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최근 우리나라는 외식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음료시장이 다양해

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경기불황

에도 불구하고 커피시장의 규모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 Lee, 2015). 국민건

강영양조사(2012년-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19-64세 성인의 

경우 주 11회 이상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Yeon & Bae, 

2019). 이는 커피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생활 밀착형 음료로 자

리 잡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Lee & Yi, 2016). 

커피의 어원은 'caffa'라는 아랍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에티오

피아는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로 커피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다

(Kim & Lee, 2015). 약 1,000여 년 전 의학자 라세르(Laceur)

가 커피즙이 위장에 좋은 약재임을 강조하였고, 1세기쯤 후에는 

철학자인 이븐시나(Avicenna)가 커피를 기호음료라고 최초로 언

급하였다(Kim, 2016). 커피는 처음 발견된 당시부터 독특한 맛

과 향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으며 지금은 전 세계 각국 사람

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기호음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Colonna-

Dashwood, 2017). 

커피는 생두의 품종, 토양, 취급방법에 따라 영양성분의 함량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건조된 생두에는 10-13%의 수분, 37-60%

의 탄수화물, 9-18%의 지질, 11-13%의 단백질, 3.0-4.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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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best-blended specialty 
coffee for customers upon sampling and evaluating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five kinds of coffee, Colombia Supremo (CS), Costa-rica Tarrazu (CT), Colombia 
Supremo Decaffeine (CSD), Indonesia Mandelling (IM), and India Robusta (IR). 
Methods: Five kinds of specialty coffee green beans were extracted after roasting, 
and we measured the pH, brix, solid contents, caffeine, theobromine, trigonelline, 
and chlorogenic acid contents, and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Results: The pH of IR was the highest at 5.71±0.01, the °brix 
and solid contents were the highest in CS at 1.20 ± 0.10 °Brix and 0.83±0.05 °Brix, 
respectively. Total branched chain amino acids (63.58 ± 0.12 mg/g) and the sum 
of taste-related amino acids, such as serine, alanine, glutamic acid (67.84±0.10 
mg/g), were the highest in CS. In IR, caffeine content was the highest as well as 
theobromine (29.32±0.07 mg/g and 0.74±0.01 mg/g, respectively). Meanwhile, 
CSD showed the highest contents of trigonelline and chlorogenic acid (0.97±0.02 
mg/g and 0.94±0.01 mg/g, respectively).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S 
was at 90.54±0.18%, which was the highest among the tested coffees. Conclusion: 
Among the five kinds of specialty coffees, CS had the high solid contents and 
superior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nd CSD has high levels of trigonelline 
and chlorogenic acid, but low levels of caffeine. If they were blended, this new 
specialty coffee would have high levels of anti-oxidative activities with a good taste 
and a low amount of caff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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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질, 5.5-10%의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과 0.9-2.4%

의 카페인(caffeine)이 함유되어 있다(Kim & Han, 2009). 또한 

커피에는 다양한 향기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커피 생두를 로스팅

하여 추출 공정을 거칠 때 커피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

(Seo et al., 2006). 커피에 포함되어있는 주된 항산화물질은 클

로로겐산(chlorogenic acid)과 폴리페놀(polyphenol) 물질로 하루

에 2잔 이상의 커피를 섭취하면, 1일 섭취하는 항산화물질의 많은 

부분이 커피에서 충당될 수 있다는 보고(Yeon & Bae, 2019)가 있

다. 또한 커피 로스팅 시 생성되는 멜라노이딘(melanoidin)도 항

산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Sacchetti et al., 2009). 

커피에 함유된 caffeine은 1820년 스위스의 생리학자 룬게

(Runge)에 의해 커피콩에서 처음 발견된 물질(Jeong & Lee, 

2013)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정신을 맑게 하고, 소화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심장 기능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는 보고가 있다(Choi & Lee, 2008). 반면, 임산부가 커피를 다량 

소비하면 뇌혈관 장벽이나 태반 장벽을 자유로이 통과하여 태아

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보고(Mongraw-Chaffin et al., 

2009)와 갱년기 여성이 하루에 300 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

는 경우 골반의 골 소실이 증가하였다는 보고(Park et al., 2014)

가 있다. 그리고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섭취 시 철분 흡수를 방해

했다는 연구(Lim, 2017)와 커피 섭취 시 카페인이 소화불량, 수

면장애, 불안증 등을 유발했다는 보고(Kim & Chung, 2017) 등 

커피의 카페인이 인체에 유해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보고들도 있

다.

이러한 카페인의 단점에 대한 연구 보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 생두 수입량은 2008년 이후 2017년까지 평균 16%의 성장률을 

보였고, 각 산지별로 5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 매년 양

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Ji & Lee, 2019). 또한 커피소비 성향이 

고급화됨에 따라 고품질의 스페셜티 커피의 수입량 또한 증가하고 

있고(Ji & Lee, 2019; Ko et al., 2017),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의 고급화 니즈에 맞춰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했

다(Kim & Lee, 2015). 

SCAA(Specialty Coffee Association of America)에서 정의한 

스페셜티 커피(specialty coffee)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

산이력(Traceability)이 명확하여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어느 농

장에서 재배했는지에 대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재배지역의 고도, 기후, 토질에서 재배된 생두여야 한다. 셋째, 높

은 고도에서 재배된 커피일수록 등급이 높다. 넷째, 향미 평가를 

실시하는데 큐그래이더(Q-grader)의 컵핑(cupping)의 관능평가

를 통해 90점 이상을 스페셜티 커피 레어, 85-90점 이하를 스페

셜티 커피 오리진, 80-85점 이하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정의한다. 

다섯째, 생두를 신선하게 관리•보관하고 로스팅을 통해 고유의 향

미가 최대한 발현되어야 한다. 여섯째, 숙련된 바리스타가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 추출하여야 한다. 일곱째, 항상 균일한 맛과 향

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Kim, 2016). 

우리나라의 커피산업은 세계의 커피산업 동향에 편승하여 고품

질의 스페셜티 커피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다(Ji & Lee, 2019). 그러나 이러한 고품질 스페셜티 커피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생리활성을 포함한 품질

평가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Ji & Lee (2019)의 연구에서 보고

Figure 1. Procedure of roasting and drip of specialty coffee 
samples.

Preparation of five kinds of 300 g specialty coffee samples.

Grinding of 20 g specialty coffee samples were roasted. 

Products of five kinds of 200 mL specialty coffee 

Cooling for 10 min.

Extraction for 3 min.

Table 1. HPLC conditions for free amino acids analysis of specialty coffee samples

Items Specification

HPLC HITACHI model (L-8800), Hitachi, Ltd. Japan

Column Lithum form, Cation exchange resin

Mobile phase
Pump 1: buffer solution (lithium citrate)

Pump 2: Ninhydrin reagents

Oven temperature 135℃

Flow rate
Pump 1: 0.35 mL/min

Pump 2: 0.3 mL/min

UV detector
Channel 1: 570 nm 

Channel 2: 44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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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출입 통계 자료를 근거하여 국내의 수입 중량이 지속적으

로 증가한 콜롬비아(colombia supremo, colombia supremo 

decaffeine), 코스타리카(costa-rica tarrazu), 인도네시아

(indonesia mandelling), 인도(india robusta)에서 수입한 5종류

의 스페셜티 커피의 생리활성 평가를 통해 우수한 품종 2종을 선

정하여 블렌딩 한 새로운 스페셜티 커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Methods

1. 실험재료

본 연구의 실험재료로 사용한 스페셜티 커피시료인 Colombia 

Supremo(CS), Costa-rica Tarrazu (CT), Colombia Supremo 

Decaffeine (CSD), Indonesia Mandelling (IM), India 

Robusta (IR)는 GSC International (Seoul, Korea)과 ㈜구띠에

(Kyeonggido, Korea)를 통하여 일괄 구매하였다. 

2. 로스팅 및 추출

5종류의 스페셜티 커피 생두 300 g 씩을 각각 커피 로스터기

(Proaster THCR-005; Taehwan, Korea)를 사용하여 로스팅 

하였다. 로스팅 조건은 1차 펍핑(popping)을 185±5℃로 유지

하고, 2차 펍핑(popping) 및 로스팅(roasting) 완료 구간을 220

±5℃까지 5 min 로스팅한 다음 10 min 냉각하였다. 냉각한 원

두는 20 g으로 정량하여 분쇄한 후 칼리타 도자기 드립퍼 세트

(Kalita 102LD; Kalita, Japan)를 사용하여 95℃의 물 250 mL

로 3 min 추출하였으며, 그 과정은 Figur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3. 실험 내용

1) 색도 측정

5종류의 스페셜티 커피 추출액의 색도 변화는 색도계(Chroma 

Meter Cr-300;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여 

L값(lightness), a값(redness), b값(yellowness)을 산출하였다.

2) pH 및 당도 측정

5종류의 스페셜티 커피 추출액의 pH는 pH meter (MP225; 

Mettler toledo, Swiss)로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당도는 당도 

굴절계(N-1α; Atago, Japan)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pH 및 당도의 측정 시 시료의 온도는 25±2℃로 하였다. 

3) 고형분 함량 측정

5종류의 스페셜티 커피의 고형분 함량(w/v%)은 상압가열 건조

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 아미노산 함량 측정

5종류의 스페셜티 커피 추출시료의 유리 아미노산 함량은 1 

mL를 정량하여 4 mL URIPREP 용액에 현탁하고, 이를 상온

에서 5 min 방치 후 13,000 rpm으로 10 min 원심분리한 다음 

0.45 μm membrane filter (PVDF-2545; Chemco Scientific, 

Japan)로 여과한 액을 high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Table 2. HPLC conditions for caffeine, theobromine, trigonelline, chlorogenic acid of specialty coffee samples

Items Specification

HPLC HITACHI model (655A-11), Hitachi, Ltd. Japan

Column Inertsil ODS-3 (5 μm, 5.0×250 mm)

Mobile phase Acetonitrile (10 mM):KH2PO4(10/90, v/v)

Column temperature 30℃

Flow rate 0.9 mL/min

UV detector 280 nm (Shimadzu SPD-10 A VP)

Table 3. Color values of specialty coffee samples

Samples L* a* b*

CS   36.06±0.511)a2) 7.50±0.10b 15.60±0.36b

CT 32.83±1.88c 12.10±4.03a 15.09±1.47bc

CSD 38.27±0.50a 6.75±0.14b 17.49±0.30a

IM 39.06±1.64a 6.84±0.53b 18.58±1.00a

IR 36.06±0.51b 7.50±0.10b 15.60±0.36b

CS, Colombia Supremo; CT, Costa-rica Tarrazu; CSD, Colombia Supremo Decaffeine, IM, Indonesia Mandelling; IR, India Robusta;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1)Mean±standard deviation.
2)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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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로 분석하였다. 유리 아미노산의 분석조건은 Table 1과 같

다. 

5) Caffeine, theobromine, trigonelline 및 chlorogenic acid 함량 

분석

5종류의 스페셜티 커피 추출액의 카페인(caffeine), 테오브

로민(theobromine), 트리고넬린(trigonelline), 클로로겐산

(chlorogenic acid)의 함량은 스페셜티 커피 추출액을 각각 10 

mL를 취하여 비커에 넣고 증류수를 100 mL씩 첨가하였다. 이

를 각각 20 mL씩 취하여 50 mL의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1 mL

의 lead acetate를 첨가하여 10분간 방치한 다음, 10% (w/v) 

Na
2
CO

3
 1 mL를 첨가하여 잘 혼합하였다. 그 후, 시료를 1 mL씩 

취하여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HPLC로 분석하였

으며, 이때의 분석조건은 Table 2와 같다.

6)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항산화 활성은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Sigma-Aldrich, USA) 라디칼에 대한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으로 5종류의 스페셜티 커피 추출액에 대한 환

원력을 측정하였다(Blois, 1958). 여과한 스페셜티 커피 용액 0.1 

mL에 1.5×10-4 M DPPH를 첨가하여 상온의 암실에서 30 min 

방치한 후, 분광광도계(Model DU 530; Beckman, USA)를 이용

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대조군 대비 소거능을 산출하였

다. 

4. 통계 처리

본 실험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Sciences (SPSS ver. 

24.0 program; SPSS Inc, USA) 프로그램으로 통계분석을 실

시하였고 3회 반복 측정한 결과 값을 이용하여 Mean±SD를 구

하였다. 시료 간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한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

하여 p<0.05 수준에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색도

5종의 스페셜티 커피 추출물 시료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L*값은 39.06-32.83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각 시료들 중 

IM의 L*값이 39.06±1.64로 가장 높았고, CT가 32.83±1.88으

로 가장 낮았다. a*값은 12.10-6.75의 범위로 나타났고, CT가 

12.10±4.03으로 가장 높았으며, CSD가 6.75±0.1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값은 18.58-15.09의 범위로 나타났고, IM이 

18.58±1.00으로 가장 높았으며, CT가 15.09±1.47으로 가장 

낮았다. Seo et al. (2003)의 레귤러 커피의 색도 측정결과를 보

면 L*값은 42.08-53.92, a*값은 20.77-26.45, b*값은 26.56-

31.23의 범위로 나타나 본 시료인 스페셜티 커피는 레귤러 커피

에 비해 명도, 적색도, 황색도 모두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로스팅 

조건 차이에 의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2. pH와 당도

5종의 스페셜티 커피의 추출물 시료의 pH와 당도를 측정한 결

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pH값은 5.71-5.20의 범위

Table 5. Soluble solid contents of specialty coffee samples

Samples CS CT CSD IM IR
Soluble solid (%) 0.83±0.051)a2) 0.71±0.01b 0.72±0.01b 0.71±0.02b 0.81±0.02a

CS, Colombia Supremo; CT, Costa-rica Tarrazu; CSD, Colombia Supremo Decaffeine, IM, Indonesia Mandelling; IR, India Robusta.
1) Mean±standard deviation.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b)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4. pH, °brix(%) of specialty coffee samples

Samples pH °Brix (%)

CS      5.22±0.021)a2) 1.20±0.10a

CT  5.30±0.01b 0.96±0.21b

CSD  5.20±0.01c 0.26±0.06e

IM 5.26±0.01c 0.34±0.06d

IR 5.71±0.01a 0.46±0.12c

CS, Colombia Supremo; CT, Costa-rica Tarrazu; CSD, Colombia Supremo Decaffeine, IM, Indonesia Mandelling; IR, India Robusta.
1)Mean±standard deviation.
2)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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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IR 품종이 5.71±0.01으로 가장 높았고, CSD 품종이 5.20±

0.01로 가장 낮았다. 이는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레귤러 커피의 

pH가 5.30이라고 보고한 Jang et al. (2017)과 유사한 수준이었

다. Shin et al. (2011)은 커피 품종에 따라 당도의 차이가 나타난

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시료 간에 당도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범위는 1.20-0.26 °Brix 이었다. 그 중 CS 품종이 1.20±0.10 

°Brix로 가장 높았고, CSD 품종은 0.26±0.06 °Brix로 가장 낮았

다.

3. 고형분 함량

커피의 고형분의 함량은 커피의 품종에 따라 그 함량이 다양한

데, 커피의 맛과 색, 향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하게 작용한다(Eun 

et al., 2014; Kim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종의 스

페셜티 커피의 고형분 함량을 비교 측정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

다.

5종의 스페셜티 커피의 고형분 함량은 0.83±0.05-0.71±

0.01%의 범위였으며, 그 중 CS 품종이 0.83±0.05%로 가장 많

았다. 이 함량은 Seo et al. (2003)의 레귤러 커피의 고형분 함량

(0.49-0.64)에 비해 높은 수치였다. 즉, 레귤러 커피에 비해 본 

연구 시료인 스페셜티 커피의 고형분 함량이 높아 커피의 맛과 

색, 향 등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진다. 

4. 아미노산 함량 

1) 필수 아미노산

커피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경우 로스팅 공정 중 화학적으로 분

해되어 0.2-0.3% 정도로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필수아미노산

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Shin et al., 2018). 아미노산 중 체내에서 

합성될 수 없는 필수아미노산에는 valine, leucine, isoleucine, 

methionine, threonine, lysine, phenylalanine, tryptophan, 

histidine, arginine 등이 있다(Shin et al., 2018).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5종의 스페셜티 커피 추출액의 필수아미노산 함량을 측

정하여 Table 6에 제시하였다. 

총 필수아미노산은 CS 품종(142.3±1.63 mg/g)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근골격근의 성장발달과 근 손실을 보충할 수 있

는 분지사슬 아미노산(valine, leucine, isoleucine)도 CS 품종

(63.58±0.12 mg/g)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즉, 5종의 스

페셜티 커피 시료들 가운데 CS 품종에 분지사슬아미노산(BCAA)

을 포함한 필수아미노산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2) Serine, alanine 및 glutamic acid

Table 6. Essential amino acids of specialty coffee samples                                                                                          (Unit: mg/g)

Samples CS CT CSD IM IR

Threonine     53.22±0.061)a2) 55.84±0.25a 46.17±0.05b 26.42±0.08c 18.31±0.06d

Valine 20.24±0.04a 19.42±0.34a 17.00±0.09b 13.85±0.03c 13.48±0.11c

Methionine   2.31±0.12a   0.92±0.03b   0.82±0.02b   0.43±0.12c    0.30±0.02d

Isoleucine 17.68±0.05a 15.66±0.02b   8.72±0.03c   2.60±0.36d    2.08±0.05d

Leucine 25.66±0.03a 25.04±0.65a 22.71±0.10b 18.76±0.02c   17.38±0.09d

Phenylalanine 16.88±0.87a 16.41±0.24a 12.99±0.04b   4.14±0.05c     2.91±0.06d

Histidine  4.02±0.26a   3.15±0.33b   1.72±0.03c   0.07±0.01e     0.53±0.04d

Lysine  1.06±0.11a   1.04±0.02a   0.72±0.03b   0.28±0.02d     0.35±0.02c

Arginine  1.23±0.09a   0.19±0.01d  0.83±0.07c   0.89±0.01c      1.03±0.03b

Total 142.30±1.63a 137.67±1.89b 111.68±0.46c     67.44±0.70d    56.37±0.48e

CS, Colombia Supremo; CT, Costa-rica Tarrazu; CSD, Colombia Supremo Decaffeine, IM, Indonesia Mandelling; IR, India Robusta.
1)Mean±standard deviation.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7. Taste enhancing free amino acids of coffee samples                                                                                       (Unit: mg/g)

Samples CS CT CSD IM IR

Serine     15.66±0.061)a2) 14.96±0.18a   5.06±0.02b  1.87±0.05c   1.35±0.02d

Glutamic
acid  0.07±0.02b   0.09±0.02a   0.05±0.01b - -

Alanine 52.11±0.03a 51.35±0.08a 44.98±0.09b 34.65±0.08c   27.55±0.05d

Total 67.84±0.10a 66.40±0.28a 50.09±0.12b 36.52±0.13c   28.90±0.07d

CS, Colombia Supremo; CT, Costa-rica Tarrazu; CSD, Colombia Supremo Decaffeine, IM, Indonesia Mandelling; IR, India Robusta.
1)Mean±standard deviation.
2)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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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 함유된 아미노산은 물에 잘 녹고 각각 특유한 맛을 가지

고 있어 커피의 맛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Shin et al., 

2018). 그 가운데 serine, alanine 및 glutamic acid과 같은 맛

난 맛 성분의 아미노산은 혀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맛을 내는데 

함량이 높을수록 관능적 기호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Park et 

al., 2014). 특히, serine과 alanine은 커피의 단맛과(Flament, 

2002), glutamic acid는 맛난 맛과 관련되어 있다(Ko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erine, alanine 및 glutamic acid

의 3종의 아미노산 함량을 측정하여 Table 7에 제시하였다. 

커피의 단맛을 결정짓는 serine과 alanine의 함량의 경우 CS 

품종이 66.77±0.09 mg/g으로 가장 많았다. 커피의 맛난 맛을 

결정짓는 glutamic acid은 CT 품종이 0.09±0.02 mg/g, CS 품

종이 0.07±0.02 mg/g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즉, CS 품종

이 커피의 맛을 결정하는 serine, alanine 및 glutamic acid 함량

이 높았다. Kim & Kim (2017)의 연구에서는 콜롬비아 품종의 경

우 로스팅 시간이 길수록 단맛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단시간

(약 10-11 min)으로 로스팅을 하면 단맛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CS의 serine과 alanine의 함량이 가장 높

게 나타나 이전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5. Caffeine, theobromine, trigonelline 및 chlorogenic acid 함

량

Caffeine, theobromine, trigonelline, 및 chlorogenic acid 

성분들은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물

질들이다. Caffeine과 theobromine 성분은 부정적인 영향을, 

trigonelline과 chlorogenic acid 성분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

질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7). Caffeine과 theobromine

은 흥분제와 각성제로 잘 알려진 알칼로이드 물질(Franca et 

al., 2007)로 caffeine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각성효과가 있

다(You & Lee, 2018). Theobromine은 커피, 발효잎차, 카카오

에 함유되어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다(Yun et al., 

2015). 커피 배전공전 중 trigonelline에서 생성되는 휘발성 물질

은 커피의 맛과 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Kim & Park, 2006). 

Chlorogenic acid는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예방하고 간을 보호하

는 생리활성 효과가 있다(Lee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caffeine, theobromine, trigonelline 및 chlorogenic acid을 

측정하여 Table 8에 제시하였다. 

Caffeine의 함량은 IR (29.32±0.07 mg/g) 품종에 가장 많

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CSD (0.65±0.03 mg/g) 품종에 가장 적

게 함유되어 있었다. Kim & Park (2006)의 연구에서도 로부스타 

품종의 커피에서 카페인 함량이 다른 품종의 커피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Theobromine

는 커피와 발효 잎차, 카카오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홍

차와 커피에는 거의 유사한 수준이 함유되어 있다(Yun et al., 

2015). 본 연구결과 theobromine 함량은 IR (0.74±0.01 mg/

g) 품종에서 가장 높았고, IM (0.12±0.00 mg/g) 품종에서 가장 

낮았다. 이 값은 차류에 포함된 theobromine의 함량분포가 0.9-

0.1 mg/g이라고 보고한 Choi (200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수

준이었다. Trigonelline 함량은 CSD (0.97±0.02 mg/g) 품종에

서 가장 높았고, IR (0.18±0.00 mg/g) 품종에서 가장 낮았다. 

Chlorogenic acid 함량은 CSD (0.94±0.01 mg/g) 품종에서 가

장 높았고, CS (0.12±0.00 mg/g) 품종에서 가장 적었다. 이 수

Table 9.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specialty coffee samples

Samples CS CT CSD IM IR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90.54±0.181)a2) 83.31±0.80d 85.63±0.72c 89.93±0.71b 90.40±1.33a

CS, Colombia Supremo; CT, Costa-rica Tarrazu; CSD, Colombia Supremo Decaffeine, IM, Indonesia Mandelling; IR, India Robusta.
1)Mean±standard deviation.
2)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b)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8. Caffeine, theobromine, trigonelline, chlorogenic acid of specialty coffee samples                                    (Unit: mg/g)

Samples Caffeine Theobromine Trigonelline Chlorogenic acid

CS      18.90±0.061)b2)  0.16±0.00c 0.18±0.00c 0.12±0.00d

CT 13.83±0.02c  0.13±0.00d 0.30±0.01b 0.16±0.01c

CSD   0.65±0.03d 0.33±0.01b   0.97±0.02a 0.94±0.01a

IM 19.95±0.04b 0.12±0.00d  0.34±0.02b 0.16±0.00c

IR 29.32±0.07a 0.74±0.01a  0.19±0.01c 0.82±0.02b

CS, Colombia Supremo; CT, Costa-rica Tarrazu; CSD, Colombia Supremo Decaffeine, IM, Indonesia Mandelling; IR, India Robusta.
1)Mean±standard deviation.
2)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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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Jang et al. (2017)가 보고한 레귤러커피의 chlorogenic 

acid의 함량(0.1±0.05 mg/g), Lee et al. (2017)이 보고한 콜

롬비아 커피의 chlorogenic acid 함량(0.27±0.04 mg)보다

도 높은 수준이었다. 즉, 커피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trigonelline와 chlorogenic acid 성분이 가장 많은 품종은 CSD 

품종이었으며, 커피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caffeine함량

과 theobromine함량은 CSD 품종에서 가장 낮았다.

6. DPPH radical 소거능

식품의 항산화 능력은 그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총 폴리

페놀(phenolic compound)의 함량과 관련되어 있다(Kim & 

Han, 2009). 커피에는 700여 가지의 휘발성 물질과 향기성분 

및 phenol류, phenolic acid류, phenyl propanoid류, 페놀성 

quinone류 등을 함유하고 있어 커피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e et al., 2013; Seo et al., 2003). Karakaya et al. (2001)

은 레드와인보다 커피의 폴리페놀 함량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Nakanishi et al. (2000)은 커피가 LDL-cholesterol의 산화에 대

한 감수성을 줄여, LDL cholesterol과 malondialdehyde (MDA)

의 감소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종류의 스

페셜티 커피 추출액의 항산화성을 알아보기 위해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하여 Table 9에 제시하였다. 

5종류의 스페셜티 커피 시료들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분석

한 결과 83.31±0.80-90.54±0.18%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는 

Kim & Han (2009)의 88.23-91.73% 범위와 유사한 수준이었

다. 5종류의 스페셜티 커피 시료들 중 CS 품종이 90.54±0.18%

로 가장 높았고, CSD 품종이 85.63±0.72%으로 가장 낮았다. 

즉, 5종류의 스페셜티 커피 시료들 가운데 폴리페놀에 해당하는 

trigonelline와 chlorogenic acid의 함량이 가장 높은 CS 커피의 

DPPH radical 소거능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Conclusion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CS, 

CT, CSD, IM, IR의 품질특성을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가장 우수

한 스페셜티 커피 품종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샘플링 한 5종의 스

페셜티 커피 생두들의 품질특성을 비교하고자 pH, 당도, 고형분 

함량, caffeine, theobromine, trigonelline, chlorogenic acid 

함량 및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pH를 측정한 결

과, IR 품종에서 가장 높았고, 당도와 고형분 함량은 CS 품종에

서 가장 높았다. Valine, leucine, isoleucine, serine, alanine 및 

glutamic acid 모두 CS 품종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커피

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caffeine과 theobromine 함

량은 IR품종에서 가장 많은 반면, 커피의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trigonelline과 chlorogenic acid는 CSD 품종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또한 CS품종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5종류의 스페셜티 커피 중 고형분 함량이 많

고 DPPH radical 소거능이 우수한 CS 품종과 trigonelline, 

chlorogenic acid의 함량이 높은 CSD 품종을 블렌딩하면, 

caffeine 함량이 낮아 건강상 유리하면서, 고형분, trigonelline, 

chlorogenic acid 함량이 높은 품질의 스페셜티 커피로 제조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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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원산지에 따른 스페셜티 커피의 품질특성

이소영1, 한명륜2, 김애정3* 
1경기대학교 대체의학과, 서울, 한국 
2혜전대학교 제과제빵과, 충청남도 홍성군, 한국 
3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식품치료전공, 서울, 한국

목적: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가장 우수한 스페셜티 커피 품종을 제시하고자 최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Colombia 

Supremo (CS), Costa-rica Tarrazu (CT), Colombia Supremo Decaffeine (CSD), Indonesia Mandelling (IM), India Robusta (IR) 5

종류를 샘플링하여 그 품질특성을 평가하였다. 방법: 5종류의 스페셜티 커피 생두를 각각 로스팅 한 후 추출하여 pH, 당도, 고형분 

함량, caffeine, theobromine, trigonelline, chlorogenic acid 함량 및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결과: pH를 측정한 결과, 

IR이 5.71±0.01로 가장 높았고, 당도와 고형분 함량은 CS가 1.20±0.10 및 0.83±0.05 °Brix로 가장 많았다. 총 분지사슬 아미노

산( Branched chain amino acid, BCAA) 함량(63.58±0.12 mg/g)과 맛 관련 아미노산인 serine, alanine, glutamic acid 함량(67.84

±0.10 mg/g)도 CS가 가장 많았다. caffeine과 theobromine의 함량(29.32±0.07 mg/g, 0.74±0.01 mg/g)은 IR에 가장 많았으며, 

trigonelline과 chlorogenic acid 함량(0.97±0.02 mg/g, 0.94±0.01 mg/g)은 CSD가 가장 많았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CS가 

90.54±0.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 5종류의 스페셜티 커피 중 CS 품종은 맛 관련 아미노산함량과 DPPH radical 소거능이 

우수하였으며, CSD 품종에는 trigonelline와 chlorogenic acid의 함량은 높고 카페인 함량은 낮았다. 따라서 두 품종의 스페셜티 커

피를 블랜딩하면 카페인 함량은 낮고 맛과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새로운 스타일의 스페셜티 커피로 제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스페셜티 커피, 카페인, 테오브로민, 트리고넬린, 클로로제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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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按产地划分的进口特种咖啡的质量特征 
 
李素英 1，韓明倫 2，金愛貞3* 
1京畿大学代替医疗学科，首尔，韩国 
2慧田大学烘焙科学与技术学科，忠清南道洪城郡，韩国 
3京畿大学代替医疗大学院食品治疗学科，首尔，韩国

目的: 这项研究旨在通过对五种咖啡 Colombia Supremo (CS), Costa-rica Tarrazu (CT), Colombia Supremo 
Decaffeine (CSD), Indonesia Mandelling (IM), India Robusta (IR)的五种咖啡进行抽样并评估其质量特征，从
而确定最适合客户的特色咖啡。方法: 焙烧后提取五种特色咖啡豆，测定其pH，糖度，固形物含量，咖啡因，
可可碱，藜芦碱和绿原酸含量，以及DPPH清除能力。结果: IR的pH值最高为5.71±0.01，CS的糖度和固体含
量最高，分别为1.20±0.10，0.83±0.05°Brix。同时CS的总支链氨基酸（63.58±0.12 mg/g）和与口味相关
的氨基酸的总和，如丝氨酸，丙氨酸，谷氨酸（67.84±0.10 mg/g）最高。IR的咖啡因含量和可可碱含量最
高（分别为29.32±0.07 mg/g和0.74±0.01 mg/g）。同时，CSD表现出的松果酸和绿原酸含量最高（分别为
0.97±0.02 mg/g和0.94±0.01 mg/g）。CS的DPPH自由基清除活性为90.54±0.18％，在被测咖啡中最高。结
论: 在这五种特色咖啡中，CS具有较高的固含量和优异的DPPH自由基清除活性，而CSD的松果茶碱和绿原酸含
量较高，而咖啡因含量较低。如果将它们混合，则这种新的特种咖啡将具有高水平的抗氧化活性，并具有良好
的口感和少量的咖啡因。

关键词: 特色咖啡，咖啡因，可可碱，曲古林，绿原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