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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tty acid compositions of the fats extracted from 14 commercial coffee creamers
and 11 instant coffee mixes, and evaluated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the coffees using different coffee
creamers. The fat content in the 14 coffee creamers and 11 coffee mixes was 15～28% and 8～14%, respectively.
The fats in 12 coffee creamers consisted of 34～45% lauric, 15～19% myristic and 10～18% palmitic acids. The
fats in the other 2 coffee creamers consisted of 43% palmitic, 39% oleic and 10% linoleic acids. The fatty acids
of the fats in the 11 coffee mixes were almost all saturated with lauric acid being the most abundant (44～45%).
Coconut oil or palm kernel oil might have been used to manufacture the 12 coffee creamers and 11 coffee mixes,
which had a higher lauric acid content. Palm oil (PO) might be a fat source for the other 2 coffee creamers.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five coffee mixes were evaluated based on their fatty acid compositions. The
coffees with the creamers, which had a higher lauric acid content, were significantly more acceptable than those
with a higher palmitic acid (p<0.05). The sensory evaluation of the coffees made with the creamers composed
of hydrogenated coconut oil (HCO) and PO at different ratios showed that the acceptability increased with in-
creasing HCO content. This suggests that PO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sensory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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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커피는 전 세계 무역품 중 석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의 규모로 세계 인구 중 약 70∼80%가 커피를 마

시고 있다(1). 우리나라 커피시장은 2011년 약 2조 8,000억

원으로 이 중 40%(약 1조 2,800억 원)를 차지하는 인스턴트

커피는 간편성과 보편성 때문에 한국의 커피 시장을 주도하

며 양적, 질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2). 일반적으

로 커피의 쓴맛, 신맛, 떫은맛을 완화하기 위해 커피에 커피

크리머 등의 부재료를 첨가하는데(3), 전 세계 대부분의 소

비자들은 인스턴트커피 음용 시 부재료로 설탕(시럽) 및 크

리머를 첨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국내 소비자들의 부재

료 첨가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은 국내에서 인스턴트커피,

특히 커피믹스의 소비가 높은 것(5)과 관련이 있다.

커피 크리머는 식물성 야자유를 주원료로 하여 카제인 나

트륨 또는 우유 단백질, 유화제, 설탕, 향신료, 색소 등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케이크나 빵을

충전하고 장식하거나 식품의 맛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된다

(6). 커피 크리머는 비교적 수급이 용이한 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식물성 유지와 물엿에서 유래한

탄수화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맛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7). 또한 액상 커피에 커피 크리머를

첨가할 때 바람직한 색상 변화가 일어나고 커피 중의 탄닌과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커피의 수렴성을 줄이고 감칠맛을

내며, 물성면에서 백탁성, 분산성, 열안전성 등의 개선을 해

주는 역할을 한다(8). 커피 크리머의 형태에 따라 액상형과

분말형으로 구분하는데, 분말 커피 크리머는 수분이 8% 이

하의 것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4% 이하가 유통과정에서 안

정하다(9). 보편적으로 취급의 편리성이나 장기간 보관을 위

해서 분말형을 선호하고 있다(10). 분말 커피 크리머는 수중

유적형 유화 식품으로 분산질은 식용 유지를 사용하고 분산

매로는 카제인 나트륨, 콘시럽 등과 같은 유화제를 이용하여

분산 유화한 것이다(11). 분말 커피 크리머에서 유통 중 변질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지방인데, 제품의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은 30% 내외를 차지한다

(12). 시중에 판매되는 커피 크리머 제품의 영양 성분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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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지방 함량은 12.8∼19%이었다. 최근 커피 크리머에

사용되는 식물성 유지가 포화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강

에 좋지 않다는 비판이 있고, 커피 크리머에 함유된 식품첨

가물의 유해성 논란으로 관심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 커피

크리머의 지방 성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커피 크리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크리머의 일반

성분 및 이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6,13)와 커피 크리머의

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8,14)가 주를 이루며, 국내 역시

주로 커피 크리머의 이화학적 성분 혹은 유화제의 안정성

위주로 수행되었다(10,12,15).

지방산의 조성에 따른 관능적 특성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찾을 수 없었다. 서로 다른 frying oil을 사용

하여 튀긴 chip의 관능적 특성을 연구한 논문은 있으나(16),

이는 지방산 조성과 관능적 특성을 밝힌 연구라기보다는 지

방의 종류에 따른 관능적 특성을 연구한 내용이다. Coconut

oil이나 palm oil을 정제하기 전후의 관능적 특성을 비교 분

석한 연구가 있으나(17,18), 이것 또한 지방산 조성에 따른

관능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정제에 따른 관능적 특성을 비교

분석한 내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판 커피 크리머와 커피믹스의 지

방 함량과 지방의 지방산 조성을 분석, 검토하여 커피 크리

머와 커피믹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유지의 종류를 추정하고,

제품의 관능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유지 원료의 배합 비율을 달리 하여 커피

크리머를 제조하였을 때의 지방의 차이에 따른 관능적 특성

을 조사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분석 실험에 사용한 커피 크리머 및 커피믹스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국내 회사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커피 크리머 14가지(제품 A～N)와 2010년 4∼6월에 걸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스턴트 커피믹스 10가지(제품 O～

X)를 수집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커피믹스 1가지(제품 Y)

는 2010년 12월 출시된 제품을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수분은 AOAC 방법(19)에 따라 상압 가열 건조법으로 분

석하였다. 조지방은 분말 시료 5 g을 칭량하여 Mojonnier

관에 채취하고 물을 가하여 시료를 용해시킨 후 Rose-Gottlieb

법(20)에 의해 지방을 추출하여 지방 함량을 분석하였다.

커피 크리머 및 커피믹스에서 지방 추출

커피 크리머 및 커피믹스의 지방을 Bligh와 Dyer(21)의

방법을 변형하여 추출하였다. 커피 크리머의 경우는 시료

28∼30 g을 50 mL의 chloroform과 50 mL의 methanol, 45

mL의 증류수를 가하여 3분간 혼합하고 그 용액을 원심분리

기(Ultracentrifuge; Hanil Science Industrial Co., Incheon,

Korea)를 사용하여 3,500 rpm으로 20분 동안 원심분리하고

하층부인 chloroform 층만을 Whatman No. 2 filter pa-

per(Whatman International Co., Maidstone, England)로 여

과하였다. 추출한 지방은 40
o
C에서 농축기(A-10005, Eyela

Co., Tokyo, Japan)로 감압 농축한 뒤, 질소를 충진하여 사용

전까지 -20oC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커피믹스의 경우, 커피,

설탕, 크리머가 모두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50 mesh 체를

이용하여 커피만을 분리하여 제거하고 눈에 보이는 커피를

핀셋으로 제거한 후, 크리머와 설탕 혼합물 50∼55 g을 채취

하여 크리머와 같은 방법으로 지방을 추출하였다.

커피 크리머 및 커피믹스의 지방산 조성 분석

추출한 지방을 AOCS 방법(22)에 따라 BF3-methanol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용액

으로 methyl ester화시킨 후 hexane(Fisher Scientific Korea

Co., Seoul, Korea)으로 추출하여 6890 GC(Agilent Tech-

nologies, Palo Alto, CA, USA)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분석하였다. GC injector의 온도를 250oC로 하였고,

split ratio를 50:1로 설정하였다. Flame ionization detector

를 사용하였으며, 온도를 270oC로 설정하였다. Carrier gas

는 helium을 사용하였으며, flow rate는 1.4 mL/min으로 하

였다. Column은 DB-23(30 m long, 0.25 mm internal diam-

eter, 0.25 μm film thickness; J&W Scientific, Folsom, CA,

USA)을 사용하였다. Oven은 120oC에서 1분 30초간 정치한

후, 175oC까지 올려 8분간 정치하고, 250oC까지 올려 5분간

정치한 후, 최종 온도 260oC로 설정하였다. 분석한 지방산은

표준지방산(Nu-Chek-Prep, Inc., Elysian, MN, USA)의 검

출 시간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지방산의 조성은 개별 지방

산의 response factor를 고려하여 무게 대비 산출하였다.

시중커피크리머제품의관능평가를위한커피시료준비

앞에서 제시한 14개의 커피 크리머 제품에 함유된 지방의

지방산 조성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lauric acid가 비교적

적고 oleic acid가 많이 함유된 제품 A, myristic acid가 다소

많이 함유된 제품 B, lauric acid를 비롯한 지방산이 가장

평균적으로 조성되어있다고 판단한 제품 C, 불포화지방산

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 H, palmitic acid가 많은

제품 M 등 5개의 커피 크리머를 첨가하여 만든 커피를 관능

평가 시료로 사용하였다.

관능평가를 위하여 hydrogenated coconut oil(HCO)

과 palm oil(PO)의 배합비율이 다른 커피 크리머의 제조

HCO와 PO의 배합비율을 60:40, 73.3:26.6, 93.3:6.6, 100:0

로 하여 공장에서 4종의 커피 크리머를 제조하였다. 커피 크

리머는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물엿, HCO이나 PO와 기타

첨가물 등을 유지의 배합비율만 달리하여 액상 원료를 계량

하였다. Homo mixer(Hanyeon Tech Co., Gwangju, Gyeong-

gi-do, Korea)를 이용하여 원료를 혼합하였고, bucket fil-

ter(Kumho Tech Co., Ansan, Korea)를 사용하여 40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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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isture and lipid contents in commercial coffee creamers

Sample Moisture (%, w/w) Lipid (%, w/w)
Lipid content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or on the label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3.70±0.07b1)
1.92±0.02g
2.84±0.2e
2.79±0.1e
2.17±0.07f
3.77±0.02b
3.06±0.05d
3.11±0.01d
3.75±0.03b
3.08±0.09d
4.52±0.03a
3.09±0.00d
2.09±0.08f
3.33±0.02c

27.4±0.08b
26.5±0.11d
23.4±0.01g
25.9±0.07d
27.8±0.01b
15.4±0.02i
25.8±0.09d
28.5±0.06a
27.7±0.01b
19.5±0.11h
23.5±0.09g
25.2±0.04e
24.5±0.03f
26.4±0.22c

－
28.0
27.5
27.5
28.0
－
－
16.0
－
－
－
－
－
－

1)Each data represent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g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2. Moisture and lipid contents in commercial instant
coffee mixes

Sample
Moisture
(%, w/w)

Lipid
(%, w/w)

Lipid content on
the label (%)

O
P
Q
R
S
T
U
V
W
X
Y

2.07±0.35ab1)
2.20±0.63ab
2.76±0.84a
2.14±0.20ab
1.54±0.21bc
1.80±0.28abc
1.09±0.46c
2.62±1.05a
1.84±0.14abc
1.50±0.19bc
1.94±0.29abc

11.4±2.59ab
12.3±4.02ab
11.2±0.07ab
7.7±2.62b
11.5±2.58ab
11.1±1.42ab
13.9±2.25a
11.7±1.27ab
10.7±1.10ab
11.7±1.75ab
10.4±3.95ab

16.5
19.0
13.3
13.3
19.5
－
12.8
16.0
16.0
－
－

1)
Each data represent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c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로 불용성분을 제거하였다. Homogenizer(Hanyeon Tech.

Co.)를 이용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균질화한 후, 72∼75oC에

서 15초 동안 고온 살균하였다. High pressure pump(Hany-

eon Tech Co.)로 분무하여 180
o
C의 열풍으로 2∼3초간 건조

하였다. Vibrating fluid bed(Hanyeon Tech Co.)에서 열풍과

냉풍을 이용하여 30oC에서 5분간 냉각하였다. Sifter(Han-

sung High Tech. Co., Hwaseong, Korea)를 이용해 14 mesh

로 걸러 제품의 덩어리 및 초분 등을 제거하고 20 kg으로

계량한 후 충전하고 밀봉하였다.

관능평가 패널 및 평가방법

관능평가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생 중 관능

평가 교육 및 훈련을 경험한 패널 30명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수행하였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커피 크리머의 경우에 커피 20 g, 설탕 40 g, 커피 크리머

40 g을 혼합하여 95oC의 물 60 mL에 녹여 관능 평가 시료로

제시하였다. HCO와 PO의 비율을 다르게 하여 제조한 커피

크리머 역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시료로 제시하였다. 커피

는 만든 후 곧바로 패널들에게 제시하여 동시에 비교,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커피는 종이컵에 3자리 숫자(난수표)

를 표시하여 무작위의 순서로 제공되었으며, 제공 시 시료의

온도는 70±2oC로 하였다. 패널들에게는 평가표, 물, 비스킷

을 함께 제공하였다. 이취(off-odor), 쓴맛(bitterness), 신맛

(sourness), 단맛(sweetness), 크리미 맛(creamy taste), 잔

여감(after taste)의 강도를 7점 척도(1점, 매우 약하다; 4점,

적절하다; 7점, 매우 강하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향의 기호도(aroma acceptability), 맛의 기호도(taste ac-

ceptability),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를 7점

척도(1점, 매우 싫다; 7점, 매우 좋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통계분석

지방산 조성 분석과 관능평가의 실험결과는 SPSS pro-

gram(SPSS version 12.0, SPSS, Chicago, IL, USA)을 이용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one-way ANOVA와

Duncan의 다중검정법으로 실험군 간의 유의성(p<0.05)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커피 크리머와 커피믹스의 수분 및 지방 함량

국내 회사에서 생산하여 유통되는 커피 크리머 14개 제품

의 수분 함량은 1.9∼4.5%이었고, 지방 함량은 15.4∼28.5%

이었다(Table 1).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1개 제품의 인스턴

트 커피믹스의 수분 함량은 1.1∼2.8%이었고, 지방 함량은

7.7∼14.0%이었다(Table 2). 커피 크리머의 경우, 일부 제품

은 제조회사에서 지방 함량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

나, 영양 성분표에 지방함량이 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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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tty acid composition of fats in commercial coffee creamers (unit: %)

Fatty acid A B C D E F G

C4:0
C6:0
C8:0
C10:0
C12:0
C14:0
C16:0
C18:0
C20:0

0.4±0.38
0.3±0.02
3.6±0.09
3.7±0.06
34.2±0.45
15.1±0.14
18.1±0.27
15.0±1.10
0.3±0.01

0.5±0.19
0.3±0.01
5.2±0.11
5.1±0.03
44.9±0.09
19.9±0.09
10.9±0.03
13.4±0.01
－　

0.3±0.24
0.3±0.02
5.2±0.05
5.0±0.05
42.6±0.13
18.0±0.02
12.4±0.07
14.2±0.15
0.2±0.00

0.3±0.13
0.3±0.01
5.5±0.10
5.3±0.08
45.1±0.14
18.7±0.07
10.9±0.17
10.9±0.04
0.1±0.11

0.4±0.18
0.3±0.04
5.5±0.03
5.3±0.07
45.4±0.13
18.7±0.06
10.8±0.09
13.2±0.03
0.1±0.12

－
0.2±0.05
4.3±0.33
4.3±0.17
45.3±0.35
18.2±0.14
10.4±0.16
17.0±0.63
0.2±0.01

0.7±0.18
0.4±0.03
5.1±0.04
5.0±0.02
43.2±0.01
18.6±0.07
11.9±0.07
14.4±0.11
－　

Saturated 90.7 99.7 98.2 97.1 99.7 99.8 99.2

C18:1
C20:1

7.4±0.29
－

0.1±0.12
0.2±0.00

1.4±0.02
－

2.3±0.01
－

0.3±0.01
－

0.3±0.03
－

0.8±0.01
－

Mono-unsaturated 7.4 0.3 1.4 2.3 0.3 0.3 0.8

C18:2 1.9±0.12 － 0.4±0.00 0.6±0.00 － － －

Poly-unsaturated 1.9 0.4 0.6 0.0 0.0 0.0

Fatty acid H I J K L M N

C4:0
C6:0
C8:0
C10:0
C12:0
C14:0
C16:0
C18:0
C20:0

－
0.2±0.05
4.5±0.02
4.7±0.01
43.4±0.05
19.2±0.08
12.9±0.04
14.8±0.19
0.2±0.00

0.2±0.33
0.3±0.07
5.3±0.06
5.2±0.03
44.3±0.05
18.6±0.10
11.8±0.16
14.3±0.29
－

0.4±0.12
0.4±0.00
5.8±0.01
5.4±0.00
45.1±0.03
18.5±0.02
10.8±0.01
13.5±0.07
－

0.7±0.21
0.3±0.00
5.4±0.10
5.2±0.05
44.9±0.14
18.9±0.01
10.8±0.03
13.5±0.03
－

0.2±0.16
0.3±0.03
5.4±0.27
5.3±0.10
45.3±0.03
19.1±0.18
10.8±0.16
13.7±0.26
－

0.2±0.11
－
－
－

0.3±0.02
1.0±0.01
42.8±0.08
5.6±0.02
0.4±0.00

－
－
－
－

0.3±0.05
1.0±0.01
43.1±0.06
5.0±0.06
0.4±0.00

Saturated 100.0 100.0 99.8 99.8 100.0 50.4 49.8

C16:1
C18:1
C20:1

－
－
－

－
－
－

－
0.2±0.01
－

－
0.3±0.00
－

－
－
－

0.2±0.00
38.7±0.01
0.2±0.00

0.2±0.00
39.1±0.06
0.1±0.11

Mono-unsaturated 0.0 0.0 0.2 0.3 0.0 39.2 39.3

C18:2
C18:3

－
－

－
－

－
－

－
－

－
－

10.1±0.05
0.2±0.00

10.5±0.10
0.3±0.00

Poly-unsaturated 0.0 0.0 0.0 0.0 0.0 10.4 10.9

Mean±standard deviation of three determinations.

석한 자료와 제공한 자료 간에 정확한 비교는 어려웠으나

1개 제품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다. 커피믹스의 경우

에는, 제품 라벨의 영양 성분표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 함량

인 12.8∼19%보다 낮게 검출되었다.

커피 크리머에 함유된 지방의 지방산 조성

총 14개의 커피 크리머 제품에 함유된 지방의 지방산 조성

을 분석한 결과, 12개 제품(A～L)의 커피 크리머에 포화지

방산의 함량이 90%이었다(Table 3). 그중 lauric acid(C12:0)

가 34∼45%로 가장 높았고, myristic acid(C14:0)가 15∼

19%, palmitic acid(C16:0)가 10∼18%, stearic acid(C18:0)

가 10∼14% 순서였다. 나머지 2개의 커피 크리머 제품(M,

N)에 함유된 지방의 지방산은 포화지방산이 50%, 단일불포

화지방산(mono-unsaturated fatty acid, MUFA)이 39%, 다

중불포화지방산(poly-unsaturated fatty acid, PUFA)이 10

∼11%였다. 포화지방산 중에서 palmitic acid가 43%로 가장

높았고, MUFA 중에서는 oleic acid(C18:1)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PUFA 중에서는 linoleic acid(C18:2)가 10%로 가

장 높았다. Chen 등(23)의 연구에 의하면, coconut oil이나

palm kernel oil은 lauric acid가 48∼50%, myristic acid가

16∼19%의 비율로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산 조성 분석

결과, lauric acid의 함량이 높은 커피 크리머에는 coconut

oil이나 palm kernel oil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Clegg(24)의 연구에 의하면, palm oil은 palmitic acid

가 45%, oleic acid가 39%, linoleic acid가 9∼1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palmitic acid의 함량이 높은 2개의

크리머는 palm oil을 원료로 사용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인스턴트 커피믹스의 지방산 조성

11개의 인스턴트 커피믹스 제품에 함유된 지방의 지방산

조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의 지방에 포화지방산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Table 4). 커피믹스 모두 lauric

acid의 비율이 43∼45%로 가장 높았고, myristic acid 18%,

stearic acid 14∼17%, palmitic acid 10∼12% 순으로 검출되

었다. 분석에 사용된 커피믹스에 함유된 지방의 지방산이

주로 lauric acid와 myristic acid인 것으로 보아 이들 커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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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tty acid composition of fats in commercial instant coffee mixes (unit: %)

Fatty acid O P Q R S T

C4:0
C6:0
C8:0
C10:0
C12:0
C14:0
C16:0
C18:0
C20:0

0.4±0.16
0.3±0.03
4.3±0.26
4.3±0.09
45.2±0.11
18.1±0.23
10.5±0.15
16.9±0.11
0.1±0.15

0.6±0.19
0.3±0.02
4.2±0.14
4.2±0.09
44.3±0.33
18.2±0.05
10.5±0.11
17.6±0.32
0.1±0.15

1.2±0.73
0.3±0.09
4.4±0.24
4.3±0.13
45.1±0.54
18.0±0.01
10.0±0.04
16.7±0.06
－

1.2±0.47
0.3±0.01
4.3±0.25
4.2±0.13
44.8±0.63
18.1±0.00
10.2±0.21
16.9±0.32
－

0.5±0.09
0.4±0.04
5.3±0.88
5.1±0.54
45.3±0.50
18.5±0.02
10.5±0.03
14.2±2.14
－

1.3±0.99
0.4±0.06
5.4±0.05
5 .2±0.00
44.1±0.36
18.5±0.28
11.3±0.21
13.4±0.24
0.0±0.00

Saturated 100.0 99.9 100.0 100.0 99.7

C18:1 － 0.1±0.13 － － 0.3±0.08 0.6±0.01
Mono-unsaturated 0.0 0.1 0.0 0.0 0.3

C18:2 － － － － － －

Poly-unsaturated 0.0 0.0 0.0 0.0 0.00

Fatty acid U V W X Y

C4:0
C6:0
C8:0
C10:0
C12:0
C14:0
C16:0
C18:0
C20:0

0.1±0.12
0.3±0.07
4.2±0.01
4.2±0.02
45.1±0.05
18.3±0.07
10.5±0.13
17.1±0.23
0.1±0.15

0.7±0.03
0.4±0.02
5.2±0.05
5.0±0.03
43.5±0.03
18.7±0.07
12.2±0.06
14.4±0.11
0.0±0.00

0.4±0.15
0.3±0.02
5.3±0.08
5.1±0.00
43.8±0.02
18.6±0.04
12.0±0.03
14.3±0.17
0.1±0.14

1.2±0.02
0.4±0.03
5.5±0.06
5.1±0.04
43.3±0.23
18.1±0.00
11.7±0.10
13.8±0.14
0.0±0.00

－
－
－
－

47.1±0.30
20.7±0.08
12.8±0.12
17.4±0.33
0.3±0.01

Saturated 99.9 100.0 100.0 99.2 99.5

C18:1 － － － 0.5±0.01 0.6±0.11
Mono-unsaturated 0.0 0.0 0.0 0.5 0.6

C18:2 0.1±0.15 － － 0.3±0.03 0.2±0.01
Poly-unsaturated 0.1 0.0 0.0 0.3 0.0

Mean±standard deviation of three determinations.

스 제품의 지방 원료가 coconut oil이나 palm kernel oil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들 커피믹스 제품 모두 ‘식물성 경화유지’를

사용하였다고 표시하였다. 그러나 제품 Y를 제외한 모든 제

품에서 미량이지만 butyric acid가 검출되어 coconut oil이나

palm kernel oil을 base로 하되 유지방이나 유제품을 소량

첨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커피 크리머를 첨가한 커피의 관능적

특성

커피 크리머에 함유된 지방의 지방산 조성을 분석한 결과

를 토대로 5가지 제품을 선택하여 관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제품 A는 다른 제품에 비하여 lauric acid가 34.2%로 비교적

적었고 oleic acid가 7.4%로 많았으며, 제품 B는 myristic

acid가 19.9%로 다른 제품에 비하여 다소 높았고, 제품 C는

지방산 조성이 일반적인 양상을 보였다(Table 3). 제품 H는

불포화지방산을 전혀 함유하지 않았고, 제품 M은 palm oil

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으로 palmitic acid(42.8%),

oleic acid(38.7%), linoleic acid(10.1%)의 함량이 높았다.

30명의 패널들이 관능 평가를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쓴맛의 강도는 5가지의 커피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p>0.05), 신맛은 제품 B로 만든 커피가 유의적으로 강했다

(p<0.05). 단맛은 제품 B와 M으로 만든 커피가 다른 것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적었고(p<0.05),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는 않지만 쓴맛과 신맛이 약간 약한 제품 H로 만든 커피가

단맛이 유의적으로 강했다(p<0.05). 크림이나 우유는 쓴맛

과 신맛을 감소시켜 주는데(4), 제품 B로 만든 커피가 비교

적 강한 쓴맛과 신맛을 나타내어 설탕과 커피 크리머와 같은

부재료의 영향이 가장 적었다고 생각한다. 크리미 맛과 잔여

감은 커피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향에 대한 기호도는 제품 A, B, C, H를 사용하였을 때 유의

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제품 M을 사용한 커피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p<0.05). 맛

의 기호도는 제품 A, C, H를 사용한 커피가 유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p<0.05), 제품 M이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평

가를 받았다(p<0.05). 전반적인 기호도는 제품 A, C, H를

사용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p<0.05), 제

품 M이 유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p<0.05). 다른 커피

크리머 제품에 비하여 palmitic acid 함량이 높은 제품 M으

로 만든 커피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미루어 제품 M의

지방 원료인 palm oil이 커피 크리머에 좋지 않은 관능적

특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제품 B로 만든 커피도 전반

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는데, 제품 B에 사용한 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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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nsory scores for coffees using different coffee creamers (N=30)

A B C H M

Intensity score1)

Bitterness
Sourness
Sweetness
Creamy taste
After taste

4.41±1.3
3.62±1.59a
4.07±1.19b
4.17±1.28
4.28±1.33

5.03±1.45
4.90±1.26b
3.69±1.07ab
3.69±1.26
4.55±1.24

4.69±1.65
3.72±1.69a
4.17±1.58b
3.76±1.18
4.28±1.56

4.48±1.43
4.41±1.35ab
4.21±1.54b
4.43±1.47
4.48±1.21

4.52±1.74
4.24±1.7ab
3.28±1.44a
4.17±1.87
4.76±1.57

Acceptability2)
Aroma
Taste
Overall

4.55±1.15b
4.14±1.36c
4.00±1.46c

4.24±1.18b
2.93±1.41b
2.83±1.31b

4.45±1.38b
4.10±1.54c
4.17±1.63c

4.76±1.46b
4.17±1.31c
4.07±1.39c

2.72±1.16a
2.14±1.13a
1.90±1.01a

1)
1, extremely weak; 7, extremely strong.
2)
1, extremely dislike; 7, extremely like.
Each data represent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he scores.
a-c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6. Sensory scores for coffees added with creamers made from different ratios of hydrogenated coconut oil (HCO) and
palm oil (PO) (N=30)

HCO : PO

60:40 73.3:26.6 93.3:6.6 100:0

Intensity score
1)

Off-odor
Bitterness
Sweetness
Creamy taste
After taste

3.45±1.64
4.50±1.28
3.75±1.33
3.85±1.23
4.70±0.98

3.05±1.32
4.40±1.35
4.05±1.43
3.45±1.36
4.15±1.35

3.35±1.76
4.35±1.23
4.45±1.05
3.55±1.28
4.05±1.28

2.65±1.27
5.15±0.93
4.25±1.33
3.80±1.24
4.50±1.57

Acceptability
2)

Aroma
Taste
Overall

3.70±1.63a
3.45±1.05a
3.40±1.14a

3.80±1.51a
3.90±1.45ab
4.0±1.52a

4.50±1.61ab
4.20±1.11ab
4.10±1.07ab

4.85±1.35b
4.65±1.14b
4.85±1.18b

1)
1, extremely weak; 7, extremely strong.
2)1, extremely dislike; 7, extremely like.
Each data represent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he scores.
a,b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myristic acid를 다소 많이 함유하고 있었지만, 제품 C나 H

의 지방산 조성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방산 조성의

작은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고, 지방산 조성

이외에 첨가한 다른 성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Lauric acid가 주요 지방산인 지방을 함유한 커피 크리머인

제품 A, C, H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점은 원료가 coco-

nut oil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커피 크리머에는

지방 이외에 다양한 부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의 지방

산 조성만이 커피 크리머의 관능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HCO와 PO의 배합 비율이 다른 커피 크리머를 첨가한

커피의 관능적 특성

HCO와 PO의 배합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커피 크리머

를 사용하여 만든 커피를 관능 평가한 결과를 Table 6에 나

타냈다. 지방의 배합 비율이 커피의 이취, 쓴맛, 단맛, 크리미

맛, 잔여감의 강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0.05)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커피 크리머에 HCO를 많이 사용

할수록 향과 맛에 있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전반적인

기호도도 높아졌다. HCO와 PO의 비율이 100:0인 것은

73.3:26.6인 것과 60:40인 것보다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유의

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p<0.05). 즉 커피 크리머에 함유

된 지방이 커피의 맛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지방을 조성하고 있는 지방산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각 지방에 미량으로 존재하고 있는 다른 향미 성분에 의한

것인지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알 수 없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통되는 커피 크리머와 커피믹스의

수분 함량과 지방 함량을 측정하고 지방의 지방산 조성을

분석하였고 관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커피 크리머의 수분 함

량은 1.9∼4.5%, 지방 함량은 15.4∼28.5%이었다. 인스턴트

커피믹스의 수분 함량은 1.1∼2.8%, 지방 함량은 7.7∼14.0%

이었다. 14개 커피 크리머 제품 중 12개 제품의 지방은 포화

지방산이 90% 이상으로 조성되어 있었는데, lauric acid,

myristic acid, palmitic acid 순서로 많았다. 나머지 2개 제품

의 지방은 포화지방산이 50%, 단일불포화지방산이 39%, 다

중불포화지방산이 10%로 이루어져 있었다. 커피믹스 11개

제품의 지방은 포화지방산이 99∼100%를 차지하고 있었는

데, lauric acid, myristic acid, palmitic acid의 순서로 많았

다. Lauric acid와 myristic acid의 함량이 높은 제품은 coco-

nut oil이나 palm kernel oil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palmit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의 함량이 높은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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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m oil(PO)을 지방 원료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방

산 조성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산 조성의 특성에 따라 5가지

제품을 선택하여 관능 평가를 수행한 결과, 향과 맛 그리고

전반적인 기호도는 lauric acid가 많이 함유된 커피 크리머를

첨가한 커피가 유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p<0.05),

palmit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의 함량이 높은 커피크

리머는 전반적인 기호도 면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

아(p<0.05), PO의 원료를 많이 함유할수록 커피의 맛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ydrogenated coconut

oil(HCO)과 PO의 배합 비율을 다르게 하여 제조한 커피 크

리머로 만든 커피를 관능 평가한 결과, HCO의 비율이 높을

수록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커피

크리머에 함유된 지방이 커피의 맛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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