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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추출온도, 추출시간, 음용온도의 3가지 평가인자를 통해 5가지 커피 맛(신맛, 단맛, 구수한맛, 짠
맛, 쓴맛)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본 실험에서는 1) 추출온도, 추출시간, 음용온도 각각의 평가 인자에 따른 커피 맛의 
변화 2) 추출온도 그룹을 통제 후 추출시간, 음용온도에 따른 커피 맛의 변화 3) 3가지 평가인자에 따른 커피 맛의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평가인자와 관련하여 신맛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추출온도는 높고 추출시간은 길 때 신
맛을 강하게 느끼는 반면 음용온도는 낮을 때 강하게 나타났다. 추출온도 그룹을 통제한 결과에서는 신맛과 구수한
맛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신맛은 음용온도가 낮을 때, 구수한 맛은 음용온도가 높을 때 강하게 느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추출온도(90℃), 추출시간(0분), 음용온도(60℃)에서 구수한맛이 많이 느껴질 때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주제어 : 추출온도, 추출시간, 음용온도, 커피 맛, 선호도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3 evaluation factors(extraction temperature, extraction time and 
drinking temperature) on the 5 tastes (sour, sweet, malty, salty and bitter) of coffee. the aim of this experiment 
were threefold: i)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the 5 tastes depending on the each 3 evaluation factor ii) to 
examine the change of the 5 tastes depending on the extraction time, drinking temperature under fixing the 
group of extraction temperature iii) to research the preference for the taste of coffee depending on 3 evaluation 
factors. As a result, in relation to the evaluation factors, significance difference was made at the sour taste. 
And when extraction temperature was higher and extraction time was longer, the sour taste was felt stronger. 
To the contrary, when drinking temperature was lower, sour was stronger. When the extraction Temperature 
group was controlled, the sour and malty taste were stronger. The sour taste was stronger when drinking 
temperature was lower and delicate flavor was stronger when drinking temperature was higher. High preference 
was demonstrated at extraction temperature(98℃), extraction time(0 minute), drinking temperature(60℃) and 
higher malty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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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커피는  세계에서 하루에 약 22억 잔이 넘게 소비되

고 있다. 커피의 인기는 길거리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커피 문 의 숫자로도 가늠할 수 있지만, 커피를 마시

는 다양한 방법의 소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다양한 욕

구를 채워주기 해 노력하고 있다는 에서도 알 수 있

다. 기호 식품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 최근 5년간 국내 커

피 수입시장은 3배가 확  되었으며, 작년 한해 20세 이

상 1인당 약 338잔 넘게 소비되었다[2]. 소비자들이 커피

를 마실 때 는 구매 시 가장 요한 요소로 맛을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4]. 맛은 향기

와 함께 향미의 주요한 요소이며, 입과 코를 자극해[5] 짠

맛, 신맛, 단맛, 쓴맛, 감칠맛 등을 느낄 수 있다[6][7]. 

는 맛을 느끼고 감지하며, 추출조건  온도에 따라 신맛, 

단맛, 짠맛, 쓴맛의 변화에 많은 향을 받게 된다

[8][9][10]. 커피 추출은 원두의 분쇄 입자, 추출시간, 추출

온도, 추출방법 등의 필수조건들과[11] 수많은 변수가 작

용하게 되며, 맛있는 커피 추출을 해서는 좋은 환경과 

질 좋은 커피라도 마지막 단계인 커피 추출을 소홀히 하

면 이 의 모든 과정이 무의미하게 된다[12]. 커피 과정

은 생산, 로스 , 추출, 음용의 4가지 단계로 나눠지며, 모

든 과정이 커피 맛에 향을 다. 소비자가 커피를 음용

할 때 가장 하게 련 있는 것은 추출과 음용과정이

며, 커피 맛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추출온도, 추출시간, 

음용온도이다. 기존 부분 연구에서는 추출온도[8], 음

용온도[13],[14] 인자에 해 각각 연구되었다면 본 연구

에서는 최 로 추출온도, 추출시간, 음용온도 3가지 인자

를 종합하고 더 나이가 이 변수들의 차이에 따르는 커피 

맛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가 날로 성장하

는 우리나라 커피산업과 커피서비스에 큰 사회경제  기

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추출온도, 추출시간, 음용온도에 따른 능

평가를 통해 1) 추출온도, 추출시간, 음용온도 각각의 평

가 인자에 따른 커피 맛의 변화에 해 알아본다. 2) 추출

온도 그룹을 통제 후 추출시간, 음용온도에 따른 커피 맛

의 변화에 해 알아본다. 3) 3가지 평가인자에 따른 커

피 맛의 선호도를 알아본다.

2. 연구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두는 아라비카 종 콜롬비아 슈

리모(Arabica, Colombia Supremo)를 사용했으며, 로

스 은 열풍식 로스터기(Taehwan Automation Ind Co., 

Korea)를 사용해 배 (Agtron colormeter 60)으로 했

다. 컵핑하기  24시간 이내에 로스 을 하고 8시간 이

상 탈기(脫氣) 후 컵핑(cupping) 직 에 분쇄하 으며, 

분쇄 후 15분 이내에 추출 해 비하 다[15]. 커피 분쇄

는 Freshtaste Operating instructions(Coffee Grinder 

CSE Co., Korea)를 이용해 Drip 굵기로 분쇄했다. 

2.2 추출물의 제조

본 연구는 커피 추출방식에서 침지식(浸漬式)의 우려

내기(Steeping), 여과식(濾過式)의 드립여과(Drip filt- 

ration)가 혼합된 클 버 드리퍼(Clever Coffee Dripper, 

c-70888, Invented by E.K. IN'L CO., LTD, TAIWAN)

를 사용해 추출하 다. 1회 추출 시 분쇄 커피 16g, 정수

된 물 300ml의 비율로 비해 추출이 이루어 졌으며, 추

출온도(ex_temp, Extraction Temperature)는 98℃, 92℃, 

86℃에서 추출시간(ex_time,  Extraction time) 0분, 3분, 

6분에 추출해 실험 음용온도(d_temp, Drinking Tem- 

perature)60℃, 40℃, 20℃에 따라 총 시료 27가지를 미리 

비해두고 진행하 다.

2.3 패널선정 및 관능평가

본 연구의 평가를 해 다양한 커피 추출법 응 훈련

과 향미에 한 기본 습득  미국스페셜티커피 회

(SCAA)의 컵핑방법[15]에 따른 훈련을 받은 커피 공

학과 학생 44명(남성 25명, 여성 19명)을 상으로 선

정하 다. 본 실험에서 커피 향미평가는 일반 으로 

가 구분하는 신맛(sour), 단맛(sweet), 짠맛(salty), 쓴맛

(bitter)의 4가지 기본 맛[7]과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커

피를 마실 때 구수함(malty)에 한 인식을 갖고 있어

[16] 총 5가지 맛 요소를 설정하 다. 주변 환경과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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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the extraction temperature 
on the taste elements regardless of 
extraction time and drinking 
temperature

[Fig. 2] Effect of the extraction time on the 
taste elements regardless of 
extraction temperature and drinking 
temperature

[Fig. 3] Effect of the drinking temperature on 
the taste elements regardless of 
extraction temperature and extraction 
time

분 기에 따라 커피에 한 선호도에 향을  수 있기 

때문에[17] 실험 공간은 일정한 실내장소에서 실시하

다. 실험  시료에 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27가지 시료에 해 능평가를 실시하 다.

2.4 통계처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version 16.0) 통계 로

그램을 이용하여 변수 간 상 성은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 으며, 집단 간 분석은  

Dunnett t-tests를 실시하고  유의성은  p<0.05수 에서 

검정하 다. 

3. 연구결과 

3.1 평가인자별 관능평가

추출온도에 따른 커피 맛 요소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추출시간은 3분, 음용온도 60℃를 고정한 후 추출온도 

98℃, 92℃, 86℃에서 신맛, 단맛, 구수한맛, 짠맛, 쓴맛을 

비교 평가하 다.

3.1.1 추출온도에 따른 커피 맛 요소 변화

추출온도에 따른 커피 맛 요소 변화는 Fig. 1에서 나타

내었다. 커피 맛 요소  구수한맛과 쓴맛은 평균 으로 

높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맛에서 98℃와 9

2℃, 98℃와 86℃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구수한맛과 쓴맛은 추출 온도의 변화에 따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신맛의 경우 추출 온도가 높을 때 강하

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높은 선호도를 보

인 구수한맛을 추출하기 해서는 추출온도 98℃보다 낮

은 온도가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3.1.2 추출시간에 따른 커피 맛 요소 변화

추출시간에 따른 커피 맛 요소 변화는 Fig. 2에서 나타

내었다. 신맛과 쓴맛에서 0분과 3분, 0분과 6분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 으며(p<0.05), 3분과 6분에서는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구수한맛은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

으나 추출시간에 따라서도 높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추출시간에 따른 커피 맛 변화에서 신맛과 쓴맛 모두 

추출시간이 길 때 커피 맛이 두드러지게 느끼는 경향을 

보 다.

3.1.3 음용온도에 따른 커피 맛 요소 변화

음용온도에 따른 커피 맛 요소 변화는 Fig. 3에서 나타

내었다. 음용온도에 따라서도 신맛에서 변화가 두드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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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ffee taste change in the extraction 
time and drinking temperature at 98℃

[Fig. 5] Coffee taste change in the extraction 
time and drinking temperature at 92℃

[Fig. 6] Coffee taste change in the extraction 
time and drinking temperature at 86℃

게 나타났으며, 60℃와 40℃, 60℃와 20℃에서 음용온도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구수한맛은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음용온도가 높을 때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로 신맛은 음용온도가 낮

아질수록 강하게 느껴지는 경향을 보 다. 

3.2 추출방법 및 음용온도에 따른 관능평가

추출온도 그룹을 통제의 기 으로 잡고, 추출시간(0

분, 3분, 6분)으로 음용온도(60℃, 40℃, 20℃)를 다르게 

하여 맛 요소 변화를 평가했다.

3.2.1 추출온도98℃에서 추출한 경우  

추출온도 98℃에서 추출한 경우 맛 요소 변화는 Fig.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5가지 맛 요소  신맛과 구수

한맛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신맛은 추출시

간이 길어질수록 느끼는 강도가 증가하 으며 반면 구수

한맛에서는 추출시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

러나 음용온도가 높을 때 구수한맛을 많이 느끼는 경향

을 보 다. 반 로 신맛은 음용온도가 낮을 때 강하게 느

끼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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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gh preference

b) Low preference

3.2.2 추출온도92℃에서 추출한 경우  

추출온도 92℃에서 추출한 경우 맛 요소 변화는 Fig.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추출시간이 짧을 경우 5가지 

맛 요소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이 보이지 않았으나 추출시

간 6분에서 짠맛을 제외한 맛 요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추출시간 6분에서 음용온도 간 맛 요소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다.

3.2.3 추출온도86℃에서 추출한 경우  

추출온도 86℃에서 추출한 경우 맛 요소 변화는 Fig. 

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5가지 맛 요소  신맛, 구수

한맛, 짠맛에서 유의 인 차이를 보 다(p<0.05). 신맛은 

추출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강하게 느껴졌으며, 구수한맛

은 반 의 경향을 보 다. 음용온도에 따라서는 신맛의 

경우 낮은 음용온도에서 강하게 느껴지고 구수한맛은 높 

경향을 보 다. 특히 추출온도 86℃에서는 짠맛에서 유

의 인 차이를 보 으며(p<0.05), 추출 온도가 낮을 때 

음용온도 간 짠맛의 변화가 보 다. 

3.3 선호도 관능평가

3.3.1 패널조사 대상자 선호도

선호도 능평가를 통한 최고 선호도와 최  선호도

는 Table 1에서 나타내었으며, 5가지 맛 요소(신맛, 단맛, 

구수한맛, 짠맛, 쓴맛)  최고 선호도와 최  선호도는 

Fig. 7에서 나타내었다. 선호도 평가에서는 추출온도 9

8℃, 추출시간 0분, 음용온도 60℃(3.3±1.1)에서 가장 높

은 선호도를 보 으며, 추출온도 98℃ 추출시간 6분, 음

용온도 40℃(2.1±1.0)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 다.  

맛 선호도에서는 구수한맛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신맛에 한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커

피를 추출할 때 낮은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추출 후 따뜻할 때 음용 하는 커피를 좋아 하며, 이 때 선

호도가 높은 구수한맛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으로 

단된다.

3.3.2 성별에 따른 선호도

성별에 따라 선호도 결과는 Table 2와 Table 3에서 나

타내었다. 연구 상자는 44명  남자 25명(57%), 여자

19명(43%)이며,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다. 추출온도, 

추출시간, 음용온도 3가지 인자에서 성별에 따른 선호도 

연구결과 남자와 여자 모두 추출온도 98℃와 음용온도 

60℃에서는 높은 선호도를 보 다. 그러나 추출시간의 

경우 남성(0분)과 여성(6분)의 차이를 보 다. 한 여성

(3.2±1.2), 남성(2.3±1.0 )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맛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는 추출이라는 과정을 

통해 커피의 성분이 용출되고 커피 음용을 통해 맛이 느

껴진다. 따라서 남성은 짧은 추출로 인해 커피의 성분이 

약하게 용출된 것을 좋아하고 여성은 강하게 느껴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1> Mean value of the maximum and the 
minimum preference

preference
ex_

temp.

ex_

time

d_

temp.

Mean

±SD

High 98℃ 0 60℃ 3.3±1.1

Low 98℃ 6 40℃ 2.1±1.0

* ex_temp.: Extraction Temperature, ex_time: Extraction Time, 

d_temp.: Drinking Temperature

  [Fig. 7] Effect of coffee elements on the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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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sour sweet malty salty bitter

Female 3.2±1.2 2.1±1.0 3.6±0.9 2.1±0.9 2.8±1.0 

Male 2.3±1.0 2.1±0.7 3.3±1.0 1.8±1.0 2.4±1.1 

<Table 2> Gender difference on the preference 
extraction temperature, extraction 
time and drinking temperature for 
coffee

sex
ex_

temp.

ex_

time

d_

temp.

Preference

(Mean±SD)

Female 98℃ 6 60℃ 3.4±1.1

Male 98℃ 0 60℃ 3.4±1.2

* ex_temp.: Extraction Temperature, ex_time: Extraction Time, 

d_temp.: Drinking Temperature

<Table 3> Values of tastes elements with high 
preference

4. 고찰 

소비자들은 커피 온도에 한 자신만의 선호 온도  

단 기 이 있고 커피의 기호도가 높을수록 선호하는 

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 커피 음용온도가 높을 

때 구수한맛을 강하게 느끼며 여성이 신맛에 해 강한 

선호도를 보인다고 보고되었다[16]. 식품의 온도가 맛의 

강도 외에 선호도에도 향을 주며[19], 커피는 볶음 정

도에 따라 좋은 맛을 내는 추출 온도가 달라지며, 외부의 

변수  물의 온도가 커피의 휘발성 향미 화합물을 유지

하는데 인 역할을 한다[20]. 본 연구에서 추출온도, 

추출시간, 음용온도에 따라 커피 맛 변화를 알아보기 

해 총 44명  남성(57%), 여성(43%)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구수한맛을 가장 선호하고, 음용

온도는 높을 때 최고의 선호도를 보 다. 한 여성

(3.2±1.2)이 남성(2.3±1.0)에 비해 신맛에서 선호도가 높

게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 다.   

선행연구에서 커피 소비자가 음용온도로 62.8℃~68.

3℃[21], 59.8℃ 온도가[14]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본 연구에서 추출온도, 추출시간, 음용온도가 커피 

추출 변수에 요한 요인으로 보고 커피 맛 요소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본 결과 가장 선호하는 음용온도는 60℃

로 나타났다. 시료와 추출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

호 음용온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커피에서 단맛은 

감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며[22], 음용온도에 따라서는 2

0℃~40℃에서 단맛에 한 역치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23]. 본 연구에서도 단맛은 추출온도, 추출시

간, 음용온도 모두에서 느껴지는 강도가 매우 낮은 것으

로 보아 커피 음용 시 커피에서 단맛의 감지는 매우 어려

운 것으로 여겨진다. 신맛과 쓴맛은 커피의 표 특성으

로[24] 신맛은 추출온도와 한 련이 있으며[8], 산도

의 경우 추출온도가 낮을수록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25]. 본 연구에서는 신맛의 경우 추출온도가 

높을수록(98℃)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 은 

본 연구의 새로운 결과 다. 기존 연구에서는 산도에 

해 특정 연구를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커피 

맛을 함께 평가하고,  시료가 서로 달라서 다소 다른 

결과 연구결과인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 결과 5가지 맛 요소  특히 신맛, 구수한맛, 

쓴맛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 으며, 신맛은 선호도가 

매우 낮은 반면 구수함은 높은 선호도를 보여 구수한맛

이 많이 느껴지는 커피 추출을 할 경우 소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커피 맛은 커피콩에 따라 

다양한 맛이 존재하며, 추출된 커피에 향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라비카 종 콜롬비아 슈 리모 1종류

의 시료에 해 연구한 것이므로 다양한 종류의 커피콩

에 동일하게 용되기 어려우며, 다른 커피종과의 비교

도 향후 요구되어 진다. 

5. 결론 

본 연구는 능평가를 통해 추출온도, 추출시간, 음용

온도에 따라 커피 맛의 변화를 알아보기 한 연구로 평

가자 총 44명  남성25명(57%), 여성19명(43%)을 상

으로 신맛, 단맛, 구수한맛, 짠맛, 쓴맛의 5가지 맛 요소의 

변화를 연구한 연구이다. 추출온도, 추출시간, 음용온도

에 따라 커피 맛에 변화를 보 으며, 특히 신맛과 구수한

맛, 쓴맛이 두드러지는 요소이다. 높은 추출온도에서 짧

은 시간 추출하여 높은 온도에서 음용 할 때 구수한맛이 

많이 느껴졌으며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구수한맛을 선호했으며 여성의 경우 신맛의 선호도

가 높다. 체 선호도에서는 신맛이 가장 낮았으며, 추출

온도가 높고 추출시간이 길며 음용온도가 낮을 때 신맛

이 강하게 느껴진다.  구수한맛의 경우 추출온도와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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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높은 음용온도일 

때 강하게 느껴진다.  쓴맛은 추출온도와 음용온도에서

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추출시간에 따라 두드

러지는 차이가 있다. 

기존 거의 부분의 연구에서 추출온도와 음용온도를 

별개의 에서 분석하 으나, 본 연구는 커피 맛에 있

어 온도와 시간에 따른 변화에 을 둔 연구이다. 따라

서 커피 추출에 가장 요한 조건인 추출온도와 추출시

간, 음용온도의 3가지 평가인자에 따라 커피 맛의 변화에 

한 보다 정확하고 이들 변수 간 계를 규명한 최 의 

연구로 커피 화 시 에 커피산업에 큰 기여를 할 것

으로 측된다. 향후 다양한 종류의 커피콩에 따른 커피 

맛 변화 연구와 더불어 소득별 혹은 연령별 맛의 선호도 

차이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심층 이고 다양한 선호도 정

보가 제공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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