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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various leaf powders on chocolate by analyzing quality characteristics, 

antioxidant activities, and sensory characteristics. Methods: Pine needles, mulberry leaves, ramie leaves, barley leaves, and squash 

leaves were freeze-dried, powdered, and added to the chocolate. Results: Water contents of all leaf powder-added group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15.78%). The pH values of chocolate with leaf powder were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6.33) while that of mulberry leaf chocolate (6.56)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In color measurement, L-value, a-value, and 

b-value were highest in pine needle chocolate (30.31, 3.52, and 4.78, respectively). The ΔE value (total color difference compared to 

white board) was the highest in squash leaf chocolate (69.51) an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ntrol (67.69). The hardness 

of leaf powder-added chocolate was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6.84 N), except for pine needles. In the antioxidant activity 

analysis, chocolate with pine needles and squash leaves had higher polyphenols, flavonoids,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ntioxidant 

activity than those of the control. Overall consumer acceptability was the most preferred in the control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However, chocolate with mulberry and barley leaves also received high scores (5.60 and 5.40, respectively) for overall acceptability. 

Conclusion: It can be concluded that chocolate with barley leaves is desirable for making functional chocolate due to its high 

consumer preference and positive effects on improving antioxida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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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경제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 고령화 사회 등으

로 인하여 현대인들의 식생활과 건강 인식이 변화하였고, 

식품의 영양에 관한 1차적인 기능을 넘어 생리활성을 갖

는 3차적인 기능을 갖춘 건강 기능성 식재료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Yoo KM 2012). 특히 여

러 선행 연구들로 인해 다양한 잎채소의 효능이 알려짐

에 따라 기능성 잎채소들의 섭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기 시작하였다(Kim KT 등 2003, Shim JU & Lim KT 

2008, Park MR 등 2010, Kwak YG & Ju JH 2013).

솔잎은 과거부터 민간요법의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쿼세틴, 캠페롤 등의 플라보노이드류 화합물이 풍부하여 

기능성 부재료로서 스펀지케이크(Lee SE & Lee JH 

2013), 두부(Son BG 등 2015), 쿠키(Choi HY 2009) 등

의 식품에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뽕잎(Morus 

Indica Linne)은 예로부터 약용식물로 이용되어 온 뽕나

무의 잎으로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Shim JU & Lim KT 2008). 

식품과 관련된 연구로는 파스타(Song EJ 등 2010)와 빵

(Kim YH & Cho NJ 2010)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모시

잎(Boehmeria nivea L.)은 쌍떡잎식물 쐐기풀목 쐐기풀과

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로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으

며(Park MR 등 2010), 식이섬유소, 비타민 C, Ca, K,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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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Chocolate 

(g)

Leaf powder 

(g)

Whipping 

cream (g)

Control 150 - 150

Pine leaf 130 20 150

Mulberry leaf 130 20 150

Ramie leaf 130 20 150

Barley leaf 130 20 150

Squash leaf 130 20 150

Table 1. Formulas for chocolate with variable leaf powder

등이 풍부하여 죽(Lee SM 2013), 두부(Park YM 등 

2014), 국수(Park BH 등 2014) 등의 제품에 적용하여 연

구된 바 있다. 보리순은 단백질, 각종 비타민, 무기질과 

각종효소가 풍부하고, 간 기능 보호효과를 가지고 있어 

고지혈증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Yang EJ 등 2009, Kim AR 등 2012), 식품에 적용한 예

로는 머핀이 있다(Cho JS & Kim HY 2014). 호박잎은 딜

레니아강 박목 박과에 속하는 일년생의 덩굴성 식물인 

호박(Cucurbita moschata Duch.)의 잎으로, 한국에서 빈번

히 식용되고 있음에도 잎 부분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최

근에 알려졌다(Kwak YG & Ju JH 2013). 그러나 이들 잎

채소류는 높은 항산화 활성과 기능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특유의 쓴맛으로 인하여 식품 적용 범위가 좁고 가공제

품이 다양하지 않아 이용률이 낮다. 이에 따라 잎채소류

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연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초콜릿류는 테오브로마 카카오나무의 종실에서 얻은 

원료에 다양한 식품원료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정

의된다. 그 중 초콜릿은 코코아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

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코코아고형분의 함량

이 35% 이상인 식품을 말하며(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6), 은은한 풍미와 향기를 가지고 있어 

모든 연령층에서 폭넓게 선호되는 기호식품이다. 이러한 

초콜릿의 높은 선호도를 이용하여 유년층 및 청년층에서 

선호하지 않는 마늘을 발효숙성시켜 초콜릿에 적용하거

나(Shin JH & Joo NM 2010), 이용률이 낮은 커피 폐원두

박(Yoo KM 등 2011)을 사용하는 등 부재료의 이용률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초콜릿의 영양학적 가치와 생리활성 기

능을 밝힌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항산화 물질인 플

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지방 산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Rein D 등 2000, 

Vlachopoulos C 등 2005, Nanetti L 등 2012) 부재료를 첨

가하여 초콜릿의 기능성 특성을 변화시킨 기능성 초콜릿

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초콜릿에서도 

홍맥 분말(Lee JY 등 2003), 생맥산 분말(Kim WJ 등 

2009) 등을 첨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솔잎, 뽕잎, 모시잎, 보리순 및 

호박잎 등 다양한 잎채소 분말을 첨가하여 초콜릿을 제

조하고 품질특성, 항산화 활성 및 관능적 특성을 분석하

여 잎채소를 이용한 초콜릿 제품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다크초콜릿(Callebaut, Barry Callebaut, 

Zurich, Switzerland)은 코코아매스 46.40%, 코코아버터 

13.10%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가나슈 코팅을 위해 

코팅용 초콜릿(compound chocolate, Cargill, MN, USA)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휘핑크림(Seoul Dairy Cooperative, 

Seoul, Korea)은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초콜릿에 

첨가한 잎채소로 솔잎, 뽕잎, 보리순 및 모시잎 분말은 가

루나라(Garunara, 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

용하였다. 호박잎(Slinefood, Shinan, Korea)은 2015년 9월에 

수확한 것을 구입하고 동결건조기(FD8508, Ilshin Biobase, 

Gyeonggi, Korea)를 이용하여 분말화하였다.

2. 초콜릿의 제조

예비 실험 및 예비 관능평가를 실시하여 설계된 초콜

릿의 기본 배합비는 Table 1와 같다. 초콜릿 제조 과정은 

Yu OK 등(2007)의 연구를 참고하였고 Fig. 1에 나타내었

다. 각각의 잎채소 분말은 80
o
C에서 5분간 가열한 휘핑크

림과 섞었으며, 45
o
C에서 완전히 녹인 다크초콜릿을 혼합

하고 15 × 15 × 1 cm 스테인리스 틀에 부어 20
o
C에서 12

시간 굳힌 것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소비자 기호도 조사

에 사용할 시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코팅용 초콜릿을 45
o
C

에서 완전히 녹이고 온도를 30
o
C가 되도록 유지시킨 후, 

코팅용 초콜릿이 굳기 전에 1.8 × 1.8 × 1 cm 크기로 절단

된 각 시료의 겉표면 전체에 고루 발라 1 mm 두께로 코

팅하였다.

3. 잎채소 분말의 수분보유력 및 잎채소 분말과 초콜

릿의 수분함량 

실험에 사용된 잎채소 분말의 수분보유력(water holding 

capacity, WHC)은 Traynham TL 등(2007)의 방법을 응용

하여 측정하였다. 즉, 용기에 1 g의 시료와 20 mL의 증류

수에 넣고 80
o
C의 water bath(BS-20, Jeio Tech, Daejeon, 

Korea)에서 120 rpm, 10분간 shaking한 후 3000 rpm에서 

원심분리기(Universal 32R, Hettich, Tuttlingen, Germany)

를 이용하여 2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WHC는 상층액을 

버린 후의 용기의 무게를 재고 아래의 식을 사용하여 계

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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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remarks of color difference Textile term (NBS units)

Trace 0.0-0.5

Slight 0.5-1.5

Noticeable 1.5-3.0

Appreciable 3.0-6.0

Much 6.0-12.0

Very much >12.0

Table 2. Critical marks of color difference according to the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NBS)

Fig. 1. Procedure for making chocolate with variable leaf 

powder.

WHC

=
Weight of bottle after decanting – Weight of dry bottle – Total power

Total powder

잎채소 분말 및 초콜릿의 수분함량은 수분측정기(MB45, 

OHAUS, Zurich,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잘

게 부순 시료 5 g을 105
o
C에서 가열하고 60초간 시료

의 무게 변화가 없을 때의 값을 측정하였다.

4. 잎채소 분말 및 초콜릿의 pH

잎채소 분말 및 초콜릿의 pH는 시료 10 g에 증류수 90

mL를 혼합하고 균질기(Unidrive 1000D, Ingenieurburo CAT 

M.Zipperer GmbH, Staufen, Germany)로 균질화한 것을 

pH meter(SP-701, Suntex Instruments Co., Ltd., Taipei, 

Taiwan)로 측정하여 구하였다.

5. 잎채소 분말 및 초콜릿의 색도

초콜릿의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값은 가나슈의 

표면을 색차계(CR-400, Konica Minolta, Osaka, Japan)를 

사용하여 3회 측정한 평균값으로 표현하였다. 색차계 보

정을 위하여 색도의 색좌표가 각각 L = 96.90, a = 0.45, b

= 1.49인 백색판을 사용하였고, 아래의 식을 이용해 ΔE

(총색차값)을 구하여 대조구와 각 시료간의 색차를 비교

하였다. 색차의 비교를 위하여 미국국립표준국에서 제시

한 색차 단위 수치와 감각적 표현과의 관계(Nimeroff I 

1968)를 참고하였으며 Table 2에 각 수치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였다.

ΔE 


 


 




6. 초콜릿의 경도

초콜릿 가나슈의 경도는 20
o
C에서 12시간 이상 굳힌 

가나슈를 2 × 2 × 1 cm 크기로 절단한 후 rheometer(Sun 

rheometer Compac-100II, Sun Scientific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mastication test mode(mode 20)에서 

측정하였다. 어댑터는 No. 5, 5 mm 어댑터를 사용하

였고, distance 5 mm, table speed 120 mm/min 조건에

서 측정하였다.

7. 초콜릿 항산화성 분석

1) 시료의 준비

초콜릿의 항산화성 분석을 위하여 각 초콜릿 샘플의 

동결건조분말 1 g에 증류수 10 mL를 첨가하여 24시간 상

온(25
o
C)에서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원심분리기(Hettich)

를 이용하여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여과지(Whatman No. 1, GE Healthcare, Little Chalfont, 

China)로 여과하였다. 그 후 증류수로 10배 희석하여 시

료로 사용하였다.

2)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폴리페놀 함량은 Singleton VL & Rossi JA(1965)의 

방법을 응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 10 µL에 증류수 790

µL와 0.9 N Folin-Ciocalteu 용액(Junsei Chemistry, Tokyo, 

Japan) 50 µL를 넣고 20% 탄산나트륨(Merck kGaA, Darmstadt, 

Germany) 용액 150 µL를 넣어 암실(25
o
C)에서 2시간 반응시

켰다. 반응물은 microplate reader(Apollo11 LB913, Berthold, 

Bad Wildbad, Germany)를 사용하여 700 nm에서의 흡광

도를 측정하였고 갈산(Merck kGaA)을 표준물질로 하여 

각 시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gallic acid equivalent(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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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WHC

1)
Moisture content (%) pH

Powder Powder Chocolate Powder Chocolate

Control - - 15.78±0.11
d2)

- 6.33±0.01
b

Pine leaf 3.25±0.21
c

5.02±0.03
a

19.01±0.21
c

6.14±0.01
c

6.14±0.01
d

Mulberry leaf 4.01±0.24
b

4.50±0.10
b

20.86±0.47
ab

7.17±0.01
a

6.56±0.01
a

Ramie leaf 5.43±0.46
a

3.62±0.25
c

20.17±0.53
b

4.66±0.01
d

5.89±0.01
e

Barley leaf 4.22±0.33
b

4.43±0.06
b

19.21±0.58
c

6.13±0.01
c

6.19±0.01
c

Squash leaf 5.68±0.21
a

2.70±0.26
d

21.12±0.31
a

6.25±0.01
b

6.21±0.01
c

1)
 WHC: water holding capacity.

2)
 Means in each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3. Water holding capacity, moisture content and pH values of variable leaf powder and chocolate

로 환산하였다. 

3)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초콜릿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Davis WB(1947) 방

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1 mL에 5% 아질산나트

륨(Junsei Chemistry) 150 µL를 혼합하고 암실(25
o
C)에서 6

분간 반응시킨 것에 10% 염화알루미늄(Junsei Chemistry) 

300 µL를 첨가하여 암실(25
o
C)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1 N 수산화나트륨(Daejung Chemicals & Metals, Gyeonggi, 

Korea) 용액 1 mL를 혼합하고 microplate reader(Berthold)

를 이용하여 52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쿼세틴

(Sigma-Aldrich Corp.)을 표준물질로 하여 각 시료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quercetin equivalent(QE)로 환산하

여 비교분석하였다.

4)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초콜릿의 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fonic-acid 

(ABTS) 라디칼 소거능은 Re R 등(1999)의 방법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7.4 mM ABTS(Sigma-Aldrich) 용액에 

2.6 mM potassium persulfate(Sigma-Aldrich)를 첨가하고 

암실(4
o
C)에서 12시간 방치하여 ABTS 라디칼을 형성

시켰다. 그 후 ABTS 라디칼 용액 200 µL에 시료 10 µL

를 넣어 60분간 암실에서 반응시키고 microplate reader 

(Berthold)를 이용하여 41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마다 ABTS 라디칼에 대해 50%의 소거 효과를 보

이는 IC50(mg/mL) 값을 도출하여 항산화 활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8. 소비자 기호도 조사

소비자 기호도 조사는 30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의 

목적과 평가 방법 및 측정 항목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

한 후 실시하였다. 겉부분이 1 mm 두께의 코팅용 초콜릿

으로 코팅된 2 × 2 × 1 cm 크기의 직육면체 형태의 시료

를 백색 플라스틱 접시에 담아 생수와 함께 제공하였다. 

평가 항목은 Thamke I 등(2009)의 연구와 Yoo KM 등

(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초콜릿의 평가항목 중 향미

(flavor), 단맛(sweetness), 쓴맛(bitterness), 질감(textur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의 5개 항목을 선

정하였다. 각 항목들은 9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였으며 1

점은 ‘극히 싫음’, 9점은 ‘극히 좋음’으로 질문지에 표기

하였다.

9.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시행되었으며, 실험에 의한 결과

값은 SPSS Statistics(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Mean± 

SD로 나타내었다. 각 측정 평균값간의 유의성은 p<0.05 

수준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분석하

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수분보유력, 수분함량 및 pH

솔잎, 뽕잎, 모시잎, 보리순, 호박잎 분말의 수분보유력

과 잎채소 분말 및 초콜릿의 수분함량 및 pH 측정 결과

는 Table 3와 같다. 수분보유력은 솔잎이 3.25로 가장 낮

았고 호박잎이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잎채소 분

말의 수분함량은 2.70-5.02%의 범위를 보였다. 한편 초콜

릿의 수분함량은 한편 대조구 초콜릿의 수분함량은 15.78%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잎채소 분말 첨가군은 각 잎채

소 분말의 수분함량과 관계 없이 대조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솔잎, 뽕잎, 모시잎, 보리순 및 호박잎에 

함유된 식이섬유로 인하여 수분보유력이 증가하여 휘핑

크림의 수분(54.50%)이 적게 빠져나가 전반적으로 초콜

릿의 수분함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Kim 

DM 등(2012)의 연구에서도 감마선 조사 미역귀를 초콜

릿에 첨가하였을 때 미역귀의 식이섬유소가 가진 수분보

유력으로 인하여 초콜릿의 수분함량이 증가하였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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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value L a b ΔE

Control Chocolate 29.34±1.87
a1)

2.97±0.21
b

2.58±0.19
c

-

Pine leaf
Powder 54.26±0.92

c
-2.65±0.12

e
14.17±0.27

c
-

Chocolate 30.31±0.58
a

3.52±0.16
a

4.78±0.46
a

2.49±0.64
a

Mulberry leaf
Powder 65.24±2.98

a
-7.07±0.10

c
17.14±0.54

b
-

Chocolate 29.72±0.25
a

2.95±0.11
b

4.13±0.15
b

1.61±0.12
b

Ramie leaf
Powder 53.58±0.64

c
-5.04±0.14

d
11.32±0.44

d
-

Chocolate 29.28±0.32
a

1.98±0.13
c

3.62±0.51
b

1.50±0.30
b

Barley leaf
Powder 63.59±0.46

a
-8.14±0.07

b
17.08±0.18

b
-

Chocolate 28.74±0.24
ab

2.42±0.11
d

3.66±0.11
b

1.37±0.09
b

Squash leaf
Powder 60.34±0.44

b
-14.42±0.38

a
21.64±0.66

a
-

Chocolate 27.46±0.17
b

0.85±0.06
e

2.59±0.04
c

2.84±0.14
a

1)
Means in each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4. Color values of variable leaf powder and chocolate

Fig. 2. The hardness of chocolate with variable leaf powder.

고하여 본 결과와 유사하였다. 수분보유력이 높은 호박잎 

분말의 경우 호박잎 분말 수분함량이 2.70%로 가장 낮았음

에도 불구하고 호박잎 첨가 초콜릿의 수분함량은 2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콜릿의 pH는 5.89-6.56의 범위를 보였으며 뽕잎 첨가 

초콜릿의 pH가 6.56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조구(6.33), 호

박잎(6.21), 보리순(6.19), 솔잎(6.14) 첨가 초콜릿 순으로 

나타났다. 뽕잎 분말을 제외한 첨가군에서 대조구보다 pH

가 낮은 이유는 첨가된 부재료에 함유된 각종 유기산이 

pH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는 모시잎 분

말을 첨가할수록 두부의 pH가 낮아졌다는 Park YM 등

(2014)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한편 뽕잎 분말의 pH는 7.17

로 중성에 가까웠기 때문에 초콜릿의 pH가 증가한 것으

로 보인다.

2. 색도

잎채소 분말을 첨가하여 만든 초콜릿의 색도 측정결과

는 Table 4과 같다. L값은 보리순과 호박잎 첨가 초콜릿

이 각각 28.74, 27.46으로 다른 그룹보다 유의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p<0.05). a값은 0.85-3.52의 범위를 보였으며 

솔잎 첨가 초콜릿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호박잎 첨가 

초콜릿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b값은 솔잎 첨가 초콜릿에

서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조구가 2.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2의 용어와 비교하였을 때 모시잎 

및 보리순 분말을 첨가한 초콜릿의 ΔE값은 1.5 이하로 

“근소한 차이(Slight)”에 해당되어, 초콜릿 제조 시 대조구

와 비슷한 색상을 보여 소비자들의 인식에 큰 차이를 주

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솔잎, 뽕잎 및 호박잎 분말을 

첨가한 초콜릿의 ΔE값은 1.6-3.0 사이의 값을 보여 “눈에 

띄는 차이(Noticeable)”에 해당되었으나 뽕잎 분말을 첨가

한 초콜릿의 경우 모시잎 및 보리순 분말을 첨가한 초콜

릿과 색차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조구와 비

슷한 색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p<0.05).

3. 경도

가나슈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솔잎 첨

가 초콜릿의 경도가 6.93 N으로 가장 높았으며 모시잎과 

호박잎 첨가 초콜릿이 각각 3.01 N, 2.71 N으로 대조구 및 

다른 실험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Yoon MH 등(2009)의 버찌 분말 첨가 초콜릿 연구와 Yu 

OK 등(2007)의 복분자 첨가 초콜릿 연구에서 부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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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Total polyphenol (mg GAE/g) Total flavonoid (mg QE/g) ABTS IC50 (µg/mL)

Control 1.52±0.03
c1)

0.36±0.02
b

424.23±93.11
a

Pine leaf 3.35±0.04
a

1.12±0.02
a

183.43±4.82
c

Mulberry leaf 1.97±0.02
bc

0.38±0.03
b

291.31±19.22
b

Ramie leaf 1.70±0.08
c

0.38±0.04
b

299.66±35.01
b

Barley leaf 2.21±0.01
b

0.35±0.02
b

267.64±17.09
b

Squash leaf 3.28±0.63
a

0.83±0.02
b

186.32±13.10
c

1) 
Means in each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5. Antioxidant activities of chocolate with variable leaf powder

Property Flavor Sweetness Bitterness Texture Overall acceptabillity

Control 7.25±1.29
a1)

7.50±1.19
a

7.30±1.03
a

6.75±1.65
a

7.20±0.95
a

Pine leaf 5.20±2.02
bc

5.05±2.16
b

4.50±1.96
c

5.50±2.12
ab

4.75±2.10
bc

Mulberry leaf 5.75±1.94
b

5.85±1.87
b

5.30±1.81
bc

6.15±2.03
ab

5.60±1.98
b

Ramie leaf 4.75±2.05
bc

5.50±2.33
b

5.10±2.05
bc

5.30±1.84
b

4.95±1.76
bc

Barley leaf 5.50±2.06
bc

5.80±2.12
b

5.80±1.88
b

5.90±1.68
ab

5.40±1.93
b

Squash leaf 4.25±2.20
c

4.65±2.13
b

4.45±2.24
c

4.95±2.48
b

4.10±2.38
c

1) 
Means in each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6. Sensory preference score for chocolate with variable leaf powder

첨가량에 따라 수분함량이 감소하고 경도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수분함량과 경도는 상관적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 CR 등(2012)도 숙지황 

분말의 함량에 따라 수분함량이 증가하였으며 경도와는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수분함량 측정에서 모시잎과 호박잎의 수분함량

이 높게 나타난 것과 대조적으로 경도가 유의적으로 낮

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초콜릿의 경도는 지

방의 결정화, 초콜릿 입자의 크기, 초콜릿의 조성에 따라

서도 달라진다고 보고된 바 있어(Afoakwa EO 등 2007) 

초콜릿에 들어간 부재료들에 의해 초콜릿의 성분이 달라

져 경도가 달라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4. 항산화 활성

잎채소 분말을 첨가하여 만든 초콜릿의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기 위해 총 폴리페놀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ABTS 라디칼 소거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초콜릿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대조구가 1.52 mg GAE/g으

로 나타나 실험군 중 가장 낮았다. 반면에 솔잎과 호박잎 

첨가 초콜릿의 폴리페놀 함량은 3.35 mg GAE/g, 3.28 mg 

GAE/g으로 나타나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보였다. 총 플

라보노이드 함량도 솔잎 첨가 초콜릿이 1.12 mg QE/g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뽕잎, 모시잎, 보리순을 첨가한 

초콜릿은 각각 0.38 mg QE/g, 0.38 mg QE/g, 0.35 mg 

QE/g으로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0.05). 일반적으로 초콜릿에는 flavan-3-ols, 카테킨 등

의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Gu L 등 2006). Steinberg 

FM 등(2003)은 초콜릿 안에 1.70 mg QE/g의 플라보노이

드가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솔잎에는 17.89

mg GAE/g의 폴리페놀이 있다고 보고되었고(Kang YH 

등 1995), 호박잎은 29.62 mg GAE/g의 폴리페놀과 18.91

mg QE/g의 플라보노이드를 갖고 있다고 보고되어(Kim 

MJ 등 2011) 이들 잎채소를 넣었을 때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뽕잎차, 모시잎, 보리순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9.77

mg/g, 6.15 mg/g, 6.3 mg/g으로 보고된 바 있어 솔잎 및 

호박잎에 비하여 낮은 수치이나 초콜릿의 항산화 활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Kim IS 등 2009, Choe JH 등 

2010, Park JH 등 2014). ABTS 라디칼에 대한 초콜릿의 

IC50은 대조구에서 424.23 µg/mL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한편 솔잎과 호박잎을 첨가한 초콜릿의 항산화 활성이 각

각 183.43 µg/mL, 186.32 µg/mL로 나타났다. ABTS IC50은 

ABTS 라디칼이 50% 소거되는데 필요한 시료의 양으로 

정의되며, IC50의 값이 낮게 나타날수록 같은 양의 라디칼

을 감소시키는데 더 적은 시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료

의 라디칼 소거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Re 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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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Yoo KM 등(2008)은 유자 과피 및 과육 분말을 첨

가하였을 때 초콜릿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이 더 높아진

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유사하여, 항산

화력이 높은 부재료를 첨가하였을 때 초콜릿의 항산화 

활성이 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5. 소비자 기호도 조사

잎채소 분말을 첨가하여 만든 초콜릿에 대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대조구는 조직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7점(좋음) 이상의 점수를 받아 잎

채소 첨가군에 비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러나 호박

잎 첨가 초콜릿은 모든 항목에서 5점(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아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향미는 대조구

를 제외하고 뽕잎 첨가 초콜릿이 5.75로 가장 높은 점수

를 받았다. 단맛은 대조구에 비하여 모든 잎채소 첨가군

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p<0.05), 이는 잎채소 

고유의 쓴맛으로 인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반면, 쓴맛 항

목에서는 솔잎과 호박잎 첨가 초콜릿에서 각각 4.50, 4.45

로 더 낮게 나타났다. 조직감은 솔잎, 뽕잎 및 보리순 첨

가 초콜릿이 대조구와 유사하였으며 모시잎과 호박잎은 

각각 5.30, 4.95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이

러한 결과는 가나슈의 경도 측정 결과에서 모시잎과 호

박잎 첨가 초콜릿의 경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

로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

며 소비자들은 비교적 단단한 가나슈를 더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Hwang MH 등(2012)은 초콜릿에 첨가한 

오디박 분말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계적 경도가 증가하

며 소비자 기호도 조사의 조직감 항목에서도 더 높은 점

수를 받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대조구가 가장 높았으며, 대조구

를 제외한 실험군에서는 뽕잎과 보리순을 첨가한 초콜릿

이 각각 5.60, 5.40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솔잎, 뽕잎, 모시잎, 보리순 및 호박잎 

등 다양한 잎채소 분말을 첨가하여 초콜릿을 제조하고 

품질특성, 항산화 활성 및 관능 특성을 분석하여 기능성 

초콜릿 개발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수분함량은 모든 잎채

소 첨가군이 대조구(15.78%)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p<0.05). pH는 잎채소 분말 첨가군이 대조구(6.33)

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뽕잎 분말 첨가 초콜릿은 6.56

으로 대조구에 비해 더 높았다. 색도 측정 결과 L값, a값, 

및 b값은 솔잎 분말 첨가 초콜릿이 각각 30.31, 3.52, 4.78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조구와의 색차를 비교한 ΔE

은 호박잎 분말 첨가 초콜릿이 2.84로 가장 높았다. 경도

는 솔잎 분말 첨가군을 제외한 다른 첨가군이 대조구

(6.84 N)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모시잎 분말과 호

박잎 분말 첨가 초콜릿의 경도가 각각 3.01 N, 2.71 N으로 

낮게 나타났다. 초콜릿의 항산화 활성 분석 결과, 솔잎 

분말과 호박잎 분말을 첨가한 초콜릿은 총 폴리페놀 함

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고 ABTS 라디칼 소거능도 

높아 대조구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

다. 소비자 기호도 조사 결과 대조구가 향미, 단맛, 쓴맛, 

조직감,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가장 선호되었으나 뽕잎, 

보리순도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각각 5.60, 5.40의 점수를 

받아 잎채소 첨가군 중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호박잎 분말 첨가군은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의 결과 솔잎, 뽕잎, 모시잎, 보리순, 호박잎 등 잎

채소 분말은 초콜릿의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관능적 기호도를 다소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나타

내었다. 그러나 보리순 및 뽕잎 분말을 첨가한 초콜릿의 

경우 소비자 선호도도 높고 초콜릿의 항산화 활성 또한 

높아지는 효과를 보여서 기능성 초콜릿의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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