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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와 작두콩 추출물의 혼합에 따른 항염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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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inflammatory effects of a mixture of coffee and sword bean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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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ffee is one of the most widely consumed beverages in the world, and sword bean (Canavalia gladiata, SB)
reportedly possesses various biological activities. Therefore, in this study, to reduce caffeine intake and improve coffee
function, SB was selected as a supplementary material for blending coffee. The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of coffee with the SB extract at concentrations of 0.1-0.5% (v/v) were evaluated using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and RAW 264.7 cells, respectively. The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of SB-treated coffee depended on the
concentration of the SB extract. In the cell culture experiment, cytotoxicity was not observed at any SB concentration. In
addition, the inducible nitric oxide synthesis protein expression as well as the increases in nitric oxide and interleukin-6
expression were effectively inhibited by SB addition to the coffe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B might be useful as a
supplementary ingredient to enhance the caffeinated drink functions.

Keywords: coffee, sword bean, anti-inflammatory, antioxidative activities, blending coffee

서 론

국내 커피 시장은 최근 수년 동안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의하면, 국내 커피류 수입량은 2008년

에 10만 2천 톤으로 2억 9천만 달러이던 것이 2018년에는 15만

8천 톤으로 6억 4천만 달러에 달해 지난 10년간 50% 이상 증가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Korea customs service, 2019). 또한, 커피의

품목별 국내 판매액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 1조 1천억

원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4조 3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볶은 커피 품목은 2008년에 434억 원 규모에 불과하였던 것이

2017년에는 5357억 원 대로 집계되어 10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

였다(KOSIS, 2019). 그리고 원두커피가 인스턴트커피를 빠른 속

도로 대체하면서 전체 커피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

는 커피의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1990년에 커피가 방광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커피를 ‘인체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인 ‘2B군’으

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커피와 방광암 간의 상

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커피를 발암물질 목록에서 제외한

다고 발표하였다(Loomis 등, 2016). 최근에는 커피가 심혈관 질

환과 암에서 비롯된 사망률을 낮추며(Lopez-Garcia 등, 2009), 하

루 4잔의 커피 소비는 폐경 후 발암 위험도를 감소시키고(Lafran-

coni 등, 2018), 커피가 간암과 만성간질환의 위험성 또한 낮춘다

는 연구 결과(Loftfield 등, 2020)들이 보고되었다. 또한 커피가 신

체 활동 시 신진대사율을 높여 체중감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

라(EFSA와 NDA, 2015) 커피의 음용 습관이 삶의 질과 정신건

강에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Lopez-Garcia 등,

2014).

작두콩(Canavalia gladiata)은 콩과의 한해살이 덩굴성 식물로

서 6~7월에 꽃이 피며, 8~10월에 꼬투리를 맺고 늦가을에 열매

가 익는다. 작두콩은 식용하는 콩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크며, 콩

을 포함하고 있는 콩깍지의 모양이 작두를 닮았다고 하여 작두

콩 혹은 도두(刀豆)라 불리기도 한다(Cho 등, 1999). 민간요법에

서는 축농증, 치질, 종기 등의 화농성 염증을 다스리는 데 사용

되었으며(Chang 등, 2011), 항암(Jeon 등, 2005)과 항당뇨

(Nimenibo-Uadia, 2003)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작두콩

에는 많은 콩과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haemagglutinin과 같은 적

혈구 응집 인자(가열에 의해 변성되어 독성 잃음)와 canavanine

등의 비단백 아미노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Ekanayake 등,

2007), 작두콩 미성숙두로부터 새로운 gibberellin인 canavalia gib-

berellin I과 II가 단리되었음이 보고되었다(Tamura 등, 1967). 그

리고 작두콩 추출물이 구강 세균에 미치는 항균효과와 구강 상

피세포에 미치는 세포독성 효과를 평가한 결과, 비알콜성 구강

세정제로서의 유용성 또한 보고된 바 있다(Nakatsuka 등, 2014).

뿐만 아니라 작두콩의 함유성분은 일반 콩과 다른 성분학적 조

성을 지니며 항산화 활성 또한 매우 높음이 확인된 바 있다(Kim

등, 2013). 작두콩의 주된 항산화 화합물은 gallic acid 유도체로

gallic acid와 그 methyl ester에 더하여 당과 gallic acid 2분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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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자가 에스터 결합을 하고 있는 일련의 gallic acid 유도체들의

존재가 확인되었다(Kim 등, 2013; Pandurangan 등, 2015). 이러한

gallic acid와 gallic acid 유도체들은 강력한 항산화제이면서 항암,

항염증, 항균 등의 생리활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egi 등, 2005).

커피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 중의 하나로 카페인을 들 수 있다

(Nieber, 2017). 커피를 마신 후 카페인에 반응하는 정도는 사람

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성별과 유전적인 차이,

순환기계 스테로이드 호르몬 등의 변화가 매개하는 카페인 민감

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Wootton-Beard와

Ryan, 2011; Nieber, 2017). 따라서 커피를 균형잡힌 건강식단의

한 부분으로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는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고 유

용한 생리활성 화합물의 섭취량을 늘리는 음료의 개발이 필요하

다. 그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커피와 작두콩

추출물을 혼합하는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이에 따른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해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소거능에

더하여 세포실험을 통한 항염증 효과를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는 2018년에 수확된 브라질산 아라비카종 커피생두

(Coffea arabica Green bean Brazil Red Bourbon NY2 Scr. 16

Cerrado Pulped Natural Veloso Estate, GSC International Co.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작두콩은 2016년에 전남 화순에서

수확한 적색 콩으로 화순군 작두콩 생산자 조합(Sword Red Bean,

Hsfarm, Jeonam,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Gallic acid와 chlorogenic acid 및 caffeine은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으

며, acetonitrile (MeCN)과 methanol (MeOH)은 HPLC 등급으로

Fisher Scientific Korea Ltd.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acetic acid (AcOH)는 Sigma-Aldrich Chemical Co. 제품을 사용하

였다.

커피와 작두콩 추출물 및 그들의 혼합액 제조

커피는 생두 1 kg을 210oC에서 12분 40초간, 작두콩은 생두

1 kg을 170oC에서 15분간 반열풍식 로스터(THCR-01, Taehwan

Auto Co., Gyeonggi, Korea)를 이용하여 각각 로스팅하였다. 볶은

커피는 커피밀(R-220, Fuji royal Co., Tokyo, Japan)을, 작두콩은

분쇄기(SP-7405S, Comac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각각 분

쇄하였다. 분쇄한 각각의 분말(20 g)에 10배량의 정제수(200 mL)

를 첨가하고 homogenizer (ULTRA-TURRAX T50, IKA, Seoul,

Korea)를 이용하여 균질화시켰다. 균질화된 각 시료를 37oC에서

30분 간격으로 5분씩 5회에 걸쳐 sonication을 가하면서 추출한

후, 원심분리(5000 RPM, 4oC, 10 min)를 행하여 얻어진 상층액을

진공 여과(No. 2 Whatman, Maidstone, UK)하여 커피 추출물과

작두콩 추출물을 각각 제조하였다. 그리고 이들 각 추출액을 최

종적으로 200 mL가 되도록 정제수를 첨가하여 정용하였다. 정용

한 추출 용액은 −70oC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실험

직전에 해동하여 커피 추출 용액과 작두콩 추출 용액 각각을

100:0, 100:100, 100:200, 100:300, 100:400 및 100:500 (mL/mL)

가 되도록 혼합한 후, 증류수를 가하여 각 시료의 용액이 1 mL

가 되도록 한 다음, 증류수를 이용하여 각각 10배 희석하여 실

험에 이용하였다. 즉, 제조된 시료들 중 커피 추출물의 최종 농

도는 모든 시료에서 0.1%, 그리고 작두콩 추출물의 최종 농도는

각각 0, 0.1, 0.2, 0.3, 0.4 및 0.5%였다.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분석

커피와 작두콩 혼합 추출물의 지표성분으로 gallic acid와 chlo-

rogenic acid 및 caffeine을 사용하였다. 이들 표준품 화합물은 1.0

mg/mL의 MeOH에 용해시켜 4oC에서 보관하였으며, 이들 표준품

화합물 3종을 다음과 같은 분석조건에서 HPLC를 이용하여 동시

에 분석하였다. 즉, HPLC 컬럼은 Shim-pack CLC-ODS-(M)

(4.6×250 mm, Shimadzu, Kyoto, Japan)을 사용하였다. 컬럼 온도

는 실온이었으며, 유속은 분당 1.0 mL였다. 이동상은 2% acetic

acid 함유 수용액을 A 용매로, MeCN을 B 용매로 하고, 용매 B

의 비율을 0%에서 100%가 되도록 35분 동안 gradient 방법에 따

라 용출시켰다. 검출기는 SPD-M20A (Shimadzu)를 이용하여 254

nm에서 분석하였다.

세포 배양

RAW 264.7 대식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KCLB, Seoul, Korea)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RAW 264.7 세포주는 1% penicillin-

streptomycin (Thermo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과

10% fetal bovine serum (FBS, Thermofisher Scientific)이 첨가된

Dulbecco Modified Eagle’s medium (DMEM, Welgene, Daegu,

Korea)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37oC의 인큐베이터에서 5% CO
2
의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DPPH Radical-scavenging 활성 평가

DPPH radical-scavenging 활성은 기존의 방법을 참고하여 평가

하였다(Park 등, 2016). 즉, MeOH에 희석한 추출물과 표준시료를

96 well plate (SPL life sciences Co., Gyeonggi, Korea)에서 0.2

mM DPPH (Sigma-Aldrich) 용액과 1:1 (v/v)로 혼합하고 차광하

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microplate reader

(ELx808 ELISA, Bio Teck Instruments, Inc., Winooski, VT,

USA)를 사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로는

vitamin C (Vit C, Sigma-Aldrich)를 사용하였으며, DPPH radical-

scavenging 활성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Antioxidant activity (%)

=[(Control-sample의 흡광도)/Control]×100

세포독성 평가

커피와 작두콩 혼합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RAW

264.7 세포주를 96 well plate에 1.0×104 cells/well 농도로 동일하

게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안정화한 후에 각 well에 혼합 추출물

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이를 다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액에 3-(4,5-dimethylthiazol-2-yl)-5-(3-carboxymethoxyphenyl)-2-(4-

sulfophenyl)-2H-tetrazolium (MTS, Promega, WI, USA) 시약을

처리한 후, 4시간 뒤에 490 nm에서 ELISA microplate reader

(ELx808)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itric Oxide (NO) 측정

NO는 Park 등 (2016)의 실험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커피

와 작두콩 혼합 추출물의 NO 생성 저해 효능을 평가하기 위하

여 RAW 264.7 세포를 48-well plate (SPL life sciences Co.)에

1×105 cells/well이 되도록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

양액에 작두콩 추출물을 농도별(0, 0.1, 0.2, 0.3, 0.4, 0.5%)로 전

처리하여 2시간 동안 배양한 후, 각 well에 LPS (Sigma-Ald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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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500 ng/mL 농도로 처리하고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에는

배양 상층액 100 μL를 취하여 동량의 Griess 시약[1% sulfanil-

amide in 2.5% H
3
PO

4
, 0.1% N-(1-naphthyl)-ethylendiamine dihy-

drochloride] (Sigma-Aldrich)을 첨가하고, 10분간 방치한 후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생성된 nitrite의 농도는 LPS를

처리한 대조군과 LPS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생성된 nitrite

양의 차이를 기준으로 각 시료의 NO 생성 저해 활성을 확인하

였다.

염증성 Cytokines 측정

RAW 264.7 세포를 48-well plates에 1×105 cells/well이 되도록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액에 작두콩 추출물을 농

도별(0, 0.1, 0.2, 0.3, 0.4, 0.5%)로 전처리하여 2시간 동안 배양한

후, 각 well에 LPS를 500 ng/mL 농도로 처리하고 24시간 배양하

였다. 배양이 끝난 plate를 1500 rpm, 15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만 취하여 IL-6 (Biolegend, CA, USA)와 TNF-α (R&D

system, Minneapolis, MN, USA)를 측정하였다. 이는 제조사의 프

로토콜에 따라 상온에서 진행하였고, 흡광도는 ELISA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450 nm에서 30분 이내에 측정하였다.

iNOS 단백질 발현량 측정

Western blot analysis를 이용한 iNOS 단백질의 발현량 측정은

Park 등(2016)의 방법을 참고하여 행하였다. 즉, RAW 264.7 세포

를 6-well plate (SPL life sciences Co.)에 1×106 cells/well이 되도

록 분주하고, 37oC의 5% CO
2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

다. 커피와 작두콩 혼합 추출물 또는 양성 대조군인 Celecoxib

(10 μM) (Sigma-Aldrich)를 2시간 동안 전처리하고 LPS (200 ng/

mL)를 가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작두콩 커피 추출물과

LPS가 처리된 RAW 264.7 세포에서 lysates를 추출하기 위해서

세포를 cold PBS로 1회 세척한 후, cell lysates는 cell lysis buffer

(Promega)를 처리하여 30분 동안 4oC에서 배양하고, 13,000 rpm

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취하여 단백질을 추출하

였다. 동량의 cell lysates를 10%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

lamide gel electrophorase (SDS-PAGE)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단백

질을 polyvinylidene fluoride membranes (Millipore, Befford, MA,

USA)를 이용하여 옮긴 후, 5% skim milk에서 1시간 동안 block-

ing하였다. 1차 항체인 iNOS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는 1:1000으로 희석하여 4oC에서 16시간

반응시켰다. TBS/T (0.05% tween 20 in TBS)로 15분간 4회 세

척한 후, horseradish peroxidase (HRP)-conjugated anti-rabbit 2차

항체를 1:5000으로 희석하여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Western brightTM (Advansta Corp., CA, USA)을 이용하여 단백질

을 검출하였다. 단백질의 밴드는 C300 (Azure Biosystems Inc.,

Dublin, CA, USA)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Fig. 1. HPLC chromatograms of marker compounds in the mixture of coffee (CF) and sword bean (SB). A, standard solution; B, coffee
extract (CF); C, CF/SB=1:1 (v/v); D, SB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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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는

Graph Pad Prism ver. 5.01 (Graph Pad Software, San Diego,

CA,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과 Tukey’s post hoc test를 실시하여 p<0.05 유의 수준

에서 평균(mean)±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the mean, SEM)로

통계처리하였다. 농도의존성에 대한 비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는 IBM SPSS Statistics 20 (IBM Corp., Armonk, NY, USA)

을 사용하여 평균비교 일원배치분산분석과 Duncan 사후검정을

통해 p<0.05 수준에서 통계처리하여 추가로 표시하였다.

Fig. 2.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of the mixtures of coffee (CF) and sword bean (SB). The ratio of CF and SB was 1:1, 1:2, 1:3, 1:4,
and 1:5 (v/v). The mixture of CF and SB dissolved in methanol was mixed with DPPH (0.2 mM in methanol) in a 96-well plate for 30 min, and
the absorbance was measured at 470 nm using a microplate reader. VtC (vitamin C, 10 µg/mL) was used as the positive control. *p<0.05 and
***p<0.001 compared to the untreated group. Differen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4. Effects of the mixture of coffee (CF) and sword bean (SB) on NO production in LPS-activated RAW 264.7 cells. NO synthesis were
measured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pretreated with the mixture of CF and SB for 2 h and then incubated with
LPS (500 ng/mL) for 24 h. The production of NO in the supernatant was detected by Griess reagent. +++p<0.001 in comparison with the
untreated group. ***p<0.001 correlated with the LPS-treated group. Different letters above a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3. Effect of the mixture of coffee (CF) and sword bean (SB) on cell viability in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seeded into 96-
well plate overnight and then were treated with CF and mixture of CF and SB (1:1, 1:2, 1:3, 1:4, 1:5, v/v) for 24 h. The cell viability was tested
by MTS assays. The data a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expressed as mean±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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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작두콩 첨가 커피 추출물의 지표 성분 분석

분석대상 화합물 3종을 혼합하여 HPLC 분석을 행한 결과,

gallic acid는 t
R
 14.98 min에서, chlorogenic acid는 t

R
 32.31 min에

서, 그리고 caffeine은 t
R
 33.89 min에서 각각 검출되었다(Fig. 1A).

Fig.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커피와 작두콩 혼합 추출물의 HPLC

chromatogram 상에서 표준품의 화합물이 검출되었던 t
R
과 동일한

용출 위치에서 각각의 peak들이 관찰되었다. Gallic acid는 커피

추출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Fig. 1B), 커피와 작두콩 혼합 추

출물(Fig. 1C) 및 작두콩 추출물(Fig. 1D)에서 그 peak를 확인할

수 있었다. Chlorogenic acid와 caffeine은 커피 및 커피와 작두콩

추출물이 혼합된 시료에서만 검출되었으며(Fig. 1B, 1C), 작두콩

추출물(Fig. 1D)에서는 그들의 peak가 검출되지 않았다.

DPPH Radical-scavenging 활성

활성산소는 염증 사이토카인을 포함한 다양한 염증 관련 인자

들의 발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염증을 유발한다. 최근의 많은

연구 결과들로부터 활성산소가 만성 염증과 암 발생을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ystrom 등, 2014). 커피와 작두콩 추출물

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기 위해 DPPH radical-scavenging 활성

을 측정한 결과, 작두콩 무첨가군이 14%, 작두콩 0.1% 첨가군이

24%, 작두콩 0.2% 첨가군이 33%, 작두콩 0.3% 첨가군이 54%,

작두콩 0.4% 첨가군이 69%, 그리고 작두콩 0.5% 첨가군이 77%

로 측정되어 DPPH radical-scavenging 활성은 작두콩 추출물의 농

도에 의존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작두콩 첨가 커피의 세포독성 평가

RAW 264.7 대식세포에 대한 커피와 작두콩 커피 혼합 추출물

의 세포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커피 추출물(0.1%), 그리고 커피

와 작두콩 혼합 추출물을 농도별(1:1, 1:2, 1:3, 1:4, 1:5, v/v)로

처리하여 MTS assay를 행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그 결

과 시료 6종 모두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

작두콩 첨가 커피의 RAW 264.7 세포에서 NO 생산 저해 효과

커피와 작두콩 혼합 추출물의 NO 생성 억제능을 확인하기 위

해 RAW 264.7 세포에 커피와 작두콩 추출물 시료를 2시간 동안

전처리한 후, LPS를 500 ng/mL 농도로 처리하여 24시간이 경과

한 후 세포 배양 상층액을 Griess 시약과 반응시켜 NO의 생성량

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LPS에 노출된 RAW 264.7 세포에서 28.8

μM이 생성되었던 NO가 커피와 작두콩 1:2 (v/v) 혼합 추출물에

서는 24.6 mM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또한 1:3 (v/v) 혼합 추출

물에서는 22.9 μM, 1:4 (v/v) 혼합추출물에서는 19 μM로 관찰되

어 NO의 생성은 작두콩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농도 의

존적으로 억제되는 것으로 관찰었다(Fig. 4).

커피와 작두콩 혼합 추출물의 IL-6 및 TNF-α의 생성 저해 효과

RAW 264.7 세포에 커피와 작두콩 추출물 시료를 2시간 동안

전처리하고, LPS를 500 ng/mL 농도로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

양한 후, 배양 상등액을 ELISA를 이용하여 커피와 작두콩 혼합

추출물의 염증 매개체(IL-6, TNF-α) 생성 저해 효과를 측정하였

다. 그 결과, LPS 처리에 의해 RAW 264.7 대식세포의 IL-6와

Fig. 5. Effects of the mixture of coffee (CF) and sword bean (SB) on product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in LPS-activated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pretreated with the mixture of CF and SB for 2 h and then incubated with LPS (500 ng/mL) for 24 h. The
inflammatory mediators were measured in the cell supernatants by ELISA. A, LPS-induced production of IL-6. B, TNF-α production in LPS-
induced RAW 264.7 cells. +++p<0.001 in comparison with the untreated group. *p<0.05, **p<0.01 and ***p<0.001 correlated with the LPS-
treated group. Differen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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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F-α의 생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커피와 작두콩 1:2와

1:3 (v/v) 혼합 추출물 처리군에서 LPS 단독 처리군에 비해 IL-6

의 생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A). 그

러나 커피와 작두콩 1:4와 1:5 혼합 추출물 처리군의 경우 LPS

단독 처리군에 비해서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2와 1:3 (v/v)

혼합물 처리군보다는 그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농도 의존

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커피와 작두콩 혼합 추출물의 IL-

6 생성 저해능에 있어서는 배합에 따른 적정 농도가 존재하며,

커피와 작두콩 1:2와 1:3의 비율(v/v)이 그 적정 농도에 근접한

범위일 것으로 사료된다. TNF-α의 경우에는 LPS 단독 처리군과

커피와 작두콩 혼합 추출물 처리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

되지 않았다(Fig. 5B).

커피와 작두콩 혼합 추출물의 iNOS 발현 저해 효과

iNOS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자극에 의해 NO를 대량으로

생성한다(Green 등, 1994). iNOS의 과도한 유도는 일반적으로 산

화 환경에서 발생하고, 따라서 높은 수준의 NO는 과산화 반응과

세포독성을 초래하게 된다(Mungrue 등, 2002). RAW 264.7 세포

에 IL-6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 커피와 작

두콩 1:2 (v/v) 혼합 추출물을 2시간 동안 전처리한 후, LPS를

200 ng/mL 농도로 첨가하여 1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비스테로이

드성 항염증 화합물인 선택적 COX-2 저해제 celecoxib (Cel, 10

M)를 양성 대조구로 사용하여 iNOS 염증성 단백질 발현 양상을

western blotting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커피와 작두콩이

1:2 (v/v)의 비율로 혼합된 추출물이 LPS 처리로 염증이 유도된

RAW 264.7 세포에서 iNOS 발현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Fig. 6).

커피와 작두콩 혼합 추출물의 iNOS 발현 억제 효과는 위의 NO

생성 저해능 평가에서 커피와 작두콩 혼합 추출물이 NO의 생성

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키고 커피와 작두콩 1:2 (v/v) 혼합 비

율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6의 생성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던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작두콩을 커피의 블렌딩 소재로 이용함

으로써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가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작두콩은 커피음료의 블렌딩 소재로써의 응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작두콩 추출물을 커피에 혼합하여 음용함으로써 카페

인의 섭취량을 줄임과 동시에 커피만을 음용할 때보다 기능성 측

면에 있어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

가 작두콩이 커피의 블렌딩 소재로써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요 약

커피에 작두콩 추출물의 혼합에 따른 항염증 효과를 평가하였

다. 커피 추출물과 작두콩 추출물을 1:1, 1:2, 1:3, 1:4, 1:5 (v/v)

의 비율로 혼합한 시료를 대상으로 DPPH를 이용한 항산화 활성

평가와 세포독성 평가 및 LPS로 염증이 유도된 RAW 264.7 세

포에서 염증 매개물질인 NO, 염증성 cytokine인 TNF-α와 IL-6의

생성 및 iNOS 단백질의 발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DPPH

radical-scavenging 활성은 작두콩 추출물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커피와 작두콩 1:4 (v/v)의 혼합 비율에서 대략

80%의 DPPH radical-scavenging 활성을 보였다. MTS assay로 세

포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커피와 작두콩 1:1, 1:2, 1:3, 1:4, 1:5

(v/v) 혼합 추출물 모두에서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LPS로

염증이 유도된 RAW 264.7 세포에서 TNF-α의 발현 저해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iNOS 단백질 발현과 그에 따른 NO와 IL-6

의 생성은 효과적으로 억제됨이 확인되었다. 특히, 커피와 작두

콩 1:2 (v/v) 혼합 비율에서 IL-6와 iNOS의 발현이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볼 때, 작두콩을 커피의 블

Fig. 6. Effects of the mixture of coffee (CF) and sword bean (SB) on iNOS expression in LPS-activated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pretreated with CF and SB mixtures for 2 h, and then LPS (200 ng/mL) was added to the cells for 18 h. The protein levels of iNOS were
detected by Western blot analysis. Celecoxib (Cel, 10 µM)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drug. iNOS was analyzed and quantified using Azure
Spot software. iNOS protein levels were normalized by GAP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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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딩 소재로 이용함으로써 항산화와 항염증 기능이 향상된 커피

음료의 제조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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