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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ocolate is restricted for obese and diabetic patients

due to high in sugar contents. We investigated shell-chocolate

fillings with low calorie content and low glycemic indexes using

alternative sweeteners such as tagatose and xylose and adding

coffee grounds. Chocolate filling was made with sugar, cacao and

butter in the original recipe. Sugar was substituted with tagatose or

xylose and 3% coffee ground was added in each chocolate filling

and substituted for 3% of the cocoa. Water retention and spreadability

of the chocolate filling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tagatose+

coffee ground group in comparison to the sugar. In the chromaticity

test, chocolate filling made with tagatose was darker in comparison

to that made with sugar: brightness (L) was lower and redness (a)

and yellowness (b) were higher than the sugar filling. Sensory

evaluation revealed that chocolate filling made with tagatose had

high score in 4 categories such as taste, smell, texture of foreign

substance, overall acceptance. After consuming 60 g of the

chocolate with different fillings, blood glucose levels of subjects

at 1 and 2 h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tagatose and tagatose+

coffee ground groups than the other groups. In conclusion, using

tagatose as the sweetener in chocolate filling has a beneficial

effect on lowering blood glucose levels and increasing water

retention, spreadability and sensory scores. Coffee ground did not

have additive effect on quality of chocolate filling and blood

glucose level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hell chocolate made

with tagatose can be used as a snack for diabetic patients.

Keywords chocolate · coffee ground · glycemic index · tagatose

· xylose

서 론

초콜릿은 카카오 열매를 사용하여 설탕, 우유, 버터를 혼합하여

만든 기호 식품이다(Gu 등, 2004). 초콜릿은 카카오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이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어 고지방 고설탕 식품

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대두되고 있다(Lee 등,

2003; Mursu 등, 2004). 그러나 초콜릿은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설탕과 지방을 많이 함유하여 100 g 당 530 kcal 이상의

열량을 가진 고열량 식품이다. 이것은 초콜릿에 함유된 고지방

고설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고 특히 쉘초코릿의 filling은 설

탕함량이 높아서 높은 당지수를 나타내며 인슐린 분비도 증가

시켜서 비만을 유발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Lim, 2006). 그러므로 설탕 함량이 높은 쉘 초콜릿은 비만

한 사람이나 당뇨병 환자에게는 제한해야 하는 식품이다.

초콜릿의 제조에서 설탕은 초콜릿의 향미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 첨가하는 원료이지만 초콜릿의 다량 섭취로 인한 과다한 설

탕 섭취는 충치, 소아의 비만과 함께 당뇨병 발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설탕 함량이 높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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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릿을 다량 섭취하면 혈청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농도를

증가하고, 이들이 혈관 벽에 축적되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

킬 수 있다(Ginsberg와 Huang, 2000). 그러므로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대사성 질환 발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체

감미료을 사용한 저당지수 식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Moon과 Jang, 2004). 대체 감미료로는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자일로스, 타가토스, 사카린, 아스파탐 등 다양하지만 각각은 모

두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가공 식품의 종류에 따라 적당한 대

체감미료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를

사용한 김치 개발, 자일리톨을 첨가한 머핀과 식빵, 기능성 당

알코올 및 올리고당을 첨가한 젤리, 자일리톨과 에리스리톨을

첨가한 유자차 등이 있다. 대체 감미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그 중에서 단당이나 단당 유도체인 자일로스, 타가토스, 자

일리톨은 포도당보다 흡수가 지연되어 혈당의 상승을 방지하고

열량도 낮은 특징이 있어 이들을 제과, 제빵, 떡, 음료의 제조

공정에 적용하는 연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Taylor 등, 2008;

Bea 등, 2013). 그 중에 최근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제과, 제빵에서 설탕과 유사한 품질 특성을 가지는 타가토스와

자일로스이다. 타가토스는 갈락토오즈의 이성질체이며 과일, 우

유, 치즈 등에 존재하는 천연 당류이다. 타가토스는 설탕과 유

사한 단맛을 가지고 있지만 1.5 kcal/g의 열량을 가지고 있어 설

탕에 비하여 37%정도 열량이 낮고 흡수도 지연되어 당지수가

현저하게 낮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식품의약안전청은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는 타가토스를 혈당을 낮추는 효

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WHO, 2009). 타가토스

는 혈당 지수 값이 3으로 설탕 68에 비하여 5% 미만으로 낮

추어 식후 타가토스를 섭취하면 혈당 증가 수준이 매우 낮아진

다고 보도되었다(Chiu 등, 2011).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진 타가

토스는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하기에 좋은 대체 감미료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팀의 예비연구에서 타가토스는

과자 등을 만들 때 사용하면 쉽게 타서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

키는 단점이 있다. 또 하나의 대체 감미료인 자일로스는 나무

에서 얻어낸 물질로 헤미셀룰로오즈를 분해해서 제조할 수 있

는데, 생체 내에서 인산화 과정을 거치고 대부분이 신장에 의

해 배설된다(Johnson 등, 2004). 자일로스의 감미도는 설탕의

40% 정도로서 섭취하면 60−70%는 흡수가 되고 30−40% 는 체

외로 배설되므로 낮은 흡수율로 인하여 저칼로리 감미료로 알

려졌으며 판매되고 있다.

커피박은 커피 제조 시 커피 빈을 열탕한 후 커피 원액을 얻

은 후에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커피콩에는 탄수화물, 지질, 단

백질, 미네랄, 지방산, 카페인 등 기타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Esquivel와 Jimenez, 2012). 이 성분들은 커피 음료 제조

시에 일부는 용출되지만 일부는 생리활성 물질이 커피박 내에

잔존할 것으로 추측된다(Choi 등, 2012). 또한 커피를 많이 섭

취하는 현실 사회에 있어서 과다하게 생성되는 커피박의 재사

용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초콜릿의 주원료인 카카오는 여러 효능 효과를 갖지만, 특히

쉘초코렛의 filling에는 과다한 설탕을 사용하여서 비만을 유발

하기 쉽고, 당뇨병 환자에게는 제한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의 비만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당뇨병의 유병률도 급격하

게 증가하고 있어서 설탕 대신 대체감미료를 사용하여 섭취 후

에 혈당 변화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여러 식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일로스와 타가토스 등의 대체 감

미료와 커피박을 이용한 쉘초콜릿의 filling 개발하여 수분함량,

물리적 특성, 관능적 특성을 측정하였고, 초콜릿의 소비가 높은

여대생을 중심으로 섭취 후 혈당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

를 통해서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감미료를 함유한 쉘초콜

릿을 제조하여 설탕의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쉘 초콜릿 filling 제조 실험에서는 시중에 판매되는 다

크 초콜릿 커버춰(삼광식품, 한국)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초

콜릿 제조에 필요한 생크림(서울우유, 한국), 버터(서울우유, 한

국), 올리고당(해표, 한국), 코코아 파우더(신광식품, 한국)을 사

용하여 초콜릿 filling을 제조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커피박(아라비

카, 브라질)은 카페에서 가져와서, 열처리 하여 수분을 제거한

뒤에 실험에 사용하였다. 군별 초콜릿 filling 제조 실험 재료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실험 대조군으로 설탕(큐원, 한국)을 사

용하였고, 실험군으로는 자일로스 설탕(코코넛에서 분리한 자일

로스 9.5%+설탕 90.5%; 제일제당, 한국)과 타가토스(Damhert

Nutrition, 제일제당, 한국)를 사용하였다. 커피박을 첨가한 실험

군의 조성은 위와 같았고, 다른 점은 코코아 파우더에서 6 g을

덜어내고 3%의 커피박 6 g을 첨가하여 총 216 g에 맞추어 실

험을 진행하였다.

쉘 초콜릿 filling 제조방법. 대체감미료 종류와 커피박의 첨가

한 쉘 초콜릿의 filling 제조하기 위해 주어진 재료들의 혼합비

를 달리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다(Table 1). 냄비

에 설탕 100 g과 생크림 60 g을 함께 끓인 후 버터, 올리고당,

코코아 파우더를 섞은 후 120oC가 될 때까지 끓인 후, 테프론

지 위에 초콜릿 filling을 부어 식혀 다크 초콜릿 커버췌를 템

퍼링한 후 몰드에 함께 부어 디핑하였다.

수분함량검사. 쉘 초콜릿 filling의 수분함량은 상압가열 건조법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항량된 수분수기로 초콜릿 filling 시

료 1 g 측정하였고, 시료를 105−110oC로 설정된 건조기(FO-

600M, Jeio Tech Co. Ltd, Korea)에 넣고, 1시간에 한번 씩

시료 질량을 측정하여 건조한 것이 항량에 도달 할 때까지 측

정하였다. 수분함량은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Table 1 The experimental ingredients of making chocolate filling (unit: g)

Group (sweetener types) Sweetener Cream Butter Oligosaccharides Cocoa powder

Sugar 100 60 20 20 16

Xylose 100 60 20 20 16

Tagatose 100 60 20 20 16

Sugar+coffee ground 100 60 20 20 10

Xylose+coffee ground 100 60 20 20 10

Tagatose+coffee ground 100 60 2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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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함량(%)=(W2−W3)/(W2−W1)×100

W1: 수기의 항량(g)

W2: 시료와 수기의 무게(g)

W3: 건조 후 시료와 수기의 무게(g)

퍼짐성 측정. 쉘 초콜릿 filling (35oC)을 만든 후 실온에서 16 g

을 Modified Bostwick Consistometer (3.2×2.0×2.0 cm)에 담은

후 내부 격벽을 열었을 때 초콜릿 filling의 앞부분이 일정 시

간(30 s)동안 진행되는 거리로써 퍼짐성(spreadability, sm/sec)을

정의(Bourne, 2002)하였고,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얻은

후 표시하였다.

색도 측정. 쉘 초콜릿 filling의 색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정량의

시료를 취하여 물에 10배 희석하여 Color 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Co Ltd., Japan)로 색도를 측정하였고, 색

도는 Hunter color value 인 L (명도), a (적색도), b (황색도)

값으로 나타내었다.

당도 측정. 쉘 초콜릿 filling의 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료 1 g

을 취하여 물 1 mL를 첨가한 후 굴절 당도계(ATAGO N-50E,

Japan)를 이용하여 초콜릿 filling의 당도를 반복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관능검사. 대체 감미료와 커피박을 첨가한 쉘 초콜릿 filling의

관능적 특성 평가는 실험에 대한 관심도와 검사원으로 적합한

20대 여성 20명을 선발하여 설문 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능검사

는 “향”, “단맛”, “조직감(씹히는 감촉)”, “이물질감”, “(입에서)

녹는 정도”, “전체적 기호도”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관능 평

가표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해 1점에서 5점까

지 점수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5: 매우

좋다, 4: 좋다, 3: 보통, 2: 싫다, 1: 매우 싫다). 시료가 상온에

서 잘 녹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쉘 초콜릿 filling을 동량의 초

콜릿으로 디핑한 완제품으로 만들어 섭취하도록 하였으며, 완제

품을 4등분하여 쉘 초콜릿 안의 filling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전

시 후 설문 검사를 실시하였다.

섭취 후 혈당변화 관찰. 제조한 filling을 넣은 쉘 초콜릿을 만

들어 섭취 한 후의 혈당 수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혈당 측정기

(Accu-check Active, Germany)를 이용하여 란셋으로 손가락 끝

에서 채취한 소량의 혈액으로 혈당을 측정하였다. 식후 8시간

이상 동안 공복 상태에서 공복 혈당을 먼저 측정한 후, 완제품

초콜릿 60 g을 먹고 1시간 후, 2시간 후의 혈당을 측정하였다.

측정원인 실험 대상은 실험 목적에 적합한 20대 여성 10명을

선발하여 각 6개의 군을 하루에 한 군씩 측정하여 총 6일에 걸

쳐 측정하였다. 10명은 6군의 돌아가는 순서를 다르게 하여 순

서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시료가 상온에서 잘 녹는 특

성을 가지고 있어 쉘 초콜릿 filling을 초콜릿 완제품으로 만들

어 섭취하였으며 완제품 1개(10 g)의 초콜릿 filling과 초콜릿의

비율은 8:2로 하였다. 혈당 검사를 위해 서로 다른 초콜릿

filling을 넣은 쉘 초콜릿 완제품 60 g을 섭취할 수 있도록 완제

품 초콜릿 6개를 섭취하도록 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측정하였다. SAS

를 이용하여 당의 종류와 커피박의 효과에 대한 통제적 유의성

은 two-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로 측정하였다.

ANOVA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은 Tukey test로 군 사이

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 <0.05로 검

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분함량 검사. 대체 감미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초콜릿 filling

의 수분함량은 타가토스+커피박 11.5%, 자일로스+커피박 8.9%,

타가토스 8.26%, 자일로스 6.21%, 설탕+커피박 5.18%, 설탕

3.43% 순으로 나타났다(Fig. 1). 커피박의 첨가 유무에 따른 수

분함량은 커피박을 넣은 군이 넣지 않은 군에 비하여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Petra와 Heinz-Dieter(2001)은 당의 종류에 따라 시럽을 건조

시킬 때 수분함량이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설탕 시럽을 건조시

키면, 수분함량은 26.7%였고, 과당 시럽의 수분함량은 29.5%였

다. 당의 종류에 따라 수분함량이 다르고, 단당이 이당보다 수

분함량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어 단당인 타가토스의 수분함량이 가장 높고, 이당인 설

탕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Yoo 등(2011)은 커피박을 첨

가한 초콜릿의 수분함량이 커피박을 첨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고 연구 보고하였으나, Yoon 등(2009)은 초콜릿에 첨

가한 부재료가 수분함량이 초콜릿보다 수분함량이 높기 때문에

부재료를 첨가한 초콜릿의 수분 함량이 더 높다고 해석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는 커피박을 첨가하지 않은 filling에 비해

커피박을 첨가한 군에서 더 높은 수분함량을 가진 것으로 보여

진다. Yoon 등(2009)의 연구에서와 같이, 커피박 자체가 가지는

수분함량 때문에 커피박을 첨가한 쉘 초콜릿 filling의 수분함량

이 커피박을 첨가하지 않은 쉘 초콜릿 filling의 수분함량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퍼짐성 측정. 대체 감미료와 커피박 첨가에 따른 쉘 초콜릿

filling의 퍼짐성 (Spreadability)은 당의 종류에 따라서 타가토스

+커피박 3.48, 타가토스 2.90, 자일로스+커피박 2.72, 자일로스

1.72, 설탕 1.10, 설탕+커피박 0.78 cm/sec 순으로 나타났다(Fig.

2). 타가토스를 넣은 filling의 퍼짐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

로 자일로스와 설탕 순서로 퍼짐성이 낮아졌다. 타가토스를 첨

가한 쉘 초콜릿 filling의 퍼짐성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 <0.05).

커피박 첨가 유무에 따른 퍼짐성은 대체적으로 커피박을 첨

가한 군이 첨가하지 않은 군보다 퍼짐성이 더 높았다. 퍼짐성

은 재료 내 설탕의 함량이 증가할 경우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

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Park 과 Lee(2013)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본 실험에

서는 같은 조성으로 재료를 만들었으므로 설탕의 함량은 퍼짐

Fig. 1 Water contents of the chocolate filling according to sugar and
coffee ground. *indicates a significant effect of sugar types at p <0.05.
†indicates a significant effect of coffee ground at p <0.05. a,b,c,dBar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test a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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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Yoo 등(2007)은 초

콜릿은 초콜릿 자체의 수분함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감소되어

부드러워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퍼짐성은 수분함량과 관련

이 있으므로 수분함량이 높았던 타가토스에서 퍼짐성이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커피박이 첨가된 초콜릿의 수분함량이 커피박

이 첨가되지 않은 쉘 초콜릿 filling에 비하여 수분함량이 높았

던 결과를 바탕으로, 커피박이 첨가된 쉘 초콜릿 filling의 퍼짐

성이 커피박을 첨가하지 않은 쉘 초콜릿 filling에 비하여 높았

던 것으로 사료된다.

색도 측정. 대체 감미료와 커피박 첨가에 따른 쉘 초콜릿 filling

의 색도 비교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명도를 나타내는 L 값

의 경우 자일로스 >설탕 >타가토스 순으로 자일로스 filling이

가장 높은 명도를 나타내었고, 타카토스 filling이 유의적으로 낮

은 명도를 나타내었다(p <0.05). 적색도을 나타내는 a 값은 타

가토스 >설탕 >자일로스 순으로 타가토스 filling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p <0.05).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에

서는 타가토스 >자일로스 >설탕 순으로 타가토스 filling이 유

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p <0.05). 타가토스를 넣은 실험

군은 명도가 낮았으나 적색도와 황색도는 높은 값을 나타내었

다. 커피박의 첨가 유무에 따른 색도 측정값은 명도를 나타내

는 L값의 경우 커피박을 첨가하지 않은 군이 첨가한 군에 비

하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filling 제조 시 커피박을 넣지 않

은 군에 커피박 만큼의 코코아 파우더를 추가적으로 첨가해서

명도가 낮아진 것이거나, 커피박의 첨가로 인해 명도 자체가 낮

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팀의 예비연구에서 보면, 타가토스는 과자나 빵과 같

이 제빵에 사용하면 색이 쉽게 검은 색으로 변해서 제품의 품

질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하

게 Grant와 Bell (2012)은 상대습도 85%, 40oC의 환경에서 케

익이나 과자를 만들 때 타가토스를 다량 첨가하면 색이 검은

색을 변하여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

러나 초콜릿과 같이 검은 색을 나타내고 수분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는 제품 제조 시에 타가토스를 감미료로 사용할 경우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제품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당도 측정. 대체 감미료와 커피박 첨가에 따른 쉘 초콜릿 filling

의 당도는 자일로스, 타가토스 >설탕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Fig. 3). 자일로스의

감미도는 설탕의 40%이지만, 이번 실험에서 사용한 자일로즈

설탕은 자일로즈 100%가 아닌 설탕 90%와 자일로스 10%가

섞여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감미도에 있어서 설탕을 넣은 충전

물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타가토스는 감미도가

설탕의 92%로 설탕과 매우 유사하므로 결과에 있어 차이가 없

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커피박의 첨가 유무에 따른 초콜릿

filling의 당도는 커피박을 첨가한 군과 첨가하지 않은 군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커피박이 쉘 초콜릿 filling의 당도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관능검사. 대체 감미료와 커피박을 첨가한 초콜릿 filling의 관

능적 특성 평가를 6가지 항목으로 평가하였다(Fig. 4). 초콜릿

향에 대한 평가로 타가토스+커피박 >자일로스 >설탕+커피박 >

타가토스 >자일로스+커피박 >설탕 순으로 타가토스+커피박 쉘

초콜릿 filling이 가장 높았고 설탕 충전물을 넣은 초콜릿이 가

장 낮았다. 단맛에 대한 평가로는 타가토스 >타가토스+커피박 =

자일로스 >설탕 >설탕+커피박 =자일로스+커피박 순으로 타가

토스 쉘 초콜릿 filling이 가장 단맛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이는 커피박의 쓴맛이 단맛을 느끼는 것에 영향을 주

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감에 대한 평

가는 자일로스 >설탕 >타가토스 >타가토스+커피박 >자일로스

+커피박 >설탕+커피박 순으로 자일로스 초콜릿 filling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물질감에 대한 평가로는 자일로스 >타

가토스 >타가토스+커피박 >설탕 >설탕+커피박 >자일로스+커

피박 순으로 자일로스 쉘 초콜릿 filling이 이물질감을 가장 많

이 나타낸다는 평가를 받았다. 입 안에서 녹는 정도에 대한 평

Fig. 2 Spreadability of the chocolate filling according to containing sugar
and coffee ground. *indicates a significant effect of sugar types at p

<0.05. †indicates a significant effect of coffee ground at p <0.05. a,b,c,dBar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test at p
<0.05.

Table 2 Chromaticity of the chocolate filling according to containing
sugar and coffee ground

L score a score b score

Sucrose 13.6±0.8a -3.50±0.10a 1.61±0.06c

Xylose 14.7±0.9a -3.57±0.5a0 2.89±0.22b

Tagatose 09.7±0.7b -0.39±0.08c 4.80±0.33a

Sucrose+Coffee ground 13.1±0.9a -2.38±0.62b 1.69±0.21c

Xylose+Coffee ground 14.4±0.8a -1.89±0.40b 3.37±0.34b

Tagatose+Coffee ground 008.9±0.9b* -1.16±0.21d*† 04.99±0.45a*

*Indicates a significant effect of sugar types at p <0.05.
†Indicates a significant effect of coffee ground at p <0.05.
a,b,c,d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ere signifi-
cantly different by Tukey's test at p <0.05.

Fig. 3 Sugar contents of the chocolate filling according to sugar and
coffee ground. *indicates a significant effect of sugar types at p <0.05.
a,bBar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test a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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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는 자일로스 >설탕 >타가토스 >타가토스+커피박 >자일로

스+커피박 >설탕+커피박 순으로 자일로스 쉘 초콜릿 filling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커피박을 넣은 초콧릿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커피박 자체의 입에 녹지 않고 남아있는 까칠

한 성분으로 인하여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

적인 기호도에 대한 평가로는 자일로스 >타가토스 >타가토스+

커피박 =설탕 >자일로스+커피박 >설탕+커피박 순으로 자일로

스 초콜릿이 가장 높게 나왔다. 모든 항목의 평가를 종합 해 본

결과, 자일로스와 타가토스를 사용한 쉘 초콜릿 filling을 설탕

보다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커피박의 첨가에 따른 기호도

에서는 타가토스+커피박 쉘 초콜릿 filling이 다른 당에 비해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섭취 후 혈당변화 관찰. 대체 감미료와 커피박 첨가 유무에 따

라 쉘 초콜릿 filling을 다르게 한 완제품 초콜릿 60 g을 섭취하

도록 한 후 1시간, 2시간 후의 혈당을 측정하여 혈당 값의 비

교하였다(Fig. 5). 설탕과 자일로스 초콜릿의 경우 혈당 변화가

매우 흡사한 혈당변화를 보였다. 이는 자일로스는 설탕 90%와

자일로스 10%가 섞여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설탕의 흡수를 지

연시키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타가토스 초콜릿의 경우, 설탕,

자일로스 초콜릿에 비하여 낮은 혈당 수치를 보였다. 설탕과 자

일로스 초콜릿을 섭취한 군에서는 식후 혈당이 빠르게 증가하

여 큰 변화폭을 보인 반면, 타가토스 초콜릿의 경우에는 식후

에도 혈당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완만한 모습을 보여 혈당

증가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Kim(2012)은 공

복 혈당 장애자, 내당능장애자, 초기당뇨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타가토스 음료 및 타가토스 시리얼 모두 유의한 혈당

상승 억제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특히 초기 당뇨질

환자의 경우에 혈당 감소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보고하였다. 커

피박의 첨가 유무에 따른 쉘 초콜릿 섭취 후의 혈당 변화에서

는 커피박을 첨가하지 않은 초콜릿과 커피박을 첨가한 초콜릿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초 록

초콜릿에는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열량이 높고 설

탕함량이 높은 초콜릿이 많아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들에게 초

콜릿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탕을 타

가토스나 자일로스로 대체하고 커피박을 첨가한 쉘 초콜릿

filling을 제조하여 쉘 초콜릿 filling의 물리적 특성과 대체 감미

료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쉘 초콜릿 filling 내의 설

탕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로는 초콜릿 filling의 수분 함량은 대조군인 설탕군에 비해 타

카토스+커피박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퍼짐

성도 수분 함량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초콜릿 filling의

색도는 타카토스를 함유한 군이 다른 군들에 비해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는데 명도는 설탕군과 자일로스군보다 유의적으로 낮

은 값을 나타내었고, 적색도인 a값과 황색도인 b값은 설탕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당도는 모든 군에서 약 34−

35%를 나타내었나, 당도는 커피박첨가에 관계없이 설탕군이 자

일로스나 타가토스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관능검사에서

타가토스군이 향, 단맛, 이물질감, 전체적인 기호도 4가지 검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체적인 기호도는 자일로즈군,

타가토스군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젊은 여

성을 대상으로 60 g의 쉘초콜렛을 섭취한 후 0, 1, 2시간에 혈

당변화를 조사하였을 때 타가토스군과 타가토스+커피박군에서

혈당 증가 폭이 가장 낮게 나왔다. 본 연구 결과 타가토스를 감

미료로 사용한 쉘 초콜릿 filling이 수분함량, 퍼짐성, 전체적 기

Fig. 4 Sensory evaluation scores of the chocolate filling according to
containing sugar and coffee ground.

Fig. 5 Blood glucose levels of subjects at 1 and 2 h after consuming 60 g
of the chocolate containing different types of fillings of sugar and coffee
ground. (A) Changes of blood glucose levels at 0, 1, and 2 h after
consuming. (B) Area under the curve of the blood glucose levels.
*indicates a significant effect of sugar types at p <0.05. †indicates a
significant effect of coffee ground at p <0.05. a,b,cBar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test a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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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 및 혈당변화에서 가장 좋은 값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

었다. 타가토스는 섭취하였을 때 열량과 당지수가 낮으므로, 대

체 감미료로 타가토스를 사용해 쉘 초콜릿 filling을 제조하여

쉘 초콜릿으로 제품화 한다면,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들에게 혈

당의 큰 상승 없이 쉘 초콜릿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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