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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 폴리페놀 성분의 in vitro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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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tent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various polyphenolic fractions from commercial cocoa powder were 
investigated. Total phenolics extracted by 0.01 M HCl, ethyl acetate, and acidic methanol, from an 80% (v/v) 
methanolic extract of cocoa, were 19.25, 202.24, and 295.83 mg/g, respectively. Each fraction was capable of scavenging 
DPPH radicals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Among the various fractions, the acidic methanol fraction 
had the highest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 The reducing power of the 0.01 M HCl, ethyl acetate, and acidic 
methanol fractions were 0.44, 3.15, and 3.87, respectively, at 1,000 μg/mL. Antioxidant activities, as assessed by 
β-carotene bleaching and linoleic acid autoxidation, of the various phenolic fractions from cocoa decreased in the 
order acidic methanol > ethyl acetate > 0.01 M HCl. Inhibition of β-carotene bleaching mediated by the acidic 
methanol fraction was similar to that of the ethyl acetate fraction. The values were 60.18% and 58.97%, respectively, 
at 1,000 μg/mL. Therefore, cocoa and cocoa-containing products may contain natural antioxidants useful in prevention 
of diseases associated with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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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산소는 지구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소로서

호기성 생물은 이렇게 풍부한 산소를 전자수용체로 하는

호흡을 통하여 에너지를 획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소지만 안정한 분자상태인

기저 삼중항 산소(
3
O2)가 체내 효소계, 환원대사, 화학약품,

공해물질, 광학반응 등의 각종 물리적, 화학적 요인 등에

의해 superoxide radical(O2-), hydroxyl radical(HO․),

hydrogen peroxide(H2O2) 및 일중항 산소(
1
O2)와 같은 반응

성이 매우 큰 활성산소로 전환되면 생체에 치명적인 산소독

성을 일으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1). 즉, 이들 활성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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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포구성성분들인 지질, 단백질, 당, DNA 등에 대하여

비선택적, 비가역적으로 손상을 미침으로써 암(癌)을 비롯

하여 뇌졸중, 파킨슨병 등의 뇌질환과 심장질환, 허혈, 동맥

경화, 피부질환, 소화기질환, 염증, 류마티스, 자기면역질환

등의 각종 질병 및 노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이와 같이 free radical을 소거할 수 있는 화합물 또는

과산화물 생성 억제물질과 같은 항산화 물질들은 이들 산화

물들에 의하여 야기되는 각종 질환 치료제 및 노화억제제로

서 기대가 되고 있다. 식품의 대표적인 기능성으로 알려져

있는 항산화 활성은 생체 내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과 관련성이 있는 free radical에 의한 여러 가지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생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성으로 주목받

고 있다(4,5).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은 천연식물

자원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이들의 주요 생리적

역할로서 자유 라디칼을 소거하는 항산화성 연구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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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 페놀성 화합물인 플라보노이

드나 페놀산 및 안토시아닌 등의 총량인 총 페놀함량은

DPPH/ABTS 라디칼 소거활성과 같은 항산화 활성에 중요

한 인자로 작용을 한다(6).

초콜릿은 테오브로마 카카오나무(Theobroma cacao)의

종실에서 얻은 원료에 다양한 식품원료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독특한 풍미와 향기를 가지는 기호식

품으로 넓은 연령대에서 선호되는 식품 중의 하나이다(7).

최근 코코아 및 관련 가공품들에 대한 영양학적 가치와

생리적 기능성이 재인식되고 있고, 많은 연구를 통해 관련

가공 식품의 섭취가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 소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코코아 및

초콜릿 가공품 등에 관련된 주요 연구는 폴리페놀 함량

(8,9), 항산화 활성(10,11), 항염증 효과(12) 및 산화적 스트

레스에 의한 뇌신경세포 보호효과(13,14) 등이 간헐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초

콜릿에 관한 연구(7,15,16)만 되어 있을 뿐 코코아 소재 자체

에 대한 연구 및 관련 가공품의 생리활성 성분에 관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

코아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 생리 활성물질인 수용성 성분,

non-anthocyanin류 그리고 anthocyanin류 화합물을 각각 분

리․분획하여 제조한 후 다양한 in vitro 항산화 활성을 비

교․연구하고, 이를 노화 방지 연구 등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성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코코아 분말은 2009년 2월에 경남 진주

시에 위치한 코코아 전문 판매장에서 (주)제원이터내셔날

에서 수입한 프랑스산 코코아 분말(제품명 : 반호튼코코아)

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항산화 활성 측정에 사용된

Folin-Ciocalteu’s reagent,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potassium persulfate, potassium ferricyanide,

trichloroacetic acid, ferric chloride, β-carotene, linoleic acid,

α-tocopherol, ascorbic acid는 Sigma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밖에 사용된 추출용

매 및 시약은 analytical 및 HPLC 등급을 사용하였다.

용매분획물의 제조

시판 코코아 분말 100 g에 헥산 500 mL를 첨가하여 24시

간 동안 3회 반복하여 탈지하였으며, 이 탈지한 코코아 분말

에 80% 메탄올 500 mL 첨가하여 2시간 동안 환류냉각

추출한 후 추출액을 진공회전농축기를 이용하여 10 °Brix

가 되도록 농축하였다. 이 농축물 1 mL를 에틸아세테이트,

메탄올 및 0.01 N 염산으로 미리 활성화시킨 2개로 연결된

Sep-pak C18 cartridge에 흡착시켰다. 흡착된 Sep-pak C18

cartridge에 0.01 N 염산 10 mL로 용출시킨 후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10분 동안 건조하였고, 에틸아세테이트 및 산성

메탄올(0.1% 염산함유)도 0.01 N 염산과 같은 방법으로

용출한 후 용매분획물을 제조하였다(17) (Fig. 1). 0.01 N

염산분획에는 당, 산 및 수용성 화합물들이 용해되고, 에틸아

세테이트분획에는 non-anthocyanin 화합물인 hydroxycinnamic

acid, coumaric, caffeic, ferulic 및 cinapic acid 화합물들이이

용해되며, 마지막으로 산성메탄올 분획물에는 anthocyanidins

및 유도체들이 용해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분획하였다.

Fig. 1. Fractionation using Sep-pak C18 cartridge of 80% methanol
extract from cocoa powder.

총 페놀화합물 함량 분석

총 페놀화합물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Folin-Ciocalteu's

방법을 이용하였다(18). 분획물 1 mL에 3차 증류수 9 mL를

첨가한 후 Folin & Ciocalteau's phenol reagent 1 mL를 넣고

혼합하여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용액에 7%

Na2CO3 용액 10 mL를넣어 다시혼합한 다음 3차 증류수로

25 mL로 정용하였다. 이 혼합 용액을 23℃에서 2시간 동안

정치한 후 760 nm에서 absorbance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흡광도는 gall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된 표준곡선을 이용하

여 검량선을 작성하여 총 페놀 함량을 계산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여러 농도의 용매분획물 1 mL에 에탄올로서 1.5×10
-4

M 농도가 되게 한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용

액 4 mL씩을 vortex로균일하게혼합한 다음실온에서 30분

간 방치한 후 517 nm에서 흡광도(optical density, O.D.)를

측정하였으며, positive control로는 ascorbic acid와 α

-tocopherol을 사용하였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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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S 라디칼 소거활성

7 mM ABTS 5 mL와 140 mM K2S2O2 88 μL를 섞어

어두운 곳에 14～16시간 방치시킨 후, 이를 absolute ethanol

과 약 1 : 88 비율로 섞어 734 nm에서 대조구의 흡광도

값이 0.7±0.002가 되도록 조절한 ABTS solution을 사용하였

다. 시료용액 20 μL와 ABTS solution 980 μL를 혼합하여

30초간 진탕한 후 2.5분간 반응시키고, 734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20).

환원력

여러 농도의 추출물 2.5 mL에 sodium phosphate buffer

(2.5 mL, 200 mM, pH 6.6)와 1% potassium ferricyanide(2.5

mL)를 혼합시킨 후 혼합물을 50℃에서 20분 동안

incubation 시킨 다음 trichloroacetic acid(2.5 mL, 10%, w/v)

를 첨가하여 650 ×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원심분리

한 상징액(5 mL)에 탈이온수(5 mL)와 1% ferric chloride

1 mL를 첨가시킨 후 UV-spectrophotometer (Shimadzu

UV-1601, Japan)를 이용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21).

β-carotene bleaching activity

β-carotene-linoleate system을 이용한 항산화 효과의 측정

은 Elzaawely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22).

Chloroform 50 mL에 β-carotent 50 mg을 용해하여 β

-carotene용액을 만든 후 β-carotene 용액 10 mL를 100 mL

round bottom flask에 취하고 40℃ rotary evaporator에서 진

공상태로 하여 chloroform을 제거하였다. Chloroform을 제

거한 100 mL round flask에 linoleic acid 40 mg, tween 40

400 mg 및 증류수 100 mL를 첨가하여 격렬히 진탕하여

emulsion용액을 제조하였다. 이 emlulsion용액 4 mL에 분획

물(시료첨가구), 에탄올(대조구) 및 positive control인 α

-tocopherol 용액 0.2 mL를 첨가하여 50℃ incubator에서 저

장하였다. 저장기간 중 0분에서 120분 동안 15분 간격으로

4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ntioxidant activity (%) = 1 - (
A0 - At

) × 100
A0＇- At＇

A0 : 시료첨가 후 최초 emulsion용액의 흡광도

A0＇ : 시료대신 에탄올 첨가 후 최초 emulsion용액의

흡광도

At : 시료첨가 후 120분 경과한 emulsion용액의 흡광도

At＇ : 시료대신 에탄올 첨가 후 120분 경과한 emulsion용

액의 흡광도

자동산화 억제활성

Cap test tube에 각 용매분획물(1 mL), linoleic acid(0.13

mL), 99.9% 에탄올 용액(10 mL) 및 0.2 M phosphate buffer

용액(pH 7.0, 10 mL)을 첨가한 뒤 증류수를 이용하여 총

부피가 25 mL가 되도록 조정하여 반응용액으로 사용하였

다. 각 반응용액은 40℃에서 배양시킨 뒤 0.2 mL를 취하여

75% 에탄올 용액(9.4 mL), 30% ammonium thiocyanate 용액

(0.2 mL) 및 20 mM ferrous chloride-3.5% HCl 용액(0.2 mL)

을 가하고 정확히 3분 후에 5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23).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Window 용 SAS 8.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산

분석(analysis of varian- ce)을 실시하였으며, Duncan의 다중

범위검정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유의성을 검

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페놀화합물 함량

코코아 용매분획물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을 측정한결과

0.01 N 염산 분획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및 산성 메탄올

분획물에서 각각 19.25, 202.24 및 295.83 mg/g이 함유되어

있었다. 코코아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 폴리페놀 화합물은

catechin, epicatechin 및 procyanidin류이며, 그 중에서도

epicatechin이 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methylxanthine류와 theobromine도 함유되어 있

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24-27). 반면 Gu 등(9)은 코코

아 분말에 함유되어 있는 catechin류와 procyanidin류의 함

량을 측정한 결과 catechin류(catechin과 epicatechin) 2.36～

3.48(0.61～0.90과 1.58～2.58) mg/g과 procyanidin류 32.1

9～48.70 mg/g로 catechin류 보다 procyanidin류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차이를 보였는데이는 재배환경

및채취시기와 같은 여러 가지요인에 의한 차이로 생각된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코코아 용매 분획물을 이용하여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이 분획물의 첨가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특

히 에틸아세테이트와 산성메탄올 분획물은 농도 500 μ

g/mL의 농도로 첨가하였을 때 각각 84.52와 85.85%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보였다. 반면 0.01 N 염산 분획물

에서는 12.16%로 매우 낮은 활성을 보였는데, 이는 여러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과 매우 연관성이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 또한 이와 같은 폴리페놀 화합물들은 천연식물자원에

존재하는 2차 대사산물로써 폴리페놀 함량이 높을수록 높

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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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tal phenolics content of various solvent fraction from
cocoa powder.

All values are mean±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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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various solvent
fractions from cocoa powder.

All values are mean±SD (n=3).
● : 0.01 N HCl fr., ○ : EtOAc fr., ▼ : Acidic MeOH fr.,
△ : Ascorbic acid, ■ : α-Tocopherol.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코코아 용매분획물을 이용하여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을 측정한 결과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ascorbic acid 및

α-tocopherol 보다는 낮은 라디칼 소거활성을 보였지만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 유사하게 농도의존적인 경향을

보였다(Fig. 4). 특히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과 산성 메탄올

분획물의 경우 농도 500 μg/mL에서 ascorbic acid 및 α

-tocopherol과 유사하게 각각 91.29와 96.96%로 매우 높은

활성을 보인 반면 0.01 N 염산 분획물에서는 20% 이하의

매우 낮은 소거효과를 보였다. 이는 코코아에 함유되어 있

는 주요 폴리페놀 화합물인 catechin, epicatechin 및

procyanidin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Lee 등(12)은 코코

아 폴리페놀 분획물을 이용하여 ABTS와 DPPH 라디칼 소

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농도의존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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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various solvent
fractions from cocoa powder.

All values are mean±SD (n=3).
● : 0.01 N HCl fr., ○ : EtOAc fr., ▼ : Acidic MeOH fr.,
△ : Ascorbic acid, ■ : α-Tocopherol.

환원력

코코아 용매 분획물의 농도를 달리하여 첨가한 후 금속

이온을 환원시키는 환원력을 측정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추출물의 농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환원력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산성 메탄올 분획물에서 가장 강한

환원력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에틸아세테이트 및 0.01

N 염산분획물 순이었다. 산성 메탄올 분획물의 경우 농도

500 μg/mL에서 흡광도가 2.15로 positive control로 사용된

α-tocopherol 2.03 보다 높은 환원력을 보였다. 따라서 위의

결과에서 나타난코코아 용매 분획물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

활성 물질 즉, catechin, epicatechin 및 procyanidin류의 함량

과 조성에 대한 HPLC와 LC-MS 등의 기기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Othman 등(30)은 각국 코코아 에탄올 및

물 추출물로 ferric reducing/antioxidant power(FRAP) 실험

을 진행한 결과 물 추출물보다 에탄올 추출물에서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물 추출물과 비

교하여 알코올성 용매 추출물에 많은 페놀성 화합물이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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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ducing power of various solvent fractions from chocolate.

All values are mean±SD (n=3).
● : 0.01 N HCl fr., ○ : EtOAc fr., ▼ : Acidic MeOH fr.,
△ : Ascorbic acid, ■ : α-Tocoph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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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때문이라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결과와 유사한결과를

나타내었다.

β-carotene bleaching 저해활성

β-carotene-linoleate system을 이용하여 코코아 용매분획

물의 항산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1,000 μg/mL의 농도에서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α

-tocopherol은 87.55%의 저해활성을 보였고, 0.01 N 염산,

에틸아세테이트 및 산성 메탄올 분획물에서 각각 45.09,

58.97 및 60.18%의 저해활성을 보였으나 positive control로

사용된 α-tocopherol보다는 매우 낮은 활성을 보였다.

Othman 등(30)은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코코아를 에탄올

및 물로 추출한 후 그 추출물로 β-carotene-linoleate

bleaching 저해활성을 측정한결과 실험에 사용된모든추출

물이 positive control로 사용된 BHT보다 낮은 활성을 보였

으며, 그 중 말레이시아산 코코아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저해활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Tocopherol 0.01 N HCl fr. EtOAc fr. Acidic MeOH fr.

Antioxidant activi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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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ntioxidant activities of various solvent fraction from cocoa
powder against β-carotene bleaching system at a dose of 1,000 μ
g/mL.

All values are mean±SD (n=3).

자동산화억제력

코코아 용매 분획물을 농도 1,000 μg/mL로 linoleic acid에

첨가하여 과산화지질의 생성억제효과를 측정한 결과 대조

구는 저장 24시간 이후부터 급격한 산화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비하여 코코아 용매 분획물에서는 과산화지질의 생성

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었고, 특히 에틸아세테이트와

산성 메탄올 분획물에서는 positive control로 사용된 α

-tocopherol과 유사하게 저장기간 14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억제하여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Fig. 7).

Sanbongi 등(31)은 카카오에서 분리한 7개의 화합물을

이용하여 지질과산화 억제활성을 측정한 결과 clovamide가

가장 높은 저해활성을 보였으며, epicatechin > catechin >

quercetin > quercetin 3-glucoside, quercetin 3-arabinoside,

dideoxy-clovamide순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Heo와

Lee(12)도 코코아 및 코코아에서 분리한 catechin과

epicatechin은 강한 항산화 및 항암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질환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코코아 및 코코아 관련 가공

품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주요성분은

catechin류 및 procyanidin류로 증명되고 있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성 가공제품을개발함에 따라 만성질환 및 노화

와 관련된 질병예방에 도움을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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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ntioxidant activities of various solvent fractions from
chocolate on the autoxidation of linoleic acid at a dose of 1,000 μ
g/mL.

All values are mean±SD (n=3).
● : Control, ○ : 0.01 N HCl fr., ▼ : EtOAc fr., △ : Acidic MeOH fr.
■ : α-Tocopherol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코코아 분말로부터

polyphenol 분획물의 다양한 in vitro 항산화활성을 조사하

였다. 코코아 80% 메탄올 추출물로부터 분리한 0.01N 염산,

에틸아세테이트 및 산성 메탄올 분획물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각각 19.25, 202.24 및 295.83 mg/g이었다. 코코아

용매분획물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농도의존적인 경

향을 보였으며,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산성 메탄올 분획

물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0.01 N 염산, 에틸아세테

이트 및 산성메탄올 분획물의 농도 1,000 μg/mL에서 환원

력은 각각 0.44, 3.15 및 3.87이었다. β-carotene 표백저해

및 자동산화억제에 대한 코코아 용매분획물의 활성은 산성

메탄올, 에틸아세테이트 및 0.01 N 염산 분획물 순이었으

며, 에틸아세테이트와 산성 메탄올 분획물의 농도 1,000

μg/mL에서 β-carotene 표백저해활성은 각각 58.97과

60.18%로 유사한 활성을 보였다. 따라서 이 실험의 결과로

볼 때, 코코아 함유 제품은 내재 polyphenol 성분으로부터

기인되는 우수한 항산화 활성으로 인해 노화관련 질병을

예방/억제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식품 소재로서 그 활용가

능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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