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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미 개선을 위한 침지 발아 로부스타 커피의 다중 기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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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various beneficial functions of soaked and germinated Robusta coffee
beans. Vietnam Robusta coffee beans were soaked in purified water or Salicornia extract for 12 h.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of non-germinated coffee (NGC), Salicornia extract-germinated coffee (SGC), and water-germinated coffee (WGC)
was found to be 16.71-20.17%. First, NGC, SGC, and WGC at concentrations of 25-100 μg/mL showed significant anti-
oxidant effects on DPPH radical scavenging and xanthine oxidase activity. NGC, SGC, and WGC also inhibited tyrosinase
activity and melanin formation in α-MSH-induced B16F10 cells. In addition, the anti-obesity property of germinated
coffees was tested by the Oil Red O staining method. NGC, SGC, and WGC inhibited adipogenesis in 3T3-L1 cells
without cytotoxicity. Taken together, germinated Robusta coffees with enhanced flavor showed beneficial multifunctional
effects, such as anti-oxidant, anti-melanogenesis, and anti-adipogenesis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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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꼭두서니과(Rubiaceae)의 코페아속(Coffea)으로 분류되는 커피

는 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 마스카렌 제도에서 69종이 발견되

었으며, 그 중 아라비카(Coffea arabica L.)종과 카네포라(Coffea

canephora Pierre)종이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다(Davis 등, 2006;

Eira 등, 2006). 코페아 카네포라(C. canephora)는 로부스타로 대

표되며 그 가격과 품질, 소비자 수용도에 있어 아라비카(C.

Arabica)와는 상당히 다르다. 아라비카는 주로 고지대에서 자라고

병충해에 약하며 맛과 향이 뛰어나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반면,

로부스타 커피는 병충해에 강하고 성장이 빠르며 고온 다습한 저

지대에서도 무난하게 자란다. 또한 향기가 부족하며 신맛이 거의

없고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원두커피보다는 대부분 인스턴트 커

피나 다른 커피와 배합하는 용도로 많이 쓰인다(Sanz 등, 2002).

선행연구에 따르면 로부스타 커피는 아라비카 커피보다 카페인

과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 멜라노이딘(melanoidin)의 함량이

높고 항산화 효과 또한 월등히 높지만 맛과 향에 영향을 주는 지

방산과 다당류의 함량은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Vignoli 등, 2011;

Leroy 등, 2006).

Heo와 Lee(2019)는 아라비카 커피만 생산하도록 법률로 제도

화하고 있는 코스타리카와 세계 최대 로부스타 커피 생산국인 베

트남의 기후변화에 따른 단위 면적당 커피 생산량을 비교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아라비카 커피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로부스타

커피의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로부스타 커

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로부스타 커피에 대한 향미 개선의 필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로부스타 커피의 향미 개선은 하이브리드 품종의 개발(Leroy

등, 2006; Patay 등, 2016)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아직

까지는 산지에서의 재배, 수확, 가공에 의존하고 있다(Barel and

Jacquet, 1994; Harding 등, 1987). 산지에서의 커피 생두 가공 이

후에 이루어지는 향미개선 방법으로는 커피 로스팅과 블렌딩이

가장 일반적이며(Sacchetti 등, 2009), 생두의 발아와 발효(Waters

등, 2017), 생두의 스팀처리(Kalschne 등, 2019; Liu 등, 2019), 커

피 추출물과 작두콩 추출물의 혼합(Bae 등, 2020)등의 방법이 연

구되어 있다. Lim 등(2018)은 20oC 발아커피가 산화방지 활성을

높인다고 하였으며, Moon과 Kim(2019)은 와인을 이용해 발아시

킨 커피가 스페셜티 커피와 유사하거나 더 뛰어난 관능적 특성

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Bae(2020)는 선행연구에서 함초가 커

피의 생리활성 효과를 높이고 에스프레소 추출 방식이 그 효과

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로부스타 커피의 향미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

로 정제수와 함초 추출물을 이용한 침지 발아 커피 원두를 제조

하였으며, 대중적으로 널리 음용되고 있는 에스프레소 추출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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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능성을 평가함으로써 로부스타 커피의 활

용도와 기능성 음료로서의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발아처리

커피생두는 베트남 다낭지역에서 2019년에 생산된 로부스타종

(C. canephora, Vietnam Roubusta G1 Saigon Hama Wet

Polished)으로 (주)GSC International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

다. 함초(Salicornia europaea L.)는 2020년 산으로 전남 신안에서

수확하여 건조한 것을 그린내추럴(Mokpo,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건함초 300 g을 세척한 후 6 L의 정제수와 함께 홍삼액 제조기

(HD-7000, Jinhongtech, Goyang, Korea)에 담아 100oC에서 12시

간 가열한 후 전원을 끄고 12시간 동안 방치하여 냉각시킨 다음,

얻어진 용액을 체에 걸러 함초 추출액 5.4 L를 제조하였다.

베트남 로부스타 커피생두 3 kg을 −20oC에서 3시간 동안 춘화

처리한 후, 90oC의 온수에 10분간 담갔다가 수돗물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세척하였다. 세척한 커피 생두 1.5 kg은 3 L의 정제수

에 침지시켰으며, 나머지 커피생두 1.5 kg은 함초 추출액 3 L에

침지시켜 암소에서 실온으로 12시간 동안 발아를 유도하였다. 12

시간 동안 발아처리를 마친 커피생두는 식품 건조기(LD-918,

L’EQUIP, Seongnam, Korea)를 이용하여 60oC에서 8시간 동안 열

풍 건조함으로써 정수발아커피와 함초발아커피 생두를 준비하였다.

커피 추출물의 제조

커피는 드럼식 반열풍 로스터(THCR-03, Taehwan Co., Bucheon,

Korea)를 이용하여 로스팅하였다. 비발아 커피생두, 정제수발아

생두, 함초발아 생두 3종을 각각 1.2 kg씩 준비한 다음 200oC에

투입하여 12분 30초~13분 15초간 로스팅 한 후 220oC에서 배출

하였다. 볶은 커피는 실온에 24시간 동안 방치하여 가스 배출

(degassing)을 유도한 후 에스프레소용 커피 그라인더(Mazzer,

Venezia, Italy)를 이용하여 분쇄한 즉시 에스프레소 머신(Nuova

simonelli, Chienti, Italy)으로 추출하였다. 에스프레소란 매우 가늘

게 분쇄한 원두를 전용 기구에 채워 9±2 bar의 압력과 92~94oC

의 물로 25~30초 동안 곱고 두꺼운 적갈색의 오일층이 풍부한

커피 원액 25~30 mL을 뽑아내는 방식이다(Illy. 2002; Navarini 등,

2010). 본 실험에서는 18 g의 분쇄한 커피를 2잔 추출용 필터 홀

더에 담아 60 mL씩 추출하였으며 이를 각 시료 별로 5회씩 반복

추출하여 각 시료당 300 mL의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물을 얻었다.

먼저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물을 여과(No. 2 Whatman, Maidstone,

England)한 후 80oC에서 감압 농축(N1000SWD, EYELA, Tokyo,

Japan)하였으며, 이를 동결 건조(Biotron corporation, Modul spin

40, Bucheon, Korea)하여 비발아 커피(Non-Germinated Coffee,

NGC), 정수발아 커피(Water Germinated Coffee, WGC), 함초발아

커피(Salicornia extract Germinated Coffee, SGC) 시료 3종을 제

조하였다. 시료는 −20oC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법(Folin과 Denis, 1912)을 참

고하고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를 2배 높은 농도로 정제수

(SDW)에 희석한다. 각 시료를 96-well ultraviolet 플레이트(UV

plate, Corning Inc., NK, USA)에 50 μL씩 넣어준 후 2 M Folin-

Ciocalteu’s phenol reagent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를 50 μL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3분 동안 반응시킨다. 그 다음

10% Na
2
CO

3
를 50 μL를 가하여 혼합한 후 빛을 차단하고 1시간

뒤에 ELISA reader (Tecan Grup Ltd., Männedorf, Switzerland)로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Gallic acid를 표준곡선으로 계

산하고 비교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을 %로 나타내었다.

DPPH radical-scavenging 측정

DPPH radical-scavenging을 측정하기 위해 Park 등(2016a)/Park

등(2018b)의 실험방법을 참고하였다. 96-well 플레이트(SPL Life

Sciences, Pocheon, Korea)에 2배 높은 농도로 희석한 시료를 분

주한 뒤, 동량의 0.2 mM DPPH (Sigma-Aldrich) 용액과 혼합하여

실온에서 30분 반응시켰다. 마이크로 플레이트 판독기(ELx808

ELISA, Bio Tek Instruments, Inc, Winooski, VT, USA)를 이용하

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아스코

르브산(Vit. C, Sigma-Aldrich)를 이용하였다.

Xanthine oxidase (XOD) 저해 활성 측정

Xanthine oxidase 저해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Kweon 등(2001)

의 실험방법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96-well 플레이트에 1 M

phosphate buffer (pH 7.4, Biosolution., Seoul, Korea)를 60 μL씩

분주하고 2 mM Xanthine (Sigma-Aldrich)를 20 μL 혼합 시킨다.

각 시료들을 농도별로 처리한 후 0.4 U Xanthine oxidase enzyme

(XOD, Sigma-Aldrich)과 함께 실온에서 20분 반응시킨 뒤 1 N

HCL을 50 μL씩 처리하여 반응을 멈추고 ELISA reader (Tecan

Grup Ltd., Männedorf, Switzerland)로 295 nm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Allopurinol (Sigma-Aldrich)을 사용하였다.

Mushroom tyrosinase 저해 활성 측정

Mushroom tyrosinase 저해 활성은 Li 등(2018)의 실험방법을 참

고 하였다. 96-well 플레이트에 67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8, Biosolution., Seoul, Korea) 100 μL와 2 mM L-DOPA

(Sigma-Aldrich) 20 μL를 분주한다. 10배 높게 희석한 시료용액을

넣고 70 U Mushroom tyrosinase (Sigma-Aldrich) 40 μL씩 처리한

후 실온에서 10분 동안 반응시킨다. 그 후 마이크로 플레이트 판

독기 (ELx808)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

성 대조군으로는 arbutin (Sigma-Aldrich)과 kojic acid (Sigma-

Aldrich)를 사용하였다.

Melanin 함량 측정

B16F10 세포의 melanin 함량을 알아보기 위해 Park 등(2020)의

실험방법을 참고하였다. B16F10 세포를 6-well 플레이트(SPL Life

Sciences)에 1×105 cells/well을 분주한 뒤 37oC, 5% CO
2
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각 시료들과 양성 대조군인 540 μg/mL

arbutin (Sigma-Aldrich)을 2시간 동안 전처리하고 100 nM α-

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MSH, Sigma-Aldrich)를 첨가하

여 72시간 동안 37oC, 5% CO
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반응이 종

료된 후 배지를 제거하고 B16F10 세포를 cold PBS로 1회 세척

한 후 1X Trypsin (Gibco, Canada)을 500 μL 넣어 3분 동안 실

온에 방치한다. 13,000 rpm, 10분 동안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제

거하고 10% DMSO가 첨가된 1 N NaOH 용액을 300 μL 넣고

60oC incubator에 1시간 방치한다. 96-well 플레이트에 100 μL씩

시료를 분주한 뒤 마이크로플레이트 판독기(ELx808)를 이용하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B16-F10 세포와 3T3-L1 세포 배양

B16F10 melanoma cells은 Korea Cell Line Bank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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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에서 구입하였다. B16F10 cells은 1% 페니실린-스트렙토마

이신(Thermo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과 10% 소태아

혈청 (FBS, Gibco)이 함유된 Dulbecco Modified Eagle’s medium

(DMEM, Welgene, Daegu, Korea) 배지를 사용하여 37oC, 5%

CO
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지방전구세포(3T3-L1)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ATCC)에서 구입하였다. 3T3-L1 세포는 10%

bovine calf serum (BCS, Gibco)과 1%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

(Thermofisher Scientific)를 함유한 DMEM (Welgene) 배지를 이용

하여 37oC, 5% CO
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세포 독성 측정

각 시료의 3T3-L1 세포 독성을 측정하기 위해 96-well 플레이

트에 1×104 cells/well로 세포를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추출

물을 400, 200, 그리고 100 μg/mL 농도 별로 처리하였다.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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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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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약을 처리하여 4시간 이내에 490 nm에서 마이크로 플레이트

판독기(ELx808)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T3-L1 세포 분화 유도

3T3-L1 세포 분화 유도를 하기 위해 Huh 등(2018)과 Ma 등

(2019)의 실험 방법을 참고하였다. 3×105 cells/mL을 6-well 플레

이트(SPL Life Sciences)에 분주하고 세포 밀도가 100%가 될 때

까지 소태아 혈청과 1%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이 함유되어 있

는 DMEM 배지를 이용하였다. 세포가 100% 찰 때를 0일로 정

하고 분화유도 배지로 바꾸어 37oC, 5% CO
2
 조건에서 배양하였

다. 분화유도배지로는 0.5 mM 3-isobutyl-1-methylxanthine (IBMX,

Sigma-Aldrich), 5 μg/mL insulin (Sigma-Aldrich), 1 μM dexamethasone

(Sigma-Aldrich), 1%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 10% 소태아혈청

(FBS)이 함유된 DMEM 배지를 이용하였다. 2일부터 6일까지 48

시간 마다 5 μg/mL insulin이 포함된 DMEM과 천연물을 각 400,

200 μg/mL 농도 별로 함께 처리하여 분화유도 상태를 확인하였

다.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Oil red O 염색을 하여 분화율을 측정

하였다.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고 분화 유도한 것을 대조군으로

이용하였다.

Oil red O 염색을 통한 3T3-L1세포의 분화율 측정

3T3-L1세포의 분화율 측정은 이전의 논문의 실험방법을 참고

하여 수정하였다(Huh 등, 2018; Ma 등, 2019). 세포 배지를 제거

하고 DPBS (Welgene)로 2회 세척하였다. 그 다음 10%

formaldehyde (Sigma-Aldrich)를 1시간 동안 상온에서 세포를 고

정시킨 후 SDW로 2회 세척하고 각 웰에 60% isopropanol

(Sigma-Aldrich)을 1 mL씩 넣어 상온에 5분 동안 방치하였다. 60%

isopropanol을 제거하고 Oil red O solution (Sigma-Aldrich)으로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분화 상태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 정량을

위해 100% isopropanol을 500 μL씩 넣고 실온에 2-3분 방치한 뒤

96-well 플레이트에서 마이크로 플레이트 판독기 (ELx808)를 이

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 분

석은 Graph Pad Prism ver. 8.01 (Graph Pad Software, San

Diego, CA,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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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평균(mean)±표준편차(standard error of the mean, SEM)로 통

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폴리페놀 함량 및 항산화 효과

비발아 로부스타 커피(NGC), 함초발아 커피(SGC), 정수발아

커피(WGC)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 기준물질로 측정

하였다. 400 μg/mL 농도에서 Folin-Ciocalteu법으로 분석한 총 폴

리페놀 함량은 WGC (20.17%)>NGC (19.45%)>SGC (16.71%)

순으로 정수발아 커피의 폴리페놀 함량이 다른 시료들에 비해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A).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DPPH 실험에서는 100 μg/mL 농

도일 때 NGC 84%, SGC 86%, WGC 85%로 유사한 항산화 효

능을 나타내었다(Fig. 1B). Kim 등 (2018)은 커피의 발아기간에

따른 생체 활성 화합물의 함량 차이 연구에서 총 폴리페놀 또는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은 발아 중에 약간만 변화하였고, 항산화 활

성은 발아시간에 상관없이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

다. 발아를 위해 커피생두를 세척하고 침지시키는 과정에서 폴리

페놀 성분이 유출되어 총 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이 저하

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발아커피에서도 비발아 커피와 유사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

다. 이러한 결과는 발아의 과정을 통해 생리활성 성분이 생성 또

는 재구성되었음을 시사한다.

XOD 저해 활성

Xanthine oxidase (XOD)는 히포잔틴을 산화시켜 잔틴을 만들

고 이것을 다시 산화시켜 요산(uric acid)으로 만드는 효소이다.

요산이 체내에 축적이 되어 관절의 연골, 힘줄 주변부에 쌓이게

되면 바늘모양의 결정이 되어 조직들의 염증반응을 촉진시켜 통

풍을 일으킨다(liu 등, 2017). 또한 xanthine oxidase는 purine 대

사에서 유도된 활성 산소 종의 생성을 감소시켜 항산화 특성도

나타낸다(Bredemeier 등, 2018). 로부스타 커피의 XOD 저해 효

과를 살펴본 결과 400 μg/mL 농도에서 WGC 42%, NGC 39%,

SGC 32% 저해 활성이 일어났고, 300 μg/mL에서는 WGC 20%,

SGC 18%, NGC 14% 의 저해 효과가 나타났다. 200 μg/mL 농

도에서는 WGC 10%, NGC 6%, SGC 6% 로 나타났다(Fig. 2).

NGC, SGC, WGC 모두 400 μg/mL의 높은 농도에서 XOD 저해

활성이 우수하지만 300, 200 μg/mL의 낮은 농도에서는 XOD를

저해할 수 있는 활성성분이 낮아 활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400 μg/mL의 높은 농도에서 SGC가 NGC보다 약간 낮은

활성을 보였지만, 300 또는 200 μg/mL의 농도에서는 NGC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수발아 커피의 XOD

저해 활성은 모든 농도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함초발

아 커피와 비발아 커피의 XOD 저해 활성은 비슷한 수준으로 평

가된다.

Gawlik-Dziki 등(2017)에 따르면 커피의 주요성분인 chlorogenic

acid와 ferulic acid는 XOD 저해 활성에 효과가 있으며, 이들의 조

합은 XOD 저해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였다. Kim 등(2018)

은 발아 기간에 따라 chlorogenic acid의 함량이 증가하며 발아

10일째에는 발아 전과 비교하여 70.7%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 12시간 침지 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싹을 기준으

로 발아율을 측정한 결과 WGC는 12%, SGC는 6%의 발아율을

보였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 또한 WGC가 20.17%로 SGC의

16.71% 보다 높게 나타났다(Fig. 1A). WGC의 XOD 저해 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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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C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발아처리에 따라 chlorogenic acid의

함량이 증가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SGC의 경우 높

은 농도의 함초 추출물이 커피의 발아와 chlorogenic acid의 생성

을 방해하여 XOD 저해활성이 WGC 보다 낮은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더 많은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Total polyphenol content of Robusta coffee extracts and the anti-oxidant activity. (A) Total polyphenol content of coffee extracts,
NGC, SGC, and WGC was detected by using 2 M Folin-Ciocalteu phenol reagent in a 96-well ultraviolet plate. The absorbance was measured
with a microplate reader at 760 nm. (B) Anti-oxidant activity of NGC, SGC, or WGC was tested using DPPH (0.2 mM in methanol) in a 96-well
plate and vitamin C (10, 5 μg/mL)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drug. Absorbance was read with a microplate reader at 490 nm. Values are
mean±SED. *p<0.05 and ***p<0.001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NGC, non-germinated coffee; SGC, Salicornia extract germinated
coffee; WGC, water germinated coffee.

Fig. 2. Inhibitory effect of Robusta coffee extracts on xanthine oxidase activity. NGC, SGC, or WGC diluted with phosphate buffer (1 M,
pH 7.4) was incubated with xanthine (2 mM) and xanthine oxidase enzyme (0.4 U) for 20 minutes. HCl (1 N) was added to stop the reaction.
Absorbance was measured using a microplate reader at 295 nm. Allopurinol (100 μg/mL)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drug. Values are
mean±SED. *p<0.05 and ***p<0.001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NGC, non-germinated coffee; SGC, Salicornia extract germinated
coffee; WGC, water germinated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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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hroom tyrosinase 저해 활성

Mushroom tyrosinase는 DOPA oxidase활성을 측정하여 멜라닌

생성의 잠재적 억제제를 선별하는데 널리 사용 되어진다(Park 등,

2018). Mushroom tyrosinase 활성에 대한 각 시료들을 800, 400,

200, 100 μg/mL 농도에서 측정하였을 때 NGC는 46.25, 62.02,

64.86, 73.39%를 나타내었고 SGC에서는 46, 60.47, 64.86,

72.61% WGC는 44.19, 61.76, 64.34, 69.25%로 농도가 높을 수록

Tyrosinase 활성에 대한 억제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Fig. 3).

Kiattisin 등(2016)은 커피 추출물이 안티 에이징 미백 천연 화장

품 소재로써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연구에서 커피의 Mushroom

Fig. 4. Effect of Robusta coffee extracts on melanin contents in α-MSH-activated B16-F10 cells. (A) B16-F10 cells were pretreated with
NGC, SGC, or WGC for 2 hours and then incubated with alpha-melanocyte-stimulating-hormone (α-MSH) (100 nM) for 72 hours. The cells
were dissolved in NaOH (1 N) with 10% DMSO at 60oC for 1 hour. Total melanin lysates were transferred to a 96-well plate and the absorbance
was measured at 405 nm using a microplate reader. (B) Colors of the pellets indicate the change of melanogenesis from α-MSH-activated B16-
F10 cells. Values are mean±SED. ***p<0.001 versus α-MSH stimulation. +++p<0.001 versus the untreated control. NGC, non-germinated
coffee; SGC, Salicornia extract germinated coffee; WGC, pure water germinated coffee.

Fig. 3. Inhibitory effect of Robusta coffee extracts on mushroom tyrosinase activity. NGC, SGC, or WGC diluted in sodium phosphate
buffer (67 mM, pH 6.8) was incubated with L-dopa (2 mM) and mushroom tyrosinase (70 U) in 96-well plates for 10 minutes. The absorbance
was measured using a microplate reader at 490 nm. Arbutin and kojic acid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 drugs. Values are mean±SED. *p<0.05
and ***p<0.001 compared to the untreated group. NGC, non-germinated coffee; SGC, Salicornia extract germinated coffee; WGC, water
germinated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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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rosinase 저해 활성은 카페인과 폴리페놀의 함량과 관련이 있으

며, 카페인과 폴리페놀의 함량이 높을수록 생리활성 효과를 높인

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Mushroom tyrosinase 저해 활성에서

WGC의 활성이 가장 높고 SGC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앞선

총 폴리페놀 함량 평가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함초 추출물이 커

피에서 카페인을 저감 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Melanin 함량 측정

멜라닌은 피부의 기저층에 melanocyte라는 곳에서 생성된다. 멜

라닌 생성은 사람의 피부, 머리카락, 눈의 색깔을 결정하는데 중

요한 요소이며 자외선(UV)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가장 중

요한 역할도 한다(Park 등, 2020). B16F10 세포에 α-MSH를 처리

하여 melanin의 형성을 촉진시켜 melanin합성을 유도한 후 각 시

Fig. 6. Effect of Robusta coffee extracts on adipogenesis in 3T3-L1 adipocytes. 3T3-L1 cells treated with NGC, SGC, or WGC (400 or 200
μg/mL) were differentiated for 8 days and then stained with Oil red O. The absorbance was measured at 405 nm using a microplate reader.
Values are mean±SED. *p<0.05, **p<0.01 and ***p<0.001 versus the differentiating media (MDI). NGC, non-germinated coffee; SGC,
Salicornia extract germinated coffee; WGC, water germinated coffee.

Fig. 5. Effect of Robusta coffee extracts on cell viability of 3T3-L1 preadipocytes. 3T3-L1 cells were treated with NGC, SGC, or WGC for
24 hours. Then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S assay. Values are mean±SED. NGC, non-germinated coffee; SGC, Salicornia extract
germinated coffee; WGC, water germinated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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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을 농도별로 처리하고 melanin 함량을 측정하였다. 400 μg/

mL 농도에서는 NGC 55.36%, SGC 61.23%, WGC 54.05% 이고,

200 μg/mL 농도에서는 NGC 80.15%, SGC 83.97%, WGC

77.07% 이다(Fig. 4). 양성 대조군으로는 arbutin을 사용하였고

melanin 함량은 52.66%이다. 각 시료들이 400 μg/mL 농도에서

arbutin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아 NGC, SGC, WGC에

서 모두 미백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ukushima 등(2015)

은 일본의 중년여성에게서 커피와 폴리페놀의 소비습관이 안면

색소 침착과 자외선 색소반의 감소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본 실험의 미백효과에 있어서 WGC>

NGC>SGC의 순으로 나타난 것 또한 총 폴리페놀 함량 평가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이는 커피의 미백효과가 커피의 풍부한 총

폴리페놀 성분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3T3-L1 세포 독성

지방전구세포(3T3-L1)에서 NGC, SGC, WGC의 세포 독성을

측정하기 위해, 미토콘드리아에서 배출되는 dehydrogenase 활성

을 측정하여 세포 독성 분석에 이용되는 MTS assay를 실시하였

다. 시료들을 400, 200, 그리고 100 μg/mL 농도를 3T3-L1 세포에

처리하였다(Fig. 5). 측정된 모든 농도에서 세포독성이 전혀 나타

나지 않았으며 지방 분화 억제 실험에서 세포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아 400, 200 μg/mL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발아 커피의 지방 분화 억제 효과

NGC, SGC, WGC의 지방 분화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

방전구세포(3T3-L1 cells)를 분화하고 Oil red O 염색을 한 후 현

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분화된 대조군을 100%로 하고 400 μg/mL

농도의 커피 시료들을 처치한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NGC는

지방구 축적이 73.45%이고 SGC는 79.64%, WGC는 65.48%로 나

타났다(Fig. 6). 또한 현미경으로 Oil red O 염색한 시료들을 관

찰하였을 때, 분화된 대조군과 비교하여 로부스타 커피 추출물을

처리한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적으로 지방구 생성이 감소하였으

며, NGC나 SGC 커피보다 WGC에서 더 높은 지방분화 억제 효

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로부스타 커피와 이를 정제수로 침지 발

아 처리한 커피는 항비만 기능성 식품으로의 활용 가치가 있다

고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로부스타 커피의 에스프레소 추출물은 항

산화와 통풍 억제 활성, 미백활성, 항비만 활성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로부스타 커피 생두를 정제수나 함초 추출물에

침지시켜 발아처리를 할 경우에 그 기능성에서 비발아 커피와 유

사하거나 더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능성 음료

소재로써 로부스타 커피의 가치를 제고하였으며, 커피 생두의 전

처리를 통한 기능성 향상의 방법으로 침지 발아 처리의 유용성

을 보여주었다. 향후 로부스타 커피의 향미 개선과 천연물을 이

용한 기능성 향상 커피의 개발에 본 연구가 참고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커피의 향미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침지 발

아를 로부스타 커피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베트남

로부스타 커피 생두를 정제수와 함초 추출물에 침지 발아시켜 정

수발아(WGC)와 함초발아(SGC) 원두를 제조하고 에스프레소 커

피로 추출한 다음 그 기능성을 평가하였다. 400 μg/mL 농도에서

Folin-Ciocalteu법으로 분석한 총 폴리페놀 함량은 WGC (20.17%)

>NGC (19.45%)>SGC (16.71%) 순으로 WGC의 총 폴리페놀 함

량이 가장 높았다. 비발아 커피 뿐만 아니라 발아커피는 25~100

ug/ml 모든 농도에서 DPPH 제거능으로 평가된 실험에서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XOD 저해 효과 또한 400 μg/mL 농

도에서 WGC 42%, NGC 39%, SGC 32%로 관찰되었다. 비발아

및 발아커피는 멜라닌 생합성의 주요 단계에 관여하는 효소인

tyrosinase 활성을 억제하였으며, α-MSH로 유도된 B16F10 세포에

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였다. 이 결과는 대조약물 arbutin과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NGC, SGC, WGC는 모두 미백효능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il red O 염색을 통해 NGC, SGC,

WGC의 지방분화 억제효과를 측정한 결과 분화된 대조군 보다

로부스타 커피를 처리한 시료들의 지방구 양이 유의적으로 감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 로부스타 커피의 향

미를 개선하기 위해 물 또는 함초 추출물을 사용하여 침지 발아

된 커피는 항산화, 미백, 항비만 등 다양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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