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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Dasik through the addition of sugar alcohol(xylitol, mannitol, sorbitol, 
erythritol) and agar during the production of Dasik in order to complement the texture of Dasik. Dasik sample were 
prepared, and the sensory quality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were compared and the antibacterial cha-
racteristics of green tea Dasik containing sugar alcohol against oral bacteria were also examined. The results are sum-
marized as follows. The moisture content of green tea containing sugar alcohol to improve the physical properties was 
over 30%. The water activity of the agar-added Dasik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The pH was signi-
ficantly higher for both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color L value was the brightest at 59.21 for 
FAOG, while the a value was the lowest for SG, and the b value was the highest for MG. In the texture analysis, the 
hardness of the control group was the highest at 5181.04 g/cm2 for SSG. The cohesiveness was the highest at 0.16% for 
SG and the chewiness was the highest at 182.12 g for MG, while the lowest cohesiveness was determined to be 43.73 g 
for EG. As for the adhesiveness, the agar, sugar alcohol-added groups were overall negative (-) while SG was found to 
have the lowest negative value at -39.25 g. In the sensory evaluation, the control XYG group scored the highest in 
moistness, adhesiveness, chewiness, and overall acceptance. In addition, all groups except SSG exhibited antibacterial 
characteristics against P. bivia. In conclusion, Dasik with added agar was shown to complement the texture of Dasik due 
to the added sugar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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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다식은 ‘식품재료를 고운가루로 하여 응집제를 넣어 반

죽하고 다식판에 박아내는 것이다’라고 정의되며 17세 이

후부터 전해져 지금까지 계승되어오고 있다. 다식의 제조

법은『증보산림경제』(1766)에서 처음 소개되었다(Moon JS 
2002).
다식은 불교가 융성했던 통일신라의 풍속과 함께 발달

되었으며, 신라 진흥왕 때부터 국가적인 의식이었던 팔

관회에 차와 함께 반드시 상용되었고, 고려시대 숭불사상

으로 인한 飮茶의 풍속과 고려시대 역대 왕들의 백성을 

위한 권농정책으로 미곡생산량 증가에 의한 향 등 다식

의 등장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Lee GJ 등 1999, Moon JS 2002).
다식은 다식의 이름을 결정짓는 주재료와 이를 엉기

게 하는 응집제, 색을 내는 성분, 맛을 내는 양념이 이용

된다. 주재료는 다양한 곡류, 두류, 종실류 및 견과류 등

이 사용되며, 이 중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는 흑임자, 송
화, 콩, 참깨, 녹두녹말, 황율, 칡, 생강, 마, 꽃가루 등의 

식물성 재료들이다(Lee GJ 등 1999). 또한 다식의 색소

로는 오미자나 잇꽃의 꽃잎으로 만든 붉은 색의 연지 등 
식물의 천연색을 얻어 만들기도 하 다(강인희 등 1997). 
다식의 응집제는 원재료를 결착시켜 성형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제품에 단맛을 부여하

여 기호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며(Kim HJ 등 2004), 
그 종류로는 꿀이나 설탕, 엿이 있다(Lee HG 등 1986).
당알코올은 설탕에 대한 대체 당으로 기능성을 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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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자일리톨, 솔비톨, 에리스리톨, 만니톨 등이 주

목을 받고 있다. 당알코올은 설탕에 비해 당도는 떨어지

나 칼로리를 적게 내고, 미생물 생육 억제 작용이 있다. 
종류에 따라서 열에 대한 안정성이 높고 단맛의 지속성

이 있으며 무설탕 제품인 츄잉껌, 캔디, 음료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인정하는 충치억

제 및 예방물질이다(노봉수와 김상용 2000, Noh BS 2002, 
Kim HS과 Yoon JY 2004). 최근 소비자들이 식품제조 

시 설탕 첨가량 감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설탕

의 대체성분을 개발하고자 많은 연구(Lee SY와 Kim KO 
1986, Kim MY 2000, 노봉수와 김상용 2000, Lee HG 
등 2002, Yoon JY와 Kim HS 2003)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통식품에의 적용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식은 원 재료를 그대로 이용하여 원료 자체의 성분 

섭취로 인해 양성분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Lee JH 등 2005) 재료 이용과 제조 방법이 용이하

며, 완제품의 다양한 모양과 색상 등의 여러 가지 요소

로 인해 개발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다식의 대중화 및 

산업화의 가능성이 높은 전통 후식류임에도 불구하고 이

용실태가 미흡한 실정이다(Kye SH 등 1987, Kim JS 등 

2003). 이것은 의례 상차림의 간소화, 먹거리의 다양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우리의 식생활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기(Kim EM와 Kim HS 2001)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

만 최근 전통식품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

라 서양의 커피문화에 맞선 한국의 차문화와 함께 다식

의 소개를 통한 그 우수성을 알리고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Chung ES와 An HA. 2002, Kim HJ 등 

2004), 나아가 기능성 식재료를 사용하여 현대인의 다양

한 요구에 맞춘 조리과학적 연구도(Lee MY와 Yoon SJ 
2006, Yun GY와 Kim MA 2006, Jung IC 등 2007, Kim 
JE 2008)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식 제조의 다양한 연구의 기

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구입이 용이하며, 녹차 분말 첨가 

시 다른 전분류와 섞어서 제조 했을 때 보다 녹색이 두

드러지는 감자전분(건조감자전분 100%)을 주재료로 이

용하 으며,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항충치 효과를 갖

는 당알코올을 다식의 결착제로서 첨가하여 녹차다식의 

품질을 평가하 다. 또한 당알코올 첨가에 따른 다식의 

조직감을 개선하기 위하여(노봉수, 김상용 2000) 한천을 

첨가하고 이에 따른 다식의 품질특성을 측정하 으며, 다
식의 항 구강세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다식의 재료로는 수분함량 17.0%
인 감자전분(감자전분 100% 송학식품)과 수분함량 3.9%

인 녹차가루(이든타운 보성산), 분말 한천((주)밀양한천), 
설탕(백설표), 프락토 올리고당(청정원)을 사용하 다. 당
알코올은 자일리톨(DANISCO, Finland), 에리스리톨(Miisu-
bishi-kagaku Foods, Japan), 솔비톨((주) 엘지생활건강), 만
니톨(AMECHEM, 중국)을 (주)보락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2. 다식의 제조방법

다식제조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선행연구(Lee JH 등 

2005)를 참고로 하여 당알코올시럽 제조 비율 및 시럽 분

량과 제조 방법을 예비 실험을 거쳐 결정하 으며, 녹차

분말의 첨가 비율은 예비 관능평가를 실시하여 분말 재료

에 대해 8%의 비율로 첨가 하 다. 결착제로 첨가된 당

알코올(자일리톨, 솔비톨, 에리스리톨, 만니톨)은 시럽(당
알코올 분말:물 = 1:1)의 형태로 하여 사용하 다. 이 때 

만니톨, 에리스리톨은 재결정화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식 제조 후 뭉침성이 없어(노봉수와 김상용 2000) Fig. 
1과 같이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당알코올

을 첨가하여 다식을 제조하 을 때 다식의 뭉침성의 결

점을 보완하고자 한천을 첨가한 다식을 제조하 으며, 
실험에 이용된 최종제품은 Fig. 2의 그림과 같다. 본 실

험의 대조군으로는 당알코올 대신 설탕시럽과 올리고당

을 각각 첨가하고 한천을 첨가하지 않은 녹차다식으로 

하 다. 아울러 다식의 제조 배합비는 Table 1과 같다. 먼
저 분량대로 계량한 감자전분과 녹차분말을 혼합하여 40

Fig. 1. Sample of the Green Tea Dasik added with sugar alcohol.
*XY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Xylitol
S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Sorbitol
E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Erythritol
M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Mannitol

Fig. 2. Sample of the Green Tea Dasik added with sugar alcohol 
and agar.

*S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Sorbitol
M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Mannitol
XY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Xylitol
E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Erythrit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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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s for the manufacture of Dasik

Sample1) Ingredients(g)
 potato starch green tea powder syrup agar solution(sol)

SSG 92 8 55 -
FAOG 92 8 55 -

SG 92 8 55 40
XYG 92 8 55 40
MG 92 8 55 40
EG 92 8 55 40

1) SSG : green tea powder Dasik added with sugar syrup
FAOG : green tea powder Dasik added with fractooligosaccharide
SG : green tea powder Dasik added with sorbitol syrup
YG : green tea powder Dasik added with xylitol syrup
MG : green tea powder Dasik added with mannitol syrup
EG : green tea powder Dasik added with erythritol syrup

mesh 표준 망체에 3번 반복하여 내린 후 각각의 당알코

올 시럽을 첨가하여 골고루 섞이게 반죽하 다. 이 때 

한천 3%를 물에 녹여 졸상태로 만든 한천용액을 첨가하

여 약 20회 충분히 치댄 후, 반죽을 6 g씩 떼어 직경이 

1.5 cm의 다식판에 넣고 엄지로 30회 반복하여 눌러서 

다식을 성형하 다.

3. 다식의 이화학적 분석

시료의 수분 측정은 시료 약 1 g을 취하여 적외선수분

측정기(Infrared Moisture Determination Balance FD-240, 
Kett Electric Lab., Japan)에서 측정하 으며, 시료의 수분

활성도 측정은 시료를 각 부위별로 5 g씩 취하여 지름 3 
cm petri dish에 담아 Aw-THERM40(ART, Model rotronic 
ag, made in swiss)로 측정하 다. 다식의 pH 측정은 각

각의 시료 10 g에 증류수 90 mL를 가하여 균질화 시킨 

다음 여과하여 pH meter(Mettler Toledo)를 사용하여 측정

하 다. 다식의 당도 측정은 시료 1 g을 취하고 2차 증

류수 4 mL를 가하여 12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

다. 그 상층액을 측정 범위가 Brix 0～32%인 당도계

(Atago digital refractrometer PR-1, Tokyo, Japan)를 이용

하여 반죽의 당도를 측정하 다. 각각의 측정은 3회 반복

으로 실험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4. 다식의 색도 측정

색차계(CM-3500d, Minolta Co., Ltd., Japan)를 사용하

여 명도(L값, lightness), 적색도(a값, redness), 황색도(b값, 
yellowness)를 시료별로 각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후 평균

값을 구하 다.

5. 다식의 기계적 조직감 측정

다식의 가로와 세로가 각각 1.5 cm가 되도록 일정하게

Table 2. Conditions of texture analyzer
TA-XT2i settings 

Mode
Sample height
Probe 
Pre test speed
Test speed
Post test speed
Trigger type 
Time 
Strain(%)

TPA test
17 mm
20.0 mm
5.0 mm/s
1.0 mm/s
1.0 mm/s
Auto-20 g
3.0 sec
30

성형한 후, texture analyser(TA-XT2i, Stable Micro Sys-
tems Co, UK)를 이용하여 Table 2의 조건으로 시료를 각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하 다.

6. 다식의 관능평가

관능평가요원을 선정하여 검사 방법과 평가 특성을 충

분히 교육시킨 후에 실시하 고 평가 시간은 오후 3시
경이었으며 시료 준비와 제시를 위해 난수표를 이용하여 
임의의 세 자리 숫자를 적은 흰색 접시에 각각 가로 1.5 
cm, 세로 0.8 cm인 시료 1개씩을 담아 제공하 다. 또한 
관능검사지는 문헌(Yun GY 등 2005, Kim HS 등 2007)
을 참고하여 작성하 다. 관능검사 방법은 9점 척도법을 

사용하 고, 1점은 ‘아주 나쁘다’ 5점은 ‘보통’ 9점은 

‘아주 좋다’로 나타내었다. 평가 항목은 색깔(color), 쓴맛

(bitterness), 단맛(sweetness), 촉촉한 정도(moistness), 달라

붙는 정도(adhesiveness), 씹힘성(chewiness), 단단한 정도

(hardness), 전체적인 선호도(overall quality)로 하 다.

7. 다식의 구강위생 세균에 대한 항균성 측정

1) 추출물의 제조

각 시료를 시료 10배에 해당하는 75% 에탄올로 분쇄

한 후 24 hr 교반 추출하여 원심분리 한 후 그 상층액을 
회전진공증발기(rotary evaporator R-124,B CHI, Swizerland)
에서 45°C로 에탄올 냄새가 없어 질 때까지 감압농축한 

것을 냉장 보관하면서 최종 추출 시료로 사용하 다.

2) 시험균주 및 항균활성 측정

다식의 구강위생 세균에 대한 항균력을 알아보기 위하

여 Han YS(2005)의 방법에 의해 Paper disc method를 이

용하 다. 이 때 사용한 균주는 충치균 Streptococcus mu-
tans(ATCC 25175), Streptococcus sobrinus(ATCC 27351), 
Streptococcus sobrinus(ATCC 27607)는 한국미생물보존센

터에서 분양받아 사용하 으며, 구취균 prevotella inter-
media(KCTC 3692), Porphyromonas gingivalis(KCTC 5352)
를 생물자원센터에서 분양받아 이용하 다. 증식 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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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isture, Aw, sugar contents and pH of Dasik added with sugar alcohol and agar
moisture(%) Aw sugar content(°Bx) pH

SSG1) 26.50±0.71B 75.20±0.85D 2.50±0B 6.09±0.03B

FAOG 15.75±0.21C 73.95±0.50D 3.0±0A 5.60±0.01C

SG 31.05±4.74BA 90.60±0.28B 1.83±0.06C 6.13±0.02B

XYG 34.50±0B 90.05±0.07CB 1.63±0.15C 6.13±0.01B

MG 34.65±3.32A 94.15±0.07A 1.63±0.15C 6.08±0.01B

EG 30.03±3.78BA 88.50±1.02C 1.48±0.39C 6.21±0.07A

F-value 9.34* 288.47*** 14.03*** 8.86***
1) SSG : Green tea powder Dasik added with sugar syrup

FAOG : green tea powder Dasik added with fractooligosaccharide
E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Erythritol XY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Xylitol
M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Mannitol S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sorbitol

2) A,B,C :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1, **p<.001 ***p<.0001

brain heart infusion broth(Difco, USA)를 사용하여 37℃ 

shacking incubator에서 18시간 배양한 후 3회 계대 배양

하여 활성이 회복된 균주를 사용하 다. 직경 8 mm의 멸

균 paper disc(Whatman No.2)에 다식 추출물을 20 µg/ 
disc의 농도로 흡수시켜 각 용매를 휘발시키기 위해 건

조시킨 후, tryptic soy agar(TSA) 평판배지에 각 세균 배

양액 0.1 mL를 접종하여 균일하게 도말한 plate 표면 위

에 놓아 37℃ 인큐베이터에서 24시간 배양하 다. 그 후 

disc 주위의 inhibition zone의 직경(mm)을 생육저해 환으

로서 측정 비교하 다.

8. 자료의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여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1, SAS Institute INC., USA) program을 
이용하여 분산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각 

시료 간의 유의성 검증을 하 으며, 관능검사와 기계적 

측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III. 결과 및 고찰

1. 당알코올과 한천을 첨가한 녹차다식의 이화학적 분석

당알코올과 한천을 첨가한 녹차다식의 수분함량, 당도, 
수분활성도, pH 측정결과는 Table 3과 같다. 수분함량은 

한천 무첨가군인 대조군인 FAOG가 15.75%로 가장 낮

은 수분 함량을, MG가 34.65%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

으며, 한천 첨가 무첨가군의 수분함량이 한천첨가군보다 

낮은 수분함량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졸상태인 한천 
첨가로 인해 다식의 수분함량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Chung ES와 Park GS(2002)은 다식 제조 시 첨

가하는 부재료와 품질특성의 보고에서 다식의 수분함량

은 당의 종류와 첨가하는 부재료에 따라 향을 받는다

고 하 다.
수분활성도는 수분함량 측정결과 높은 값을 나타낸 MG

가 높은 수분활성도를 보 으며, 전반적으로 수분함량 측

정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XYG는 한천

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 71.70이었으나, 한천을 첨가 했

을 때 90.05%를 나타내어(Choi WS 2009) 한천 첨가가 

다식의 수분함량을 높인 결과로 보여진다. 한천 첨가군의 
높은 수분활성도로 볼 때 유해 미생물들의 번식이 용이

한 조건임을 나타낸 결과라 판단되며 향후 저장에 따른 

포장법 개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당도는 EG가 1.48 °Brix로 낮은 값을, SG가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대조군인 FAOG, SSG이 각각 3.0, 2.5 °Brix
로 측정되어 한천첨가군보다 높은 당도를 나타냈으며 시

료들 간 유의차(p<0.05)를 보 다. 이는 다식 제조 시 첨

가된 졸 상태의 한천첨가로 인해 당도가 희석되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한편 pH는 대조군인 FAOG, SSG가 각

각 5.60, 6.09으로, 시료군은 6.08～6.21의 범위로 측정되어, 
치아우식증을 유발시키는 구강 내 산성도 pH 5.5(Lee KY 
등 1993)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당알코올과 한천을 첨가한 녹차다식의 색도 측정

당알코올과 한천을 첨가한 녹차다식의 색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다식의 L값은 FAOG가 

59.21로 가장 밝은 것으로 나타났고 SG의 밝은 정도가 

38.16으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나, MG를 제외하고는 

한천을 첨가한 시료들이 낮은 값을 보 다. 따라서 전반

적으로 한천을 첨가한 것이 녹차다식의 밝기에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녹차와 색이 유사한 연잎분말을 

9% 첨가한 다식의 L값이 44.33%으로 보고되고 있어

(Yoon SJ와 Noh KS 2009), 본 실험과 유사한 경향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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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lor value of Dasik added with sugar alcohol and agar

Hunter 
value

Samples1)
F-value

SSG FAOG EG SG XYG MG
L 47.59±0.86B 59.21±0.05A 46.70±1.13B 38.16±0.93D 42.63±0.85C 57.96±0.17A 154.40***
a -6.25±0.30B -2.64±0.06A -15.75±0.15D -18.30±0.39F -16.67±0.02E -13.55±0.02C 2357.18***
b 27.71±0.57C 21.43±0.05E 30.49±0.58B 26.09±0.60D 27.01±0.59DC 32.20±0.10A 133.54***

1) SSG : Green tea powder Dasik added with sugar syrup
FAOG : green tea powder Dasik added with fractooligosaccharide
E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Erythritol XY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Xylitol
M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Mannitol S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sorbitol

2) A,B,C :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1, **p<.001 ***p<.0001

Table 5. Texture profile analysis of Dasik added with sugar alcohol and agar

Mechanical
properties

Samples1)

F-value
SSG FAOG EG SG XYG MG

Hardness(g/cm2) 5181.04±1429.65A 3891.88±525.57B 2924.03±510.83B 3474.34±596.10B 3085.39±255.82B 1019.79±171.55B 6.59**
Cohesiveness(%) 0.10±0.002C 0.04±0.004D 0.10±0.03C 0.16±0.02A 0.14±0.01B 0.13±0.01B 47.28***

Chewiness(g) 97.07±39.40B 13.32±4.25D 43.73±8.27CD 114.25±9.51B 80.45±13.97CB 189.12±28.71A 24.33***
Adhesiveness(g) 0.02±0.5BA 1.81±0.35A -0.20±0.22BA -39.25±5.80C -1.12±1.42BA -4.69±3.28B 86.36***

1) SSG : Green tea powder Dasik added with sugar syrup
FAOG : green tea powder Dasik added with fractooligosaccharide
E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Erythritol XY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Xylitol
M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Mannitol S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sorbitol

2) A,B,C :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1, **p<.001 ***p<.0001

타내었다. 다식의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모두 음(-)의 

값을 보이며 SG가 가장 낮은 a값을 나타내었고, FAOG
가 높은 값을 나타내 본 실험에 사용된 유색을 띤 올리

고당 첨가가 녹차다식의 적색도를 높인 것으로 판단된

다. Jung EJ 등(2005), Yoon SJ와 Noh KS(2009)의 연구

에서 각각 5% 이상의 뽕잎 가루와 9% 이상 연잎 분말을 
첨가한 다식의 a값이 음의 값을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

와 유사한 경향을 보 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MG
가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L값이 높게 측정되었던 FAOG
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각 시료들간의 유의차

(p<0.05)를 보 다.

3. 당알코올과 한천을 첨가한 녹차다식의 기계적 조
직감 측정

당알코올과 한천을 첨가한 녹차 다식의 기계적 조직

감 측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식의 경도는 MG의 단

단한 정도가 1019.79 g/cm2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

지만, 한천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 측정불가 던 MG의 

조직특성이 한천을 첨가함으로써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

었고(Fig. 1, 2) 전반적으로 단단함의 정도가 한천을 첨가

하지 않은 것에 비해 개선됨을 나타냈다(Choi WS 2009). 

한편 SSG가 5181.04 g/cm2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 고 

그 다음으로는 FAOG 순으로 측정되었다. 실험군은 대조

군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어 당알코올과 한천을 첨가

한 것이 다식의 경도를 낮춘 것으로 생각된다. Kim HS 
등(2007)의 올리고당 첨가 수준을 달리한 녹차다식의 경

도 측정에서 올리고당 25% 첨가한 녹차다식의 경도가 

153.50 g/cm2를 나타내어 본 실험의 결과보다 현저히 낮

은 값을 나타내었다. 다식의 응집성은 SG가 0.16%의 값

으로 시료들 중 높은 값을 나타냈고, 대조군인 올리고당

을 첨가한 FAOG가 0.04%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시
료들 사이 유의차를 보 다(p<0.05). 씹힘성은 실험군에서

는 MG가 189.12 g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EG
가 43.73 g으로 응집성의 결과와 같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대조군 중에는 FAOG가 13.32 g으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부착성은 실험군이 전반적으로 음(-)의 

값으로 측정되었고, SG가 -39.25 g으로 가장 낮은 음(-)
의 값을 나타냈으며, 올리고당 첨가 수준 달리한 녹차다

식 연구(Kim HS 등 2007)의 기계적 조직감 측정 결과와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당알코올과 한천을 첨

가한 것이 다식의 기계적 조직감에 큰 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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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cores of Sensory evaluation for Dasik added with sugar alcohol and agar

Sensory
properties

Samples1)

F-value
SSG FAOG EG SG XYG MG

Color 5.33±1.37B 5.50±1.22B 2.33±1.03B 6.67±1.03B 7.33±0.52B 7.67±2.07A 6.17**
Sweetness 3.83±0.75A 4.33±2.25A 4.0±1.79A 6.0±1.55A 4.67±1.03A 4.33±1.03A 0.78
Bitterness 6.0±0.63BA 5.17±2.32BA 4.33±1.03B 5.33±1.86BA 6.67±0.52BA 7.67±0.52A 1.95*
Moistness 4.50±1.52BA 3.50±1.38BA 2.33±1.03B 5.0±2.37A 6.67±1.03A 6.33±1.37A 3.60**

Adhesiveness 5.33±0.82BA 5.50±1.87BA 2.67±1.37C 4.3±1.37BC 6.67±0.52A 5.67±0.52B 3.33**
Chewiness 5.67±0.82BA 4.50±1.76BA 3.67±1.03B 5.33±1.03BA 7.0±0.89A 5.33±1.03BA 2.64*
Hardness 5.0±0.63C 5.33±1.21BA 3.0±0.89D 4.67±1.03DC 6.33±0.52B 7.0±0.89A 6.33**

Overall acceptance 6.0±0.63B 4.67±1.37BA 2.67±1.03C 4.67±1.03BA 6.67±0.52A 6.0±0.89B 5.39**
1) SSG : Green tea powder Dasik added with sugar syrup

FAOG : green tea powder Dasik added with fractooligosaccharide
E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Erythritol XY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Xylitol
M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Mannitol S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sorbitol

2) A,B,C :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1, **p<.001 ***p<.0001

4. 당알코올과 한천을 첨가한 녹차다식의 관능검사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색의 평가에서는 제

조 직후에 EG가 2.33점을 받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

으며, XYG와 GM은 각각 7.33, 7.67점의 점수를 받았다. 
대조군인 SSG와 FAOG은 각각 5.33, 5.50을 받아 실험

군보다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단맛에 대한 평가에서

는 실험군 중 EG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대조군 

중 SSG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당알코올 자체의 감미도

는 0.7～0.8, 솔비톨 0.5～0.7, 설탕과 자일리톨의 감미도 

1.0으로 설탕의 감미도가 솔비톨, 에리스리톨 보다 높고 

자일리톨과 같음에도 관능검사 결과 다른 평가를 받았

는데, 이는 당알코올의 특성상 어떤 제품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단맛의 정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 때문인 

결과로 사료된다(노봉수와 김상용 2000).
쓴맛에 대한 평가에서도 역시 EG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쓴 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은 에리스

리톨의 상대적 감미도가 낮아 단맛에 이어 쓴맛의 평가

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촉촉한 정도

를 나타내는 평가에서는 실험군 중 GE가 2.33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XYG가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대조군에서

는 SSG가 4.50점으로 시료들간의 유의차(p<0.001)를 나

타냈다. 부착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FAOG는 5.50점을 받

았고, 대조군인 XYG, MG 각각 6.67, 5.67이었는데, 이
것은 촉촉한 정도를 나타내는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

았던 XYG, MG가 부착성에서도 촉촉한 정도와 연결되

어 평가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씹힘성에 대한 평가에

서는 부착성, 촉촉한 정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XYG
가 7.0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단한 정도의 평

가에서는 GE가 3.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XYG, MG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시료들간의 유의차(p< 
0.001)를 나타냈다. 전체적인 선호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실험군에서는 XYG와 MG가 각각 6.67, 6.0으로 가장 높

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대조군에서는 SSG가 6.0점으

로 MG와 같은 점수를 받았다. 전체적인 선호도에서 자

일리톨을 첨가한 시료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자주 접

해 본 자일리톨에 대한 맛에 대한 경험이 다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관능평가와 기계적 측정의 상관관계

관능평가와 기계적 측정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기계적 측정의 경도는 관능적 평가에서 모두 정

의 상관관계(p<0.001, p<0.0001)를 보 으며, 전체적인 선

호도에서 정의 상관관계(p<0.0001)를 나타낸 것으로 보

아 단단한 정도가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착성에

서도 관능적 특성치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특히 
촉촉한 정도, 단단한 정도, 전체적인 선호도에서 높은 상

관관계(p<0.001, p<0.0001)를 나타냈다. 기계적인 측정치

인 응집성에서는 단맛과 달라붙는 정도에서 부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으며 색, 쓴맛, 촉촉한 정도, 씹힘성, 단단

한 정도, 전체적인 선호도에서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어(p<0.05, p<0.0001), 응집성은 높을수록 전체적인 선호

도와 단단한 정도에 대한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기계적 측정치인 씹힘성 에서는 관능적 측정에서 모

두 정의 상관관계(p<0.05, p<0.001, p<0.0001)를 보 으며, 
전체적인 선호도와 촉촉한 정도와의 높은 상관관계(p< 
0.0001)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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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ntibacterial activity of ethanol extract from sugar alcohol Dasik added with agar on several microorganism

Strains
Clear zone diameter

SSG1) FAOG EG XYG MG SG
Streptococcus mutans ATCC 25175 - - - + - -

Streptococcus sobrinus ATCC 27351 - - + - - -
Streptococcus sobrinus ATCC 27607 - - - + - -

Prevotella bivia KCTC 5322 - ++ +++ +++ +++ +++
Prevotella intermedia KCTC 3692 - - + + + +

-: Not inhibitiont (6 mm)  ++: Moderate inhibition (9～10 mm) 
+: very slight inhibition (7～8 mm) +++: Heavy inhibition (11～15 mm)
1) SSG : green tea powder Dasik added with sugar syrup

FAOG : green tea powder Dasik added with fractooligosaccharide
E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Erythritol XY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Xylitol
M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Mannitol SG : Green tea Dasik added with Sorbitol

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and mechanical charac-
teristics of Dasik with various extract

Sensory properties
Mechanical characteristics

Hardness Adhesiveness Cohesiveness Chewiness
Color 0.66**** 0.62**** 0.09 0.57***

Sweetness 0.04 0.20 -0.11 0.30 
Bitterness 0.72**** 0.28 0.37* 0.36*
Moistness 0.66**** 0.74**** 0.34* 0.67****

Adhesiveness 0.73**** 1.00 -0.04 0.59***
Chewiness 0.57*** 0.59*** 0.15 1.00 
Hardness 1.00 0.73**** 0.20 0.57***

Overall acceptance0.74**** 0.84**** 0.16 0.62****

*p<0.05, **p<0.01, ***p<0.001, ****p<0.0001

6. 녹차다식의 구강세균에 대한 항균성

구강 세균에 대한 항균성 측정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대조군인 SSG는 모든 균주들에 대한 항균성이 나타나

지 않았으며, FAOG는 구취균인 P. bivia에 대한 항균효

과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충치균주에서는 실험군 EG, 
XYG가 각각의 S. sobrinus에서 다소의 항균효과를 관찰 

할 수 있었으며, S. mutans에서 XYG가 항균력을 나타냈

고 나머지 시료들에서는 항균력을 관찰할 수 없었다. 한
편 2종류의 구취 원인 균주에서는 실험군에서 모두 항

균력을 관찰 할 수 있었는데, P. intermedia 보다 P. bivia
에 대한 항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충치 원인균 보

다는 구취 원인균에 대한 항균력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자일리톨은 충치억제 및 예방

물질로 알려지고 있으나(노봉수와 김상용 2000), 곡류 및 
그 제품과 전분류, 당류 등이 충치유발지수가 비교적 높

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Kim YH 1981). 본 실험결

과 충치균주에 대해서 낮은 항균력을 나타낸 것은 본 시

료의 주재료인 감자전분이 충치균의 활성을 유발시킨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강위생과 관련해서 다식 제조 

시 주재료 선택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판

단되며 향후 전분 대체 재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다식의 다양한 이용 가능성 시도를 위해 녹

차다식에 항충치 효과가 있는 당알코올을 첨가하고, 당
알코올 첨가에 따른 다식의 조직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

천을 첨가하여 다식을 제조하 고, 올리고당과 설탕시럽

을 첨가한 녹차다식을 대조군으로 하여 이화학적 특성, 
기계적 조직감 특성, 다식의 색도를 측정하 으며, 관능

평가를 실시하 고 당알코올을 첨가한 녹차다식의 구강

세균에 대한 항균성을 조사하 다. 당알코올을 첨가한 녹

차다식의 물성을 개선하고자 한천을 첨가하여 제조한 다

식의 수분 함량은 전체적으로 30% 이상을 나타내어 설

탕, 올리고당을 첨가한 대조군보다 높은 수분함량을 나

타냈다. 한천 첨가 다식의 수분활성도는 실험군이 대조

군보다 높은 수분활성도를 나타내어, 수분함량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당도 측정결과 실험군보다 한

천 무첨가군인 대조군의 당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pH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치아우식증을 유발시키는 구강 내 
환경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다식의 색도에

서 L값은 FAOG가 59.21로 가장 밝은 것으로 나타났고, 
적색도 a값은 SG가 가장 낮은 값을, b값은 MG가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기계적 조직감 측정에서 실험군의 경도

는 SSG가 5181.04 g/cm2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 고 한

천과 당알코올 첨가군의 경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측정

되었으며, 응집성은 SG가 0.16%의 값으로 시료들 중 높

은 값을, 씹힘성은 실험군에서는 MG가 189.12 g으로 가

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EG가 43.73 g으로 응집성의 

결과와 같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부착성은 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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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당알코올을 첨가한 시료군이 전반적으로 음(-)의 값으

로 측정되었고, SG가 -39.25 g으로 가장 낮은 음(-)의 값

을 나타냈다. 관능평가에서는 실험군인 XYG가 평가항

목들 중 촉촉한 정도, 부착성, 씹힘성, 전체적인 선호도에

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MG는 색, 쓴맛정도, 단단한 

정도에서 높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반면에 EG는 전반적

으로 대조군보다 낮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관능평가와 기

계적 측정치의 상관관계에 경도, 부착성, 씹힘성은 전체

적인 선호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구강세균에 대

한 항균성 측정 결과 SSG를 제외한 모든 시료들에서 구

취 유발균주인 P. bivia에 대한 항균성을 나타냈다. 이상

의 결과 당알코올 첨가에 따른 다식의 조직감을 보완하

기 위해서 한천을 첨가하여 제조함과 동시에 구취균을 

억제하는 다식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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