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ood Oral Processing(FOP) 
행사 개요

 
지난 7월 1일부터 5일 까지 프랑스 남동부의 디

종(Dijon) 부근에 있는 소도시인 Beaune에서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ood Oral Pro-

cessing; Physics, Physiology and Psychology 

of Eating(FOP 2012) 행사가 열렸다(Fig. 1). 

2010년 영국의 Leeds 대학에서 첫 모임이 개최된 

후, 2년 만에 열린 행사이다. 아직까지는 다소 생

소한 용어인 Food Oral Processing 이라는 주제

로 개최된 이번 행사의 내용과 진행과정을 소개하

고자 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프랑스의 National Institute 

of Agronomical Research(INRA)와 Royal So-

ciety of Chemistry Food Group이 공동으로 주

최하였다. 개최 장소는 부르고뉴(Burgundy) 포도

주의 중심지인 Beaune(Congress of Beaune)이라

는 소도시였다. 또한 워크숍을 개최한 기관은 디종

(Dijon)에 위치한 Centre des Sciences du Goût 

et de l’Alimentation(CSGA, Centre for Taste 

and Feeding Behaviour) 이었다.

참고로 CSGA는 전국에 산재한 INRA 연구기관

의 하나로서 식품의 관능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물리화학, 분자, 세포, 행동과학 및 심리학적인 이

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는 기관

이다. 현재 여기에서 수행중인 연구분야는 식품에

서 향기성분의 발현과 맛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소

비자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현상들을 포함

하고 있는데, 특히 감각기구의 복합성과 식품으로

부터 발생하는 향기성분에 대한 화학적 분석, 관능

특성을 구성하는 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인지 및 행

동분석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참석자는 21개국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여 1차 

컨퍼런스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참석자의 연구

분야는 매우 다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과 

연구소에서 5명이 참석하여 5건의 연구결과가 발

표되었다.  

대부분의 소규모 전문분야를 다루는 학술모임과 

동일하게 발표장은 1개의 계단식 강당만을 활용하

였다. 4일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이 되므로 거

의 낯이 익고 친근해지는 장점이 있었으며, 당연히 

많은 발표자들과 스스럼없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

는 기회가 주어졌다.

참고로 이번 FOP 행사를 소개하는데 있어서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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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역함으로써 의미 전달에 혼란을 줄 것 같은 

용어들의 경우,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Food Oral Processing 이란?

인간에게 구강안면 공간의 기능은 단지 식품을 

삼키기 위하여 부수는 것만이 아니라 공기의 순환

이나 맛을 감지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

고 있다. 입은 식품을 인지하는 첫 기관이며 식품

의 저작에 의한 마쇄과정 중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

하게 된다. 어떤 식품의 호불호를 결정하게 되는 

관능적 특성을 인지하는 것도 구강 내에서 이루어

지는 일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렇게 복잡한 일련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학, 화학, 생리학, 

심리학, 행동과학 그리고 식품학 분야의 지식을 필

요로 한다.  

식품의 조직감(food texture)은 식품의 구조

(food structure)를 인지하는 개념으로서 시각, 청

각, 촉각, 고유 감각(kinaesthetic) 등의 요소들이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개입된다. 물론 시각이

나 촉각 또한 어느 정도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만 food oral processing(FOP)은 조직감을 인

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임이 분명하다.      

FOP는 일련의 복잡한 동작으로써 집어 들고, 깨

물고, 이송(1단계), 저작(chewing and mastica-

tion), 이송(2단계), bolus(한 번에 삼킬 수 있도록 

잘 씹은 음식 덩어리)의 형성, 그리고 삼키는 과정

(swallow)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위에 설명

한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깨물음, 이

송, 저작), 동시에(선별, 2차 이송, bolus 형성) 이

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FOP에는“인간의 개성”과“식품소재의 

특성”이라는 2가지 주요한 변수가 있으며 전자는 

나이, 성별, 건강수준과 같은 구강생리학적 차이

를 반영하고 후자는 경도, 연도, 기학학적 형태 등

을 포함하는 식품의 조직감을 반영한다. 이 두 가

지 변수는 어떻게 식품이 구강내에서 변화하고 인

지되는지를 파악하는데 모두 중요한 요소이다.

Food texture를 다룰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음과 같은 실험들을 수행하고 있다. 

-   조직감측정기(Texture analyser, Instron 등)

를 이용한 기계적인 수치해석

-  반죽특성(Amylograph, RVA, Farinograph 

etc.)이나 열분석(TA, DSC)

Fig. 1. FOP Conference and spo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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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lus & swallow (b) APCI-MS

-  영상정보를 통한 미세구조의 관찰(실체현미

경, SEM, TEM) 

- 입도분석(particle size and distribution)

- 색차계를 통한 판정(L, a, b값 등)

-  관능평가 항목에 따른 선호도 및 판별강도의 

판정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실험의 결과들을 놓

고 보면, 식품의 실체파악에 필요한 정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인

접 연구분야가 폭넓게 협력하는 다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세다. 이번 FOP 컨퍼런스

의 발표내용과 참석자의 면면을 보면 이미 이러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래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FOP 발표논문의 주제

나 연구영역을 보며 흥미롭게 느낀 주제들이다.  

(1) saliva의 역할과 구강 내 식품의 붕괴

(2) bolus의 형성과 삼킴현상의 해석(Fig. 2(a))

(3)  후두(성대)의 기능저하에 따른 노인용 식품

의 최적 bolus viscosity 설정(Fig. 2(a))

(4)  식품섭취시 비강에서 감지되는 향기성분의 

real time 분석(APCI-MS)(Fig. 2(b))

(5)  인공 저작(artificial mastication)에 의한 식

품의 파괴 패턴 분석(Fig. 2(c))

(6)  식품의 구강내 체류시간과 포만감에 관여하

는 인자의 해석

(7)  모델시스템을 이용한 구강내 식품 변형의 모

니터링

(8) 구강내 식품의 전달(이송) 기작과 혀의 역할

(9)  구강내 계면특성 파악을 위해 기존의“rhe-

ology”대신“tribology”개념의 설정        

(Fig. 2(d))

(c) Artificial mastication (d) From rheology to tribology

Fig. 2. Some FOP titles and related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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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별 주제 및 주요 강연 

 

이번 FOP 컨퍼런스는 다음과 같은 12개의 섹

션으로 나뉘어있으나 동일한 주제인 Session 1과 

Session 4가 분리된 것을 고려하면 11개의 소주제

로 구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분리된 섹

션은 나름대로 FOP 현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

하는 영역으로 볼 수도 있으며, 2개의 연구영역 사

이에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분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관점으로 보면, 예상치 못할 정

도로 다양한 분야에서“식품”이라는 키워드를 공

유할 수 있는 그룹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각 섹션의 발표주제이다.    

Session 1:  

Interplays of food physics, oral physiology 

and sensory perception (Ⅰ)

Session 2:  

Revisiting food structure through texture 

perception

Session 3: Sensory psychology 

Session 4: 

 Interplays of food physics, oral physiology 

and sensory perception (Ⅱ)

Session 5:  

Dynamic of  oral processing and food con-

sumption 

Session 6:  

Insight in the variability of oral biology 

Session 7: 

 In-mouth biological mechanisms at the 

origin of sensory perception

Session 8:  

Designing food products for oral functional 

deliveries 

Session 9:  

Understanding food bolus structure and 

formation: a deep challenge

Session 10:  

Chewing and swallowing disorders and 

specific food designing

Session 11: 

 The mechanics of food breakdown

Session 12:  

Converting food oral processing into The 

equation 

각 섹션의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섹션

별 plenary lecture를 간단히 요약하고, 각 섹션에

서 발표된 주제 중 몇 가지를 예시해 보았다. 관심

을 가질만한 연구자의 검색을 돕기 위하여 발표자

의 소속과 연구분야도 표기하였다.  

Session 1: 
Interplays of food physics, oral 
physiology and sensory perception (Ⅰ)

PL1: Understanding creaminess through food 

oral processing

Dr Chrystel Loret (Nestlé Research Center, 

Lausanne, Switzerland)

발표자의 전공분야 : 특정 모집단에 적용 가능한 

저작과정 및 삼킴현상의 해석, 식품물리학, 구강생

리학 

Creaminess는 소비자들이 유제품, 스프,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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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싱, 초콜릿 등의 식품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Creaminess는 조직감, 향기성분 그리

고 외형 등이 개입된 복잡한 차원의 개념이다. 그

러나 creaminess의 정의는 가공제품과 식문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조직감이나 향기성분 가운

데 어떤 한 가지가 더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

다. 

식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은 입안에서 타액

과의 혼합, 효소에 노출, 구강과 혀 사이의 전단

(shear), 체온 등에 의해 변형되어 섭취 전 제품이 

원래 가지고 있던 구조와 인식되는 creaminess 사

이에 상관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이미 발표된 논문

들이나 내 연구결과에 따르더라도 oral process-

ing을 통하여 creaminess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

키는 단계는 다음과 같은 3단계가 있다. 

1단계)  제품을 섭취하며 creaminess를 인식하

는 동안 구강의 유체역학적 상태를 직접         

관찰하는 단계

2단계)  구강의 형태와 유사한  in vitro 방법을 개발

하여 적용하는 단계

3단계)  식품-구강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cream-

iner" 제품을 디자인하는 단계 

Session 1의 구두발표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들

은 다음과 같다.

▶  FOP를 통한 creaminess의 감지와 이해

(creaminess는 서구형 식품에서 특히 중요)  

▶  치즈섭취 중 비강내에서 향기성분이 방출되는 

특성의 분석 

▶  FOP 과정에서 조직감을 인지할 수 있는 dy-

namic sensory technique의 개발

      (TDS;temporal dominance of sensation의 

개념을 적용함, 아래 섹션 참조)

▶ Bolus 특성과 식품의 조직감 사이의 상관관계

Session 2: 
Revisiting food structure through 
texture perception

PL2: Texture perception of solid foods: A 

dynamic process.

Prof. Lisa Duizer (Department of Food Sci-

ence, University of Guelph, Canada)

발표자의 전공분야 : 식품 조직감의 인식과 관련

된 식품의 관능 특성 평가, 식품의 강도 및 음향

(sound) 인식을 통한 crispness의 평가  

최근 개발된 관능평가 기술인 Temporal Domi-

nance of Sensations (TDS)를 적용하면 저작 중

에 음식의 주요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TDS는 제품의 원래 구조뿐만 아니라 저작과정 중

에 bolus의 특성에 의한 시간에 따른 조직감의 변

화를 감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다, 

조직감과 oral processing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방법은 밀 등을 원료로 

한 곡물의 질감을 이해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

되어, 시리얼 제품이 나타내는 고유한 조직감과 저

작과정에서 각 제품별로 중요한 특성을 추출하여 

품질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Session 2의 구두발표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들

은 다음과 같다.

▶  고체 식품의 조직감을 인식하는 dynamic pro-

cess

▶  빵(model food)의 구조, bolus 형성 그리고 염

미와 조직감의 인지 사이의 상관관계

▶  지방성분이 불규칙하게 분포한 gelled foods는 

균일하게 분포한 경우보다 지방과 관련된 관능

적 인자의 인지도를 높인다 (실제 함량보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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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느껴지므로 지방섭취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음) 

Session 3: Sensory psychology 

PL3: Flavour is in the brain

Prof. Dana Small (JB Pierce Laboratory, 

University of Bath, United Kingdom)

발표자의 전공분야 : 맛, 향, 섭식의 심리학과 신

경생리학, Mosckowitz-Jacobs award 및 Ruth 

Pike award 등을 수상

우리는 식품을 접촉하거나 음료를 마시면서 후

각을 통제하는 비후를 통해 그 냄새를 맡게 된다. 

“Flavor(향미, 풍미)”라는 단어는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며 맛, 감촉, 냄새 등이 통합

된 지각현상으로서 뇌는 그 “풍미물질” 을 인식하

게 된다. 독립적인 맛, 촉감, 냄새의 감각이 하나의 

향미 감각으로 형성되는 방법과, 뇌에서 이를 어떻

게 코드화 하는지, 그리고 향미 선호도와 식습관에 

관련된 지침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새

로운 fMRI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향미/영양에 대

한 훈련이 뇌의  특정 부위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

을 확인하기 위하여 향미가 첨가된 (칼로리가 있

는) 음료의 섭취에 따른 혈당 증가와 인지되는 만

족감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

하여 향미는 생물학적 효용과 인지되는 즐거움 사

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혈

당변화는 당 섭취에 따라 나타나는 생물학적 효용

과 관련된 중요한 신호(signal)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ession 3의 구두발표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들

은 다음과 같다.

▶  Sugar - The good, the bad, the ugly (유명

한 영화제목처럼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뜻)

▶  맛의 인지와 복잡한 맛을 가진 식품에서 발생하

는 맛-맛의 상호작용 (마요네즈와 드레싱을 모

델로 함) 

▶   Human fat taste detection threshold test-

ing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

Session 4: 
Interplays of food physics, oral 
physiology & sensory perception (Ⅱ)
            

Section 1과 동일한 주제를 나눈 섹션이라서 별

도의 Plenary lecture가 없었다.

Session 5:  
Dynamic of  oral 
processing and food consumption 

PL4: Food oral processing and satiation.

Prof. Kees De Graaf (Division of Human Nu-

trition, Wageningen Univ., Netherlands)

발표자의 전공분야 : 식품섭취 행위와 관련된 관능

적 신호(sensory signals)의 의미 해석, 어린이와 

노인층의 맛 선호도 분석    

비만을 야기하는 식품의 특성 중 하나는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음료는 섭취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각(sense of taste)을 

느낄 수 없으며 포만감도 부여하지 않는다. 포만감

이 낮은 음료는 구강에 머무는 시간이 짧으며, 구

강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긴 식품일수록 포만감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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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 최근에 수행된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천천

히 섭취하는 방식이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의 분

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각(sense of taste)이라는 것이 뇌와 장

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nutrient sensor라는 주장

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Session 5의 구두발표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들

은 다음과 같다.

▶  식품이 구강에 투입되어 삼킬 때 까지 식품의 

붕괴과정이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 식품의 섭취중 저작의 강도 및 빈도 측정 기술

▶  츄잉검을 씹는 동안에 발생하는 에너지소모와 

성분의 방출 (저작과정의 해석을 위한 모델로서 

츄잉검을 활용)

      

Session 6: 
Insight in the variability of oral 
biology 

PL5: Human salivary adaptations to di-

etary transitions: Starch and amylase gene         

copy number variation.

Dr George Perry (Dept. of Anthropology,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SA)

발표자의 전공분야 : 유전자(genome) 데이터 분

석을 통한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의 진화론적 생태

학, 식이와 관련된 환경적응

전분은 인간의 식이, 특히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왔으나 이와는 대조적으

로 열대우림지역, 극지방의 수렵 종족, 그리고 몇

몇 목축업을 주로 해온 그룹들은 불가피하게 제한

적인 양의 전분만을 섭취해왔다. 이러한 차이는 전

분가수분해와 관련된 효소인 아밀레이스의 진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간의 타액에

서 분비되는 amylase gene(AMY1)의 모사된 유

전자는 단백질의 분해 정도와  연관되어 있으며, 

저 전분 섭취구에 비해 고 전분 섭취구에서 더 높

은 AMY1 모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고 전분 섭취구에서의 모사 AMY1는 약간의 

양성적 특성을 보여주는 반면, 저 전분 섭취구의 

모사 AMY1는 중립적 진화(neutral evolution) 특

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인류의 특정 

모사 AMY1의 증가는 아마도 해당 종족의 역사에

서 나타나는 전분 식품 섭취량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Session 6의 구두발표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들

은 다음과 같다.

▶ 지방성분이 타액의 성분조성에 미치는 영향 

▶  음식을 삼킨 후, 구강내 빈 공간이 비후를 통한 

향기성분의 방출에 주는 영향

▶ 치아 마모의 메카니즘과 그에 따른 영향

Session 7: 
In-mouth biological mechanisms at 
the origin of sensory perception

PL6: From eating to liking: Saliva, the miss-

ing link.

Dr Eric Neyraud (INRA-CSGA, Dijon, France)

발표자의 전공분야 : 식품의 선호도와 관능요소의 

인식에 관여하는 구강생리학, 특히 타액을 구성하

는 분자들의 역할

식품의 섭취과정에서 식품이 입에 들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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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하는 최초의 액체가 타액(saliva)이다. 저작과

정에서 타액과 식품은 격렬한 상호작용을 거치면

서 서로 혼합되어 삼켜지기 위한 bolus를 형성하게 

된다. 타액이 최종적인 bolus의 볼륨에 미치는 영

향은 원래 식품이 가졌던 볼륨보다 더욱 중요하다

고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타액이 식품의 특

성을 인지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

려진 바가 없었다. 

타액은 식품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구강 내에서 

식품의 아로마와 맛을 방출시키고, 타액내의 효소

로써 주영양소(macronutrients)의 구조를 와해시

켜 맛과 향미(flavor)성분을 방출시킨다. 이러한 

타액의 영양소에 대한 활동(amylolytic, lipolytic 

and proteolytic)은 식품 매트릭스를 와해시키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며, 맛이나 향미성분의 방출

에도 관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소금과 같은 

성분을 바로 감지하는 역할도 한다. 인간의 타액 

성분은 유전, 생활방식, 24시간 생활주기(circa-

dian rhythm)와 계절적 주기(seasonal rhythm), 

또는 감각의 자극 강도를 느끼는 개인차에 따라 매

우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앞으로는 타액의 역할

을 고려하여, 타액의 성분, 인식 그리고 식품의 수

용성 사이에 가능한 관계 형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Session 7의 구두발표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들

은 다음과 같다.

▶  수렴성(astringency) : 타액중 proline rich 

proteins(PRPs)과 탄닌의 상호작용

▶  타액을 이용한 수렴성(astringency) 측정용 대

체모델의 개발

▶  구강 상피세포의 일과성 단백질 수용기 분석 

(홍차 polyphenol을 사용)

Session 8: 
Designing food products for oral 
functional deliveries 

PL7: Microstructure, texture and oral pro-

cessing: new ways to reduce sugar and          

salt

Dr Fred van de Velde (NIZO Food Research 

BV, Netherlands)

발표자의 전공분야 : 혼합 겔과 이멀젼 충진 겔을 

이용한 관능특성, 미세구조, 구성성분 사이의 상관

관계 해석과 oral processing 역할의 이해

미세구조(Microstructure)는 구강내 식감과 식

품의 맛을 인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

구의 모델로서 유청단백질(WPI)과 다당류 젤을 혼

합하여 사용하여 식품성분간의 상관관계, 미세구

조, 조직감 특성, 관능적 요소의 인지여부 등을 분

석하였다.

미세구조는 유동학적 특성과 구성성분, 가공조

건에 따른 영향을 받으며, 이는 입에서 느겨지는 

촉감(mouthfeel)을 인지하는데 기여한다. 연구자

는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y(CLSM)

과 미세변형 레올러지기술을 함께 이용하여 각

각 다른 양의 설탕을 함유한 유청단백질과 gellan 

gum gel의 미세구조를 확인하고, serum release

를 측정하였다. 입에서 느껴지는 촉감은 gel의 묽

은 정도(watery), 부서짐성(crumbliness), 퍼짐

성(spreadability) 등의 식별에 기여하며, serum 

release는 단맛의 강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에는 Quantitative 

descriptive analysis(QDA)를 적용하였고, gelled 

food에 함유된 설탕의 저감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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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8의 구두발표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들

은 다음과 같다.

▶  조직감과 향기성분을 일정시간 방출/인지 가능

한 구조의 설계 

▶  스낵제품에서의 염분 방출 패턴 (염미를 인지하

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삼키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 더 짧다. 따라서 염분 과다섭취가 우려되며, 

식염의 크기나 분포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  Macronutrients의 bioaccessibility를 결정하

는 저작(mastication)의 역할 (아몬드를 모델식

품으로 활용하였음)

▶  Gelled foods에서 맛의 감지 : 미뢰의 자극 주

기에 따른 영향 분석

Session 9: 
Understanding food bolus structure 
and formation: a deep challenge

PL8: Oral processing, Texture and Mouth 

feel: from rheology to tribology and                 

beyond

Prof. Jason Stoke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발표자의 전공분야 : 식품과 개인위생용품에 사용

되는 연성재료(soft matter)의 미세구조, 가공공

정, 물성학적 상관관계의 해석기구 개발  

구강 표면 사이의 전단(shear) 또는 얇은 필름으

로의 압축에 의해 발생하는 식품과 타액 사이의 혼

합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in vitro multi-scale 접근

법을 이용하였다. 특히 질감(texture)과 입에서 느

껴지는 촉감(mouthfeel) 뿐만 아니라 식품의 다

층 구조와 같이 oral processing 중에 일어나는 식

품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생체 모방형 구강(oral biomimetic)은 제

품 구성성분과 촉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

법으로 전직 생체내(ex vivo) 타액 필름사이의 상

호작용을 고려해 개발되었다. 이러한 thin film 

rheology 이외에도 유연 마찰공학(soft tribology, 

lubrication) 기법들이 계면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Session 9의 구두발표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들

은 다음과 같다.

▶  저작에 의하여 붕괴된 식품입자들의 구강내 거

동 

▶  빵의 섭취중 염분 방출과 관련된 저작과 타액분

비의 영향

▶  단일축 압착(uniaxial compression)에 의한 아

가로스겔에서의 sucrose의 방출 

▶ 씹은 쌀밥의 bolus 특성과 타액의 상관관계

Session 10: 
Chewing and swallowing disorders 
and specific food designing

PL9: Critical factors in the oral control 

needed for chewing and swallowing.

Prof. Jeri Logemann (Communication Sci-

ences and Disorders, Northwestern Univer-

sity, USA)

발표자의 전공분야 : 정상적인 삼킴(swallow) 과

정의 해석, 특정 삼킴기능 장애군의 치료효과에 대

한 평가

구강에서 식품을 씹는 과정과 인두(pharynx) 부

224

해외 학술활동



근에서 삼키는 과정은 혀에 의해서 조절된다. 혀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강 내의 혀와 

인두 부근의 혀부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삼키고 

대화하는 동안에 각기 다른 신경자극과 운동에 의

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의 

저작(chewing), 삼킴(swallowing) 그리고 대화

과정에서 구강내의 혀와 인두 부근의 혀가 기여하

는 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혀의 구조와 신

경손상이 혀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

사하였다. 정상적인 섭취기능(oral intake)을 부여

하기위해서는 임상전문가와 식품업계가 협력하여 

구강의 재활 (rehabilitating oral) 및 인두의 혀

(pharyngeal tongue)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

하며, 더 많은 협동연구를 통해 환자의 영양 및 수

분섭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Session 10의 구두발표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

들은 다음과 같다.

▶  모델 액체를 이용한 구강인두(oropharyngeal)

에서의 삼킴과정에 대한 생리학적 해석 

▶  삼킴과정을 촉발하는 구강내 압력과 식품물성

의 역할을 분석

   -  IOPI(Iowa oral performance instrument)

를 사용하여 tongue/oral pressure 측정

▶  노년층 영양학 연구에 필요한 구강건강 지표의 

적절성 평가 

▶  다양한 점도를 가진 bolus의 삼킴과정에 대한 

3DCG 애니메이션 기법의 개발

   -  CT(computerized tomography), VF(video 

fluorography), MRI(magnetic resornance 

imaging ; 30frames/2.4sec)을 이용한 삼킴

과정의 동영상제작 기법

Session 11: 
The mechanics of food breakdown

PL10: How important are teeth for the frac-

ture of food?

Prof. Julian Vincent (University of Bath, 

United Kingdom)

발표자의 전공분야 : 복합물질 등의 부서지기 쉬운

(brittle) 식품의 물성 분석, 곤충 큐티클층의 (인

공)디자인과 생물학적 소재에 대한 수분의 영향 평

가

이 발표의 제목은 동료연구자가 감자칩을 먹는 

방법을 보고 영감을 얻은 것이다. 그는 칩을 입천

장에 두고 혀를 위로 눌러서 부스러뜨렸는데, 이것

은 그가 파괴공학자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본 연

구는 식품의 부서지는 특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

고, 식품의 부서짐(fracture)에 필요한 기준과 치

아를 통해 부러뜨리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조명

하였다. 부서지는 특성이 있는 식품을 손으로 부러

뜨렸을 때, 언제나 일정하게 않게 부서지는 현상

에 따른 호기심으로부터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

는데, 부서짐(fracture) 현상은 일단 충분한 압력

(strain)이 필요하며, 부서짐 현상의 초기에 힘이 

집중적으로 가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품을 섭취할 때, 앞니를 이용하여 starter crack

을 만들게 되며, 바삭바삭함을 느끼는 정도는 균열

(crack)이 시작될 때 집중된 힘에 비례한다. 

Session 11의 구두발표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

들은 다음과 같다.

▶  곡류제품 저작과정의 기계적 모델링 기법 : 3D 

입체형 치아구조 적용 

▶  (건강한 실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아교합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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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저작능력에 미치는 영향

▶  Food gel 섭취중 혀의 압력 변화 (삼키기 전 단

계까지 혀의 역할) 

Session 12: 
Converting food oral processing into 
The equation 

PL11: Mathematical modeling of in-mouth 

flavor release: toward tools to design           

healthy and palatable foods

Dr. Isabelle Souchon (INRA-GMPA, Paris, 

France)

발표자의 전공분야 : 건강식품과 맛있는 식품의 디

자인을 위한 역분석공학(reverse engineering), 

식품성분과 인체조직의 상관관계 분석

모델 유제품에 지방과 단백질함량은 달리하고 

염분의 함량만 일정하게 조정하여, 관능적, 유동학

적(rheological), 구조적, 그리고 물리화학적 방법

을 통하여 차이를 확인하였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제품의 입안에서의 붕괴와 향미방출 및 인지도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in vivo, in vitro 상태에서의 

전기전도도 측정, APCI-MS를 통한 in vivo 향기성

분 방출 분석, 그리고 시간, 강도, 시간적 우위 감

각(temporal dominance of sensations) 등을 통

한 dynamic sensory method를 실시하여, 입안에

서 발생하는 염분과 아로마 방출기작을 해석하였

다. 이러한 모델링 방법은 고체 식품의 섭취 중 향

미성분의 방출을 포함한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다.

Session 12의 구두발표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

들은 다음과 같다.

▶  식품의 물리적 특성과 인간의 저작기능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in silico 분석

▶  생의학적 SPH 모델을 이용한 저작과정에서의 

식품붕괴와 향기성분 방출 시뮬레이션

    (SPH;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Fig. 3. Workshop at INRA-CSGA in Dij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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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및 INRA-CSGA 
lab tour 

Dijon의 INRA-CSGA에서 진행된 워크 프로그

램(Fig. 3)은 다음과 같은 2개의 소주제로 구성되

었으며 각각 4~5개의 관련 발표가 있었다.

Topic 1 :  Simulation of oral processing with 

in vitro tools
Topic 2 :  Oral processing, flavour release 

and sensory perception

또한 lab tour를 겸하여 다음과 같은 demon-

stration이 이루어졌다.

1. Chewing simulator

    - in vitro food breakdown 

    - in vitro volatile compound release 

2. In vitro flavour release

    - Nosespace-PTRMS 활용

이번 2nd FOP 컨퍼런스를 통해 필자(Fig. 4)는 

Fig. 4. With Prof. Jianshe Chen, organizer of 1st FOP Conference (Univ. of Leeds, UK)

(FOP의 개념이)식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라

는 점에서 식품연구자가 한 번쯤 생각해볼만한 가

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일본의 참석자

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는데 치과, 구강외과, 식품

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10여명이 참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노령층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일반적

인 식품을 노인층에게도 동일하게 급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노인용 식품에는 특별한 

점성과 조직감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는 근거들을 

많이 제시하였다. 특히 3D MRI를 이용하여 삼킴

현상을 보여주는 영상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앞으

로 우리나라의 연구자들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

고 신제품의 개발이나 시판제품의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이상과 같이 학술행사에 대한 단편적 소개를 마

치며 식품을 보는 데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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