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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d flavor and taste patterns in various broccoli extracts using the electronic nose
and electronic tongue. The electronic nose analysis identified a total of 41 volatiles, including 9 acids and esters,
8 alcohols, 6 aldehydes, 6 heterocyclics, 7 hydrocarbons, 5 sulfur-containing compounds, and 2 ketones.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or volatiles demonstrated that principal component 1 (PC1) showed 37.67%, PC2 showed 28.69%
and PC3 showed 19.94% variances, respectively. Hot-brewed extracts and espresso extracts were separated by the
PC1 and hot-brewed extracts were located on the negative PC1 axis. However, espresso extracts were located on
the positive PC1 axis. the cold-brewed extracts of stem and floret were separated by PC2. In the electronic tongue
analysis, the sensor values of sourness (SRS) and sweetness (SWS) showed the highest value in the cold-brewed
extracts, followed by hot-brewed extracts and espresso extracts, regardless of the broccoli parts. However, the sensor
value of umami taste (UMS) showed the highest in the hot-brewed extracts, followed by the cold-brewed extracts
and espresso extracts. The sensor value of bitterness (BRS) was high in the hot-brewed extracts and espresso extracts.
However, cold-brewed extracts showed low BRS. In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or tastes, PC1 showed a 60.03%
variance and PC2 showed a 20.49% variance. Cold-brewed extracts were located on the positive PC1 axis by the
SRS and SWS. However, hot-brewed and espresso extracts were mainly affected by the B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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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 되어 항암, 항산화, 위궤양 예방, 면역력 향상, 항노화,
그리고 피부질환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sulforaphane으로 전

브로콜리(Brassica oleracea var. italica)는 대표적인 십

환된다(Kim 등, 2019b; Lim 등, 2021). 인체 내 긍정적인

자화과 속 작물 중 하나로서 라틴어로 가지(branchium)라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브로콜리 속 sulforaphane은 제2상

는 뜻으로 짙은 녹색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인해 녹색꽃양배

무독화 효소인 quinone reductase와 glutathione S-trans-

추라고도 불린다. 브로콜리는 매우 낮은 지방이 함유되어

ferase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암 발생과 관련된

있지만 무기질, 섬유질, 그리고 비타민은 풍부하게 함유되어

물질대사를 조절하여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Lim 등, 2021).

있다. 앞선 물질들 이외에도 glucoraphanin이 함유되어 있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를 가지는 브로콜리에 관한 연구로는

는데, glucoraphanin은 효소(myrosinase)를 통해 가수분

브로콜리 분말이 첨가된 식빵의 항산화 특성 검토 연구(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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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브로콜리 잎에 함유된 비타민 C 및 무기질 함량 검토

기(95°C, 15 min, CM151GKR, Tefal Co., Haute-Savoie,

연구(Kim 등, 1999), 그리고 조리가공 방법에 따른 브로콜

France), 그리고 고온가압 추출기(95°C, 20 s, 15 bar,

리 속 sulforaphane의 함량 변화(Kim 등, 1997) 등이 보고

PCM-F18, Planit Co., Malvern, UK)를 이용하여 제조하

되고 있다.

였다. 샘플의 저장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선도저하에 따른

브로콜리는 크게 화뢰(꽃봉오리의 집합체), 줄기, 그리고
잎으로 구분되고 주로 화뢰 부분을 식용으로 많이 이용한다

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간 지체 없이 전자코 및 전자혀 분석을
진행하였다.

(Lim 등, 2021; Liu 등, 2018). 브로콜리는 β-carotene, violaxanthin, neoxanthin, 그리고 lutein과 같은 carotenoid

전자코 분석

류에 함유되어 있으며 부위에 따라 서로 다른 함량을 나타낸

브로콜리 부위별 추출물들의 휘발성 향기 성분을 분석하

다. Carotenoid류 이외에도 브로콜리의 색을 나타내는 지용

기 위해 각각의 샘플 10 mL씩 space vial(22.5 mm×75

성 색소인 chlorophyll류, sulforaphane으로 전환되는 glu-

mm, PTFE/silicon septum, aluminum cap)에 넣고, 500

coraphanin과 같은 glucosinolate류, 그리고 비타민 E류 또

rpm의 속도로 50°C에서 10분 동안 교반하였다. 자동시료

한 함유되어 있으며 부위에 따라 서로 다른 함량을 가지고

채취기를 통해 2,000 µL의 휘발성 향기 성분을 headspace

있다(Liu 등, 2018). 브로콜리 부위에 따른 서로 다른 생리

에서 포집했다. 이후 전자코시스템(HERACLES Neo, Alpha

활성 물질의 함량으로 인해 화뢰, 줄기, 그리고 잎의 항산화

MOS, Toulouse, France)을 이용하여 주입하였고, MXT-5

능이 차이가 발생한다(Liu 등, 2018; Lee와 Park, 2005).

column을 장착한 후 flame ionization detectors(FID)로 분

식품소재로서 브로콜리의 이용은 주로 화뢰 부분을 끓는

석하였다. Trap absorption temperature 40°C, trap de-

물에 데치는 형태의 조리 과정 후 섭취하며, 이러한 가열 과

sorption temperature 250°C, 그리고 acquisition time은

정을 통해 항산화 물질들이 감소할 수 있다(Kim 등, 2009;

227초의 조건에서 휘발성 향기 성분을 분석하였다. 전자코

Lee와 Park, 2005). 그리고 브로콜리즙과 브로콜리 추출물

시스템에 내장된 Kovat’s index library 기반의 AroChem

형태로도 섭취하며, 이 중 브로콜리 추출물은 만성 질환의

Base(Alpha MOS)는 약 80,000여 개 이상의 화합물이 저장

예방 효과를 나타내어 다양한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의 소재

되어있고, 이를 통해 분리된 피크의 휘발성 향기 성분을 정

로 이용되고 있다(Ares 등, 2013; Lim 등, 2021). 브로콜리

성하였다. 전자코 분석은 총 3회 실시하였고, 샘플들 간의

추출물에 관한 연구는 고온에서의 브로콜리 부위별 추출물

향기 성분 패턴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

의 항균 및 항산화능 측정(Lee와 Park, 2005), 브로콜리

ysis; PCA)을 통해 확인하였다(Hong 등, 2021).

추출물을 이용한 레드비트 색소의 저장 안정성 향상 연구
(Kim 등, 2019b), 그리고 열처리된 브로콜리 추출물의 항염

전자혀 분석

증 효과(Kim, 2019) 등이 보고되었다. 앞선 제시된 연구들

브로콜리 부위별 추출물들의 맛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전

과 같이 부위와 열처리 과정에 관한 브로콜리 및 추출물에

자혀 분석시스템(ASTREE Ⅱ, Alpha MOS)을 이용하였다.

관한 이화학적 특성 검토가 대부분이며, 식품소재의 중요한

전자혀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7개의 센서 중에서 2개의 ref-

특성 중 하나인 맛 성분 및 향기 성분에 대한 관능적 특성을

erence에 관여하는 센서(GPS: metallic, SPS: spiciness)

검토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부위

와 5가지 맛 성분(UMS: umami, BRS: bitterness, STS:

별(화뢰 및 줄기)과 추출 방식(열수 추출, 냉수 추출, 그리고

saltiness, SWS: sweetness, SRS: sourness) 센서를 이용

고온가압 추출)에 따른 브로콜리 추출물의 향기 성분과 맛

하여 분석하였다. 5가지 맛 성분 센서 중 UMS는 감칠맛,

성분을 전자 센서를 통해 조사하였다.

BRS는 쓴맛, STS는 짠맛, SWS는 단맛, 그리고 SRS는 신맛
과 관련된 맛 성분을 감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전자혀 분

재료 및 방법

석을 이용한 맛 성분 분석은 각각의 브로콜리 추출물 100
mL를 전자혀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맛 성분 분석은

실험 재료

120초 동안 전자혀 센서에 접촉시킨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브로콜리는 제주 지역에서 2021년도에

샘플 간 오염으로 인한 분석 결과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재배된 브로콜리를 사용하였고, 품종은 SK-3 브로콜리를 사

정제수를 이용하여 분석 과정 중 세척을 함께 진행하였다.

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브로콜리는 부위에 따라 화뢰 및

샘플 그룹 간의 맛 성분 패턴은 주성분 분석(PCA)을 통해

줄기로 분류하였고, 실험 전 -20°C 냉동보관을 통해 향기

확인하였다(Lee 등, 2020).

성분과 맛 성분의 손실을 방지하였다. 브로콜리 추출물은
플라스틱 강판을 이용하여 브로콜리를 슬러리(slurry) 상태

통계처리

로 만든 후 추출하였다. 추출 방법은 브로콜리 슬러리 15 g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실험값은 평균값(mean)과 표준편차

100 mL의 정제수를 콜드브루 추출기(20°C, 3 h 30 min,

(SD)로 나타내었고, 주성분 분석 및 군집 분석을 통해 샘플

BP-DM-CS550, Hured Co., Anyang, Korea), 열수 추출

에 존재하는 향기 성분 및 맛 성분 패턴 분석을 진행하였다.

추출별 브로콜리의 감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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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분석은 XLSTAT software ver. 9.2(Addinsoft, Paris,

peak area를 나타내었고, 줄기의 열수 추출물 및 고온가압

France)를 이용하였고, 통계적 접근을 통한 결과값은 종속

추출물에서 확인되었다. 반면 브로콜리 부위에 상관없이 콜

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bi-plot을 이용하여 제

드브루 추출물에서는 3-octanol이 검출되지 않았다. 앞선

시하였다(Hong 등, 2021).

두 alcohols를 제외한 나머지 alcohols류도 콜드브루 추출
물에서만 검출된 volatile alcohols류는 열수 및 고온가압

결과 및 고찰

추출물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열수 및 고온가압 추출물에서
확인된 volatile alcohols류는 콜드브루 추출물에서 확인되

전자코 분석

지 않았다. 브로콜리의 volatile alcohols류는 주요한 향기

전자코 분석시스템을 통한 브로콜리의 부위에 따른 추출

성분 중 하나이며, 브로콜리 이외의 십자화과 식물에서도

별 휘발성 향기 성분의 차이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모든

alcohols류가 확인되었다(Wieczorek 등, 2020; Wieczorek

샘플에서 acids와 esters류 7종, alcohols류 8종, alde-

과 Jeleń, 2019).

hydes류 6종, heterocyclic compounds 6종, hydrocar-

Aldehydes류는 화뢰의 콜드브루 추출물과 줄기의 열수

bons류 7종, sulfur-containing compounds 5종, 그리고

추출물을 제외한 모든 브로콜리 추출물에서 acetaldehyde

ketones류 2종이 검출되어 총 41종의 휘발성 향기 성분이

가 검출되었고, 줄기에서 화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확인되었다. 이 중 브로콜리 화뢰 부위의 콜드브루 추출물은

peak area가 확인되었다. 모든 volatile aldehydes류 중

11종, 열수 추출물은 13종, 그리고 고온가압 추출물은 17종

2-methylpentaldehyde가 가장 높은 peak area를 나타내

의 휘발성 향기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줄기 부위의 콜드브루

었고, 모든 샘플들 중 줄기의 콜드브루 추출물에서만 2-

추출물은 13종, 열수 추출물은 11종, 그리고 8종의 휘발성

methylpentaldehyde가 확인되었다. 2-Methylpentalde-

향기 성분이 검출되었다. 콜드브루 추출의 경우 줄기 부위에

hyde는 식물 소재 중 하나인 표고버섯에서 발견되는 향기

서 더 많은 향기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열수를 이용하여 추

성분이며(Hwang 등, 2021), acetaldehyde는 십자화과 식

출한 열수 추출물 및 고온가압 추출물의 경우 화뢰 부위에서

물 중 하나인 월동무에서 fresh 및 aldehydic의 odor de-

더 많은 향기 성분이 검출되었다.

scription을 나타내는 물질로 확인하였다(Boo 등, 2020).

앞선 향기 성분들 중 acids와 esters류는 줄기 부위의 콜

Heterocyclics compounds는 2,4,5-trimethylthiazole이

드브루 추출물을 제외한 모든 샘플에서 alcoholic의 odor

모든 volatile heterocyclics류 중 가장 높은 peak area를

description을 나타내는 ethyl isobutyrate가 검출되었고,

나타내었으며, 오직 화뢰의 콜드브루 추출물에서만 검출되었

그중 화뢰 부위의 콜드브루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peak

다. 이와 달리 ambroxide는 줄기의 고온가압 추출물을 제외

area가 확인되었다. 최근 Lu 등(2019)의 연구에서는 식물

한 모든 추출물에서 검출되었고, 콜드브루 추출물에 비해

소재에서 휘발성 esters류 중 ethyl isobutyrate를 검출하

열수 및 고온가압 추출물들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peak area

였지만, 높은 threshold에 의해 식물 소재의 실제 향 발현에

를 나타내었다. Thiazole은 earthy 및 frozen meat과 관련

영향을 주는 향기 성분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Wiec-

있는 향 활성을 나타내며, 2,4,5-trimethylthiazole은 중성

zorek 등(2020)의 연구에서 브로콜리의 휘발성 향기 성분

의 pH에서 L-cysteine이 분해되어 생성된다(Yu 등, 2012).

중 esters류를 검출하였지만, 다른 향기 성분들에 비해 상대

Ambroxide는 oxygenated sesquiterpenes이며, Cistus

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어 브로콜리의 주요 향기 성분으

salviifolius 에센셜 오일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향기 성분들

로 분류되지 않았다. 앞선 연구들을 통해 ethyl isobutyrate

로 알려져 있다(Pistelli 등, 2019).

의 높은 threshold에 의해 화뢰 부위의 콜드브루 추출물을

Hydrocarbons compounds는 브로콜리의 부위별 또는

제외한 다른 샘플들에서는 향 발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추출 방법에 따른 향기 성분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peak area가 확인

고, 모든 향기 성분 중 green의 odor description을 나타내

된 화뢰 부위의 콜드브루 추출물에서도 브로콜리의 향 발현

는 β-pinene이 가장 높은 peak area를 나타내었다. β-

으로 판단되는 향을 묘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Pinene은 오직 화뢰의 고온가압 추출물에서만 검출되었다.

Alcohols류는 alcoholic의 odor description을 나타내는

β-Pinene은 식물의 향 또는 green과 관련된 향 활성을 나

ethanol과 citrus 및 earthy의 odor description을 나타내

타내는 향기 성분이며,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는 3-octanol을 제외한 다른 휘발성 alcohols류는 상대적으

물질이다(Kim 등, 2018). 여성의 경우 β-pinene을 흡입하

로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Ethanol은 화뢰 부위의 콜드

게 되면 전두엽의 absolute fast α-wave를 증가시켜 심신

브루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peak area를 나타내었지만, 화

안정과 부교감신경 활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Kim 등,

뢰 부위의 열수 추출물 및 고온가압 추출물에서는 검출되지

2018). 대부분의 hydrocarbons compounds는 다른 향기

않았다. 반면에 줄기에서는 콜드브루 추출물에서 검출되지

성분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thresholds를 가지고 있어

않았고, 열수 추출물 및 고온가압 추출물에서 ethanol이 검

높은 함량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실제 향 활성을 나타내지

출되었다. 3-Octanol은 화뢰의 열수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않는다(Song 등, 2018; Li 등, 2013). 그리고 β-pinene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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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높은 threshold를 가지는 향기 성분이며, 실제 식물 소재

는 향기 성분들은 대부분 sulfur-containing compounds로

에서 검출되어도 향 활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알려져 있다(Wieczorek 등, 2020; Xu 등, 2021; Lv 등,

(Song 등, 2018; Kim 등, 2019a). 이런 β-pinene의 특성으

2017). Dimethyl disulfide는 십자화과 채소에서 대표적인

로 인해 hydrocarbons류 중 가장 높은 peak area가 확인되

향기 성분이며, 브로콜리의 주요한 향기 성분이다(Boo 등,

었지만, 화뢰의 고온가압 추출물의 실제 향 활성에는 적은

2020; Wieczorek 등, 2020). Dimethyl disulfide는 낮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threshold로 인해 낮은 농도에서도 향 활성을 나타낸다

Sulfur-containing compounds는 화뢰의 콜드브루 추출

(Boo 등, 2020). 이러한 dimethyl disulfide는 고농도 시

물과 고온가압 추출물을 제외한 모든 추출물에서 meth-

이취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고, glucosinolates의 분해로 생

anethiol과 dimethyl disulfide가 검출되었다. 화뢰의 콜드

성된다(Boo 등, 2020). Methanethiol 또한 브로콜리에서

브루 추출물에서는 bis(2-methyl-3)furanyl disulfide가

발견되며 피클의 향을 나타내는 향기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검출되었고, 화뢰의 고온가압 추출물에서는 ethanethiol과

(Wieczorek 등, 2020; Xu 등, 2021). 이러한 methanethiol

pentanethiol이 검출되었다. 브로콜리의 실제 향을 나타내

은 미생물 또는 지질분해에 의해 dimethyl disulfide로 전환

A

B

Fig. 1. Interrelationship between each
sample and each volatile compound using PCA analysis. (A) Plot for PC1PC2 and (B) Plot for PC1-PC3.

1096

홍성준 ․ 부창국 ․ 조성민 ․ 윤소정 ․ 정향연 ․ 이영승 ․ 박성수 ․ 신의철

Fig. 2. Dendrogram of samples based on the
volatile profiles using cluster analysis.

되는 전구체로도 알려져 있다(Li 등, 2013).

iance를 나타내어 총 86.21%의 variances가 확인되었다.

Ketones류는 적은 함량에도 불구하고 낮은 thresholds

열수 및 고온가압 추출물은 PC2 기준으로 양(+)의 방향에

를 가지는 향기 성분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낮은 함량

위치하였고, 화뢰 부위의 추출물(열수 추출물, 고온가압 추

에도 불구하고 향 활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큰 화합물이다

출물)이 줄기의 추출물(열수 추출물, 고온가압 추출물)에 비

(Song 등, 2018). 모든 샘플들 중 줄기의 콜드브루 추출물에

해 상대적으로 더 상단에 위치하였다. 반면 콜드브루 추출물

서만 fresh 및 sweet의 odor description을 나타내는 3-

들은 PC2 기준으로 음(-)의 방향에 위치하였다. 콜드브루

3

octanone이 검출되었고, 2.67±0.51의 peak area(⨉10 )

추출물의 경우 주로 PC1에 의해 분리되었다. 화뢰의 콜드브

를 나타내었다. 이는 브로콜리 추출물에서 모든 향기 성분

루 추출물은 heterocyclic compounds, acids와 esters류,

중 ethyl isobutyrate와 2-methylpentaldehyde를 다음으

그리고 sulfur-containing compounds에 의해 PC1 기준으

로 높은 peak area를 가지는 향기 성분(3-octanone)으로

로 음(-)의 방향에 위치하였다. 반면 줄기의 콜드브루 추출

확인되었다. Kim 등(2019a)의 연구에서 ketones류는 열에

물은 aldehydes류와 ketones류에 의해 PC1 기준으로 양

의해 쉽게 분해되는 특성을 나타내었고, 열처리하지 않은

(+)의 방향에 위치하였다. 열수 추출물과 고온가압 추출물

식물 소재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Wu

또한 PC1에 의해 분리되었고, 그중 줄기의 열수 추출물은

등(2021)의 연구에서 3-octanone이 실제 fresh, sweet 뿐

alcohols류에 의해 PC1 기준으로 음(-)의 방향에 위치하였

만 아니라 herbal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보고가 확인하였다.

다. 그러나 열수 및 고온가압 추출물들은 PC1 기준으로 콜
드브루 추출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variances가 확

다변량 분석을 통한 휘발성 향기 성분의 패턴 분석

인되었다. 앞선 주성분 분석에서 확인된 추출물들의 휘발성

전자코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부위 및 추출 방법에 따른

향기 성분 패턴의 변화와 같이 줄기의 열수 및 고온가압 추

브로콜리의 휘발성 향기 성분의 차이는 다변량 분석법인 주

출물들 사이의 차이도가 모든 샘플 중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성분 분석(Fig. 1A, B) 및 군집 분석(Fig. 2)을 이용하여 개

차이도를 나타내었고, 콜드브루 추출물들 사이의 차이도가

별 샘플의 향기 성분 패턴 변화를 확인하였다. 총 7개 그룹의

모든 샘플 중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차이도를 나타내었다.

휘발성 향기 성분 그룹 중 6개 그룹의 휘발성 향기 성분들만

다변량 분석법을 통한 식물 부위에 따른 휘발성 향기 성분

이 PC1과 PC2에서 유의적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반면 hy-

패턴 분석은 최근 Hong 등(2021)의 연구에서 회향의 부위

drocarbons류는 PC1과 PC2에서 매우 낮은 variances를

에 따른 향기 성분을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Boo 등

나타내었고, PC3에서 비교적 낮은 variance가 확인되었다.

(2020)의 연구에서 십자화과 채소 중 하나인 제주산 월동무

주성분 분석을 통해 브로콜리 추출물의 휘발성 향기 성분 패

의 크기에 따른 향기 성분 패턴 차이를 확인하였고, Cordo-

턴을 확인한 결과, PC1에서 37.67%의 variance를 나타내

ba 등(2019)의 연구에서 커피 원두의 종류보다 추출 온도와

었고, PC2에서 28.60%, 그리고 PC3에서 19.94%의 var-

같은 추출 방법이 커피의 향기 특성에 더 큰 영향을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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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추출 방법에 따른 향

부위에 따른 맛 성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Hong

기 성분 프로파일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십자화과 채소 및

등, 2021). 최근 Boo 등(2020)의 연구에서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의 실제 향기 활성(Boo 등, 2020; Lv 등, 2017)에

(무)의 맛 성분을 분석하였고, 크기에 따른 맛 성분 차이를

기여하는 volatile sulfur-containing compounds 중 meth-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전자혀 맛 성분 센서값 결

anethiol과 dimethyl disulfide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모든

과를 통해 브로콜리 부위보다는 추출 방법이 브로콜리 추출

샘플들 중 화뢰의 열수 추출물과 줄기의 콜드브루 추출물에

물의 맛 성분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

함유된 methanethiol과 dimethyl disulfide이 다른 추출물

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맛 성분 센서값의 결과는 브로콜리의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peak area를 나타내었고, 이는

부위에 함유된 아미노산, disodium inosinate(IMP), diso-

생브로콜리 향 활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

dium guanylate(GMP), disodium adenylate(AMP), 유리

된다. Dimethyl disulfide가 고농도로 함유되었을 때 이미와

당, 나트륨, 및 수소이온에 따른 영향과 추출 방법에 따른

이취를 발생시킬 수 있다(Boo 등, 2020). 따라서 이들 추출

앞선 성분들의 추출 정도가 변화하였다고 판단된다. 최근

물은 다른 추출물들에 비해 기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

Kim 등(2019a)의 연구에서 볶음 과정에 따른 백하수오의

로 판단된다.

아미노산 변화가 전자혀 맛 성분 센서값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Wang 등(2021)의 연구에서

전자혀 분석

IMP, GMP, AMP, 그리고 monosodium glutamate와 전자

전자혀 분석시스템을 통한 브로콜리의 부위에 따른 추출

혀의 감칠맛과 관련된 센서값이 서로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

별 맛 성분의 차이는 Fig. 3에 나타내었다. 전자혀 분석시스

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Lee 등(2020)의 연구에서 pH

템을 통해 확인된 신맛과 관련된 센서값은 브로콜리 부위에

와 전자혀의 신맛과 관련된 센서값 사이의 상관관계 및 유리

상관없이 콜드브루, 열수, 그리고 고온가압 추출 순으로 높

당 함량과 전자혀의 단맛과 관련된 센서값 사이의 상관관계

은 센서값이 확인되었다. 짠맛과 관련된 센서값은 화뢰의

를 확인하였다.

경우 열수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센서값을 나타내었고, 고온
가압 추출물에서 가장 낮은 센서값을 나타내었다. 반면 줄기

다변량 분석을 통한 맛 성분의 패턴 분석

의 경우 콜드브루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센서값을 나타내었

전자혀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부위 및 추출 방법에 따른

고, 고온가압 추출물에서 가장 낮은 센서값을 나타내었다.

브로콜리의 맛 성분 차이는 다변량 분석법인 주성분 분석

감칠맛과 관련된 센서값은 부위에 상관없이 열수, 콜드브루,

(Fig. 4) 및 군집 분석(Fig. 5)을 이용하여 개별 샘플의 맛

그리고 고온가압 추출물 순으로 높은 센서값을 나타내었다.

성분 패턴 변화를 확인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브로콜리

단맛과 관련된 센서값은 신맛과 관련된 센서값과 같이 콜드

추출물의 맛 성분 패턴을 확인한 결과, PC1에서 65.03%의

브루, 열수, 그리고 고온가압 추출물 순으로 높은 센서값을

variance를 나타내었고, PC2에서 20.49%의 variance를

나타내었다. 쓴맛과 관련된 센서값은 열수 및 고온가압 추출

나타내어 총 85.52%의 variance를 나타내었다. 부위에 상

물에서 높은 센서값을 나타내었고 이에 비해 콜드브루 추출

관없이 콜드브루 추출물들은 PC1 기준으로 양(+)의 방향에

물에서 가장 낮은 센서값이 확인되었다.

위치하였고, 신맛과 단맛에 관련된 센서 결과에 주로 영향을

전자혀 분석은 높은 객관성 및 재현성을 가지며 식물 소재

받았다. 반면 화뢰의 콜드브루 열수 추출물을 제외한 나머지

Fig. 3. Taste profiles in various broccoli extracts using electronic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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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terrelationship between each sample and each taste compound using PCA
analysis.

Fig. 5. Dendrogram of samples based on the
taste profiles using cluster analysis.

열수 및 고온가압 추출물들은 PC1 기준으로 음(-)의 방향에

는 추출 방법(콜드브루 추출)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위치하였고, 쓴맛과 관련된 센서 결과에 주로 영향을 받았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더 높은 온도의 용매로 추출한

다. PC1과 달리 PC2 축을 통한 샘플 사이의 분리는 부위에

열수 및 고온가압 추출물의 경우 브로콜리 부위에 따른 추출

따른 분리가 확인되었다. 브로콜리 줄기의 추출물들은 PC2

보다 추출 방법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

기준으로 양(+)의 방향에 위치하였고, 브로콜리 화뢰의 추

었다고 판단된다.

출물들은 음(-)의 방향에 위치하였다. 감칠맛과 관련된 센

전자혀 시스템을 통한 맛 성분 결과는 맛 성분 센서를 이

서 결과는 샘플들 사이의 차이를 발생시키는데 주요한 영향

용하여 샘플들 사이의 패턴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Hong 등,

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맛 성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인된 군

2021). 이러한 맛 성분을 이용한 패턴 분석에 관련된 연구는

집 분석의 결과는 브로콜리의 부위에 따른 맛 성분 차이보다

건조 방법에 따른 로부스타 커피의 맛 성분 패턴 분석 연구

추출별 브로콜리의 감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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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되었고(Dong 등, 2019), 회향의 부위에 따른 맛 성

출물의 맛 성분 패턴 결과는 PC1에 의해 화뢰의 열수 추출

분 패턴 결과 차이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Hong 등,

물을 제외한 열수 및 고온가압 추출물들이 분리되어 왼쪽에

2021). 최근 Cordoba 등(2019)의 연구에서 식물 소재의

위치하였고, 콜드브루 추출물들은 주로 신맛과 단맛 센서에

종류보다는 추출 방법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

의해 분리되어 PC1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다. 본 연구에서 콜드브루 추출물과 열수 및 고온가압 추출

PC2에 의해 브로콜리 부위에 따른 분리가 나타났으며, 추출

물의 맛 성분 패턴 차이가 확인되었다. 콜드브루 추출물들은

방법에 상관없이 모든 줄기의 추출물들은 PC2 기준으로 상

부위에 상관없이 다른 추출물에 비해 유사한 맛 성분 패턴을

단에 위치하였다. 반면 화뢰의 추출물들은 PC2 기준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열수 및 고온가압 추출물들 사이에는

하단에 위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향기 성분 및 맛

추출 방법보다는 브로콜리 부위에 따른 맛 성분 유사도가

성분 결과는 브로콜리의 부위 및 추출 방법에 따른 관능적

상대적으로 더 높게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브로콜리를 고온

특성에 대한 기초연구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의 용매로 추출 시 추출 방법보다 추출에 사용되는 부위가

된다.

맛 성분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
에서 향기 성분을 바탕으로 진행된 주성분 분석의 경우 총

감사의 글

86.21% variances가 확인되었고, 맛 성분을 바탕으로 진행
된 주성분 분석의 경우 총 85.52% variances가 확인되었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PJ01496201)의 지원에 의

다. 총 variances의 경우 85% 이상의 영역에서 variances

해 이루어진 것임.

가 확인되었을 때 샘플들 사이의 분리가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Zhang 등, 2021). 이에 향기 성분의 경우
총 86.21%의 variances가 확인되었고, 또한 맛 성분의 경
우에도 총 80% 이상의 variances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
양한 추출 방법에 따른 영향은 브로콜리의 향기 성분보다
맛 성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변화를 야기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맛 성분의 변화 중 쓴맛이 높게 확인된
줄기의 열수 추출물과 고온가압 추출물이 다른 추출물들에
비해 소비자 기호도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Sharafi 등, 2013).

요

약

본 연구는 브로콜리 화뢰 및 줄기의 추출 방법에 따른 향기
성분과 맛 성분을 전자코와 전자혀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전자코에서 확인된 향기 성분의 결과와 전자혀에서 확인된
맛 성분 결과를 토대로 다변량 분석을 진행하였다. 전자코
분석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브로콜리 추출물의 향기 성분 결
과는 acids와 esters류 7종, alcohols류 8종, aldehydes류
6종, heterocyclic compounds 6종, hydrocarbons류 7종,
sulfur-containing compounds 5종, 그리고 ketones류 2종
이 검출되어 총 41종의 휘발성 향기 성분이 확인되었다. 전
자코에서 확인된 향기 성분의 결과를 토대로 주성분 분석
및 군집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성분 분석의 경우 열수 및
고온가압 추출물들이 PC2에 의해 분리되어 상단에 위치하
였다. 반면 화뢰의 콜드브루 추출물은 heterocyclic compounds, acids와 esters류, 그리고 sulfur-containing compounds에 의해 분리되어 PC1과 PC2 기준으로 각각 음(-)
의 방향에 위치하였다. 반면 줄기의 콜드브루 추출물은 aldehydes류와 ketones류에 의해 분리되어 PC1 기준으로
양(+)의 방향에 위치하였고, PC2 기준으로 음(-)의 방향에
위치하였다. 전자혀 분석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브로콜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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