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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트커피에 커피크리머, 탈지분유, 설탕의 첨가가

휘발성향기성분과 맛에 미치는 영향

민지숙·권혜민·박승국*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생명공학원

Impacts of Coffee Creamer, Dried Skim Milk and Sugar on the Volatile 
Aroma Compounds and Sensory Characteristics in Instant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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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instant coffee is less palatable than freshly brewed coffee, it is widely consumed primarily due to its
convenience. Frequently, instant coffee is consumed in the form of a coffee-mix. It contains coffee creamer or dried skim
milk, and sugar in addition to soluble coffe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olatile aroma compounds
(VACs) of instant black coffee mixed with coffee creamer or dried skim milk by Gas Chromatography-Headspace-Solid
Phase Microextraction (GC-HS-SPME) and sensory evaluation. A total of 16 different coffee samples including instant
black coffee and coffee mixes with coffee creamer or dried skim milk, were chosen for this study. The coffee samples
contained several common VACs such as pyrazine, pyridine, and pyrrole. Sensory evaluation indicated that the flavor
intensity of coffee mix was less pronounced than that of instant black coffee alone. Coffee creamer and skim milk had
little distinctive aroma per se; however, they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flavor profile of coffee mixes, suggesting that
coffee creamer and skim milk acted as flavor modifiers in coffee mix.

Keywords: instant coffee, coffee mix, coffee creamer, dried skim milk, volatile aroma compounds, HS-GC-SPME analysis,
sensory evaluation

서 론

커피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기호음료 중에 하나로

서, 현재까지 약 1,000가지 종류의 휘발성향기성분이 확인되었으

며, 이들 중 300여 개가 환상의 고리화합물로 구성되어 커피고유

의 향기 특성을 부여한다(1). 일반적으로, 커피믹스는 건조된 인

스턴트커피에 커피크리머와 설탕을 첨가하여 커피 본래의 쓴맛

과 거친 맛을 감소시키고, 단맛과 부드러움을 증가시킴으로써 전

체적인 기호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향기성분 각각의 휘

발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2,3). 커피크리머는 블랙커피의 진한

갈색을 연하게 하므로 커피 whitener로도 불리며, 코코넛오일과

같은 식물성유지, 우유 카제인, 물엿, 유화제 등의 원료를 혼합하

여 액상 또는 분무건조과정을 거쳐 분말상태로 제조하며, 약 15-

30%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4). 그러나,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건강지향적인 요구에 따라 커피믹스도 커피크리머를 탈지분유로

대체한 커피믹스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5,6). 탈지분유는 우유의

지방(크림)을 원심분리로 제거한 후 농축과 분무건조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으로서, 탄수화물 52%, 단백질 36%, 칼슘 1.3%, 나트

륨 0.6%, 지방 1%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5). 탈지분유와 커피크

리머의 성분조성과 특성에는 차이가 많으므로 이들 성분들은 커

피의 다양한 종류의 휘발성 향기성분과 결합하거나 상호작용하

여 향기뿐만이 아니라 맛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신선한 우

유에는 3.0-3.5%의 단백질이 있고 이들 중 80%는 카제인과 약

15%의 유청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유청단백질은 주로 α-

lactalbumin과 β-lactoglobulin으로 구성되어 있고 β-lactoglobulin은

전체 우유단백질의 9%를 차지한다(8).

커피믹스에는 다량의 설탕(5 내지 7 g)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

당류와 이당류는 수용액 상태에서 향기성분의 휘발성을 증가시

키는 경향이 있다(9). Hansson 등(10)은 액상식품에서 설탕의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isophenthyl acetate, ethyl hexanoate, cis-3-

hexenyl acetate, linalool, L-menthone등의 향기성분들이 더 잘 휘

발된다고 하였다. 지방 또한 식품의 품질과 향미에 있어서 영향

을 주며, 단백질이나 당과 비교하여 친수성의 식품에서 향의 휘

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12).

본 연구에서는 인스턴트 블랙커피에 커피크리머, 탈지분유, 설

탕을 첨가하였을 때에, 휘발성 향기성분에 미치는 영향을 Gas

Chromatography-Headspace-Solid Phase Microextraction (GC-HS-

SPME)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실제 음용시에 향기와 맛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Seung-Kook Park, Department of Food Sci-
ence and Biotechnology/Graduate School of Biotechnology, Kyung
Hee University, Yongin, Gyeonggi 446-701, Korea
Tel: 82-31-201-2655
Fax: 82-31-204-8116
E-mail: skpark@khu.ac.kr
Received December 3, 2013; revised May 16, 2014;
accepted December 1, 2014



138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7권 제 2호 (2015)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커피는 시판중인 국내 주요 3개 회사의

인스턴트 커피믹스 8종과 각각에 사용된 블랙커피 8종을 제공받

아 사용하였고, 제조회사에 따라 A, B, C로 구분하였다. 커피믹스

는 커피에 혼합된 성분에 따라 커피크리머(Coffee Creamer, CC)

와 탈지분유(Skim Milk, SM)로 나누었고, 이들 두 종류의 명칭

은 커피 whitener (Coffee Whitener)로 하였다. 각각의 믹스커피에

사용된 인스턴트커피와 커피크리머, 탈지분유 등 개별적인 혼합

성분은 제조회사로부터 제공받아 향기의 분석시료로써 사용하였

다. 혼합물 없이 인스턴트커피만을 사용한 시료를 블랙커피(B)라

표기하였고 전체시료의 샘플코드는 Table 1과 같다.

pH 측정

커피믹스 1개와 그에 해당하는 양의 블랙커피를 각각 65oC 물

100 mL에 녹여 3분간 실온에서 식혔다. 이후 이들 시료를 온도

보정센서가 부착된 pH meter (Orion 520A, Orion Research, Inc.,

Beverly, MA, USA)를 사용하여 교반하면서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휘발성향기화합물 추출

시료를 실제 음용량의 2배 분량으로 하여 120 mL serum vial

(Supelco Co., Bellefonte, PA, USA)에 넣고, 35oC 물 60 mL을

넣어 40oC에서 30분간 SPME fiber (50/30 DVB/Carboxen/PDMS,

Supelco, Bellefonte, PA, USA)에 향기 성분을 흡착시켜 분석에 사

용하였다. 이때, 향기성분의 효과적인 휘발을 위하여 자석식교반

기(IKA, RCT basic, Staufen, Germany)를 이용하여 블랙커피는

350 rpm, 커피믹스는 450 rpm으로 교반하였다. 내부표준물질(IS)

로는 2-heptanone (99%,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사용하였고 모든 분석은 3회 반복 실험하였다.

휘발성 향기화합물의 분석조건

휘발성 향기 성분 분석은 GC-FID (HP 6890, Hewlett-Packard,

Palo Alto, CA, USA)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컬럼은 HP-5 (30 m

×0.32 mm×0.25 µm, J&W Scientific, Folsom, CA, USA)이었으며,

오븐조건은 40oC에서 3분간 유지시키고 3oC/min으로 승온시켜

120oC까지 올려준 뒤 10oC/min으로 230oC까지 상승시켰다. Injector

온도는 230oC, detector 온도는 250oC로 하였다. Carrier gas는

2.2 mL/min (He)으로 하였고 시료의 주입은 splitless 모드를 사용

하여 fiber에 흡착된 물질을 5분간 탈착시켰다.

휘발성 향기성분의 확인 및 동정은 GC-MS (Agilent 5975C,

Agilent Technology, Santa Clara, CA, USA)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컬럼은 HP-5MS column (30 m×0.25 mm×0.25 mm, J&W, Fol-

som, CA, USA)이었고, 오븐의 온도조건은 40oC에서 3분간 유지

시키고 3oC/min으로 승온시켜 120oC까지 올려준 뒤 10oC/min로

230oC까지 승온시켰다. Injector 온도는 230oC였으며 MS의 이온

화는 70 eV이었다. 시료의 주입은 splitless 모드로 유속은 1 mL/

min (He)이며 fiber에 흡착된 향기성분은 5분간 탈착시켰다. 분리

된 성분은 mass spectrum library (Wiley/NBS)로 확인하였고 C6-

C22의 n-paraffin mixture (Supelco, bellefonte, PA, USA)를 사용하

여 retention index (RI)를 계산하였다. 모든 분석실험은 3회 반복

하였다.

휘발성 성분의 특징적인 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실험실에서

자체 제작한 GC-Olfactometry (GC-O, HP-5890 series II, Hewlett-

Packard)를 이용하였다. 컬럼은 HP-1 (30 m×0.53 mm×0.88 µm

J&W Scientific)을 사용하였고 오븐조건은 40oC에서 4분간 유지

시키고 8oC/min으로 230oC까지 상승시켰다. Injector 온도는 230oC,

carrier gas는 8.57 mL/min (He)으로 하였고 sniffing port로 산소를

30 mL/min으로 공급하였다. 가습기를 사용하여 sniffing port에 습

기를 공급하였으며, fiber에 흡착된 향기물질을 5분간 탈착시켜

GC-O 분석에 이용하였다.

관능평가

경희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대학원생 25명을 대상으로 시판되

는 커피믹스 제품 8종에 대한 관능평가를 3회 반복 실시하였다.

커피를 좋아하는 대학원생 25명의 패널을 2주간 사전 훈련을 실

시하여 평가항목의 주관적인 향의 표현을 가능한 객관화하고 동

일 향에 대한 서로 다른 주관적인 표현을 통일하는 과정을 거쳐,

커피의 향과 맛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항목은 향(aroma)과 맛(taste)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항목과

전체적인 강도를 9점 척도(1점, 가장 약함; 9점, 가장 강함)로 평

가하게 하였다. 난수표를 사용하여 샘플을 나누어주고 미지근한

물과 크래커를 함께 제공하여 각 시료의 평가 후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가장 선호하는 시료에 대한 이유를 묻고 답하는 방

식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처리

3회 반복 실시하여 얻은 결과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20 Package

를 이용하여 분산 분석하고, 사후검정으로 5%의 유의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pH 측정

커피믹스를 실제 음용시의 조건인 65oC의 물 100 mL에 녹이

고 3분 경과 후에 pH를 측정하였고 결과는 Fig. 1과 같다. 블랙

커피는 평균 4.83으로 나타났고 설탕의 pH는 7.67, 커피크리머

7.63, 탈지분유 7.79로 나타났다. 블랙커피에 설탕을 첨가하였을

경우 4.86, 블랙커피에 커피크리머를 가하였을 경우 5.40, 블랙커

피에 탈지분유를 첨가하였을 경우 5.52로 측정되었으며, 블랙커

Table 1. Code for coffee samples with the addition of coffee creamer and skim milk

A sample B sample C sample

Mix Black Mix Black Mix Black

Types of
Additive

Coffee
Creamer (CC)

A1-M A1-B B1-M B1-B
- -

A2-M A2-B B2-M B2-B

Skim Milk
(SM)

A3-M A3-B B3-M B3-B
C3-M C3-B

C4-M C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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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 설탕과 커피크리머를 첨가할 경우 6.07, 블랙커피에 설탕과

탈지분유를 첨가할 경우에 6.3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탈지분

유를 첨가할 경우, 커피크리머 첨가의 경우보다 pH가 평균 0.15

씩 높게 측정되었다.

단백질의 구조는 pH의 영향을 받는다. CC에 포함되어 있는 단

백질은 용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나트륨과 결합된 카제인염이

고 SM은 본래의 유단백질이다. 카제인 단백질은 두 종류의

whitener에 모두 함유되어 있지만 향기성분과의 상호작용에는 거

의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13). 그러나, 우유 중에 β-lactoglo-

bulin과 향기성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많이 보고되어 있다

(14-16). β-Lactoglobulin은 pH에 따라 고리구조가 재배열되어서,

6.2 이하의 pH에서 고리구조는 폐쇄된 구조를 형성하고, pH 6.2-

7.2의 범위에서 개방된 구조를 형성한다. 즉, pH가 높을 경우 리

간드와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반대로 pH가 낮을 경우에는 리간

드와의 특이성이 높아진다(17). SM을 사용한 믹스커피의 경우,

pH가 6.2-7.2 구간이므로 β-lactoglobulin이 향기성분과 결합할 기

회가 더 많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단백질과 향기성분

의 상호작용으로만 볼 때, CC보다 SM을 사용한 커피믹스의 경

우에 커피의 향기성분이 휘발하는 정도는 낮을 수 있다. 그러나,

휘발성 향기성분의 분석결과 그 반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백

질이나 탄수화물과 휘발성 향기성분간의 상호작용보다 지방과 휘

발성 향기성분간의 상호작용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18).

휘발성향기성분의 분석조건 확립

커피믹스의 휘발성 향기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물의 온도를 24, 30, 35, 40, 60oC로 하여 재현

성을 분석하였다. 전체 분석 결과는 GC 크로마토그램의 peak area

Fig. 1. Change in coffee pH upon addition of coffee creamer, dried skim milk, and sugar.

Fig. 2. GC chromatograms from coffee mix dissolved at various water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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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ak areas of the volatile aroma compounds in the black coffee and coffee mix of sample A

Peak
No

RI1) Compounds Odor
Coffee sample A (average peak area±SD)

A1-B A1-M A3-B A3-M

1 3-Methyl-1H-pyrazole - 222.5±8.6 148.3±4.50 0.383±14.5 198.3±9.9

2 3-Methyl-2-buten-1-ol Fruity 109.5±00. 113.2±1.60 137.3±600. 105.3±0.8

3 739 1-Methyl-1H-pyrrole Nutty -2) 257.8±62.9 - 0.166±2.2

4 850 Pyridine Fish like - 158.4±20.8 - -

5 822 Furfural Almond 307.2±9.9 293.4±29.1 217.1±5.80 239.2±2.5

6 844 2-Furanmethanol Strong bunt 0476.7±26.6 466.4±12.4 364.7±15.6 562.6±6.6

7 871 2-Heptanone (IS) - 2233.8±65.9 592.6±22.3 2469.1±60.60 531.1±26.

8 892 Ethyl pyrazine Peanut butter 0130.3±30.6 - 85.2±3.8 -

9 941 Benzaldehyde Nutty 110.9±2.3 225.7±8.80 60.9±1.2 235.8±8.5

10 945 Diamino pyridine Pungent 196.5±5.6 157.6±8.60 125.6±3.50 -

11 985 2 furanmethanol, acetate Fruity 1374.7±32.7 570.1±140. 842±14 325.4±14

12 1015 Unknown - - 974.6±420. - 1100.3±31.3

13 1020 Unknown - - 393.3±25.7 - 428.9±7.9

14 1023 Unknown - 120.7±5.4 927.3±30.3 - 1052.9±13.7

15 1029 Unknown - 138.4±3.1 .270±5.8 - 297.1±50.

16 1036 Unknown - - .128±4.6 - 145.5±3.7

17 1044 Unknown - 117.5±4.8 1061.9±3500. - 1267.5±15.6

18 1046 Unknown - - 355.4±3.60 - 415.9±4.5

19 1050 Unknown - - 167.3±4.10 - 201.5±3.8

20 1056 Unknown - 167.8±8.2 1031.8±2100. - 1249.1±10.1

21 1068 Unknown - 144.8±50. 0.593±14.1 - 0714.5±10.1

22 1078 2,2'-Methylenebisfuran Burnt 0630.3±16.6 - .268±3.4 -

23 1121 3-Ethyl-2-pyrazine Nutty - 115.5±6.3 - 131.5±1.5

24 1180 1-(2-Furanylmethyl)-1H pyrrole Cocoa 0458.1±11.2 - 242.4±2.40 -

All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standard deviation) from three replicate analysis.
1)RI: Retention Indicies (RI) were calculated using n-paraffin hydrocarbons (C6-C22) as external references.
2)No detection

Fig. 3. Comparison of coffee aroma volatility at different water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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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ak areas of the volatile aroma compounds in the black coffee and coffee mix of sample B

Peak
No

RI1) Compounds Odor
Coffee sample B (average peak area±SD)

B1-B B1-M B2-B B2-M B3-B B3-M

1 3-Methyl-1H-pyrazole - 189.7±8.80 183.7±4.20 176.1±1.70 52.3±2, -2) -

2 3-Methyl-2-buten1ol Fruity 118.3±14.0 119.2±12.6 131±4.8 120.3±6.6 98.3±11.6 80.1±1.9

3 739 1-Methyl-1H-pyrrole Nutty 132.1±11.3 427.4±14.7 102.5±1.30 251.7±9.3 - 98.5±20.

4 850 Pyridine Fish like - - - 443.2±5.2 - 192.7±2.60

5 822 Furfural Almond 223.8±9.5 279.7±41.5 134.8±2.60 108.7±1.3 127.8±5.4 129.3±7.60

6 844 2 -Furanmethanol Strong burnt 539.2±38 577.5±290. 626.3±37.5 117.4±4.2 463.7±35 186.5±13.6

7 871 2-Heptanone (IS) 1587.9±22.3 472.8±7.90 2026.1±78.50 523.7±4.9 2893.5±144.8 .630±8.3

8 892 Ethyl pyrazine Peanut butter 0163.3±27.4 138.2±39.4 - 171.5±8.1 143.1±32.7 171.3±6.50

9 941 Benzaldehyde Nutty 172.7±1.4 132.7±300. 59.1±1.5 116.4±5.8 101.1±2.5 112.2±140

10 945 Diamino pyridine Pungent 293.2±5.3 247.9±13.9 136.8±4.60 - - -

11 985  2-Furanmethanol, acetate Fruity 1870.5±36.8 0.748±27.6 1193.1±10.80 412.4±2.5 370.2±3.6 0.169±10.1

12 1015 Unknown - - 872.5±24.8 - 0996.5±37.4 - 991.3±18.1

13 1020 Unknown - - 313.6±7.80 - 0265.9±11.5 - 300.5±8.70

14 1023 Unknown - 169.1±5.6 898.4±11.2 - 0845.8±44.1 - 894.9±31.8

15 1029 Unknown - - 226.8±5.70 - 174.7±10. - 204.2±7.60

17 1044 Unknown - - 0.930±21.9 - - - -

18 1046 Unknown - - 318.1±10.9 - 214.5±12.9 - 249.8±11.9

19 1050 Unknown - - 153.7±2.70 - 109.6±0.20 - -

20 1056 Unknown - - 910.1±230. - 585.1±340. - 716.6±31.7

21 1068 Unknown - - 545.2±20.1 - 327.2±21.2 - 200.8±12.7

22 1078 2,2'-Methylenebis furan Burnt 910.3±9.2 - 431.5±9.7 - - -

23 1121 3-Ethyl-2-pyrazine Nutty - 83.9±5.1 - - - -

24 1180 1-(2-furanylmethyl)-1H-pyrrole Cocoa 814±9.9 - 360.3±8.5 - 129.6±2.7 144.8±15.1

All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standard deviation) from three replicate analysis.
1)RI: Retention Indicies (RI) were calculated using n-paraffin hydrocarbons (C6-C22) as external references.
2)No detection

Table 4. Peak areas of the volatile aroma compounds in the black coffee and coffee mix of sample C

Peak
No

RI1) Compounds Odor
Coffee sample C (average peak area±SD)

C3-B C3-M C4-B C4-M

1 3-Methyl-1H-pyrazole - 160.5±6.50 -2) 254.4±21.3 -

3 739 1-Methyl-1H-pyrrole Nutty - 135.7±1.1 - 330.8±24.2

5 822 Furfural Almond 0.676±39.6 510.9±1.8 844.1±10.3 299.5±7.70

6 844 2-Furanmethanol Strong burnt .305±8.6 305.3±7.5 214.7±3.10 374.3±44.2

7 871 2-Heptanone (IS) 1480.2±49.20 472.8±6.6 1218.6±62.10 533.2±30.7

8 892 Ethyl pyrazine Peanut butter 125.8±3.20 063.5±1.8 143.4±23.6 144.8±700.

10 945 Diamino pyridine Pungent 176.7±4.60 124.4±4.2 242.6±20.3 148±2.5

11 985 2-Furanmethanol, acetate Fruity 356.3±6.80 145.8±4.4 399.8±10.1 442±8.7

12 1015 Unknown - - 528.1±4.6 - 379.9±2.80

13 1020 Unknown - - 121.7±6.4 - 123.8±1.40

14 1023 Unknown - - 0391.3±15.9 - 419.8±10.2

17 1044 Unknown - - 0260.1±13.6 - 299.7±15.4

18 1046 Unknown - - 108.8±6.0 - .115±7.6

20 1056 Unknown - - 0272.1±20.0 - 312.5±23.2

21 1068 Unknown - - 154.1±7.8 - 202.5±12.5

22 1078 2,2' Methylenebis furan Burnt - - 248.8±1.50 -

24 1180 1-(2-furanylmethyl) 1H-pyrrole Cocoa - - 213.2±800. -

All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standard deviation) from three replicate analysis.
1)RI: Retention Indicies (RI) were calculated using n-paraffin hydrocarbons (C6-C22) as external references.
2)No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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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비교하였다(Fig. 2, 3).

물의 온도가 24oC일 경우에는 교반시에 커피믹스가 잘 녹지

않아 분석에 문제가 있었으나, 30oC와 35oC에서는 커피믹스가 녹

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30oC는 앞부분의 peak가 10% 이내

의 RSD를 나타내는 반면 35oC는 모든 peak가 5% 이내임을 확

인하였다. 40oC의 경우 분석시간 중간부분 peak까지의 RSD가

10% 이상이 나타났고, 60oC의 경우는 30, 35oC에 비하여 peak의

높이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모든 peak가 5% 이내의

RSD를 나타내는 35oC의 물을 이용한 분석이 최적의 분석조건임

을 확인하였다.

블랙커피에 커피크리머와 설탕을 첨가하였을 때 휘발성 화합

물의 변화

전체 샘플을 각각 35oC 물에 녹여 GC-MS로 분석한 결과 24

개의 화합물을 동정할 수 있었다(Fig. 4). 좋지 않은 향을 내는

pyridine, diamino-pyridine을 비롯하여 거칠고 쓴맛을 내는 2-furan-

methanol, 너트향을 내는 1-methyl-1H-pyrrole, 아몬드향의 benzal-

dehyde, 3-ethyl-2-pyrazine, furfural, 땅콩버터 향인 ethyl-pyrazine,

과일향을 내는 2-furanmethanol acetate, 코코아 향을 내는 1-(2-

furanylmethyl)-1H-pyrrole을 동정할 수 있었다.

Pyrazine 화합물은 커피의 중요한 향기성분이다(19). 일반적으

로는 볶은 향과 탄 향을 내는 화합물(20)로 화합물 간의 결합에

있어 상승 또는 길항작용을 하는 화합물이라 보고되어 있다(19).

Pyridine과 유도체들은 커피 뿐만이 아니라, 코코아, 치즈, 치킨,

계란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존재하나, 가열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21), 풀 냄새, 쓴 향, 자극적인 향 또

는 구운 향을 낸다고 알려져 있다(22). 2-Furanmethanol은 거칠고

쓴맛의 화합물로(19)서 수증기압이 낮으므로, 휘발이 잘 안 되는

특징이 있으며(23), 환원당과 아미노산의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다(24). 이들은 본 실험과정 중 모든 시료에서 공통적으로 검출

되었으며 커피의 주요 구성성분 임을 확인하였다.

CC와 SM 자체의 휘발성 향기성분을 분석하였으나, 검출된

peak의 정체는 MS의 표준 mass spectrum library로써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이유로는, 아마도 검출된 성분에 해당하는 표준

Fig. 4. GC chromatograms of black coffee (A-1, 3) and coffee mix (A-1, 3) by GC-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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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um이 library에 없거나, 또는 절대적인 이온의 양이 낮기 때

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들의 향기특성을 파악하여 간

접적으로 화합물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GC-O를 실시한 결

과 GC-MS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향을 갖는 화합물을 확

인할 수 없었으며, 단지 약하게 달콤한 향만을 느낄 수 있었다.

커피믹스의 경우에는 구수한 향과 연한 초콜릿 향 등이 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커피크리머와 탈지분유의 제조시

에 농축과 분무건조과정에서 생성되는 향기성분으로 추측된다.

커피믹스와 블랙커피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마일드한 과일이나

꽃 향기 성분인 2-furanmethanol, acetate (furfuryl acetate)의 경우

커피믹스에서는 블랙커피와 비교하여 1/2 정도로 감소하는 반면

너트향을 내는 1-methyl-1H-pyrrole, benzaldehyde, ethyl pyrazine

의 함량은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2-4) (Fig. 4, 5).

CC를 혼합한 커피믹스와 SM을 혼합한 전체적인 결과를 비교

한 결과, CC를 혼합한 커피믹스가 SM을 혼합한 커피믹스에 비

하여 휘발성 향화합물의 감소가 더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CC

의 지방은 커피수용액에 점성을 부여하고 지용성의 휘발성 성분

과 상호작용하여 커피의 향기성분이 휘발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

다. 이러한 현상은 블랙커피 보다 지방함량이 높은 CC첨가 커피

믹스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Bucking과 Steinhart (3)의 결과와

도 일치한다.

인스턴트 커피믹스 관능평가 결과

커피믹스에 함유된 첨가물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향미를 평

가하기 위하여 차이식별검사 및 선호도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검

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차이식별검사의 평가항목은 크게 향(aroma)과 맛(taste)으로 구

분하였다. 향의 경우에, 견과류 향(nutty)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단 향(sweet)과 분유 향(milky)

의 경우 SM첨가 커피믹스에서 CC첨가 커피믹스보다 유의적으

로 강하게 나타났고, 이취의 경우 CC첨가 커피믹스가 SM첨가

커피믹스보다 유의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맛의 경우, 단맛에서

SM첨가 커피믹스의 경우 CC첨가 커피믹스보다 유의적으로 강하

게 나타났지만, 신맛과 쓴맛에서는 CC첨가 커피믹스일 때 SM첨

가 커피믹스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선호도 검사에서는 대학원생 대부분은 20대 중반 이상으로 SM

이 사용된 커피믹스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그 중 C3-M 커피믹스

가 가장 높았다. 선호하는 이유로는 다른 커피믹스보다 부드럽고

우유 향이나 단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진한 커피를 좋

아하는 패널의 경우 A1-M을 선호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커피 맛

이 다른 것들보다 진하기 때문에 느끼함이나 단맛이 적게 느껴

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유를 싫어하면서 일반적인 커피를 좋

아하는 패널은 B2-M을 선호하였는데 이 경우, 커피의 향도 적절

Table 5. Sensory evaluation of coffee mix to compare the effect of coffee cream and skim milk on flavor perception

Sensory
Properties

Coffee mix samples

A1-M1) A2-M A3-M B1-M B2-M B3-M C3-M C4-M

Aroma

Sweet 5.05±1.64ab2) 4.77±1.99abc 5.18±1.71a 3.52±1.85d 4.46±1.69abc 4.40±2.03c 5.13±1.70a 4.90±1.63abc

Nutty 5.12±1.62a 4.96±1.85a 4.81±1.61a 4.65±2.21a 5.06±2.09a 5.09±2.08a 5.13±1.81a 4.77±1.79a

Milky 4.20±1.62c 4.44±1.98bc 4.97±1.97ab 3.44±1.87d 3.96±1.80cd 4.22±2.06c 5.44±2.06a 4.61±1.99bc

Off-aroma 2.70±1.68cd 3.44±2.17b 2.37±1.29d 4.33±2.34a 3.05±1.90bc 2.90±1.75bcd 2.94±1.76bcd 2.76±1.65cd

Total 5.47±1.54a 4.93±1.88ab 5.02±1.75ab 4.41±2.01b 4.57±1.77b 4.52±2.10b 4.52±1.88b 4.87±1.69b

Taste

Bitter 4.93±2.18b 4.44±2.03b 3.20±1.49d 4.96±2.18b 5.82±2.25a 3.74±1.77cd 3.66±1.98d 4.37±1.97bc

Sweet 4.94±1.65de 4.85±1.76de 6.54±1.82a 4.52±1.88e 4.60±1.81e 5.34±1.84cd 6.05±1.73ab 5.56±1.89bc

Acidic 3.30±2.04bc 3.25±2.01bc 2.50±1.31d 4.18±2.36a 3.76±2.15ab 2.74±1.46cd 2.58±1.52d 2.97±1.77cd

Total 5.13±1.44a 4.20±1.67c 4.67±1.66abc 4.35±2.00bc 5.16±2.01a 4.32±1.83bc 4.89±1.83ab 4.72±1.80abc

1)Abbreviations, refer to the Table 1
2)All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n=3).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s
range test (p<0.05).

Fig. 5. Comparison of the major volatile aroma compounds in coffee samples (A1, A2, A3-black coffee and A4, A5, A6- coffee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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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단맛도 적절한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 약

인스턴트커피는 보통 커피크리머 또는 탈지분유와 설탕을 섞

어서 커피믹스라는 불리는 형태로 사용된다. 커피믹스의 맛은 커

피에 혼합하는 성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커피믹스의 제조 시에 혼합하는 성분이 커피의 향기와 맛에 미

치는 영향을 GC-HS-SPME로써 분석하고, 맛을 평가하는데 있었

다. 8종의 시판 커피믹스와 각각에 사용된 블랙커피 8종을 제조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분석에 사용하였다. 커피믹스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혼합 성분인 커피크리머나 탈지분유 등 커피 whitener

는 자체의 향기는 매우 약해서 향기성분의 정체를 확인할 수 없

었으나, 이들을 블랙커피에 넣었을 때에는, 블랙커피일 때와 비

교하여 휘발성 향기성분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변화를 확인하였

다. 이러한 효과는 두 가지 종류의 커피 whiteners에서 확인하였

으나 탈지분유보다는 지방이 많고 점성이 높은 커피크리머에서

더 잘 보여주었다.

References

1. Moon JK, Shibamoto T. Role of roasting conditions in the profile
of volatile flavor chemicals formed from coffee beans. J. Agr.
Food Chem. 57: 5823-5831 (2009)

2. Overbosch P, Afterof WGM, Haring PGM. Flavor release in the
mouth. Food Rev. Int. 7: 137-184 (1991)

3. Bücking M, Steinhart H. Headspace GC and sensory analysis
characterization of the influence of different milk additives on the
flavor release of coffee beverages. J. Agr. Food Chem. 50: 1529-
1534 (2002)

4. Moon JW. Instant, decaffein, health, science. pp. 271-273. In:
Perfect Espresso. Moon JW (ed). IBline Press, Inc., Seoul, Korea
(2008)

5. U.S. Dairy Export Council, Available from: http://usdec.files.cms-
plus.com/DGN/AbstractPDFs/NutrCompOfSMP.pdf. Accessed April
15, 2015.

6. Do HJ. Coffee consumption per man. Available from: http://
biz.heraldcorp.com/view.php?ud=20130927000122. Accessed Sep.
29, 2013.

7. Druaux C, Voilley A. Effect of food composition and microstruc-
ture on volatile flavour release. Trends Food Sci. Tech. 8: 364-
368 (1997)

8. Ding X, Yang Y, Zhao S, Li Y, Wang Z. Analysis of α-lactalbu-
min, β-lactoglobulin A and B in whey protein powder, colostrum,
raw milk, and infant formula by CE and LC. Dairy Sci. Technol.
91: 213-225 (2011) 

9. Delarue J, Giampaoli P. Carbohydrate-flavour interactions. pp.
208-228. In: Flavour in Food. Voilley A, Etievant P (eds). Wood-
head Publishing Limited/CRC Press, Cambridge, UK (2006)

10. Hansson A, Andersson J, Leufven A. The effect of sugars and
pectin on flavour release from a soft drink-related model system.
Food Chem. 72: 363-368 (2001)

11. Plug H, Haring P. The role of ingredient-flavour interactions in
the development of fat-free foods. Trends Food Sci. Tech. 4: 150-
152 (1993)

12. Brauss MS, Linforth RS, Cayeux I, Harvey B, Taylor AJ. Alter-
ing the fat content affects flavor release in a model yogurt sys-
tem. J. Agr. Food Chem. 47: 2055-2059 (1999)

13. Tromelin A, Andriot I, Guichard E. Protein-Flavour Interactions.
pp. 172-207. In: Flavour in Food. Voilley A, Etievant P (eds).
Woodhead Publishing Limited/CRC Press, Cambridge, UK (2006)

14. Fischer N, Widder S. How proteins influence food flavor: the
chemistry of flavor interactions. Food Technol.-Chicago 51: 68-70
(1997)

15. Flower DR. Beyond the superfamily: The lipocalin receptors.
BBA-Protein Struct. M. 1482: 327-336 (2000)

16. O’Neill TE, Kinsella JE. Binding of alkanone flavors to ß-lacto-
globulin: effects of conformational and chemical modification. J.
Agr. Food Chem. 35: 770-774 (1987)

17. Uhrínová S, Smith MH, Jameson GB, Uhrín D, Sawyer L, Bar-
low PN. Structural changes accompanying pH-induced dissocia-
tion of the β-lactoglobulin dimer. Biochemistry-Us. 39: 3565-
3574 (2000)

18. Malone ME, Appelqvist IAM, Norton IT. Oral behaviour of food
hydrocolloids and emulsions. Part 2. Taste and aroma release.
Food Hydrocolloid. 17: 775-784 (2003)

19. Leino M, Lapveteläinen A, Menchero P, Malm H, Kaitaranta J,
Kallio H. Characterisation of stored arabica and robusta coffees
by headspace-GC and sensory analyses. Food Qual. Prefer. 3:
115-125 (1992)

20. Ho C, Hwang HI, Yu TH, Zhang J. An overview of the Maillard
reactions related to aroma generation in coffee. pp. 519-527. In:
Proceedings of the 15th International Colloquium on the Chemis-
try of Coffee. Association for Science and Information on Coffee
(ASIC), Paris, France (1993)

21. Maga JA. Pyridines in foods. J. Agr. Food Chem. 29: 895-898
(1981)

22. Sanz C, Ansorena D, Bello J, Cid C. Optimizing headspace tem-
perature and time sampling for identification of volatile com-
pounds in ground roasted arabica coffee. J. Agr. Food Chem. 49:
1364-1369 (2001)

23. Shimoda M, Shibamoto T.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head-
space volatiles from brewed coffee with an on-column GC/MS
method. J. Agr. Food Chem. 38: 802-804 (1990)

24. Ames JM, Guy RCE, Kipping GJ. Effect of pH and temperature
on the formation of volatile compounds in cysteine/reducing
sugar/starch mixtures during extrusion cooking. J. Agr. Food
Chem. 49: 1885-1894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