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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열매의 가공방법에 따른 분류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수세
식(Wet Processing)과 자연건조방식(Dry
Processing)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요즈음은 이들
김종욱

방식 이외에도 일부 변형된 형태인 혼합식 가공

동서식품기술연구소 부평공장 품질환경팀

(Semi-Washing Process)이 일부 사용되고 있다.
수세식, 자연건조방식이라 하더라도 나라마다 혹
은 지역별로 가공방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가

■ 원두의 모양에 따른 분류

공방법에 따라 커피의 맛과 향이 달라지므로 이러
우리가 흔히 커피콩이라고 부르는 원두는

한 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 콩이 아니라 열매의 씨앗이다. 일반적
으로 작은 커피 열매 안에 두 개의 씨앗이

■ 자연건조방식

마주보고 있는데 이를 평두(Flat Bean)라

자연건조방식은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 브라질, 로부스타(Robusta) 원두에 주로 사용되며

부른다. 그 모양이 한쪽 면은 둥글고 반대쪽

일부 아라비카(Arabica) 원두에도 사용되고 있다. 주로 물이 귀한 지역이나 노동력을 구하

은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

기 힘들 경우, 소규모 농원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보

로 간혹 수정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영양상태가 좋지 못할 때 혹은 나무의 끝부분에 달린 열

다 세분하면 원두를 햇빛에 말리는 자연건조와 건조기

매 속에 둥근 모양의 씨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환두(Peaberry)라고 한다. 전

에서 건조하는 인공건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체 수확량 중 10% 정도가 환두이며 그 생김새가 평두와는 판이하게 다르지만 향미까지 서
로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두와는 달리 크기가 크기 때문에 평두와 함께 볶을 경우 덜

자연건조의 경우 햇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설

볶이게 되어 좋지 않은 향미를 발현시키므로 커피를 균일하게 볶기 위해 별도로 분리하는

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 또한 자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러한 환두만을 따로 분리해 평두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

연건조 시에는 햇빛에 의한 광화학적 변화로 커피의 향

기도 한다. 프랑스어로는 까라꼴레(Caracoles), 스페인어로는 까라꼴리(Caracoli)라고 한

미가 다소 개선이 되며 원두의 색도 보다 짙은 녹색을

다. 드물기는 하지만 한 열매 안에 작은 씨앗이 여러 개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트리

띠게 된다. 하지만 단점은 커피열매에는 많은 당분과 점

아지(Triage)라고 부른다.

액질이 있어 건조속도가 느리므로 많은 양을 넓게 펴서

커피의 열매 중 씨앗인 원두만을 사람이 음용하므로 수확한 열매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제

건조해야 하기 때문에 꽤 큰 규모의 건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되어야 한다. 또한 수확한 원두의 수분함량은 60~70% 정도로 높아 보관이나 이송 중에

수확한 열매 중 덜 익었거나 너무 익은 것, 손상된 것을 제거하는 분리과정을 거친 후 주로

발효가 일어나거나 곰팡이가 피는 등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수분을 제거하는 건조 과정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조장(Patio, Drying yard)에서 건조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조 전 커피원두는 수분함량이 높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썩어버린다.

건조장이 없는 경우는 흙바닥에 비닐을 깔고 건조를 하거나 맨 땅 위에서 건조를 하기도 한

커피의 건조는 커피의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두가 9~12% 정도의 수분함량

다. 자연건조는 습도가 낮고 건조 기간 중에 비가 오지 않으며 일조시간이 충분한 여건을 갖

을 갖도록 햇볕에 말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분함량이 13% 이상이면 저장 중에 발효가 일

춘 곳이어야만 가능하다.

어나거나 곰팡이가 생기게 될 확률이 높으며, 과건조 되어 수분함량이 8% 이하가 되면 커피
의 향미가 좋지 않게 된다.

인공건조 시 열매는 건조기에서 40~55℃의 열풍으로 3일 정도 건조가 되는데 이보다 높
은 온도에서 건조가 될 경우 커피의 향미에 손상을 주게 된다. 특히 60℃ 이상의 고온에서

불필요한 커피열매의 과육을 제거하고 건조하는 방법에 따라 커피를 분류하기도 하는데

건조가 될 경우 스모키(Smoky)라는 좋지 않은 향미가 발생하므로 커피를 구매할 때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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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끝부분으로 흘러 내려가 잘 익은 열매와 분리가 된다.

과육상태로 일주일 정도 건조를 하면 단단한 외과피는 검은빛을 띠는 갈색으로 변색되지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날의 압력을 적절히 조절해 주

만 별다른 수축은 없고 내부의 과육과 씨앗은 건조되며 수축되어 외과피와 씨앗 사이에 약

어야 한다는 것이다. 날의 압력을 지나치게 높게 할 경

간의 공간이 생성된다. 따라서 잘 건조된 열매를 손에 쥐고 흔들어 보면 씨앗이 외과피를 두

우 덜 익은 열매도 껍질이 벗겨지게 되어 분리가 이루어

드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때의 수분함량은 약 20% 정도이다. 이 정도로 1차 건조된 열

지지 않고 낮은 압력을 가할 경우 잘 익은 열매 중 많은

매는 껍질을 제거하는 기계(Huller)를 통해 외과피, 과육, 파치먼트(Parchment, 내과피),

부분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덜 익은 열매와 함께 밖으

일부의 종피가 한꺼번에 제거된다. 완벽한 종피를 제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폴리셔

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적당한 압력은 잘 익은 열매 3%

(Polisher)라는 기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껍질이 제거된 원두를 다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정도가 과육이 제거되지 않을 정도이다. 벗겨진 과육과

햇볕에 말려 수분이 12~13% 정도가 되도록 하면 건조가 끝난다.

파치먼트(Parchment, 내과피) 상태의 원두는 원통형

자연건조방식에 의해 가공된 원두는 농후감이 뛰어나고 부드러우며 상당히 다양한 향미를

의 스크린 내에서 원심력에 의해 분리가 된다.

갖고 있다.
과육이 제거된 파치먼트(Parchment, 내과피) 상태의

■ 수세식

원두는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덮여 있는데 이를 제거하

수세식은 현대적인 방법으로 자연건조방식에 비해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기 위해 발효조에서 발효를 거치게 된다. 시멘트로 만들

품질의 커피를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입을 보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라비카 생산국에서

어진 발효조에서는 약 4~36시간 정도 발효를 거치는데

사용되고 있다.

발효조로 과육이 제거된 원두가 이송되는 과정에 밀도

커피 1kg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 40~50ℓ가 필요하므로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차에 의한 선별이 한 번 더 이루어진다. 발효시간은 커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또한 커피 가공에 사용된 물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문제를 안고

피의 양, 물의 온도, 습도, 효소 및 미생물의 첨가 유무

있기도 하다.

등에 의해 좌우된다.

커피 열매를 수확하는 방법이 무엇이건 간에 덜 익은 녹색의 열매와 과하게 익은 열매가

점액질은 프로토펙틴(Protopectin) 33%, 글루코오스

적당히 익은 열매에 섞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수확 후에 이들을 분리해 주어야만 양질의 커

(Glucose)와 프룩토오스(Fructose)를 포함한 환원당

피를 얻을 수 있다. 과하게 익은 열매와 비정상인 열매, 나뭇가지 그리고 잎은 가볍기 때문

30%, 수크로오스(Sucrose)와 같은 비환원당 20%, 셀

에 물에 뜨고 잘 익은 열매와 녹색의 열매는 무겁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는데 이러한 성질을

룰로오스(Cellulose)와 애시(Ash) 17%와 같은 펙틴

이용하여 첫 번째 선별이 이루어진다. 물에 뜨는 것들은 별도로 모아 건조장으로 보내 건조

(Pectin)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토펙틴은 물에 녹지

를 한 후 가공을 거쳐 내수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커피 산지에서 커피를 마셔보면 맛이 없는

않는 성분으로 발효조에서 펙틴산(Pectinic acid)으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수분해 된다. 프로토펙틴의 가수분해와 펙틴의 분해

일차 선별을 거친 커피 열매는 과육제거공정(Pulping)을 통해 다시 덜 익은 녹색의 열매

가 발효공정 동안 점액질이 제거되는 주요 반응이다. 발

와 잘 익은 붉은 색의 열매로 분리된다. 과육제거장치는 아주 많은 구멍이 뚫린 원통형의 구

효의 종결 시기는 손으로 원두를 만져서 결정해야 한다.

조로 일정 속도로 회전을 하는데 안쪽에 커피 열매를 밀어내는 날이 장치되어 있다.

원두가 지나친 발효를 거치면 스팅커 빈(Stinker

구멍의 크기는 열매보다는 작고 원두보다는 커서 말랑말랑하게 다 익은 열매는 이 구멍을

Bean)이 된다. 커피가 36시간 이상 물속에서 발효될 경우 락트산(Lactic acid), 아세트산

통과하며 껍질이 벗겨지고 파치먼트(Parchment, 내과피) 상태의 원두가 아래로 떨어진다.

(Acetic acid),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이 생성되어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되는데

딱딱하고 덜 익은 녹색의 열매는 압력에 의해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으며 물과 함께 원통의

이를 스팅커 빈이라고 한다.

094 + 095

한 점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끝부분으로 흘러 내려가 잘 익은 열매와 분리가 된다.

과육상태로 일주일 정도 건조를 하면 단단한 외과피는 검은빛을 띠는 갈색으로 변색되지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날의 압력을 적절히 조절해 주

만 별다른 수축은 없고 내부의 과육과 씨앗은 건조되며 수축되어 외과피와 씨앗 사이에 약

어야 한다는 것이다. 날의 압력을 지나치게 높게 할 경

간의 공간이 생성된다. 따라서 잘 건조된 열매를 손에 쥐고 흔들어 보면 씨앗이 외과피를 두

우 덜 익은 열매도 껍질이 벗겨지게 되어 분리가 이루어

드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때의 수분함량은 약 20% 정도이다. 이 정도로 1차 건조된 열

지지 않고 낮은 압력을 가할 경우 잘 익은 열매 중 많은

매는 껍질을 제거하는 기계(Huller)를 통해 외과피, 과육, 파치먼트(Parchment, 내과피),

부분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덜 익은 열매와 함께 밖으

일부의 종피가 한꺼번에 제거된다. 완벽한 종피를 제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폴리셔

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적당한 압력은 잘 익은 열매 3%

(Polisher)라는 기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껍질이 제거된 원두를 다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정도가 과육이 제거되지 않을 정도이다. 벗겨진 과육과

햇볕에 말려 수분이 12~13% 정도가 되도록 하면 건조가 끝난다.

파치먼트(Parchment, 내과피) 상태의 원두는 원통형

자연건조방식에 의해 가공된 원두는 농후감이 뛰어나고 부드러우며 상당히 다양한 향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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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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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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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조로 과육이 제거된 원두가 이송되는 과정에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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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의한 선별이 한 번 더 이루어진다. 발효시간은 커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또한 커피 가공에 사용된 물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문제를 안고

피의 양, 물의 온도, 습도, 효소 및 미생물의 첨가 유무

있기도 하다.

등에 의해 좌우된다.

커피 열매를 수확하는 방법이 무엇이건 간에 덜 익은 녹색의 열매와 과하게 익은 열매가

점액질은 프로토펙틴(Protopectin) 33%, 글루코오스

적당히 익은 열매에 섞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수확 후에 이들을 분리해 주어야만 양질의 커

(Glucose)와 프룩토오스(Fructose)를 포함한 환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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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후 가공을 거쳐 내수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커피 산지에서 커피를 마셔보면 맛이 없는

않는 성분으로 발효조에서 펙틴산(Pectinic acid)으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수분해 된다. 프로토펙틴의 가수분해와 펙틴의 분해

일차 선별을 거친 커피 열매는 과육제거공정(Pulping)을 통해 다시 덜 익은 녹색의 열매

가 발효공정 동안 점액질이 제거되는 주요 반응이다. 발

와 잘 익은 붉은 색의 열매로 분리된다. 과육제거장치는 아주 많은 구멍이 뚫린 원통형의 구

효의 종결 시기는 손으로 원두를 만져서 결정해야 한다.

조로 일정 속도로 회전을 하는데 안쪽에 커피 열매를 밀어내는 날이 장치되어 있다.

원두가 지나친 발효를 거치면 스팅커 빈(Stinker

구멍의 크기는 열매보다는 작고 원두보다는 커서 말랑말랑하게 다 익은 열매는 이 구멍을

Bean)이 된다. 커피가 36시간 이상 물속에서 발효될 경우 락트산(Lactic acid), 아세트산

통과하며 껍질이 벗겨지고 파치먼트(Parchment, 내과피) 상태의 원두가 아래로 떨어진다.

(Acetic acid),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이 생성되어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되는데

딱딱하고 덜 익은 녹색의 열매는 압력에 의해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으며 물과 함께 원통의

이를 스팅커 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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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가 끝난 원두는 수세를 거친 후 건조장으로 옮겨져 수분이 11~12% 정도가 될 때까
지 건조된다. 건조가 끝난 원두의 일부는 파치먼트(Parchment, 내과피)를 제거한 후 결점

예술₩문화

원두의 함량과 원두 크기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또 소량은 배전 후 커핑(Cupping)을 한
후 품질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이상적으로 이러한 품질평가를 거치기 전에는 서로 출처가
다른 원두를 배합하지 않는다. 원두는 선적 전까지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주로 파치먼트
(Parchment, 내과피) 상태로 보관되다가 선적 직전 기계에 의해 파치먼트(Parchment, 내
과피)가 벗겨지고 이물질이 제거된 후 선별을 거쳐 포장된다. 파치먼트(Parchment, 내과
피) 상태는 원두의 품질을 가장 잘 보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세식으로 가공된 원두는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농후감이 적으며 신맛이 강한 특징을 가
지고 있다.

■ 혼합식
최근에는 혼합식이라는 새로운 가공 방법이 생겼는데 이는 자연건조방식과 수세식이 합쳐
진 형태이다. 수조에서 밀도차를 이용하여 체리를 선별하고 과육을 제거한 후 발효를 거치
지 않고 바로 건조를 통해 원두의 점액질과 수분을 제거한다. 이 후 파치먼트(Parchment,
내과피)를 벗기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선별을 거쳐 포장하면 가공이 완료된다. 관능적으로
는 건식법의 특징이 유지되고 선별 정도는 강화된 가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향미 또한 중
간으로 수세식보다는 신맛이 덜하고 다소 농후감을 갖고 있다.
각각 장ㆍ단점을 가지고 있는 가공방법 중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산지의 사정
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산지의 사정이 달라지더라도 각 나라별 커피의 향미에 대한 사람
들의 인식이 거의 굳어져 버린 지금은 그 방법을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가
공방법에 의해 향미가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커피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는 거
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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