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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physicochemical, antioxidant activity, and sensory properties of yanggaeng 
(white bean jelly) prepared with various amounts of maca(Lepidium meyenii) powder. According to the 
results, °Brix value and pH of yanggaeng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by adding maca powder. 
Moisture contents of groups with 1% and 3% of maca powder were high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At the result of color measurement, L value of groups by the addition of maca powder was low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but b value of groups by the addition of Chinese artichoke powder was higher. 
Texture measurement score in terms of hardness, chewiness, and brittleness for yanggaeng was decreased 
significantly by the addition of maca powder.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roups by the addi-
tion of maca powder were high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NSA of groups with 7% of maca powder 
was high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As maca powder increased, antioxidant activity also became 
bigger. Sensory evaluation scores in terms of after swallowing, appearance, odor, taste, texture, and 
overall preference of groups with 3% and 5% of maca powder did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addition of 5% maca powder 
was the best substitution ratio for yanggaeng.

1. 서  론

마카(Maca, Lepidium meyenii)는 페루의 안데스 산맥 해발
4,000 m 이상의 고원지대에서 자생하는 십자화과에 속하는
채소의 일종이다. 마카의 식용부위는 감자와 비슷한 뿌리부
위로 원주민들에게 주요한 식량자원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생으로 먹거나 건조하여 저장해 뒀다가 먹기도 한다(Balick 

& Lee, 2002). 말린 뿌리는 물이나 우유에 넣고 끓여 먹거나
주스, 칵테일, 음료 또는 마카커피로 이용하고 있다(Ochoa 
& Ugent, 2001). 마카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등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alkaloid, sterol, glucosinolate 성분 등이 존재하여 다양한 생
리활성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lick & Lee, 
2002; Valentova et al., 2008). 특히 마카는 기억력 개선, 호르



최상호122

몬 조절작용, 성기능 강화, 류마티즘 개선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Cicero, Bandieri, & Arletti, 2001; Rubio 
et al., 2007; Wang, Wang, McNeil, & Harvery, 2007) 최근 미
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페루에서는 전통적인 약용식물로 간주하여 뿌리를 건
조시켜 분말, 환, 캡슐 등의 형태로 만들어 가공 유통하고
있으며, 마카 종자를 보존하고, 해외에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말로 가공한 것만 수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마카
를 식이보충음식으로 등록하여 포리지, 푸딩, 잼 등으로 섭
취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기능성을 인정받아 건강식품시장
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Kwon et al., 2009). 우
리나라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부원료로 지정한 수입

허가 품목으로 마카 가공품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국내실정에맞는연구들이진행되어왔다(Kwon et al., 2009). 
마카의 생리효과에 대해서는 성기능과 뇌기능 면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진행되었다. Zheng 등(2000)은 마카추출물을 섭
취시킨 고환이제거된 흰쥐에서 발기력 증가와발기까지 시

간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Cicero 등(2001)은 성경험
이 없는 생쥐 및 흰쥐에서 교미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

고하였다. Gonzales 등(2001)은 건강한 성인 남자에게 12주
간 섭취시켰을 때 8주 후부터 성욕, 정자 수, 정액량, 정자
운동성 증가 등 남성 성기능 증가가 보고되었다. 마카의 성
기능 강화는 남성과 여성 모두 성호르몬 증가를 통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경구투여시안전성에유리하다고한다(Brooks, 
Wilcox, Aston, Cox, & Stojanovska, 2008). 국내에서 진행된
보고로는 마카의 영양성분과 생리활성(Kwon, Lee, & Lee, 
2009), 마카 추출액의 생리활성효과(Kwon et al., 2009), 마카
보충이 스코폴아민으로 손상된 기억력 회복에 미치는 효과

(Lee et al., 2010)에 관한연구들이 있으며, 마카 추출액 첨가
에따른시럽의품질특성과항산화성(Chung, Park, Chu, Jeon, 
& Kang, 2010), 요구르트의 품질 및 항산화능(Chung, Chu, 
Park, Jeon, & Kang, 2010), 음료의 품질특성 및 저장 중 항산
화성(Jeon, Kang, & Chung, 2011) 등 식품에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식품소재로서의 마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
비한 실정이다.     
양갱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고 있는 한과의 하나로 팥과

한천으로 만든 것으로 단맛과 질감이 부드러워 등산, 여행, 
운동시에너지보충용으로이용되고있다(Han & Chung, 2013; 
Han & Kim, 2011). 최근 팥 양갱 이외에도 여러 부재료를
첨가한 양갱이 제조되어 고구마, 홍삼, 호박, 딸기, 녹차, 매
실 등을 첨가한 다양한 종류의 양갱들이 있다(Jung, 2004). 
최근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인식의 변화로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맛, 색, 향기와 같은 기호적 특성 외에도 생체조절
기능까지 갖춘 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Cho & 
Bae, 2005). 이런 추세에 맞춰 다양한 기능성 부재료를 첨가

한 양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초석잠 분말(Choi, 
2016), 복숭아 가루(Lee, 2016), 밤 분말(Jhee, 2016), 미나리
가루(Oh, 2015), 여주 분말(Lee et al., 2015), 아사이베리 분말
(Choi, 2015), 산사추출액(Kim, 2015), 울금 분말(Kim et al., 
2014), 석류 분말(Kim et al., 2014), 아로니아즙(Hwang & 
Lee, 2013), 상황버섯 균사체(Hong, Jung, & Kim, 2013), 쑥분
말(Choi & Lee, 2013), 블루베리 분말(Han & Chung, 2013), 
감귤분말(Cha & Chung, 2013), 숙지황농축액(Oh et al., 2012), 
녹차가루(Choi et al., 2010) 등의 기능성 재료를 첨가하여 양
갱의 품질특성과 항산화능을 비교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

다. 양갱은 제조 시 사용되는 재료의 영양성분과 재료배합
비율에 따라 다양한 기능성 양갱의 제조가 가능하고, 제조
방법에 따라 다른 품질특성을 가지게 된다(Kim, 2015). 마카
는 오랫동안 섭취되어 왔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되었고, 
페루의 인삼으로 불릴 만큼 기능성이 뛰어난 식품원료이다

(Kwon, Lee, & Lee,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풍부한 영
양성분과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마카 분말을

첨가하여 양갱을 제조하고, 이화학적 특성, 관능검사 및 항
산화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마카 양갱 제품의 상품성
증대와 기능성 제품으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고, 마카
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본연구에사용된흰앙금(대두식품), 한천가루(화인한천), 
설탕(정백당, 큐원), 올리고당(프락토올리고당, 청정원)은 시
중에서구입하여사용하였다. 마카분말은페루산진마카(갑
당식품, 2016년)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였다.

2.2. 마카 분말 첨가 양갱의 제조

양갱제조는 선행연구(Choi & Lee, 2013)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예비실험을 거쳐 Table 1과 같은 배합비와 Fig. 1과 같
은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한천분말 10 g에 물 400 mL를 넣
고, 실온에서 10분간불린후 중불에서 8분간 가열하여한천
을 녹인 다음 설탕과 올리고당을 넣고 걸쭉해지도록 5분간
가열하였다. 그 다음 흰앙금을 넣고 5분간 더 끓인 후 일정
량의 마카 분말을 넣고 2분간 가열한 다음, 양갱 틀에 부어
실온에서 3시간 이상 식혀서 사용하였다. 

2.3. 실험방법

2.3.1. pH, 총산도 및 당도 측정

마카 분말 첨가 양갱의 pH는 시료 5 g에 증류수 50 m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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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r for yanggeng added with maca(Lepi-
dium meyenii) powder

Ingredients(g)
Samples1)

MY0 MY1 MY3 MY5 MY7

Cooked white bean 500 495 485 475 465

Maca powder   0   5  15  25  35

Agar powder  10  10  10  10  10

Sugar  50  50  50  50  50

Oligosaccharide  50  50  50  50  50

Water 400 400 400 400 400

1) MY0: Control(Yanggeng with 0% maca powder).
  MY1: Yanggeng with 1% maca powder.
  MY3: Yanggeng with 3% maca powder.
  MY5: Yanggeng with 5% maca powder.
  MY7: Yanggeng with 7% maca powder.

Water, agar

⇓ Stirring and boiling for 10 mins

Sugar, oligosaccharide

⇓ Stirring and boiling for 5 mins

Cooked white bean

⇓ Stirring and boiling for 5 mins

Maca(Lepidium meyenii) powder(0, 1, 3, 5, and 7%)

⇓ Stirring and boiling for 2 mins

Molding

⇓ Cooling for 3 hrs

Maca yanggaeng

Fig. 1. Procedure for preparation of yanggeng added 
with maca(Lepidium meyenii) powder.

넣고 10분간 섞어 현탁액으로 만든 후 pH meter (pH 210, 
HANNA, Italy)로 측정하였다. 총산도는 0.1 N NaOH로 적정
하여 이때 소비된 NaOH 함량을 citric acid(%)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당도는당도계(PR-210α, Atago Co., Japan)를사
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모든 시료는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
값을 구하였다.

2.3.2. 수분함량 측정

마카분말첨가양갱의수분함량은중간부분을취하여적

외선 수분 측정기(FD-600, KETT Electric Lab., Japan)를 이용
하여 105℃에서 5회 반복 측정한 후 그 평균값을 구하였다.

2.3.3. 색도 측정

마카 분말 첨가 양갱의 색도는 색차계(CM-3500, Minolta 
Inc., Japan)를 사용하여 양갱의 내부의 L(명도)값, a(적색도)
값, b(황색도)값을 5회반복측정후그평균값으로나타내었
다. 이때 사용한 표준 백판의 L, a, b값은 각각 94.61, -0.05, 
2.79이었다.

2.3.4. 조직감 측정

마카 양갱의 조직감 측정은 양갱을 일정한 크기(5×5×2 
cm)로 자른 다음, Rheometer (Compac-100, Sun Scientific Co., 
Japan)를이용하여 distance 5 mm, plunger diameter 10 mm, table 
speed 120 mm/s의 조건으로 측정하였으며, 모든 시료는 5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2.3.5. 항산화능

2.3.5.1. 총 페놀 함량 측정 

마카 양갱의 polyphenol 함량은 Folin-Denis 법에 의해 비
색 정량하였다. 시료 1 mL에 phenol reagent 1 mL를 가하여
3분간정치한후, 10% Na2CO3 1 mL를 혼합하고, 1시간실온
에서방치하여 700 nm에서흡광도(UV-VIS spectrophotometer 
UVmini-1240, Shimadzu Corp. Japan)를 측정하였다. 표준곡
선은 gallic acid 용액으로 작성하였고, 총 페놀 함량은 사용
된 원료량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2.3.5.2. DPPH 라디컬 소거능

시료의전자공여능은α,α'-diphenyl-β-pycrylhydrazyl (DPPH)
을 사용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즉, DPPH 시약 12 mg을
absolute ethanol 100 mL에 용해한 후 50% ethanol 용액을 첨
가하여 DPPH 용액의흡광도(UV-VIS spectrophotometer UVmini- 
1240, Shimadzu Corp. Japan)를 517 nm에서 약 1.0으로 조정
한 후, 추출액 0.5 mL에 DPPH 용액 5 mL를 혼합하여 1분
후 흡광도(UV-VIS spectrophotometer UVmini-1240, Shimadzu 
Corp. Japan)를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1-(시료첨가구의 흡광도/무첨가구의 흡광도)〕×100

2.3.5.3. 아질산염소거능 

시료 1 mL에 1 mM 아질산나트륨 용액 1 mL를 가하고, 
0.1 N HCl 및 0.1 M 구연산 완충액(pH 3.0)을 가하여 반응용
액의 총 부피를 10 mL로 한 후 37℃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이 반응액 1 mL를 취하여 2% 초산용액과 Griess 시약을 차
례로 가하여 실온에서 15분간반응시킨후 520 nm에서흡광



최상호124

도(UV-VIS spectrophotometer UVmini-1240, Shimadzu Corp. 
Japan)를 측정하여 시료 무첨가구에 대한 시료 첨가구의 아
질산염 소거능을 계산하였다.

2.3.6. 관능검사

냉장 보관된 양갱을 실온에서 1시간 방치한 후 사용하였
으며, 무작위로 선정된 대학생 40명(평균연령 23.6세, 여학
생 21명, 남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정한 크
기(4×4×2 cm)로 자른 양갱은 생수와 함께 제시하였다. 평가
항목은삼킨후의느낌(after swallowing), 외관(appearance), 냄
새(odor), 조직감(texture), 맛(tast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하여 7점 척도법(7점: 매우 좋다, 1점: 매우
싫다)으로 평가하였다.

2.4. 통계처리

마카 분말 첨가 양갱의 이화학적 특성, 기계적 특성 및
관능검사 결과는 분산분석(ANOVA)와 다중범위 검정(Dun-
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유의성 검정을 하였으며, 모
든 통계자료는 통계 package SAS 9.4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이화학적 특성

마카 분말을 첨가한양갱의이화학적특성을측정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양갱의 pH 측정 결과 대조군이 6.81로
가장 높았고, 마카 분말 7% 첨가군이 6.31로 가장 낮았으며
마카 분말을 첨가할수록 감소하였다(p<0.001). 마카 추출액

Table 2. pH, titratable acidity(TA), °Brix, and moisture 
content of yanggaeng added with maca(Lepidium me-
yenii) powder

Samples1) pH TA °Brix(%) Moisture 
content(%)

MY0 6.81±0.00a 0.19±0.00b 61.20±0.20a2) 31.70±0.20c

MY1 6.74±0.02b 0.19±0.00b 60.47±0.41b 34.50±0.01b

MY3 6.66±0.03c 0.19±0.00b 57.86±0.23c 36.53±0.11a

MY5 6.37±0.01d 0.20±0.00a 56.06±0.11d 31.66±0.15c

MY7 6.31±0.02e 0.20±0.01a 54.93±0.11e 30.96±0.05d

F-value 318.66*** 19.00*** 374.66*** 440.32***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 p<0.001.

첨가 시럽(Chung et al., 2010), 마카 열수추출물첨가요구르
트(Chung et al., 2010), 마카 추출액 첨가 음료(Jeon et al., 
2011)의 pH도 마카 추출액을 첨가할수록 감소하여 같은 경
향을 보였다. 복숭아 가루(Lee, 2016), 초석잠 분말(Choi, 
2016), 미나리 분말(Oh, 2015), 석류 분말(Kim et al., 2014), 
감귤 분말(Cha & Chung, 2013) 및 블루베리 분말(Han & 
Chung, 2013)을 첨가한 양갱에서도 부재료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pH가 낮아져 본 연구와 같았다. 마카 분말 첨가
양갱의 적정 산도는 대조군과 마카 분말 1%와 3% 첨가군
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마카 분말 5%와 7% 첨가군
은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이는 마카 분말을
첨가할수록 pH가 낮아진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에 사용된 마카 분말의 pH와 산도는 각각 5.47±0.01, 0.27± 
0.01이었다. 마카 분말 첨가 양갱의 당도는 대조군이 61.20 
°Brix, 마카 분말 첨가군이 54.93～60.47 °Brix였으며, 마카
분말을 첨가할수록 감소하였다(p<0.001). 복숭아 가루(Lee, 
2016), 초석잠 분말(Choi, 2016), 미나리 가루(Oh, 2015), 울
금 분말(Kim et al., 2014), 감귤분말(Cha & Chung, 2013), 생
강가루(Han & Kim, 2011), 녹차가루(Choi et al., 2010)를 첨
가 양갱의 당도도부재료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감소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석류분말(Kim et al., 
2014), 블루베리 분말(Han & Chung, 2013), 숙지황 농축액
(Oh et al., 2012)을 첨가한 양갱의 당도는 부재료를 첨가할
수록 증가하여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첨가하는 부재료의 당 함량이 양갱의 당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카 분말 첨가 양갱의 수분함량은
대조군이 31.70%였으며, 마카 분말 1%와 3% 첨가군은 대
조군보다 높았으나, 5% 첨가군부터 감소하여 대조군보다
유의적인차이가 없거나 낮게 나타났다(p<0.001). 이는 마카
분말에 함유된 식이섬유소의 수분 보수성으로 인해 마카

분말 3% 첨가까지는 수분함량이 증가하였으나, 첨가 재료
로 사용한 마카 분말의 낮은 수분함량(4.1± 0.2%)으로 인해
마카 분말 첨가량이 많을수록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초
석잠 분말(Choi, 2016), 녹차가루(Choi et al., 2010), 감귤분말
(Cha & Chung, 2013), 석류분말(Kim et al., 2014)과 블루베리
분말 첨가 양갱(Han & Chung, 2013)에서 부재료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복숭아 가루
(Lee, 2016), 미나리 가루(Oh, 2015), 쑥 분말(Choi & Lee, 
2013)과 자색고구마 첨가 양갱(Lee & Choi, 2009)에서는 첨
가재료의 양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감소하여다른결과

를보였다. 이와같이첨가하는부재료에따라 양갱의 수분함
량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3.2. 색도

마카 분말 첨가 양갱의 색도 측정결과는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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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unter’s color value of yanggaeng added with 
maca(Lepidium meyenii) powder

Samples1)
Hunter’s color value

L a b

MY0 47.49±0.11a2) -0.76±0.03a  3.24±0.26e

MY1 44.29±0.20b -0.68±0.01a  8.14±0.26d

MY3 42.46±0.31c -0.61±0.02a 13.60±0.50c

MY5 40.26±0.50d 0.14±0.03a 18.84±0.28b

MY7 38.09±0.37e 1.15±0.03a 23.85±0.28a

F-value 362.43*** 1.07 1,847.16***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 p<0.001.

L값은 대조군이 47.49이었고, 마카 분말 첨가군은 38.09～
44.29로 나타나 대조군이 가장 높았고, 마카 분말을 첨가할
수록 L값은 감소하였다(p<0.001). 마카 추출액을 첨가한 시
럽(Chung et al., 2010), 요구르트(Chung et al., 2010) 및 음료
(Jeon et al., 2011)의 L값도 마카 추출액을 첨가할수록 감소
하여 본 연구와 같았다. a값은 대조군과 마카 분말 첨가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b값은 대조군이 3.24로 가
장 낮았으며, 마카 분말을 첨가할수록 증가하여 7% 첨가군
이 가장 높았다(p<0.001). 마카 추출액 첨가 시럽(Chung et 
al., 2010)에서 마카 추출액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b값이 증
가하였는데 이는 마카 추출액의 색이 황색계열이기 때문이

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마카 분말의 황
색계열 색이 마카 양갱에 영향을 미쳐 마카 분말을 첨가할

수록 L값은 감소하고, b값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Texture of yanggaeng added with maca(Lepidium meyenii) powder

Samples1)
Texture properties

Hardness(g/cm2) Springiness(%) Cohesiveness(%) Chewiness(g) Brittleness(g)

MY0 7,671.33±155.87a2) 317.69±13.65a 38.22±4.04b 482.76±32.51a 153,085.73±3,860.87a

MY1 6,638.00±206.58b 419.63±6.25a 39.01±0.72b 421.97±38.03a 142,367.91±1,358.55b

MY3 6,531.00±208.81b 331.83±49.27a 42.26±3.58b 340.38±8.10b 138,779.07±9,277.20b

MY5 5,155.00±65.19c 351.12±84.59a 48.69±1.48a 341.84±58.24b 116,770.71±3,502.66c

MY7 4,813.00±67.01d 390.12±19.75a 48.28±3.49a 346.82±14.93b 113,262.48±4,326.03c

F-value 172.06*** 2.61 8.40** 9.83** 33.00***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 p<0.01, *** p<0.001.

3.3. 조직감

마카 분말 첨가 양갱의 조직감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경도는 대조군이 가장 높았고, 마카 분말 첨가량이 많을
수록감소하여 7% 첨가군이가장낮은값을보였다(p<0.001). 
탄력성은대조군과 마카 분말 첨가군사이에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다. 응집성은 대조군과 마카 분말 1%와 3% 첨가군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5%와 7% 첨가군은 대
조군보다 높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씹힘성은
대조군과 마카 분말 1% 첨가군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
나, 마카 분말 3% 첨가군부터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아
차이를 보였다(p<0.001). 부서짐성은 대조군이 마카 분말 첨
가군보다 높았으며, 마카 분말을 첨가할수록 감소하였다

(p<0.001). 이상의 결과 마카 분말을 첨가 시 양갱의 조직감
에 영향을 미쳐 경도, 씹힘성과 부서짐성을 감소시키고, 응
집성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마카에 함유된
식이섬유(8.23～9.08%) 등 각종 영양성분이 양갱 제조 시 한
천의 응고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초석잠 분말
첨가 양갱(Choi, 2016)에서는 초석잠 첨가가 양갱의 경도, 응
집성, 씹힘성과 부서짐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으
며, 복숭아 양갱(Lee, 2016)에서는 복숭아 가루가 양갱의 경
도와 부서짐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첨가재료가 조
직감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3.4. 항산화능

Table 5는 마카 분말을 첨가한 양갱의 DPPH 라디칼 소거
능 및 아질산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이다. 마카 분말 첨가
양갱의 DPPH 라디칼소거능은 대조군이 5.01%로가장 낮았
고, 마카 분말 첨가군은 6.82～12.80%로 나타나 마카 분말을
첨가할수록 증가하였다(p<0.001). 마카 분말 첨가 양갱의 아
질산염소거능은대조군이 50.32%였으며 ,마카분말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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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tioxidant activity of yanggaeng added with 
maca(Lepidium meyenii) powder

Samples1) DPPH(%) NSA(%)

MY0  5.01±0.46c2) 50.32±0.57b

MY1  6.85±0.46b 50.68±0.69b

MY3  7.79±0.99b 51.05±0.82b

MY5 12.80±0.18a 51.26±0.12b

MY7 12.93±0.50a 53.00±0.54a

F-value 113.55*** 8.85**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 p<0.01, *** p<0.001.

와 5% 첨가군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마카 분
말 7% 첨가군은대조군보다유의적으로높았다(p<0.01). 마카
추출액을 첨가한 시럽(Chung et al., 2010), 요구르트(Chung 
et al., 2010) 및 음료(Jeon et al., 2011)의 항산화성을 조사한
결과 DPPH 라디칼 소거능과 SOD 소거능에서 마카 추출액
첨가군이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나 높은 활성을 보였다. 또
한 총폴리페놀함량이 대조군보다 마카 추출액첨가군의 함

량이 높아 항산화력이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폴리페놀 함
량이 높은 소재는 대체로 항산화력이우수한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Kim, Yoo, Park, & Jeong, 2006), 마카 분말
첨가 시 양갱제조 후에도 이러한 폴리페놀성분이 존재하여

항산화 활성을 높인 것으로 사료된다. 

3.5. 관능검사

마카 분말 첨가 양갱의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yanggaeng added with maca(Lepidium meyenii) powder

Sensory properties
Samples1)

F-value
MY0 MY1 MY3 MY5 MY7

After swallowing 4.30±0.47b2) 4.50±0.51b 5.15±0.67a 5.35±0.67a 4.55±0.51b 12.51***

Appearance quality 3.65±0.48d 4.30±0.47c 5.15±0.81b 5.65±0.98a 5.10±0.71b 23.95***

Odor quality 4.40±0.50c 4.55±0.51c 5.15±0.87ab 5.40±0.75a 4.75±0.78bc  7.05***

Texture quality 4.60±0.59b 4.95±0.68b 5.40±0.86a 5.45±0.82a 4.70±0.65b  6.98***

Taste quality 4.70±0.65c 5.20±0.76b 5.95±0.60a 5.75±0.63a 4.65±0.67c 15.65***

Overall quality 4.60±0.50c 5.15±0.48b 5.75±0.44a 5.60±0.82a 4.30±0.47c 24.67***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 p<0.001.

삼킨후의느낌은대조군보다 마카 분말 3%와 5% 첨가군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다른 첨가군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001). 외관의 기호도는 마카 분말 5% 첨가군
이 5.65로 가장 높았고, 대조군이 3.65로 가장 낮아 시료 간
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냄새의 기호도는 마카
분말 5% 첨가군이 가장 높았고, 3% 첨가군도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p<0.001). 조직감의 기호도는
대조군보다 마카 분말 3%와 5% 첨가군이 유의적으로 높았
으며, 다른 첨가군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001). 맛의 기호도와 전반적인 기호도에서는 대조군과 마
카 분말 7% 첨가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마카 분말
1%, 3%와 5% 첨가군은 대조군보다 높은 기호도를 보였으
며, 3%와 5% 첨가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이상의
결과 마카 분말 5% 첨가까지는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높
은 기호도를 보였으며, 7% 첨가군은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
이가 없거나 낮게 평가되었다.

4. 요약 및 결론 

본연구에서는기능성소재로서마카 활용 가능성을살펴

보고자 마카 분말을 0, 1, 3, 5, 7% 첨가한 양갱을 제조하여
품질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갱의 pH 측정 결
과 대조군이 마카 분말 첨가군보다 높았으며, 마카 분말을
첨가할수록 감소하였다(p<0.001). 적정 산도는 대조군과 마
카분말 1%와 3% 첨가군은유의적인차이가없었으나, 마카
분말 5%와 7% 첨가군은대조군보다높게나타났다(p<0.001). 
양갱의당도는대조군이가장높았고, 마카분말을첨가할수
록 감소하였다(p<0.001). 수분함량은 대조군보다 마카 분말
1%와 3% 첨가군이 더 높았고, 5% 첨가군부터 감소하는 경
향을보였다(p<0.001). 색도측정에서 L값은대조군이가장높
았고, 마카 분말을 첨가할수록 L값은 감소하였다(p<0.001). 



마카양갱의 품질특성 127

a값은 대조군과 마카 분말 첨가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b값은 대조군이 가장 낮았고 마카 분말을 첨가할수
록 증가하였다(p<0.001). 조직감 측정에서 경도, 씹힘성과 부
서짐성은 대조군이 가장 높았고, 마카 분말 첨가량이 많을
수록 감소하였다(p<0.001). 탄력성은 대조군과 마카 분말 첨
가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응집성은 대조군과
마카 분말 1%와 3% 첨가군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으나, 5%와 7% 첨가군은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 
0.001). 양갱의 항산화능 측정결과,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대조군이 5.01%로 가장 낮았고, 마카 분말 첨가군은 6.82～
12.80%로 나타나 마카 분말을 첨가할수록 증가하였다(p< 
0.001). 아질산염 소거능은 대조군과 마카 분말 1%, 3%와
5% 첨가군은유의한차이가없었으나, 마카분말 7% 첨가군
은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관능검사에서 삼
킨 후의 느낌은 대조군보다 마카 분말 3%와 5% 첨가군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01), 외관의 기호도는 마카 분말
5% 첨가군이 5.65로 가장 높았다(p<0.001). 냄새의 기호도, 
조직감의 기호도, 맛의 기호도와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마카
분말 3%와 5% 첨가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
(p<0.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마카 분말을 5%까
지 첨가하여 양갱을 제조한다면 대조군과 비교하여 이화학

적 및 관능적 품질특성에서 차이가 없고, 기능적인 면에서
는 항산화 활성이 우수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성 식품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마카 분말만을 양갱의첨가 재료로 사용하였

으므로, 향후 다양한 전처리를 한 마카를 활용한 양갱 제조
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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