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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귤피가 비습을 제거하는 효능을 가지 수 있어 과도한 단맛의 식품 섭취에 의해 증가되는 비습을 제거하여 
소화기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초콜릿의 향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초콜릿의 기능성과 귤피의 
기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리활성을 기대할 수 있는 초콜릿을 개발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귤피가루를 첨가한 초콜릿의 일반성분과 무기질 조성, 물리적 특성, 항산화 활성 및 관능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약식
동원의 개념과 질병 예방의 중요성 및 현대인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할 때 올바른 식생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오감을 고려한 관능적 특징을 가지고 경제적이면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개발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한방 재료를 이용하여 그 기능성을 전통적인 효능에 의한 접근이 이루어져야하며 그 기능성에 관한 
동서 융복합적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함이다.

주제어 : 귤피, 생리활성, 융복합, 질병예방, 초콜릿, 항산화 활성

Abstract  Traditionally we consider the food and the medicine have common roots, that is, energies from them 
share the same source, and it brought us an unique food culture of our own, and nurtured an unique academic 
area of oriental medicated dietary therapy. Thus we devise chocolate based on oriental theory and western food 
and convergence prevention nutritional approach. The study analyzed and examined the nutritional composition, 
physical properties and analysis DPPH radical scvenging, total polyphenolic compound contents, total flavonoids 
contents of chocolate added with 5% tangerine peel powder(TPC). Total polyphenolic compound content of TPC 
was 394.1 mg GAE/100g and DPPH radical scvenging activity was 68.66% and total flavonoid content was 
148.88 mg QE/100g. Antioxidative activity of TPC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come into the market 
milk chocolate(p<0.05). In sensory evaluation, significantly difference(p<0.05)of TPC were surface color, flavor, 
overall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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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콜릿류는 테오 로마 카카오나무(Theobroma cacao)

의 열매에서 얻은 원료에 다양한 식품 재료 등을 첨가하

여 가공한 제품을 일컬으며[1], 그  콜릿은 코코아 매

스, 코코아 버터, 코코아 분말 등의 코코아 가공품에 당

류, 유지, 유가공품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고 성형한 

것으로 코코아 가공품을 20% 이상 함유한 제품을 칭한

다[2,3,4,5]. 콜릿은 열량과 지방 함량이 높아 일반 으

로 기능성 식품으로는 생각되고 있지 않지만 주재료인 

카카오에 함유된 폴리페놀에 한 양학  가치와 생리

기능성이 보고되면서[6,7,8,9] 소비자들에게 정 인 식

품으로 인지되기 시작하 고, 카카오 함량이 높은 콜

릿의 시 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콜릿이 개발 · 매되

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기능성을 지닌 재료를 첨가한 

소  기능성 콜릿의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4,5,9,10,11,12].

귤피(橘皮, Citrus reticulata B.)는 운향과에 속한 귤

나무(Citrus unshiu Markovich)의 성숙한 과실의 과피로 

온(溫)하고 감, 신(苦, 辛)한 기미(氣味)를 가지며 독이 없

고 폐(肺), 비(脾)로 귀경(歸經)하여 이기건비(理氣健脾: 

비를 건강하게 하여 기운을 이롭게 함)  조습화담(燥濕

化: 체내의 불필요한 습과 담을 제거 함)의 효능을 가지

고 있다[13]. 귤피가 가진 따뜻한 기운이 비기(脾氣)를 조

해주고 비습(濕)을 말리며, 매운맛의 방향성에 의해 발

산하여 막힌 것을 뚫어 주고 담(痰)을 삭히는 작용이 있

는 것이다. 귤피의 1회 섭취량은 제한이 없으나 개 약 

12g 정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오래 묶은 귤피를 진피라고 

하여 동양의학 역에서는 리 사용되는 약재이다[13].  

  귤피는 식품학 으로 기능성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

는 훌륭한 식품이면서 의학용 소재로서의 연구가치도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5,16]. 

귤피에는 1.5 ~ 2%의 정유가 함유되어 소화기 에 완

만한 자극을 주어 소화를 진하며  hesperidin, 

deosmine, naringin, tangeretin 등 다량의 flavonoids류가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항균  항암효과를 보인다고 밝

져 있다[14,15,17,18]. 고 압 방효과,  LDL-콜

스테롤 함량 감소  HDL-콜 스테롤 수 을 높이고 순

환계질환 방  개선효과 등 다양한 생리  기능이 보

고되어 있다[19,20,21,22].

최근 민간요법이나 한방요법 등을 비롯한 래 동양

의학이나 통식품의 에서 생약  한약 재료의 기

능성 연구가 범 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편 약선이라

는 약식동원 사상이 내재된 통 음식에 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학 역에서 소화

기능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가지는 귤피에 심을 가지게 

되었고 귤피가 비습을 제거하는 효능을 가지 수 있어 과

도한 단맛의 식품 섭취에 의해 증가되는 비습을 제거할 

수 있으며[16], 본 연구은 이러한 동서양의 이론  배경

을 바탕으로 융복합  방 식품의 개발을 한  콜릿

의 기능성과 귤피의 기능성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생리

활성을 기 할 수 있는 콜릿을 개발하고자 하 다. 이

에 따라 귤피가루를 첨가한 콜릿의 일반성분과 무기질 

조성, 물리  특성, 항산화 활성  능  특성을 분석하

여 새로운 기능성 콜릿  약선 콜릿으로서의 융복

합  방 식품개발을 한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의 준비

귤피 콜릿을 제조하기 해 사용한 크 콜릿 매

스는 Venezuela산으로 L 제과에서 처리공정을 거친 것

을 제공받아 사용하 다. 코코아 버터는 Holland ADM사 

제품을 사용하 으며 생크림, 물엿  버터 등은 콜릿 

문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 다. 콜릿에 첨가된 귤

피는 2013년 제주도에서 수확되어 건조된 제품을  구매

하여 분쇄기에 갈아서 한국 정  표 체망(ISOmesh size 

200 μm)에 쳐서 비하 다. 동시에 귤피 콜릿과 비교

하기 해서 시 되는 L사와 H사의 크 콜릿을 구입

하여 비하 는데 새롭게 고안된 콜릿을 단순하게 시

되고 있는 콜릿과를 비교하고자 함이다.

2.2 귤피 초콜릿의 제조

생크림 90g, 물엿 30g, 다크 콜릿 매스 80g, 버터 

36g  귤피가루 12g을 섞어서 제조하 으며 그 함유량

과 비율을 <Table 1>에 정리하 다. 귤피의 첨가량을 달

리하여 제조한 후 품질 특성을 비교하여 최 의 첨가 농

도를 찾아내려는 목 이 아니었으므로 문헌상에[13] 보

고된 1일 최  섭취량을 기 으로 귤피가루 12g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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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콜릿을 제조하 다. 이때 콜릿의 shell, inner

로 구분하지 않고 귤피가루를 체에 섞어 간단한 

이트 콜릿으로 만들었다. 

Composition

Plate Chocolate 

Chocolate Cream Butter
Starch 

Syrup

Tergine 

Peel 

Powder

Weight (g) 80 90 36 30 12

Ratio (%) 32 36 15 12 5

<Table 1> Composition of chocolate added with
tangerine peel powder

  

                                                   

  먼  생크림을 약한 불에서 끓이면서 여기에 물엿과 

귤피가루를 같이 넣고 섞어 놓고, 탕으로 녹여 놓은 

콜릿 매스에 혼합하 다. 이때 온도를 37∼38 ℃로 하여 

버터를 넣고 완 히 녹여 섞어 tempering하여 섞은 것의 

온도가 약 30 ℃ 가 되면 모양틀에 넣고 응고시켰다. 이

런 비율로 만들어진 콜릿의 무게는 약 210g 정도 다.

2.3 귤피 초콜릿의 일반성분 분석

귤피와 귤피 콜릿의 일반성분은 AOAC[23]에 의해 

분석하 다. 시료 5g을 탈화제(CM)로 5분간 반응시킨 

후 수분 함량을 측정하 다.  

조단백질의 함량은 semi-micro kjeldahl법(kjeltec 

1030, Auto Analyzer, Sweden)에 따라 질소량을 구한 다

음 질소계수 6.25를 곱하여 조단백질 함량을 구하 다. 

조지방의 함량은 에테르 추출법  액상검체 추출법에 

따라 분석하 다. 즉, 액체 추출기의 추출 에 시료 30g

을 달아서 넣고 에테르가 떨어지는 냉각 에서 추출하

고 추출 후 수욕상에서 건조시켜 에테르를 증발시키고 

95℃ 후의 건조기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데

시 이터에서 식히고 칭량하 다. 조회분 함량은 시료 

20g을 수욕상에서 증발 건조시킨 후 550℃ 이상에서 회

화하고 데시 이터에서 식힌 후 칭량하 다. 모든 항목

은 3회 반복 실험하여 그 평균치를 계산하 다. 당질은 

총 100에서 수분,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의 함량을 뺀 

값으로 계산하여 구하 다. 

2.4 귤피 초콜릿의 무기질 조성 분석

귤피와 귤피 콜릿의 무기질 분석은 AOAC[24]에 따

라 습식분해 후 정량하 다. 즉 황산과 질산을 넣어 분해

시킨 후, 어느 정도 맑은 액이 되었을 때 과염소산을 넣

고 10분 정도 더 가열하여 방냉 후, 여과하여 100 mL로 

정용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 다. 측정은 Inductively 

Coupled Plasma Emission Spectrophotometer (ICP, 

Plasmacan 7.0, Australia)를 이용하여 무기질 각각의 

장에서 측정하여 함량을 계산하 으며, 모든 분석은 3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계산하 고, 이때 각 무기질 분석을 

한 기기 조건은 <Table 2>와 같다.

Power 1KW for Aqueous

Nebulizer 3.5 bars for meinhard type C

Aersol Flow Rate 0.3 L/min

Shealth Gas Flow 0.3 L/min

Cooling Gas 12 L/min

Wavelength

(nm)

Mg  279.533

K   766.490

Na  588.995

P  213.618

Ca  393.336

Fe  238.204

Cu  224.796

Zn  766.490

<Table 2> Operating condition of ICP for mineral 
content analysis

  

                                 

2.5 귤피 초콜릿의 항산화활성

2.5.1 DPPH radical 소거능

귤피, 귤피 콜릿  시 되는 2종 콜릿의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에 의한 

자공여능(Electron Doncting Abilities, EDA)은 Blois 

MS의 방법[25]을 변형한 측정법을 이용하 다. DPPH에 

의한 자공여능 측정은 시료 5 g에 70%에 에탄올 50 

mL을 가하여 80°C에서 1시간 가온하면서 추출하고 여과

한 후 50 mL로 정용하 다. 각 시료 0.5 mL에 2x10⁻⁴
M-DPPH 2.0 mL를 넣고 섞어주고 30분 동안 방치한 다

음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동시에 항산화활성

을 비교한 합성항산화제는 BHT(Butyl Hydroxy 

Toluene)을 이용하 다. 흡 도를 측정한 후 다음의 계

산식에 계산하 고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

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대조구의 흡광도
시료첨가구의 흡광도시료대조구의 흡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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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귤피 초콜릿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분석

귤피, 귤피 콜릿  2종의 시  콜릿의 총 페놀성 

물질 함량은 Folin-Cioalteu법[26]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

하 다. 희석된 1 mL의 시료와 동량의 표 물질(gallic 

acid)에 9 mL 증류수를 넣은 후 교반하고 3분 후 1 mL의 

Folin-Cioalteu Phenol 시약을 첨가하여 교반하 다. 5분 

후, 7% Na2CO3 용액 10 mL를 가하여 교반하고 25 mL의 

증류수로 희석한 후 23℃에서 90분간 정지시킨다. 정치

한 후 분 도계(DU 530 spectrophotomter, Beckman, 

4300N,  USA)를 이용하여 7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고 결과는 mg GAE/100g으로 표 하 다. 3회 반복 측

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 다.

2.5.3 귤피 초콜릿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총 라보노이드는 Davis WB법[27]에 따라 추출물 

0.5 mL에 10% aluminum nitrate 0.1 mL  1M-potassium 

acetate 0.1 mL, ethanol 4.3 mL를 차례로 가하여 혼합하

고 실온에서 40분간 정치한 다음 41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으며, quercetin을 표 물질로 하여 얻어진 표

검량선으로 부터 추출물의 총 라보노이드 함량을 계산

하 으며, 결과는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 다.

2.6 귤피 초콜릿의 pH, 당도, 색도 및 경도

pH는 AOAC[23]에 의해 시료 4g에 36 mL의 증류수

를 넣고 균질화하고 원심분리하고 상징액을 취해 pH 

meter(pp-15, Satorius Co.)로 측정하 다. 당도 측정은 

시료 5g을 취하여 증류수 45 mL를 넣고 분쇄하여 1분간 

균질화시켜서 잘 섞은 후 3,600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 다. 콜릿의 경도는 Texture analyer(Stable Micro 

System Ltd., Eng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콜릿의 

크기는 가로 3 cm, 세로 3 cm, 두께 1.5 cm로 잘라서 측정하

고 3회 반복 측정하 다. 

2.7 귤피 초콜릿의 관능적 특성 분석

진피 콜릿의 능  특성은 조리과 문 학생 20

명을 상으로 총 3회 반복 실시하 다. 비교 상의 

콜릿으로는 국내 L사, 외국의 H사의 크 콜릿을 사용

하 다. 조사한 항목으로는 표면 색상(surface color), 향

(flavor), 쓴맛(bitterish taste), 입안에서의 부드러운 정도

(softness), 단단한 정도(hardness)  반 인 기호도

(overall preference)의 항목에 해 7  척도법 (7  : 매

우 좋다, 1 : 매우 나쁘다)으로 평가하 다. 무작 로 시

료번호를 은 유리 시에 담아 가로 1.0 cm, 세로 0.7 

mm 크기의 콜릿을 2개씩 제공하 고 각 시료를 평가

하는 사이사이에 입안을 행굴 수 있는 생수도 함께 제공

하 다. 

2.8 통계처리

본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SAS Package(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1, SAS Institute Inc.)

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모든 결과는 평균 ± 표 편차

로 정리하 으며 두 그룹간의 유의 인 차이는 paired 

t-test로 p<0.05 수 에서 유의성을 평가하 고, 다  그

룹간의 차이특성은 ANOVA(analysis of variance) model

과 Dur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p<0.05 수

에 유의성을 평가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귤피 초콜릿의 일반성분 및 무기질 조성

귤피와 귤피가루가 5% 첨가된 귤피 콜릿의 일반성

분은 <Table 3>, 무기질 함량은 <Table 4>에 정리하 다.

Material Moisture
Carbo-

hydrate

Crude 

Lipid

Crude 

Ash

Crude 

Protein

TP
12.00 

± 0.111)
43.11

± 1.86

30.14

± 2.27

8.00

± 1.87

6.75

± 1.98

TPC
2.19

± 1.10

45.98

± 4.33

30.15

± 3.27

13.15

± 0.03

8.53

± 1.00
1) Values are mean ± SD

  TP  : tangerine peel 

  TPC : chocolate added with tangerine peel powder

<Table 3> Proximate nutritional composition of 
Tangerine Peel and Chocolate added
with Tangerine  Peel Powder

Material P Ca Na K Mg  Fe Cu Zn

TP

200.00

± 

28.811

444.55

± 

39.99

33.33

± 

0.21

558.97

± 

33.15

170.01

± 

32.01 

28.12

± 

1.11 

9.15

± 

0.87 

2.54

± 

0.12

TPC

259.33

± 

84.51

500.01

± 

98.74

24.99

± 

3.13

412.44

± 

88.71

148.02

± 

88.20  

15.92

± 

2.22 

4.78

± 

0.25

3.59

± 

0.45
1) Values are mean ± SD

  TP  : Tangerine Peel 

  TPC : Chocolate added with Tangerine Peel Powder

<Table 4> Mineral contents of tangerine peel 
and chocolate added with tangerine 
peel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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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분석된 귤피의 일반성분의 경우, 수분 

12.00%, 당질 43.11%, 조단백질 6.75%, 조회분 8.00%  

조지방 30.14%이었으며 귤피가 5% 함유된 귤피 콜릿

의 경우에는 수분 2.19%, 당질 45.98%, 조지방 30.15%, 

조회분 13.15%  조단백질 8.53%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귤피 콜릿의 무기질 함량은 칼슘 500.01 

mg%로 그 함량이 가장 높았고 칼륨 412.44 mg%, 인 

259.33 mg%, 마그네슘 148.02 mg%  나트륨 24.99 

mg% 순으로 그 함량이 높았고 미량원소의 경우는 철분 

15.92 mg%, 구리 4.78 mg%  아연 3.59 mg% 함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크 콜릿의 양성분은 열량 572 Kcal, 수분 1.5%,  

당질 51.8%, 단백질 8.1%, 지질 36.9%, 회분 1.8%이었다. 

한 칼슘 198 mg%, 인 234  mg%, 칼륨 450  mg%, 나

트륨 90 mg%  철분 2.8 mg%이다[28]. 2009년에 보고

된 생맥산 추출 동결건조 가루가 8% 함유된 생맥산 콜

릿의 경우에는 당질 57.8%, 조단백질 4.0%, 조지방 

31.5%, 조회분 1.6%이었고 무기질 함량은 칼륨 329.1 

mg%, 인 191.3 mg%, 마그네슘 10.6 mg%, 칼륨 51.3 

mg%, 나트륨 10.2 mg%  철분 5.4 mg%, 아연 0.12 

mg%, 구리 0.10 mg%으로 보고되었다[3]. 감잎의 함유량

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함유되었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감잎 콜릿의 일반성분은 수분 7.8%, 4.0%의 단백질, 

35.7%의 지질, 1.0%의 회분  51.5%의 당질을 함유하고 

있었고 90 mg%의 칼슘, 122  mg%의 인, 325 mg%의 칼

륨, 85 mg%의 나트륨  2.0 mg%의 철분을 함유하다고 

제시되어 있다[28]. 

근래 콜릿 개발에 한 연구에서는 반 인 양

성분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분 함량을 측정한 

논문이 부분이다. 계피와 감 를 함유한 기능성 콜

릿의 연구에서는 첨가량에 따라서 보통 2.49∼2.81%의 

수분을 함유한다고 보고하 고[12], 오디 분말을 첨가한

연구에서는 첨가 농도에 따라 수분의 함량은 감소하며 

평균 3.29%의 수분함량을 가진다고 제시하 다[5]. 커피 

폐원두박을 첨가한 콜릿의 수분 함량은 평균 2.7%로 

분석되었으며[15], 고추 농축액을 첨가한 콜릿의 경우

에는 평균 2.7%의 수분 함량을 가진다고 보고되어 있다

[11]. 콜릿이 기호식품으로 건강에 한 인지도가 증가

되면서 여러 종류의 콜릿이 매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표  식품성분표자료에는 다양한 콜릿의 양성분에 

한 자료는 그리 많지 않은 실이다[28]. 한 각기 다

른 재료들로 만들어진 콜릿들의 양성분 비교는 의미

가 없다고 단된다. 콜릿 제조 시 사용되는 주재료가 

거의 비슷하므로 일반성분에는 유의 인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카카오 농도가 더하거나 견과류  기

능성 소재를 첨가하여 만들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기능성

이 강조된 콜릿이 생산, 매되고 있는 실에서 좀 더 

다양한 분석자료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한편, 최근에 

식품제조에 첨가되는 생약 는 한약 재료들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으나 그들에 한 양성분에 한 자료는 

미비하고 그 재료들의 통일성이 확보되어있지 않은 결과

라 비교하기가 어려운 실이므로 이들 재료들에 한 

양성분의 가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동시에 통 으로 

효능을 근해왔던 방법론에 기 한 한약재료들의 이론

인 효능 근을 할 수 있는 융복합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 사료된다.

3.2 귤피 초콜릿의 항산화활성

3.2.1 귤피 초콜릿의 DPPH radical 소거능

DPPH radical 소거능을 보면, 귤피의 소거능은 

87.43%로 나타났고 귤피가 5% 함유된 귤피 콜릿의 소

거능은 68.66%로 L사의 크 콜릿의 소거능 13.94%, 

H사의 크 콜릿 15.61%로 시  콜릿의 DPPH 

radical 소거능이 귤피 콜릿 보다 유의 으로 낮은 수

이었다<Table 5>. 귤피 콜릿은 BHT 200 ppm과 

400ppm사이의 수 이었고 시  콜릿은 BHT 100 ppm

의 수 이었다. 계피와 감 를 함유한 콜릿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62.4∼80.9% 수 이었고[12], 커피 폐원

두박을 첨가한 콜릿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농도에 

따라 45.7∼74.4%수 으로 보고되었으며[15], 유자 분말

을 첨가한 콜릿에서는 첨가 농도에 따라 최소 62.2%에

서 최  85.4%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가진다고 보고

하 다[10]. DPPH는 자공여능이라 하며 화합물 내 질

소 심의 라디칼 자의 안정화된 구조의 화합물로서 항

산화물질의 존재하에서 환원되는 물질로, 보편 으로 항

산화 능력을 측정할 때 이용하는 방법으로 항산화능을 

평가할 때 많은 연구에서 활용하는 분석법[29]으로 일반

성분과 마찬가지로 기능성 식품 소재의 상이 되는 다

양한 생약이나 한약재료 등에 한 데이터베이스가 확보

된다면 한약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연구에 효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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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되리라 사료된다.

Material     Scavenging Activity (%)

TP 87.43 ± 2.10

BHT 100ppm 20.89 ± 4.12a

BHT 200ppm 42.00 ± 9.88b

BHT 400ppm 85.09 ± 7.21
c

L-chocolate 18.94 ± 1.23d

H-chocolate 25.61 ± 2.88d

TPC 68.66 ± 1.88
bc

1) Values are mean ± SD

  TP  : tangerine peel 

  TPC : chocolate added with tangerine peel powder

  a∼d : Means with a same letter a column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5>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angerine peel and chocolate  added 
with tengerine peel powder

3.2.1 귤피 초콜릿의 총 페놀성 화합물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귤피, 귤피 콜릿  시  콜릿의 총 폴리페놀  

총 라보노이드 함량을 정리하 다<Table 6>.

 Material
Total Polyphenol

(mgGAE /100g)

Total Flavonoids 

(mgQE /100g)

TP 680.9 ± 2.93
1)

413.48 ± 3.24

L-chocolate 156.1 ± 3.11a 56.00 ± 1.11a

H-chocolate 187.4 ± 2.22a 77.18 ± 2.74a

TPC 394.1 ± 4.61
b

148.88 ± 5.10
b

1) Values are mean ± SD

  TP  : tangerine peel 

  TPC : chocolate added with tangerine peel powder  

  a, b  : Means with a same letter a column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6>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tangerine peel and chocolate added
with tangerine peel powder

귤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680.9 mg GAE/100g으로 

분석되었다. 시 되는 L사의 콜릿에서는 156.1 mg 

GAE/100g, H사의 콜릿에서는 187.4 mg GAE/100g  

본 연구에서 고안한 귤피 콜릿에서는 394.1 mg 

GAE/100g로 분석되어 귤피 콜릿이 시 되는 2종의 

콜릿보다 유의 으로 높은 수 이었다. 

인삼, 오미자  맥문동의 추출, 동결가루를 8% 함유

한 생맥산 콜릿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191.52 mg 

CAE(chlorogenic acid)/100g 함유되었다고 보고하 다

[4]. 이 수치는 귤피 콜릿의 함량과 비슷한 수 으로 다

른 시  콜릿보다 한약자원이 함유된 콜릿의 총 폴

리페놀 함량이 높은 이유는 첨가된 한약자원에 함유된 

폴리페놀화합물에서 기인한 결과로 단된다. 고추농축

액을 첨가한 콜릿의 총 페놀 함량은 최소 156.3 mg 

GAE/100g, 최  170.3 mg GAE/100g 범 다[11]. 유

자 분말을 첨가한 콜릿에서는 평균 240.4∼401.5 mg 

GAE/100g의 페놀 함량을 보 고[10], 오디박 분말을 첨

가한 연구[5]에서는  mg/mL로 결과가 보고되어 명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총 페놀 

함량은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귤피의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413.48 mg QE/100g

으로 분석되었다. 시 되는 L사의 콜릿에서는 56.00 

mg QE/100g, H사의 콜릿에서는 77.18 mg QE/100g 

 본 연구에서 고안한 귤피 콜릿에서는 148.88 mg 

QE/100g로 분석되어 귤피 콜릿이 시 되는 2종의 

콜릿보다 유의 으로 높은 수 이었다. 커피 페원두박을 

첨가한 콜릿의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첨가 농도에 

따라 최소 200.7 mg CAE/100g ∼ 최  315.4 CAE/100g 

수 이었고[15], 계피  감 를 첨가한 콜릿에서는 

180.3 CAE/100g ∼ 250.8 mg CAE/100g 수 으로 보고

하 다[12].

콜릿 성분  가장 주목받는 것이 폴리페놀이다[3]. 

콜릿 주원료인 카카오 열매에는 포도주나 녹차의 산

화방지 성분으로 알려진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런 성분들은 산화방지 활성을 가지고 있다[30]. 산화방

지 효과로 활성산소에 의한 건강 해요소를 방하는 

폴리페놀이 콜릿에는 포도주나 녹차보다 휠씬 많다

고 보고되어 있으며[7], 흡수율도 콜릿의 폴리페놀이 

포도주보다 10배나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7,31]. 

카카오 폴리페놀이 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 은 아직 

연구 이나 강력한 항산화능력과도 련이 있으리라 많

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다[4,6,7,32]. 

콜릿에는 폴리페놀 물질 이외에 ferulic acid가 함유

되어 있어 면역력 증진,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의 작

용이 있으며 첨가되는 재료에 따라 다양한 기능이 부가

될 수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4]. 일반 으로 하나 이상의 

수산기로 치환된 방향족 환을 가지고 있는 식물성 성분

을 페놀성 화합물이라 하는데 이런 페놀성 화합물에는 

유리라디칼들과 쉽게 수소교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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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을 가진 수소원자가 존재하며 공명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직고 있다[29]. 한 라디칼 생성 진 물

질인 속이온과도 쉽게 결합하여 유리라디칼의 생성을 

억제하므로 천연에 존재하는 많은 페놀성 화합물리 항산

화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페놀화합물

의 주된 역할  하나는 유리라디칼을 소거하는 것이며 

따라서 페놀성 화합물인 라보노이드, ferulic acid 등의 

함량은 항산화 활성이 증가함에 따라 총 페놀 함량도 증

가한다고 보고되어 있다[32]. 

약용식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에 한 연구에 의하면 

옥죽은 2.6 mg GAE/g, 음양곽이  81.2 mg GAE/g라는 

결과가 보고되었고, 연자육에서는 298.25 mg GAE/100g

으로 보고되었으며, 열매와 종자가 잎이나 기류보다는 

폴리페놀의 함량이 높다고 보고된 연구도 있다[33,34,35].

콜릿의 일인 일회 분량(serving size)는 회사마다 다

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30g 정도로 제시되어 있다. 이 분

량으로 섭취되는 양을 통해 얼마나 많은 양의 폴리페놀

을 섭취할 수 있느냐를 생각한다면 그 섭취에 따른 효능

을 얻기에는 미약하지만 식생활에서 그 식품에 해 바

르게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히 섭취할 수 있는 기호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3.3 귤피 초콜릿의 물리적 특성

귤피 콜릿과 시 되는 2종의 콜릿에 한 물리  

특성을 정리하 다<Table 7>.

Material
     Color Value

 pH Hardness(g)
L a b

L-chocolate 72.1 ± 0.31)a 5.4 ± 0.1 23.1 ± 0.1a 5.6 ± 0.3a 702.4 ± 10.1a

H-chocolate 70.2 ± 1.2
a

6.0 ± 0.4 27.0 ± 0.2
a

6.1 ±1.0
a

824.1 ± 22.9
b

TPC 89.1 ± 0.9
b

5.1 ± 0.2 35.2 ± 0.6
b
4.2 ± 0.

b
2 889.1 ± 24.4

b

1) Values are mean ± SD

  TPC : chocolate added with tangerine peel powder

  a, b : Means with a same lettera column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7> Color value, pH and hardness of
            tangerine peel and chocolate added
            with tangerine peel powder

물리  특성  색도를 보면 진피 콜릿의 명도는 

89.1, a값은 3.2, b값은 35.2이었고  L사 콜릿의 명도는 

72.1이고 a값과 b값은 각각4.4, 23.1이고 H사 콜릿은  

명도 70.2, a값은 4.3, b값은 25.0으로 모두 귤피 콜릿과 

시  콜릿간에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즉, 밝기는 귤

피 콜릿에서 가장 밝게 나타났고 b 값은 귤피 콜릿

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카카오매스에 노란색의 귤피가 

첨가된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유자 분말이 3% 첨가된 

콜릿의 명도는  87.9,  a값은 4.3, b값은 28.4로 보고되

었는데[10], 본 연구의 귤피와 유자분말의 색감 인 유사

성으로 인해 3% 유자 분말이 첨가된 콜릿과 본 연구의 

5% 귤피가루가 첨가된 콜릿의 색도가 비슷한 수 임

을 알 수 있었다. 

귤피 콜릿의 pH는 4.2, 시  L 사의 콜릿의 감국

의 pH는 5.6  H사 콜릿의 pH는 6.1이었다. 보통 귤피

의 pH는 산성 범 이므로 귤피가 5% 첨가된 귤피 콜

릿의 pH가 시  콜릿보다 낮은 결과라 보여진다. 5%

의 귤피가 첨가된 귤피 콜릿의 경도는 889.1g, L사 

콜릿의 경도는 702.4g, H사 콜릿의 경도는 824.1g으로 

나타나 L사 콜릿 경도가  H사나 귤피 콜릿의 경도보

다 유의 으로 낮았다. 조군 콜릿의 경도는 553.0g, 

오디박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는 662.5g ∼ 

843.8g으로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5], 복분자 콜릿의 

경도는 복분자 분말이 증가할수록 경도는 증가한다는 보

고도 있다[36]. 모든 연구에서 첨가 분말 함량이 높을수

록 경도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분 함량이 낮은 분말

의 함량이 높음에 의한 결과이다.

3.4 진피 초콜릿의 관능적 특성

귤피 콜릿과 시 되는 2종의 콜릿에 한 능  

특성을 비교한 결과이다<Table 8>.

Variable TPC L. Co. H. Co.

Surface color 6.21 ± 0.311)a  4.22 ± 0.16b 5.76 ± 0.33a

Flavor  5.96 ± 0.08a  3.99 ± 1.31b  4.03 ± 0.10b

Softness  5.64 ± 0.38
a

 6.98± 0.32
b

5.90± 0.15
b

Bitterness 3.31 ± 0.24 1.87 ± 0.52 3.21± 1.32

Hardness 4.11 ± 0.43 2.87 ± 0.52 3.21± 1.32

Overall Preference  6.25 ± 0.30
a

4.27 ± 0.34
b

4.95± 0.45
b

1) Values are mean ± SD

  TPC : chocolate added with tangerine peel powder

   a, b : Means with a same letter in a raw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8> Sensory evaluation of chocolate
            added with tangerine peel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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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릿의 표면 색상에 한 특성은 귤피 콜릿에서 

그 수가 유의 으로 높았고 시 되는 콜릿간에는 서

로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콜릿의 반 인 향미는 

귤피 콜릿에서 그 수가 유의 으로 높았다. 입속에

서의 부드러운 정도는 진피 콜릿에서 가장 유의 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진피가루의 첨가에 의한것이며 경

도 측정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체 인 콜릿의 

기호도 역시 귤피 콜릿에서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쓴맛의 정도와 단단한 정도는 귤피 콜릿, 두 종의 

시  콜릿간에 서로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의학 으로 귤피가 비습을 제거하는 효

능을 가지 수 있어 과도한 단맛의 식품 섭취에 의해 증가

되는 비습을 제거하여 소화기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고 한 콜릿의 향에도 기여할 것으로 단되어 

콜릿의 기능성과 귤피의 기능성이 동서 융복합 으로 

작용하여 생리활성을 기 할 수 있는 콜릿을 개발하고

자 하 다. 귤피가루를 첨가한 콜릿의 일반성분과 무

기질 조성, 물리  특성, 항산화 활성  능  특성을 

분석하 다. 일반 콜릿과 귤피 콜릿의 양성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단되나 귤피가 첨가되면서 항산화활

성이 시  크 콜릿보다 유의 으로 높음을 찰하

다. 즉 귤피가 5% 함유된 귤피 콜릿의 소거능은 

68.66%로 L사의 크 콜릿의 소거능 13.94%, H사의 

크 콜릿 15.61%로 나타나 시  콜릿의 DPPH 

radical 소거능이 귤피 콜릿보다 유의 으로 낮은 수

이었다. 총 페놀화합물 함량의 경우, 시 되는 L사의 

콜릿에서는 156.1 mg GAE/100g, H사의 콜릿에서는 

187.4 mg GAE/100g  본 연구에서 고안한 귤피 콜릿

에서는 394.1 mg GAE/100g로 분석되어 귤피 콜릿이 

시 되는 2종의 콜릿보다 유의 으로 높은 수 이었

다. 한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시 되는 L사의 콜

릿에서는 56.00 mg QE/100g, H사의 콜릿에서는 77.18 

mg QE/100g  본 연구에서 고안한 귤피 콜릿에서는 

148.88 mg QE/100g로 분석되어 귤피 콜릿이 시 되는 

2종의 콜릿보다 유의 으로 높은 수 이었다. 능

인 결과에서도 시  콜릿보다 제 인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약식동원의 개념과 질병 방의 요성  

인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할 때 올바른 식생활의 도보

는 매우 요한 부분이다. 이에 오감을 고려한 능  특

징을 가지고 경제 이면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의 개발은 꾸 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기능성에 

한 동서 융복합  응용에 있어서 본 연구가 기 자료로 

쓰이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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