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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심비디움은 국내 난 재배면적의 32.4%를 차지하는(MAFRA, 

2020) 대표적인 난 작목으로, 꽃 수명이 2개월 정도로 길고 화색

과 크기가 다양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양란 심비디

움은 크고 화려하여 행사장이나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

고, 동양란 심비디움은 작고 은은한 향기가 있어 주로 개인 소비

용이나 취미생활용으로 거래된다. 

심비디움 속(Cymbidium Genus)에는 52개의 원종을 포함해 

다양한 종들이 있는데(Du and Cribb, 1988), 그 중에서도 최근

에는 소형과 향기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C. eburneum, C. erythrostylum, C. giganteum, C. insigne, 

C. tigrinum, C. mastersii, C. munronianum 등과 같이 향기가 

있는 원종이나 유전자원을 품종 육성에 활용해 왔다(Kim et al., 

2020). 그 결과 은은한 향기가 있는 소형종 ‘샐빛’ 부터 절화용 

중형종 ‘그린허니’까지 10개의 다양한 향기 품종을 개발하였고, 

‘써니벨’ 등 일부 유향성 품종의 향기 성분 분석과 유전자 생합

성 연구가 수행되었다(Ramya et al., 2020).

향기는 꽃의 중요한 질적 특성 중 하나로 매개충을 유인하여 

수분과 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Theis, 2006). 또한 일부 휘

발성 유기화합물은 항균 활성을 나타내 곤충이나 병원균 등 외

부 침입 시 방출되어 식물체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한다(Jang et 

al., 2010). 그 외에도 향기는 소비자의 후각을 자극해 상품성과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천연 원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천연 향기를 활용한 화

장품, 방향제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었고, 일부 향기 성분은 

기호적인 측면 외에도 심신 안정이나 스트레스 해소 등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o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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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관능검사와 gas chromatography 

(GC), 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er (GC/MS) 등

의 분석기기를 활용한 방법이 있다. 관능검사는 대표적인 향기 

평가 방법이지만, 훈련된 검사요원들이 필요하고 개인의 기호

도와 검사 환경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재현성이 떨어

진다(Jo et al., 2016). 반면에 GC나 GC/MS와 같은 분석 기기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전처리 과정에 시

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장비가 고가인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

들을 보완하여 개발된 방법이 전자코 분석법(Electronic nose 

analysis)이다. 이는 사람의 후각인지 체제를 모방한 분석 시스

템으로 특정 향기나 냄새 성분이 각각의 센서에서 전기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전기적인 신호로 변화하는 원리를 이용한 방식

이다(Wilson and Baietto. 2009). 다만 별도의 전처리 과정 없

이 내장된 센서에 의해 향기 패턴을 비교할 수 있어 편리하나 시

료의 향기 성분을 특정할 수 없다. 최근에는 이를 보완한 GC가 

장착된 전자코가 개발되어 짧은 시간 내 향기 성분의 검출도 가

능해져 다양한 산업 및 연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전자코와 GC를 활용한 향기 관련 연구는 주로 커피, 와인, 차 

등 식품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Kim et al., 2014b, 2016; 

Yu et al., 2008), 최근 장미, 나리 등 일부 화훼 작목에서도 연구

가 수행되었다(Lee et al., 2013; Kim et al., 2014a). 반면 난 

향기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산 난 향기 품종에 대한 연구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심

비디움 속내에는 다양한 향기가 있는 종들이 있으나, 각 종과 화

기부위마다 구별되는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진 일부 종의 주요 휘발성 성분만으로 개발된 품종의 

향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기가 있는 국산 품종을 산업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품종에 대한 향기 정보가 요

구된다. 또한 각 품종의 향기는 꽃 조직 전체에서 동일하게 나타

나지 않고 화기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품종의 전체적인 

향기는 각 화기부위에서 생성되는 고유의 향기 성분 조합에 의

해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품종과 화기부위에서 

발생되는 주요 향기성분이면서 다른 품종과 화기 부위 간 구별

성이 커서 해당 품종과 화기 부위의 고유 향기 성분이라 판단할 

수 있는 성분 위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산 심비디

움 품종 중 유망한 소형 향기종인 ‘샐빛’과 ‘미단’을 대상으로, 

화기 부위에 따라 방출되는 향기 패턴 및 특이적인 성분들의 특

성을 구명함으로써 심비디움 고방향성 품종 육종 및 난 향기성

분의 산업소재 활용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물 재료

본 연구의 재료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시험포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국산 심비디움 향기 품종인 ‘샐빛’과 ‘미단’의 꽃

을 사용하였다. 시료는 맑은 날 오전 9시 30분~10시 사이에 만

개한 상태의 꽃(상단에서 4번째~6번째)을 채취하였으며 꽃받

침, 꽃잎, 순판, 컬럼 네 부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자코 분석

분석을 위해 DB-5, DB-1701 컬럼과 불꽃 이온화 검출기

(Flame ionization detector)가 장착된 전자코(Heracles 2, Alpha 

M.O.S., France)를 사용하였다. 향기 포집을 위해서 20 mL 투

명 유리병에 각각 꽃받침 3개, 꽃잎 2개, 순판 1개, 컬럼 1개를 

넣은 후 무취 공기를 주입하고 밀폐하였다. 이후 40℃에서 20분

간 500 rpm으로 교반하고 주사기 형태의 주입기를 통해 200℃ 

주입구 상태에서 주입하였다. 유속은 30 mL/min로 syringe 

purge는 3초간 유지한 후 온도 조절이 가능한 tray holder에 놓

고 head space syringe를 통해 5 mL를 취하였다. 무취 공기를 

대조구로 사용하였고, 각 시료는 3회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향기 패턴 비교

화기 부위별 향기 패턴 분석을 위해 포집된 향기의 GC 크로마

토그램 피크 면적을 수치화하여 부위에 따라 피크 면적의 차이

가 크게 나타나는 센서를 선발하였다. 선발된 데이터는 alpha 

soft version 14.5 software (Alpha MOS, France)를 이용하여 

다변량 통계분석인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과 판별분석(Discriminat factorial analysis; DFA)을 통

해 분석하였다.

주요 향기 성분 분석

향기 성분 분석은 극성이 다른 두 개의 column (100 ㎛ id #DB5, 

100 ㎛ id #DB1701)과 두 개의 불꽃 이온화 검출기(Flame 

ionization detector)를 통해 감지된 화합물의 크로마토그램을 활용

해 분석하였다. 표준용액으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Alkane 

C6~C16의 표준 용액(Restek corporation, USA)을 사용하였고, 

83,000여개의 화합물 정보의 kovats index library를 이용하였다. 

이후 크로마토그램의 peak retention time (RT)를 보정한 Reten-

tion Index (RI)가 구축되어 있는 AroChemBase (Alpha MOS, 

France)를 통해 해당 peak의 유추가능한 성분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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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향기 패턴 비교

향기 패턴 분석을 위해 화기 부위에 따른 GC 크로마토그램을 

비교한 결과, 머무름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피크들이 형성되

었는데 효율적인 비교를 위해 전체 크로마토그램 피크들 중 감

응도와 차별성이 높은 센서(크로마토그램 피크)를 골라 진행하

였다. 그 결과 ‘샐빛’은 13개의 센서, ‘미단’은 15개의 센서가 선

택되었다. ‘샐빛’은 DB5 컬럼에서 7개, DB1707 컬럼에서 6개의 

센서가 선택되었고 ‘미단’은 DB5 컬럼에서 8개, DB1701 컬럼에

서 7개의 센서가 선택되었다.

‘샐빛’의 화기 부위별 휘발성 화합물들의 센서값을 비교한 결

과, 388.29-2 센서는 모든 화기조직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 334.09-1 센서가 높게 나타났다(Fig. 1A). 센서값이 높

다는 것은 해당 센서에서 반응하는 향이 시료에 많아 반응 값이 

높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388.29-2와 334.09-1 과 같이 높은 

값을 보인 센서는 해당 시료의 주요 휘발성 화합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그 외 센서들은 대체로 화기 조직에 따라 향기 패턴

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41.94-1 센서와 51.85-2 센서는 순판과 

컬럼에서만 특이적으로 검출된 반면, 19.52-1과 139.46-01, 

22.87-2, 134.67-2 센서는 꽃받침과 꽃잎 순서로 높게 검출되

었고, 컬럼과 순판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검출되거나 검

출되지 않았다. 또한 16.01-1과 17.69-2 센서는 컬럼, 꽃잎, 꽃

받침, 순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센서에 

Fig. 1. Mean bar graphs of selected peak areas used as raw data in chemometrics representing key chemical compounds in 

Cymbidium flowers. The number 1 showed the DB5 column and the number 2 showed the DB1707. Along the x-axis are variables 

(sensors) and values along the y-axis represent abundance. A: ‘Saelbit’, B: ‘Mi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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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화기 부위에 따라 향기 패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미단’ 의 화기 부위별 향기 패턴은 ‘샐빛’과 마찬가지로 부위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Fig. 1B). 전체 15가지 센서들 중 

333.48-1과 403.64-2 센서는 대체로 모든 부위에서 높게 나타

났으며 특히 컬럼에서 약간 더 높게 검출되었다. 또한 19.52-1

과 23.27-2 센서는 꽃받침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

로 꽃잎이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순판과 컬럼에서는 매

우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29.26-1과 37.71-2 센서는 컬럼

에서 가장 높고 다른 화기 부위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

렇게 화기 부위에 따라 센서 경향이 다른 것은 같은 꽃일지라도 

화기 부위별로 연관된 향기 유전자 분포와 각각의 발현량이 다

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Kim et al., 2019).

향기 패턴에 대한 다변량 통계분석

‘샐빛’과 ‘미단’으로부터 선별된 센서 데이터는 다변량 통계

분석 방법인 PCA와 DFA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PCA는 일반

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법으로 데이

터 그룹 간의 편차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반면 DFA는 미지 

시료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룹간 편차를 최대화하

고 그룹내 편차를 최소화하는 분석법으로 보고되었다(Hong et 

al., 2018). 따라서 그룹간 비교 시 PCA보다 DFA 통계 기법을 

활용했을 때 더 잘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uang et al., 

2011).

화기 부위에 따른 ‘샐빛’과 ‘미단’의 선발된 센서 데이터를 이

용한 PCA 분석 결과는 Fig. 2에 나타냈다. 그래프 상단의 분별

지수(Discrimination index)는 시료간 향기 차이를 나타내는 지

수로서 각각의 성분들이 얼마나 분리되었는지를 의미하는데

(Park et al., 2014), 본 연구결과에서는 분별 지수가 샐빛과 미

단 각각 79, 89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PCA를 통해 화기 부위

간 향기 패턴의 구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미단’의 화기 

부위별 향기 분별력이 ‘샐빛’에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화기 부위별 향기 패턴의 PCA 분석 결과는 PC1 (the first 

principle component)과 PC2 (the second principle component)

를 이용하여 2차원 plot으로 나타냈으며 전체 변이량 중 각 주성

분의 기여율과 함께 표시되었다. ‘샐빛’의 PC1의 값은 59.66%, 

PC2값은 31.54%로, 이 두 주성분은 전체 변이량의 91.2%를 반영

하였다(Fig. 2A). ‘미단’의 PCA plot에서는 제 1주성분이 73.62%, 

제 2주성분이 11.92%로 전체 변이량의 85.54%를 반영하였다

(Fig. 2B). 제 1, 2 주성분간 기여율의 차이는 ‘미단’이 ‘샐빛’ 보

다 컸다.

PCA plot 상의 화기 부위별 향기 데이터들은 ‘샐빛’과 ‘미단’ 

두 심비디움 품종 모두 각 화기 부위별로 가깝게 분포하여 부위

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특히 꽃받침과 꽃잎은 PC1을 기

준으로 다른 화기 부위들과 뚜렷하게 식별됨을 확인하였다. ‘샐

빛’의 각 화기 부위와 무취 공기간의 거리는 순판, 꽃잎, 컬럼, 

꽃받침 순으로 멀게 나타났으며, ‘미단’의 경우 무취 공기 대비 

순판, 컬럼, 꽃잎, 꽃받침 순으로 멀게 나타났다. 따라서 두 품종 

모두 무취공기와 비교하여 순판은 가장 가깝게 꽃받침은 가장 

멀게 위치하였다(Fig. 2). 순판과 무취 공기는 PCA plot 상에 가

깝게 위치하고 있어 다른 화기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슷한 

향기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PCA score plot

상의 시료들을 식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서들을 조사한 

결과, 꽃받침과 꽃잎이 위치하는데 ‘샐빛’은 134.67-2, 139.46-1 

등이 ‘미단’은 19.52-1, 23.27-2, 254.79-1 등이 중요한 센서임

을 알 수 있었다(Fig. 2). 이들 센서는 Fig. 1의 센서값 결과와 

종합해 볼 때, 꽃받침과 꽃잎에서 특이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

와 일치하며 이를 통해 본 센서에 해당하는 휘발성 화합물들의 

차이가 부위별 향기를 식별하는데 중요한 물질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시료 간 향기의 차이는 그래프 상 거리와 방향의 근

접성에 따라 판단되는데 가까운 점들은 유사한 향기를, 거리가 

먼 점들은 다른 향기를 나타낸다고 보고된 바 있다(Suh et al., 

2015). 따라서 PCA plot에서 두 품종 모두 화기 부위별로 식별이 

가능함에 따라 화기 부위별 휘발성 대사산물들이 양적, 질적으

로 크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화기 부위 간 향기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기하학적인 거

리와 향기패턴 식별지수를 조사하였다(Table 1). 기하학적 거리 

비교에서 ‘샐빛’과 ‘미단’ 두품종 모두 무취공기와 순판이 가장 

가깝게 나타나 다른 부위에 비해 향기 특성이 비슷할 것으로 예

상되며, 반대로 무취공기와 꽃받침의 거리가 가장 먼 것으로 나

타나 향기 특성이 매우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Pattern discrimi-

nation index (패턴 식별지수, %) 결과에서는 ‘샐빛’의 꽃잎과 

꽃받침 간 식별지수가 47.59%로 가장 낮을 값을 보였는데, 이

는 유사한 향기로 인해 향기 구분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다음으

로 순판과 무취 공기는 60.43%의 낮은 구별지수와 1169.68의 

가까운 거리값을 보여 향기성분의 양적, 질적 특성이 유사할 것

으로 판단된다. ‘미단’의 패턴식별지수는 컬럼과 순판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무취공기와 컬럼이 낮은 값을 보였

다. 반면 무취공기와 꽃받침의 기하학적 거리값과 패턴식별지

수는 가장 크게 나타나 향기 특성이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1).



Korean J. Plant Res. 35(2) : 362~371(2022)

- 366 -

Fig. 2.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plot of Cymbidium. Individual symbols indicate replicate samples taken at different floral 

organs. A: ‘Saelbit’, B: ‘Midan’.

Table 1. Distance and pattern discrimination index between two floral organs in Cymbidium ‘Saelbit’ and ‘Midan’

Distance Pattern discrimination index(%)

Saelbit Midan Saelbit Midan

Column-Control 3064.65 2466.09 86.91 65.66

Column-Labellum 2613.44 2306.82 81.84 63.83

Column-Petal 2146.79 2893.09 61.41 66.18

Column-Sepal 3864.20 5882.12 82.90 82.56

Control-Labellum 1169.68 1618.81 60.43 79.31

Control-Petal 2581.22 2880.81 74.53 81.01

Control-Sepal 3905.49 5906.41 86.11 87.51

Labellum-Petal 2253.09 2184.57 68.11 72.84

Labellum-Sepal 3742.73 5592.91 84.54 86.67

Petal-Sepal 1892.00 3505.79 47.59 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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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다변량 통계기법으로 DFA에 의한 향기 패턴을 분석

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DFA Plot의 x축은 DF1 (Discriminant 

function first score)을, y축은 DF2 (Discriminant function 

second score)를 이용하여 각 시료 간 휘발 성분의 차이를 2차원 

그래프로 나타냈다(Ahn et al., 2018). 그 결과, DFA plot에서 

DF1의 기여율은 ‘샐빛’과 ‘미단’ 각각 87.85%, 67.66%로 높았던 

반면, DF-2의 기여율은 11.40%와 21.54%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샐빛’과 ‘미단’의 화기 조직에 따른 향기 패

턴의 분류가 y축 대비 x축에서 각각 7.7배, 3.1배 높게 설명됨을 

의미한다. 또한 Fig. 3의 DFA plot은 Fig. 2의 PCA plot에 비해 

그룹내 차이는 작고 그룹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 화기 부위간 식

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DFA plot에서 각 화기 부위별 휘

발성 대사체 성분들을 식별하는데 중요한 센서를 조사해본 결

과, ‘샐빛’은 컬럼과 순판 부위를 식별하는데 41.94-1, 51.85-2 

등, 꽃받침은 134.67-2 등의 센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한 ‘미단’은 컬럼을 식별하는데 403.64-2 등, 순판은 16.01-1 

등, 꽃받침은 23.27-2, 93.61-1 등의 센서가 중요했다. 이 센서

들은 선발된 센서값의 비교 그래프에서 부위별로 특이성을 보

였던 Fig. 1의 결과와 일치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샐빛’과 ‘미단’ 두 품종 모두 다변량 

통계분석에서 화기 부위간 뚜렷한 향기 패턴 차이를 보였는데, 

꽃잎과 꽃받침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유사한 향

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순판과 컬럼과는 다른 사분면에 위치하

며 다른 향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선행연구로 심비디

Fig. 3. Discriminant factor analysis (DFA) plot of Cymbidium. Individual symbols indicate replicate samples taken at different floral 

organs. A: ‘Saelbit’, B: ‘Mi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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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환희’의 향기 패턴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순판과 꽃잎이 비슷

한 향기 패턴을 가진 반면 컬럼은 두 화기와 다른 향기 패턴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Huang et al., 2016). 이는 향기 패턴이 품

종과 재배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주요 휘발성 성분에 따

라 향기가 잘 발현될 수 있는 추출 온도나 사용된 센서 종류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커피향이 나는 난인 

막실라리아의 화기 부위별 향기 패턴을 비교한 선행연구 결과

에 따르면, 향기 강도는 꽃받침에서 가장 강하고, 그 다음은 꽃

잎, 컬럼, 순판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Kim 

et al., 2016). 반면, 향기 패턴은 꽃받침과 순판, 꽃잎은 비교적 

유사하고 컬럼은 다른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향기 패턴이 향기 

강도 뿐 아니라 향질 특성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향기 패턴은 하나의 향기 성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휘발성 성분들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특성으로, 실제로 꽃 향

기는 다양한 농도의 여러 휘발성 성분들의 조합에 의해 생산된

다고 보고된 바 있다(Dudareva and Pichersky, 2006). 따라서 

각 꽃의 향기 또한 전체 꽃 조직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각각의 화기 부위별로 구별되는 독특한 향기 성분들의 

조합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주요 향기 성분

‘샐빛’과 ‘미단’의 주요 향기 성분 분석을 위해 Kovats index

와 AroChembase을 활용해 휘발성 향기 성분을 분석하였다. 분

석 시 극성이 다른 두 개의 컬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한 

성분이 각각의 컬럼에서 다른 머무름 시간에 검출되어 그래프 

상 두 개의 센서로 표현되기도 하는데(Wisniewska et al., 2016), 

본 연구에서도 많은 성분이 두 개의 컬럼에서 중복으로 검출되

었다(Table 2, Table 3). 분석된 향기 성분들은 상대적으로 피크 

면적이 큰 주요 향기 성분으로, 품종과 화기 부위 간 구별성이 

커서 해당 품종과 화기 부위의 고유 향기 성분이라 판단할 수 있

는 성분 위주로 선택하였다.

‘샐빛’의 휘발성 향기 성분으로는 methyl formate와 2-3- 

pentadione, gamma-terpinene, 2-nonanol, 2-cyclohexene- 

1-one, nonyl acetate, nootkatone 등이 검출되었다(Table 2). 

Methyl formate는 만개한 ‘샐빛’의 GC-MS 향기분석 결과 검

출된 바 있으며(Ramya et al., 2019), 본 연구에서도 ‘샐빛’과 

‘미단’ 두 품종 모두 두 개의 컬럼에서 가장 먼저 검출되었다. 

Nootkatone은 자몽의 특징적인 맛과 향기를 내는 휘발성 화합

물로 오렌지(Hong and Kim, 2016)와 한라봉(Song et al., 2005)

에서도 검출된 ketone류 성분으로, 해당 분석 기기의 library에 

따르면 바나나, 시트러스, 포도, 신 과일의 향을 띄고 있는 화합

물로 묘사된다. 이 성분은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MPK)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식이성 

비만을 감소하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Murase et al., 2010)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

다. 그 외에도 gamma-terpinene은 유향성 팔레놉시스(Been 

et al., 2014)와 땅두릅의 뿌리(Ji et al., 2018), 레몬, 유자의 향

기성분으로도 보고된 바 있고(Hong et al., 2017), nonyl acetate

Table 2. Characterization of the compounds detected by 13 sensors in Cymbidium ‘Saelbit’ flower

Name of the Compounds Names of variable (sensors) Formula Descriptor

methyl formate
16.01-1

17.69-2
C2H4O2 Fruity, plum, estery

unknown
19.52-1

22.87-2
- -

2-3-pentadione
41.94-1

51.85-2
C5H8O2

Butter, caramelized, creamy, fresh, 

fruity, sweet

gamma-terpinene 139.46-1 C10H16

Citrus, fruity, gasoline, herbaceous, 

sweet, terpenic, turpentine

2-nonanol 155.02-1 C9H20O Cucumber, fruity, solvent, waxy

2-cyclohexene-1-one
195.40-1

134.67-2
C10H14O

Basil leaves, fennel, herbaceous, minty, 

spicy

nonyl acetate 215.89-2 C11H22O2 Fruity, leafy, sweet, waxy

nootkatone
334.09-1

388.29-2
C15H22O

Banana, citrus, grape, sour fruit, spicy, 

wo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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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운향(Dob and Dahmane, 2008)과 복주머니란(Bergstrom et 

al., 1992)의 향기성분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한편 2-nonanol은 

Ophrys 속 난초 식물에서도 검출된 바 있으며(Borg-Karlson 

and Groth, 1986),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에도 널리 존재하며 여

왕벌과 딱정벌레의 페로몬으로도 알려져 있다(Florian et al., 

1997).

‘미단’에서는 nootkatone 등 공통적인 향기 성분 외에도 

1-propanol, 2-methyl, di-hydro-2(3H)-furanone, decane, 

3-nonanol 등의 휘발성 성분들이 검출되었다(Table. 2). Ethanol

은 Cymbidium faberi (Baraldi et al., 1999)에서 검출된 바 있

고, decane은 Cymbidium virescens (Omata et al., 1990)뿐 아

니라 구절초 등 여러 국화과 식물의 향기성분으로도 보고된 바 

있다(Kim, 2017). 또한 3-nonanol은 박하과 식물로부터 추출

된 에센셜 오일의 향기성분 중 하나로(Singh et al., 2005), 박하

의 에센셜 오일은 음식, 화장품, 제약 등 다양하게 활용되며 항

균, 항진균 등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umar 

et al., 2012). 그 외에도 천리향 꽃의 향기 성분으로 알려진 methyl 

undecanoate (Watanabe et al., 1983) 등이 ‘미단’의 화기조직

에서 검출되었다.

적  요

본 연구는 화기 부위에 따른 국산 심비디움 ‘샐빛’과 ‘미단’의 

향기 특성을 분석하고자 수행하였다. 시험 재료로 국립원예특

작과학원 화훼과 시험포장에서 재배한 만개한 꽃을 꽃잎, 꽃받

침, 순판, 컬럼으로 나누어 GC 기반 전자코를 통해 향기 패턴과 

주요 향기 성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품종 모두 화기 부위

에 따라 PCA와 DFA plot에서 뚜렷한 향기 패턴 차이를 보였고, 

각 화기 부위별 무취공기 대조구 간의 기하학적 거리는 꽃받침

이 가장 멀었으며, 향기패턴 식별지수(PDI) 또한 대조구와 꽃받

침 사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요 향기 성분 중 nootkatone 

등의 성분은 ‘샐빛’과 ‘미단’ 두 품종 모두 네 개의 화기조직에서 

공통적으로 검출된 반면, ‘미단’에서만 검출되는 decane과 같

이 일부 성분은 특정 품종이나 화기 부위에서만 특이적으로 발

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품종과 화기 부위에 따른 향기 

패턴과 주요 향기 성분을 확인함으로써 향기 산업에 필요한 효

율적인 원료 선택과 국산 품종의 이용 확대를 위해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인공 가향제에 대한 부정

적 인식과 천연 향기 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했

을 때,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향성 난 품종 육성과 이를 산업적으

로 활용하기 위한 향기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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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zation of the compounds detected by 15 sensors in Cymbidium ‘Midan’ flower

Name of the compounds Names of variable (sensors) Formula Descriptor

methyl formate
16.01-1

17.71-2
C2H4O2 Fruity, plum, estery

ethanol 18.01-1 C2H6O Alcoholic, pungent, sweet

unknown
19.52-1

23.27-2
- -

1-propanol, 2-methyl
29.26-1

37.71-2
C4H10O

Alcoholic, bitter, chemical, glue, leek, 

licorice, solvent, winey

di-hydro-2(3H)-furanone 93.61-1 C4H6O2 Aromatic, caramelized, creamy, sweet

decane
121.35-1

103.86-2
C10H22 Alkane, fruity, fusel, sweet

3-nonanol 150.33-2 C9H20O Herbaceous

methyl undecanoate
254.79-1

283.83-2
C12H24O2 Brandy, oily, sweet, waxy, winey

nootkatone
333.48-1

403.64-2
C15H22O

Banana, citrus, grape, sour fruit, spicy, 

wo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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