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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가루 첨가량에 따른 양갱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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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hysiochemical and organoleptic properties of the yanggaeng fabricated with different contents 
of ginger powder. The moisture contents ranged between 39.85% and 47.92%. The yanggaeng made with 0.5 g of ginger 
powder showed the lowest moisture content of 37.04%, whereas the yanggaeng made with 1.5 g of ginger powder showed 
the highest moisture content of 47.92%. As for the L value, which indicates lightness, the yanggaeng made with 1.5 g of 
ginger powder showed a L value of 13.92, whereas the yanggaeng made with 0.5 g showed the lowest L value of 12.35, 
(p<0.05). The values for redness (a value) ranged between 4.69 and 5.58,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s the 
content of ginger powder increased. The value for yellowness, (b value) ranged between 3.19 and 2.33, and showed a 
significant decreasing trend as the ginger powder content increased (p<0.05). The sugar concentrations were 53.82～46.56, and 
decreased as the ginger content increased. The pH ranged between 6.42～6.52, and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s the 
ginger content increased, changes in hardness, adhesiveness, gumminess, and chewiness, were all significant (p<0.05). Cha-
racteristics of cohesiveness and springines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Although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lor, flavor, chewiness, and hardness, there was a decreasing flavor preference as the content of ginger powder increase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weetness, moistness, and overall-preference (p<0.05). For overall-preference, the yang-
gaeng with 1.0 g of added ginger powder showed a high preference level. The study results implied that ginger powder may 
be used in fabricating yanggaeng, and a 0.5% content of added ginger powder will improve the prefere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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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강(Zingiber officinale Roscoe)은 열대아시아가 원산지이
며, 생강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그 근경은 특유의
맛과 향기를지니고 있어 세계적으로 널리 애용되고있는기

호성이 좋은 향신료 중의 하나이다(Kim et al 1991). 생강은
고추, 마늘, 파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두루 쓰이는 향신료로
서 뿐만 아니라 약리적 효능도 인정되어 소화 보조제, 오심, 
현훈, 복통, 요통, 설사 등의 치료제 및 살균제로도 이용되고
있다(Kim et al 2001). 생강은 특유의 향기와 매운맛 등에 의
해 용도에 맞게 널리 이용되고있으며, 생강의 매운맛은 gin-
gerol, shogaol 및 zingerone과 같은 생강의 주성분으로 알려
진 물질과 방향 성분인 monoterpene류 및 sesquiterpene류 등
에 기인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Connell DW 1970). 또한생

강으로부터 분리한 shogaol과 zingerone도 유지의 산화를 억
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Fujio et al 1969). 신민교(1986)
는 생강의 약리 작용과 Kang et al(1988)은 DNA 손상 억제
등기능이 있는생리활성물질때문에 한약제와건강식으로

이용도가 넓혀지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양갱은 한천에 설탕과 팥앙금을 넣어 만든 달고 말

랑한 고에너지 식품으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으며, 소비층이
꾸준한 한국의 대표적인 간식거리이다. 또한 양갱은 팥앙금
에다양한 재료를 첨가하여 기능성 있는 제품으로 제조가 가

능하며, 가정에서도 쉽게 제조하여 섭취할 수 있다. 양갱에
대한 선행 연구로 자색고구마를 첨가하여 제조한 양갱의 품

질 특성(Lee & Choi 2009), 파프리카 분말을 첨가한 양갱의
품질 특성(Shim et al 2009), 전처리 방법과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도라지 양갱의 품질 특성(Park et al 2009)을 보고하
였다. 또한 검은콩 양갱의 제조및 이화학적, 관능적품질 특
성(Joo MJ 2007), 황기를 첨가한 양갱(Min & Park 2008), 늙



21(3): 360～366 (2011)                     생강가루 첨가량에 따른 양갱의 품질 특성 361

은 호박의 첨가 비율을달리한호박양갱의 영양 성분과 특성

(Jung BM 2004) 등을 연구하였다. 전처리를 달리한 송이양
갱의 품질 특성(Park & Byun 2005), 홍화양갱의 품질 특성
(Kim et al 2002), 유포자성 유산균을 이용한 홍삼양갱의 특
성(Yoon KS 2006) 등에관해보고하였을 뿐, 최근여러 약리
성과 향신료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강을 사용하여 양갱

을 제조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단일 지역으로는 최대 산지인

완주군의 봉동생강을 이용해 생강양갱을 제조하고, 생강의
기능성 식품소재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 양갱 제조 시에 사용한 생강가루는 전북 완

주군 봉동면에서 재배한 2009년산 국내 생강을 동결건조하
여 냉동보관하면서 사용하였고, 적앙금(대두식품, 2010년 5
월), 한천(삼선식품, 2010년 4월), 설탕(정백당, CJ, 2010년 2
월), 소금(한주꽃소금, 2010년 3월), 물엿(오뚜기식품, 2010년
3월)은 전주 이마트에서 구입하여 2010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생강 양갱의 제조
양갱은 수차례의 예비 실험을 행한 후 배합 비율을 정하

였으며, 생강가루를 첨가하지 않고 제조한 양갱을 대조군으
로 하고, 첨가하는 팥 앙금의 0.25%, 0.5%, 0.75%, 1.0%에
해당하는 0.5 g, 1.0 g, 1.5 g, 2.0 g의 생강가루로 물 400 mL
와한천 8 g을첨가하여불린 다음, 팥앙금과설탕을첨가하
여 30분간 나무주걱으로 계속 저으면서 중불, 약한 불로 조
절해서 끓였다. 젤화가 되기 전에 소금과 물엿을 넣은 다음

Table 1. Formula for ginger powder yanggaeng

Sample Ginger
powder(g)

Cooked bean 
paste(g)

Agar
(g)

Water
(g)

Sugar
(g)

Syrup
(g)

Salt
(g)

GPO1) 0 200 8 400 100 20 1.5

GP12) 0.5 199.5 8 400 100 20 1.5

GP23) 1.0 199.0 8 400 100 20 1.5

GP34) 1.5 198.5 8 400 100 20 1.5

GP45) 2.0 198.0 8 400 100 20 1.5

1) GP0 : Cooked bean paste added with 0% of ginger powder.
2) GP1 : Cooked bean paste added with 0.25% of ginger powder.
3) GP2 : Cooked bean paste added with 0.5% of ginger powder.
4) GP3 : Cooked bean paste added with 0.75% of ginger powder.
5) GP4 : Cooked bean paste added with 1.0% of ginger powder.

5분간 더 가열하여 반듯한 사각 스테인레스 용기(20×20×1 
cm)에 부어, 실온에서 1시간 냉각한 후 일정한 크기(2×2×1 
cm)로 절단하여 시료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생강가루를 첨
가한 양갱의 재료 배합은 Table 1과 같다.

3. 수분 함량 측정
각시료를제조한후전자저울을이용하여 2 g씩칭량하여소

형 도자기칭량용기에담아 105℃상압가열건조법(AOAC 1990)
으로측정하였으며, 3회반복으로실험하여평균값을구하였다.

4. 색도 측정
시료를제조한 후 색차 색도계(Super color SP-80, Densho-

ku. Japan)를 사용하여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를 3회
반복하여측정하여그평균값을구하였으며, 이때사용된 Ca-
libration plate는 L값이 92.51, a값이 0.03, b값이 1.92이었다. 

5. 당도 측정
각 시료의 당도는 당도계(Refracto meter. RX 5000α, Ata-

go, Japan)를 이용하여 시료를당도계의렌즈에 넓게 펼쳐 채
운 후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으며, °Brix %로 표시하였다. 

6. pH 측정
각 시료의 pH는 양갱 시료 3 g에 증류수 27 mL를 합한

후 균질계로 5초간 균질화하여 고형물을 침전시키고, 그 상
등액을 취하여 pH meter(Satorius, Professional, Meter PP15, 
Switzerlan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모두 3회 이상 측정
하여 평균값을 나타냈다.

7. 조직감 측정
생강가루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양갱의 텍스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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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texture analyser(TA-XT2, Plus, Stable Micro System Eng-
land)를 사용하여 경도(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응집
성(co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점착성(gumminess), 씹힘
성(chewiness)을 측정하였다. 시료를 20℃로 유지시키면서 5
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하였고, 이때 측정 조건은

Table 2와 같다.

8. 관능검사　
생강가루를 첨가한 양갱의 기호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세

종대학교 조리외식경영학과 대학원생 20명을 패널로 선정하
여, 이들에게실험의목적과평가방법및측정 항목을잘인
지하도록설명한 후공복감을느끼는시간을 피해오전 10시
부터 11시까지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시료의 평가 항목은
색(color), 향미(flavor), 단맛(sweetness), 촉촉함(moistness), 씹
힘성(chewiness), 단단한정도(hardness), 전체적인기호도(ove-
rall-preference)로 매우 나쁠 경우 1점, 매우 좋을 경우 7점으
로, 평가는 7점 기호 척도법으로 평가하였다(김 과 구 2003). 
각 시료는 난수표에 의해 만들어진 3자리 숫자로 표시하였
으며, 한 시료에 대한 평가 후 생수로 입안을 헹군 후 다음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9. 통계 처리
각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SPSS 17.0 통계 분석 프로그램

(강 과 김 2009)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p<0.05 수준에서 각 시료간의 유의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수분 함량
생강가루의 양(0, 0.5, 1.0, 1.5, 2.0 g)을 달리하여 제조한

양갱의 수분 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생강가루를

Table 2. Measurement conditions for texture analyzer

Measurement Condition

Pre-test speed 2.0 mm/sec

Test speed   2.0 mm/sec

Post test speed   2.0 mm/sec

Probe type ø 35.0 mm

Strain 30.0%

Time 5.0 sec

Trigger force 3.0 g

첨가한 양갱의 수분 함량은 39.85～47.92%로 차이를 보였으
며, 생강가루를 0.5 g(GP1) 첨가한 양갱의 수분이 37.0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생강가루 1.5 g(GP3)을 첨가한 양갱
이 47.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색도 측정
생강가루의 양을 달리하여 제조한 양갱의 색도 측정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에 있어 생강가루를
1.5 g(GP3) 첨가한경우 13.92의값으로나타났고, 0.5 g(GP1) 
첨가의 경우 12.35값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 적색
도 a값은 4.69～5.58로 생강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a값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황색도 b값은 생강가
루 2.0 g(GP4)을 첨가한 경우 2.67로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
였으나, 다른 시료군에서는 2.33～3.19로 생강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p<0.05)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Table 3. Measurement conditions for texture analyzer

Samples(%) Ginger powder(g) Moisture(%)

GP0 0  39.85±0.60d1)

GP1 0.5 37.04±0.54e

GP2 1.0 41.40±0.82c

GP3 1.5 47.92±0.74a

GP4 2.0 43.93±0.32b

1) Mean±S.D.(n=3).
a～e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95% confide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Table 4. Hunter's color value of yanggaeng with diffe-
rent levels of ginger powder

Samples
Ginger 
powder

(g)

Hunter's color value

L a b

GP0 0 13.29±0.56ab1) 5.58±0.25a 3.19±0.25a

GP1 0.5 12.35±0.15c 5.02±0.05ab 3.07±0.11a

GP2 1.0 12.59±0.16bc 4.75±0.58c 2.65±0.11b

GP3 1.5 13.92±0.37a 4.69±0.30c 2.33±0.16b

GP4 2.0 13.79±0.66a 5.14±0.34ab 2.67±0.31b

1) Mean±S.D.(n=3).
a～c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95% confide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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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 et al(2005)은녹용 첨가에따른젤리의 연구에서 황색도
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Jo et al(1996)은 연구에서 생강의 갈변은 유리당 중
의 fructose와아미노산중의 asparagine이주로관여하는 Mai-
llard 반응과 ascorbic acid 산화 반응에 의하여 일어나는 비
효소적 갈색 반응이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L값이 감소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본 실험은 생강가루
를 시료로 사용한 이유로 갈변 현상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

으로 사료된다.

3. 당도(Soluble Contents) 측정
생강가루의 양을 달리하여 제조한 양갱의 당도는 총 고형

량(total soluble contents) 중 당도에 상응하는 soluble con-
tents로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생강양갱
의 당도는 46.56～54.49로 나타났고, 한편 생강가루를 2.0 g

Table 5. Soluble contents and pH of yanggaeng with 
different levels of ginger powder

Samples Ginger 
powder(g) °Brix pH

GP0 0 53.82±0.10b1) 6.42±0.01b1)

GP1 0.5 54.49±0.13a 6.43±0.01b

GP2 1.0 50.53±0.26c 6.52±0.01a

GP3 1.5 46.56±0.33e 6.52±0.02a

GP4 2.0 49.49±0.20d 6.44±0.00b

1) Mean±S.D.(n=3).
a～e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95% confide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Table 6. Texture properties of yanggaeng with different levels of ginger powder

Samples
Ginger 
powder

(g)

Texture properties

Hardness
(gf)

Adhesiveness
(gf) Cohesiveness Springiness Gumminess

(gf)
Chewiness
(gf mm)

GP0 0 2,461.51±18.30c1)
－84.88±3.91a 0.58±0.03ab 0.91±0.07a 1,440.71±79.99cd 1,310.34±34.86d

GP1 0.5 2,402.62±95.75c
－79.21±2.96ab 0.62±0.03ab 0.87±0.01a 1,379.61±64.19bc 1,209.54±43.85cd

GP2 1.0 2,276.33±49.66b
－74.22±3.27bc 0.64±0.04b 0.89±0.03a 1,306.33±53.75ab 1,115.80±92.59bc

GP3 1.5 2,199.24±99.17b
－67.47±7.52c 0.59±0.02ab 0.89±0.04a 1,230.25±17.20a 1,090.67±72.44c

GP4 2.0 2,065.94±34.86a
－55.54±1.47d 0.57±0.04a 0.88±0.05a 1,190.93±71.94a  962.11±26.55a

1) Mean±S.D.(n=3).
a～d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95% confide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p<0.001).

(GP4) 첨가한 양갱을 제외한 첨가군에서 생강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당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황 등(2009)은
칼슘 첨가 마늘페이스트를 양갱에 첨가했을 때당도가 감소

했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4. pH 측정
생강가루의 양을 첨가하여 제조한 pH는 Table 5와 같다. 

생강가루를 2.0 g(GP4) 첨가한 양갱을 제외한 모든 첨가군에
서생강가루 첨가량이증가할수록 pH가 6.42～6.52로 유의적
인 증가를 나타낸 반면, Ku & Choi(2009)는 홍삼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홍삼양갱의 경우 pH가 감소한다는
결과와 Kim et al(1998)은 홍삼과 인삼의 추출물 중에 citric 
acid, malonic acid, succinic acid 등의 유기산이 존재하기 때
문이라고 하여 본 논문의 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5. 조직감 측정
생강가루의 양을 달리하여 제조한 양갱의 texture 특성 결

과는 Table 6과 같다.
경도(hardness)는첨가량이증가할수록감소하는경향을보

였다. 이 결과는 발효숙성마늘을 첨가할수록 양갱의 경도가
낮았다는연구(Koh et al 1997)와발효숙성마늘페이스트의
양을첨가할수록 경도가 낮았다는 보고(Lee et al 2009)와 유
사한경향을보였다. 부착성(adhesiveness)은 －84.88～－55.54
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의 유의성을 보였으

며, 검성(gumminess)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
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Jung et al(2009)의 마늘을 이
용하여 제조한 젤리의 이화학적 품질 특성에서 첨가된 마늘

분말의 양이 증가할수록 젤리의 검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씹힘성(chewiness)
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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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씹힘성에 있어 Joo MJ(2007)의 콩가루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Jung et al(2009)의 마늘을 이용하여 제조한 젤리의 이화학적
품질 특성에서 첨가된 마늘 분말의 양이 증가할수록 젤리의

씹힘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응집성(cohesiveness)과 탄력성(springiness)은 첨
가량에따른유의적인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이는 Jun SM 
(2009)의연구에서 단감 분말의 첨가량이증가할수록 양갱의
응집성과 탄력성은 유의적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Kim et al 
(2002)의 홍화씨 분말을 첨가한 양갱의 경우에서 응집성과
탄력성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6. 관능검사
생강가루의 양을 달리하여 제조한 양갱의 관능적 특성은

Table 7과 같다. 색(color)은 생강가루의 첨가량이 1.0 g(GP2)
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나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향(flavor)은 생강가루 2.0 g(GP4)첨
가한 실험치에서가장낮게 나타났으나이는 Koh et al(1997)
의 발효숙성마늘페이스트양을 증가시킴에따라선호도가

감소하였다는 결과와 같은 것으로 생강의 고유한 향이 진한

이유인 것으로 사료되며, 첨가량에 대한 유의적 차이는 없었
다. 단맛(sweetness)은 생강가루를 1.0 g(GP2)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 촉
촉함(moistness)은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값을 나타내
며 유의성을 나타냈고, 씹힘성(chewiness)은 생강가루 첨가
량에따른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0 g(GP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도(hardness)는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인 기호

Table 7. Sensory evaluation of Yanggaeng with different levels of ginger powder

Samples
Ginger 
powder

(g)

Sensory evaluation

Color Flavor Sweetness Moistness Chewiness Hardness Overall-
acceptability

GP0 0 5.60±0.70a1) 4.80±1.32ab 5.00±1.15ab 5.00±0.94ab 4.70±1.77a 5.60±1.35a 5.20±0.92a

GP1 0.5 5.80±0.92a 4.10±1.73ab 3.90±1.60ac 4.40±1.26b 4.80±1.23a 4.70±1.25ab 4.40±1.51ab

GP2 1.0 5.90±0.88a 5.00±1.25a 5.20±0.79a 5.40±0.84a 5.30±0.95a 5.10±1.20ab 5.50±0.85a

GP3 1.5 5.10±1.20a 4.40±1.51ab 4.00±0.94ac 5.40±0.52a 5.10±0.99a 4.50±0.97ab 4.40±1.35ab

GP4 2.0 5.10±1.37a 3.50±1.51b 3.20±1.48c 5.60±0.84a 4.30±0.67a 4.30±0.95b 3.60±1.35b

1) Mean±S.D.(n=20).
a～c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95% confide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Rating scale : 1(very bad) to 7(very good).

도(overall-preference)에있어서유의적차이가나타났고(p<0.05), 
생강가루를 1.0 g(GP2)을 첨가한 양갱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
게 나타났다. 첨가량 1.0 g(GP2)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Ku 
& Choi(2009)의 흑삼 농축액 첨가 수준에 따른 흑삼 젤리의
품질 특성에서의 기호도와 Park et al(2009)의 파프리카 분말
을첨가한 양갱의 품질 특성의기호도의 결과와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결 론

본 연구는 생강가루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양갱을 제조한

후 이화학적 특성과 관능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수분 함량은
39.85～47.92%로차이를보였으며, 생강가루를 0.5 g(GP1) 첨
가한양갱의 수분이 37.0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생강가
루 1.5 g(GP3) 첨가한 양갱이 47.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에 있어 생강가루를 1.5 g(GP3)을 첨가
한 경우 13.92의 값으로 나타났고, 0.5 g(GP1) 첨가의 경우
12.35값으로가장낮게나타났다(p<0.05). 적색도 a값은 4.69～
5.58로 생강가루 첨가량이증가할수록 유의적인 차이를보이
지 않았다. 또한황색도 b값은생강가루 2.0 g(GP4)을첨가한
경우 2.67로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타 시료군에서는
3.19～2.33으로생강가루첨가량이증가할수록유의적으로(p< 
0.05),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당도는 생강가루 2.0 g 
(GP4)를 첨가한 경우 49.49로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타 시료군에서는 53.82～46.56으로 나타나 생강가루 첨가량
이증가할수록당도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pH 측정결
과, 생강가루 2.0 g(GP4)를첨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42～
6.52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고, 경도(hardness)는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유의성을 나타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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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부착성(adhesiveness)은 －84.88～－55.54로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유의성을 보였으며, 검
성(gumminess)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씹힘성(chewiness)은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유의성을 나타냈으며, 응집성
(cohesiveness)과 탄력성(springiness)은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관능적기호도측정에있어서는색(color)은생강가루의첨

가량이 1.0 g(GP2)에서가장높은값을나타냈으나,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향(flavor)은 생강가
루 2.0 g(GP4) 첨가한 실험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단맛
(sweetness)은 생강가루를 1.0 g(GP2)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
타나며, 첨가량에따른유의적차이를나타냈다. 촉촉함(moist-
ness)은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값을 보이는 유의성을
나타냈고, 씹힘성(chewiness)은 생강가루 첨가량에 따른 유
의적차이가나타나지않았으나 1.0 g(GP2)에서가장높게나
타났으며, 경도(hardness)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인 기
호도(overall-preference)에있어서유의적차이가나타났고(p< 
0.05), 생강가루를 1.0 g(GP2)을 첨가한 양갱에 대해서 선호
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생강의 기능성 식품 소
재로서의 가능성과 관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생강가루

를 1.0 g(GP2)를 첨가한 생강 양갱을 제조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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