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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유산균 스타터 ABT-5를 이용한 발효 다크 초콜릿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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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ocolate, one of the most popular confectioneries in the world, is known for its aromatic flavor and high
antioxidant activiti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fermentation with commercially available lactic acid
bacteria, ABT-5, on the flavor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dark chocolate. During 24 h fermentation, pH decreased from
5.52 to 3.97 and total acidity increased from 0.51 to 1.85%, whereas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as well as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remained unchanged. Furthermore, compared with control HepG2 cells
treated with unfermented dark chocolate, those treated with the fermented dark chocolate showe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reactive oxygen species and higher viability under H

2
O

2
-induced oxidative stress. Finally, GC-MS and headspace GC-

MS analysis detected 4-hydroxy-2,5-dimethyl-3(2H)-furanone and 2-furanmethanol, known to enhance flavor, in the
fermented dark chocolate. Coll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ABT-5-fermented dark chocolate could be utilized for
developing value-added dark chocolat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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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적으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하

고 있으며(1,2), 이러한 추세에 맞춰 최근에는 코코아나 초콜릿

시장과 같은 제과 산업에서도 기능성을 첨가한 초콜릿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3). 초콜릿은 테오브로마 카카오나무(Theobroma cacao)

의 카카오 열매에서 얻은 코코아 매스, 코코아 버터, 코코아 분

말 등의 원료에 설탕, 우유, 버터 등을 혼합하여 만든 기호 식품

으로(4), 녹차, 홍차, 적포도주와 더불어 대표적인 항산화 능력을

가진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5). 초콜릿은 함유된 카카오 매스의

함량에 따라 다크 초콜릿(dark, 45% 이상), 밀크 초콜릿(milk, 24-

45%), 그리고 가장 함량이 적은 화이트 초콜릿(white, 0%)으로 구

분한다(6). 그 중 다크 초콜릿은 폴리페놀류를 다량 함유하여 항

노화 작용을 하며 체내의 지방을 산화하는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수치를 증가시키는 등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어 초콜

릿의 기능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제품군으로 급성장하고 있다(6).

폴리페놀은 식물, 과일이나 와인 또는 차 등의 음료에 많이 포

함되어 있는 성분으로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DNA의 손상을 줄

이고, 금속을 해독시키며, 혈압을 낮추며 항염, 항암작용 등 건강

에 이로운 작용을 한다(7,8). 초콜릿의 항산화 능력은 이러한 폴

리페놀 성분에 기인하는데, 초콜릿은 그 중에서도 epicatechin이

나 catechin과 같은 플라보놀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9). 특히 다

크 초콜릿의 섭취는 코티솔과 카테콜아민의 배출을 늦추고 페네

틸아민, 세로토닌, 또는 아난다미드와 같은 신경전달물질을 방출

시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초콜릿의 주요 성분인 theobromine과

caffeine과 같은 methylxanthin은 각성작용을 나타냄과 동시에 함

유된 플라보놀과 시너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9-14),

다크 초콜릿은 기능성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9).

발효는 미생물이 식품을 대사하고 여러 가지 대사산물을 생성

하는 과정으로서 온화한 식품가공의 한 방법에 해당된다(15). 그

중 유산균은 체내·외 뿐만 아니라 식물의 표면에서도 자연적으

로 발견되는 균으로, 이들은 발효 시에 젖산을 포함한 유기산, 하

이드로콜로이드, 향미 화합물이나 항균 물질 등의 다양한 기능성

화합물을 생성한다(16). 화학 첨가물이나 과도한 가공 과정을 거

치는 대신 최소한의 가공만으로도 건강하고 맛있는 식품을 소비

자가 선호하면서(17), 유산균을 이용하여 향미를 증진시키기 위

해 발효 기법을 활용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전통적인 유산

균을 사용하여 제조한 치즈나 요거트, 식초와 같은 발효 식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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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산균을 접목시켰을 때 새로운 향미가 관찰되었으며(18-

20), 과채 주스 또는 시리얼 제작 시에도 유산균을 이용하여 발

효하였을 때 풍미의 증진 및 영양성분의 증가가 보고되었다(21-24).

식품 발효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유산균으로는 Lactobacillus속,

Leuconostoc속, Pediococcus속, Oenococcus속, 그리고 Weissella속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요거트와 치즈(Lactobacillus속,

Leuconostoc속), 와인(Lactobacillus속, Oenococcus속), 김치

(Lactobacillus속, Leuconostoc속, Weissella속), 또는 사워도우

(Lactobacillus속, Pediococcus속) 등에서 발견된다. 한편, FD-DVS

ABT-5 (ABT-5)는 Lactobacillus acidophilus와 Bifidobacterium

species, 그리고 Streptococcus thermophilus를 혼합하여 배양하는

ABT culture의 한 종류로 치즈 스타터로 상용화된 제품이다. FD

는 유산균을 동결건조(freeze dry)한 상태를 의미하며 DVS는 direct

vat set의 준말로, 발효 시 우유에 직접 접종하여 치즈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이다. ABT-5는 배양 시에 달라질 수 있는 혼

합된 균주의 비율을 일정하게 조정하여 균일한 발효 식품을 얻

는 장점이 있으며(25), 단일 균에 비해 효율적으로 산을 생성하

여 발효에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6).

이와 같이 여러 음식 문화에서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을 적용한

발효 식품을 찾아볼 수 있으며, 다양한 유산균 발효 식품들이 체

내의 생리 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나(27) 아직까지 다크 초콜릿에 유산균 발효 기법을 적용한 사

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용 복합 유산균인 ABT-5를 다크 초

콜릿의 발효에 적용하고, 유산균 발효 다크 초콜릿의 항산화 활

성과 향미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새로운 컨셉의 다크 초콜릿

제품 개발에 기여하고 유산균 발효 초콜릿 제품 개발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발효 초콜릿 시료 제작 및 추출

동량의 증류수를 혼합하고 멸균(121oC, 15분)한 다크 초콜릿

(Jekiss Dark 72%, Jekiss Co., Ltd., Jeju, Korea)에 ABT-5 (FD-

DVS ABT-5, Chr. Hansen A/S, Hørsholm, Denmark)를 1% (g/

g) 접종하고 40oC에서 배양하며 시간대별 발효 다크 초콜릿 시

료를 얻었다. 이전의 연구(28)를 참고하여, 다크 초콜릿 시료의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8 g의 시료에 n-hexane (Daejung, Siheung,

Korea) 40 mL을 가하고 5분간 초음파 추출 및 원심분리하여 지

방을 제거하였다. 용매를 완전히 제거한 초콜릿 21 g에 70 mL의

70% acetone (Daejung)을 가하여 10분간 초음파 추출한 후, 동량

의 70% methanol (Daejung)을 두 번 가하여 추출 과정을 반복하

였다. 여과한 초콜릿 추출물을 40oC에서 감압 농축 및 동결건조

하고 4oC 보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pH 및 적정산도 측정

발효 다크 초콜릿의 시간대별 pH는 pH meter (Orion 3-star

Benchtop pH meter, Thermo Scientific Inc., Waltham, MA,

USA)로 측정하였다. 적정산도는 2.5 g의 초콜릿 발효물을 pH 8.2

로 적정하는데 필요한 0.1 N NaOH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계산하였다. 

적정산도(%)=[V×F×0.009/10]×100

V: 0.1 N NaOH의 소비량(mL)

F: 0.1 N NaOH의 역가

0.009: 유산계수(0.1 N NaOH 1 mL)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Cheung 등(29)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측

정하였다. 시료 125 μL에 0.5 mL Folin-Ciocalteu’s 시약(F9252,

Sigma Chemical Co.)을 3분 동안 처리하고 Na2CO3 (sodium

carbonate, Sigma Chemical Co.) 1 mL를 가한 후 실온 암조건에

서 30분 동안 정치한 후, 700 nm에서의 흡광도를 분광광도계

(Sunrise-basic, Tecan, Salzburg, Austria)로 측정하였다. 단위는

gallic acid equivalents (mg GAE/g, Sigma Chemical Co.)로 나타

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Brand-Williams 등(30)의 방법을

변형하여 시료 40 μL에 5% NaNO2 (sodium nitrite, Sigma

Chemical Co.) 6 μL를 첨가하여 5분간 반응시킨 후 10% AlCl3
(aluminum chloride, Sigma Chemical Co.) 12 μL를 혼합하여 6분

간 반응시킨 다음 1 N NaOH 40 μL를 첨가한 후 흡광도를

510 nm에서 측정하였다. 함량은 rutin equivalents (mg RE/g,

Sigma Chemical Co.)로 나타내었다.

DPPH 및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이전에 보고된 방법(31)을 토대로 수

행하였다. 시료를 200 μM DPPH (D9132, Sigma Chemical Co.)

용액 과 30분간 37oC의 암소에서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고 소거능을 계산하였다. Positive control로 catechin

(catechin hydrate, Sigma Chemical Co.)을 사용하였다.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은 기존에 알려진 방법(32)을 변형하여 수행

하였으며, 7 mM의 2,2'-azino-bis (3-ethylbensthiazoline-6-sulfonic

acid, A1888, Sigma Chemical Co.)와 2.45 mM K2S2O8 (potassium

persulfate, Sigma Chemical Co.)를 혼합해 16시간 동안 냉암소에

서 반응시켜 ABTS solution을 제조하였다. ABTS 용액 900 μL와

시료 100 μL를 넣어 2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734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고 소거능을 계산하였다. 분광광도계(UV 1800,

Shimadzu Co., Kyoto, Japan)를 이용하였으며, positive control로

α-tocopherol (Sigma Chemical Co.)을 사용하였다.

세포 기반 항산화 능력

세포 내 ROS 측정은 H2DCF-DA (2,7-dichlorofluorescin diacetate,

Sigma Chemical Co.)를 사용하여 flow cytometry (LSRFortessa,

BD Biosciences, Franklin Lakes, NJ, USA)로 측정하였다. HepG2

(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를 6 well plate에 분주한

후 37o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한 다음, 초콜릿을

처리한 후 배양하였다. 1시간 후 800 μM H2O2 (Hydrogen

peroxide 30%, Biosesang, Seongnam, Korea)를 처리한 다음 30분

후 H2DCF-DA를 처리하였다. 15분 후 PBS로 세척한 다음

trypsin-EDTA (0.5% Trypsin-EDTA, Invitrogen Inc., Grand

Island, NY, USA)를 이용하여 세포를 회수하고 즉시 측정하였다.

Positive control로 N-acetyl-L-cysteine (NAC, Sigma Chemical

Co.)을 사용하였다. 세포생존율은 MT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먼저 HepG2 세포를 96 well plate에 분주하고 37o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초콜릿을 농도별로 전처리

한 후 800 μM H2O2를 처리한 다음 배양하였다. 일정시간 후

MTT solution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Amresco Inc., Solon, OH, USA)을 넣고 4시간 동안 배

양한 후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세포생존율은 대조구에 대한 생존

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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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MS를 이용한 휘발성 성분 분석

휘발성 성분 분석은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 QP-2010, Shimadzu Co.)와 GC 컬럼(Rtx-5MS, 30 m

length, 0.25 μm diameter, 0.25 μm thickness, Restek Corporation,

PA, USA)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GC-MS 분석 시료는 1 μL를

취하여 주입하였으며, 주입 온도는 250oC로 설정하였다. 오븐 온

도는 80oC로 3분간 유지한 후 분당 1.5oC씩 100oC까지 승온하였

다. 100oC에서 160oC까지 분당 15oC씩 승온하였다. 160oC에서 1

분간 유지한 후 분당 3oC씩 210oC까지 승온한 후 3분간 유지하

였으며, 250oC까지 분당 10oC씩 승온한 후 3분간 유지하였고,

300oC까지 분당 5oC씩 승온한 후 1분간 유지하여 분석을 마무리

하였다. 운반가스로는 헬륨을 사용하였다. Column flow를 1.0 mL/

min으로 수행했으며, interface 온도는 280oC로 설정하였다. Scan

mode로 45-500 m/z 범위에서 분석하였으며 GC-MS 분석을 통해

검출된 각 성분들의 동정은 Willey 9 library database를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library와 유사도가 80% 이상인 화합물만을 동정하

였다. 동정된 화합물의 성분 조성비는 해당하는 피크의 면적을

기준으로 전체 피크에서 각 피크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반으로 산

출하였다.

Headspace GC-MS를 이용한 향기 성분 분석

향기 성분 분석은 위에서 사용된 GC-MS 및 헤드스페이스 포

집기(Headspace Autosampler, HT-3, Teledyne Tekmar, OH, USA)

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시료 1 g을 MeOH 2 mL에 희석하여 사

용하였다. 오븐 온도는 처음 45oC로 7분간 유지한 후 분당 20oC

씩 120oC까지 승온하였다. 120oC에서 240oC까지 승온하였으며,

15분간 유지하여 분석을 마무리하였다. MS검출기(QP-2010,

Shimadzu Co.)로의 interface 온도는 240oC로 설정하였으며, 그 외

의 조건과 검출된 화합물의 동정은 GC-MS 분석과 동일하게 이

루어졌다.

통계처리

실험은 3회 반복하여 평균과 표준오차로 나타내었고, 각 실험

결과는 SPSS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ANOVA

one way를 시행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성은 p<0.05와 p<0.01 수

준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pH 및 적정산도

복합 균인 ABT-5를 이용하여 발효한 다크 초콜릿의 시간대별

pH와 산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ABT-5 복합균을 적용한 다

크 초콜릿의 발효 시간대별 pH의 변화를 측정하였을 때, 발효 전

의 pH는 5.52이었으며, 발효 6, 12, 24시간 후의 pH는 각각 4.32,

4.03, 3.97로 0시간 발효한 대조구 대비해서 발효 24시간 후에는

약 30% 감소하였다. ABT-5 복합균을 적용한 두유에서는 발효 4

시간 후에 pH 7에서 pH 5.6로 떨어졌다고 Božaniæ 등(32)이 보

고한 바 있으며, Park 등(26)은 우유에 ABT-5 복합 균을 접종한

지 4시간 만에 pH 6.4에서 pH 4.8로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단

시간에 pH가 1.4-1.6 정도 감소한 두유와 우유에 비해 다크 초콜

릿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pH 저하가 느리게 일어났는데, 이는

다크 초콜릿의 초기 pH가 두유나 우유보다 낮고, 해당 복합 균

이 우유에 최적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Kang 등

(33)이 L. plantarum을 초콜릿 소스에 접종하여 발효시킨 경우, 접

종 직후 pH 5.26에서 발효 4, 8, 24시간 후에 각각 pH 5.1, 4.7,

4.1로 감소하는 것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이 결과와 비교했을 때

L. plantarum 단일 균주보다는 ABT-5 복합균을 초콜릿 발효에 사

용했을 때 pH 저하가 현저히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BT-

5 복합균으로 24시간 발효 후 다크 초콜릿의 산도는 초기 0.51%

에서 1.85%로 증가했으나, Kang 등(33)이 L. plantarum을 적용한

초콜릿 소스의 산도는 초기 0.45%에서 발효 24시간 후에는 0.99%

로 측정되어, ABT-5 복합균 발효 시 산도의 절반에 그쳤다. 따

라서, 다크 초콜릿 유산균 발효 시에는 ABT-5 복합균이 L.

plantarum 단일 유산균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발효 시간에 따른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Fig. 1

에 나타내었다. 유산균 발효 직전의 다크 초콜릿의 폴리페놀 함

량은 2.41 mg GAE/g이며 발효 24시간 후에는 2.39 mg GAE/g으

로 나타나, 발효 전후 폴리페놀의 함량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확

Table 1. pH and total acidity of dark chocolate fermented by

ABT-5 at fermentation time 0, 6, 12, and 24 hours

Fermentation time (h) pH Total acidity (%)

0 5.52 0.51

6 4.32 1.27

12 4.03 1.67

24 3.97 1.85

Fig. 1.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dark chocolate fermented with ABT-5. Contents of polyphenol (A) and flavonoid (B)
were measured on dark chocolate fermented with ABT-5. Values are mean±S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n-fermented
chocolate versus 6, 12, and 24 h fermented chocolate at *p<0.05 and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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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할 수 있었다. 이는 L. acidophilus와 L. plantarum로 사과 주

스를 발효한 경우 폴리페놀이 약간 감소하였으며(34), 석류 주스

를 세 종의 L. plantarum으로 발효한 경우에서도 폴리페놀 함량

이 감소하였으며(35), 블루베리를 유산균으로 발효한 경우에서 폴

리페놀 함량이 감소하였다(36)는 보고와 대조를 이루는 결과이다.

ABT-5 복합균으로 다크 초콜릿을 발효 시에 플라보노이드 함량

은 0시간 발효한 대조구의 1.47 mg RE/g에서 발효 6, 12, 24시간

후에는 각각 1.34, 1.37, 1.41 mg RE/g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Oh

등(36)이 보고한 블루베리 발효 시에 플라보노이드가 발효 전에

대비하여 5% 정도 감소한 것과 Sun 등(37)이 보고한 양배추 발

효 전후에 플라보노이드가 23% 정도 감소한 것과 비교했을 때

감소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한편, 초콜릿 소스를 단일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경우, 발효 전후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

드 함량은 각각 5.47 mg GAE/g에서 5.38 mg GAE/g으로, 3.23

mg RE/g에서 3.39 mg RE/g으로 비슷하게 유지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33). 앞서 언급한 사과, 석류, 블루베리 등의 보고에서와

는 달리 초콜릿에서는 발효에 따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

량의 감소가 미미하였다. 이는 과일에 함유된 tannins 중에는 발

효 시에 미생물에 의해 분해 가능한 hydrolysable tannins의 함량

이 높은 반면, 초콜릿에서는 catechin이나 proanthocyanidin과 같은

condensed tannins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산균의 tannase에

의한 폴리페놀의 감소가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34). 따라서, 사과,

석류, 블루베리 등을 유산균 발효 했을 때와 달리, 유산균 발효

에 의한 다크 초콜릿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의 감소

는 눈에 띄게 관찰되지 않았다.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능을 통한 발효한 다크 초콜릿의

항산화 능력 분석 결과는 Fig. 2와 같다. Kaprasob 등(34)과

Filannino 등(35)이 발효 전후 시료의 DPPH와 ABTS 라디칼 소

거능을 확인한 결과, 과채 주스의 항산화 능력이 발효가 진행됨

에 따라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24시간 발효 다크 초콜

릿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61.98%로, 0시간 발효한 대조구의

62.49%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

량과 유사하게 DPPH 라디칼 소거능 또한 발효에 의해서 감소되

지 않았으며, Kang 등(33)이 보고한 초콜릿 소스의 유산균 발효

시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24시간 발효한 다크 초콜릿의 농도 1

mg/mL에서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61.85%로, 대조구의 64.59%

와 비슷하였으며, 이는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항

산화 활성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Seo 등(38)의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발효 전 다크 초콜릿 자체의 라디칼 소

거능이 ABT-5를 이용한 유산균 발효에 의해서도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 측정

ABT-5 복합균 발효 다크 초콜릿 처리에 의한 세포 내 활성산

소(ROS, reactive oxygen species)의 수준을 H2DCF-DA (2',7'-

dichlorodihydrofluorescein diacetate)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flow

cytometry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H2O2로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하였을 때 세포 내 ROS 수준은 무처리구 세포 대비 176.74%

로 증가하였고, ROS scavenger로 잘 알려진 N-acetyl-L-cysteine

(NAC)을 3 mM 전처리한 후 H2O2를 처리하면 H2O2 단독처리 시

에 비해 ROS 수준(123.51%)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한편 0시

간 발효한 대조구를 2 mg/mL 전처리했을 때, H2O2 단독 처리 시

의 176.74%에 비해 세포 내 ROS 수준이 102.19%로 관찰되어 다

크 초콜릿의 ROS 소거능이 주어진 농도의 NAC에 비해 상대적

으로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양의 6, 12시간 발

효 다크 초콜릿을 처리했을 때 세포 내 ROS 수준은 0시간 발효

한 대조구보다 더 낮은 값인 81.53%와 76.51%로 나타나, 다크

초콜릿의 세포 내 ROS 소거능이 발효에 의해 유의적으로 증가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효 초콜릿의 DPPH

와 ABTS radical 소거능이 발효 0시간 대조구와 유사했던 결과

Fig. 2.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dark chocolate fermented with ABT-5.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gainst
DPPH (A) and ABTS (B) were measured on dark chocolate fermented with ABT-5. Values are mean±SE.

Fig. 3. Protective effect of fermented dark chocolate on H
2
O

2
-

induced cellular oxidative stress was measured in HepG2. hf:
hour of fermentation. N-acetyl-L-cysteine (NAC) 3 mM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Values are mean±S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groups at *p<0.05 and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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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A와 2B)와 상반되는 결과인데, 이는 세포 내 산화 스트레

스 실험에서는 성분의 세포막 친화성 및 투과성 등의 물리적 특

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39). 또한, 24시간 발효 다

크 초콜릿을 처리했을 때 세포 내 ROS 수준은 감소하지 않았는

데, 이는 Mercier 등(40)이 보고한 유산발효시간에 따라 바이오매

스가 증가하였다가 감소한 결과와 Nichols 등(41)이 보고한 시간

에 따른 대사산물의 일시적 증가와 감소의 경우와 유사한 현상

으로 판단된다. 다크 초콜릿을 ABT-5로 발효했을 경우, 산화스

트레스로부터 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내었던 성분이 6, 12시간 발

효 시에 증가되었다가 24시간 발효 시에는 감소하여 세포 내

ROS 소거능도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에

서 다크 초콜릿은 발효에 의해 세포 내 활성산소를 소거하는 능

력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화스트레스로부터의 세포 보호 효과

과산화수소로 유발된 산화스트레스로부터의 세포 독성에 대한

세포 보호 효과는 Fig. 4에 나타내었다. H2O2 처리로 세포 독성

을 유도했을 때의 세포 생존율은 H2O2 무처리구 세포의 생존율

대비 53.83%로 감소하였고, 0시간 발효한 대조구 초콜릿 2 mg/

mL 전처리 시의 생존율은 62.32%로 H2O2 단독 처리구 세포의

생존율 대비해서 다소 증가하였다. 한편, 6, 12, 24시간 발효한

다크 초콜릿을 2 mg/mL 전처리 했을 때의 세포생존율은 각각

73.71, 72.74, 68.54%로, H2O2 단독 처리구에 대비하여 생존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발효 다크 초콜릿 첨가에 의해 세

포 내 활성산소가 소거되어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독성으로

부터 세포를 보호한 것으로 판단된다(42).

GC-MS를 이용한 휘발성 성분 분석

다크 초콜릿을 ABT-5 복합균으로 발효 시 성분 변화를 GC-

MS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Table 2에 나타냈다. 0시간 발효

한 대조구 다크 초콜릿의 주요 성분은 xanthosine, theobromine,

그리고 caffeine이 검출되었으며 이들은 각각 47.21%, 16.15%, 그

리고 2.40%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초콜릿의 원료인 Theobroma

cacao의 대표적인 알칼로이드로 초콜릿의 독특한 쓴맛과 향을 내

는 성분으로 기호성에 관여한다(9). 이외에도 구운 비스킷과 캐

러멜 향을 내는 3,5-dihydroxy-6-methyl-2,3-dihydro-4H-pyran-4-one

과 5-(hydroxymethyl)-2-furaldehyde가 검출되었으며, 바닐라 향을

내는 ethylvanillin도 검출되었다. 대조구 초콜릿에서는 미검출된

lactic acid의 성분비가 발효 24시간 다크 초콜릿에서 14.84%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ABT-5 복합균에 의해 초콜릿의 발효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일이나 캐러멜, 아몬드의 단

향미를 나타내는 성분인 4-hydroxy-2,5-dimethyl-3(2H)-furanone과

버터, 코코넛 오일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크림, 지방의 풍미를 증

진시킨다고 알려진 palmitic acid도 발효 다크 초콜릿에서 검출되

었으며 이는 초콜릿의 향을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

Fig. 4. Protective effect of fermented dark chocolate on H2O2-
induced cytotoxicity was measured in HepG2. hf: hour of
fermentation. Values are mean±S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each concentration of non-fermented chocolate
treatment versus 6, 12, and 24 h fermented chocolate treatment at
*p<0.05 and **p<0.01.

Table 2. Compositional analysis of dark chocolate after fermentation detected by GC-MS

Compound1) RT2)

(min)

Area %3) Odor

0 h 24 h Description

3-Methoxypropanal 2.463 3.74 6.05

Lactic acid 3.309 -4) 14.84 Fruity, acidic

Allyl formate 5.616 2.87 2.31 Fruity, fermented

4-Hydroxy-2,5-dimethyl-3(2H)-furanone 7.910 - 1.15 Fruity, caramellic, almond

Thymine 8.798 3.95 3.35

3,5-Dihydroxy-6-methyl-2,3-dihydro-4H-pyran-4-one 11.573 1.14 0.55 Biscuit

Catechol 15.197 0.44 0.33

5-(Hydroxymethyl)-2-furaldehyde 16.720 1.51 0.77 Caramellic

Methyl 5-oxoprolinate 21.480 0.43 0.74

Ethylvanillin 23.115 0.07 - Vanilla

Xanthosine 25.380 47.21 38.70

cis-4-Cyclopentene-1,3-Diol 28.787 20.09 16.00

Caffeine 32.831 2.40 1.82

Theobromine 33.967 16.15 12.99

Palmitic acid 35.873 - 0.40 Creamy, oily

1)Compounds were tentatively identified based on parent molecular ions, retention times, retention indices, and elution order, as well as the
fragmentation spectra compared with the literature.
2)Retention time (min)
3)Peak area relative to total peak area%
4)-,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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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었다. 따라서 ABT-5 복합균을 이용한 다크 초콜릿의 발효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주요 생리 활성 성분의 감소는

유발하지 않으면서 휘발성 성분 증가를 통한 풍미 향상을 유도

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Headspace GC-MS를 이용한 향기 성분 분석

ABT-5 복합균 발효에 따른 다크 초콜릿의 향기 성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발효하지 않은 대조구 다크 초콜릿과 24시간 발

효한 다크 초콜릿을 분석하고 Table 3에 나타내었다. 발효하지 않

은 다크 초콜릿의 주요 향기 성분은 methyl acetate가 31.93%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외에 아라비카 커

피, 차, 코코아 등에서 나타나는 향기 성분인 2-furanmethanol, 코

코아의 대표적인 알칼로이드인 caffeine, 유기산인 acetic acid, 과

일이나 아몬드 향을 나타낸다고 알려진 benzaldehyde 등이 검출

되었다. 발효한 다크 초콜릿의 휘발성 성분은 대조구에 비해 acetic

acid가 40.93%까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ethanol도

8.19%에서 11.91%로 증가하였는데, 유기산이 에탄올과 결합할 경

우 에스터 향미성분을 생성하는데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어 ABT-

5 복합균에 의한 발효 다크 초콜릿에서도 이러한 유기산과 에탄

올이 결합한 향미성분이 생성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발효

된 와인이나 술에서 나타나는 성분으로 싱그러운 향, 과일향, 와

인향, 엿기름향이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는 2-pentanol과 3-

methylbutan-1-ol이 검출되었다. 또한 furan 계통의 물질로서 식품

의 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2-furanmethanol의 성분비가

17.24%에서 20.77%로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복합 유산균

ABT-5 발효에 의한 다크 초콜릿의 향기 성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향기 성분들은 발효 초콜릿의 산미와 풍미 증

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다크 초콜릿을 복합 유산균 스타터인 ABT-5를 이

용하여 발효시켰을 때, 항산화 성분과 활성 그리고 향기 성분의

변화를 발효 전 다크 초콜릿과 비교하였다. 발효 시간에 따른 pH

의 감소와 적정 산도의 증가 및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에 의

한 lactic acid 성분비의 증가를 측정함으로써 다크 초콜릿의 발

효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6, 12, 그리고 24시간 발효한 다

크 초콜릿의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능 활성이 발효 전 대조구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유

지되었다. 한편, 6, 12시간 발효한 다크 초콜릿은 대조구에 대비

하여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ROS 발생 및 세포 독성으로부터 세

포를 유의적으로 보호하였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검출된

4-hydroxy-2,5-dimethyl-3(2H)-furanone와 헤드스페이스 가스 크로

마토그래피를 통해 검출된 2-furanmethanol은 중요한 향미 성분으

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성분들은 발효 다크 초콜릿의 풍미를 증

진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유산균을 이용해

다크 초콜릿을 발효했으며, 발효 시간에 따른 항산화 활성의 변

화를 분석하였으며, 발효에 의한 다크 초콜릿의 향미 성분의 증

가를 측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다크 초콜릿 개발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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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ositional analysis of dark chocolate after fermentation detected by Headspace GC-MS

Compound1) RT2)

(min)

Area %3) Odor

0 h 24 h Description

Acetaldehyde 1.714 0.99 -4)

Methyl formate 2.063 0.31 0.25

Methyl acetate 2.528 31.93 5.36

Ethanol 4.588 8.19 11.91 Alcoholic, fermented

2-Pentanol 9.596 - 0.61 Greeny, fruity

3-Methylbutan-1-ol 10.812 - 0.56 Winey, malty

Acetoin 12.028 1.93 0.67 Buttery, creamy

Methyl lactate 12.376 2.23 5.70

Benzaldehyde 16.091 0.67 0.21 Fruity, almond

2,3-Butanediol 16.717 0.89 0.50

Acetic acid 18.375 13.32 40.93 Acidic

2-Furanmethanol 18.576 17.24 20.77 Caramellic, oily, smoked

Maltol 26.323 0.89 0.40 Coffee, sugar

Methyl palmitate 31.861 2.16 0.76 Fruity, ester

Methyl stearate 36.556 1.49 2.65

Caffeine 38.144 15.31 8.32

Ethylvanillin 39.543 2.45 0.44 Vanilla

1)Compounds were tentatively identified based on parent molecular ions, retention times, retention indices, and elution order, as well as the
fragmentation spectra compared with the literature.
2)Retention time (min)
3)Peak area relative to total peak area%
4)-,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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