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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tioxidant effects of non-fermented (CAC) and Monascus pilosus-fermented Columbia 

arabica coffee (FCAC), as well as Luwak coffee (LC) bea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otal polyphenols content (mg/g of dry basis) was 

highest in CAC (70.69), followed by LC (62.07), and FCAC (41.38). However, the ratio of total flavonoids/polyphenols in FCAC was 

the highest. In terms of electron donating ability (%, coffee mg/mL), CAC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LC and FCAC. Regardless of 

fermentation,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s were similar in CAC and FCAC and lowest in LC. LC also had the highest inhibitory 

activity against xanthine oxidase (XO). However FAAC had the highest inhibitory activity against aldehyde oxidase (AO), with nearly 

three times the levels found in CAC and LC.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FCAC had a higher ratio of flavonoids/polyphenols and 

iron chelating activity than CAC. FCAC also had the highest AO inhibitory activity among the three experimental coffee beans. The 

results suggest that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evaluate the bioactive components of various coffee beans so as to determine the 

potential benefits thatcoffee may have on preventing oxidative stress-relate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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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 및 운동 부족, 대사 불균형과 환

경오염 등으로 다양한 생활습관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이며, 이 같은 상태에서는 체내 유해한 활성산소종(ROS: 

reactive oxygen species)의 생성이 증가할 수 있다(Halliwell 

B 2006). 암을 비롯한 심혈관계질환, 당뇨병, 신경계질환 

및 염증 등의 만성적 질환과 노화 과정은 대부분 ROS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orea J와 Costa T 2005). 그러나 유해 라디칼 생성 

및 이로 인한 산화적 세포 손상은 체내 방어 시스템에 의

해 지연 또는 예방될 수 있는데, 항산화 효소와 비효소계 

항산화 성분들이 이에 속한다(Jeon SM 등 2001).

특히 비효소계 항산화 성분은 일상적인 식이와 건강식

품, 약효식품을 통해 쉽게 섭취할 수 있으므로 생리활성 

소재를 이용한 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건강 개념이 내포된 식문화의 고급화 추

세와 병행하여 기호음료에 대한 인식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음료 중 원두커피 기호도가 매우 높아져 최근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338잔이며, 한 

달 28잔의 커피를 소비하고 있다(Korea Customs Service 

2012). 이와 같은 기호음료의 선호 변화에 따라 커피의 

건강성, 커피 성분의 생리활성 및 효능에 대한 관심도 증

폭되는 추세이다.

각종 폴리페놀 함유 음료 중 커피 음료는 항산화 활성

이 상대적으로 탁월하며(Pellegrini N 등 2003), 커피의 주

된 항산화 성분에 해당되는 chlorogenic acid 등을 포함한 

폴리페놀 성분은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병리현상에 대

한 예방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bavi SM 등 2014). 

그 외 커피의 멜라노이딘과 신생 물질들은 산화적 손상과 

관련된 퇴행성질환 예방효과 및 활성산소로 인한 DNA 

손상에 대한 억제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ravo J 

등 2013). 커피의 약리효능 측면에서는 니코틴산, 카페산 

및 카페인 성분이 간 손상과 당뇨병에 대한 보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ka K 2007). 커피를 볶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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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증가된 chlorogenic acid 유도체 성분은 산화적 스

트레스로부터의 신경세포 보호효과가 있으며, 이 때 생성

된 melanoidin은 커피의 항산화 활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u YF 등 2009).

상기의 일반 커피와 달리, 루왁커피(Kopi Luwak)는 인

도네시아 정글에 서식하는 사향고양이가 먹은 커피열매

가 소화기관의 효소와 장내 미생물에 의한 발효과정을 

거친 후 배설된 커피이며, 입 안에 풍부하게 느껴지는 특

유 점성과 무게감(full body taste) 및 조화로운 향과 맛이 

특징적이어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Marcone MF 2004). 

이와 관련하여 일반 커피에 발효 과정을 도입하여 커피

의 품질속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

다(Woelore MW 1993, Avallone S 등 2002). 최근 실험

(Jumhawan U 등 2013)에서는 루왁커피의 citric acid, malic 

acid 등 특정 성분들로부터 일반 커피와 차별화 되는 표

적물질을 추적하고자 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그러나 루

왁커피에 대한 특징적 성분의 분리·동정, 이들의 건강성 

및 일반 커피와 비교·검토 등의 연구는 현재까지 많이 부

족한 실정이다.

일반 커피의 발효는 루왁커피의 경우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발효과정은 기존 화학성분 및 특

히 항산화능을 가진 생리활성물질의 조성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발효식품과 관련하여 특히 

Monascus속 곰팡이는 전통적으로 홍국 제조와 식품 보

존(Lin YL 등 2008)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지질이상혈증(Yang CW와 Mousa SA 2012), 골다

공증(Choi MJ 와 Yu T 2004) 등의 퇴행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의 색소 성분은 

항돌연변이, 항암, 항진균 활성 및 면역력 강화효능 등의 

생리적 기능을 보유한다(Zheng Y 등 2010, Patakova P 

2013).

상기와 같이 생리활성을 보유한 Monascus속 미생물 중 

특히 M. pilosus은 발효과정을 통해 유해 라디칼 제거와 

철 포집력 등의 항산화 활성 및 항동맥경화, 혈중 중성지

질과 콜레스테롤 저하 효능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Kuo 

CF 등 2009). 최근 본 실험실에서 수행된 M. pilosus을 이

용한 발효식품들의 기능성 품질연구에서도 비발효 대조

군에 비해 발효과정을 거친 녹차(Kim MJ 등 2012)와 검

정콩(Lee SI 등 2013)은 전자공여력, 철 포집력 및 산화

효소 저해효능 등의 항산화 지표에 대해 활성 증가를 

보였으며, 녹차 음료는 색, 맛과 향의 관능요소가 개선

되었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에 기초하여, 현대인의 생활음료로 

각광받는 커피에 대해 M. pilosus로 발효시킨 후 항산화 지

표들의 변화 추이를 조사한다면 커피의 품질 향상 측면

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루왁커피가 사

향고양이 위장관을 거쳐 생산된 것이라는 희귀성 때문에 

고가에 판매되고 있으나 가공상 위생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이에 M. pilosus와 같이 생리적 기능성이 검증

된 미생물을 이용한 인위적 커피 발효방법이 모색된다면 

고부가성의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산화 지표들에 대한 활성 

정도를 기준으로, 일반커피와 루왁커피 및 M. pilosus로 

발효시킨 커피에 대해 기능 변화현상을 비교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및 균주

실험에 사용한 커피는 1년 이내 수확된 콜롬비아산 아

라비카 생두(로작, 경북, 한국)와 루왁 생두(정글아트루왁, 

상주, 한국)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발효용 균주는 한

국종균협회에서 분양받은 Monascus pilosus (M. pilosus) 

IFO 4480을 사용하였다. 

2. 커피의 발효

콜롬비아 생두의 전처리 및 배양 등의 발효과정은 M. 

pilosus 활용 식품발효방법(Kim MJ 등 2012, Lee SI 등 

2013) 등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생두

는 전처리 작업의 일환으로 가정용 분쇄기를 이용하여 

대략 1/10 등분하여 분쇄한 후, 분쇄한 생두 100 g에 대

해 10 mL 물의 비율로, 1시간 간격으로 5회 분무하는 수

침과정을 거침으로써 수분함량을 33%로 조정하여 발효

용 재료로 사용하였다. 불린 생두의 발효는 생두 100 g에 

대해 M. pilosus 배양액 10%를 함유하는 살균수 70 mL를 

가하여 30°C에서 7일간 배양하였으며, 볶음작업(roasting)

을 위해 35°C~40°C에서 건조시켰다. 실험종균은 보존 중

인 M. pilous균주를 Tryptic Soybroth (DF211824,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Sparks, MD, USA)에 이식하여 

30°C에서 10일간 배양하여 균 수가 10
8
 cells/mL 이상이 

되게 한 것을 사용하였다.

3. 커피 볶음 및 추출

발효생두의 볶음 방법은 Ludwig IA 등(2013)에 따라 

자동로스터기(Roaster THCR-01, Taehwan, Seoul, Korea)

에서 중간 볶음도(에그트론 65)를 유지하며, 250°C에서 

11분간 볶기를 하여 원두를 생산하였다. 원두 분쇄는 커

피분쇄기(Anfim Sas, Anfim Co., Milano, Italy)를 사용하

였으며, 분쇄입도는 0.5 mm로 조정하였다. 분쇄커피 추

출방법은 커피 1 kg에 대해 4°C의 냉수 5.67 L를 가하여 

12시간동안 워터드립식으로 여과추출하여 15% 커피추출

액으로 조제하였다. 커피추출액은 30 mL씩 포장하여 4°C

에서 보관하였으며, 5% 커피추출액을 분석실험용 원액으

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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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total polyphenol; TP)은 Minussi 

RC 등(2003)의 방법에 따라 시액 100 μL에 2% sodium 

carbonate 2 mL와 50% Folin-Ciocalteu reagent 100 μL를 

가하여 7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gallic acid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의 표준검량선에 의

하여 함량을 산출하였다. 플라보노이드 함량(total flavonoid; 

TF)은 Meda A 등(2005)의 방법에 따라, 시료 희석액 1 

mL에 2% aluminum chloride 1 mL와 50% 에탄올 1 mL

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 quercetin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의 표준검량선에 의하여 함량을 

산출하였다.

5. 전자공여능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Blois MS 

(1958)의 방법에 따라 시액 200 µL에 0.4 mM DPPH (1,1- 

diphenyl-2-picrylhydrazyl) 용액 800 µL를 가하여 10분간 

방치한 다음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계산식

인 전자공여능 (%) = [1 − (시료흡광도/대조군 흡광도)] × 

100에 의하여 활성을 산출하였다.

6. 철 환원력

철 환원력(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은 

Benzie IF와 Strain JJ (1996)의 방법에 따라 커피추출 희석액 

50 µL에 증류수 50 µL을 가하여 혼합한 후 0.3 M sodium 

acetate buffer (pH 3.60)와 10 mM 2,4,6-tris (2-pyridyl)-S- 

triazine을 함유하는 40 mM HCl 용액 및 20 mM FeCl3 

용액(10:1:1, v/v)의 혼합용액 1.90 mL를 가하여 37°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9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은 추출액 대신에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활성은 

건조시료 g당 Fe
3+
이 Fe

2+
로 환원된 량을 µmole로 나타내

었다.

7. Superoxide dismutase (SOD) 유사활성

Marklund S와 Marklund G (1974)의 방법에 따라 시액 

200 μL에 pH 8.5로 조정한 tris-HCl buffer 용액 3 mL와 

7.2 mM pyrogallol 200 μL을 가하여 25°C에서 10분간 반

응시킨 후, 1 N HCl 1 m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계산식에 해당되는 SOD-like 

activity(%) = 100 − [(OD of sample/OD of control) × 100]에 

의하여 활성을 산출하였다.

8. Ferrous iron chelating activity (FICA)

FICA는 Dinis TCP 등(1994)의 방법에 따라 시액 1.0 mL

에 3.7 mL의 증류수를 가한 후 2 mM의 ferrous chloride 

100 µL와 5 mM의 ferrozine 200 µL를 가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켜 562 nm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활성도

(%)는 [1 − [시료 흡광도/대조군 흡광도] × 100]으로 계산

하였다. 

9. Xanthine oxidase (XO) 및 Aldehyde oxidase  

(AO)의 저해활성에 미치는 영향

효소원은 Rajagopalan KV 등(1962) 및 Maia L과 Mira 

L (2002) 방법에 따라 milk로부터 XO를, 토끼 간 조직으

로부터는 AO를 각각 추출한 후 ammonium sulfate 분획, 

투석 및 원심분리를 행하여 부분 정제한 후 -70°C에서 보

관하였다. XO 활성도는 Stirpe F와 Della Corte E (1972)의 

방법에 따라 기질 xanthine을 uric acid로 전환하는 정도를 

%로 나타내었다. AO 활성도는 Rajagopalan KV 등(1962)

의 방법에 따라 기질 NMN (N
1
-methyl nicotinamide)으로

부터 산화된 pyridone을 300 nm에서 측정한 다음 시료 

대신에 증류수를 첨가한 대조군에 대한 %로 나타내었다. 

10. 통계처리

상기 연구에 대한 분석은 3회 반복 실험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샘플들간 유의성 여부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증하였다(p<0.05). 

Ⅲ. 결과 및 고찰

1.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콜롬비아산 아라비카 커피(Columbia arabica coffee; CAC), 

루왁커피(Luwak coffee; LC) 및 M. pilosus로 발효시킨 콜

롬비아산 아라비카 커피(Fermented Columbia arabica 

coffee; FCAC)에 대해 총 폴리페놀(Total polyphenol; TP)

과 플라보노이드(Total flavonoid; TF)의 함량(mg/g of dry 

basis)을 측정하여 Fig. 1에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에 의하

면 TP 함량은 CAC는 70.69 mg, LC는 62.07 mg, FCAC

는 41.38 mg으로, 이들 간에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TF함

량에 대해서는, FCAC는 CAC와 LC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CAC와 LC 간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TF/TP 비

율(%)은 LC와 FCAC가 CAC보다 높았으며, LC와 FCAC 

간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FCAC의 TF/TP 비율

(%)은 CAC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p<  

0.05).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커피에는 콜롬비아·브라질·케냐 

및 과테말라 아라비카종과 베트남 로부스타종이 주류를 

이루며, 품종·산지·수확 시기 및 가공법에 따라 일반 성

분과 기능성 성분의 함량과 효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Ludwig IA 등 2013). 이와 같은 일반 커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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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tents of total polyphenol (TP) and flavonoid (TF), and the ratio of TF/TP for non-fermented and fermented coffee by

M. pilosus

CAC: Columbia arabica coffee. LC: Luwak coffee. FCAC: Fermented Columbia arabica coffe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on the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달리 루왁커피는 사향고양이가 먹은 후 소화기관을 거쳐 

배설된 커피로서 관능적으로 부드러운 맛과 독특한 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능성분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일반 커피, 위장관내 소화를 거친 루왁커

피 및 M. pilosus에 의한 인위적 발효커피의 항산화 지표

조사는 생리기능 측면에서 기초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발

효커피 개발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실험에서 M. pilosus에 의한 FCAC은 CAC에 비해 

TP 함량의 감소현상을 보였으나, TF/TP 비율은 증가하였

으며 LC와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발효과정이 커피 세포벽에 강하게 결합된 

화학성분들의 추출수율 증대 및 폴리페놀 분해로 인한 

플라보노이드함량 증가를 초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Shi 

M 등 2012). 한편 발효에 의한 폴리페놀 함량은 발효방

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발효 시 비수용성 폴리페놀 

성분이 수용성 플라보노이드로 전환함으로써 총 폴리페

놀 감소현상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catechin 등의 

일부 폴리페놀이 플라보노이드로 전환한다고 보고되었다

(Lee YK 등 2012). 또한 발효 횟수 증가에 따라 폴리페놀

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함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Kim 

MH 등 2014)도 있는데, 이와 같이 상반된 결과는 시료 

종류, 발효 정도와 시간 경과 및 방법 등이 변수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하는 폴리페놀 화합물

은 주로 B환에 부착된 수산기 중 수소의 환원작용에 의하

여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며, 항콜레스테롤, 항염증 및 항암 

등의 다양한 생리기능을 보유한다(Dixon RA 등 1983). 

또한 그 구조와 용해도에 따라서 생리적 활성 정도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elly EH 등 2002). 커

피에는 폴리페놀 중 특히 depside형의 chlorogenic acid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커피의 항산화 효능뿐만 아니라 

산미와 떫은맛, 쓴맛을 띠게 하는 주성분으로도 알려져 

있다(Moreira DP 등 2005). 본 실험의 M. pilosus을 이용

한 발효커피에서 나타난 총 폴리페놀함량 감소는 관능적

으로 커피의 떫은맛과 쓴맛을 완화시키는 반면에 발효에 

따른 풍부한 맛을 증가시킴으로써 커피의 기호도를 향상

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발효과정에서 생성되는 플

라보노이드는 독특한 맛과 향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므

로(Belitz HD와 Grosch W 1986), CAC에 비해 FCAC에서 

유의적 증가를 보인 TF/TP 함량 비율로부터 일반 커피와 

차별화 되는 발효커피의 특유 관능성에 대한 발현을 추

정할 수 있다. 루왁커피의 특징적인 관능 일부도 플라보

노이드 성분에 기인하리라 보며, 본 실험에서 나타난 높

은 TF/TP 비율이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M. pilosus로 발효시킨 커피와 루왁커피는 비발

효의 일반 커피에 비해 총 폴리페놀 함량은 낮지만 총 플

라보노이드의 함유 비율은 높으므로, 플라보노이드의 생

리활성을 보유하면서 관능적 측면에서는 떫은맛과 쓴맛

은 감소하는 반면에 기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전자공여능 및 철 환원력 

본 실험에서 CAC, LC 및 M. pilosus로 발효시킨 FCAC

의 전자공여능 및 철 환원력에 대한 측정 결과는 Fig 2

에 제시하였다. 전자공여능(%)은 CAC 수치가 23.19%로 

가장 높았으며, LC와 FCAC의 수치는 각각 21.42%와 

21.80%이었으며 이들 간의 유의성은 없었다. 철 환원력

(Fe
2+

 μmole/g coffee)은 CAC에서 15.62 μmole, FCA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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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for non-fermented and fermented coffee by M.

pilosus

CAC: Columbia arabica coffee. LC: Luwak coffee. FCAC: Fermented Columbia arabica coffe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on the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5.06 μmole이며 이들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LC의 수치는 12.02 μmole로서 이들에 비해 낮았다.

전자공여능은 ROS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예방하

는 항산화 활성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Choi CH 등 

2003), 페놀산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페놀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 작용의 측도로도 활용된다(Torel J 등 1986). 그러

므로 식품에 함유된 polyphenol성 물질들의 증가는 강한 

항산화력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생리활성은 주로 

환원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sawa T 1994). 

본 실험의 TF/TP 함량비율에 따르면, 루왁커피에 비해 

유의적 차이는 없으나 높은 비율을 보인 M. pilosus 발효

커피는 루왁커피와 대등한 전자공여능을 보였으며, 환원

력에서는 루왁커피보다 오히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현 실험조건에서 발효커피는 일반 커피에 비해 

낮은 전자공여능을 보였는데, 이것은 발효에 의한 폴리페

놀 성분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미생물을 이용

한 발효차 제조(Lee SI 등 2012)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

가 보고되었다.

3. Ferrous iron chelating activity (FICA) · Super-  

oxide dismutase (SOD) 유사활성

일반커피(CAC), 루왁커피(LC) 및 M. pilosus를 이용한 

발효커피(FCAC)에 대해 FICA와 SOD 유사활성을 조사

하여 Fig. 3에 제시하였다. FICA (%)는 CAC가 9.58%, LC

는 36.82%, FCAC는 15.27%이며, 이들의 활성도는 LC>  

FCAC>CAC 순으로 LC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

다. 반면에 SOD 유사활성은 CAC>LC>FCAC 순이며, M. 

pilosus로 발효시킨 FCAC에서 가장 낮았다.

환원 철(Fe
2+

)과 산화 철(Fe
3+

) 등의 전이금속은 hydro-  

peroxide와 같은 지질과산화물 분해를 촉진함으로써 유해 

라디칼(alkoxyl radicals, peroxyl radicals)을 생성하여 지질 

과산화를 증폭시키는데(Fukuzawa K 등 1993), 철 포집력

(FICA)은 이러한 일련의 산화반응을 지연시키는 능력이

다. 본 실험에서 FCAC는 CAC에 비해 높은 FICA를 보였

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발효로 인해 총 폴리페놀은 감소

하였으나, 커피 세포벽에 결합한 화학성분의 추출 증대

(Shi M 등 2012) 및 일부 폴리페놀의 분해와 플라보노이

드로의 전환(Lee YK 등 2012) 등의 기전을 통해 철 포집

활성을 소유한 특정 활성물질들의 생성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Atoui AK 등(2005)에 의하면 식물체의 

플라보노이드·타닌·페놀산 등은 수소 공여체로 작용하여 

ROS 반응 차단 및 동시에 철 포집력을 보유하며, 특히 

플라보노이드군(flavones, isoflavones, flavanones, flavanols, 

anthocyanidins)은 이들의 catechol 그룹이 철과 결합함으

로써 플라보노이드의 철 포집활성과 유해 라디칼 억제작

용으로 인해 항산화 활성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Kell DB 

2009). 페놀산 중에는 chlorogenic acid 외, caffeic acid와 

ferrulic acid가 유해 라디칼 차단을 통하여 강한 항산화능

을 가지며, 특히 caffeic acid는 강한 철 포집활성을 가진 

catechol 그룹이 산화력이 강한 hydroxy radical 생성을 저

해함으로써 항산화 활성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Ikeda H 등 2011, Elekofehinti OO 등 2013).

철 포집력은 ROS 생성을 억제하여 연쇄적 지질 과산

화를 방지함으로써 나타나는 항산화 효능에 대한 지표라

고 할 수 있는데, 본 실험에서 루왁커피의 높은 철 포집

력은 사향고양이 위장관의 기계적 소화 및 생화학적 작

용을 거친 커피성분의 분해와 신생 합성으로 인한 생리

활성물질의 증가 및 이들 중 강한 항산화성 물질들의 작

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커피의 화학성분 중 대표 폴

리페놀로서 성분 함량이 높은 chlorogenic acid는 대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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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ron chelating activity (ICA) and superoxide dismutase (SOD)-like activity for non-fermented and fermented coffee by M.

pilosus

CAC: Columbia arabica coffee. LC: Luwak coffee. FCAC: Fermented Columbia arabica coffe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on the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스테르 형태로서 위장관내 가수분해 시 caffeic acid를 포함

한 각종 대사산물들을 생성하는데, 이들의 높은 항산화 활

성은 철 포집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ermano 

MP 등 2006, Sato Y 등 2011).

상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M. pilosus에 의한 발효

커피와 달리 루왁커피는 사향고양이 위장관의 대사과정

을 거치면서 화학구조적 변화 및 각종 기능성 물질의 증

감이 초래되며, 이로 인해 항산화능의 발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Yosida Y 등(2008)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커피의 총체적 항산화능은 활성이 강한 

chlorogenic acid 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대사에 

의해 생성된 기능성 물질들의 독자적 활성이 아니라, 이

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복합적 상승효과라고 하였는데, 루

왁커피의 높은 철 포집력도 사향고양이 체내 대사과정 중 

이루어진 항산화물질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페놀성 물질 외 kahweol와 cafestol 등의 diterpene (Lee 

KJ와 Jeong HG 2007), 카페인(Devasagayam TP 등 1996) 

및 로스팅에 의해 생성되는 nicotinic acid, trigonelline, 

pyrogallic acid와 melanoidine (Minamisawa M 등 2004)에

서도 ROS 저해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 예방효능이 있다

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비페놀성 기능물질들도 체내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루왁커피

의 강한 철 포집력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커피의 SOD 유사활성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커피에서 

나타난 활성이 루왁커피와 발효커피에서 유의적으로 낮

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SOD 유사 활성을 

가진 일부 기능성 물질들이 체내 생화학적 작용 또는 미

생물 발효에 의해 감소되며, 이에 따라 SOD 유사 활성효

과도 약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식용식물에서 SOD 

유사활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한약재로 사

용되는 산겨릅나무 추출물은 아스코브산의 50% 정도로 

매우 낮으며(Kwon HN 등 2008), 극소수 약용식물에서만 

라디칼 소거력과 SOD 유사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Jeong SJ 등 2004). 본 실험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 종류의 커피에서 SOD 유사 활성물질이 추적

되므로 적정량의 커피 음용은 유해 산소류로 인한 산화

적 스트레스를 부분적으로나마 예방할 수 있으리라 추정

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후속실험을 통해 상기 가설은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Xanthine Oxidase (XO) 및 Aldehyde Oxidase 

(AO) 저해활성

일반 커피와(CAC), 루왁커피(LC) 및 M. pilosus에 의한 

발효커피(FCAC)에 대해 토끼의 간 조직으로부터 부분 

정제한 XO와 AO에 대한 저해활성(%)을 조사하여 Fig. 

4에 제시하였다. XO에 대한 저해활성을 보면 CAC는 

3.42%, LC는 11.71%, FCAC는 0.12%이며, FCAC 활성이 

제일 낮았다. 이에 반하여 LC는 CAC보다 3.42배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AO에 대한 저해활성은 CAC와 LC가 

각각 3.79%와 3.81%이며,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한편 

FCAC는 10.61%로, CAC와 LC에 비하여 높은 저해활성

을 보였다.

세포 산화적 손상 및 관련 병리현상과 노화에 영향을 미

치는 활성산소종 중 특히 hyderogen peroxide와 superoxide 

anion 등은 XO에 의해 생성되는데, 일부 단백질에 대해 

강한 반응력을 가진 폴리페놀류는 XO와 cyclooxygenase 

등의 라디칼 생성효소의 활성을 저해시켜 항산화 효능을 

소유한다(Parr AJ와 Bolwell IP 2002). 폴리페놀 중 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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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Xanthine oxidase and aldehyde oxidase inhibitory activities for non-fermented and fermented coffee by M. pilosus

CAC: Columbia arabica coffee. LC: Luwak coffee. FCAC: Fermented Columbia arabica coffe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on the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노이드는 항산화능 보유뿐만 아니라 강력한 XO 저해제이

며, 이들의 화학구조에 따라 활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Labat-Robert J와 Robert L 2014). 특히 7-hydroxyl 

group을 가진 quercetin과 kaempferol 등의 flavone과 flavonol

은 높은 저해활성을 보이는 반면에, flavan-3-ol과 naringin

은 낮은 활성을 보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Ozyurek M 등 

2009). 본 실험에 의하면 LC와 FCAC간에 TF/TP 함량비

율의 유의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XO 저해활성에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LC는 사향고

양이 위장관에서의 생화학적 변화를 통하여 XO 저해활

성이 높은 플라보노이드군 생성이 증가하였으며, FCAC

는 미생물 발효에 의한 플라보노이드군의 조성 변화와 이

에 따른 XO 저해효능 약화 또는 발효대사산물들이 XO 

저해력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LC에서 높은 XO 저해력을 나타내는 현상과 관련하여 

폴리페놀 외 생리활성을 가진 기능성 물질들의 생성 및 

이들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Croft KD (1998)에 의하

면 생리활성을 가진 성분들이 페놀성 물질과 동반작용 

시 항산화 효능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커피

에 함유된 trigonelline, nicotinic acid 및 caffeine 등의 비

페놀성 생리활성물질들도 LC의 항산화능 극대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기전에 의해 LC

의 강력한 항산화능은 XO에 의해 생성되는 hydrogen 

peroxide 등의 유해 라디칼 생성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LC의 높은 XO 저해활성의 결과이

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AO 저해활성은 CAC와 LC에 비해 FCAC

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p<0.05), 이와 같은 결

과는 M. pilosus에 의한 발효로 커피 세포벽에 강하게 결

합된 페놀성분과 trigonelline, nicotinic acid, diterpene 및 

caffeine 등의 비페놀성 생리활성물질의 분해 및 로스팅으

로 생성된 항산화성 melanoidine의 수율 증가 때문이라 

할 수 있다(Bekedam EK 등 2008, Huynh NT 등 2014). 

상기 요인들이 AO와 같은 특정효소활성을 저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커피의 비페놀성물질로서 heterocycle 

구조를 가진 furan, pyrrole 및 maltol 등의 항산화 성분들

(Yanagimoto K 등 2004)도 발효에 의해 용이하게 용출되

어 AO의 hydrogen peroxide와 superoxide anione 생성을 억

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Yesbergenova Z 등 2005).

특히 커피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계 성분들의 AO 저

해활성 및 산화적 스트레스 경감효능(Hamzeh-Mivehroud 

M 등 2014)은 CAC와 LC보다 높은 TF/TP 비율을 보인 

FCAC에서도 AO에 대한 강한 저해활성으로 나타났다. 

플라보노이드 중 특히 aglycone 형태는 ROS 생성효소계

에 대해 높은 저해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 있는데

(Rashi MR과 Nazemiyeh H 2010), FCAC의 발효는 AO 

표적의 플라보노이드 aglycone 생성을 촉진하여 AO 저해

활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Brown JP (1988)에 

의하면, isoflavone aglycone에 대한 생물학적 유용성과 기

능성 보고가 있으므로 Monascus속 발효를 거친 FCAC에

서 이와 유사한 aglycone 및 건강 기능성 2차 대사물의 

생성(Lee SS 등 2013)은 높은 AO 저해활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실험 결과로부터 커피에는 AO에 대한 

저해기능성분이 있으며, 특히 M. pilosus에 의한 발효는 

이들의 증가를 초래하여 AO 저해활성을 강화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커피와 루왁커피에 비해 M. 

pilosus 발효커피에서 2.78~2.80배 정도의 높은 AO 저해

활성이 보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

다면 기능성 발효커피 제조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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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콜럼비아산 아라비카 생두를 이용하여 

일반 커피, M. pilosus로 발효시킨 커피와 루왁커피에 대해 

항산화능 및 토끼의 간 조직으로부터 부분·정제한 xanthine 

oxidase (XO)와 aldehyde oxidase (AO) 저해활성을 비교·분

석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mg/g of dry basis)은 일반 커

피에서 70.69 mg, 루왁커피는 62.07 mg, 발효커피는 41.38 

mg로 나타났다. 반면에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루왁커

피가 일반 커피에 비하여 30.03% 정도 많았으며, 발효커

피는 다소 낮았다. 총 플라보노이드/폴리페놀 비율(%)은 루

왁커피와 발효커피에서 높았다. 전자공여능(%)은 일반 커

피에서 23.19%이며, 루왁커피(21.42%)와 발효커피(21.80%)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철 환원력(Fe
2+ 

μmole/coffee g 

of dry basis)은 일반 커피(15.62 μmole)와 발효커피(15.08 

μmole)가 유사하며, 루왁커피(12.02 μmole)는 다소 낮았

다. 철 포집능력(%)은 루왁커피(36.82%)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반면에 SOD 유사활성은 발효커피에 비해 

일반 커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XO와 AO에 대한 저

해활성은 각각 루왁커피와 M. pilosus에 의한 발효커피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발효커피는 일

반 커피와 루왁커피에 비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과 SOD 

유사활성은 낮으나 철 포집력과 총 플라보노이드/폴리페

놀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XO 저해활성은 낮은 

반면에 AO 저해활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기 결과에 기초하여 커피의 항산화성 활성성분에 

대한 추적 및 건강효능 등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건강 기능성이 부여된 커피음료 개발의 계기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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