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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팅 조건에 따른 엘살바도르산 Coffea arabica cv. Bourbon 커피의

이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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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stics of El Salvadoran Coffea arabica cv. Bourbon coffee extracts under various
roasting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Green beans were roasted under four different conditions (Light-medium, Medium,
Moderately dark, and Very dark). The coffee extracts were prepared by using the espresso or drip methods. As the roasting
degree increased, the coffee bean moisture content decreased and the ash content increased. The lightness and yellowness
of the beans and coffee extracts decreased along with the increasing roasting degree. In the drip coffee, the reducing sugar
content decreased and the pH value increased along with the increasing roasting degree. Both in the espresso and drip
coffee, total organic acid and chlorogenic acid contents decreased, while the caffeine content increased along with the
increasing roasting degree.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roasting degree affects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coffee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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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커피는 대표적인 기호 음료 중의 하나로서 향과 풍미가 좋아

매일 전 세계적으로 약 22억 5천만 잔 이상 소비되고 있다(Much

Needed, 2020). 국제커피기구(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ICO)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커피 원두의 소비량은 2016-2017

년 1억 5,864만 2천 포대(1포대=60 kg)에서 2019-2020년 1억

6,933만 7천 포대로 약 6.3%가 증가하였으며, 국내 커피 원두의

소비량은 2016-2017년 231만 6천 포대에서 2019-2020년 260만 2

천 포대로 약 11.0%가 증가하였다(ICO, 2020a). 커피(coffea)속으

로 분류되는 식물은 현재까지 약 80여 종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 Arabica와 Robusta종이 주로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다(ICO,

2020b). 커피는 같은 품종이라도 생산 지역에 따라 맛과 향에 차

이를 보이기 때문에 분류 시 커피를 생산한 국가의 지명을 붙인

다. 엘살바도르(El Salvador)는 중앙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에 위치

한 국가로 해발고도가 높고 무기질이 풍부한 화산지형으로 인해

커피 재배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으며, Bourbon과 Pacamara 품종

을 주로 재배한다. 엘살바도르는 천혜의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내전과 정치적 불안요소 등으로 인하여 커피산업이 크

게 위축되어 있으며, 과학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엘살바도르에서 재배되는 커피는 다른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커

피에 비해 산도가 강하지는 않지만 산뜻하고 부드러우면서 초콜

릿과 같은 달콤한 향미가 특징이며, 전문패널에 의한 기호도 조

사에서 향미와 맛의 균형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높게 평가되었

다(Lee와 Pae, 2014).

커피의 로스팅(roasting)은 생두가 물리 화학적 변화를 통해 특

유의 색과 향미를 생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생두는 로스팅으로

인해 수분이 증발하고, 조직이 다공질로 바뀌어 밀도가 감소하며

(Chung, 2015), 마이야르(maillard) 반응, 캐러멜(caramel)화 반응,

지질 산화, 페놀화합물의 분해 등에 의하여 이화학적 특성이 변

화한다(Stefanello 등, 2019). 지금까지 보고된 로스팅 조건에 따

른 커피의 이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콜롬비아산 커피의 로

스팅 및 가공법에 따른 관능적 품질 특성 연구(Ko 등, 2017), 인

도네시아산 로부스타 커피의 로스팅에 따른 생리 활성 성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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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 활성 연구(Herawati 등, 2019) 등이 있다. 그러나 품종이

다른 원두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로스팅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

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로스팅 조건이 요구

된다(Hecimovic 등, 2011). 지금까지 알려진 커피 추출법으로는

사이폰, 프렌치 프레스, 모카 포트 등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으

며, 이 중 고압·고온의 물을 이용하여 단시간에 추출하는 에스

프레소와 중력의 원리를 이용하여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어 추

출하는 드립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Caporaso 등, 2014).

본 연구에서는 엘살바도르산 Coffea arabica cv. Bourbon 생두

를 4단계의 다른 강도로 로스팅한 후, 에스프레소와 드립 방법으

로 커피를 추출하여 로스팅 정도에 따른 커피의 이화학적 특성

을 조사하였다. 로스팅 조건이 다른 원두에서 중량 손실, 일반성

분, 색도와 갈색도를 측정하였고, 로스팅 조건이 다른 원두로부

터 추출한 에스프레소와 드립 커피에서 색도와 갈색도, 가용성

고형분, 환원당 함량, pH, 총 산도, 유기산 함량, 카페인 함량과

클로로겐산 함량을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커피 생두는 엘살바도르에서 2018년 1월

에서 2월까지 수확된 Coffea arabica cv. Bourbon (Strictly high

grown, SHG; Natural processed) 품종으로, 모이커피컴퍼니(Moi

Coffee Company, Yongin, Korea)에서 제공받았다.

로스팅

170oC로 예열된 로스터(Aillio Bullet R1 Roaster, Aillio, Taipei,

Taiwan)에 생두를 투입한 후, Coffee roast degree analyzer (CM-

100, lighttells, Zhubei City, Taiwan)로 agtron 값을 측정하여, 스페

셜티 커피 협회(The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SCA)의 로스팅

단계 분류법을 기준으로 Light medium (Agtron 70.17-60.36),

Medium (Agtron 60.07-50.00), Moderately dark (Agtron 49.75-

45.18), Very dark (Agtron 30.07-20.50)의 4단계로 로스팅하였다

(Table 1). 로스팅한 원두는 사용 시까지 −18oC에서 냉동 보관하

였다.

에스프레소 추출

에스프레소 전용 반자동 그라인더(900N, Yang-Chia Machine

Works Co., Ltd, Taichung City, Taiwan)를 이용하여 원두를 45

mesh로 분쇄한 후,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E98 President A2,

Faema, Milano, Italy)을 이용하여 원두 분말 7 g을 30 mL까지 추

출하였다. 에스프레소 추출액은 로스팅 강도에 따라 Light medium

(E1), Medium (E2), Moderately dark (E3)와 Very dark (E4)의 4

가지 시료로 준비하였다.

드립 추출

드립 전용 전동 그라인더(Fuji coffee mill R-440, Fujikouki Co.,

Ltd.,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원두를 25 mesh로 분쇄한 후, 클

레버 드리퍼(Mr. Clever, EK Int’l Co., Ltd., Taipei, Taiwan)를 이

용하여 원두 분말 15 g을 210 mL까지 추출하였다. 드립 추출액은

로스팅 강도에 따라 Light medium (D1), Medium (D2), Moder-

ately dark (D3)와 Very dark (D4)의 4가지 시료로 준비하였다.

중량 손실

로스팅에 따른 중량 손실은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OAC, 1995)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생두 250 g을

로스팅한 후 무게를 측정하여 로스팅에 따른 중량 손실을 로스

팅 전 시료 중량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Weight loss (%)=[(Initial weight of coffee bean − Final weight

of coffee bean)/Initial weight of coffee bean]×100 (1)

일반성분 분석

생두와 원두의 일반성분은 AOAC(1995)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

였다. 수분함량은 상압가열건조법, 조단백질 함량은 Micro-Kjeldahl

법, 조지방 함량은 Soxhlet법, 조회분 함량은 직접회화법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탄수화물을 포함하는 기타 성분의 함량은 100

에서 수분 함량, 조단백질 함량, 조지방 함량, 조회분 함량을 뺀

값으로 하였다. 모든 결과는 시료 무게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색도와 갈색도

생두, 원두와 커피 추출액의 색도는 색도계(LC100, Tintometer

Limited, Amesbury, UK)를 이용하여 측정한, 명도(L*), 적색도(a*),

황색도(b*)로 나타내었다. 갈색도(brown index, BI)는 Virgen-

Navarro 등(2016)의 방법에 따라 나타내었다.

BI= (2)

가용성 고형분

추출액의 가용성 고형분(Total dissolved solids, TDS) 함량은

Gómez(2019)의 방법에 따라 oBrix 값에 0.85를 곱하여 나타내었

다. oBrix 값은 Brix meter (HI 96801, HANNA Instruments,

Woonsocket, RI,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3회 반복 측

정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환원당 함량

추출액의 환원당 함량은 Miller(1959)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

하였다. 에스프레소 커피는 5배, 드립 커피는 2배 희석하여 시료

로 사용하였다. 시료 0.3 mL에 3,5-dinitrosalicylic acid (DNS) 시

약 0.3 mL를 첨가한 후 100oC 항온수조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용액에 증류수 0.9 mL를 첨가하여 15분간 상온에서 정치시

킨 후, Microplate reader (Spectramax M2E, Thermo Fisher Sci-

entific,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Glucose (Duksan Science, Seoul, Korea)를 표준물질로

z 0.31–

0.17
----------------- 100 z

a∗ 1.75L∗+

5.645∗ a∗ 3.012b∗–+
---------------------------------------------------=⎝ ⎠

⎛ ⎞×

Table 1. Roasting conditions

Sample Initial temperature (oC) Final temperature (oC) Total roasting time (min: s) Agtron number

Light medium 170 191 8:51 66.6±0.6

Medium 170 200 9:35 55.2±0.6

Moderately dark 170 210 10:61 46.2±0.3

Very dark 170 230 15:85 2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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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하고, 환원당 함량을 mg/mL로 나타내

었다.

pH

추출액의 pH 값은 pH meter (ORION STAR A211, Thermo

Fisher Scientifi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3회 반복 측정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총 산도

추출액의 총 산도는 Nielson(2010)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에

스프레소 커피와 드립 커피는 각각 5배 희석하여 시료로 사용하

였다. 시료 10 mL을 취하여 1%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첨가하

고, 0.1 N NaOH 용액으로 pH 8.0이 될 때까지 적정하였다. 이때

소비된 NaOH 용액의 mL 수를 citric acid (%)로 환산하여 총 산

도로 나타내었다.

Citric acid (%)＝V×F×A×D×(1/S)×100 (3)

V: 0.1 N NaOH 용액의 적정치 소비량(mL)

F: 0.1 N NaOH 용액의 역가

A: 0.1 N NaOH 용액 1 mL에 상당하는 citric acid의 양

D: 희석배수

S: 시료의 채취량(mL)

유기산 함량

추출액의 유기산 함량은 Jham 등(2002)의 방법을 응용하여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Ultimate 3000, Thermo

Fisher Scientifi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에스프레소 커피는 10

배, 드립 커피는 3배 희석하여 0.45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한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Column은 Capcell Pak C18 UG 120 (5 μm,

4.6×150 mm, Shiseido, Tokyo, Japan)을 사용하였으며, column 온

도는 30oC로 하였다. 이동상은 0.1% phosphoric acid (Samchun,

Pyeongtaek, Korea)으로 하여 0.4 mL/min의 유속으로 20분간 흘려

주었다. 시료는 20 μL씩 주입하였으며, UV-vis detector (VWD-

3100, Thermo Fisher Scientific)를 이용하여 220 nm에서 검출하였

다. Acetic acid (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 citric

acid (Junsei Chemical Co., Ltd.), L-malic acid (Junsei Chemical

Co., Ltd.), oxalic acid (Junsei Chemical Co., Ltd.)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하고, 각각의 유기산 함량을 mg/mL로

나타내었다.

카페인과 클로로겐산 함량

추출액의 카페인과 클로로겐산 함량은 Jung 등(2017)의 방법을

응용하여 HPLC로 분석하였다. 에스프레소 커피는 25배, 드립 커

피는 10배 희석하여 0.45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한 후 시료로 사

용하였다. Column은 Capcell Pak C18 UG 120 (5 μm, 4.6×150

mm, Shiseido)을 사용하였고, column의 온도는 40oC로 하였다. 이

동상은 acetonitrile (13% A, Burdick & Jackson, Porter, IN,

USA)과 0.4% phosphoric acid (87% B, Samchun)으로 하여, 0.5

mL/min의 유속으로 10분간 흘려주었다. 시료는 20 μL씩 주입하

여 UV-vis detector로 290 nm에서 검출하였다. Caffeine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과 chlorogenic acid (Sigma-Ald-

rich)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하였으며, 카페인 및

클로로겐산 함량을 각각 mg/mL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시행하였으며,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5.0, IBM　Corporation, Armonk, NY, USA)를 이

용하여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시료 간 차이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Duncan's mul-

tiple range test를 수행하여 p<0.05의 유의수준에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중량 손실

로스팅 후 원두의 무게는 Light medium과 Medium 단계에서

생두보다 8% 감소하였으며, Moderate dark와 Very dark 단계에서

생두보다 각각 12, 16%가 감소하여 로스팅 강도가 증가할수록

원두의 중량 손실이 증가하였다. Kim 등(2019)의 연구에서는 Very

dark 단계로 로스팅한 브라질산 Catuai 원두의 무게가 생두의 무

게보다 20.16% 적었으며, Suh 등(2015)의 연구에서는 브라질산

Bourbon, 인도네시아산 Mandheling, 케냐산 Tatu 원두의 무게가

Dark 단계로 로스팅한 경우 각각 18.5, 18.3, 17.8% 감소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로스팅이 강해질수록 중량 손실이 증가

하는 것은 주로 수분의 손실에 의하며, 유기물이 열에 의해 이산

화탄소와 휘발성 물질로 바뀌는 것은 또한 원두의 중량 손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okanovic 등, 2012).

일반성분

로스팅 정도에 따른 원두의 일반성분은 Table 2와 같다. 수분

함량은 생두가 8.19%로 가장 높았으며, Light medium (2.81%)>

Medium (1.88%)>Moderately dark (1.23%)>Very dark (0.76%)

순으로 로스팅이 강해질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조단백질

함량은 생두가 14.07%로 가장 낮았으며, Medium (16.47%), Mod-

erately dark (15.51%)와 Very dark (15.66%) 단계에서는 생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조지방 함량은 생두가 10.33%이었으며, Light

medium (8.25%) 단계에서는 생두보다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Very

dark (14.67%) 단계에서는 생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조회분

함량은 생두가 5.03%로 가장 낮았으며 Light medium (5.33%)<

Medium (5.59%)<Moderately dark (5.68%)<Very dark (6.22%)

순으로 로스팅이 강해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탄수화물을

포함한 기타 성분은 생두가 62.38%로 가장 낮았으며, Light

medium (69.03%), Medium (65.45%)과 Moderately dark (68.14%)

단계에서는 생두보다 유의적으로 많았고, Very dark (62.69%) 단

계에서는 생두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Pittia 등(2001)의 연구

에서는 Arabica종 Santos 커피 생두의 수분함량이 11.45 g/100 g

이었으며, 20분간 로스팅한 원두의 수분함량은 2 g/100 g 이하로

감소하였다. Kang 등(2015)의 연구에서 콜롬비아산 Supremo 커

피 생두의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회분과 탄수화물의 함량은 각

각 8.23, 1.54, 10.66, 3.90, 75.13%이었으며, 엘살바도르산 Bour-

bon 생두와 비교하여 단백질, 무기질 함량이 낮고, 탄수화물의 함

량이 높았다. 원두의 로스팅 강도를 달리하였을 때 강하게 로스

팅한 원두에서 약하게 로스팅한 원두에 비하여 수분함량이 적었

고, 조단백질은 증가하고, 조지방과 탄수화물 함량은 원두의 분

쇄도에 따라, 같거나 증가하였고, 회분은 증가하였다. 원두의 수

분함량은 로스팅 초기 탄수화물의 열분해, 클로로겐산 및 유기산

등의 분해로 다소 증가하다가 두 번째 균열 이후부터 급격히 감

소한다(Ledl과 Schleicher, 1990). 로스팅 중에는 수분이 증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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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와 일부 유기물이 빠져나오며, 캐러멜화 반응, 마이야

르 반응, 열분해, 가수분해, 산화 반응 등의 많은 복잡한 반응이

일어나 구성 성분이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Stefanello 등, 2019).

색도와 갈색도

커피의 색은 커피의 관능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이

다. 로스팅 정도에 따른 원두의 색도와 갈색도는 Table 3과 같다.

명도(L*)는 생두가 47.70으로 가장 높았으며, Light medium

(39.79)>Medium (33.62)>Moderately dark (31.61)>Very dark (23.49)

순으로 로스팅이 강해짐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적색도

(a*)는 생두가 2.60으로 가장 낮았으며 Light medium (5.18),

Medium (6.55), Moderately dark (5.38) 단계에서는 생두보다 유의

적으로 높았고, Very dark (3.99) 단계에서는 생두와 유의적인 차

이가 없었다. 황색도(b*)는 생두가 9.90으로 가장 높았으며, Light

medium (8.92)>Medium (8.17)>Moderately dark (4.62)>Very dark

(2.40) 순으로 로스팅이 강해질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갈색

도는 생두에서 26.85이었으며, Light medium (34.53)과 Medium

(41.91) 단계에서는 생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Moderately

dark (27.79)와 Very dark (22.59) 단계에서는 생두와 유의적인 차

이가 없었다.

로스팅 정도에 따른 커피 추출액의 색도는 Table 4와 같다. 에

스프레소 커피의 명도는 E1에서 10.33으로 가장 높았고, E2 (9.37)

>E3 (7.53)>E4 (7.07) 순으로 로스팅이 강해질수록 유의적으로 감

소하였다. 드립 커피의 명도는 에스프레소 커피와 유사하게 D1에

서 39.77로 가장 높았고, D2 (15.67)>D3 (12.73)>D4 (8.47) 순으로

로스팅이 강해짐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에스프레소 커피

의 적색도는 E1과 E2에서 모두 5.40으로 가장 높았으며, E3

(2.17)>E4 (1.10) 순으로 로스팅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드립 커피의 적색도는 D1에서 17.27이었으며 D2

(18.93)에서 D1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D3 (16.67)과 D4 (11.43)

에서는 유의적으로 낮았다. 에스프레소의 황색도는 E1에서 4.50이

었으며 E2 (4.53)에서는 E1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E3 (1.00)

과 E4 (−0.27)에서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드립 커피의 황색도

는 D1에서 49.67로 가장 높았으며, D2 (14.90)> D3 (10.83)>D4

(3.93) 순으로 로스팅이 강해질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에스

프레소 커피의 갈색도는 E1에서 93.72이었으며, E2 (105.09)에서는

E1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E3 (34.37)과 E4 (7.17)에서는 유

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드립 커피의 갈색도는 D1에서 372.31로 가

장 높았으며 D2 (254.26)>D3 (227.59)>D4 (143.86) 순으로 로스팅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Kim 등(2019)의 연구에서는 브라질산 Catuai 생두의 명도, 적

색도, 황색도 및 갈색도는 각각 43.77, 4.37, 20.33과 68.05이었으

며 엘살바도르산 Bourbon 생두와 비교하여 명도가 낮았고, 적색

도, 황색도 및 갈색도가 높았으며, 로스팅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명도와 황색도는 감소하였고, 적색도는 증가하다 감소하여 본 연

구결과와 유사하였다. Lee 등(2013)의 연구에서도 콜롬비아산

Supremo 커피와 브라질산 Santos 생두의 명도(39.42와 40.93), 적

색도(0.61과 1.17) 및 황색도(5.61과 7.12)가 엘살바도르산 Bourbon

생두에 비하여 낮았으며, 로스팅이 강해질수록 명도와 황색도가

감소하였고, 적색도는 light 단계에서는 생두보다 높았으나 로스

팅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하였다. Chung 등(2013)은 콜롬비아산 Tamara 커피 추출액의

갈색도가 로스팅 온도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다가 다시 감

소하며, 특히 191.34oC와 6.72분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였다. 커피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of coffee beans with different roasting degrees (%)

Composition Green beans
Roasted beans

Light medium Medium Moderately dark Very dark

Moisture 08.19±0.06a 02.81±0.31b 01.88±0.05c 01.23±0.00d 00.76±0.01e

Crude protein
14.07±0.28c

0(15.32±0.29b)1)
014.58±0.26bc

(15.00±0.27b)
16.47±1.11a

(16.79±1.14a)

015.51±0.18ab

(15.70±0.18b)
15.66±0.30b

0(15.78±0.31ab)

Crude fat
10.33±1.36b

(11.25±1.47b)
08.25±0.55c

0(8.49±0.55c)
10.61±0.96b

(10.81±0.97b)
009.45±1.43bc

00(9.57±1.45bc)
14.67±0.67a

(14.78±0.67a)

Ash
05.03±0.14d

0(5.48±0.15c)
05.33±0.01c

0(5.49±0.01c)
05.59±0.08b

0(5.70±0.08b)
05.68±0.01b

0(5.75±0.01b)
06.22±0.03a

0(6.27±0.03a)

Others2)
62.38±1.62c

(67.95±1.78b)
69.03±0.18a

(71.03±0.34a)
65.45±1.63b

(66.70±1.67b)
68.14±1.60a

(68.99±1.62b)
62.69±0.95c

(63.17±0.96c)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e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all samples.
1)( ): Values in parenthesis indicate the percentage on a dry weight basis.
2)Others: 100−(Moisture+Crude protein+Crude fat+Ash).

Table 3. Color of coffee beans with different roasting degrees

Colors1) Green beans
Roasted beans

Light medium Medium Moderately dark Very dark

L* 47.70±0.10a0 39.79±2.04b 33.62±1.99c 31.61±1.26c 23.49±2.45d

a* 2.60±0.30b 05.18±2.76a 06.55±0.48a 05.38±0.91a 003.99±0.39ab

b* 9.90±0.80a 08.92±0.93a 08.17±1.07a 04.62±1.41b 02.40±0.85c

BI 26.85±2.62c0 34.53±2.13b 41.91±6.58a 027.79±2.95bc 22.59±2.30c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d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all samples.
1)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BI, browing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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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색 물질은 로스팅 중 커피 원두에 함유되어있는 성분의 캐

러멜화 반응과 메일라드 반응으로 생성되는 물질에 기인한다

(Friedman, 1996; Ozdemir와 Devres, 2000). 단백질의 아미노기와

환원당의 카르보닐기 사이에서 메일라드 반응을 통하여 갈색의

중합체인 멜라노이딘이 생성되며, 커피의 성분 중 클로로젠산의

분해로 생성된 글리세르알데하이드(glyceraldehyde), 글리코알데하

이드(glycoaldehyde) 등은 또한 갈색도를 증가시킨다(Rhi와 Shin,

1993).

가용성 고형분 함량

로스팅 정도에 따른 커피 추출액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Table

5와 같다. 에스프레소 커피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E1에서 5.02%

였고, 로스팅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E3 (4.73%)에서는

E1보다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E4 (4.96%)에서는 다시 증가하여

E1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드립 커피에서 가용성 고형분 함

량은 D1에서 D4 모두 1.28%로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브라질 Catuai 커피의 경우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에스프레소 커

피에서는 Medium 단계로 로스팅한 경우 가장 낮았고 로스팅이

강해짐에 따라 다시 증가하였으며, 드립 커피에서는 Light medium

단계로 로스팅한 경우 가장 높았으며 로스팅이 강해짐에 따라 감

소하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Kim 등, 2019). Seo 등(2003)

은 서울 시내 판매 중인 에스프레소 커피와 레귤러 커피의 고형

분 함량이 각각 4.61, 0.56%로 에스프레소 커피에서 더 높음을

보고하였다. Bell 등(1996)은 분쇄 입자의 크기 차이는 커피 층을

통과하는 물의 속도를 달라지게 하여 추출되는 성분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으며, Clarke(1987)는 분쇄 입자가 가늘수록 더 많은

가용성 성분이 추출된다고 보고하였다. Kim과 Kim(2017)은 탄자

니아산 Bourbon 원두를 사용하여 추출한 드립 커피의 가용성 고

형분 함량이 2.21-2.51%이며, 로스팅 시간이 길어질수록 커피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Sung 등

(2016)의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산 Sidamo 생두 추출물의 oBrix

값이 2.00%였으며, medium 단계로 로스팅한 원두로 추출한 커

피의 oBrix 값은 1.90%로 로스팅에 의하여 커피의 가용성 고형

분 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Illy와 Viani(2004)은 natural

coffee에 가용성 고형물이 washed coffee보다 많으므로 음용 시

바디감이 풍부하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커피의 고형분 함량은 커

피 품종, 로스팅 정도, 추출방식 등에 따라 다르며, 맛과 색 등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작용한다(Choi와 Yoon, 2010).

환원당 함량

로스팅 정도에 따른 커피 추출액의 환원당 함량은 Table 5와

같다. 에스프레소 커피의 환원당 함량은 E1에서 4.17 mg/mL로 가

장 높았고, E2 (3.62 mg/mL)와 E3 (3.35 mg/mL)에서 E1보다 유

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E4 (3.90 mg/mL)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드립 커피의 환원당 함량은 D1에서 1.04 mg/mL로 가장

높았고, D2 (0.92 mg/mL)>D3 (0.85 mg/mL)>D4 (0.75 mg/mL)

순으로 로스팅이 강해질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브라질산

Catuai 커피의 환원당 함량은 에스프레소 커피에서 2.48-2.82 mg/

mL이었고, 드립 커피는 0.65-1.06 mg/mL로 엘살바도르산 Bourbon

커피에 비하여 다소 낮았으며, 모두 로스팅 강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Kim 등, 2019). Yusaku와 Kuniyo(2012)의 연구에서는

커피 실버스킨 물 추출물의 환원당 함량이 210oC 이상에서는 물

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이는 poly- 또는 oligo-

saccharides의 가수분해와 monosacchades의 열분해와 관련이 있다

Table 4. Color of coffee extracts with different roasting degrees

Colors1)
Espresso coffee Drip coffee

E12) E2 E3 E4 D1 D2 D3 D4

L* 10.33±0.31A 9.37±0.12B 7.53±0.47C 7.07±0.38C 39.77±0.31a 15.67±0.21b 12.73±0.23c 8.47±0.45d

a* 5.40±0.17A 5.40±0.36A 2.17±0.06B 1.10±0.00C 17.27±0.15b 18.93±0.38a 16.67±0.21c 11.43±0.32d

b* 4.50±0.69A 4.53±0.32A 1.00±0.17B -0.27±0.29C 49.67±0.70a 14.90±0.44b 10.83±0.23c 3.93±0.12d

BI 93.72±16.28A 105.09±8.87A 34.37±3.31B 7.17±3.77C 372.31±13.03a 254.26±14.60b 227.59±8.85c 143.86±10.24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G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espresso coffee.
a-d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drip coffee.
1)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BI, browing index.
2)E1, Light medium espresso; E2, Medium espresso; E3, Moderately dark espresso; E4, Very dark espresso; D1, Light Medium drip; D2, Medium
drip; D3, Moderately dark drip; D4, Very dark drip.

Table 5. Total dissolved solids, reducing sugar, pH, and, titratable acidity of coffee extracts with different roasting degrees

Properties1)
Espresso coffee Drip coffee

E12) E2 E3 E4 D1 D2 D3 D4

TDS (%) 5.02±0.14A 4.93±0.00A 4.73±0.05B 4.96±0.18A 1.28±0.00ns 1.28±0.00 1.28±0.00 1.28±0.00

RS (mg/mL) 4.17±0.09A 3.62±0.21BC 3.35±0.37C 3.90±0.26AB 1.04±0.01a 0.92±0.01b 0.85±0.01c 0.75±0.01d

pH 4.73±0.00C 4.77±0.01B 4.96±0.01A 4.75±0.04BC 4.89±0.01d 4.91±0.01c 5.04±0.01b 5.53±0.01a

TA (%) 0.54±0.34ns 0.64±0.20 0.75±0.09 0.59±0.05 0.47±0.16ab 0.18±0.03c 0.20±0.10bc 0.09±0.01c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G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espresso coffee. 
a-d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drip coffee.
nsNot significant.
1)TDS, total dissolved solids; RS, reducing sugar; TA, titratable acidity.
2)E1, Light medium espresso; E2, Medium espresso; E3, Moderately dark espresso; E4, Very dark espresso; D1, Light Medium drip; D2, Medium
drip; D3, Moderately dark drip; D4, Very dark d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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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Lee와 Pae(2014)는 환원당 함량이 로스팅 과정 중 마

이야르 반응, 열분해, 가수분해, 산화 반응 등으로 인한 자당의

분해로 감소한다고 하였다.

pH

커피의 신맛은 쓴맛, 구수한 맛, 단맛과 함께 커피의 맛을 결

정하는 주요 요소이며, 커피의 신맛은 pH와 관련이 있다. pH는

H3O
+의 농도를 측정하여 시료의 산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커

피의 로스팅 정도에 따른 커피 추출액의 pH는 Table 5와 같다.

에스프레소 커피의 pH는 E1에서 4.73로 가장 낮았고, E2 (4.77)

와 E3 (4.96)에서는 E1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E4 (4.75)

에서는 다시 감소하여 E1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드립 커피

의 pH는 D1에서 4.89로 가장 낮았고, D2 (4.91)<D3 (5.04)<D4

(5.53) 순으로 로스팅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다. 브라질산 Catuai커피의 pH가 에스프레소 커피에서 4.91-5.78

이었고, 드립 커피에서는 5.00-5.73로 본 연구결과에 비하여 다소

높았으나, 로스팅이 강해짐에 따라 증가하여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Kim 등, 2019). Kim과 Kim(2017)의 연구에서 로스팅 시

간을 달리한 탄자니아산 Bourbon 커피의 pH를 측정한 결과 시

료의 pH는 4.78-5.16이었으며, 로스팅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

가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Kang 등(2015)의 연구에서도

로스팅이 강해짐에 따라 콜롬비아 Supremo 커피의 pH가 5.28에

서 5.54로 증가하였으며, Duarte 등(2005)의 연구에서는 로스팅 강

도가 증가할수록 Mundo Novo 커피 추출물의 pH가 4.72에서 5.07

로 상승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커피의 pH는 품종, 재배

고도, 수확 후 기간, 가공방법, 로스팅 등의 영향을 받는다(Ko 등,

2017). Moon 등(2009)은 로스팅 강도가 증가하면 acetic acid와 같

은 휘발산은 휘발되고, 클로로젠산 등은 분해되어 pH가 증가한

다고 보고하였다.

총 산도

총 산도는 식품 중 포함되어있는 산의 총 농도를 의미하며, 분

해되지 않은 산 분자의 영향을 반영하여 pH보다 산이 풍미에 미

치는 영향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Nielson, 2010). 로스팅 정도

에 따른 커피 추출액의 총 산도는 Table 5와 같다. 에스프레소

커피의 총 산도는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드립 커피

의 총 산도는 D1에서 0.47%로 가장 높았으며 D2와 D4에서는

각각 0.18, 0.09%로 E1보다 유의적으로 낮았고, D3 (0.20%)에서

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브라질 Catuai 커피의 총 산도는 에

스프레소에서 0.10-0.20%이었으며, 드립 커피에서는 0.03-0.06%로

본 연구결과에 비하여 낮았으며, 로스팅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Kim 등, 2019). Kim과 Kim(2017)의 연구

에서 로스팅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탄자니아산 Bourbon 커피 추

출액의 총 산도가 감소하였으며, Wang과 Lim(2012)의 연구에서

는 커피 추출액의 총 산도가 생두에서 medium roast 단계까지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dark roast 단계까지 점차 감소하였음을 보고

하였으며, 초기 총산도의 증가는 total aliphatic acids가 최대치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후기 총산도의 감소는 유기산(citric, malic,

lactic, pyruvic, acetic acids)이 분해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유기산 함량

유기산 함량은 커피 품질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커피의 향

과 맛에 영향을 준다. 로스팅 정도에 따른 커피 추출액의 유기산

함량은 Table 6과 같다. 에스프레소 커피에서 acetic acid 함량은

E1에서 0.76 mg/mL였고, E2 (0.83 mg/mL)와 E3 (0.77 mg/mL)에

서는 E1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E4에서는 0.57

mg/mL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드립 커피에서 acetic acid 함

량은 D1에서 0.23 mg/mL로 가장 높았고, D2 (0.22 mg/mL)와 D3

(0.22 mg/mL)에서는 D1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Table 6. Organic acids content in coffee extracts prepared from coffee beans with different roasting degrees (mg/mL)

Organic acid
Espresso  coffee Drip  coffee

E12) E2 E3 E4 D1 D2 D3 D4

Acetic acid 0.76±0.05A 0.83±0.04A 0.77±0.12A 0.57±0.10B 0.23±0.04a 00.22±0.03ab 00.22±0.02ab 0.16±0.02b

Citric acid 2.19±0.15A 1.32±0.11B 1.40±0.01B 0.44±0.01C 0.60±0.01a 0.48±0.00b 0.38±0.00c 0.15±0.05d

L-Malic acid 0.61±0.08A 0.65±0.08A 0.54±0.02A 0.32±0.14B 0.19±0.02a 0.22±0.08a 00.15±0.02ab 0.07±0.04b

Oxalic acid 6.39±0.63A 6.02±0.64A 4.58±0.06B 2.88±0.13C 1.72±0.09a 1.50±0.03b 1.32±0.03c 0.77±0.10d

Total1) 9.95±0.90A 8.83±0.81A 7.30±0.17B 4.22±0.22C 2.74±0.16a 2.40±0.13b 2.07±0.06c 1.15±0.11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D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espresso coffee.
a-d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drip coffee.
nsNot significant.
1)Total: total amounts of acetic acid, citric acid, L-malic acid, and oxalic acid.
2)E1, Light medium espresso; E2, Medium espresso; E3, Moderately dark espresso; E4, Very dark espresso; D1, Light Medium drip; D2, Medium
drip; D3, Moderately dark drip; D4, Very dark drip.

Table 7. Caffeine and chlorogenic acid contents in coffee extracts prepared from coffee beans with different roasting degrees (mg/mL)

Components
Espresso  coffee Drip  coffee

E11) E2 E3 E4 D1 D2 D3 D4

Caffeine 0.63±0.02D 0.82±0.02C 2.41±0.08B 3.31±0.09A 0.18±0.00c 0.61±0.01b 0.63±0.01b 0.76±0.02a

Chlorogenic acid 5.82±0.10A 4.67±0.08B 2.51±0.08C 0.67±0.01D 1.46±0.02a 0.96±0.01b 0.65±0.02c 0.14±0.01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G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espresso coffee.
a-d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drip coffee.
1)E1, Light medium espresso; E2, Medium espresso; E3, Moderately dark espresso; E4, Very dark espresso; D1, Light Medium drip; D2, Medium
drip; D3, Moderately dark drip; D4, Very dark d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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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0.16 mg/mL)에서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에스프레소 커피

에서 citric acid 함량은 E1에서 2.19 mg/mL로 가장 높았으며 E2

(1.32 mg/mL), E3 (1.40 mg/mL), E4 (0.44 mg/mL)에서 E1보다 유

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드립 커피에서 citric acid 함량은 D1에서

0.60 mg/mL로 가장 높았으며 D2 (0.48 mg/mL)>D3 (0.38 mg/mL)

>D4 (0.15 mg/mL) 순으로 로스팅 강도가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에스프레소 커피의 L-malic acid 함량은 E1에서 0.61

mg/mL이었고, E2 (0.65 mg/mL)와 E3 (0.54 mg/mL)에서는 E1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E4 (0.32 mg/mL)에서는 유의

적으로 감소하여 acetic acid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드립 커피는

L-malic acid 함량이 D1에서 0.19 mg/mL였고, D2 (0.22 mg/mL)와

D3 (0.15 mg/mL)에서는 D1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

나, D4에서는 0.07 mg/mL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에스프레소

의 oxalic acid 함량은 E1에서 6.39 mg/mL로 가장 높았으며, E2

(6.02 mg/mL)>E3 (4.58 mg/mL)>E4 (2.88 mg/mL) 순으로 로스팅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드립 커피에서도

D1의 oxalic acid 함량이 1.72 mg/mL로 가장 많았으며, D2 (1.50

mg/mL)>D3 (1.32 mg/mL)>D4 (0.77 mg/mL) 순으로 로스팅 강도

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에스프레소와

드립 커피에서 총 유기산의 함량은 각각 E1와 D1에서 가장 높

았으며, 로스팅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브

라질산 Catuai 커피의 citric acid, malic acid와 oxalic acid 함량은

에스프레소커피와 드립 커피에서 모두 로스팅이 강해짐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acetic acid와 lactic acid는 에스프레소 커피와 드립

커피에서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Kim 등, 2019). Kim과

Kim(2017)의 연구에서도 탄자니아산 Bourbon 커피 추출액의 유

기산은 단시간에 로스팅한 시료에 가장 많이 유기산이 남아있었

고, 장시간 로스팅한 시료에 가장 적은 양의 유기산이 남아있었

다. 종류별로는 citric acid, malic acid와 formic acid가 로스팅 시

간이 길어질수록 함량이 감소하였으며, succinic acid와 lactic acid

는 이와 반대로 로스팅 시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Kim과

Kim, 2017).

카페인 함량

카페인은 잔틴(xanthine) 계열의 알칼로이드로써 커피의 주요

생리활성 성분이며 혈관 확장, 중추신경 자극, 항산화 작용 등을

나타낸다(Stefanello 등, 2019). 로스팅 정도에 따른 커피 추출액

의 카페인 함량은 Table 7과 같다. 에스프레소 커피의 카페인 함

량은 E1에서 0.63 mg/mL로 가장 낮았으며, E2 (0.82 mg/mL)<E3

(2.41 mg/mL)<E4 (3.31 mg/mL) 순으로 로스팅이 강해질수록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다. 드립 커피의 카페인 함량도 에스프레소 커피

와 유사하게 D1에서 0.18 mg/mL로 가장 낮았으며, D2 (0.61 mg/

mL)<D3 (0.63 mg/mL)<D4 (0.76 mg/mL) 순으로 로스팅이 강해질

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브라질 Catuai 원두를 사용하여 추

출한 에스프레소와 드립 커피는 카페인 함량이 각각 0.31-0.52,

0.04-0.06 mg/mL으로 본 연구결과에 비하여 다소 낮았으며, 에스

프레소 커피는 로스팅이 강해질수록 증가하였으나, 드립 커피는

일정하지 않았다(Kim 등, 2019). Kim과 Kim(2017)의 연구에서 탄

자니아산 Bourbon 드립 추출 커피의 카페인 함량은 122.71-129.87

mg/100 g이었으며, 단시간 로스팅한 원두에서 카페인 함량이 가

장 적었고 로스팅이 강해질수록 카페인 함량이 증가하였다. Moon

등(2009)의 연구에서 에티오피아, 니카라과, 파나마 지역에서 재

배된 커피 생두를 다양한 조건에서 로스팅하여 커피 추출액의 카

페인 함량을 측정한 결과, city roast와 french roast 단계에서 카

페인 함량이 로스팅 전보다 증가하였다. Latosinska와 Latosinska

(2017)은 카페인의 승화점이 178oC로 매우 높으나, 가열 시 물이

증발하면서 같이 손실되기 때문에 감소한다고 하였다. Gloess 등

(2013)은 원두의 카페인 용출 양이 에스프레소 방법으로 추출한

커피에서 필터 방법으로 추출한 커피에서보다 높다고 하였으며,

Bell 등(1996)은 원두 분말의 입자가 작을수록, 사용한 원두 분말

의 양이 많을수록 커피 추출액의 카페인 함량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클로로겐산 함량

클로로겐산은 caffeic acid와 quinic acid 등의 trans-cinamic acid

사이에서 형성된 수용성 에스테르 화합물로, 커피의 맛과 향에

영향을 주며 항산화 작용을 비롯하여 혈당 강하, 간 보호, 항바

이러스 효과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다(Stefanello 등, 2019).

로스팅 정도에 따른 커피 추출액의 클로로겐산 함량은 Table 7과

같다. 에스프레소 커피의 클로로겐산 함량은 E1에서 5.82 mg/mL

로 가장 높았고, E2 (4.67 mg/mL)>E3 (2.51 mg/mL)>E4 (0.67

mg/mL) 순으로 로스팅이 강해짐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드립 커피의 클로로겐산 함량도 D1에서 1.46 mg/

mL으로 가장 높았고, D2 (0.96 mg/mL)>D3 (0.65 mg/mL)>D4

(0.14 mg/mL) 순으로 로스팅이 강해짐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다. 브라질 Catuai 커피는 클로로겐산 함량이 에스프레소에서

0.05-0.39 mg/mL, 드립 커피에서 0.01-0.06 mg/mL으로 본 연구결

과에 비하여 낮은 편이었으며, 모두 로스팅 강도가 증가함에 따

라 감소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Kim 등, 2019). Duarte 등

(2005)은 Mundo Novo 원두의 로스팅 강도가 증가할수록 커피의

3-caffeoylquinic acid (CQA), 4-CQA, 5-CQA의 함량이 유의적으

로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Moon 등(2009)은 원두의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로스팅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며, 특히 총 클로

로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CQA가 french roast 단계

에서 생두보다 99.3-99.7% 감소한다고 하였다. 페닐기를 포함하

는 클로로겐산은 로스팅 중 열에 의하여 쉽게 분해되며(Leloup

등, 1995), phenol, lactone 등 클로로겐산의 분해생성물은 커피의

맛과 향에 영향을 주어 커피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

한 성분이다(Moon 등, 2009).

요 약

본 연구는 로스팅 정도가 다른 엘살바도르산 Coffea arabica

cv. Bourbon 커피의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로스팅 정도가 다른 원두의 일반성분, 중량 손실과 색도를 측정

하였으며, 로스팅 정도가 다른 원두를 이용하여 추출한 에스프레

소 커피와 드립 커피의 색도, 가용성 고형분, 환원당 함량, pH,

총 산도, 유기산, 카페인 및 클로로겐산 함량을 분석하였다. 로스

팅이 강해짐에 따라 원두의 수분함량이 감소하고, 조회분이 증가

하였으며, 명도와 황색도가 감소하였다. 에스프레소 커피와 드립

커피에서는 모두 로스팅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명도, 황색도, 갈

색도가 감소하였다. 드립 커피에서는 로스팅 강도가 증가함에 따

라 환원당 함량이 감소하였고, pH가 증가하였다. 에스프레소 커

피와 드립 커피에서는 또한 로스팅이 강해짐에 따라 acetic acid,

citric acid, L-malic acid와 oxalic acid를 포함하는 총 유기산과 클

로로겐산의 함량이 감소하였으며, 카페인 함량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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