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쌉싸래함의 미학,
달콤하고 은밀한 유혹 초콜릿

글_이영경

북풍이	불던	어느	날,	100년간	아무	변화가	없던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빨간	망토를	뒤집어쓴	미혼모가	딸과	함께	흘러들어온다.	

영화	‘초콜릿’	속	미망인	비안느는	초콜릿	가게를	연다.	이	달콤함은	

매	맞는	아내에게	각성제가	되고,	노인들에게	활력이	되며,	위기를	맞은	연인들을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게	했다.	보수적이고	위선적인	마을이	초콜릿으로	인해	홍조를	띠었다.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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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테, 카사노바, 오드리 헵번의 묘약

영화로도 개봉한 로얼드 달의 소설 ‘찰리와 초

콜릿 공장’에서 초콜릿은 순수한 유년으로 시

간으로 돌아가게 하는 축제의 촉매제이며, 미

하엘 엔데의 ‘모모’에서는 고아 소녀를 보듬는 

묘약이 되고, 끌로드 샤브롤 감독의 영화 ‘초콜

릿 고마워’에서는 살인과 연관되기도 한다. 

초콜릿을 사랑한 예술가는 셀 수 없지만 그중 

대표적인 작가로는 독일 문학의 상징 괴테를 

들 수 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한 줄도 

쓰지 않았다’라는 고백처럼, 괴테는 친구의 약

혼녀에게 반해 열렬한 짝사랑의 아픔을 겪은 

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탄생시켰으며, 첫

사랑과 헤어진 후 ‘지센하임의 노래’를, 양가의 

반대로 약혼까지 한 여인과 파혼했을 때 희곡 

‘에그몬트’를 집필했다. 괴테에게 문학적 영감

의 원천이 있었으니, 사랑 그리고 음식이었다.

그는 미식가이자 대식가였다. 괴테가 특히 사

랑했던 음식은 맥주와 초콜릿이다. 괴테가 즐

겼던 흑맥주 ‘쾨스트리처 슈바츠비어’를 마시면 

매력적인 초콜릿 향이 입안 가득 퍼진다. 괴테

에게는 집에서 먹는 초콜릿과 외출용 초콜릿이 

따로 있었다고 한다. 여행 중 자신이 좋아하는 

라이프치히의 리케트 초콜릿이 먹고 싶어 아내

에게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내곤 했다.

사랑의 대명사 지아코모 카사노바도 초콜릿을 

예찬했다. 정력을 높이기 위해 굴을 많이 먹었

다는 카사노바는 사랑을 나누기 전, 당시 귀한 

음식이었던 초콜릿 음료를 여성들에게 대접했

다. 카사노바가 출생한 베네치아에는 그가 생

전 즐겨 찾았던 초콜릿 카페가 아직도 있다. 

[괴테]

영화 [초콜릿(Chocolat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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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만 먹고살았을 것 같은 배우 오드리 헵번도 초콜릿 마

니아였으며, 14세에 낯선 베르사유에 입성한 마리 앙투아

네트 역시 외로움을 초콜릿으로 달랬다.

귀한 카카오 콩, 화폐에서 음료까지 

초콜릿의 주원료인 카카오나무는 약 4천 년 전 유카탄반도

의 서쪽 저지대, 덥고 습한 열대 밀림에서 자란 야생종이

다. 카카오는 인간의 피를 대신하는 제물로 사용됐으며, 화

폐처럼 쓰이기도 했다. 이 카카오 콩을 접한 최초의 유럽인

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다. 

1502년, 그의 마지막 항해에서 콜럼버스는 마야족의 교역

용 카누와 마주쳤는데, 이 카누 안에 카카오 콩이 실려 있

었다. 떨어진 카카오 콩을 급하게 줍는 마야인들의 모습이 

의아했지만 왜 그런지는 끝내 알지 못했다. 카카오 원두가 

유럽에 전해지게 된 것은 1519년 멕시코를 방문한 스페인

의 헤르난 코르테스에 의해서다. 초콜릿 음료를 맛보고 강

렬한 맛에 매료된 그는 자국으로 돌아가 국왕 찰스 5세에

[오드리 헵번]

게 소개했다. 여기에 설탕, 바닐라, 계피 등을 섞어 귀족의 

음료가 되었고, 스페인은 이 비밀스러운 맛을 약 100년 동

안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 후에 왕가의 결혼과 여행객들에 

의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달콤한 설탕을 첨가해 개발한 사치스

러운 고급 음료 ‘쇼콜라 쇼’가 인기를 끌었다. 당시에는 설

탕이 굉장히 비싼 식료품이었기 때문에 왕비, 귀족, 성직자 

등 최고 상류층만 즐길 수 있는 음료였다.

우리나라에 초콜릿이 처음 전파된 것은 고종의 음식 시중

을 들었던 손택이라는 여인이 초콜릿을 진상하면서였다는 

설이 있다. 개화기에 ‘저고령당’이라고 불렸던 초콜릿은 서

양 문물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에 의해 오랑캐의 음식으로 

매도되기도 했다. 어쨌든 처음 만나게 되는 초콜릿은 인간

의 마음을 흔들어놓을 만큼 마력이 있었다. 누군가는 초콜

릿 음료를 마시면 상대를 매료시킬 수 있다고 믿었으며, 누

군가는 힘이 좋아진다고 믿었다. 미신과도 같은 소문들, 과

연 근거 있는 믿음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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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과의 건강 밀당

초콜릿에는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

다. 이중 페닐에틸아민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와 비슷한 물질로, 도파민을 분비시킨다. 

마치 사랑에 빠졌을 때의 느낌처럼 맥박을 뛰

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아편과 비슷한 효과

를 내는 오피오이드가 함유돼 있어 고통을 덜

고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든다. 

초콜릿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다크 초

콜릿에는 플라바놀이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어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

움이 된다고 한다. 카카오버터에는 올레산이 

35% 정도 포함돼 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고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동맥경

화증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카카오버터와 설탕이 많이 들어 있는 

초콜릿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악마의 유혹’과도 같다. 모든 초콜릿이 다 살찌

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가 풍부하게 들

어가 있는 다크 초콜릿은 설탕이 대부분인 초

콜릿에 비해 열량이 낮으며,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살찔 위험이 비교적 적다. 때문에 다크 

초콜릿을, 다크 초콜릿 중에서도 카카오 함량

이 높은 것을 즐기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다크 

초콜릿을 맹신해 무제한 섭취한다면 후회는 본

인의 몫이다. 

[카사노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는 것이 초콜릿보다 더 달콤하다는 것.

-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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