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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의기대수명증가로인한고령화사회가심화되면서사

회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노인의 의미가 변화되고 있고, 이

러한 ‘실버세대’를위한주거지, 복지시설등이확대되고있는
추세이다. 또한, 건강한노년을위해운동과식이요법을통해
질병을예방하고자하는개인적, 사회적노력이지속되고있다. 
나트륨 과잉 섭취의 우려로 저염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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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풍나물 분말 첨가 양갱의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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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veloped a new yanggaeng(red bean sweet jelly) by adding Peucedanum japonicum 
powder from 5% to 20%. It has been evaluated its physicochemical, sensor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y.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Peucedanum japonicum powder was 
40.53% and the total phenolic compound content was 13.36 mg/100 g. Moisture content of yanggaeng 
with Peucedanum japonicum powder added 5～15% was 50.24～48.32%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control group(p<0.05). The hardness of yanggaeng was 2,748.25 g/m2 in control and the 
PY5 and PY10 were 4,012.05 g/m2 and 4,019.40 g/m2 respectively,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
trol(p<0.05). However, when the amount of Peucedanum japonicum powder was increased by more 
than a certain rate, it decreased again, as 2,155.39 g/m2 in PY20. As a result of the acceptance 
test of the yanggaeng, the flavor of yanggaeng with Peucedanum japonicum powder was evaluated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p<0.05), but PY20 was 5.20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with PY10. 
The overall acceptance of the yanggaeng showed the lowest value of 4.00 in the control, PY15 
showed significantly high value as 7.80(p<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the acceptance of 
samples with Peucedanum japonicum powder 5～15%  was higher than that of control. It was con-
cluded that 10% and 15% of the Peucedanum japonicum powder could be added for the develop-
ment of the yanggaeng. According to the above study result,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Peuce-
danum japonicum for developing functional food would be possible, and a new yanggaeng product 
by adding Peucedanum japonicum would have good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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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식뿐만아니라외식에서도염분을줄이고자하는노력
이 이루어지며, 육류 섭취를 줄이고 채소를 통해 식이섬유
소를 보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방풍나물(Pucedanum japonicum Thunb)은 갯방풍 또는 갯

기름나물로 불려지며, 그 뿌리를 식방풍이라 한다. 방풍나물
은 전남 여수 지방에서 노지재배를 하고, 충남 보령, 태안, 
경북 포항 지역에서는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으며, 주로 어
린잎을 생식하거나 익혀서 나물로 소비하고 있다. 최근 방
풍나물의 화학성분(Kim, 2008) 및 면역반응(Kang, Oh, Kim, 
& Park, 2015), 치매예방(Kim, Choi, Lee, & Cho, 2013) 등의
약리적 효능에대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이와같은 기능성

을 이용한 식품소재로써의 이용성이 기대되는 작물이며, 그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Jin, Li, & Piao, 1992). 최
근건강한식생활을위한트렌드가형성되면서식물성식품에

대한관심과 이를 이용한 식품개발이 지속될 것으로판단된

다. 이를위해나물로무쳐먹는방법으로제한되어있던 방풍
나물을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그 품질특성을 알아보고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전통적인한국형식사형태에서는찾아보기힘들었던

식문화였으나, 최근 디저트, 후식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이 증가하면서 제과, 제빵 제품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
다. 하지만, 밀가루가 주원료이기 때문에 샐리악 질환이 있
는 소비자의 경우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쌀가루 등으

로 대체한 제과 제품(Byeon, Ra, & Kim, 2017)의 품질특성
연구가진행되고있다. 제과이외에도부재료의첨가가용이
하고, 전통적으로널리소비되었던간식으로양갱이있다. 양
갱은 한천, 앙금, 설탕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으로 우리나
라에서 즐겨온 대표적인 간식거리이다(Han & Kim, 2011). 
양갱은 주원료인 한천에 의해 부드러우면서 탄력성이 있는

조직감을 갖는다. 한천은 대부분 식이섬유질로 구성되어 있
어 칼로리가 낮고 보수력이 커서 포만감과 정장작용을 하며

(Jeon, Hong, & Kim, 2005), 보수력이 큰 한천으로 만든 양갱
은 치아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 혹은 어린이를 위한 간식으

로 소비되고 있다. 또한, 맛과 건강을 동시에 고려하는 사회
적트렌드에따라양갱제품개발을위해기능성식재료를첨

가하여 제조할 때, 그 제조방법이 용이하기 때문에 구절초
(Lee, 2017), 파프리카(Park, Woo, Lee, Kang, & Lee, 2014), 
쑥(Choi & Lee, 2013), 미나리(Oh, 2015), 배(Park et al., 2011), 
오디(Kim, 2012; Pyo, 2011), 블루베리(Han & Chung, 2013), 
아사이베리(Choi, 2015) 등 채소류와 과일류를 포함한 다양
한 형태의 부재료 첨가 양갱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리적 효능과 항산화 활성을 갖는

방풍나물의 활용도 증진을 위해 간식으로 널리소비되고 있

는 양갱 제조에 부재료로 첨가하여 건강지향적상품개발 가

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화학적, 관능적 특성 및 항

산화 활성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식물성 식품소재를 활용
한 고령화 사회의 고품질 간식개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방풍 분말(한국산, 농업법인(주)미산약
초농장, Daegu, Korea)은 2017년 3월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으
며, 한천분말(밀양한천, (주)밀양한천, Miryang, Korea), 백앙
금(백옥앙금, (주)대두식품, Daegu, Korea), 올리고당(이소말
토 올리고당, (주)오뚜기, Seoul, Korea), 설탕(정백당, (주)큐
원, Seoul, Korea), 꽃소금(꽃소금, (주)해표, Seoul, Korea), 물
(삼다수 (주), 농심, Seoul, Korea)을 서울시 소재 대형마트에
서 구입하여 양갱을 제조하였다.

2.2. 방풍나물 양갱 제조 

본 연구에서의 방풍나물 분말 양갱 제조방법은 Lee(2017)
의연구를참고하였으며, 방풍나물분말양갱의첨가비율은
여러 차례의 예비실험을 거친 후, 방풍나물을 첨가하지 않
은 Control과 양금 양 대비 방풍나물 5, 10, 15, 20% 첨가한
시료군으로 정하였다. 양갱의 제조는 Table 1과 같다.

2.3. 수분함량 

방풍나물분말및양갱의일반분석방법은 AOAC법(Asso-

Ingredient
Samples1) 

Control PY5 PY10 PY15 PY20

Peucedanum
japonicum powder 0 5 10 15 20

Cooked white bean 300 295 290 285 280

Oligosaccharide 100 100 100 100 100

Sugar 50 50 50 50 50

Water 150 150 150 150 150

Agar powder 5 5 5 5 5

Salt 1.5 1.5 1.5 1.5 1.5

1) Control : Yanggaeng using not Peucedanum japonicum powder. 
PY5 : Yanggaeng using Peucedanum japonicum powder by 5%. 
PY10 : Yanggaeng using Peucedanum japonicum powder by 10%. 
PY15 : Yanggaeng using Peucedanum japonicum powder by 15%. 
PY20 : Yanggaeng using Peucedanum japonicum powder by 20%.

Table 1. Manufacturing method of yanggaeng added 
with Peucedanum japonicum powder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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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2000)에 따라 실시하였
다. 수분함량은 105℃ 상압가열건조법(J-DSA2, Jisico Co., 
Seoul, Korea)을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나타
내었다.

2.4. pH 

방풍나물 분말과 양갱의 pH는 pH meter(Thermo Orion 3 
star Benchtop, USA)를이용하여측정하였다. 시료는모두분쇄
하여 사용하였으며, 시료 10 g과 증류수 90 g을 삼각플라스
크에 취하여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2.5. 색도 

방풍나물 분말과 양갱의 색도는 색차계(Chromameter, CR- 
300,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사용하여 Hunter value
에 의한 L-value(lightness), a-value(redness), b-value(yellow-
ness)를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표준 백색
판의 L값, a값, b값은 각각 9135, -0.04, -0.35이었다.

2.6. Texture

양갱의 Texture Profile Analysis(TPA)는 견고성(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응집성(cohesiveness), 탄력성(springi-
ness), 점착성(gumminess), 씹힘성(chewiness), 부서짐성(frac-
tureforce)을측정하였다. 리오미터(rheometer Compac-100, Sun 
Scientific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2.7. DPPH 라디컬 소거활성 

방풍나물 및 양갱의 DPPH 라디컬 소거활성은 선행연구
(Kim, 2008)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추출물 0.2 mL
에 0.2 mM DPPH(diphenyl-2-picry-hydrazyl) 용액 0.8 mL를
vortex상에서 가하고, 30분간 방치한 후 52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으며 다음과같은 계산식에 의해 라디컬 소거활

성을 구하였다.

DPPH 라디컬
소거활성(%)

=



무첨가구의흡광도

시료첨가구의흡광도 

×

2.8. 총 페놀화합물 측정 

방풍나물및양갱의총페놀성화합물함량의측정은 Folin- 
Denis's phenol method(Swain & Hilis, 1959)에 준하여 측정하
였다. 시료액 150μL에 2,400μL의 1차 증류수와 2N Folin- 
Ciocalteu reagent 150μL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하고 1N 
sodium carbonate(Na2CO3) 300μL를 가하여 암소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760 nm에서 흡광도(Shimadzu Co., UVmini 
1240, Japan)를측정하였다. 총페놀성화합물함량은 catechin 
(Sigma Chwmical Co., USA)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 검량곡
선(y=1.3934x + 0.0109, R2=0.9998)으로부터함량을구하였으
며 시료 100 g 중의 mg catechin(mg CE/100 g)으로 나타내었
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 
표준 검량곡선은 catechin(Sigma Chemical Co., USA)을 70% 
에탄올을 희석하여 최종 농도가 25, 75, 100, 150, 200μL/100 
g 용액이 되도록 취하여 표준 검량곡선을 작성하였다.

2.9. 관능검사 

방풍나물 분말 첨가 양갱의 관능검사는 대전광역시 소재

우송대학교 조리전공 학생(남자: 20명, 여자: 20명)을 대상으
로실시하였다. 양갱은일정한양(5 g)을 일회용접시에담아
제공하였으며 한 개의 시료를 평가한 후 반드시 생수로 입

안을 헹구고 다른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여 맛의 순응을 방

지하였다. 양갱의 관능적 특성항목은 색(color), 향(aroma), 
맛(flavor), 입안에서의 촉감(mouth feel), 씹힘성(chewiness), 
부드러움(softness),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로
평가하였으며, 9점 기호척도(nine point hedonic scale)를 이용
하여 대단히 좋다 9점, 보통이다 5점, 대단히 싫다 1점으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2.10. 통계분석 

기호도 검사를 제외한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고, 
SPSS Statistics(ver. 20.0, IBM Inc., Armonk, NY, USA)를 사
용하여 처리하였다. 실험 결과는분산분석(ANOVA)을 수행
하여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시료간의 유의성
검정은 사후분석을 통해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3. 결과

3.1. 방풍나물 분말의 품질특성

3.1.1. 수분함량, pH, 색도 및 항산화 활성  

방풍나물 분말의 수분함량 및 pH 측정결과는 Table 2와
같다. 방풍나물의수분함량은 3.95%로측정되었고, pH는 4.64
로 약산성의 특성을 보였다. Son, Kang, Jung과 Joon(2013) 
연구에서블렌칭처리에따른갯기름나물의수분함량이 4.22%
로 측정되어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방풍나물 분말의 색도
측정결과, 명도 L값은 52.67로측정되었고, 적색도 a값은 1.47, 
황색도 b값은 23.32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방풍나물 분말의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기 위해 DPPH 라디컬 소거 활성 및
총 페놀함량은 방풍나물 분말의 DPPH 라디컬 소거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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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Peucedanum japonicum powder

Moisture (%)  3.95±0.01

pH  4.64±0.01

L value 52.67±0.60

a value  1.47±0.90

b value 23.32±0.55

DPPH radical scavenging (%) 40.53±0.02

Total phenol content (mg/100 g) 13.36±0.01

Table 2. Moisture, pH, color and antioxidant activity of 
Peucedanum japonicum powder

40.53%로측정되었고, 총페놀성화합물함량은 13.36 mg/100 
g이었다. Ra와 Kim(2016)의 연구에서 강황 분말의 DPPH 라
디컬소거활성이 47.10%의활성을보였으며, 방풍나물분말
이 40.53%로 측정되어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3.2. 방풍나물 분말 첨가량에 따른 양갱의 품질특성

3.2.1. 수분함량 및 pH 

방풍나물 분말 비율을 달리한 양갱의 수분과 pH를 측정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방풍나물이 첨가되지 않은 시료

Samples1)

F-value
Control PY5 PY10 PY15 PY20

Moisture (%) 45.63±0.392)d4) 50.24±0.77a 49.55±0.28b 48.32±0.69c 43.41±0.80e 163.98***3)

pH  6.04±0.02b  6.12±0.01a  6.05±0.01b  5.91±0.01c  5.84±0.02d 232.764***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Mean±S.D.
3) ***p<0.001.
4) The same upper case letter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ampl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Moisture and pH of yanggaeng with Peucedanum japonicum powder

Hunter
color value

Samples1)

F-value
Control PY5 PY10 PY15 PY20

L 50.34±0.212)a4) 28.12±0.43b 26.65±0.35c 23.32±0.26d 20.21±0.12e 751.317***3)

a -2.40±0.02d -0.66±0.01c -0.46±0.01b -0.35±0.06b -0.21±0.05a 316.511***

b 5.09±0.11a 4.10±0.11a 2.09±0.35b 1.92±0.11b 1.75±0.03b  73.252***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Mean±S.D.
3) ***p<0.001.
4) The same upper case letter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ampl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Color of the yanggaeng according to the amount of Peucedanum japonicum powder

 

군은 45.63%로 측정되었으며, 방풍나물 5∼15% 첨가 시료
군이 50.24∼48.32%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
을 보였다(p<0.05). 방풍나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양갱의
수분함량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PY20 시료군이 43.41%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자색고구마 첨가 양갱(Lee & Choi, 
2009), 오디즙첨가양갱의제조조건최적화(Pyo & Joo, 2011)
의 연구 결과에서도 부재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

량이 감소한다는 결과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방풍나물
분말이 첨가된 양갱의 pH는 방풍나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PY20의 pH가 5.84의값으로유의적으로가장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아사이베리 분말을 첨가한 양갱
(Choi, 2015), 아로니아즙 첨가 양갱(Han & Chung, 2013)에서
도 아사이베리와 아로니아즙의 첨가비율이 높아질수록 양

갱의 pH가 낮아져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3.2.2. 색도 

방풍나물 첨가 양갱의 색도 측정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
었다. L값은 대조군이 50.34로유의적으로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방풍나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 첨가군이 20.21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 
0.05). a값은 대조군이 -2.40의 값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
게 측정되었으며, 방풍나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대조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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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p<0.05). b값은 대
조군이 5.09의 값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p<0.05), 방풍나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황색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방풍나물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
라 명도와 황색도는 감소되었는데, 산사추출액 첨가 양갱
(Kim, 2015), 자색고구마 첨가하여 제조한 양갱(Lee & Choi, 
2009)의 품질특성 연구에서도 부재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양갱의 명도와 황색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본 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2.3. Texture 

방풍나물 분말 첨가량의 비율을 달리한 양갱의 texture 측
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양갱의 경도는 대조군이 2,748.25 
g/m2로 나타났으며, PY5 및 PY10이 각각 4,012.05 g/m2와

4,019.40 g/m2로 유의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p<0.05). 하지
만, 일정비율 이상으로 방풍나물 첨가량이 증가하자 다시
감소하는경향을 보여 20% 첨가구에서 2,155.39 g/m2의결과

를 나타내었다. 토마토 가루 첨가 양갱(Kim, Choi, & Kim, 

Samples1)

F-value
Control PY5 PY10 PY15 PY20

Hardness (g/cm2) 2,748.25±22.902)c4) 4,012.05±36.41b 4,019.40±86.38a 2,475.67±86.75d 2,155.39±159.15e 189.654***3)

Cohesiveness (%)    0.13±0.00a    0.18±0.01a    0.09±0.01b    0.09±0.00b    0.05±0.01c 25.098**

Springiness (%)    5.88±0.65c    5.90±1.45c    6.22±2.17a    6.15±3.75b    5.24±2.61d 7.56**

Gumminess (dyne/cm2)  556.41±4.44b  801.18±86.86a  458.76±58.44c  325.71±9.43d  177.35±50.71e 61.454***

Chewiness (g)    3.26±0.54    5.31±1.81    2.67±0.50    1.61±1.11    0.51±0.25 7.458NS

Adhesiveness (g.s)   43.32±21.543   25.67±8.05   33.41±12.60   14.56±9.89   44.56±2.71 2.562NS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Mean±S.D.
3) **p<0.01, ***p<0.001,  NS Not significant.
4) The same upper case letter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ampl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Texture of the yanggaeng according to the amount of Peucedanum japonicum 

 

Samples1)

F-value
Control PY5 PY10 PY15 PY20

DPPH radical scavenging (%) 26.20±0.212)e4) 60.52±0.26d 66.78±0.22c 68.16±0.25b 71.92±0.31a 1,6563.24***3)

Total phenol contents (mg/100 g) 30.36±0.34e 71.40±0.18d 73.75±0.20c 75.25±0.46b 65.26±0.10a 1,3937.03***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Mean±S.D.
3) *** p<0.001.
4) The same upper case letter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ampl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Antioxidant activity of yanggaeng with Peucedanum japonicum powder 

2014), 녹차가루 첨가 양갱(Choi, Kim과 Kim, 2010)에서도
토마토와 녹차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낮아지

는 경향을 보였다. 식품형태의 변형에 대한 복원력을 나타
내는 응집성은 PY5가 0.18%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나, 대
조군과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방풍나물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양갱의 응집성을 약하게 측정되어 PY20이 0.05%로 유
의적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p<0.05).

3.2.4. 항산화 활성 

방풍나물 분말 첨가량의 비율을 달리한 양갱의 DPPH 라
디컬소거활성및총페놀함량은 Table 6과같다. 방풍나물이
첨가되지 않은 대조군의 DPPH 라디컬 소거활성은 26.20%
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며, 방풍나물 20% 첨가군인 PY20
이 71.92%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p<0.05). 
항산화 물질의 지표가 되는 페놀함량은 100 g 당 대조군이
30.36 mg으로 측정되었으며, 방풍나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양갱의 페놀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PY20은 65.26 mg/ 
100 g의 결과를 보였다(p<0.05). DPPH 라디컬 소거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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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y attributes
Samples1)

F-value
Control PY5 PY10 PY15 PY20

Color 3.15±0.012)c4) 5.00±0.00ab 5.17±2.01ab 5.73±1.21ab 4.73±2.01b  8.109***3)

Aroma 2.50±1.02c 3.52±1.45b 5.38±2.11a 6.07±0.31a 5.90±1.00a 24.762***

Flavor 1.40±1.00d 5.07±0.01c 5.90±0.00b 6.03±0.12a 5.20±0.14b 55.391***

Mouth feel 3.20±0.11c 3.00±0.02b 6.00±0.20a 6.00±1.07a 6.00±1.01a 42.363***

Chewiness 5.99±1.03b 5.40±1.15b 7.40±0.71a 5.30±1.29b 5.90±1.27b 11.117***

Softness 4.40±1.22c 5.85±1.01b 7.20±0.12a 7.10±0.41a 6.07±0.01b 23.754***

Overall acceptance 4.00±2.03c 5.50±1.52b 7.00±1.43a 7.80±0.91a 4.30±1.20c 31.793***

1) Abbreviations are referred to Table 1.
2) Mean±S.D.
3) ***p<0.001.
4) The same upper case letter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ampl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Acceptance test of yanggaeng with Peucedanum japonicum (N=40)

방향족 화합물과 아민류에 의해 환원되어 자색이 탈색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다양한 추출물로부터 항산화 활성을 측정
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Doh, Jang, Lee와 Sung, 2010). 
Ahn, Chung과 Choe 등(2015)의 연구에서 각종 산채의 산화
방지활성을 위해 DPPH 라디컬소거활성을 측정한결과, 방
풍나물의 DPPH 라디컬소거활성이 22.3%로 측정되어본 연
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3.2.5. 관능검사 

방풍나물 첨가 양갱의 기호도검사 결과는 Table 7과같다. 
양갱의 외관을 평가하는 색은 대조군이 3.15로 평가되어 유
의적으로 가장 낮은 기호도를 보였으며(p<0.05), 방풍나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양갱의 외관에 대한 기호도가 높아져

PY15가 5.73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p<0.05). 
양갱의 향은 대조군이 2.50으로 유의적으로 기호도가 낮게
평가되었으며(p<0.05), PY15가 6.07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
나 PY10 및 PY20과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양갱의 맛은
방풍나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기호도가 높아

지는 결과를 보였으나(p<0.05), 방풍나물 20% 첨가 시료군
이 5.20으로 평가되어 PY10과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양
갱의 씹힘성은 PY10이 7.40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기호
도를 나타내어(p<0.05), 부드러운 정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 양갱의 전반적인 기호도는 대조군이 4.00으로 가장 낮
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PY20과 유의차를보이지 않았으며, 
방풍나물 분말 15% 첨가 양갱이 7.80의 기호도를 보여 유의
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흑임자 양갱(Seo & 
Lee, 2013)의 연구에서 부재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소비자
들의거부감을증가시킬수있으므로양갱제조시에는부재

료의 특성에 맞게 첨가량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을 제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소비자 기호도 검사 결과, 대조군에
비해 방풍나물 분말 첨가량 5∼15% 양갱의 기호도는 높아
졌으나일정비율이상으로첨가될경우기호도가다시감소하

는 경향을보여방풍나물 첨가양갱의개발을위해서는 10% 
및 15%까지 부재료를 첨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연구는독특한향미와 향기를 가진방풍이라고부르는

식물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간식으로소비되는양갱에 5～
20% 비율로 첨가하여 이화학적 및 관능적 특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양갱 제품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방풍나물분말에대한품질특성은수분함량은 3.95%로측

정되었고, pH는 4.64로 약산성의 특성을 보였다. 명도 L값은
52.67로 측정되었고, 적색도 a값은 1.47, 황색도 b값은 23.32
의 결과를나타내었다. 방풍나물분말의 DPPH 라디컬소거활
성은 40.53%로 측정되었고,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13.36 
mg/100 g 이었다. 방풍나물 분말비율을 달리한 양갱의수분
함량은 대조군이 45.63%로 측정되었으며, 방풍나물 5∼15% 
첨가 시료군이 50.24∼48.32%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다(p<0.05). 양갱의 pH는 방풍나물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PY20의 pH가 5.84의 값으로 유의
적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방풍나물 첨
가 양갱의 L값은 대조군이 50.34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풍나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

을 보여 20% 첨가군이 20.21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p<0.05). a값은 대조군이 -2.40의 값으로 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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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며, 방풍나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대
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p<0.05). b
값은 대조군이 5.09의 값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
었으며(p<0.05), 방풍나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황색도가 감
소하는경향을나타내었다. 양갱의경도는대조군이 2,748.25 
g/m2로나타났으며 PY5 및 PY10이각각 4,012.05 g/m2와 4,019.40 
g/m2로 유의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p<0.05). 하지만, 일정비
율이상으로방풍나물첨가량이증가하자다시감소하는 경

향을 보여 20% 첨가구에서 2,155.39 g/m2의 결과를 나타내었

다. 방풍나물 첨가 양갱의 기호도 검사 결과, 양갱의 외관을
평가하는 색은 대조군이 3.15로 평가되어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기호도를 보였으며(p<0.05), 방풍나물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양갱의 외관에 대한 기호도가 높아져 PY15가 5.73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p<0.05). 양갱의 맛은 방
풍나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기호도가 높아지

는 결과를 보였으나(p<0.05), 방풍나물 20% 첨가 시료군이
5.20으로 평가되어 PY10과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양갱의
전반적인기호도는대조군이 4.00으로가장낮은결과를나타
내었으나 PY20과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으며, 방풍나물 분
말 15% 첨가 양갱이 7.80의 기호도를 보여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나타내었다(p<0.05). 대조군에비해방풍나물분말 첨
가량 5∼15% 양갱의 기호도는 높아졌으나 일정비율 이상으
로 첨가될 경우 기호도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방풍

나물 첨가 양갱의 개발을 위해서는 10% 및 15%까지부재료
를 첨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방풍나물 분말을 10% 및 15%첨가 시건강

지향적인 양갱의 제품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부
재료로서 항산화 활성을 가지며 관능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저하하지 않는 방풍나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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