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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코, 전자혀, GC-MSD 분석을 통한 제주산 월동무의 감각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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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taste and odor patterns using an electronic tongue, electronic nose, and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with olfactometry. In electronic tongue analysis, the umami and saltiness intensities
were high in the large sample. Sourness and saltiness were high in the small-size. Twenty-three kinds of volatile compounds in wintering radish samples were identified using an electronic nose. Acetaldehyde and methyl but-2-enoate
were predominant compounds in all sample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segregated different sized samples successfully.
GC-MSD identified 27 sulfur-containing compounds, two acids, two alcohols, two heterocyclic compounds, and one
aldehyde. Sulfur-containing compounds were the dominant compounds. Olfactory analysis identified nine odor active
compounds, with dimethyl trisulfide and dimethyl disulfide being the predominant compounds. Multivariate analysis
based on the chemical senses and chromatographic data can be used as a basic research tool for the food sensory
research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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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주에서 높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보인다(Oh 등, 2017).
무에 대한 연구를 보면 무의 품종에 따른 다양한 이화학적

무(Raphanus sativus L.)는 겨잣과(Crecifer family) 또

특성에 대한 연구(Kim 등, 2007), 무의 이취를 감소시키기

는 배춧과(Brassicaceae family)에 속하는 작물로서 세계

위한 연구(Gao 등, 2014), 가공처리에 따른 무의 향기 성분

적으로 널리 재배되며 뿌리뿐만 아니라 잎까지 식용이 가능

변화(Coogan과 Wills, 2002), 발효에 따른 무 발효물의 휘

한 대표적인 근채류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김치의 주재

발성 향기 성분 변화(Kim 등, 2019a), 그리고 흑무의 항산화

료로 사용되며, 배추와 함께 우리나라의 2대 채소 중 하나로

및 지방구 형성 억제 효과(Kim 등, 2018) 등이 알려져 있다.

인식되고 있는 중요한 채소이다(Kim 등, 2019a; Oh 등,

무에 함유된 휘발성 향기 성분은 주로 황(sulfur)을 포함

2017). 전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된 무는 국내의 경우 재배

한 함황화합물이 주된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함황

작형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봄무, 여름무(고랭지무), 가을

성분이 향기 성분뿐만 아니라 맛 성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무, 겨울무(월동무)로 분류되어 1년 내내 생산이 진행되고

함황 성분의 경우 매우 불안정하여 강한 이취와 이미를 나타

있다. 특히 월동무의 경우 주로 9월 하순 또는 10월 상순에

내는 특징이 있다(Kim 등, 2019a). 또한 무에 함유된 성분들

파종하여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확하는데 국내에서는

중 질소나 황을 포함한 분자구조에 포도당이 연결된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화합물을 glucosinolate 화합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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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Glucosinolate 계열 화합물은 무를 포함한 식물조직
이 손상되면 효소(myrosinase)에 의해 분해되어 강한 향기
가 맛 성분을 가진 물질들로 전환된다(Kim 등, 2018). 이러
한 강한 맛과 향기 성분이 항산화, 항 염기, 항독소와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식품소재로서의 관능
적 특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Kim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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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취나 이미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Gao 등

였고,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2014)은 키토산이 가진 glucosinolate 화합물을 제거하는

통한 샘플 간의 맛 성분 패턴을 확인하였다(Hong 등, 2020).

특성을 이용하여 무의 관능적 특성을 개선하는 연구를 발표
하였다. 또한 Kim 등(2017)의 연구에서는 과열 증기를 이용

전자코 분석을 통한 향기 성분 분석

한 다양한 형태의 무 제품의 품질 개선 효과를 제시하였다.

무 샘플에 포함된 휘발성 향기 성분을 확인하고자 전자코

과열 증기의 경우 높은 온도의 수증기를 이용한 단시간의

시스템(HERACLES Neo, Alpha MOS)을 사용하였다. 슬러

가공법이다. 이러한 과열 증기는 미생물 살균, 탈취, 비타민

리 된 샘플 5 g을 전자코 분석용 headspace vial에 넣고

C 산화 방지, 지방 산패방지, 그리고 갈변현상 억제 효과를

50°C에서 500 rpm 속도로 20분간 교반하면서 휘발성 향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등, 2017).

성분을 vial에 포화시켰다. 휘발성 성분 포집은 전자코 시스

제주에서 높은 생산량을 보이는 월동무에 대한 연구는 기

템에 장착된 자동시료 채취기를 통해 진행되었고 포집 기체

후 조건이나 토양 유형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는 실정이

의 부피 2,000 µL의 휘발성 성분을 취한 후 전자코 시스템에

라 지속적인 월동무의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

장착된 gas chromatography injection port에 주입하였다.

다(Oh 등, 2017; Oh 등,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산

전자코 분석에서 분석컬럼은 MXT-5 컬럼(Alpha MOS,

월동무의 크기에 따른 향미 특성을 전자코, 전자혀, 그리고

Toulouse, France)이 사용되었다. 전자코 분석 조건을 보

GC/MSD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식품소재로서의

면 acquisition time은 230초였으며, trap absorption tem-

무의 이용에 대한 기초결과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perature 20°C, incubation 50°C에서 10분간 분석을 진행
하였다. 탄소수에 기반을 둔 retention index는 Kovat’s in-

재료 및 방법

dex library를 기반으로 하였고, 전자코시스템에 포함된
AroChemBase(Alpha MOS)를 이용하여 분리된 피크의 성

실험재료

분을 동정하였다. 각각의 식품 샘플은 5회 이상의 반복 분석

본 실험에 사용된 월동무는 제주 지역에서 2019년도에

결과를 이용하여 odor pattern을 확인하였고, 앞서 전자혀

재배된 무를 사용하였고, 품종은 제주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

분석에서 사용된 주성분 분석을 통한 샘플 간의 discrim-

을 보이는 청정고원 무를 사용하였다. 수확된 월동무는 크기

inant pattern을 확인하였다(Hong 등, 2020).

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분류하였고, 실험 전 -20°C
냉동보관을 통해 향기 성분과 맛 성분의 손실을 최대한 줄였
다. 향기 성분과 맛 성분 추출을 위한 샘플 처리는 플라스틱

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 (GC/MSD)를
통한 휘발성 향기 성분 분석

강판을 사용하여 금속에 의한 산화를 방지하였고, 향기와

GC/MSD를 이용하여 무 샘플에 포함된 향기 성분을 포집

맛 성분의 추출이 용이한 슬러리(slurry) 상태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50/30 µm, DVB/CAR/PDMS로 코팅된 SPME

진행하였다.

(solid phase microextraction) fiber(Supelco Inc., Bellefonte, PA, USA)를 이용한 headspace 분석 방법을 이용하

전자혀를 이용한 맛 성분 분석

였다. 슬러리 된 무 샘플 100 mL를 향기 포집병에 넣고 알루

무 샘플이 가지는 맛 성분의 패턴은 전자 센서를 이용하여

미늄 캡으로 밀봉한 다음 60°C로 가온시킨 후 샘플이 함유된

진행하였다. 인간이 느끼는 기본 맛 성분 5종류(SRS-sour-

포집병에 30분 동안 SPME fiber를 넣어서 노출시켰다. 포

ness, STS-saltiness, UMS-umami, SWS-sweetness,

집 후 향기 성분이 흡착된 SPME fiber는 GC/MSD(Agilent

BRS-bitterness)와 추가적인 지표 센서 2가지(GPS-met-

7890A & 5975C, 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

allic, SPS-spiciness)를 포함한 1개의 reference elec-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컬럼은 HP-

trode(Ag/AgCl)가 부착된 전자혀 시스템(Electronic tongue,

5MS(30 m×0.25 mm i.d. 0.25 µm film thickness,

ASTREE, Alpha MOS, Toulouse, France)을 통해 진행되

Supelco Inc.) 컬럼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적용된 분석조건

었다. 추가적인 지표로 사용된 GPS와 SPS 센서는 보정 값

은 오븐 온도 40°C에서 5분 동안 머무른 후 200°C까지 분당

을 위한 값으로 사용되었다. 슬러리 된 10 g의 시료를 전자

5°C의 속도로 승온시켰고, injector 온도는 220°C, carrier

혀 분석용 vial에 정제수 100 mL와 함께 50°C에서 1시간

gas인 helium의 유속은 1.0 mL/min, split ratio는 1:10이

동안 교반을 통해 수용성의 맛 성분을 추출하였다. 시료액은

었다. 분석이 완료된 후 얻어진 total ionization chromato-

전자혀 장비의 sampler에 장착한 후 센서를 2분간 시료액에

gram(TIC)에서 분리된 각 휘발성 향기 성분은 mass spec-

침지를 통한 접촉으로 해당 센서에 관련된 맛 성분의 강도를

trum library를 이용하여 동정하였고, 각 샘플의 향기 성분

측정하였고, 시료 간 오염을 통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매 분

은 피크 면적과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 피크 면적을 100%

석 시 정제수를 이용하여 각각 센서의 세척과정을 진행하였

로 환산하여 각 성분이 가지는 피크 면적을 상대적인 비율

다. 개별 결과값은 맛 성분에 대한 taste pattern으로 확인하

(%)로 나타내었다(Lee 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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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um-size에서 5.6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쓴맛에 기여

GC-olfactory
GC/MSD의 분석용 컬럼을 통해 분리된 각각의 휘발성

하는 BRS 센서에서는 big-size와 medium-size에서 6.4를

향기 성분은 GC/MSD에 장착된 olfactory detection port

보였지만 small-size에서는 낮은 6.0을 보였다. 전자혀 센

(ODP-Ⅲ, Gerstel, Inc., Linthicum, MD, USA)를 이용하여

서를 통한 분석 결과는 통상적으로 식품 산업에서 진행되는

휘발성 물질에 대한 분출 강도에 따른 GC-olfactory를 실시

숙련된 패널을 이용한 관능평가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날

하였다. 분석용 컬럼에서 확인되는 개별 향기 성분의 강도를

수 있다. 하지만 패널을 이용한 검사는 숙련된 패널이 참여

1부터 4까지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Kim 등, 2019b).

한다고 해도 해당 패널의 당일 건강 상태나 해당 시료에 대
한 호감도의 차이, 그리고 평가가 진행되는 주변 환경에 영

통계처리

향을 받는 실험법이다. 이러한 패널을 통한 관능검사 결과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실험값은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

좀 더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자혀 분석을 식품 산업에서

내었고 평균값은 SAS version 9.2(SAS Institute Inc.,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전자혀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해당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ukey의 다중검정

분석 샘플 이외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현성과 객관성

(Tukey’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

을 가지는 표준값 제시에 있다(Jo 등, 2016). 전자혀 시스템

다(P<0.05). 또한 다변량 분석을 위해 적용된 주성분 분석

을 식품 및 식품소재 연구에 이용한 예를 보면 Jeon 등

은 XLSTAT software ver. 9.2(Addinsoft, New York,

(2017)이 발표한 전자혀 시스템을 활용한 시판 조미료의 관

NY, USA)를 이용하여 각 샘플과 변수에 대한 패턴을 확인

능적 특성, Kim 등(2016)의 연구에서 확인한 시판 증류주의

하였다.

향미 특성 분석, Dong 등(2017)의 연구에서 수삼에 대한
원산지 확인 연구에서 적용된 전자혀 시스템, 그리고 Jo 등

결과 및 고찰

(2016)이 발표한 국내외에서 시판되는 다양한 사과식초 상
품에 대한 관능평가가 전자혀 분석을 통해 진행되었다. 본

전자혀를 이용한 맛 성분 분석

연구에서는 육지에서 재배하는 방식이 아닌 특수한 환경에

무 샘플이 나타내는 맛 성분의 패턴을 Fig. 1에 나타내었

서 생산되는 제주 월동무의 맛 성분을 제시하여 크기에 따른

다. 전자혀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간이 느끼는 5가지 기

제주 월동무의 맛 성분 분류를 통해 무를 사용한 식품 산업

본 맛 성분에 대해 해당 맛 센서를 이용하여 상대적인 re-

에서 기초 database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sponse intensity를 나타내었다. 인간이 느끼는 맛 중 단맛

한 전자혀 센서를 통한 표준적인 결과 제시를 통해 향후 타

에 관여하는 SWS 센서에서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는

지역 무 샘플 간의 객관적인 비교 결과로서의 활용도 가능할

않았는데 상대적으로는 크기에 따라 반대적인 강도를 보였

것으로 확신한다.

으며, small-size에서 가장 높은 6.4, big-size에서 가장 낮
은 6.2를 나타내었다. 짠맛으로 대표되는 STS 센서는 me-

전자코 분석을 통한 향기 성분 분석

dium-size와 small-size가 상대적으로 높은 7.0을 나타내

전자코 분석을 통한 무 샘플의 향기 성분 분석 결과를

었다. 감칠맛으로 확인되는 UMS 센서의 경우 big-size에서

Table 1에 나타내었다. 3가지 무 샘플에서 확인된 향기 성

가장 높은 5.2를 보였고, medium-size에서 가장 낮은 4.1

분은 총 23가지 성분이 확인되었고, 모든 샘플에서 상대적으

을 나타내었다. 신맛으로 대표되는 SRS 센서에서는 small-

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이는 향기 성분은 acetaldehyde와

size에서 가장 높은 6.0을 나타내었고, big-size와 me-

methyl but-2-enoate로 확인되었다. 피크면적을 통한 휘발
성 향기 성분의 함량이 가장 높은 샘플은 big-size 샘플이며,
뒤를 이어 small-size와 medium-size 순으로 휘발성 향기
성분의 함량이 확인되었다. Library를 통해 확인된 acetaldehyde의 odor description은 aldehydic, fresh, fruity,
pleasant, pungent이며, methyl but-2-enoate의 경우는
blackcurrant, fruity로 확인되었다. 식품 산업에서 앞서 언
급한 전자혀와 전자코 시스템을 활용한 식품의 관능적 특성
에 대한 분석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Alasalvar
등(2004)은 전자코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헤이즐넛의 품
종 구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Jo 등(2016)은 국내외
에서 시판되는 다양한 사과식초 상품에 대한 향기 성분을 분
석하였고, Kim 등(2016)은 전자코를 이용한 시판 증류주의

Fig. 1. Taste intensity of different sized wintering radish samples
using electronic tongue.

향미 특성 분석, Hong 등(2011)의 연구에서는 전자코 시스
템에서 얻은 휘발성 향기 성분의 database를 통해 유채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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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area×103)

Table 1. Volatile compounds in different sized wintering radish samples using E-nose analysis
1)

Compounds
Butane
Trimethylamine

RT (RI )
14.45 (381)
15.45 (401)

Acetaldehyde

16.94 (430)

Acrylonitrile
1-Propanol

21.95 (527)
23.53 (558)

Hexane
Pent-1-en-3-ol

26.03 (603)
33.87 (672)

Methyl isobutyrate
Methyl but-2-enoate
Hexanal

35.53 (687)
44.80 (751)
52.71 (803)

3-Hepten-2-one
Aniline

76.15 (940)
82.03 (975)

Decane
3-Nonanol
Butyl pentanoate
5-Methylundecane
Dodecane
1,2,4-Trichlorobenzene
Ethyl maltol
2-Decenal

85.77 (997)
99.49 (1,079)
104.09 (1,107)
110.07 (1,145)
115.31 (1,179)
119.17 (1,203)
122.71 (1,227)
130.11 (1,277)

Hexyl pentanoate
2,4-Decadienal

133.61 (1,301)
135.87 (1,317)

2,4-Dinitrotoluene
1)

2)

RT: retention time.

163.39 (1,522)
2)

Sensory description

Big-size
5.80±0.61
0.29±0.10

Medium-size
4.78±0.50
0.23±0.03

Small-size
5.73±0.33
0.25±0.05

Faint
Amine, ammoniacal, oily, pungent,
fishy
Aldehydic, fresh, fruity, pleasant, 1,730.34±226.65 1,264.15±116.12 1,678.44±173.43
pungent
0.53±0.28
Irritating
0.48±0.21
0.45±0.17
0.38±0.23
Alcoholic, ethanol, fermented,
0.26±0.18
0.34±0.18
pungent, musty
29.51±4.28
Alkane, etheral, gasoline, kerosene
16.34±17.91
28.63±4.99
0.49±0.05
Grassy, horseradish, tropical,
0.39±0.12
0.44±0.05
vegetable
0.25±0.04
Apple, floral, fruity, sweet
0.20±0.03
0.14±0.04
351.94±50.88
Blackcurrant, fruity
327.15±89.78
273.11±45.30
0.62±0.10
Fresh, green, herbaceous, grassy,
2.60±3.49
0.60±0.10
aldehydic
0.36±0.05
Caraway, grassy, green
0.50±0.07
0.36±0.03
0.68±0.34
Amine, aromatic, pleasant,
1.55±1.28
0.69±0.41
pungent, sweet
2.88±0.15
Alkane, fruity, fusel, sweet
1.88±1.42
2.78±0.36
0.15±0.02
Herbaceous, oily
0.13±0.06
0.15±0.03
1.59±0.26
Etheral, green, sweet, tropical
1.72±0.35
1.25±0.20
1.75±0.21
None
2.11±0.45
1.44±0.20
2.04±0.28
Alkane, fusel
1.38±1.09
1.43±0.15
2.20±0.23
Aromatic
2.67±0.38
1.53±0.16
0.27±0.02
Candy, caramelized, jam, sweet
0.29±0.08
0.24±0.02
0.22±0.13
Aldehydic, fatty, floral, green,
0.39±0.06
0.21±0.11
orange, rose
0.10±0.03
Brandy, fruity, green, oily, winey
0.13±0.10
0.11±0.05
0.06±0.00
0.07±0.00
Aldehydic, citrus, green, melon,
0.10±0.02
oily, pungent
0.26±0.04
0.27±0.02
Slight
0.23±0.04

RI: retention index.

진위 여부를 판별하였다. 이렇듯 전자코 시스템을 활용한

negative한 제3사분면(3rd quadrant)에 medium-size 샘

휘발성 향기 성분의 분석 연구는 모든 식품 분야에 적용이

플이, 그리고 PC1은 positive하고 PC2는 negative한 제4사

가능한 분야로서 각광받고 있다. 문헌에 의하면 전자코 시스

분면(4th quadrant)에 위치한 샘플은 big-size 샘플로 확인

템은 식품소재의 원산지에 따라 구분되는 향기 성분, 품질

되었다. 각 variable과의 correlation을 보면 medium-size

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향기 성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샘플의 경우 전체적인 variable과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낮

다양한 식품 및 식품소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

았으며, small-size 샘플의 경우 dodecane, pent-1-en-

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Noh, 2005). 계속적인 식품의 향기

3-ol, 1-propanol, 2,4-dinitrotoluene, decane, hexane,

성분 분석 database를 통해 식품에 포함된 원료의 특성과

3-nonanol과의 높은 correlation을 나타내었다. Big-size

제품의 상품화 등급에 대한 예측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샘플의 경우 PC1 기준으로 앞서 small-size 샘플과 corre-

다변량 분석을 통해 전자코로 분석된 휘발성 향기 성분

lation을 가지는 7가지 variables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와

패턴을 분석하였고 Fig. 2에 나타내었다. 다변량 분석법 중

correlation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성분 분석을 통

PCA라고 불리는 주성분 분석을 통해 휘발성 향기 성분과

해서 무의 크기별 샘플에 대한 명확한 분리도를 확인할 수

size별 샘플에 대한 패턴을 확인한 결과 PC1에서 70.46%의

있었다. 전자코 결과를 통해 제주 월동무의 크기에 따른 다

variance를 확인하였고, PC2에서 29.54%의 variance를

양한 향미 성분은 무를 활용한 식품소재 산업에서 기초 da-

확인할 수 있었다. PC1의 eigenvalue는 16.21이었으며,

tabase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PC2의 경우 6.79로 확인되었다. 크기에 따른 샘플의 PC1과
제1사분면(1st quadrant)에 위치한 샘플은 없었으며, PC1

GC/MSD와 ODP를 통한 휘발성 향기 성분 분석 및 다변량
분석

은 negative하고 PC2는 positive한 제2사분면(2nd quad-

GC/MSD 분석을 통한 무 샘플의 휘발성 향기 성분 결과

rant)에 small-size 샘플이 위치하였고, PC1과 PC2가 모두

및 total ion chromatogram을 Table 2와 Fig. 3에 각각

PC2의 factor loading의 경우 PC1과 PC2 모두 positive한

제주 월동무의 감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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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CA analysis of volatile compounds in different sized wintering radish samples using electronic nose.

나타내었다. 전체 무 샘플의 휘발성 향기 성분은 27종의

소재에 존재하는 cysteine sulfoxide lyase의 효소작용에

sulfur-containing compounds, 2종의 acids, alcohols,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렇게 생성된 sulfur

heterocyclic compounds, 그리고 1종의 aldehyde를 확인

-containing compounds는 각종 alcohols과 상호반응하여

하여 총 34종의 휘발성 향기 성분을 동정하였다. Sulfur-

다른 성분들로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Grosch,

containing compounds의 경우 모든 샘플에서 향기 성분의

1993). Sulfide 계열 화합물과 함께 isothiocyanate 계열

개수도 가장 많았지만 함량에서도 전체 성분 함량의 99%

화합물이 무 샘플에서 높은 함량이 확인되었다. Isothiocy-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개별 성분으로 확인할 때 가장 많

anate 계열 화합물은 무의 조직이 강판과 같은 외부 에너지

은 함량을 보이는 성분은 dimethyl disulfide로 확인되었다.

에 의해 조직 파괴가 발생될 때 조직 속에 있던 glucosino-

Dimethyl disulfide의 높은 함량은 모든 샘플에서 동일한

late 계열 화합물이 thioglucosidase로 불리는 가수분해 효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medium-size에서 가장 높은 함량

소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glucosinolate

(135.02±46.06 µg/100 g)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코에

계열 화합물은 sulfide 계열 화합물과 함께 강한 향기 성분

서 보고되는 향기 성분과 GC/MSD에서 분석되는 결과는 다

을 가지고 있고 휘발성이 높아 빠른 속도로 발현된 후 시간

소 차이점이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향기 성분의 흡착방식

이 지남에 따라 함량이 감소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Kim 등,

과 분석방식에서의 차이점에서 오는 결과로 알려져 있다.

2019a).

문헌에서 알려진 dimethyl disulfide가 고농도 상태에서는

GC/MSD에서 확인된 휘발성 향기 성분의 후각 분석인

양배추에서 느끼는 향기 이미지로 나타나며, 저농도에서는

olfactory 결과와 aroma-gram 결과는 Table 3과 Fig. 4에

옥수수 통조림에서 느끼는 향기 이미지로 알려져 있다(Kim

각각 나타내었다. Table 3에서 보고된 결과는 앞서 Table

등, 2019a). Kim 등(2019a)의 보고에 의하면 식품소재에서

2에서 제시된 전체 34종의 휘발성 향기 성분 중 GC-olfac-

확인되는 sulfide 계열의 화합물은 allium속에 포함되는 식

tory에 의해 확인된 향기 성분을 분류하였고, 각각의 향기

물(마늘, 파, 양파 등)에서 주로 유래되는 성분이며, 전구물질

성분 간의 상대적인 강도(odor intensity)를 제시하였다.

에 따라서 allyl기를 가지는 sulfide류와 methyl, propenyl,

Olfactory 분석을 통해 확인된 휘발성 향기 성분은 총 9개

propyl기를 가지는 sulfide류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이

화합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모든 샘플에서 동일하게 확인

러한 sulfur-containing compounds의 생성은 식물 및 식품

된 향기 성분은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의 dimethyl trisulf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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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olatile compounds in different sized wintering radish samples using GC/MSD
Compounds
Sulfur-containing compounds (27)
Dimethyl disulfide
2-Methyl-thietane
Tetrahydro-thiophene
Methyl thiofuran
2-Methylmercaptofuran
Diallyl sulfide
1-Isothiocyanato-butane
Tert-butyl isothiocyanate
Dimethyl trisulfide
3-Butenyl isothiocyanate
Methylmercapturic acid
Pentyl isothiocyanate
Methyl methylthiomethyl disulfide
4-Methylpentyl isothiocyanate
1,1-Bis(methylthio)-ethane
4-(Methylthio)-butyric acid
Tetrahydro-2-thiopheneacetonitrile
1-Isothiocyanato-hexane
1-Cyano-4,5-epithiopentane
Dimethyl tetrasulfide
3-Methylthiopropyl isothiocyanate
Ethyl thiocyanate
Isothiocyanato-ethane
Ethyl isothiocyanate
1-Isothiocyanato-4-(methylthio)butane
2-Quinolinemethanethiol
1-Isothiocyanato-5-(methylthio)pentane
Acids (2)
Methyl hydroxybenzenecarboximidoate
O-Methyl-tert-butylformimidate
Alcohols (2)
4-Methyl-8-quinolinol
2-Methyl-8-quinolinol
Aldehydes (1)
Nonanal
Heterocyclic compounds (2)
Morinamide
Ethylacetamide
1)

RT: retention time.

2)

RI: retention index.

3)

RT1)
(min)

RI

5.26
8.16
8.20
10.33
10.34
10.37
12.40
12.43
13.47
13.96
14.77
17.54
18.37
19.45
19.74
19.89
20.21
20.51
20.97
21.07
23.62
26.36
26.38
26.42
26.83
29.60
29.64

<800
820
817
880
881
881
942
943
974
987
1,012
1,099
1,129
1,165
1,175
1,180
1,190
1,200
1,217
1,221
1,314
1,421
1,422
1,424
1,440
1,555
1,557

11.44
12.37

912
942

19.25
19.29

Contents (µg/100 g)

2)

3)

I.D.

Big-size

Medium-size

Small-size

95.82±66.38
4)
ND
1.09±0.15
ND
ND
ND
0.07±0.10
0.08±0.11
10.57±5.92
0.27±0.07
ND
0.69±0.24
ND
2.02±0.41
ND
0.05±0.07
0.43±0.61
2.84±0.58
0.84±1.18
ND
1.63±0.61
ND
ND
2.75±3.89
97.42±36.06
0.43±0.60
3.38±2.64

135.02±46.06
0.12±0.16
0.38±0.40
0.01±0.01
0.01±0.01
ND
0.22±0.19
ND
30.35±24.84
0.08±0.11
ND
0.52±0.01
0.19±0.27
1.58±0.10
0.08±0.11
ND
ND
1.51±0.23
ND
1.36±1.12
0.73±0.22
2.11±2.98
1.80±2.55
ND
39.60±20.48
ND
0.40±0.56

84.65±22.90
ND
0.95±0.11
ND
ND
0.01±0.01
ND
ND
6.12±1.22
0.27±0.06
0.04±0.06
0.54±0.15
0.06±0.08
1.57±0.30
ND
ND
ND
1.83±0.33
0.25±0.35
ND
0.99±0.18
ND
ND
2.70±3.82
5.91±9.42
ND
2.06±0.18

MS/RI
MS
MS
MS
MS
MS
MS
MS
MS/RI
MS
MS
MS
MS
MS
MS
MS
MS
MS
MS
MS/RI
MS
MS
MS
MS
MS
MS
MS

0.07±0.09
0.08±0.11

0.05±0.07
ND

ND
ND

MS
MS

1,159
1,160

ND
ND

ND
0.11±0.15

0.07±0.10
ND

MS
MS

17.68

1,104

0.06±0.08

0.10±0.00

0.07±0.03

MS/RI

12.32
26.32

940
1,419

ND
ND

0.07±0.10
ND

ND
2.02±2.85

MS
MS

I.D.: identification.

4)

ND: not detected.

와 낮은 강도의 dimethyl disulfide였다. 이 두 화합물은 모

되었다. 크기에 따른 샘플의 PC1과 PC2의 factor loading

두 일반적으로 무에서 확인되는 성분들이며, 무와 관련된

의 경우 PC1과 PC2 모두 positive한 제1사분면에 big-size

향기 이미지(odor description)를 가지는 화합물은 3-bute-

샘플로 확인되었다. 제1사분면에 variance를 가지는 vari-

nyl isothiocyanate, 1-cyano-4,5-epithiopentane, di-

able은 pentyl isothiocyanate, 1-cyano-4,5-epithiopen-

methyl tetrasulfide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odor descrip-

tane, tetrahydro-thiophene이 확인되었다. PC1은 neg-

tion은 주로 흙냄새(earthy smell)와 풀냄새(grass smell)

ative하고 PC2는 positive한 제2사분면에 medium-size 샘

로 확인되었다.

플이 위치하였고, 제2사분면에 variance를 가지는 variable

주성분 분석을 통해 휘발성 향기 성분과 size별 샘플에

은 dimethyl disulfide, dimethyl trisulfide, dimethyl tet-

대한 패턴을 확인하였고, Fig. 5에 나타내었다. PCA load-

rasulfide, 1,1-bis(methylthio)-ethane이 확인되었다. PC1

ing plot 결과를 보면 PC1에서 87.26%의 variance를 확인

과 PC2가 모두 negative한 제3사분면에는 확인되는 샘플이

하였고, PC2에서 12.74%의 variance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없었으며 제3사분면에는 methyl methylthiomethyl disul-

PC1의 eigenvalue는 7.85였으며, PC2의 경우 1.15로 확인

fide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PC1은 positive하고 PC2는 n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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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tal ion chromatograms of different sized wintering radish samples by GC/
MSD. (A) big-size, (B) medium-size, and
(C) small-size, respectively.

Table 3. GC-olfactory analysis of volatile compounds in different sized wintering radish samples

1)

Compounds

RT1)
(min)

RI2)

Dimethyl disulfide
Tetrahydro-thiophene
Dimethyl trisulfide
3-Butenyl isothiocyanate
Pentyl isothiocyanate
Methyl methylthiomethyl disulfide
1,1-Bis(methylthio)-ethane
1-Cyano-4,5-epithiopentane
Dimethyl tetrasulfide

5.26
8.20
13.47
13.96
17.54
18.37
19.74
20.97
21.07

<800
817
974
987
1,099
1,129
1,175
1,217
1,221

RT: retention time.

2)

Big-size

Odor intensity
Medium-size

Small-size

1
0
2
0
0
0
0
2
0

1
1
2
0
0
0
1
0
2

1
0
2
2
1
2
0
2
0

Odor description
White radish
Bitter smell
White radish
White radish
Earthy smell
Earthy smell
Grass smell
White radish
White radish

RI: retention index.

ative한 제4사분면에 위치한 샘플은 small-size 샘플로 확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되었으며, 제4사분면에 variance를 가지는 variable은 3-

월동무는 토양의 물리적 특성에 매우 의존적이며 보수력

butenyl isothiocyanate가 확인되었다. Fig. 5에서 제시된

이나 배수가 양호한 환경에서 양질의 월동무가 생산된다

주성분 분석 결과는 앞서 Fig. 2에서 제시한 전자코 분석을

(Oh 등, 2019). 이러한 월동무의 품질 특성인 맛과 향은 가

통해서 얻은 결과를 통한 주성분 분석 결과와 같이 무의 크

장 중요한 품질 특성의 지표로 대두되고 있다. 상품성이 좋

기별 샘플에 대한 명확한 분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은 월동무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관련 식품 산업과 농업 분

GC/MSD 결과와 주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무 샘플 이외의

야에서는 다양한 생산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다양한 샘플 간의 거리도(유사도 혹은 차이도)를 확인할 수

다양한 재배방식이나 품종 선택, 그리고 가공적성을 통해

부창국 ․ 홍성준 ․ 이영승 ․ 박성수 ․ 신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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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roma-grams of different sized
wintering radish samples by GC/MSD. (A)
big-size, (B) medium-size, and (C) smallsize, respectively.

월동무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본

size 순으로 휘발성 향기 성분의 함량이 확인되었다. 주성분

연구는 이러한 제주산 월동무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초 향

분석을 통해 전자코 분석을 이용하여 무 샘플의 크기에 따른

미 database를 제공함으로써 월동무의 생산과 소비가 더욱

패턴을 분리할 수 있었다. GC/MSD 분석을 통한 무 샘플의

활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확신한다.

휘발성 향기 성분은 27종의 sulfur-containing compounds,
2종의 acids, alcohols, heterocyclic compounds, 그리고

요

약

1종의 aldehyde를 확인하여 총 34종의 휘발성 향기 성분을
동정하였다. Sulfur-containing compounds의 경우 모든

본 연구는 제주 월동무의 맛 성분과 향기 성분의 탐색을 위

샘플에서 향기 성분의 개수도 가장 많았지만, 함량에서도

한 연구로써 전자혀 시스템을 이용하여 5가지 기본 맛 성분

전체 성분 함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개별 성분

을 확인하였고, 전자코 및 GC/MSD를 활용하여 휘발성 향기

으로 확인할 때 가장 많은 함량을 보이는 성분은 dimethyl

성분을 탐색하였다. 크기에 따른 비교에서 big-size의 경우

disulfide로 확인되었다. Olfactory 분석을 통해 9가지 화합

umami와 bitterness의 강도가 높았으며, medium-size는

물이 확인되었고, 그중 모든 샘플에서 동일하게 확인된 향기

saltiness, 그리고 small-size의 경우는 sourness와 salt-

성분은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의 dimethyl trisulfide와 낮은

iness가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전자코 분석을 통한

강도의 dimethyl disulfide였다. GC/MSD 분석을 통해 확인

무 샘플의 향기 성분은 총 23가지 성분이 확인되었고, 모든

된 결과를 토대로 분석된 주성분 분석의 결과를 보면, 샘플

샘플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이는 향기 성분은

간 분리 패턴이 확연히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cetaldehyde와 methyl but-2-enoate로 확인되었다. 피

전자 센서와 chromatographic 결과를 이용한 주성분 분석

크 면적을 통한 휘발성 향기 성분의 함량이 가장 높은 샘플

시스템은 향후 식품소재의 다양한 패턴 분석을 위한 시스템

은 big-size 샘플이며, 뒤를 이어 small-size와 medium-

으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 월동무의 감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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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CA analysis of volatile compounds in different sized wintering radish samples using GC/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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