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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코, 전자혀, GC/MSD를 이용한 시판 커피의 향미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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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Evaluation of the Volatile Profiles and Taste Properties of Commercial
Coffee Products Using Electronic Nose, Electronic Tongue, and GC/MSD
Chang Guk Boo, Seong Jun Hong, and Eui-Cheol Shin
Department of Food Science/Institute for Food Sensory & Cognitive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aste and aroma characteristics of 10 commercial coffee samples using an electronic tongue (E-tongue), an electronic nose (E-nose),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D), and GC-olfactometry (GC-O). In electronic tongue analysis, sourness, umami, and bitterness were high in the non-franchise#2
(N-FC#2), saltiness was high in the franchise#1 (FC#1), and sweetness was high in the non-franchise#4 (N-FC#4).
In the electronic nose analysis, a total of 22 volatile compounds were identified in the 10 coffee samples, and 3-methyl-1-butanol, 2-methyl furan, and propan-2-one were the dominant content in these samples. In GC/MSD with GC-O
analysis, a total of 40 volatile active compounds were identified, which include 3 alcohols, 2 aldehydes, 3 esters,
3 furans, 5 hydrocarbons, 5 heterocyclics, 4 ketones, 6 pyrazines, 5 pyrroles, 2 pyridines, and 2 phenolic compounds.
Pyrazines were the dominant volatiles in the samples. 1-(2-Furanylmethyl)-1H-pyrrole was detected in all samples
and showed a relatively higher content compared to other pyrroles. Our results which included taste and aroma patterns
in commercial coffee brands may provide basic research data for the chemosensory research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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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는 음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Lee 등, 2017). 커피 향기는
커피가 가지는 가장 특별한 특징이며 대부분 그 향미에 의해

국내의 커피 산업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고

소비된다. 커피는 로스팅 과정을 통해 휘발성 화합물의 다양

있다. 2017년 성인 1명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약 500잔이

한 변화가 나타나지만 커피 생두의 종류에 의해서도 크게

며, 이는 주식인 김치나 쌀을 섭취하는 것보다 커피를 더

좌우된다(Sanz 등, 2002; Tran 등, 2017). 커피 생두는 로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에는 약 90,000

스팅 과정을 통해 커피 특유의 맛과 향이 생성된다. 로스팅

톤의 커피를 수입하였으며, 2016년에는 약 150,000톤으로

커피의 휘발성 향기 성분들은 Maillard 반응, strecker 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Cha와 Jo, 2019). 지난 몇십년 동

해, 지방 분해, 당 분해 등에 의한 유리아미노산의 소실과

안 전 세계 연간 커피 소비량은 약 1.9% 증가했다(Cheng

free sugar, sucrose, chlorogenic acid, trigonelline의 감

등, 2016). 현대인들이 커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랜

소로 인해 생성된다(Lee 등, 2013). 로스팅 커피의 휘발성

차이즈 커피 브랜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화합물은 주로 aldehyde류, ketone류, alcohol류, ester류,

커피 브랜드가 1999년 처음 오픈 한 이후 여러 가지 프랜차

pyrazine류, furan류, acid류, 질소 함유 화합물과 휘발성

이즈 커피 브랜드들이 커피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다(Kim

페놀 화합물로 구분된다(Caporaso 등, 2018).

과 Cha, 2013).

지난 몇 년간 식품업계에서는 향기 성분 및 맛 성분을 분

커피는 특유의 맛인 쓴맛, 신맛, 떫은맛 및 로스팅에 의한

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분석시스

고소한 맛 등과 특유의 향이 조화되어 현대인이 가장 선호하

템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광기(GC-MS)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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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최근에는 점차 전자코(electronic nose), 전자혀

차이즈 커피전문점(FC; franchise coffee), 비프랜차이즈

(electronic tongue)와 같은 전자센서를 활용한 연구 접근

커피전문점(N-FC; non-franchise coffee), 대용량 커피전

법이 증가하고 있다(Dong 등, 2018). 커피의 향기 관련 화

문점(BC; bulk coffee)에서 총 10종의 커피 샘플을 수집하

합물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여전히 gas chromatography

였다. 프렌차이즈 커피 3종(FC#1, FC#2, FC#3), 비프렌차

(GC)와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GC/

이즈 커피 4종(N-FC#1, N-FC#2, N-FC#3, N-FC#4), 대

MSD)가 분석과 물질 동정에 많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고,

용량 커피전문점 커피 3종(BC#1, BC#2, BC#3)을 선택하

solid-phase microextraction(SPME)을 활용한 head-

였다. 선정된 커피 메뉴는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space법은 향기 성분의 흡착 및 추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

아메리카노(americano)를 사용하였고, 향기 성분과 맛 성

고 있다(Caporaso 등, 2018). 전자센서 시스템 중 하나인

분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능한 구매 당일에 실험을

전자코는 향기 성분과 관련된 센서를 이용한 분석시스템이

진행하였다. 또한 시료의 구입처는 구매 후 시료를 본 연구

며, 이러한 전자코 분석은 단시간에 많은 식품에 존재하는

기관에서 최대 1시간 이내의 거리에서 있는 장소를 선택하

향기 성분을 분석하여 결과값 도출에 용이하고 개별적인 향

였다. 구매 당시 온도인 80~85°C 전후의 조건을 유지하기

기 성분의 분석과 전체적인 향기 성분의 패턴을 동시에 감지

위해 실험단계 직전까지 항온 조건을 유지하였고, 실험 후

하여 결과값을 제공한다. 이러한 편리성으로 인해 전자코

남은 시료는 향미 성분의 손실을 우려해 재사용하지 않았다.

시스템은 식품의 향기 성분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Kim
등, 2016a). 또 다른 전자센서를 활용한 전자혀 분석은 전자

전자혀 분석

센서를 이용하여 다섯 가지 맛에 대한 상대적인 값을 도출하

커피 샘플이 가지는 맛 성분과 맛 성분의 패턴을 분석하기

는 분석시스템이며 전자코 분석과 마찬가지로 단시간에 많

위해 인간이 느끼는 기본 맛 성분 5종류를 대표하는 센서

은 식품에 존재하는 맛 성분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분석하여

(SRS, STS, UMS, SWS, BRS)와 2개의 reference에 관여

신뢰성을 가지는 결과값 도출에 용이하고 개별적인 맛 성분

하는 센서(GPS, SPS)가 부착된 전자혀(electronic tongue;

의 분석과 전체적인 맛 성분의 패턴을 제공하며 식품의 맛

ASTREE Ⅱ, Alpha MOS company, Toulouse, France)

성분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분석시스템이다(Peris와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센서는 기본 맛 5종

Escuder-Gilabert, 2016). 전자혀 분석시스템은 시료의 맛

류인 sourness, saltiness, umami, sweetness, bitterness

을 나타내는 성분과 전자센서 간의 민감도를 측정하여 수치

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센서를 사용하였다. 커피 샘플이 가지

화하는 원리로써 전자혀 분석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수많

는 맛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각각의 샘플 10 mL와 정제수

은 시료를 분석하는 경우 객관성과 재현성을 가지는 데이터

90 mL를 넣고 60분간 샘플에 존재하는 수용성 맛 성분을

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Kim 등, 2016a). 전자혀

용출하였고, 이를 전자혀 분석을 위한 추출물로 사용하였다.

분석을 식품 및 식품소재 연구에 이용한 예를 보면 Jo 등

추출물 100 mL를 전자혀 장비의 sampler에 장착한 후 센서

(2016)의 연구에서 한국, 중국, 일본, 미국산 시판 사과식초

를 2분 동안 시료액에 침지를 통한 접촉으로 해당 센서에

의 관능적 품질 비교를 위한 전자혀 분석, Lee 등(2020a)이

관련된 맛 성분의 강도를 측정하였고, 분석 과정 중 샘플

발표한 고올레산 땅콩 커피에 대한 연구에서 적용된 전자혀

간 오염을 통한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정제수를 이용하여

시스템, 그리고 Dong 등(2017)이 발표한 수삼의 원산지 판

각각 센서의 세척 과정을 진행하였다(Lee 등, 2020a).

별을 위한 전자혀 분석에 대한 연구 등이 발표되고 있다.
커피의 이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상업적 브랜드

전자코 분석

별 커피의 맛과 향기에 관한 비교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커피 샘플이 가지는 휘발성 향기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선호도가 높은 10가지

전자코(HERACLES Neo, Alpha MOS company) 시스템을

커피 브랜드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비프랜차이즈 커피

사용하였다. 각각의 샘플 7 mL를 전자코 분석용 headspace

전문점, 그리고 대용량 커피전문점으로 그룹을 선정하여 전

vial에 넣고 전처리 없이 50°C 온도에서 500 rpm으로 10분

자혀, 전자코, olfactometry system을 활용한 GC/MSD를

동안 교반하면서 휘발성 향기 성분을 vial headspace에 포

사용하여 커피의 감각 화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화시켰다. 전자코 분석을 위한 컬럼은 MXT-5 컬럼(Alpha

연구 결과는 커피 소비자들과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상업용

MOS company)을 사용하였다. 전자코 분석 조건은 injec-

커피에 대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tion volume 2,000 µL의 휘발성 성분을 취하였고, acquisi-

기대된다.

tion duration은 227 sec, trap absorption temperature
20°C, incubation 조건은 50°C에서 10분간 분석을 진행하

재료 및 방법

였다. Kovat’s index library를 기반으로 둔 AroChemBase
를 사용하여 분리된 피크에 해당하는 화합물을 식별하였다.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샘플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프랜

각각의 샘플은 3회 이상의 반복 분석을 통하여 향기 패턴을
확인하였다(Lee 등,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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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창국 ․ 홍성준 ․ 신의철

GC/MSD와 GC-olfactometry를 통한 향 활성 화합물 분석

통계처리

GC/MSD를 이용하여 커피 샘플에 포함된 향 활성 화합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실험값은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제시

을 포집하기 위해서 50/30 µm, DVB/CAR/PDMS로 코팅된

하였고, SAS version 9.2(SAS Institute Inc., Cary, NC,

SPME(solid-phase microextraction) fiber(Supelco I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ukey의 다중검정(Tukey’s

Bellefonte, PA, USA)를 이용한 headspace 분석 방법을

multiple range test)을 통해서 각 평균값에 대한 유의성을

이용하였다. 커피 샘플 7 mL를 향기 포집병에 넣고 캡으로

검증하였다(P<0.05). 다변량 분석을 위해 적용된 주성분 분

밀봉한 다음 60°C 온도를 통해 향 활성 화합물을 head-

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과 군집분석(clus-

space에서 충분히 포화시킨 후, 향기 포집병에 30분 동안

ter analysis; CA)은 XLSTAT software ver. 9.2(Addin-

SPME fiber를 주입하고 내부에서 노출시켰다. 농축된 휘발

soft, New York, NY, USA)를 사용하여 각각의 샘플과 샘플

성 성분은 GC/MS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HP-5MS(30

이 가지는 향미 성분 간의 패턴을 확인하였다.

m×0.25 mm i.d. 0.25 μm film thickness,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 컬럼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및 고찰

을 진행한 분석 조건은 오븐 온도 40°C에서 5분 동안 머무
른 후 200°C까지 1분당 5°C의 속도로 승온시켰고, injector

전자혀를 이용한 맛 성분 분석

온도는 220°C, carrier gas인 helium의 유속은 1.0 mL/min,

각 커피 샘플이 나타내는 맛 성분에 관한 결과를 Fig. 1에

split ratio는 splitless였다. Total ionization chromato-

나타내었다. 맛 성분은 인간이 느끼는 기본 5가지 맛에 관련

gram(TIC)에서 분리된 향 활성 화합물은 mass spectrum

된 센서가 유기물과 무기물에 반응하는 변화를 측정하여 맛

library와 문헌을 참고하여 동정하였고, 각 샘플의 향기 성

을 결정짓게 되며, 센서의 감응도와 표준센서 2가지의 감응

분은 피크 면적과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 피크 면적을

도를 taste screening을 통해 분석하였다(Lee 등, 2019).

100%로 환산하여 각 성분들이 가지는 피크 면적을 상대적

신맛에 관여하는 SRS 센서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인 비율(%)로 나타내었다(Kim 등, 2018).

는 않았으며, N-FC#2에서 가장 높은 7.3을 나타내었고,

GC/MSD의 분석용 컬럼을 통해 식별된 각각의 향 활성

FC#1, FC#2, BC#1에서 가장 낮은 5.5를 나타내었다. 짠맛

화합물은 GC-olfactometry system(ODP-Ⅲ, Gerstel Inc.,

에 관여하는 STS 센서의 경우 FC#1에서 가장 높은 9.2를

Linthicum, MD, USA)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GC-olfac-

나타내었고, BC#3에서 가장 낮은 4.1을 나타내었다. 감칠

tometry system은 GC/MS 분석과 동시에 수행되었으며,

맛으로 대표되는 UMS 센서의 경우 N-FC#2에서 가장 높은

용매 용출 시간 중 최저 5분에서 25분까지 총 20분 동안

8.2를 나타내었고, FC#1에서 가장 낮은 1.9를 나타내었다.

ODP(olfactometry detection port)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단맛에 기여하는 SWS 센서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각의 휘발성 물질에 대한 용출 강도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는 않았으며, N-FC#4에서 가장 높은 6.9를 나타내었고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단계가 높을수록 향기 성분의 강도가

FC#1에서 가장 낮은 5.1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쓴맛으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Kim 등, 2019a).

로 대표되는 BRS 센서의 경우 N-FC#2에서 가장 높은 8.1

Fig. 1. Taste intensity of commercial coffee samples using electronic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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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었고, FC#1에서 가장 낮은 4.1을 나타내었다. 앞

용한 워시드 가공커피와 내추럴 가공커피의 향기 특성에 대

서 제시한 전자혀 분석시스템을 이용한 결과값은 일반적으

한 연구 보고가 있다(Moon과 Kim, 2020). 아라비카 품종을

로 식품 산업에서 진행되는 전문 패널을 이용한 관능검사

활용하여 워시드 가공커피와 내추럴 가공커피의 향기 패턴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기호도를

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Song 등

확인하는 관능검사 방법은 전문 패널이 참여해도 해당 전문

(2019)의 연구에서는 시판되는 ready-to-drink(RTD) 콜

패널의 당일 컨디션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실험법

드브루 커피의 향기 특성을 비교한 연구가 있으며, 숙련된

이다. 이러한 패널을 이용한 관능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패널을 통해 쓴맛 관련 지표와 질감/입안 감촉에 대한 비교

위해 전자혀 분석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Jo 등, 2016). 최

연구를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표준화된 맛

근 전자코를 활용한 커피의 향미 연구를 보면 gas chroma-

성분 비교를 통해 다양한 맛 성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는

tograph-ion mobility spectrometer 방식의 전자코를 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commercial coffee samples using electronic tongue.

Fig. 3. Cluster analysis of taste intensity of
commercial coffee samples using electronic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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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최근 식품에 존재하는 furan에

전자혀 분석을 통해 확인된 각 커피 샘플의 맛 성분에 대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Kim 등, 2016b; Al-

한 다변량 분석은 주성분 분석(Fig. 2)과 군집분석(Fig. 3)을

taki 등, 2011). 또한 furan류는 커피의 주요 휘발성 향기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Fig. 2에서 제시한 주성분 분석을 통

성분이며, 현재까지 약 100종 이상의 휘발성 furan류 화합

해 5가지 맛 성분과 10가지 커피 샘플에 대한 패턴을 확인한

물이 확인되었다. 그중에서 10종의 향기 성분이 커피의 주

결과 전체 variance는 92.13%를 확인하였고, principal

요 향기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Ketones류 역시 커피의 주

component 1(PC1)과 PC2의 variance는 각각 77.31%와

요 휘발성 향기 성분이다. 현재 약 90종의 휘발성 ketone류

14.82%를 확인하였다. Score plot에서 커피 샘플들의 패턴

화합물이 확인되었으며, 커피 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을 볼 때 STS 센서와 유사도가 높은 샘플은 FC#1로 확인되

고 알려져 있다(Toci와 Farah, 2014). 일반적으로 커피의

었으며, FC#2와 BC#1은 약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

향기 성분은 커피의 기호성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되었다. SRS 센서와 유사도가 높은 샘플은 N-FC#1로 확인

로 판단된다. 휘발성 성분의 특성상 쉽게 변하고 소실되는

되었으며, BC#2와 FC#3은 제2사분면(2nd quadrant)에서

특성이 커피 산업에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

PC1에 negative한 위치에서 확인되었다. UMS 센서, SWS

져 있다. 생두에서 열처리 과정인 로스팅 과정에서 생성된

센서와 유사도가 높은 샘플은 BC#3, N-FC#3, N-FC#4로

휘발성 물질들은 커피 내부의 다공성의 환경에서 다양한 화

확인되었으며, BRS 센서와 유사도가 높은 샘플은 N-FC#2

합물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가 온도 상승 시 내부의 기체와

로 확인되었다. 군집분석을 통해 커피 샘플의 유사도를 확인

함께 방출되어 소비자들의 후각으로 전달되어 커피의 향미

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는데 크게 6개의 cluster를 확

를 느끼게 된다(Jang 등, 2014). 이러한 커피가 가진 향기의

인할 수 있었다. Cluster Ⅰ의 경우 N-FC#2로 확인되었고,

특성 및 변향의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며, 비상업성의 특성

cluster Ⅱ의 경우 BC#3으로 확인되었다. Cluster Ⅲ의 경

을 지닌 가정용 커피 제품에서 향기의 최적 상태로의 유지는

우 N-FC#3과 N-FC#4로 확인되었고, cluster Ⅳ의 경우

더욱 어려운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어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

FC#1로 확인되었다. Cluster Ⅴ의 경우 FC#2와 BC#1로

는 분야이다(Jang 등, 2014). Boo 등(2020)의 연구에서 커

확인되었으며, cluster Ⅵ의 경우 N-FC#1, FC#3, 그리고

피와 같은 다양한 식품 및 식품소재에 존재하는 향기 성분

BC#2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자혀 분석의 주성분 분

분석을 위해 전자코 분석이 매우 다양하게 진행된다고 알려

석과 군집분석을 통한 맛 성분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져 있다. Noh(2005)의 연구에서 전자코 분석은 앞서 언급한

브랜드에 따른 커피 샘플의 유사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전자혀 분석과 같이 사람의 후각에 의한 분석보다 좀 더 객

주는 객관적인 비교 결과로서의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확신

관성을 가진 향기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전자코 분석은 발효 정도의 예측, 원산
지 판별분석, 제품수명 기간 예측 등의 여러 가지 식품 분야

전자코 분석을 통한 향기 성분 분석

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커피 원두의 분

전자코 분석을 통한 각 커피 샘플의 휘발성 향기 성분에

류를 위해 전자코를 사용한 연구가 있는데 arabica와 ro-

관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10가지 커피 샘플에서

busta 품종의 구분 연구가 알려져 있다(Kim 등, 2014). 또

확인된 향기 성분은 총 22가지 성분이 확인되었고, 모든 샘

한 관련 문헌 연구(Seo 등, 2006)에서는 일정한 분쇄 및

플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이는 향기 성분은

로스팅 조건에서 사용된 4가지 커피원두 및 8가지 com-

3-methyl-1-butanol, 2-methylfuran, propan-2-one으

mercial blended coffee의 분류에서도 전자코의 적용이 이

로 확인되었다. 피크 면적을 통한 휘발성 향기 성분의 함량

루어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전자코와 GC-olfactometry

이 가장 높은 샘플은 N-FC#2로 확인되었고, 뒤를 이어

를 활용하여 커피원두의 로스팅 정도와 재배 산지를 평가하

N-FC#4, N-FC#1, 그리고 BC#3 순으로 휘발성 향기 성분

였다는 보고도 알려져 있다(Kim 등, 2014).

의 함량이 확인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장 낮은 함량을
보이는 샘플은 BC#1으로 확인되었다. AroChemBase li-

전자코를 이용한 휘발성 향기 성분 패턴 분석

brary를 통해 확인된 3-methyl-1-butanol의 odor de-

전자코 분석을 통해 확인된 각 커피 샘플의 향기 성분에

scription은 bitter, burnt이며, 2-methylfuran은 acetone,

대한 다변량 분석은 주성분 분석(Fig. 4)과 군집분석(Fig.

burnt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propan-2-one의 경우는 fruity,

5)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10가지 커

sweet의 odor description을 확인하였다. 휘발성 alcohol

피 샘플에 대한 휘발성 향기 성분과 그에 대한 패턴을 확인한

류 화합물은 크게 포화, 불포화 알코올로 나뉜다. 포화 알코

결과 총 variance는 90.38%를 확인하였으며, PC1과 PC2

올은 불포화 알코올보다 odor threshold가 상대적으로 낮

의 variance는 각각 78.73%와 11.65%로 확인하였다. 각

으므로 식품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다(Song 등,

커피 샘플의 PC1과 PC2의 factor loading의 경우 PC1과

2018). Furan류는 휘발성이 매우 강하고 무색의 C4H4O의

PC2 모두 positive한 위치의 커피 샘플은 N-FC#4와 BC#3

방향족 화합물이며, 식품의 열처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화

샘플로 확인하였으며, PC1은 negative하고 PC2는 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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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commercial coffee samples using electronic nose.

Fig. 5. Cluster analysis of commercial coffee
samples using electronic nose.

itive한 위치의 커피 샘플은 FC#1, FC#3, N-FC#3, BC#1,

N-FC#1 샘플의 경우 그에 비해 낮은 상관성을 나타내는

BC#2 샘플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PC1과 PC2 모두 neg-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N-FC#4 샘플의 경우 alde-

ative한 위치의 커피 샘플은 FC#2로 확인하였으며, PC1은

hyde류, hydrocarbon류와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

positive하고 PC2는 negative한 위치의 커피 샘플은 N-

인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커피 샘플의 유사도를 확인한

FC#1과 N-FC#2로 확인하였다. 각 커피 샘플의 가변성과의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는데 크게 5개의 cluster를 확인할

상관성을 나타내었을 때, 전체적인 가변성과 상관성이 상대

수 있었다. Cluster Ⅰ의 경우 N-FC#2, N-FC#4를 확인하

적으로 낮은 커피 샘플의 경우는 FC#1, FC#2, FC#3, N-

였다. Cluster Ⅱ의 경우 FC#2로 확인하였으며, cluster Ⅲ

FC#3, BC#1, BC#2로 확인되었다. BC#3 샘플의 경우 es-

의 경우 N-FC#3, BC#1로 확인하였다. Cluster Ⅳ의 경우

ters류와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N-FC#2 샘

BC#3, FC#3, 그리고 BC#2로 확인하였으며, cluster Ⅴ의

플의 경우 pyrazine류, alcohols류, ketones류, furan류,

경우 FC#1, N-FC#1로 확인하였다. Cluster Ⅰ에서 가장

pyrrole류와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높은 dissimilarity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나머지 cluster

브랜드 커피의 향미 특성

는 낮은 dissimilarity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향기 성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은 cluster Ⅰ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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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FC#2, N-FC#4가 가장 구별되는 향기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자코 분석을 통한 주성분 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브랜드에 따른 커피의 다양한 향기 성분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커피 산업에서 기초 database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코를 통한 커피의 향미 품질
평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향기 성분을 통한
품종 구분 연구와 커피의 브랜드 분류에도 적용되고 있다.

B

전자코가 가지는 비파괴 분석시스템과 빠른 시간에 분석이
가능하다는 용이점으로 인해 많은 시료의 연속적인 분석체
계에 다양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Kim 등, 2014). 또
한 커피의 향기 성분 분석을 전자코 분석과 GC/MSD 분석의
통합체계를 이용하여 인공신경망을 통한 관능검사와의 관계
를 탐색하는 연구로도 발전되고 있다(Michishita 등, 2010).
향후 전자센서의 분석값과 인간의 후각기능을 통한 관능검

C

사와의 연관성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GC/MSD와 GC-olfactometry를 통한 향 활성 화합물 분석
및 다변량 분석
GC/MSD와 GC-olfactometry를 통한 향 활성 화합물의
결과와 chromatogram, 그리고 aromagram을 각각 Table
2, Table 3, Fig. 6, Fig. 7에 나타내었다. 전체 커피 샘플의
향 활성 화합물은 6종의 pyrazines, 5종의 hydrocarbons,
heterocyclics, pyrroles, 4종의 ketones, 3종의 alcohols,
esters, furans, 그리고 2종의 aldehydes, pyridines, phe-

Fig. 6. Typical total ion chromatograms of commercial coffee
samples by GC/MSD. (A) frenchise coffee, (B) non-frenchise
coffee, and (C) bulk coffee.

nolic compounds를 확인하여 총 40종의 향 활성 화합물을
동정하였다. Pyrazines의 경우 모든 커피 샘플에서 향 활성

8)과 군집분석(Fig. 9)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주성분 분석

화합물의 개수가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앞서 말한 Capora-

을 통해 10가지 커피 샘플에 대한 향 활성 화합물과 그에

so 등(2018)에서 로스팅 커피의 중요한 휘발성 화합물은

대한 패턴을 확인한 결과 총 variance는 50.22%를 확인하

주로 aldehydes, ketones, alcohols, pyrazines, furans 등

였으며, PC1과 PC2의 variance는 각각 27.20%와 23.02%

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문헌에 따르면 로스팅 원두에서

로 확인하였다. 각 커피 샘플의 PC1과 PC2의 factor load-

pyrazines과 furans은 커피의 특유한 향에 기여하는 중요한

ing의 경우 PC1과 PC2 모두 positive한 위치의 커피 샘플은

휘발성 화합물로 알려져 있다(Toci와 Farah, 2014). 현재

FC#1, N-FC#1, BC#1 샘플로 확인하였다. 이 중 FC#1과

커피에는 약 100종의 pyrazines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13

BC#1은 pyrazines류와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높은 것을 확

종은 커피에 필수적인 휘발성 화합물로 알려져 있다(Toci와

인하였으며, N-FC#1은 esters류와 상관성이 있는 것을 확

Farah, 2014). 개별 성분으로는 1-(2-furanylmethyl)-1H-

인하였다. PC1은 negative하고 PC2는 positive한 위치의

pyrrole이 모든 샘플에서 확인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커피 샘플은 N-FC#2 샘플로 확인하였으며, N-FC#2는

함량을 보였다. 현재 문헌에 따르면 pyrroles는 약 80종 이

phenolic compounds류, esters류, pyrroles류와 상대적으

상이 있으며, pyrroles는 특유의 달콤한 향과 타오르는 향으

로 상관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PC1과 PC2 모두 neg-

로 알려져 있다(Flament, 2001). Pyrroles은 주로 Maillard

ative한 위치의 커피 샘플은 FC#3, N-FC#3, N-FC#4,

반응, 캐러멜화, 그리고 열분해 등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

BC#3 샘플로 확인하였다. 그중 N-FC#4와 BC#3는 alco-

(Toci와 Farah, 2014). 전자코 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향 활

hols류와 furans류에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높은 것을 확인

성 화합물과 GC-olfactometry에서 확인되는 향 활성 화합

하였으며, FC#3와 N-FC#3는 각각 furans류와 alcohols류

물의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휘발성 화합물 분석

에 상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PC1은 positive하고

법과 흡착법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알려져 있다.

PC2는 negative한 위치의 커피 샘플은 FC#2와 BC#2 샘플

GC/MSD와 GC-olfactometry를 통해 확인된 각 커피 샘

로 확인하였다. 그중 BC#2는 pyrazines류와 상관성이 있는

플의 향 활성 화합물에 대한 다변량 분석은 주성분 분석(Fig.

것을 확인하였으며, FC#2는 전체적인 가변성과 상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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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게 5개의 cluster를 확인할 수 있었다. Cluster Ⅰ의 경우
BC#1, BC#2, FC#1을 확인하였다. Cluster Ⅱ의 경우 NFC#2를 확인하였으며, cluster Ⅲ의 경우 N-FC#4, BC#3
을 확인하였다. Cluster Ⅳ의 경우 N-FC#1과 N-FC#3을
확인하였으며, Cluster Ⅴ의 경우 FC#2와 FC#3을 확인하
였다. Cluster Ⅰ과 나머지 cluster들의 dissimilarity가 가
장 큰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cluster Ⅰ에 포함된 BC#1,
BC#2, FC#1의 가장 구별되는 향 활성 화합물인 pyrazines

B

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Kim 등(2019b)의 연구
에서 GC/MSD를 이용한 커피의 휘발성 향기 성분 분포를
PCA를 통해 분석하였고, 41가지의 향기 성분을 74.9%의
variance(PC1-PC2)를 확인하였다. 또한 Kim 등(2014)의
연구에서는 원두 종류에 따른 커피의 향기 성분 패턴을 다변
량 분석 중 판별함수 분석을 통해서 등급에 따른 원두의 특
성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커피 원두 분류 및

C

브랜드별 커피의 분포에 대한 품질관리 및 평가에 다변량
분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요

약

본 연구는 전자혀(electronic tongue), 전자코(electronic
nose), 그리고 GC/MSD와 GC-olfactometry를 통해 시중
의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10종의 아메리카노의 맛
Fig. 7. Typical aroma-grams of commercial coffee samples by
GC-olfactometry. (A) frenchise coffee, (B) non-frenchise coffee,
and (C) bulk coffee.

성분과 향기 성분을 확인하였으며, 그에 따른 맛 성분과 향
기 성분의 패턴도 확인하였다. 먼저 전자혀 분석을 통해 커
피 샘플의 맛 성분에 대한 상대적인 센서 강도를 확인하였
다. 신맛에 관여하는 SRS 센서의 경우 N-FC#2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향 활성

높은 7.3을 확인하였고, FC#1, FC#2, BC#1에서 가장 낮은

화합물 유사도를 확인한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는데 크

5.5를 확인하였다. 짠맛의 STS센서의 경우 FC#1에서 가장

Fig. 8.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commercial coffee samples using GC/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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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luster analysis of commercial coffee
samples using GC/MSD.

높은 9.2를 확인하였고, BC#3에서 가장 낮은 4.1을 확인하

PC1과 PC2의 variance는 각각 27.20%와 23.02%로 확인

였다. 감칠맛의 UMS 센서의 경우 N-FC#2에서 가장 높은

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커피 샘플의 유사도는 크게 5개의

8.2를 확인하였고, FC#1에서 가장 낮은 1.9를 확인하였다.

cluster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연구 내

단맛의 SWS 센서의 경우 N-FC#4에서 가장 높은 6.9를

용을 볼 때 전자혀, 전자코, 그리고 GC/MSD와 GC-olfac-

확인하였고, FC#1에서 가장 낮은 5.1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tometry를 이용한 브랜드에 따른 커피 10종의 맛과 향에

으로 쓴맛의 BRS 센서의 경우 N-FC#2에서 가장 높은 8.1

대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그에 따른

을 확인하였고, FC#1에서 가장 낮은 4.1을 확인하였다. 주

샘플 간의 패턴과 유사도를 다변량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성분 분석을 통해 5가지 기본적인 맛 성분과 10가지 커피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맛과 향은 커피 원두의 종류, 재배

샘플에 대한 패턴을 확인한 결과, 전체 variance는 92.13%

와 수확, 로스팅 온도, 로스팅 시간, 그리고 로스팅 기계 등에

를 확인하였고 PC1과 PC2의 variance는 각각 77.31%와

의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10종

14.82%로 확인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커피 샘플의 유사

의 커피 브랜드(franchise coffee, non-franchise coffee,

도는 크게 6개의 cluster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코 분석

bulk coffee)의 맛과 향을 분석해보았으며, 그 결과 브랜드

을 통해 10가지 커피 샘플에서 총 22종의 휘발성 향기 성분

별 로스팅 조건과 로스팅 기계에 따라 다른 맛과 향을 나타

을 확인하였다. 모든 샘플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FC(franchise

보이는 향기 성분은 3-methyl-1-butanol, 2-methylfu-

coffee)는 다른 N-FC(nonfranchise coffee)와 BC(bulk

ran, propan-2-one으로 확인되었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coffee)에 비해서 맛이나 향이 우수해서가 아닌 brand im-

향기 성분과 10가지 커피 샘플에 대한 패턴을 확인한 결과,

age와 brand preference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

전체 variance는 90.38%를 확인하였고 PC1과 PC2의

다. 이러한 맛과 향에 대한 연구와 패턴을 이용한 분석시스

variance는 각각 78.73%와 11.65%로 확인하였다. 군집분

템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아메리카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석을 통해 커피 샘플의 유사도는 크게 5개의 cluster를 확인

커피 산업과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음료 산업에서 표준 자료

할 수 있었다. GC/MSD와 GC-olfactometry를 통한 향 활

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 화합물을 확인하였으며, 총 40종의 향 활성 화합물을 확
인하였다. Pyrazines의 경우 모든 커피 샘플에서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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