 포함하는 지용성 성분, 비타민, 탄수화물, 회분 등을 포함

하고 있다(Park 등 1996; Park 등 2003). 인삼에 대한 선행연구

에서는 인삼의 항산화 활성(Kim 등 2000; Shin 등 2000), 항당

뇨(Park 등 2003), 간 기능 향상(Park 등 1996), 면역기능향상

(Park 등 1996) 등의 기능성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인삼의 건강기능성 때문에, 인삼을 첨가한 음료, 

시럽, 엑기스, 과자 등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었으나, 양갱

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

삼 페이스트를 다양한 비율로 첨가하여 양갱을 제조한 후 이

화학적 품질 및 관능적인 특성을 측정함으로써 양갱 제조 

시 인삼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 사용한 인삼(Panax ginseng C. A. Meyer)은 안성

에서 재배된 6년근을 안성인삼 농협 중부지소에서 2017년 

4월 구입하였다. 백색 팥앙금(대두식품), 백설탕(CJ 제일제

당, 국산), 분말한천(화인한천, 국산), 소금(해표식품, 국산)은 

시판품을 구입하였다. 양갱의 품질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

용한 페놀프탈레인, 0.1 N-NaOH, pH 표준용액 등은 Sigma- 
Aldrich Chemical Co(St Louis, MO, US)와 Junc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인삼 페이스트 및 양갱 제조
인삼을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슬라

이스 형태로 잘라 인삼 무게의 1.5배의 물을 넣고, 믹서기

(GMFC-670, Hanil, Seoul, Korea)로 곱게 마쇄하였다. 마쇄한 

시료는 85℃에서 나무주걱으로 저어주면서 35분 간 가열하

여 인삼 페이스트를 제조하였다. 양갱 제조 시 인삼 고유의 

색을 살리기 위해 백앙금으로 사용하였고, 여러 차례 예비실

험을 거쳐 Table 1과 같은 배합비로 Park 등(2014)의 방법을 

참고하여 양갱을 제조하였다. 인삼 페이스트를 첨가하지 않

은 것을 대조군으로 하였고, 실험군은 사용하는 물을 대신하

여 인삼 페이스트를 첨가하였고, 인삼 페이스트 함량은 물 중

량 대비 5~15%까지 각각 달리하여 3개의 실험군을 제조하였

다. 양갱의 제조를 위해 물, 인삼 페이스트, 소금 및 분말 한

천이 잘 섞이도록 나무주걱으로 저어주면서 5분간 85℃에서 

가열하였다. 불을 끄고, 팥앙금을 넣고, 앙금이 뭉치지 않도

록 잘 저어주면서 약한 불에서 10분간 다시 가열하였다. 제조

된 양갱은 직사각형 틀에 넣어 실온에 방치하면서 열기를 식

힌 후, 표면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 4℃에서 3시간 

동안 굳힌 후 각종 분석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3. 수분 함량 측정
양갱의 수분함량은 AOAC 방법(1995)에 의한 상압가열건

조법으로 105℃드라이오븐(PVO 450, EYELA, Tokyo, Japan)
에서 건조시켜 정량하였다.

4. pH, 산도 및 가용성 고형물 함량 측정
양갱에 증류수를 넣어 10배 희석한 후에 3,000 rpm에서 10

분간 원심분리(Mega 17R, Hanil Co., Incheon, Korea)한 후에 

시료의 상등액을 취하여 pH, 산도, 당도 측정을 위한 시료

로 사용하였다. 시료의 pH는 pH meter(420 Benchtop, Orion 
Research, Beverly, MA, USA)로 측정하였다. 총 산도는 시료 

10 mL를 1% 페놀프탈레인 용액(OCI Company, Ltd., Incheon, 
Korea) 3방울을 떨어뜨리고, 0.1 N-NaOH 표준용액으로 중

화적정하여 소비된 NaOH량(mL)을 acetic acid 함량(%)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총 산도는 아래식으로 계산하였다.

총 산도(%)=
{(V×0.1 N-NaOH factor×A×D)⨯100} ÷ (volume of sample)
V: volume of 0.1 N-NaOH added (mL), A: conversion factor= 
0.006 (for acetic acid), D: dilution factor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당도계(PR-201α Brix 0~32%, Atago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Brix 단위로 나타냈다.

5. 조직감 측정
인삼의 조직감은 Jeong 등(2015)의 방법을 참고하여 동일

한 크기(3⨯3⨯3 cm)의 3개의 시료를 취해 Texture analyzer 
(CT3 10 K, Brookfield, Middleboro, MA USA)로 측정하였다. 
직경이 10 mm인 원기둥형 probe (TA25/1000)를 사용하였고, 
측정조건은 target type: % deformation, target value: 60%, 
trigger load: 6 g, pre-test speed 3 mm/sec, test speed 0.5 mm/sec, 
return speed 1 mm/sec, test distance 15 mm로 하였다. 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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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Ginseng paste1) (%)

Control 5 10 15

pH  6.53±0.03c  6.49±0.00b 6.47±0.01b 6.39±0.04a

Total acidity (%)  0.03±0.00a  0.07±0.01b 0.07±0.00b 0.08±0.01c

Soluble solid content (°Brix) 25.0±0.0a 25.0±0.0a 27.7±0.06b 29.7±0.06c

1) Ginseng paste was incorporated into yanggaeng based on the total weight of water.
Data were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
a~c Value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Values of pH, acidity and soluble solid content of yanggaeng added different amount of ginseng paste

Measurement
Ginseng paste1) (%)

Control 5 10 15
Moisture (%) 61.07±0.00c 60.81±0.17c 58.73±0.08b 57.68±0.33a

1) Ginseng paste was incorporated into yanggaeng based on the total weight of water.
Data were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
a~c 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 within the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2. Moisture content of yanggaeng added different amount of ginseng paste

2회 압착(two-bite test)하였을 때 얻어진 커브(curve)로부터 

경도(hardness), 점착성(adhesiveness), 탄성(resilience), 응집성

(co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검성(gumminess) 및 씹힘

성(chewiness)을 측정하였다.

6. 색도 측정
인삼 페이스트 함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양갱의 색도는 

색차계(Chrome Meter CR-400, Minolta, Tokyo, Japan)를 사용

하여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 
ness) 값으로 표시하였다. 표준 백색판으로 사용한 L*, a*, b* 
값은 각각 97.10, +0.24, +1.75이었다.

7. 관능평가
관능평가는 영양조리과학을 전공하는 21~25세 남녀 대학

생 20명을 대상으로 인삼 페이스트 첨가 수준에 따른 양갱의 

관능적인 특성을 평가하였다.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2 cm
로 하여 자른 양갱을 임의의 숫자 세 자리가 적힌 일회용 흰

색 접시에 담아서 제시하였다. 양갱의 색(color), 풍미(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전반적인 선호도(overall acceptance)
를 9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선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8. 통계 분석
모든 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software package(Version 

17.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실험

한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각 처리군 간의 유의성은 

ANOVA를 이용하여 검증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test를 이용하여 사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수분 함량
인삼 페이스트의 양을 달리하여 제조한 양갱들의 수분함

량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인삼 페이스트의 수분 함량

은 21.74%이었고, 인삼 페이스트를 첨가하지 않은 양갱의 수

분함량은 61.07%이었으며, 인삼 페이스트를 첨가하여 제조

한 양갱은 페이스트의 첨가량에 따라 57.68~60.81%의 수분함

량을 나타냈고, 인삼 페이스트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

량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선행연구(Joo & 
Cho 1998; Pyo & Joo 2011; Moon 등 2016)에서도 오디즙, 질
경이 분말, 미역 등을 첨가하여 양갱을 제조하였을 경우, 이
들 부재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비파 퓨레

(Kwon 등 2015) 첨가 양갱의 수분함량은 41.78~53.37, 더덕

(Kim & Chae 2011) 첨가 양갱의 수분함량은 44.57~52.40으로 

본 결과에 비해 다소 낮은 수분함량을 나타냈다.

2. pH, 산도 및 가용성 고형물 함량 측정
인삼 페이스트 첨가 양갱의 pH, 산도 및 당도를 측정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인삼 페이스트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

의 pH는 6.53이었다. 인삼 페이스트를 5%와 10% 첨가하여 

제조한 양갱의 pH는 각각 6.49 및 6.47로 대조군에 비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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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Ginseng paste1) (%)

Control 5 10 15

Hardness (g) 1,326.33±175.65c 1,253.00±54.25b 1,225.67±14.22ab 1,208.00±57.04a

Adhesiveness (mJ) 3.27±0.25c 3.07±0.29bc 2.83±1.66b 1.50±1.56a

Resilience 0.03±0.01ns 0.03±0.01ns 0.04±0.00ns 0.05±0.01ns

Cohesiveness 0.08±0.02a 0.08±0.01a 0.12±0.02b 0.14±0.01b

Springiness (mm) 3.29±0.09ns 3.34±0.47ns 3.03±0.12ns 3.13±0.30ns

Gumminess (g) 105.33±19.01a 107±3.61a 147.33±25.17b 171.33±14.43b

Chewiness (J) 3.40±0.56a 3.50±0.52a 4.37±0.93ab 5.27±0.71b

1) Ginseng paste was incorporated into yanggaeng based on the total weight of water.
Data were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
a~c Value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ns Values are not significant within the same row.

Table 4. Texture of yanggaeng added different amount of ginseng paste

하였고, 인삼 페이스트를 15% 첨가한 양갱의 pH는 6.39로 인

삼 페이스트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pH가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더덕 껍질 농축액(Chae & Jung 2013)을 첨가한 양

갱의 pH가 6.17~6.83, 질경이 분말(Moon 등 2016)을 첨가한 

양갱의 pH가 6.31~6.66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pH 범위를 나

타냈다. 산도의 경우, 인삼 페이스트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 

양갱의 산도는 0.03%였으며, 인삼 페이스트를 5~10% 첨가한 

양갱의 산도는 0.07%까지 높아졌고, 인삼 페이스트를 15% 
첨가한 양갱에서는 산도가 0.08로 증가하여 인삼 페이스트 

함량에 비례하여 산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Lee 등
(2009)의 연구에 의하면 인삼에는 succinic acid, citric acid, 
malic acid, tartaric acid, oxalic acid와 같은 유기산이 함유되

어 있으며, 인삼 페이스트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양갱에 함유

되어 있는 유기산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삼 페이스트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25.0 °Brix를 나타냈고, 인삼 페이스트 첨가량이 5~ 
15%로 증가함에 따라 가용성 고형물 함량도 25.0~29.7 °Brix
까지 증가하였다. 이것은 인삼에 함유된 당에 의한 것으로 인

삼을 곱게 갈아 페이스트로 만들기 위해 끓이는 과정에서 수

분이 증발하여 인삼 페이스트의 당도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양갱 제조 시 첨가하는 물을 인삼 페이스

트로 대신하였기 때문에, 인삼 페이스트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 가용성 고형물 함량이 증가하였다. Choi 등(2010)의 

연구에 따르면 백삼의 유리당(fructose, glucose, sucrose, malt- 
ose) 함량은 주근과 지근에서 각각 5.97% 및 6.21%로 보고되

고 있다.

3. 조직감 측정
인삼 페이스트를 첨가하여 제조한 양갱의 기계적인 조직

감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인삼 페이스트를 첨가하

지 않은 대조군 양갱의 경도(hardness)는 1,326.33 g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인삼 페이스트를 5~15%까지 첨가하여 제

조한 실험군 양갱의 경도는 1,208.00~1,253.00 g으로 대조군

에 비해 감소하였다. 경도는 시료가 원하는 모형으로 변형

되기까지 최대의 저항 힘으로 정의할 수 있고(Kim & Chae 
2011), 선행연구에서도 더덕(Kim & Chae 2011), 녹용 추출액

(Ahn & Kim 2010), 흑마늘 페이스트(Park 등 2014)를 첨가하

여 제조한 양갱에서도 이들 부재료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

라 경도가 감소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점착성(adhesiveness)은 시료가 표면에 달라붙는 힘으로 인

삼 페이스트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이 3.27 mJ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인삼 페이스트를 5% 및 10% 첨가한 양갱

에서는 각각 3.07 mJ와 2.83 mJ로 감소하였고, 인삼 페이스

트 첨가량이 15%인 양갱에서는 1.50 mJ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더덕(Kim & Chae 2011)과 흑마늘 페이스트

(Park 등 2014)를 첨가하여 제조한 양갱에서와 비슷한 결

과를 나타냈다. 탄성(resilience)과 탄력성(springiness)에서도 

대조군과 인삼 페이스트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실험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응집성(cohesiveness)의 경우, 대조군과 인삼 페이스트를 

5% 첨가한 실험군에서 0.08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고, 인삼 
페이스트 첨가량이 10~15%까지 증가함에 따라 응집성도 

0.12~0.14로 증가하였다. 검성(gumminess)도 대조군에서는 

105.33 g이었으나, 인삼 페이스트를 10% 및 15% 첨가하여 

제조한 양갱에서 각각 147.33 g와 171.33 g으로 증가하였다. 
씹힘성(chewiness)은 시료를 삼킬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성

질로(Kim & Chae 2011), 대조군과 인삼 페이스트를 5% 첨가

한 실험군에서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인삼 페이스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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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Ginseng paste1) (%)

0 5 10 15

Color 4.15±2.52a 4.70±1.84ab 5.80±2.33b 5.65±1.87b

Flavor 4.70±1.92ns 4.00±1.65 4.45±1.70 4.50±1.70

Taste 5.25±2.22ns 4.85±1.87 5.60±2.09 5.05±1.82

Texture 4.70±2.13ns 4.90±1.94 5.55±1.96 6.05±2.04

Overall acceptance 5.05±2.54ns 4.85±2.18 5.30±2.39 4.80±2.12
1) Ginseng paste was incorporated into yanggaeng based on the total weight of water.
a~d Value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ns Values are not significant within the same row.

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yanggaeng added different amount of ginseng paste

Measurement
Ginseng paste1) (%)

Control 5 10 15

L* 55.18±0.13b 54.85±0.49b 54.28±0.15a 54.22±0.12a

a* －1.09±0.03c －1.20±0.02b －1.72±0.06a －2.07±0.04a

b* －0.96±0.04a 6.80±0.12b 10.12±0.53c 13.35±0.16d

1) Ginseng paste was incorporated into yanggaeng based on the total weight of water.
Data were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
a~c Value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5. Hunter's color values of yanggaeng added different amount of ginseng paste

량이 10~15%까지 증가함에 따라 씹힘성도 3.50~5.27 J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인삼 페이스트에는 물보다 당분과 고형분 

함량이 높고, 이로 인해 탄력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4. 색도 측정
인삼 페이스트의 양을 달리하여 제조한 양갱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인삼 페이스

트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가 55.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삼 페이스트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인삼 페이스트를 5% 및 10% 첨가한 실험군에서의 명

도는 각각 54.85 및 54.28을 나타냈고, 인삼 페이스트를 15% 
첨가한 양갱에서는 명도 값이 54.22를 나타났다. 인삼 페이

스트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가 미미하게 감소하는 것

은 인삼 페이스트 고유의 옅은 황색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

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인삼 페이스트를 첨가하지 않

고, 제조한 대조군 양갱과 인삼 페이스트를 5% 첨가한 양갱

에서 각각 －1.09와 －1.20을 나타냈다. 인삼 페이스트를 10% 
및 15% 첨가한 양갱에서는 각각 －1.72와 －2.07을 나타내 대

조군과 5% 실험군에 비해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p<0.05).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인삼 페이스트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0.96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고, 인삼 페

이스트 첨가량이 5~15%로 증가함에 따라 6.80~13.35로 증

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인삼 페이스트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조군에 비해 명도와 적색도는 감소하고, 
황색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Jo 등 1996; Yoon 
등 2005; Lee 등 2008)에 의하면 외부에서 당을 첨가하지 않

고 열처리에 의해서도 쉽게 갈색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는 

인삼 자체에 함유된 당과 갈변을 유도하는 asparagine, glycine, 
alanine, arginine 등의 아미노산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인삼은 고유의 황갈색(Sohn 등 1997)을 나타내고 

있으며, 본 연구에 사용한 인삼 페이스트와 백색 팥앙금의 색

이 합해져서 양갱의 색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인삼 

분말을 첨가한 쿠키(Kang 등 2009), 증편(Han & Sung 2008), 
백설기(Kang 등 2010)에서도 인삼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L*값은 감소하고, b*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본 연

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5. 관능평가
인삼 페이스트를 첨가하여 양갱을 제조하고, 색, 풍미, 맛, 

조직감, 전반적인 선호도에 대한 기호도 검사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색에 대한 기호도 측정 결과, 대조군에 비해 인삼 

페이스트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인삼 

페이스트를 10%와 15% 첨가한 양갱에서 9점 만족도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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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각각 5.80 및 5.65를 보여 대조군과 인삼 페이스트 5%
를 첨가한 양갱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풍미는 4.00~4.70
으로 대조군과 실험군 간에 비슷한 값을 나타냈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맛의 경우는 인삼 

페이스트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5.25를 나타냈고, 
인삼 페이스트를 5~15%까지 첨가한 실험군에서는 4.85~5.60
을 나타냈으며,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

되지 않았다(p<0.05). 조직감과 전반적인 기호도에서도 대조

군과 실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삼 페이스트를 15%
까지 첨가하여 양갱을 제조해도 일반 양갱과 동일한 향, 맛, 
조직감 및 전반적인 선호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실험에서는 백색 팥앙금에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인
삼 페이스트 함량을 달리하여 양갱을 제조하였는데, 대조군

과 비교할 때, 실험군에서 인삼 특유의 쓴맛으로 인한 맛과 

향의 변화나 전반적인 선호도가 감소하지 않고, 대조군과 

비슷한 관능적 특성을 지닌 양갱을 제조할 수 있었다. 본 

결과를 통하여 인삼 페이스트 양갱을 제조할 때는 15% 범위

에서 인삼 페이스트를 첨가해도 기호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삼 페이스트를 첨가한 양갱을 제조하여 

이화학적 제품 특성 및 관능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인삼 페이

스트를 첨가하지 않은 양갱의 수분함량은 61.07%였고, 인삼 

페이스트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분함량도 비례적으로 

감소하여 57.68~60.81%의 수분함량을 나타냈다. 인삼 페이

스트 첨가량에 따른 pH는 6.35~6.49, 산도는 0.03~0.07%로 나

타났으며, pH 및 산도는 인삼 페이스트 함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 페이스트를 첨가

하지 않은 대조군 양갱의 당도는 2.50 °Brix를 나타냈고, 인삼 

페이스트 첨가량이 5~15%까지 증가함에 따라 당도도 2.50~ 
2.97 °Brix까지 증가하였다. 조직감 측정에서는 인삼 페이스

트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양갱의 경도와 점착성은 감소하였

고, 응집성, 검성 및 씹힘성은 증가하였으며, 탄성과 탄력성

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갱의 색도측정에서 명도

(L*)와 적색도(a*)는 인삼 페이스트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 반면에 황색도(b*)는 증가하였다. 관능평가에서는 인

삼 페이스트를 15%까지 첨가하여 양갱을 제조해도 일반 양

갱과 동일한 향, 맛, 조직감 및 전반적인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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