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커피의 일반성분 및 기능성성분
부제: My coffee is dutch coffee (not drip coffee)
소윤지

서론

빈 속에 커피
하상욱
두근
두근
두근
두근
-하상욱 단편시집 '빈 속에 커피' 中에서커피는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한다.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처럼. 이러한 심장의
두근거림이 단지 커피 속에 함유된 성분, 특히 카페인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 느낌이 그리 싫
지만은 않다. 커피는 그런 매력을 가진 음료다. 커피를 맛으로 먹는다고 하지만 은밀한 심장
의 두근거림을 나도 모르게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더치커피(Dutch coffee)는 불리는 이름이 다양하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주로 더치커피(ダッ
チ・コーヒー)로 불리며, 영어식으로는 cold brew, cold press, 또는 (cold) water drip
coffee로 표현되는데 cold brew라는 표현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더치커
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커피의 눈물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해서 붙인
별명이고 더치커피가 가지는 깊은 향미가 와인과 같다 하여 커피의 와인이라고 불리기도 한
다. 다양한 이름과 별명에 걸맞게 더치커피는 맛과 향미가 색다르면서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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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정의 및 기원
더치커피를 추출방법을 기반으로 정의하자면, 분쇄한 원두를 상온의 물을 이용해 한 방울
단위로 떨어뜨려 여러 시간 동안 추출한 커피라고 할 수 있다. 특성을 중심으로 정의하면 상
온의 물로 추출하기 때문에 유기산의 휘발량이 적어 향미가 풍부한 커피라고 할 수 있다.
찬물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이 처음 고안되었을 때에는 분쇄한 커피를 물과 함께 섞어서 여
러 시간 둔 뒤에 천이나 종이 필터 등으로 여과해서 커피를 만들었다. 최근 블로거들 사이에
서도 홈카페(일명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 방식)에서 더치커피의 맛을 즐기기 위해 특별한 기구
가 필요하지 않은 담금-여과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1696년 네덜란드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커피나무를 이식한 후에 인도네시아의 중간에 위치
한 섬인 자바섬에서 커피재배가 시작되었다. 커피나무 이식에 이어 네덜란드는 1902년 인도네
시아에 동인도회사를 설립하고 식민지 지배를 시작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대체로 무기질이 풍
부한 화산지형으로 이루어져있어 커피를 재배하기에 좋은 조건이었지만, 1877년 커피 녹병
(Coffee Leaf Rust)으로 인해 커피농장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 이후로 아라비카종 보다 병충
해에 강한 로부스타종을 주로 재배하였다. 로부스타종은 병충해에 강한 대신 향이 적고 강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맛을 줄이고 음용하기 쉽게 하고자 네덜란드 상인들이 고안해
낸 추출 방법이 바로 더치커피 추출 방식인 cold brewing(cold water drip)이다.

2. 비교를 통한 고찰 (더치커피 VS 드립커피)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더치커피와 드립커피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된 기구와 그 밖에 추출
조건은 표 1과 같다.
표 1. 더치커피와 드립커피의 추출 조건 및 희석(실험) 조건
Condition

Dutch coffee

Drip coffee

Apparatus

dutch extraction set (glass)

Coffee-maker (Braun)

Roasting

full-city(using after 7days)

Grinding

20step (medium, Baratza)

coffee : water
Temperature
Extraction time
Dilution

60g : 600mL
20-25℃

95-90℃

7hr

5min
coffee : water = 1 : 3

(1) 분쇄(Grinding)
종자에 있는 지방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세포막을 파괴해야하듯이 커피 원두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보다 쉽게 용출하기 위해서는 커피의 조직을 파괴해 표면적을 늘리는 분쇄작업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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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성분들이 용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어
떤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하느냐에 따라 원두의 입자 크기는 달라져야한다. 추출 방법에 따른
분쇄 굵기의 대략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2. 추출방법에 따른 적절한 입자크기
Extraction Method

particle size

note

French press

coarse

Coffee-maker

medium

Drip

medium

Dutch

medium

Moka pot

medium fine / fine

Espresso

super fine

classification of particle
size(Three point)
coarse – medium - fine

커피를 추출하는 사람에 따라서 적절한 분쇄입자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출간된 서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입자의 크기 자체가 분류에 따라서 명확하게 수치로 제시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1에 따른 분류는 대략적인 분류일 뿐이다. 표 2에서보면 fine과
coarse의 차이는 입자 평균에 차이이며 입자는 평균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fine으로 분류를 하고 큰 입자가 많을수록 coarse라고 한다.
표 3. Granulometric Distribution % of ground coffee
Size(㎛)

Fine

Coarse

800-630

7.3

27.6

630-500

39.2

35.4

500-351

47.5

30.7

315-200

5.7

5.6

<200

0.5

0.8

Source: A. Voilley, F, et al. (1979)
표 2에 의하면 더치커피와 드립커피의 분쇄 입자 크기는 같은 부류에 속한다. 더치커피와 드
립커피의 추출 방식은 둘 다 필터에 분쇄한 커피를 넣고 물을 부어 추출하는 여과법
(brewing)을 이용한다.
물론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지 간에 입자의 크기에 상관없이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다만 원
두가 적절한 굵기를 가지지 못한다면 쓴맛과 같은 특정한 맛이 매우 강하게 추출되거나 너무
적게 추출되어 원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느끼기 어렵게 된다. 결국 커피의 추출 방법
에 따라 적절한 굵기의 선택이 중요시 된다.

(2) 추출기구
커피를 추출하는 기구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커피의 이름은 보통 추출기계의 이름을 따서 붙
인다. 더치커피와 드립커피는 여과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며, 커피를 내리는데 필요한
기구 또한 비슷한 점이 많다. 용도에 따른 커피의 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의 드
립커피는 용도에 따른 커피의 기구를 비교하기 위해 핸드드립 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이용해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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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용도에 따른 더치커피와 드립커피의 추출기구
Usage

Grinding

Water
supply

filter

coffee
container

server

Dutch
Apparatus

Drip (hand-drip)
Picture

Apparatus

grinder

grinder

water pot

water port

filter paper

filter paper

coffee

Picture

dripper

container

coffee server

server

(3) 추출방법의 비교
더치커피와 드립커피의 추출 방법은 사용하는 필터와 그 모양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더치커피를 추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분쇄한 커피의 위, 아래로 원형 필터를 놓아준다. 아래
쪽에 위치한 필터는 추출된 커피가 흘러내려가는 입구에 분쇄한 커피로 인해 막히지 않게 하
고 분쇄한 커피가 평평하게 담길 수 있게 바닥을 평평하게 해준다. 위쪽에 놓인 필터는 한 방
울씩 떨어지는 물이 가운데에만 떨어지지 않게 하며 중력에 의해 커피케이크(에스프레소 추출
시 사용하는 용어) 부분이 파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드립커피 추출시의 필터는 드립퍼
(dripper) 안쪽을 전반적으로 감싸주며 커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더치커피와 드립커피에서 추출 온도와 시간 이외에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탬핑
(tamping)의 유무이다. 분쇄된 커피를 상온의 물을 이용해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커피 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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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촉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분쇄 입자가 너무 고우면 쓴맛 이외의 적절하지 못한
성분들이 용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입자 간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추출시간을 늦출 수 있다. 입
자간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압축과 같으며 에스프레소 추출 시 사용하는 용어로는 탬핑이라고
한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것 보다는 더 적은 힘이 필요하고, 분쇄 원두를 담는 용기가 주
로 긴 원통형이기 때문에 주로 나무로 된 긴 탬퍼(tamper)를 사용한다.
그 이외에 뜸들이기 작업은 전체 커피를 적셔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추출 온도와 물의 속
도, 추출시간 등은 표 5에 제시한 내용과 같다.
표 5. 더치커피와 드립커피의 추출방법 비교
Dutch

Drip (hand-drip)

filter

필터 – 커피 - 필터

필터 - 커피

tamping

tamper를 이용하여 누르기

wetting
water
temp.
flow
Extraction
time

dripper 주변 부분을 두드리며 평평
하고 고르게 담기

커피를 모두 적실 수 있는 양을 넣고

가운데 부분부터 시작하여 전반적으로

첫 추출이 있기까지 기다리기

고르게 적신 후에 30-60s 기다리기

상온(20-25℃)

90-92℃

2~4초/1방울

여러 번에 나누어 물을 부어 추출

보통 6-12hr

5-10min

(4) 추출성분
분쇄된 커피 원두를 물로 추출하면 추출물인 커피는 수용성 성분과 함께 불용성 성분도 함
께 포함하고 있다. 수용성 성분은 다시 고형분과 휘발성 성분으로 나뉘는데 고형분은 주로 맛
에 영향을 주며 휘발되는 기체성분은 커피의 향(aroma)에 영향을 준다. 불용성 성분은 고형
분과 지질성분으로 나뉘는데 이는 물에 녹지 않고 콜로이드 상태로 추출되며 커피의 바디감,
맛, 향미(flavor)에 영향을 준다. 특히 지질성분이 향미 성분을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
Extraction(Coffee)
water-solubles

water-insolubles

solids

volatiles

taste

aroma

solids

oils

brew colloids
body, taste, flavor
그림 1. 커피 추출에 따른 추출 성분 분류 (Source: 황지희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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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실험 결과
(1) 추출성분 비교
커피와 물의 비율을 1:10 (60g: 600ml)로 하여 추출 한 후 고형분 함량과 갈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형분 함량은 드립커피에 비해 더치커피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420nm에서 갈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드립커피가 짧은 시간 추출
되는 동안 커피의 갈색에 영향을 주는 멜라노이딘(melanoidins), 부식산(humic acid) 등의
추출은 더치커피와 비슷하게 이루어 졌으나 그 밖의 고형분이 적게 추출되었기 때문이다.
표 6. 더치커피와 드립커피의 고형분 함량 및 갈색도
Soluble solid content(%)
a*

Dutch coffee

2.55 ± 0.05

Drip coffee

2.25 ± 0.04b

*

Brown color(Absorb. 420nm)
0.40 ± 0.01a
0.40 ± 0.02a

mean ± sd, p<0.01

(2) 총 페놀 함량
커피에 가장 많이 함유된 페놀 화합물은 Chlorogenic acid(CGA)이다. 생두에는 4.5-11%
가 함유되어있고 중배전(medium roasting)하면 약 30%가 감소하고, 강배전(dark roasting)
하면 약 70%까지 감소한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더치커피와 드립커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더치커피와 드립커피의 총 폴리페놀 함량 (4배 희석한 200ml 1cup 기준)
Total Polyphenol

mg/200mL·CGA Eq

Dutch coffee

314.79 ± 5.42

a*

Drip coffee

268.22 ± 6.30

b

*

CGA = Chlorogenic acid

*

p<0.01

(3) 기능성 성분 함량
커피의 주요 기능성 성분인 caffeine, chlorogenic acid, nicotinic acid의 함량을 HPLC
를 이용해 정량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는 표 7에 나타나있다. 드립커피에 비해 더치커피가 세
가지 기능성 성분에 대해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
던 추출된 고형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추출 온도보다 추출 시간이 기
능성성분 추출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더치커피와 드립커피의 기능성 성분의 함량 (4배 희석한 200ml 1cup 기준)
Caffeine

Chlorogenic acid

Dutch coffee

67.37 ± 0.43

a

Drip coffee

52.88 ± 0.18

b

*

16.49 ± 0.06

b

14.70 ± 0.12

27.68 ± 0.94
20.68 ± 0.7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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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tinic acid

a

a

b

요약
상온의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여러 시간 동안 추출한 더치커피는 추출하는 물의 온도가
낮아 유기산의 휘발량이 적어 향미가 풍부하다. 더치커피와 함께 필터를 사용해 여과하는 드
립커피를 비교한 결과 추출 방법에서 탬핑(tamping)의 유무와 물의 온도 그리고 추출 시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비교실험 결과 갈색도는 비슷하나 더치커피의 고형분 함량이 약 2.6%로
약 2.3%인 드립커피에 비해 높았다. 고형분의 함량 차이로 인해 폴리페놀 함량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성 성분의 함량에도 차이를 보였다. 커피의 주요 기능성 성분인 카페인(caffeine),
클로로젠산(chlorogenic acid), 니코틴산(nicotinic acid)의 함량 모두 드립커피에 비해 더치
커피의 함량이 높았다. 4배 희석한 커피 200mL를 한 잔으로 할 때, 한 잔에 포함된 카페인
함량은 드립커피가 약 67.4mg. 더치커피가 52.9mg으로 나타났다.

결론

커피 3
윤보영
커피를 마시려다 깜짝 놀랐어
마치 네 생각 할 때처럼
향기가 아주 좋은거 있지
이 순간
네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커피를 마시는 것은 커피의 향기를 맡는 것과 같다. 커피의 성분가 어떻고 기능성 성분이
어떻고 하는 것을 떠나서, 각자가 선호하는 커피 추출법이 있다면 그 방식으로 커피를 내리고
그 자체를 즐기면 그 커피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 ‘my coffee’는 더치커피다. 오랜 기다림을 거쳐 만들어진 커피는 한 모금 한 모
금이 조심스럽다. 테이크아웃 잔에 빨대 혹은 스틱을 꽂아서 마시는 그 느낌과는 다른 무언가
가 있다. 더치커피는 추출하고자 하는 원두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추출하지 않는다. 소개팅나
간 사람이 자신의 매력만을 모아서 보여주듯 더치커피의 추출 방식은 원두가 가진 일부의 매
력만 조심스럽게 꺼내어 조화롭고 향기롭게 만들어준다. 그 향기는 가끔 나를 깜짝 놀라게 만
든다. 마치 그를 생각 할 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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