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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apple jam added with ginger. The apple jam was 
prepared with apples, sugar, lemon juice and various amounts (0, 2, 4, 6, 8%) of ginger. Increasing the 
amount of ginger decreased moisture contents and sugar content of the jam, whereas the pH gradually 
increased. In addition, with increased amount of ginger, the lightness(L) and yellowness(b) significantly 
decreased, while redness(a) gradually decreased. There wasn't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mples with 
up to 4% ginger(p<0.05). In the texture profile analysis, hardness and adhesiveness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increased amount of ginger. When more amount of ginger was added, cohesiveness increased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based on the amount of ginger. With increased amount of ginger, springiness and 
chewiness gradually increased. The results of the sensory evaluation show that the apple jam added with 4% 
ginger got the highest overall-acceptability scores. In conclusion, it is possible to enhance the quality and 
acceptability of apple jam by adding 4% ginger.

Key words: ginger, apple jam, moisture content, texture, sensory evaluation

Ⅰ. 서  론

향신료는 식품의 향미를 강화하거나 나쁜 냄새

를 억제함을 주된 목 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로부터 풍미 증진을 해 첨가한 결과 식품의 보

존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신료는 단

순한 식품첨가물이 아닌 항산화성 등 새로운 기

능성을 가진 것으로 주목되면서 향신료의 항산화 

효과에 한 연구가 계속 수행되어 왔다(Kang JH 
et al 1988 ; Lee BS et al 2006). 향신료는 요리의 

주재료가 아니라, 여러 식재에 첨가하여 음식의 

맛을 향상시키거나 향미에 변화를 주어 나 코, 

장에 자극을 주어 타액이나 소화액의 분비를 

진하며 식욕을 증진시킨다. 향신료는 부패균의 

증식이나 병원균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부제로서

의 기능, 곰팡이나 효모의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 
유지류나 체내 지질의 산화방지, 소화효소 등의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등 다양한 약리 효과를 지

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식품재료사 편찬

원회 2008). 생강(Zingiber officinale Roscoe)은 

열 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생강과에 속하는 다년

생 본식물로 고온 다습한 땅에서 자생하고 1
8℃ 이상에서 발아되며 20~30℃의 온도에서 잘 

자란다. 그 근경은 특유의 맛과 향기를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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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세계 으로 리 애용되고 있는 향신료 의 

하나이다. 생강의 사용은 그리스, 로마시 로부

터 알려져 있으며, 서양에서는 오래 부터 과자

나 드링크제로 사용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술

안주나 생강차로 오래 부터 이용되어 왔으며 한

방에서나 음식에도 빠지지 않고 쓰이고 있다. 생
강은 고  인도에서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존하

고 소화 진을 해 음식을 만들 때 이용하 다

(조태동 2011). 충남 서산과 북 완주는 우리나

라의 생강 총생산량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 농가에 안정된 소득을 제공하는 작물이다

(국립농산물 품질 리원 2006). 생강의 매운맛은 

침 안에 있는 diastase 작용을 진시켜 소화흡수

와 액의 분비를 왕성하게 하며, 살균작용 효과

도 있다. 생강은 세계 으로 사용되는 향신료로

서 뿐만 아니라 약리  효능도 인정되어 소화보

조제, 오심, 복통, 요통, 설사 등의 치료제  살균

제로도 이용되고 있다(Kim MY & Chun SS 
2001). 생강에 한 소비자의 인식  선호도에 

한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생강의 향기를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Shin DH 1994).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간단한 식사나 간식으로 

편의식품의 이용도가 늘어남에 따라 과육을 가공

한 잼의 소비가 증가하여 그 종류도 차 다양해

지고 있다. 잼은 과일에 설탕을 넣고 과일이 아주 

부드럽고 형태가 거의 없어질 때까지 열을 가해 

만드는 걸쭉한 혼합물로, 빵에 바르거나 다양한 

후식의 재료로 이용되고 있다(정혜정 2001). 잼은 

펙틴, 산, 설탕이 있어야 만들어지며, 부분의 과

일은 유기산과 펙틴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탕을 첨가하여 가열하면 gel을 형성하여 잼을 

만들 수 있다. 일반 으로 펙틴 1%, 산 0.3%(pH 
3.0∼3.3), 당 65%의 조건에서 젤리화가 가장 잘 

일어난다(송태희 등 2012). 과일에 주로 함유된 

펙틴은 세포벽 사이에 존재하며 세포를 결착시키

는 착제의 역할을 한다. 펙틴 물질의 분포 상태

는 성숙도에 따라 다르며 사과, 포도, 감 등의 

껍질과 심부에 펙틴 물질이 농축되어 있다. gel

을 형성할 때 설탕은 펙틴표면에 수화되어 있는 

물분자를 제거하여 분자간의 간격이 어들어 결

합을 용이하게 해 다. 산이 존재하면 산에서 형

성된 수소이온에 의해 펙틴 분자들이 가진 음

하가 화되어 기 인 반발을 여 으로써 펙

틴 분자간에 3차원  망상구조를 형성하기 쉽게 

한다(손정우 등 2008). 과일의 종류에 따라 펙틴

의 경도가 달라지는데, 넝쿨월귤의 펙틴은 무 

단단한 반면, 감귤류의 펙틴은 쉽게 부서지는 경

향이 있다. 사과의 펙틴은 이러한 단 이 없으므

로 탄력성 있는 젤리를 만들 수 있다(김희섭 등 

2006). 최근에는 잼에 인삼(Lee HO et al. 1986), 
마늘(Kim KS & Paik SH 1998), 흑마늘(Kim MH 
et al 2010), 홍고추(Jeong YJ & Lee GD 1999), 어
린 보릿잎(Jang MS 2009) 등의 재료를 첨가하여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지는 잼들이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특한 맛과 향기를 지닌 생강

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사과잼을 제조한 후 품질

특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사과잼을 

개발하고자 하 다. 

Ⅱ. 실험재료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잼 제조 시 사용한 생강은 2012년 

충남 서산에서 재배된 것을 농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고, 사과는 2012년 경북 주산을, 설탕

은 제일제당의 정백당을, 몬즙은 이탈리아산 

LAZY LEMON을 사용하 다.

2. 생강  사과의 수분함량, 당도, pH 

측정

생강  사과의 수분 함량은 AOAC법(AOAC 
1995)에 따라 105℃ 상압가열 건조법으로 측정하

으며, 3회 반복 실험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냈다. 
당도는 시료 1 g을 증류수 10 mL에 희석시켜 얻

은 즙액을 당도계(Model 501-DS, N.O.W.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고 B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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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for apple jam added with ginger

Sample1) Ingredients (g)
Apple  Ginger Sugar Lemon juice

GJ0 1000 0 600 50
GJ2 980 20 600 50
GJ4 960 40 600 50
GJ6 940 60 600 50
GJ8 920 80 600 50

1) GJ0: Apple jam added with 0 % ginger
GJ2: Apple jam added with 2 % ginger
GJ4: Apple jam added with 4 % ginger
GJ6: Apple jam added with 6 % ginger
GJ8: Apple jam added with 8 % ginger

%로 표시하 다. pH는 시료 10 g에 증류수 30 
mL를 가하고 Bag Mixer(Model 400, Interscience, 
France)로 균질화(speed 7, 2 min)하여 30분간 상

온에서 방치한 후 상층액의 pH를 pH me-
ter(Model 740, Istek, Korea)를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 다. 

3. 생강 사과잼의 제조 방법

사과잼 제조를 한 처리 방법과 재료 비율

은 선행 연구(Ahn et al 2000 ; Kim et al 2004 ; 
Song et al 2004 ; Rho et al 2011)를 참조하여 여

러 차례의 비실험을 통해 결정하 으며, 배합

비율은 <Table 1>과 같다. 사과잼의 제조를 해 

사과를 흐르는 물에 수세하여 4등분하고 씨를 제

거한 후 사과의 갈변 방지를 해 미리 가열된 찜

기에서 사과를 10분간 열처리한 후, 껍질을 벗기

고 믹서기(HM-1260, HANIL Electric CO., Korea)
를 이용하여 1분간 마쇄하여 원료로 사용하 다. 
생강은 믹서기(HM-1260, HANIL Electric CO., 
Korea)를 사용하여 2분간 마쇄하여 사용하 다. 
분량의 사과 과육에 생강을 넣고 다시 30 간 마

쇄하여 잘 혼합한 후, 냄비에 넣고 강불에서 10분
간 가열한 다음, 설탕과 몬즙을 첨가하고 과육

이 러 붙지 않도록 나무주걱으로 으면서 약

한 불에서 10분간 가열하여 제조하 다. 생강의 

첨가수 을 2, 4, 6, 8%로 달리하여 제조하 다. 
제조된 잼은 20℃의 항온기(B.O.D incubator 
B1-81, Hanyang Scientific Equipment Co, Korea)

에 장하면서 시료로 사용하 다.

4. 실험 방법

1) 수분 함량 측정

생강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사과잼의 수

분 함량은 AOAC법(AOAC 1995)에 따라 105℃ 

상압가열 건조법으로 측정하 으며, 3회 반복 실

험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냈다.

2) 당도 측정

생강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사과잼의 당

도는 잼 1 g을 증류수 10 mL에 희석시켜 얻은 즙

액을 당도계(Model 501-DS, N.O.W.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고 Brix %로 

표시하 다.

3) pH 측정

생강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사과잼의 

pH는 잼 10 g에 증류수 30 mL를 가하고 Bag 
Mixer(Model 400, Interscience, France)로 균질화

(speed 7, 2 min)하여 30분간 상온에서 방치한 후 

상층액의 pH를 pH meter(Model 740, Istek, 
Korea)를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 다. 

4) 색도 측정

생강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사과잼의 색

도는 색도계(Model CR-300, Minolta C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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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surement conditions for texture analyzer

Measurement Condition
Test mode and option T.P.A

Pre-test speed 2.0 mm/s
Test speed 2.0 mm/s

Post-test speed 2.0 mm/s
Trigger type 0.005 kgf

Strain 50%
Probe p/25

를 사용하여 각 시료의 L값(명도), a값( 색도), b
값(황색도)을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

타내었다. 이 때 사용된 calibration plate의 L값은 

98.25, a값은 -0.07, b값은 +0.35 이었다. 

5) 텍스처 특성 측정

시료 150 g을 250 mL 비커에 담아 Texture ana-
lyzer(CTA plus, Lloyd Co, England)를 사용하여 

경도(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응집성(co-
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씹힘성(che-
winess)을 3회 반복 측정하 으며, Texture ana-
lyzer의 측정 조건은 <Table 2>와 같다.

6) 기호도 검사

생강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사과잼의 시료

는 제조 1시간 경과 후 온도를 20℃로 유지시키면

서 무작 로 선정하 으며, 평가원은 가천 학교 

식품 양학과 학생 30명으로 선정하 다. 평가

된 특성은 색(color), 향(flavor), 맛(taste), 발림성

(spreadability), 반 인 기호도(overall accept-
ability) 항목이었으며, 9  척도(1=매우 싫어한다, 
9=매우 좋아한다)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하 다. 

7) 통계처리

각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통계분석 로그램인 

SPSS 12.0 program을 사용하 으며,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p<0.05 수 에서 각 시료간의 유의  

차이를 검증하 다. 

Ⅲ. 결과  고찰

1. 생강  사과의 수분함량, 당도, pH

수분함량은 생강이 80.13%, 사과가 85.28%이었

고, 당도는 생강이 0.31 °Brix, 사과가 15.11 °Brix
이었다. pH는 생강이 6.02, 사과가 3.9이었다. 

2. 사과잼의 품질특성

1) 수분 함량

생강을 첨가하여 제조한 사과잼의 수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무첨가군과 2% 
첨가군 간에는 유의  차이가 없었으며, 생강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수분함량이 유의 으로 낮

아지는 경향을 보 다(p<0.05). 무첨가군이 

39.20%로 가장 높고, 8% 첨가군이 30.83%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수분함량 측정 결과 사과의 수

분함량은 85.28%, 생강의 수분함량은 80.13%로 

나타났다. 이는 사과의 수분함량이 약 85-90%(한
국식품 양학회 2009)이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서산 생강의 수분함량이 80-84% 정도이므로(서
산농업기술센터 2006)이므로 사과의 수분함량이 

생강의 수분함량보다 높아 사과를 생강으로 체

한 경우 생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2) 당도

생강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사과잼의 당

도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생강을 첨가하

지 않은 사과잼의 당도가 59.97 °Brix로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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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H, °Brix of apple jam added with ginger

Sample pH °Brix
GJ0  3.52±0.06a1) 59.97±0.15a

GJ2 3.54±0.04a 57.86±0.40b

GJ4 3.77±0.13b  55.06±1.170c

GJ6 3.89±0.04bc 52.76±0.41d

GJ8 3.97±0.02c 49.23±1.02e

1) Mean±S.D.
a-e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Table 3> Moisture content of apple jam added with ginger

Sample Moisture content(%) 
GJ0 39.20±0.01a1)

GJ2 38.80±0.40a

GJ4 37.56±0.47b

GJ6 34.73±0.55c

GJ8 30.83±0.75d

1) Mean±S.D.
a-d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았고, 생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잼의 당도는 

유의 으로 감소하여(p<0.05) 생강 8% 첨가군은 

49.23 °Brix로 가장 낮았다. 이는 당도 측정 결과 

생강이 0.31 °Brix, 사과가 15.11 °Brix로 나타나 

생강의 당도가 사과의 당도보다 낮아 사과를 생

강으로 체한 경우 당도가 유의 으로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사과에는 과당, 포도당, 서당이 

존재하며 특히 과당이 많아 당도가 10-14%이기 

때문에(한국식품 양학회 2009) 사과를 생강으로 

체한 경우 당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

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화 열매를 첨가하여 제조

한 사과잼 연구에서(Kim MH et al 2010) 해당화

의 첨가량이 10%, 20%로 증가할수록 사과를 해

당화 열매로 체함에 따라 잼의 당도가 유의

으로 감소하 다는 결과와 유사하 다.

3) pH

생강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사과잼의 

pH는 <Table 4>와 같다. 생강을 첨가하지 않은 

사과잼의 pH가 3.52로 가장 낮고, 생강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잼의 pH는 증가하여 8% 첨가군이 

3.97로 가장 높았다. 생강을 첨가한 사과잼의 pH

는 3.54-3.97의 값을 나타냈다. pH 측정 결과 생강

이 6.02, 사과가 3.9의 값을 나타내 생강의 pH가 

사과의 pH보다 높아 사과를 생강으로 체한 경

우 잼의 pH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화 

열매를 첨가한 사과잼의 연구(Kim et al 2010)에
서는 사과잼의 pH가 3.10-3.20의 값을 나타내 본 

연구 결과보다 낮은 pH를 나타냈다. 한편 올리고

당을 첨가한 딸기잼의 연구(Kim MY · Chun SS 
2000)에서 딸기잼의 pH는 3.35-3.55이었고, 복분

자잼의 제조(Jin et al 2008)에서 복분자잼의 pH는 

3.77-3.89의 값을 나타냈다. Rho JO 등(2011)은 

생강가루를 첨가한 배잼의 연구에서 배잼의 pH
가 4.50-4.93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

과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생강가루

를 첨가한 양갱의 연구(Han EJ & Kim JM 2011)
에서 생강가루 첨가군이 무첨가군에 비해 pH가 

높게 나타났으며, 생강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pH가 유의 으로 증가하 다는 결과와 유사

한 경향이었다. 한 생강을 첨가한 샐러드 드

싱에 한 연구(Jung HA et al 2013)에서 생강을 

첨가하지 않은 조구에 비하여 생강을 첨가한 

드 싱의 pH가 높게 나왔다는 결과와도 같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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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unter's color value of apple jam added with ginger

Sample
Hunter's color value

L a b
GJ0  36.40±1.10a1) 0.27±0.01a 11.03±0.21a

GJ2 35.13±0.17b 0.24±0.04a 10.05±0.15b

GJ4 34.03±0.27c 0.22±0.01a 8.01±0.12c

GJ6 31.51±0.51d 0.10±0.03b 7.43±0.14d

GJ8 30.08±0.18e 0.10±0.01b 7.23±0.14d

1) Mean±S.D.
a-e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향이었고, 생강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배

즙 연구(Lee KS et al 2009)에서 조군의 pH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와도 유사하 다.

4) 색도

생강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사과잼의 색

도 측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명도를 나타내

는 L값은 생강을 첨가하지 않은 조구가 36.40
으로 가장 높았고, 생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는 감소하 으며 각 첨가군간에 유의  차이

를 나타냈다(p<0.05). 이는 생강즙을 첨가한 머핀

의 품질 특성 연구(Han EJ 2012)에서 생강즙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가 유의 인 차이를 나타

내며 감소했다는 결과와 유사하 다. 한 생강

을 첨가한 배잼의 품질 특성에 한 연구(Rho JO 
et al 2011)에서 배잼의 색도 측정 결과 L값은 생

생강군이 39.06으로 가장 높고, 건생강군과 동결

건조군은 27.25와 28.79로 비슷한 값을 보 으며, 
열풍건조군이 24.70으로 유의  차이를 보이며

(p<0.001) 가장 낮은 값을 보여 생강의 가공 유형

이 잼의 명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생강의 장 안정성에 한 연구(Jo KS et al 
1997)에서 생강의 갈변은 유리당 의 fructose와 

아미노산 의 asparagine이 주로 여하는 

Maillard 반응과 ascorbic acid 산화반응에 의하여 

일어나는 비효소  갈색화 반응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생강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명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무첨가군과 2%, 4% 첨

가군 간에 유의  차이가 없었고, 6% 첨가군에서 

유의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 다. 황색도를 나

타내는 b값은 무첨가군과 첨가군간에 유의  차

이를 보 다(p<0.05). 무첨가군의 b값이 11.03으
로 가장 높고 8% 첨가군이 7.23으로 가장 낮았으

며, 생강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b값은 유의 으

로 감소하 다(p<0.05). 이러한 결과는 생강즙을 

첨가한 머핀에 한 연구(Han EJ 2012)에서 생강

즙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황색도가 유의 인 차

이를 보이며 감소하 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

다. 한편 마늘을 첨가한 사과잼의 품질특성에 

한 연구에서(Kim KS & Paik SH 1998)는 마늘

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명도와 황색도는 높아졌고, 
색도는 낮았다고 보고하 다.

5) 텍스처 특성

생강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사과잼의 텍

스쳐 특성은 <Table 6>과 같다. 경도(hardness)는 

무첨가군과 2% 첨가군 간에는 유의  차이가 없

었으나, 생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차

이를 보이며 증가하여 8% 첨가군이 31.45로 가장 

높았다(p<0.001). 마늘을 첨가하여 제조한 사과잼

의 연구(Kim KS & Paik SH 1998)에서는 무첨가

군에 비해 마늘을 첨가하여 제조한 사과잼의 경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 를 첨가한 

딸기잼의 연구(Kim MY & Chun SS 2001)에서는 

양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딸기잼의 경도가 감

소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부착성(adhesiveness)
은 무첨가군과 2% 첨가군 간에는 유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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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exture properties of apple jam added with ginger

Sample Hardness Adhesiveness Cohesiveness Springiness Chewiness
GJ0 18.03±1.27a1) 58.09±0.97a 0.50±0.05a 10.74±0.64a 169.63±9.45a

GJ2 19.72±0.47a 59.03±1.38ab 0.57±0.10ab 10.67±0.55a 182.99±12.02a

GJ4 24.44±0.70b 62.47±2.50bc 0.59±0.04ab 12.84±0.12b 248.33±7.44b

GJ6 27.58±1.01c 64.81±2.48c 0.74±0.15b 15.93±0.13c 296.18±4.52c

GJ8 31.45±2.61d 77.73±2.54d 0.73±0.11b 16.78±0.76c 295.56±5.12c

F-value 44.878*** 43.067*** 3.118* 91.784*** 161.818***

1) Mean±S.D.
a-d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 p<0.05, *** p<0.001

<Table 7> Sensory characteristics of apple jam added with ginger

Sample Color Flavor Taste Spreadability
Overall-

acceptability
GJ0 5.30±1.55ab1) 3.15±1.92c 3.40±1.46bc 3.35±1.87b 3.05±1.46d

GJ2 6.60±1.31a 4.70±1.52b 4.45±1.70b 3.95±1.31b 4.10±1.71c

GJ4 6.10±1.86a 6.40±1.35a 6.90±1.51a 4.95±1.70b 6.85±1.89a

GJ6 4.31±1.63b 5.36±1.89b 5.68±1.88a 6.05±2.12a 5.52±1.67b

GJ8 3.09±1.75c 2.09±1.09d 2.66±1.90d 3.85±1.65b 2.38±1.20e

F-value 9.103*** 20.414*** 14.126*** 6.288*** 13.150***

1) Mean±S.D.
a-e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 p<0.001

없었으나, 생강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증가하여 

8% 첨가군이 77.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
집성(cohesiveness)은 생강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졌으며, 생강의 첨가량에 따른 유의  

차이가 없었다(p<0.05). 탄력성(springiness)은 무

첨가군과 2% 첨가군 간에는 유의  차이가 없었

으나, 생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다가 6% 첨가군과 8% 첨가군 간에 유

의  차이가 없었다. 씹힘성(chewiness)은 무첨가

군이 169.63으로 가장 낮았고 생강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유의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생강 6% 첨가군과 8% 첨가군 간에는 유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01).

6) 기호도 검사

생강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사과잼의 기

호도 검사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색(color)은 

생강 2% 첨가군이 6.60으로 가장 높았고, 생강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졌으며 8% 첨가군

이 3.09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향(flavor)은 

무첨가군에 비해 생강 첨가군에서 높은 기호도를 

보 는데, 8% 첨가군에서는 무첨가군보다 기호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flavor)에 한 기

호도는 생강 4% 첨가군이 6.40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생강의 첨가량에 따른 유의  차이를 

보 다(p<0.001). 생강의 첨가량이 4%> 6%> 
2%> 0%> 8% 순으로 나타나 생강을 6%까지 첨

가하는 것은 향에 한 기호도를 높이지만, 생강 

8% 첨가는 오히려 기호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강을 4% 수 으로 첨가한다면 생강의 향

(flavor)에 한 기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맛(taste)은 4% 첨가군이 6.90으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 으며, 8% 첨가군이 2.66으로 

가장 낮았다. 사과잼 제조시 생강을 6%까지 첨가

하는 것은 맛에 한 기호도를 높이지만, 생강 

8% 첨가는 오히려 맛에 한 기호도를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림성(spreadability)은 6% 
첨가군이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 고 무첨가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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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8% 첨가군 간에는 유의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p<0.001). 반 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는 생강 4% 첨가군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6%> 2%> 0%> 8% 첨가 순이었

다. 생강 4% 첨가군은 색, 향, 맛 등 잼의 품질에 

요한 여러 특성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기 때

문에 반 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생강을 이용한 본 연구에서 생강의 향이 무 

강하지 않으면서 색과 맛을 고려한 수 에서 생

강을 첨가하여 사과잼을 제조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생강의 한 사용은 제

품의 기호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Ⅳ. 요약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생강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사과

잼을 제조한 후 품질평가를 통하여 생강을 사과잼

에 활용하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 다. 생강의 

매운맛은 침 안에 있는 diastase 작용을 진시켜 

소화흡수와 액의 분비를 왕성하게 하며, 생강은 

풍미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식품의 보존성을 높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강에 한 소비자의 

인식  선호도에 한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생강

의 향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

과잼 제조시 생강을 첨가하여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지는 기능성 잼을 개발하고자 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생강을 사과잼에 2-8%의 범

로 첨가하여 사과잼을 제조한 후 품질특성을 살

펴보았다. 수분함량은 생강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하 다(p<0.05). 잼의 당도

는 생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으로 감소

하여(p<0.05) 생강 8% 첨가군은 49.23 °Brix로 가

장 낮았다. pH는 생강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증

가하는 양상을 보 다. 색도에서 L값은 생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각 첨가군 간에 유의  차

이를 보이며 감소하 다(p<0.05). a값은 무첨가군

과 2%, 4% 첨가군 간에 유의  차이가 없었고, 

6% 첨가군에서 유의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

다. b값은 생강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유의 으

로 감소하 다(p<0.05). 경도(hardness)는 생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차이를 보이며 증가

하 다(p<0.001). 부착성(adhesiveness)은 무첨가

군과 2% 첨가군 간에는 유의  차이가 없었으나, 
생강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증가하 다. 응집성

은 생강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졌으며, 
생강의 첨가량에 따른 유의  차이가 없었다

(p<0.05). 탄력성(springiness)과 씹힘성(chewiness)
은 생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6% 첨가군과 8% 첨가군 간에 유의  

차이가 없었다(p<0.001). 기호도 검사에서 색

(color)은 무첨가군, 2%, 4% 첨가군이 높은 기호

도를 보 다. 향(flavor)은 생강 4% 첨가군이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 고, 6%> 2%> 0%> 8% 순으로 

나타났다. 맛(taste)은 4%, 6% 첨가군이 높은 기

호도를 보 으며, 발림성(spreadability)은 6% 첨
가군이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 다. 반 인 기

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서 생강 4% 첨가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 2%> 0%> 8% 
첨가 순이었다. 생강 4% 첨가군은 색, 향, 맛 등 

잼의 품질에 요한 여러 특성에서 가장 높은 기

호도를 보 기 때문에 반 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것으로 생각

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생강을 첨가하여 사과

잼을 제조시 생강을 4% 정도의 수 에서 첨가한

다면 사과잼의 기호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한  록

이 연구는 생강을 사과잼에 첨가함으로서 생강

의 최  첨가량을 결정하고 생강 첨가 사과잼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생강의 첨

가량을 달리하여(0, 2, 4, 6, 8%) 사과잼을 제조한 

후 품질특성으로 기계  특성과 능검사를 실시

하 다. 생강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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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의 수분 함량과 당도는 생강의 첨가량이 증가

함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하 다(p<0.05). pH는 

생강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색도에서 L값과 b값은 생강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각 첨가군 간에 유의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 고(p<0.05), a값은 생강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감소하 으며 4% 첨가군까지는 유의  

차이가 없었다. 텍스처 특성에서 경도(hardness)
는 생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 고, 부착성(adhesiveness)은 생강

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증가하 다. 응집성

(cohesiveness)은 생강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졌으며, 생강의 첨가량에 따른 유의  차이

가 없었다(p<0.05). 탄력성(springiness)과 씹힘성

(chewiness)은 생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

하는 경향을 보 다. 기호도 검사에서 반 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는 생강 4% 첨가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 결과로부터 생

강을 첨가하여 사과잼을 제조시 생강을 4% 정도

의 수 에서 첨가한다면 사과잼의 기호도와 품질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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