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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optimal mixing conditions of different amounts of Jinuni 
beans and fresh cream for the preparation of Jinuni bean chocolate. An experiment was designed using the 
central composite design of the response surface, which required 10 experimental treatments including 2 repli-
cates for the Jinuni bean and fresh cream. The compositional and functional properties of the treatments were 
measured and these values were applied to the mathematical model. A canonical form and perturbation plot 
showed the influence of each ingredient on the mixture products. The color value L (Lightness) 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added Jinuni bean but the color value a (redness) and color value b 
(yellowness) did not change. In addition, the hardness value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the Jinuni bean. 
The results of the sensory evaluation showed ver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alues of the texture (p＜ 

0.01), taste (p＜0.05), and overall quality (p＜0.01). As a result, the optimum formulations as determined by 
the numerical and graphical methods were 27.98 g of Jinuni bean and 67.0 g of fresh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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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초콜릿은 독특한 향기와 풍미를 가지는 기호식품

으로 넓은 연령대에서 선호하는 식품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초콜릿은 테오브로마 카카오나무의 

종실에서 얻은 원료에 다양한 식품원료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총칭하며 초콜릿은 코코아 매스, 코코

아 버터, 코코아 분말 등의 코코아 가공품에 당류, 
유지, 유가공품 및 식품 첨가물 등을 혼합, 성형한 

것으로 코코아 가공품을 20% 이상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Shin 2008). 코코아와 초콜릿은 일반적으로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그 영양학적 가

치와 생리적 기능성이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산화방지 효과가 녹차와 포도주보다 뛰어나

다고 보고된 바 있다(Rein 등 2000). 초콜릿에 함유

된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폴리페놀 화합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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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플라보노이드는 기능성 성분으로 인식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USDA 2006).
콩은 대표적인 기능성 물질로 각종 암, 골다공증, 

심혈관계질환, 고지혈증 등을 예방 및 완화하는 효

과들을 중심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검

정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여러 기능

적인 면들이 부각되고 있다. 검정콩의 종실은 많은 

양의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 중 genistein
은 유해한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검정콩의 색소로 알려진 anthocyan계 색소는 항산화 

기능이 있다고 한다(Pratt & Birac 1979; Kusonoki 등 

1992; Record 등 1995).
쥐눈이콩의 학명은 Rhynchosia Nulubilis으로, 약콩 

혹은 서목태(鼠目太)라고도 한다. 쥐눈이콩은 비타민 

E와 이소플라본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고혈압과 당

뇨병을 예방하고 노화방지와 골다공증을 억제시키

는 작용을 한다(Kang 등 2003). 최근 쥐눈이콩 종피

의 glycitein과 anthocyanin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cya-
nidin-3-glucoside은 항산화력이 높아 뇌혈관 및 심장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란콩보다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고 여러 아

미노산 및 식이섬유 함량이 높다는 긍정적인 보고

실험이 이루어진 바 있다(Bae & Moon 2003).
최근 초콜릿에 소청룡탕(Yoo 등 2005), 홍맥파우더

(Lee 등 2003), 생맥산(Jung 등 2006), 이소플라본 함

유물(Moon 등 2003), 딸기분말(Kim 2007), 발효숙성

마늘 추출물(Shin 2008) 등을 첨가하는 연구는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쥐눈이콩을 이용한 제품 연구

로는 ‘쥐눈이콩을 이용하여 만든 스무디의 연구(Joo 
& Park 2009)’, ‘쥐눈이콩(鼠目太) 첨가 냉동쿠키의 

품질특성 및 최적화(Ko & Joo 2005)’만 있으며 아직

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실험은 여러 가지 생리활성이 풍부한 

쥐눈이콩을 이용하여 모든 연령대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식품개발 모델로 많은 사람들이 즐

겨먹고 초콜릿의 부드러운 맛을 더 좋게 개선함으

로써, 기능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초콜릿을 

제조하여 그것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재료 쥐눈이 볶은 콩가루(국내

산 100%, (주)남양 알앤씨)는 가열처리한 분말형태로 

사용하였고, 다크 초콜릿(프랑스산, 카카오바리 제품), 
생크림(국내산, (주)디엠푸드)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실험계획

쥐눈이 볶은 콩가루를 첨가한 초콜릿의 모든 실

험계획, data 분석 및 최적화분석은 Design Expert 7 
(Stat-Easy Co., Minneapoli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제품 최적화는 Response surface 중 Central Composite
에 따라 설계하였고, 초콜릿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는 쥐눈이 볶은 콩가루(A), 생크림(B)으로 두 가

지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색도(L, a, 
b), 탄성, 경도, 응집성, 검성, 무른 정도, 관능검사

(색, 향, 농도, 맛, 전반적인 기호도)를 설정하였다. 
쥐눈이 볶은 콩가루, 생크림 첨가율의 최대 최소범

위는 예비실험을 거쳐 각각 쥐눈이 볶은 콩가루 20
∼40 g, 생크림 40∼67 g, 다크 초콜릿 60∼80 g으로 

설정하였다. Central composition의 실험점은 정중앙

점(0.0)과 ±α점(axial point), ±1 level점(factorial point) 
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실험점들 사이에는 모델설

정 및 적합결여 검증을 위한 반복점이 존재한다

(Park & Jang 2007). 이에 따라 각 설정된 범위를 입

력하여 10개의 실험점이 형성되었고 replication 설정

을 통해 2개의 반복점이 선택되었다.

3. 쥐눈이콩 첨가 초콜릿의 제조

쥐눈이콩 첨가 초콜릿의 재료 배합비는 Table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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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Dark chocolate Factor 1 Factor 2

(g) Jinuni bean (g) Fresh cream (g)

1 80 20 40

2 60 40 40

3 80 20 67

4 60 40 67

5 80 20   53.5

6 60 40   53.5

7 70 30 40

8 70 30 67

9 70 30   53.5

10 70 30   53.5

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Jinuni bean chocolate.

Figure 1. Processing procedure of chocolate added with Jinuni
bean.

Instrument Texture analyzer

Type Compression test
 (Texture Profile Analysis test)

Adaptor type 30' Conical Perspex

Pre-test speed 1.0 mm/sec

Test speed 1.0 mm/sec

Post test speed 1.0 mm/sec

Distance 2.0 mm

Trigger force 50.0 g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for texture analyzer.

같다. 초콜릿의 제조를 위해 작게 부순 다크 초콜릿

을 수분을 제거한 볼에 담아 중탕으로 50oC까지 온

도를 상승시켜 녹인 후에 각 배합비에 따라 계량한 

생크림과 볶은 쥐눈이콩 가루를 함께 섞어 넣고 

35oC로 녹인 후 제조한 초콜릿을 가로, 세로, 높이 

15×15×1.5(cm)의 정사각형 틀에 부어 4oC에서 35분
정도 두어 초콜릿을 완전히 굳혔다. 굳힌 초콜릿은 

틀을 제거하고 실험 적성에 맞게 잘라 사용하였다.
쥐눈이콩 초콜릿의 제조공정은 Fig. 1과 같다.

4. 쥐눈이콩 초콜릿의 기계적 특성

1) 색도 측정

각 시료별 제조된 초콜릿 표면의 색도는 Color 

difference meter(Colormeter CR-200, Minolta CO., Ja-
pan)를 사용하여 L(Lightness), a(Redness), b(Yellow-
ness)의 값을 한 처리군당 3개의 시료를 이용하여 

각각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그 평균값을 계산하였

다. 이때 사용한 표준백판(Standard Plate)의 L값은 

97.75, a값은 −0.38, b값은 ＋1.88로 보정한 후 사용

하였다.

2) 조직감 측정

초콜릿을 가로, 세로, 높이 3×3×1.5(cm)로 정사각

형의 동일한 크기로 잘라 Texture Analyzer를 사용하

여 two-bite compression test를 통해 조직감을 측정하

였다. 시료 측정 후 얻어지는 force and time graph로
부터 Hardness, Adhesiveness, Gumminess, Cohesiven-
ess, Springiness, Brittleness 등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모든 측정치는 5회 반복하였고 데이터는 평균값으

로 계산하였다. 사용한 기기의 측정조건은 Table 2
와 같다.

5. 쥐눈이콩 초콜릿의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을 전공하

는 대학원생 10명을 관능검사 panel로 선정하여 충

분한 지식과 관능검사의 평가기준 등을 숙지시킨 

후 쥐눈이콩 초콜릿의 실험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관능검사에 응하도록 하였다(Larmond 1997). 실험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정확도, 정밀도를 증가시키기 위

해 균형 불완전 블록 계획(BIBD: Balanced 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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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Variable levels Responses

Jinuni
bean (g)

Cream
(g)

L1)

(Lightness)
a2)

(Redness)
b3)

(Yellowness)

 1 20  40 27.67 5.85 4.30

 2 40  40 27.40 5.11 4.42

 3 20  67 27.65 5.42 3.91

 4 40  67 28.09 4.94 4.32

 5 20  53.50 27.65 5.43 3.94

 6 40  53.50 27.25 5.37 4.83

 7 30  40 27.41 5.29 4.18

 8 30  67 27.74 5.93 4.96

 9 30  53.50 27.63 5.05 3.86

10 30  53.50 27.52 5.11 3.99
1) L (white ＋100 ⟷ 0 black)
2) a (red ＋60 ⟷ −60 green)
3) b (yellow ＋60 ⟷ −60 blue)

Table 3. Experimental combinations and their responses under 
various conditions of Jinuni bean and fresh cream.

plete Block Design)을 사용하여 랜덤화(Randomiza-
tion), 블록화(Blocking)하였다. 따라서 10명의 관능검

사 panel이 10가지의 시료 중 4가지의 시료를 평가하

도록 하였으며, 각 처리는 4번 반복되었고 각 처리

쌍이 나타나는 블록의 수는 4회였다. 모든 시료들은 

난수표에 의해 4자리의 숫자로 표시되었으며 관능검

사 항목은 색(Color), 향미(Flavor), 맛(Taste), 외관(Ap-
pearance), 텍스쳐(Textur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Quality)에 대한 기호도 특성이며 scoring test 중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여 선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

를 주도록 하였다.

6. 최적화 분석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za-
tion)와 모형적 최적화(graphical optimization)를 통해 

최적화를 위한 볶은 쥐눈이콩 가루, 생크림의 양을 

선정하였고, 그때의 지점을 지점 예측(point predic-
tion)을 통해 최적점으로 선정하였다. 수치 최적화는 

canonical model을 기준으로 하는 모델의 계수에 각

각의 반응 중 관능평가의 최고점을 목표 범위(goal 
area)로 설정하였다.

수치 최적화를 통해 제시된 최적점(solution) 중 

다음의 식에 기준하여 적합도(desirability)를 구하고 

가장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최적점을 채택하였다.

  
 ×

 × ×





 
 









여기에서의 D는 overall desirability이며, d는 각각

의 desirability, n은 response의 수를 의미한다.

결 과

1. 기계적 특성

쥐눈이콩 가루를 이용한 초콜릿의 제조조건은 2

가지 변수(쥐눈이콩 가루, 생크림)로 design expert를 

이용하여 10개로 나타났으며 이의 기계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초콜릿의 색도(Color Value)

초콜릿의 명도(Color Value L)는 쥐눈이콩 40 g, 
생크림 67 g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색도

(Color value a)는 쥐눈이콩 30 g, 생크림 67 g일 때 

가장 높게, 황색도(Color value b)는 쥐눈이콩 30 g, 
생크림 67 g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3). 설

정된 반응별로 모델링화하여 F-test로 유의성을 검증

한 결과와 독립변수가 색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한 희귀식은 Table 4와 같다. 명도, 적색도, 
황색도는 모두 linear 모델이 선택되었으며, 명도, 적
색도, 황색도 모두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2는 명도, 적색도, 황색도 수치에 대한 반응표

면에 대한 결과로 명도는 쥐눈이콩 가루의 양이 증

가할수록 감소하고 생크림의 양이 많을수록 증가하

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적색도와 황색도는 쥐

눈이콩 가루 양과 생크림의 양에 상관없이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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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characteristics Model R-squared p-value Polynomial equation

L (Lightness) Linear   0.6341   0.0912 ＋27.60−0.038A1)＋0.17B2)＋0.18AB

a (Redness) Linear ＜0.001   0.0938 a=＋5.35

b (Yellowness) Linear ＜0.001   0.1746 b=＋4.27

Hardness Linear   0.9241   0.0009 ＋1.985E＋008＋9.094E＋007
−6.936E＋007−4.495E＋007AB

Cohesiveness Linear   0.4735   0.1059 ＋16.78＋5.62A−1.73B

Springiness Linear   0.5672   0.0533 ＋21.15＋5.77A−2.56B

Gumminess Linear   0.9717 ＜0.0001 ＋9.61＋6.95A−4.09B−4.06AB

Brittleness Linear   0.9683 ＜0.0001 ＋2.39＋1.93A−1.26B−1.25AB
1) A: Jinuni bean powder, 2) B: cream

Table 4.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physical quality characteristics of Jinuni bean chocolate.

Figure 2.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 of Jinuni bean (A) 
and fresh cream (B) on color (L, a, b) of Jinuni 
bean choco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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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 of Jinuni bean (A) 
and fresh cream (B) on sensory characteristics of 
Jinuni bean chocolate.

Sample
No.

Variable level Sensory characteristics

Jinuni bean (g) Cream (g) Color Flavor Appearance Taste Overall quality Texture

 1 20 40.00 5.50 5.20 5.40 4.70 5.00 5.30

 2 40 40.00 5.20 5.20 5.20 5.40 4.10 3.10

 3 20 67.00 5.10 5.20 5.30 4.70 5.20 5.80

 4 40 67.00 4.60 5.20 4.70 5.40 4.80 3.90

 5 20 53.50 4.80 5.20 5.00 4.50 5.40 5.50

 6 40 53.50 4.70 5.20 4.90 5.60 4.10 3.30

 7 30 40.00 5.60 5.00 5.50 4.60 4.40 4.80

 8 30 67.00 5.00 4.90 5.80 5.30 5.20 5.20

 9 30 53.50 5.10 4.40 5.40 4.60 4.60 4.70

10 30 53.59 5.80 4.60 5.50 5.30 4.90 4.70

Table 5. Sensory evaluation combination and their responses data under various conditions of Jinuni bean and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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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y characteristics Model R-squared p-value Polynomial equation

Color Quadratic 0.4000 0.1673 ＋5.14−0.15A1)−0.27B2)

Taste Quadratic 0.6982 0.0151 ＋5.01＋0.42A＋0.12B

Flavor Quadratic 0.8192 0.1181 ＋4.63−0.017B＋0.44A2＋0.19B2

Appearance Quadratic 0.8387 0.0960 ＋5.14−0.15A−0.050B−0.100AB−0.50A2＋0.20B2

Texture Quadratic 0.9940 0.0002 ＋4.75−1.05A＋0.28B＋0.075AB-0.40A2＋0.20B2

Overall quality Quadratic 0.8460 0.0014 ＋4.77−0.43A＋0.28B
1) A: Jinuni bean powder
2) B: cream

Table 6.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sensory quality characteristics of Jinuni bean chocolate.

Figure 4. Overlay plot of common area for the optimization 
mixture of Jinuni bean chocolate.

2) 초콜릿의 조직감 검사

초콜릿의 경도 분석 결과 p값은 0.0009로 1%의 

수준에서 유의성을 나타냈고 R2
의 값은 0.9241로 높

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또한 gumminess와 brittleness
는 쥐눈이콩 가루와 생크림 모두 유의적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2. 관능적 특성

쥐눈이콩을 첨가한 초콜릿에 대해 7점 척도로 관

능적 품질을 평가한 결과 관능 평점은 색 4.60∼
5.80, 향미 4.40∼5.20, 외관 4.70∼5.80, 텍스쳐 3.10
∼5.80, 맛 4.50∼5.60, 전반적은 기호도 4.10∼5.40 
사이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설정된 반응별로 모델링

화하여(Fig. 3)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taste는 5% 유
의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texture와 

overall quality는 1% 수준에서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Table 5).

3. 최적화

최적화는 Canonical 모형을 통해 선정하였다(Fig. 
4). 관능평가 중 유의적으로 나타난 모든 항목을 최

대로 결정하여 모델화에 의해 결정된 반응식을 이

용하여 만족하는 점을 수치 최적화(numerical point)
와 모형적 최적화(graphical point)를 통해 볶은 쥐눈

이콩 가루, 생크림의 양을 선정하고 가장 높은 desir-
ability를 나타낸 최적점을 선택하여 지점 예측(point 
prediction)을 통해 도출한 결과 예측된 최적값은 볶

은 쥐눈이콩 가루 27.98 g, 생크림 67 g으로 나타났

다(Table 6).

고 찰

1. 기계적 특성

1) 초콜릿의 색도(Color Value)

쥐눈이콩 초콜릿의 명도는 쥐눈이콩 가루의 양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생크림의 양이 많을수록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반면에, 적색도와 황색

도는 쥐눈이콩 가루 양과 생크림의 양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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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쥐눈이콩을 이용한 앞선 연구들에서 나온 결과들과

는 다르게 명도에만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앞선 연구에서는 모두 쥐눈이콩 가루의 양이 증

가할수록 색도의 결과 값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으

며 명도와 적색도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

고하였다(Ko & Joo 2005). 이는 초콜릿의 특성상 적

색도 및 황색도의 변화는 볼 수 없는 반면에 앞선 

연구의 쿠키에서는 적색도, 황색도의 변화가 쉽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 같다.

2) 초콜릿의 조직감 검사

경도의 경우 서로 상호작용 없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linear 모델이 결정되었고 hardness, gum-
miness, brittleness는 쥐눈이콩 가루와 생크림 모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도 

콩가루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고, 쥐눈이콩 가

루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gumminess과 brittleness는 

증가한 반면, 생크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

다. Yu 등(2007)의 복분자 초콜릿의 경도는 복분자 

진액 30 g, 복분자 분말 10 g, 향 0.3 g을 첨가한 시

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복분자 진액 60 g, 향 0.3 
g을 첨가한 시료가 가장 낮게 나타나 복분자 분말

의 첨가량이 높을수록 경도가 증가하는 것과 같이, 
쥐눈이콩 가루의 함량이 높을수록 경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2. 관능적 특성

관능검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기호도의 모든 항목에서 쥐눈이콩 가루의 첨가량이 

감소할수록, 생크림의 첨가량은 증가할수록 텍스쳐

의 기호도와 전반적인 기호도는 증가하는 반면, 맛
의 기호도는 쥐눈이콩 가루와 생크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앞선 

연구인 쥐눈이콩을 이용하여 만든 스무디의 연구

(Joo & Park 2009)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요약 및 결론

쥐눈이콩 첨가 초콜릿의 우수한 배합조건을 설정

하고자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중 Central 
Composite을 이용하였다. 볶은 쥐눈이콩 가루, 생크

림의 함량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최대 최소범위

는 예비실험을 거쳐 쥐눈이콩 20∼40 g, 생크림 40
∼67 g으로 하여 초콜릿을 제조하고 기계적 특성검

사와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결과를 모델링하

여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기계적 검사에서 명도는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쥐눈이콩 가루의 양이 증가

할수록 쥐눈이콩 초콜릿의 명도는 감소하고, 생크림

의 양이 증가할수록 명도는 밝아짐을 알 수 있었다. 
적색도, 황색도는 쥐눈이콩 가루와 생크림 양의 증

가가 초콜릿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ardness, gumminess, brittleness는 쥐눈이

콩 가루와 생크림 모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도 쥐눈이콩 가루의 영향이 더

욱 크게 나타났고, 쥐눈이콩 가루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gumminess과 brittleness는 증가한 반면, 생크림

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관능적 특성 중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맛, 텍스

쳐, 전반적인 기호도 항목에서 쥐눈이콩 가루의 첨

가량은 감소할수록, 생크림의 첨가량은 증가할수록 

텍스쳐의 기호도와 전반적인 기호도는 증가하는 반

면, 맛의 기호도는 쥐눈이콩 가루와 생크림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과적

으로 전반적인 기호도가 쥐눈이콩 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게 나타난 반면, 생크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생

크림의 첨가량이 맛과 식감을 좌우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관능평가의 모든 항목의 목표범위를 모두 

충족시키는 최적의 배합비율은 쥐눈이콩 가루 27.98 
g, 생크림 67 g으로 나타났다.

초콜릿을 평가함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

감, 냄새, 쓴맛 등은 생크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초콜릿은 부드러워지고 냄새와 쓴맛도 감소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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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전반적인 기호

도는 생크림의 첨가량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며, 항산화물질이 다량 함유된 쥐눈이콩 가루

를 이용한 초콜릿의 제조는 천연 소재의 장점을 살

린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서 초콜릿의 연구를 더 확

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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