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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coffee is the most popular beverage for modern people. A great number of substances are found in coffee 
beans and have been studied for many years such as aliphatic and aromatic compounds. However, studies on the 
physiological activity of coffee extracts are insufficien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contents of caffeine 
and chlorogenic acid in coffee extracts according to the solvent and to investigate the physiological activity of coffee 
extracts. Coffee extracts were extracted by ultrasonication method with various types of solvents including distilled water, 
ethanol, and other organic solvents under 50℃ and 80℃. The contents of caffeine and chlorogenic acid in coffee extracts 
were determined by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LC-MS). Also, cytotoxic and antioxidative effects of 
coffee extracts were evaluated with MTT and DPPH assays to analyze the physiological activity.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caffeine and chlorogenic acid contents were extracted in distilled water with the highest rate. Antioxidative 
activity was observed below 10-fold dilute of coffee extracts, however cytotoxicity was not observed. In conclusion, 
distilled water was the best solvent for extracting caffeine and chlorogenic acids from coffee bean with ultrasonication 
and these coffee extracts are less cytotoxic in human skin cell lines and have antioxida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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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인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과 삶을 중
요시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으로 인식의 변화가 
있고 자연스럽게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소비 형태로 
관심이 변화하여 상품의 효능과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한

다. 그 중 천연물질들의 성분이 다양한 효능을 가지는 것
을 알게 되면서 단순히 인간의 삶을 유지하려는 현대인들

에게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 예방과 건강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연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Hur, 2015). 천연물

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전통적 방법인 열수출법, 고온용매

추출법, 기계 압착법 등을 주로 사용하지만 이러한 전통

적 방법을 통한 추출은 추출용매의 소모량이 많고 열에 

의해 변성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최근 
천연물질에서 유용 성분을 추출하는데 초음파처리법, 효
소추출법, 초임계 유체법 등의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었

고 이 중 초음파 추출법은 간편하고 효율적인 추출기법으

로 천연물질 추출에 다양하게 활용한다(Hwang and Park, 
2015). 

커피 생두(Green Coffee Beans)는 커피나무의 열매(Coffee 
cherry) 중에 있는 씨앗에서 외피를 박피하여 세척하고 건
조한 것을 말한다. 커피의 주요 원료인 커피 생두의 구성 
성분으로는 수분,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 무기질, Caf- 
feine과 Chlorogenic acid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의 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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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환경이나 품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러한 커
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음용하는 음료 중 하나로 
한국에서도 커피의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커
피의 활용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커피의 생
리활성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ee 
et al., 2016; Kim et al., 2018). 

커피 중 가장 잘 알려진 성분인 caffeine은 커피 외에도 
다양한 품목에 함유되어 있는 xanthine계 화합물로 커피

콩에서 처음 발견된 흥분제의 한 종류이며 부신피질 호르

몬 분비를 촉진하여 순환기 계통의 운동을 늘리며 중추신

경을 활성화 시키는 등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Cho, 2015). 커피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구로 
페놀화합물이나 chlorogenic acid의 함량이 커피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영향을 막는 효과

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커피는 커피를 녹이

는 용매에 따라 여러 종류의 균에 대한 항균작용의 효과

를 보이고 노화와 천식에도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 
장기간 커피의 섭취는 2형 당뇨 발병을 낮추고 정신과 신
경질병인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 질병의 발병에도 효과

를 보인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Campos-Florián et al., 
2013). 

Chlorogenic acid는 green coffee bean을 포함한 다양한 
식물이나 식물의 일부에서 생성되는 천연 생성물이다. 
화학적으로 caffeic acid와 quinic acid, 3-O-caffeoylquinic 
acid (3-CQA)의 에스테르이고 다른 이성질체로는 crypto-
chlorogenic acid (4-CQA)와 neo-chlorogenic acid (5-CQA)가 
있다. Chlorogenic acid는 민감한 위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진 커피 성분 중 하나이다. 반면 
폴리페놀 화합물로서 chlorogenic acid는 강한 antioxidant로 
세포 및 모든 기관의 산화적 퇴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arah et 
al., 2008; Jeszka-Skowron et al., 2016b). 

이와 같이 커피는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애용하

는 쓴맛, 신맛 등의 고유의 독특한 맛과 향이 어우러진 대
표적 기호식품으로 이의 효능들이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커피의 효능이 밝혀짐에 따라 다양하게 식품으로 이용되

고 있지만 커피 생두 추출물의 용매와 추출법에 따른 성
분 함량 변화와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피 생두를 대상으로 용매에 따른 
커피 추출물 내 caffeine 및 chlorogenic acid의 함량을 분석

하고 커피 추출물의 생리활성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커피 추출물은 생두(Arabica)를 이용하여 수세한 후 동

결건조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용매에 따른 chlorogenic 
acid의 함량 분석을 위하여 각 용매(ethanol, 식물성 ethanol, 
distilled water) 100 mL에 각각 생두 30 g을 넣고 sonicator 
(VCX 500, Sonics & Material Inc.)를 이용 (amplitude; 70% 
of 400 W, 3.0 sec pules, 1.0 sec. rest)의 조건으로 sonication 
하였으며 추출 종료 후 caffeine과 chlorogenic acid의 함량 
분석을 위하여 0.2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온도 변화에 따른 chlorogenic acid의 함량을 분석하

기 위하여 50℃와 80℃에서 2회 반복하여 진행하였으며 
제조된 시료는 -20℃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커피 생두 내 주요 성분인 Caffeine과 Chlorogenic acid
의 함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LC-MS (6530 Accurate-Mass 
Q-TOF LC/MS, Agilent Technologie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분석에 사용 된 칼럼은 Kinetex 2.6u C18 100A (100 X 
3.00 mm, Phenomenex, Torrance, CA, USA) 칼럼을 사용하

였고, 칼럼온도는 40℃로 분석하였다. 유속은 0.3 mL/min
으로 흘려 주었으며 주입량은 3 μl였다. 이동상은 0.1% 
formic acid 수용액과, acetonitrile에 녹인 0.1% formic acid
를 사용하였으며 검출파장은 325 nm에서 검출하였다. 

커피 추출물이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는 농도를 확인하

기 위하여 동물 유래 섬유아세포 cell line인 vero cell과 인
체 유래 섬유아세포 cell line인 CCD-986sk, 피부각질세

포 cell line인 HeCaT cell을 3-(4,5-dimethylthiazol-2-yl)-2,5-
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assay로 변형하여 실험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Cell의 농도를 1 × 105개/mL로 조
정하여 96 well plate에 100 μl씩 분주 후 37℃, 5% CO2 조
건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0.2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한 
커피 생두 추출물을 농도 별로 100 μl씩 분주 후 150 rpm
에서 5분 shake하고 37℃, 5% CO2 조건에서 48시간 및 
72시간 배양하였다. 5 mg/mL in PBS 농도인 MTT 용액

(Ambresco)을 준비하여 각 well에 20 μl씩 분주하여 150 
rpm, 5분 shake하고 37℃, 5% CO2에서 2시간 배양하였다. 
배지를 최대한 제거하고 dimethyl sulfoxide (DMSO)를 200 
μl씩 분주한 뒤 150 rpm에서 5분간 교반하여 ELISA reader
기를 이용하여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커피 추출물을 농도 별로 1, 10, 102, 103, 104배 희석하여 
준비하였으며, 에탄올에 용해시킨 0.2 Mm의 2,2-diphenyl-
1-picrylhydrazyl (DPPH) 용액 190 μl를 96 well plate에 각각 
분주한 후 커피 추출물 희석액을 10 μl 분주하여 37℃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시료액의 대조군으로 멸균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반응 후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다음 
시료 첨가군과 무첨가군 사이의 흡광도의 차이를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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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하였다. 
커피 원두에 포함된 chlorogenic acid 및 caffeine의 용매

의 종류에 따른 추출 효율을 분석하기 위해 식물성 에탄

올, 합성 에탄올, 증류수의 세 가지 용매를 이용하였다. 또
한 용매의 종류에 따른 chlorogenic acid 추출 효율을 비교

하기 위해 HPLC LC-MS 분석을 실시하였고, chlorogenic 
acid의 정확한 물질 분석을 위해 SIGMA 사로부터 표준물

질인 합성 chlorogenic acid (Sigma-Aldrich Co., St.Louis, MO, 
USA)을 구입하여, 추출물 내에 포함된 chlorogenic acid과
의 일치성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표준물질을 이용

한 standard curve를 그려서 추출물 내의 정확한 chlorogenic 
acid 농도를 확인하였다(Fig. 1A). 

표준물질을 이용한 표준곡선을 통해 용매의 종류에 따른 
chlorogenic acid 함량을 분석한 결과 증류수를 용매로 했을 
때 chlorogenic acid 추출 농도는 59.54 mg/L, 식물성 에탄올

을 용매로 했을 때 chlorogenic acid 추출 농도는 19.2 mg/L, 
합성 에탄올을 용매로 했을 때 chlorogenic acid 추출 농도

는 55.2 mg/L로 증류수를 용매로 이용했을 때 chlorogenic 
acid의 추출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Chloro- 
genic acid 함량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표준물질 이용해 우

Fig. 1. Standard curve of chlorogenic acid (A), caffeine contents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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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으로 LC-MS 조건을 수립(Peak 위치: 약 5.28)한 후 세 
종류의 용매를 이용한 추출물에 포함된 chlorogenic acid 
위치를 확인하였다(Fig. 2A). 

커피 원두에서 chlorogenic acid 추출 시 caffeine이 커피 
생두 extract에서 함께 추출되며, chlorogenic acid와 caffeine
의 분자량 또한 유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물질 분석을 위

Fig. 2. Comparison of chlorogenic acid (A) and caffeine (B) peak with standard.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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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커피 생두 extract에 포함된 caffeine의 양 및 추출 효율

도 함께 분석하였다. 용매의 종류에 따른 caffeine 추출 효
율을 비교하기 위해 LC-MS 분석을 실시하였고, caffeine의 
정확한 물질 분석을 위해 SIGMA 사로부터 합성 caffeine 
표준물질을 구입하여, 추출물 내에 포함된 caffeine의 일

치성을 확인하였으며, 표준곡선으로 추출물 내의 정확한 
caffeine 농도를 확인하였다(Fig. 1B). 

표준물질을 이용한 표준곡선을 통해 용매의 종류에 따
른 caffeine 함량을 분석한 결과 증류수를 용매로 했을 때 
caffeine 추출 농도는 127.62 mg/L, 식물성 에탄올을 용매로 
했을 때 caffeine 추출 농도는 15.14 mg/L, 합성 에탄올을 
용매로 했을 때 caffeine 추출 농도는 25.28 mg/L로 증류수

를 용매로 이용했을 때 또한 caffeine의 추출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Caffeine 함량의 정확한 분석을 통
해 표준물질 이용해 우선적으로 HPLC LC-MS 조건을 수
립(Peak 위치: 약 5.41)한 후 세 종류의 용매를 이용한 추
출물에 포함된 caffeine의 위치를 chlorogenic acid과 정확히 
구분하여 확인하였다(Fig. 2B). 커피 원두로부터 caffeine과 
chlorogenic acid의 최대 추출 효율을 위한 최적 온도 선정

을 위해 기존 연구들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시험 결과에

서 chlorogenic acid 추출 효율이 가장 높았던 증류수를 용
매로 하여 50℃와 80℃ 두 온도 조건에서 chlorogenic acid 
추출 효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증류수를 용매로 하였을 때, 50℃ 조건에서 
caffeine 0.014 mg/mL, chlorogenic acid 0.012 mg/mL가 추출

되었고, 80℃ 조건에서 caffeine 0.032 mg/mL, chlorogenic 
acid 0.064 mg/mL로 80℃ 조건에서 caffeine이 약 3배 정도

의 추출 효율이, 약 5배 정도의 chlorogenic acid 추출 효율

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이용한 모든 인체 유래 세포주의 배양은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배지에 10% 
heat-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 (FBS)와 penicillin (100 U/ 
mL)/streptomycin (100 μg/mL)을 첨가한 DMEM 배지를 사
용하였으며,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시험

에 사용된 세포의 종류는 인체 유래 섬유아세포(CCD-
986sk)와 피부각질세포(HaCaT cell), 동물 유래 섬유아세

포(Vero cell)를 대상으로 배양하였다. 
커피 원두 그린 추출물의 인체 유래 피부세포에 대한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MTT assay를 통해 세포 생존율 측
정을 Carmichael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고 실험에 사용

된 시료와 동량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대조군으로 사용하

였으며 추출물과 동일한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이에 5 mg/ 

mL 농도로 제조한 MTT 용액 0.02 mL을 첨가하여 4시간 
배양한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각 well당 DMSO 0.2 mL
을 가해 실온에서 30분 반응시킨 뒤 ELISA reader 기기를 
사용하여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세포 독성 측
정은 시료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광도 감소율로 
표시하였다. 

커피 그린 추출물이 인체 유래 세포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커피 추출물을 1, 10, 102, 103, 104

의 농도로 희석 처리하여 인체 유래 세포와 함께 24시간 
배양한 후에 MTT assay로 커피 그린 추출물의 세포에 관
한 독성 여부를 관찰하였다. 각 세포주에 대한 커피 추출

물의 세포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추출물 원액에서 각각 
9.78%, 8.03%, 19.98%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었고, 10배 
희석 농도 이하에서는 9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

였다(Fig. 3). 
DPPH (1, 1-diphenyl-2-picryl hydrazyl)는 화합물 내 질소 

중심의 radical로 free radical의 안정화된 물질이기 때문에 
반응 중 DPPH의 감소는 free radical의 소거반응이 진행됨

을 알 수 있고 질소과산화의 초기반응의 억제 정도를 예
측할 수 있다. DPPH는 510~590 nm에서 최대 흡수를 나
타내며, 환원되면 흡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DPPH의 환원 
정도는 환원제의 환원력에 따라 달라진다. 커피 그린 추
출물의 항산화 작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1, 10, 102, 103, 104

배로 희석된 커피 그린 추출물에 DPPH를 이용 항산화 작
용을 측정하였다. 대조군으로 추출물 무첨가군을 대상으

로 비교한 결과 원액에서 가장 높은 66%의 저해활성이 
나타났고 10배 희석한 추출물에서는 43.2%, 그 이하로는 

Fig. 3. Cell viability of coffee extracts on fibroblast (CCD-986sk,
Vero Cell) and epithelial keratinocyte (HaCaT cell).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D. Results are representatives of more
than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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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만의 낮은 저해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 결과 
추출물의 농도 의존적으로 DPPH radical 소거작용을 나타

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천연물질은 용매와 추출조건, 추출방법에 따라 추출되

는 성분들이 달라져 각각의 추출 효율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천연물질의 추출을 위해 초음파를 이용하였을 때 추
출수효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Jeon et al., 2015; Cho and Kim, 2016). 이번 연구에서 사용

한 원두 아라비카 종 이외에도 최근 다양한 종의 커피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Ayelign and Sabally, 2013; 
Jeszka-Skowron et al., 2016a) 커피를 음료로 사용하고 남은 
부산물을 이용한 연구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Song et 
al., 2009; Lee and Park, 2015). 

본 연구에서는 항산화 및 향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려진 원두커피에 대하여 추출방법을 초음파(증류수), 초
음파(식물성 에탄올), 초음파(에탄올) 추출법으로 각기 달
리하여 유효 성분을 추출한 후 각 추출물에서 caffeine과 
chlorogenic acid의 함량을 분석함으로써 증류수로 추출했

을 때 각각 127.62 mg/mL, 59.54 mg/mL로 식물성 에탄올

과 합성 에탄올보다 더 높은 추출 효율을 가지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커피의 추출이 80~90℃ 정도의 상온에서 
효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Salamanca et al., 2017) 따라 가
장 높은 추출 효율은 보인 증류수를 용매로 50℃와 80℃
에서 측정한 결과 caffeine이 0.032 mg/mL, chlorogenic acid
가 0.064 mg/mL로 80℃의 상온에서 추출 효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커피 음료의 종류인 에스프레소

와 더치커피의 추출 시간이나 온도의 변화에 따라 추출 
효율이나 항산화 효과의 변화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보

고되어 커피추출물의 여러 가지 형태로의 이용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Hwang et al., 2013; Salamanca et al., 2017). 

증류수를 용매로한 커피 추출물의 MTT assay와 DPPH 
라디컬 소거능 활성 실험을 한 결과 3종 모두에서 초음파

(증류수) 커피 추출물이 10배의 희석 농도에서는 90% 이
상의 생존률을 보여 세포 독성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고 
DPPH 라디컬 소거능 효과는 원액에서 가장 높은 저해활

성이 나타났으며 농도 의존적으로 DPPH radical 소거작용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파(증류수) 추출법을 사용하여 상온에

서 추출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커피 추출물이 세포 독성이 낮고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
문에 피부에서 흔히 발생하는 활성산소에 따른 노화를 방
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추후 연
구에서는 커피 추출물을 이용한 화장품을 제작하여 사용

하였을 때 나타나는 피부의 변화를 관찰하여 피부의 노화

방지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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