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Appl Biol Chem (2018) 61(2), 157−164

https://doi.org/10.3839/jabc.2018.023

Online ISSN 2234-7941

Print ISSN 1976-0442

Article: Food Science/Microbiology

The development of baked kelp snack through examining
its physicochemical properties 

Suna Kang1 · Jihee Oh1 · Jeonguie Hong1 · Yejin Cho1 · Sunmin Park1 

물리화학적 특성 연구를 통한 구운 다시마 스낵 개발

강선아1 · 오지희1 · 홍정의1 · 조예진1 · 박선민1 

Received: 28 March 2018 / Accepted: 23 April 2018 / Published Online: 30 June 2018

© The Korean Society for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201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kelp

(Laminaria japonica) product with optimal sensory and

nutritional properties for eating as a snack by investigating its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conducting sensory evaluation. A

preliminary study using tripolypolyphosphate solution found that

it was good for removing the fishy smell and for making it soft.

We soaked the kelp in 0.3-0.4% sodium tripolyphosphate buffer

and tested with or without baking. In searching for the optimal

polyphosphate dilution concentration, soaking in 0.3-0.4% sodium

tripolyphosphate resulted in the best texture and flavor. As kelp

separates into thick or thin samples, thick kelp was best when

soaked in 0.4% sodium tripolyphosphate buffer and thin soaked in

0.3%. The kelp snack made from the thick one (over 221 mm

thickness) was better than the thin one. Baking improved the

moisture, texture and feel of the kelp snack. Tripolyphosphate

treatment affected protein contents and texture softening. The

differences by baking and tripolyphosphate treatment were shown

with electromicroscopic image. Kelp snacks with added sweet and

hot taste were preferred to sour taste. In conclusion, in making

kelp snacks, it is advisable to use a thick kelp, 0.3-0.4% sodium

tripolyphosphate, and baking treatment for better texture and feel.

This kelp snack has low fishy smell, better taste and soft feel.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support sea food’s importance, and

usefulness of the kelp snack to help prevent goiter in inland

province citizens.

Keywords Baking · Electromicroscopic image · Kelp · Sodium

polyphosphate · Texture

서 론

다시마는 갈조류에 속하는 해양식물로 태평양 연안에서 자생하

며, 국내에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식품이다. 다시마에는 K+,

Ca2+, Na+ 등 신진대사와 관련된 알칼리성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고(USDA food composition database) 특히 갑상선 호르몬의

성분인 요오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갑상선 호르몬 생성 및

작용에 도움을 주며[1,2] 당뇨 합병증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준

다[3]. 항산화능이 뛰어난 후코이딘을 함유하고 있으며[4,5], 콜

레스테롤 배출을 도와 이상지혈증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6,7] 난소화성 식이섬유인 알긴산을 함유하고 있다. 다시마를

발효 추출시킬 때 생기는 Gamma aminobutyric acid는 체지방

감소 및 근력 증가에 도움을 주어 남성 갱년기의 주된 증상인

근감소증(sarcopenia)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8]. 다시마에

는 다양한 기능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다시마에 있는 기능성

물질의 수율을 높이는 연구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9].

다시마는 주로 중국, 한국, 일본 등 해안을 포함한 동양권에

서 섭취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도 주로 동양에서 수행되어 왔

으며 유럽, 아프리카 등 내륙 지역에서는 해조류 섭취 및 연구

에 대한 관심이 적다. 그러므로 동양에서는 해조류에 포함되어

있는 요오드 부족으로 나타나는 갑상선종(goiter)의 발생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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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해조류를 섭취하지 않는 내륙지역의 거주하는 사람들은

갑상선종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주된 원인은 요오드 결핍으로

보고되었다[10]. 또한 내륙지역인 유럽과 남아메리카의 일부 지

역에서는 저학년 아동에게 있어서 요오드 결핍은 치명적인 문

제이며 요오드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였다[11]. 요오드는 해조류, 생선, 조개류에서 주로 얻을 수

있으며 요오드를 함유한 토양에서 자란 작물이나 동물, 달걀에

서 얻을 수 있지만, 해조류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12].

국내에서 다시마는 주로 국물제조용이나 조미료 재료로 사용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다시마 분말 첨가 만두피, 고추장, 전통

된장, 국수, 쿠키 등 다시마를 이용한 식품개발 연구[13,14,15,

16,17])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산, 양식되는 량에 비

하여 이를 상품화시키는 연구 및 가공기술은 부족한 실정이며

[18] 식량자원 외 사료나 에너지 원료, 의약품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19]. 그리고 고품질의

편리한 식품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키기에 다시마

를 스낵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거나, 점성이 많은 Gagome kelp

에서 밀가루 대체 파우더를 추출하는 기술 연구[20]를 통해 소

비자 맞춤형 식품을 개발하는 일본에 비해 한국의 해조류 가공

기술의 단계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대표 해조류 스낵은 밀가루와 김을 이용한 스낵인 김부각을 제

외하면 상용화된 제품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다양한 소재의 해

조류로 스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른 다시마는 질겨서 씹기 어려운 점이 있고, 표면 조직이

치밀하여 양념이 잘 스며들지 않아 튀기는 부각을 제외하고 스

낵으로 제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각은 수분을 흡수하여

쉽게 눅눅해져 상품성이 떨어지고, 기름기가 많아 쉽게 산패 될

수 있으며 다시마의 건강식품 상품화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시마를 튀기지 않은 스낵으로 만들

어, 씹힘성이 좋고, 이물감이 없으며, 비린 향이나 맛을 보완한

맛 좋은 스낵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한 다시마 스낵의 물

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실험 재료 및 방법

스낵 제조에 적합한 다시마 연화 방법 탐색

다시마는 씨허브(부산, 한국)에서 구입한 것을 사용하였다. 농도

를 다르게 한 폴리인산나트륨(sodium tripolyphosphate, 이에스

푸드, 경기, 한국)을 이용하여 다시마 연화에 효과가 좋은 농도

를 탐색하였다. 다시마를 흐르는 물에 세척한 후 2×2 cm로 잘

라 농도별로 제조한 폴리인산나트륨 용액에 다시마를 20분간

담그고 연화시킨 후 식품 건조기에 70 oC, 10시간 동안 건조시

켜 다시마의 연화된 정도를 관찰하였다. 폴리인산나트륨 용액은

1, 0.9, 0.8, 0.7, 0.6, 0.5, 0.4, 0.3, 0.2, 0.1% (v/v)로 제조하

여 실험에 사용하였고(Fig. 1의 1 step), 고농도로 사용할수록

다시마의 조직이 물러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농도를 세분화 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폴리인산나트륨 농도에 따른 다시마 두께 측정

폴리인산나트륨으로 연화시킨 다시마의 두께를 켈리퍼(Calliper,

CD-15CPX, Mitutoyo Corp., Kawasaki, Japan)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고,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Fig. 1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kelp snack with s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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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인산나트륨 농도에 따른 다시마 물성 측정

Texture analyzer (TA-XT Express, Texture Technologies Co.,

Ltd., Godalming, England)를 사용하여 농도가 다른 폴리인산나

트륨으로 연화시킨 다시마의 경도, 응집성, 검성을 3회 반복 측

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다시마 전처리 방법과 조미액의 종류를 달리한 다시마 스낵 제조

연화 농도를 탐색에서 적합한 전처리 시료 및 농도를 선정한

후 다시마 스낵을 제조하였다. 다시마 스낵에 적합한 다시마 전

처리 방법은 Fig. 1에 step 1에서 정한 0.4% 폴리인산나트륨용

액에 침지하는 것이고, 전처리한 다시마를 굽거나 말려서 양념

한 스낵 제조 방법은 Fig. 1에 주었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시마

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염분을 제거한 후, 다시마의 두께가

221 mm 미만인 것은 얇은 것으로 분류하였고, 221 mm 이상인

것은 두꺼운 것으로 분류하였다. 다시마를 2×2 cm로 자르고, 폴

리인산나트륨 용액 혹은 물에 침지시켜 연화시켰다(얇은 다시

마: 0.3% 폴리인산나트륨 용액 혹은 물에 10분 침지, 두꺼운

다시마: 0.4% 폴리인산나트륨 용액 혹은 물에 15분 침지). step

2에서는 연화시킨 다시마를 오븐에 180 oC에서 8분간 굽거나 굽

는 처리를 하지 않고, 조미액에 침지시켜 단맛, 신맛, 매운맛을

낸 후 건조기(L’equip 식품건조기, LD-918BT, 서울, 한국)에서

70 oC, 10시간 동안 건조시켜 다시마 스낵을 제조하였다. 다시

마의 두께와 폴리인산나트륨 용액을 이용한 연화 처리 및 굽는

처리에 따른 제조 군 분류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다시마의 영양과 맛을 증가시키기 위해 단맛, 신맛, 매운 맛

조미액을 제조하여 다시마를 침지시킨 후 스낵을 제조하였고 조

미액의 분류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단맛 조미액은 파인애플

갈은 것 80 mL (S&W, San Francisco, USA), 설탕 80 g (씨제

이제일제당(주), 인천, 한국), 생강농축액 40 mL (영농조합법인

완주봉상생강조합, 전북, 한국), 소금 3g(대상주식회사, 서울, 한

국)을 물 200 mL에 혼합하여 제조하였고, 신맛 조미액은 설탕

80 g, 골드키위 갈은 것 60 mL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전

남, 한국), 생강즙 40 mL, 레몬즙 60 mL (Eurofood S.R.L,

Salerno SA, 이탈리아), 식초 60 mL, 소금 2 g을 물 200 mL에

혼합하여 제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매운 맛은 설탕 70 g에 생

강즙 40 mL, 파프리카 시즈닝 60 g (에프앤에스식품, 경기도, 한

국), 쓰리라차 60 mL (HuyFong Foods, Inc, Los Angeles,

CA, USA), 소금 3 g을 물 200 mL에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다시마 스낵의 수분함량 및 일반 성분 측정

수분함량 및 일반 성분은 두꺼운 다시마로 측정하였고, 다시마

의 수분함량은 상압 건조 가열법으로 측정하였다. 수기를 항량

한 후, 다시마 조각 0.5 g을 넣고 105±1 oC 건조기에 넣어 5시

간동안 건조시킨 후, 데시케이터 안에서 30분간 식힌 뒤 항량

될 때까지 무게를 측정하고 항량된 무게를 3회 반복 측정하였

다. 수분함량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수분함량(%)=(W2−W3)/(W2−W1)×100

W1: 수기의 항량(g)

W2: 시료와 수기의 무게(g)

W3: 항량된 시료와 수기의 무게(g)

조회분 함량은 도가니에 다시마 5 g을 넣고 태우고 남은 회분

으로 측정하였다. 조회분을 측정할 도가니를 항량한 후 다시마

를 담아 도가니 집게를 사용하여 회화로(FD1530M, Industrial

Benchtop Muffle Furnace, ThermoFisher, Texas, USA)에 넣고

550-600 oC에서 4-5시간 가열한 후 회백색의 회분을 얻는다. 온

도가 내려가면 식혀서 데시케이터에 넣어 30분간 방치한 후 조

회분을 칭량하는 방법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

다. 조회분 함량식은 아래와 같다.

회분 함량(%)=(W1−W0)/S×100

W0: 항량된 도가니의 무게(g)

W1: 회화 후 도가니와 회분의 무게(g)

S: 시료채취량(g)

조지방 함량은 soxhlet 추출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다시마

5 g을 원통 여과지에 넣고 탈지면으로 덮은 후 soxhlet extractor

에 장착하였다. 무수에테르를 약 1/2 용량을 넣어 장치하고 8

시간동안 조지방을 추출하였다. 추출이 끝난 후 에테르는 완전

증발 시킨 후 100 oC 건조기에서 1시간 방치시킨 후 데시케이

터로 옮겨 조지방량을 측정하였고, 3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

타내었다. 조지방 측정 식은 아래와 같다.

조지방 함량(%)=(W1−W0)/S×100

W0: 그릇의 무게(g)

W1: 조지방 추출 후 건조시킨 그릇의 무게(g)

S: 시료 채취량(g)

다시마 5 g을 킬달 플라스크에 넣고 분해촉진제(황산구리: 황산

칼륨=1:4 용액)를 넣은 후 황산 5 mL를 넣고 과산화수소를 조

금씩 넣어 반응시킨다. 플라스크를 가열하고 분해액이 청색으로

변할 때까지 가열시킨 후, 분해액을 냉각시키고 증류 장치에 연

결하였다. 증류 장치의 흡수 플라스크에 0.05N 황산용액을 브

런스위크 시약을 2-3방울 떨어뜨리고 냉각기의 끝부분을 액면

에 담근 후 30%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고 증류액은 녹색이

될 때까지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적정하여 질소 함량을 측정

하였다. 공시험은 뷰렛시약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다시마의 조

단백함량은 3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으며, 측정 식은

아래와 같다.

조단백함량(%)=N(%)×질소계수

질소계수: 6.25

다시마 스낵의 물성 측정

Texture Analyzer (TA-XT Express, Texture Technologies Co.,

Ltd.)를 사용하여 두꺼운 다시마로 제조한 스낵의 경도, 응집성,

검성을 측정하였고 얇은 다시마에서는 부서짐이 심해 두꺼운 다

시마로만 측정하였다. Test mode는 texture profile analysis

(TPA)로, 측정 조건에서 speed 값은 pre test는 2 mm/s, test 1

mm/s, post test에는 1 mm/s값을 주었고, trigger force는 5 g,

distance는 25 mm로 값을 주었고, Plunger는 cylinder type TA-

11ss를 사용하였다. 시료는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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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마 스낵의 색도와 표면 및 측면 구조 측정

색도는 색차계(JC-801S, Color Techno System, Tokyo, Japan)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색도 결과는 명도 L*(lightness), 적색

도 a*(redness), 황색도 b* (yellowness)로 나타내었고, 실험은

4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다시마의 측면과 표

면을 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I, Hillsboro,

OR, Oregon, USA)으로 10,000배 촬영하여 비교하였다.

다시마 스낵 관능 평가

제조한 다시마 스낵은 호서대학교 대학생에서 공지하고 자원자

15명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관능 평가 동의서를 받고 조

미액 첨가 전, 후의 다시마에 대한 관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5

점 척도로 평가를 진행하였고, 조미 처리를 하지 않은 다시마

스낵은 전체적기호도, 냄새(fishy smell), 바삭함(crispiness), 이

에 붙는 정도(stickiness), 맛(taste), 전체적 기호도(overall

acceptance)로 5가지를 평가하였고, 조미 처리를 한 다시마는 의

평가 항목은 향 기호도(flavor preference), 맛(taste)을 추가하여

7가지 항목을 평가하였다. 각 항목별로 5점에서 1점까지 점수

를 주도록 교육하였고, 매번 평가를 진행하기 전 물로 입안을

헹구고 난 후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였다(5점: 매우 좋다, 4점:

좋다, 3점: 보통이다, 2점: 싫다, 1점: 매우 싫다).

통계분석

실험의 모든 통계 처리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18.0)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로 표시하였

다. 연화 농도 탐색 실험에서 폴리인산나트륨의 농도에 따른 통

계적 유의성은 one-way ANOVA로 Tukey test를 사용하여

p <0.05의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다시마 스낵 제작에서 굽는 처

리와 연화 용액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two-way ANOVA를

수행하고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Tukey test를 사용하여

군별 차이를 p <0.05의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스낵 제조에 적합한 다시마 연화 방법 탐색

다시마 연화에 적합한 폴리인산나트륨 용액 농도를 탐색하기 위

해 농도가 다른 폴리인산나트륨 용액으로 연화시킨 다시마의 두

께를 측정하였다(Table 1). 다시마의 두께는 1-0.8, 0.7-0.4, 0.3-

0.1% 순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고(p <0.05), 맛은

0.5% 이상의 농도로 폴리인산나트륨을 처리한 것은 떫고 쓴맛

이 강하고 식감이 물렀고, 0.4% 이하에서는 맛과 식감이 양호

하였다. Song 등[21]은 다시마 연화에서 0.3% 이상의 폴리인산

나트륨에서 탁월한 연화 효과를 보였고 초산, 중탄산나트륨보다

폴리인산나트륨 용액으로 연화시킨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실험 결과, 폴리인산나트륨 용액이 다시마의 질감

을 향상시키는 역할[22]을 한 것으로 보이며 알긴산이 폴리인

산나트륨 용액에 용해되면서 다시마의 연화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된다. 다시마를 연화시킬 때 폴리인산나트륨 용액을 사용

하고, 그 농도는 0.2-0.3%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폴리인산나트륨 용액의 농도에 따른 다시마 물성 측정

폴리인산나트륨 용액으로 연화시킨 다시마의 물성 측정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경도는 두께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

는데 농도가 1에서 0.1%로 갈수록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 응집성은 폴리인산나트륨 용액에서는 1, 0.8%에서

높은 값을, 0.5, 0.1%에서는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검성은 두

처리군 모두 경도 결과와 유사하였다. 실험결과는 폴리인산나트

륨 용액을 처리하였을 때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도 값이 낮

아진다고 보고한 Jeong 등[23]의 연구와 동일하였다. 폴리인산

나트륨 용액은 다시마뿐만 아니라 어육가공품, 돼지고기 가공에

도 사용되며, 폴리인산나트륨 용액 농도 변화에 따른 결과의 변

화는 본 실험과 유사하였다(0.15% tripolyphosphate-hardness:

2,687, cohesiveness: 45.8; 0.45% tripolyphosphate-hardness:

2,175, cohesiveness: 63.5)[24]. Kim과 Joo[25] 저작, 연하가

용이한 식품 연구에서 최적화된 음식의 물성 기준이 경도는 2.4

(N), 부착성은 −1.87 (g×s)이 저작 연하 단계의 물성 기준에 적

합한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는데[25], 다시마 연화 농도에서 0.2-

Table 1 The thickness and appearance of kelp treated with sodium

tripolyphosphate

Concentration 
(%)

Thickness Appearance Taste

1 221.7±0.1e Too liquefaction Sticky and bitterness

0.9 221.7±0.1e Liquefaction Bitterness

0.8 221.7±0.1de Liquefaction Bitterness

0.7 221.9±0.1cd Somewhat liquefaction Bitterness

0.6 221.8±0.0d Softening Bitterness

0.5 222.2±0.1c Softening Bitterness

0.4 222.1±0.2c Normal spread Normal taste

0.3 222.5±0.2b Normal spread Normal taste

0.2 222.7±0.2ab Normal spread Normal taste

0.1 222.9±0.1a Normal spread Normal taste

a~eDifferent alphabe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by Tukey’s test at p <0.05

Table 2 The texture properties of kelp treated with sodium

tripolyphosphate

Concentration 
(%)

Hardness Cohesiveness Gumminess

1.0 0.02±0.01d 0.99±0.09a 0.02±0.00e

0.9 0.05±0.00d 0.86±0.07ab 0.04±0.01e

0.8 0.06±0.01d 0.99±0.11a 0.05±0.00e

0.7 0.10±0.00d 0.90±0.03a 0.09±0.00d

0.6 0.10±0.00d 0.76±0.01b 0.08±0.00d

0.5 0.22±0.08d 0.53 ± 0.09c 0.11±0.01d

0.4 0.47±0.04d 0.83±0.13ab 0.39±0.06c

0.3 1.22±0.32c 0.70±0.1b 0.84±0.17b

0.2 2.57±0.24b 0.66±0.13bc 1.65±0.23a

0.1 4.22±0.97a 0.50±0.12c 2.12±0.67a

a~eDifferent alphabe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by Tukey’s test a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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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의 폴리인산나트륨 용액으로 연화시킨 다시마가 김 등의

물성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섭취하기 용이한 물성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마 스낵의 수분함량 및 일반 성분 함량

다시마 스낵의 수분함량은 구운 것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

는데 이는 굽는 처리 후 조미액에 침지시킬 때 굽는 처리를 한

다시마가 굽는 처리를 하지 않은 다시마보다 조미액을 더 많이

흡수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조회분과 조

지방 함량에서는 굽는 처리와 관련 없이 폴리인산나트륨 용액

에 침지시킨 것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조단백

질 함량은 물에 침지시킨 것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5). Suraiya 등[26]의 연

구에 따르면 강낭콩 발효에 쓰이는 Monascus purpureus 로 다

시마를 발효시키면 다시마의 단백질과 항산화물질의 함량이 증

가한다고 보고하였고, 발효시킨 다시마 추출물이 고지혈증이나

당뇨환자에게 권장한다고 보고하였는데 폴리인산나트륨 용액이

Monascus purpureus와 유사한 작용을 하여 다시마의 조회분 함

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조직을 구성하는 단

백질을 분해하여 다시마가 부드러워지면서 단백질의 함량이 줄

어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다시마는 상, 중, 하층부에 따라 조

단백질과 조회분 함량이 다르므로[27], 중층부의 다시마를 사용

하여 스낵을 제조하면 조단백질과 조회분 함량이 적절하게 포

함되어있는 스낵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마 스낵의 물성 측정

두꺼운 다시마 스낵의 물성 측정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경도와 검성 값은 물에 침지시키고 굽지 않은 것이 높게 나타

났고(p <0.05), 응집성은 폴리인산나트륨 용액에 침지시킨 것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경도와 검성은 양의

Table 3 The groups of kelp treated with sodium tripolyphosphate and

baking process

Group Water
Sodium 

tripolyphosphate
Baking

Thin
kelp

LN1 0.3% soaking 180 oC, 8min

LN2 0.3% soaking -

LN3 soaking 180oC, 8min

LN4 soaking -

Thick
kelp

LK1 0.4% soaking 180oC, 8min

LK2 0.4% soaking -

LK3 soaking 180oC, 8min

LK4 soaking -

Table 4 Seasoning ingredients of kelp snack 

Sweet sauce Sour sauce Spicy sauce

Pineapple juice 160 mL

kiwi juice 60 mL

Lemon juice 60 mL

Vinegar 60 mL

Sriracha sauce 80 mL

Paprika seasoning 80 g

Ginger juice 40 mL 40 mL 40 mL

Salt 3 g 2 g 3 g

Sugar 100 g 80 g 100 g

Water 200 mL 200 mL 200 mL

Total 503 503 503

Table 5 The proximate compositions of kelp snack

Moisture 
contents (%)

Crud ash (%)
Crud protein 

(%)
Crud fat (%)

LK1 10.2±0.0b 15.1±0.1a* 7.42±0.04b 0.57±0.01a*

LK2 09.8±0.0c 15.4±0.2a 6.06±0.05c 0.57±0.01a

LK3 10.6±0.0a† 13.5±0.4b 7.29±0.04b 0.53±0.01b

LK4 10.1±0.0b 13.2±0.2b 8.32±0.03a 0.4±0.01c

LK indicated kelp snack made of thick kelp. In softening treatment, 1, 2
indicated using sodium polyphosphate and 3, 4 indicated water. In bak-
ing treatment, 1, 3 indicated baking, 2, 4 no baking
a~cDifferent alphabets i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by Tukey’s test at p <0.05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sodium tripolyphosphate and water treat-
ment in two-way ANOVA at p <0.0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aking and no baking treatment by
Tukey’s test in two-way ANOVA at p <0.05

Table 6 The texture properties of kelp snack

Group Hardness Cohesiveness Gumminess

LK1 0.34±0.13d 0.92±0.06 00.3±0.1c

LK2 02.1±0.05b 00.9±0.01 1.91±0.04a

LK3 1.43±0.17c 0.86±0.06 1.25±0.24b

LK4 2.51±0.28a† 0.87±0.04 2.16±0.17a†

LK indicated kelp snack made of thick kelp. In softening treatment, 1, 2
indicated using sodium tripolyphosphate and 3, 4 indicated water. In bak-
ing treatment, 1, 3 indicated baking, 2, 4 no baking
a~cDifferent alphabets i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by Tukey’s test at p <0.0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aking and no baking treatment by
Tukey’s test in two-way ANOVA at p <0.05

Table 7 The chromaticity of kelp snack

Group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LN1 18.0±0.3b 1.49±0.1a 3.98±0.59ab

LN2 21.0±0.2a 1.30±0.13ab 4.69±0.19a

LN3 20.8±0.3a 1.43±0.04ab 4.79±0.21a

LN4 21.7±0.1a¢” 1.09±0.03b 3.03±0.17b

LK1 20.3±0.2b 3.19±0.02b 6.65±0.03b

LK2 15.5±0.5c 1.08±0.35c 2.24±0.58c

LK3 23.5±0.9a¢” 4.26±0.14a¢” 9.38±0.38a¢”

LK4 16.3±0.3c 1.24±0.22c 2.16±0.09c

LN indicated kelp snack made of thick kelp and LK indicated thick kelp.
In softening treatment, 1, 2 indicated using sodium tripolyphosphate and
3, 4 indicated water. In baking treatment, 1, 3 indicated baking, 2, 4 no
baking
a~cDifferent alphabets i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by Tukey’s test at p <0.05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aking and no baking by Tukey’s test in
two-way ANOVA a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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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폴리인산나트륨 용액으로 침

지시킨 것은 다시마 조직을 구성하는 알긴산과 단백질이 분해

되면서 경도 값이 낮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폴리인산나트륨

용액 처리와 열처리는 다시마의 연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폴리

인산나트륨 용액의 경우 0.2%에서, 열처리의 경우 100 oC에서

30분간 가열 조건이 다시마 연화에 탁월하므로[21] 폴리인산나

트륨 용액을 처리하고 굽는 처리를 한 다시마의 물성 값이 적

합한 값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전통적 방법으로 제조한 김

부각의 저장성에 대해 연구한 박 등의 실험에서는 김부각을 0

일에서 20일간 보관하였을 때 5.9-7.84의 경도 값을 나타내었는

데[28], 본 실험에서 제조한 다시마 스낵이 0.3-2.51 값을 나타

내는 것을 보면 김부각보다 더 부드러운 것을 알 수 있다.

다시마 스낵의 색도 및 외형 측정

두께가 다른 다시마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두꺼운 다시마는 굽는 처리를 한 다시마의 값이 전반적으로 높

은 값을 나타내었고 침지시키는 용매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다

시마 분말의 경우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황색도 값이 증가

하는데[29], 양지에서 건조시킨 다시마의 황색도는 증가하였으

나, 음지에서 건조시킨 다시마의 황색도는 그 값의 변화가 크

지 않은 것으로 보아(kelp dried in sunny spot: 11.5, kelp

dried in shady spot: −9.72[30], 음지에서 건조한 다시마로 스

낵을 제조할 경우 고품질의 다시마 스낵을 제조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얇은 다시마에서는 그 값이 일관된 결과를 보이

지 않았는데, 그 두께가 얇아, 빛이 반사되지 못하고 투과되어

위와 같은 값이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현미경 촬영 결과, 폴리인산나트륨 용액 처리와 굽는 처

리에 의한 다시마의 외형 변화가 나타났다(Fig. 2). 폴리인산나

트륨 용액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조직이 길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폴리인산나트륨 용액을 처리한 것은 다시마 조직

의 경계가 짧아지고 무르는 경향을 보였다. 굽는 처리를 한 다

시마는 굽지 않은 것에 비하여 표면이 부드러웠다. 이 결과는

물성 측정에서 경도 값과 관련이 있는데, LK1과 3에서 굽는 처

리로 인해 조직이 부드러워지면서 낮은 경도 값을 가지게 되고,

Fig. 3 Sensory evaluation of kelp snack. Thick kelp treated with sodium

tripolyphosphate and baking treatment. The kelp snack with different

seasonings. LK indicated kelp snack made of thick kelp. In softening

treatment, 1, 2 indicated using sodium tripolyphosphate and 3, 4

indicated water. In baking treatment, 1, 3 indicated baking, 2, 4 no baking

Fig. 2 The electron micrographs of surface and side wall of kelp treated

with sodium tripolyphosphate and baking. LK indicated kelp snack made

of thick kelp. In softening treatment, 1, 2 indicated using sodium

tripolyphosphate and 3, 4 indicated water. In baking treatment, 1, 3

indicated baking, 2, 4 no b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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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2와 4에서는 다시마 조직이 수축되면서 경도 값이 높아진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시마 스낵 관능 평가

조미 처리를 하지 않은 다시마 스낵의 관능 평가 결과는 Fig.

4A에, 조미 처리를 한 다시마 스낵은 Fig. 3B에 나타내었다. 조

미하지 않은 다시마 스낵에서는 굽는 처리를 한 다시마 스낵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물보다는 폴리인산나트륨 용액을 처리한

다시마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결과가 가장 좋았던 폴리인산

나트륨 용액 처리와 굽는 처리를 한 다시마로 조미 다시마 스

낵을 제조하여 관능 평가를 진행한 결과, 단맛과 매운맛은 전

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신맛은 조미의 균일함과 이에 붙

는 정도, 바삭한 정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전체적 기

호도와 향, 맛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다시마를 가공하여 다

시마 칩을 제조한 Kim의 연구[31]에서는 찜, 탈수, 살짝 튀긴

후 오래 끓이는 braising, 열처리 등의 가공 처리를 하였는데,

braising 처리와 냉동 혹은 가열 건조 처리한 샘플이 비린 향이

없고 씹힘성이 좋았다고 보고하였다. 굽는 처리를 한 다시마의

결과가 가장 좋았던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폴리인산나트륨

용액에 침지시키고 굽는 처리를 한 후, 단맛과 매운 맛 조미를

하여 제조한 다시마 스낵이 가장 맛이 좋고 상품성이 있는 제

품으로 보인다.

초 록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는 생물의 상태로 유통될 수 없

는 어려움이 있어 건조, 염장, 당장 등의 가공 처리가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다시마를 건조 및 전처리를 하여 해조류에 거부

감을 가지고 있는 내륙지역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낵으

로 제조하고, 맛과 씹힘성이 좋으며 비린 맛이 없어 누구나 좋

아하는 스낵을 개발하고, 개발한 스낵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연

구하였다.

다시마 연화에 탁월한 폴리인산나트륨 용액 농도 탐색 실험

에서는 0.2-0.3% 농도의 폴리인산나트륨 용액에 침지시키는 것

이 다시마 연화나 맛에서 좋았고 부드러운 질감을 나타내었다.

폴리인산나트륨 용액 침지 및 굽는 처리를 달리한 다시마 스낵

제조에서는 두께가 221 mm 미만인 것은 얇은 것으로, 221 mm

이상인 것은 두꺼운 것으로 분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두

꺼운 다시마 스낵에서 모든 실험 결과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

는 반면 얇은 다시마의 경우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아 두꺼

운 다시마로 스낵을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였다. 다시마 스

낵은 굽는 처리를 한 것이 수분함량과 조회분 함량에서 유의적

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폴리인산나트륨 용액에 침지시킨

것이 낮은 경도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폴리인산나트륨 용

액에 침지로 인해 다시마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전자현미경 촬영 결과 폴리인산나트륨 용액에 침지시키고

굽는 처리를 한 다시마 스낵이 조직이 부드러워지는 것과 좋은

질감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마로 스낵을 제조할 때는 단백질과 회분 함량이 적절하

게 포함된 중층부 다시마의 두꺼운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

며, 음지에서 건조시킨 다시마를 사용하는 것이 저장성이 높은

다시마 스낵을 제조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가공 처리

의 경우 폴리인산나트륨 용액에 침지 및 굽는 처리를 하여 단

맛이나 매운맛의 조미를 가하여 다시마 스낵을 제조할 경우 이

물감이 없고 씹힘성이 좋으며 비린 맛이 없는 상품성이 높은

다시마 스낵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조류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뒷받침된다면 다시마 스낵이 남미에 수

출되면 갑상선종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고 수출 증대로 국가적

이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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