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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인스턴트 커피에서 추출한 다당류의 화학적 특성 및 면역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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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Characteristics and Immunostimulating Activity of
Crude Polysaccharide Isolated from Commercial Instant Coffee

Bong-Shin Kwak and Kwang-Soon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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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lucidate the new biologically active ingredient in commercial instant coffee, a crude polysaccharide (ICP-0)
was isolated by ethanol precipitation, and its immunostimulatory activity was estimated. ICP-0 mainly consisted of galactose
(55.5%), mannose (25.7%), arabinose (6.0%), and galacturonic acid (10.1%),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its existence as
a mixture of galactomannan or pectic polysaccharide. ICP-0 showed proliferative activity in peritoneal macrophages and
splenocytes. ICP-0 dose-dependently augmented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and reactive oxygen species by peritoneal
macrophages. In addition, murine peritoneal macrophages stimulated by ICP-0 showed enhanced production of various
cytokines (tumor necrosis factor-α, interleukin-6, and interleukin-12) as compared to unstimulated murine peritoneal
macrophages. In an in vitro assay for assessing intestinal immunomodulation, the ICP-0-treated Peyer’s patch cells showed
higher bone marrow cell proliferation activity at 100 µg/mL and higher production of granulocyte-macrophage colony-
stimulating factor, compared to the untreated Peyer’s patch cel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ysaccharides in commercial
instant coffee have a potentiality for macrophage functions and the intestinal immu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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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커피는 특유의 맛과 향이 조화되어 만들어진 대표적인 기호식

품으로써, 국내는 물론 전세계 사람들이 즐겨 마시며, 그 소비량

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커피콩 거래량

은 2015년도 기준 1억 520만 포대로 2014년도 대비 약 1.2% 증

가하였으며(1), 국내에서도 2014년도 기준 20세 이상 1인당 커피

소비량은 341잔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3.0%(2)로 증가되고 있다.

이 중,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인스턴트

커피(instant coffee)는 커피콩을 볶은 뒤, 열수를 이용하여 추출액

을 만들고, 이를 동결건조와 분무건조법을 이용하여 분말화한 후,

제품화된 커피로, 물에 쉽게 녹아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건조과정을 통해 수분이 감소됨에 따라 부피와 질량

이 줄어들어 운송이 용이하고, 수분활성도가 낮아 일반 추출커피

에 비해 저장기간이 상당히 길다. 최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커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커피에는 항산화

물질인 카페인(caffeine),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과 카페스톨

(cafestol) 등이 있으며(3,4) 미량물질로 마그네슘, 포타슘, 나이아

신, 비타민 E 등이 존재한다(4). 특히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은 저

밀도지질질단백질(low density lipoprotein, LDL)이 산화되어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것을 감소시켜주며(5), c-Jun N-terminal kinase

(JNK)와 activator protein 1 (AP-1)을 경유하는 항염증과 골격근

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제II형 당뇨병을 개선시키

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6). 또한,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에 걸린 환자들에게 아밀로이드반(amyloid

plaque)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이루고 있는 베타 아밀로

이드(Aβ)를 생산해 내는 효소인 secretase를 저해하여 알츠하이머

병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7), 이제는 커피도 기호

식품을 넘어서 커피의 약리적인 효과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커피 안에 존재하는 폴리페놀(polyphe-

nol)이 커피의 모든 약리활성을 책임진다고는 할 수 없으며, 커

피 중에 존재하는 다당류 등의 타 성분에서도 새로운 활성이 존

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스턴트 커피를 대상으로 다당류를 분리하고 이들의 화

학적인 특성과 면역 증진활성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커피 내에

존재하는 새로운 고부가 가치 생리기능성 물질의 존재와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시판용 인스턴트 커피가루는 ‘D’사(Seoul,

Korea) 제품 중 아라비카(Arabica) 품종(페루와 콜롬비아산)을 시

중 대형 유통매장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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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생후 6-7주령의 웅성 BALB/c와 C3H/HeJ를 (주)오리엔트바이

오(Seongnam, Korea)에서 구입하여 3일간의 순화를 거친 뒤, 실

험에 사용하였다. Mouse는 사육조에서 5마리씩 넣어 온도 22±3oC,

습도 55-70%에서 사육하였으며 물과 사료는 자유급식 형태로 유

지하였다. 실험은 경기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허가(2014-

005)를 거치고, 이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였다.

Instant coffee로부터 다당류의 분리

100 g의 시판용 인스턴트 커피로부터 조다당류를 분리하기 위

해 1 L의 물을 첨가하여 냉수추출 후, 여기에 4배 부피의 95%

에탄올(ethanol, EtOH)을 첨가하여 하룻밤 방치한 후, 원심분리

(6,000 rpm, 30 min)하여 침전물을 회수하였다. 그 후 소량의 증류

수에 용해하여 투석 튜브(dialysis tubing) (cut off 12,000-14,000;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이용하여 2일간 투석을

진행하여 저분자 물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였다. 이후, 동결 건

조(FreeZone, Labconco, Kansas city, MO, USA)하여 시판용 인스

턴트 커피로부터 분리한 조다당류 ICP-0 (Instant Coffee Polysac-

charide)를 동일방법으로 4회 진행하여 얻었다(Fig. 1).

일반분석과 구성당 분석

시판용 인스턴트 커피로부터 분리한 ICP-0의 당 함량을 분석

하기 위해 중성당은 갈락토스(galactose)를 표준물질로 하여 페놀

-황산(phenol-sulfuric acid)법(8)을, 산성당은 D-갈락투론산(D-galac-

turonic acid)을 표준물질로 하여 m-하이드록시비페닐(m-hydroxy-

biphenyl)법(9)을, 단백질의 함량은 소혈청알부민(bovine serum

albumin, BSA; Sigma-Aldrich)을 표준물질로 하여 Bradford 법(10)

을, TBA-positive material의 함량은 2-keto-3-deoxy-D-manno-octu-

losonic acid (Kdo)를 표준물질로 하여 thiobarbituric acid 비색정량

법(11)을 사용하였다. 구성당 분석은 시료를 2 M 트리플루오로아

세트산(triflouroacetic acid)으로 121oC, 30분간 가수분해하여 건조

시킨 후, 수소화붕소나트륨(sodium borohydride, NaBH4 in NH4OH)

을 첨가하여 상온에서 개환 시킨 뒤, 무수 아세트산(acetic anhy-

dride)과 피리딘(pyridine)으로 121oC에서 30분 동안 아세틸화(acety-

lation) 과정을 거쳐 알디톨 아세테이트(alditol acetate) 유도체(12)

로 전환시켰으며, 아세톤(acetone)을 용매로 하여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gas chromatography, GC)로 분석하였다. 분석장치로는 SP-

2380 capillary column (0.2 µm×30 m; Supelco, Bellefonte, PA,

USA)이 연결된 GC ACME-6100 (Young-Lin Co., Anyang, Korea)

을 이용하였으며, 표준 온도조건 [60oC (1 min), 60oC→220oC

(30oC/min), 220oC (12 min), 220oC→250oC (8oC/min), 250oC

(15 min)]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성당의 mole%는 peak의 면

적비, 불꽃이온화검출기(flame ionization detector)에 대한 반응계

수 및 각 구성당의 알디톨 아세테이트(alditol acetate)유도체의 분

자량으로부터 계산하였다.

대식세포(macrophage)에 의한 세포독성(cytotoxicity)과 사이토

카인(cytokine) 생산능 측정

대식세포(macrophage)에 대한 세포독성 및 사이토카인 생산자

극 활성 측정은 Suzuki 등(13)의 방법을 실험실 여건에 맞춰 변

형하여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BALB/c mouse 복강에 5%

thioiglycollate 배지(Sigma-Aldrich)를 1 mL 주입하고 72시간 내에

유도된 대식세포를 회수한 후, 10% 소태아혈청(fatal bovine serum,

FBS; Welgene Inc., Daegu, Korea)이 첨가된 RPMI 1640 medium

(Gibco BRL Co., Grand Island, NY, USA) (RPMI1640-FBS)을

이용하여 2.5×106 cells/mL로 세포 수를 조정한 뒤, 96 well plate

에 100 µL씩 분주하였다. 이를 5% CO2 배양기(CO2 incubator)에

서 배양(37oC, 2 h)하여 macrophage monolayer을 형성시키고, 그

후 10-100 µg/mL로 희석된 ICP-0, 양성대조군(PC) lipopolysaccha-

ride from Escherichia coli O127:B8 (LPS; Sigma-Aldrich)와 음

성대조군(NC)으로써 시료를 첨가하지 않는 배지를 각각 100 µL

씩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위의 조건과 동일하게 배양하였다. 그

후, 생육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ell Counting Kit-8 (CCK-8;

Dojindo Co. Ltd., Kumamoto, Japan)을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사

용하였고, macrophage에 의해 유도, 분비된 배양 상등액 중의 사

이토카인 함량은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kit (ELISA;

BD biosciences, San Diego, CA, USA)를 이용,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분석하였다.

산화질소(Nitric oxide, NO),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 생산능 측정

상기에서 제시된 방법과 동일하게 세포 수를 2.5×106 cells/mL

로 조정한 뒤, 96 well plate에 100 µL씩 분주한 뒤, 다양하게 희

석된 시료를 100 µL씩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고, 대식세포

에서 분비된 세포 배양액을 회수하여, 배양액 중 생산된 산화질

소(nitric oxide, NO),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 생

산능을 확인하였다. 세포 배양액 내의 NO는 Griess reagent

(Promega Co., Madison, WI, USA)를 이용, 제조사의 지침에 따

라 측정하였고, ROS는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H-

DA, Invitrogen, Eugene, OR, USA)가 활성 산소에 의해 2',7'-

dichlorofluorescein (DCF)을 형성하는 반응을 이용, 배양 후의 세

포에 10 µM의 DCFH-DA (Invitrogen)를 첨가하여 2시간 동안 배

양시킨 후 세포를 용해시켜 상등액의 형광값을 형광측정기(Victor-

2, PerkinElmer, Wellwsley, MA, USA)를 이용해 excitation 450

nm/emission 530 nm에서 측정하였다.

림프구(Lymphocyte) 증식 활성능 측정

BALB/c mouse (6~8주령, 웅성)에서 비장(spleen)을 적출하여 마

쇄(100 mesh) 및 여과(200 mesh)를 거쳐 비장세포를 획득한 후,

0.2% 염화나트륨(NaCl)을 이용하여 적혈구를 제거하고, RPMI1640-

FBS 배지로 2-3회 세척하여 세포 수를 5×106 cells/mL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이때 얻어진 세포 현탁액은 96 well plate에 180 µL

씩 분주하고 다양하게 희석된 시료 및 LPS를 20 µL 첨가하여

Fig. 1. Isolation of crude polysaccharide from commercial

instant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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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oC, 5% CO2 배양기에서 72시간 배양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활성측정은 CCK-8 (Dojindo. Co. Ltd.)을 이용하여 제조사의 지

침에 따라 측정하였다.

Peyer’s patch 자극을 통한 장관면역활성 측정

C3H/HeJ mouse의 복부를 절개하여 소장벽 위에 존재하는

Peyer’s patch를 무균적으로 적출한 후 100 mesh의 stainless sieve

를 이용하여 조직을 마쇄하여 Peyer’s patch로부터 세포를 방출시

켜 세포현탁액을 조제하였다. 세포현탁액은 200 mesh의 stainless

sieve로 여과한 후 minimum essential eagle (MEM; welgene Inc.)

with 10% FBS로 세척하고 2×106 cells/mL로 세포농도를 조정한

후, 96 well plate에 180 µL씩 분주하고 다양한 농도로 희석한 시

료 20 µL를 첨가하여 37oC, 5% CO2 배양기에서 5일 동안 배양

하였다. 배양한 상등액 50 µL를 회수하여 granulocyte-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 (GM-CSF)의 생성능을 ELISA kit (BD

biosciences)를 이용,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분석하였다. 또한 배

양 상등액을 일부 취하여 골수세포 증식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

용되었으며, 골수세포는 동일 종의 mouse 허벅지의 대퇴부 뼈를

회수한 뒤 양끝뼈 부분을 절단 하여 대퇴골체를 획득하였다. 이

후 골수부분에 인산완충용액(phosphate buffer saline, PBS)으로 2-

3회 세척하여 세포를 획득하였으며 여과, 세척하고 2.5×106 cells/

mL의 세포농도로 조정한 후, 96 well plate에 100 µL씩 분주하였

다. 그 후, Peyer’s patch와 시료와의 반응을 통해 획득한 상등액

과 RPMI1640-FBS를 각각 50 µL씩 첨가하고 37oC, 5% CO2 배

양기에서 6일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골수세포 증식활성측정은

배양액이 담긴 96 well plate에 CCK-8 kit (Dojindo Co. Ltd.) 용

액 20 µL를 첨가하고 4시간 반응시킨 후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대조군의 골수세포 증식도와 비교하여 상대적 활성(%)

을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들은 각각의 군에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평균값±표

준편차(Standard deviaton)으로 나타내었으며, 통계의 신뢰도에 있

어서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NC 또는 PC와 다양한 농도별

로 조제한 ICP-0 대조군 간의 유의성을 p<0.05 수준에서 검정하

여 인스턴트 커피에서 얻은 조다당류 획분의 시료 활성을 나타

내었다.

결과 및 고찰

인스턴트 커피로부터 추출한 조다당류의 특성

본 연구에서 인스턴트 커피로부터 80% 에탄올 침전법을 이용

하여 투석과 동결 건조를 거쳐 회수한 조다당류 ICP-0는 4회 반

복실험을 진행한 결과, 건조 시판 커피분말 대비 평균 24%의 매

우 높은 비율로 다당류를 함유하고 있었다.  ICP-0의 일반 화학

적 특성 및 구성당을 살펴본 결과, Table 1과 같이 중성당 89.9%

산성당 10.1%로 이루어져 있는 다당체이며, 그 중 주로 갈락토

스(galactose) 55.5%와 만노스(mannose) 25.7%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아라비노스(arabinose), 람노오스(rhamnose) 그리고 포도당

(glucose)이 함유되어 있어 이는 주로 이미 기존의 coffee에서 보

고된 갈락토만난(galactomannan)이나 아라비노갈락탄(arabinogalac-

tan) 구조의 구성성분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14). 그리고 단

백질과 Kdo는 함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스턴트 커피로부터 분리한 조다당류 ICP-0의 대식세포 자극

에 의한 세포독성과 사이토카인 생산활성

대식세포(macrophage)는 체내에 침입하는 미생물을 파괴하고

괴사시키는 1차 면역방어선이며(15), 세균이나 이물질을 탐식, 제

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이토카인(cytokine)을 분비하여 면역현

상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16). Mouse의 복강으로부터 분리한

macrophage를 이용하여 ICP-0의 세포에 대한 직접 독성여부를 측

정하였다. 2.5×106 cells/mL로 조정된 정상세포주에 ICP-0 10, 100,

200 µg/mL의 농도를 가하여 24 시간 배양한 후, 세포의 생존여

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A)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정

상세포의 경우 저농도인 10 µg/mL의 농도에서 음성대조군(negative

control, NC) 대비 높은 세포 증식능을 보여주었으며, 농도가 증

가함에도 불구하고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인터류킨-

6(interleukin-6, IL-6)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다기능(multifunctional) 사이토카인의 일종으로, 면역초기 반응에

서 생산되는 주요한 반응 매개물질이며 면역반응, 급성기 반응,

조혈작용을 활성시키고, 내분비계와 신경기관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17). 인터류킨-12(Interleukin-12, IL-12)는 세포매개성

면역을 활성화하며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 B-림프구(B-lympho-

cyte),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의 활성을 조절하여 암세포

를 선택적으로 파괴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사이

토카인이다(18). 또한 종양괴사인자-알파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는 대식세포와 단핵구(monocyte)의 다면발현을 일으키고,

특정 종양세포에 대한 출혈성 괴사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19). 이를 통하여 인스턴트 커피에서 추출한 다당류 물질인 ICP-

0의 자극에 의한 대식세포의 사이토카인중 하나인 IL-6, IL-12 및

TNF-α 생산능을 in vitro에서 측정한 결과, IL-6의 경우(Fig. 2(B)),

저농도인 10 µg/mL에서도 PC만큼 우수한 활성을 보여주었으며,

고농도 1,000 µg/mL의 농도와 유사하게 높은 활성을 보였다. IL-

12 및 TNF-α의 경우(Fig. 2(C) 및 2(D)), 농도 의존적인 활성을

보여주었으며, 200 µ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PC 대비 높은 활성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crude polysaccharide isolated
from commercial instant coffee (ICP-0)

Chemical composition (%) ICP-0

Yield from instant coffee 24%

Neutral sugar 89.9±0.0

Uronic acid 10.1±0.0

Protein -

Kdo-like materials1) -

Component sugar2) Mole %3)

Rhamnose 1.0±0.0

Fucose -

Arabinose 6.0±0.0

Xylose -

Mannose 25.7±0.8

Galactose 55.5±0.9

Glucose 01.6±0.1

Galacturonic acid+Glucuronic acid 010.1±0.10

1)Kdo means 2-keto-3-deoxy-D-manno-octulosonic acid.
2)Monosaccharides were analyzed using alditol acetates.
3)Mole% was calculated from the detected total carbohyd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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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대식세포를 인스

턴트 커피 유래 다당류인 ICP-0에 의해 자극한 결과, 염증부위에

면역세포를 유도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중 하나인 IL-6와 세포성 면역능의 활성화와 관련있는 IL-12, 또

한 종양 괴사 유발과 감염저항성 향상과 관련이 있는 TNF-α를

유의하게 생산하는 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인스

턴트 커피 유래 다당류 ICP-0가 생체방어에 작용하는 대식세포

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사료되었다.

인스턴트 커피 유래 조다당류의 macrophage 자극에 의한

NO, ROS 생산 활성

산화질소(NO)와 활성산소(ROS)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세포

매개 신호물질이다(20). NO는 세포의 신호전달물질과 동시에 세

포간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로써, 포유류의 혈관 안정과 신경전달

물질 및 혈소판 응집 억제제로 작용하며, 면역 및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21). ROS는 호흡과정 중 생성되는 물질

로 각종 미생물을 사멸시키거나, 대식세포와 접촉 시, NF-κB를

경유하여 면역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생산하는데 일조한다고 알

려져 있다(22). 인스턴트 커피 유래 다당류인 ICP-0을 10, 100,

200, 500, 1000 µg/mL의 다양한 농도를 처리하여 대식세포의 NO

와 ROS를 측정한 결과(Fig. 3.), NO의 경우 NC 대비 100 µg/mL

농도 이상부터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산이 높게 증가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ROS의 경우 NC 대비 모든 농도에서 ROS 생성

능이 유의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ICP-0는 대식세포

로부터 케모카인(chemokine)의 일종인 NO 및 ROS의 생산을 유

도하여 면역기능을 활성화 시키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스턴트 커피 유래 조다당류의 splenic lymphocyte proliferation

비장(splenocyte)은 척추동물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2차 림프기

관으로 혈액에서 유래되는 항원에 대한 면역반응이 개시되며, B-

림프구(B-lymphocyte)와 T-림프구(T-lymphocyte)의 성숙과 분화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하여 신체의 면역반응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23,24). 또한, Nosáłová 등(25)은 인스턴트 커피 유래 아라비

노갈락탄-단백질(arabinogalactan-protein)이 비장에 대한 사이토카

인 생성을 증가시킨다고 이미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BALB/c

mouse의 비장으로부터 획득한 림프세포에 인스턴트 커피로부터

분리한 조다당류인 ICP-0을 가하여 그 증식 정도를 측정한 결과

(Table 2), NC 대조군의 림프구 증식대비,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ICP-0 100 µg/mL처리군의 경

우, NC대비 115%의 매우 우수한 림프구 증식능(p<0.001)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스턴트 커피로부터 분리한 조다당류

ICP-0가 성숙된 면역세포를 직접 증진시키는 마이토겐(mitogen)

활성이 어느 정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를 얻었으며, 또한, ICP-

0의 투여가 외부로부터 항원에 노출되어지면 면역세포를 증식시

킬 수 있는 작동세포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체내 면역계를 활

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었다.

Fig. 2. Effect of ICP-0 from commercial instant coffee on cytotoxicity (A), and cytokine production such as IL-6 (B), IL-12 (C), and
TNF-α (D) by murine peritoneal macrophages. Peritoneal macrophages (2×10 cells/mL)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ICP-0 in
96-well plates for 24 h. The level of each cytokine in the culture supernatants was determined by ELISA kits. A 5 µg/mL of lipopolysaccharide
(LPS) from Escherichia coli O127:B8 was used as positive control (PC) and media was used as the negative control (NC). Significant difference
from negative control (NC) at **p<0.01 and ***p<0.001 by Student’s t-test. Significant difference from positive control (PC) at +p<0.05,
++p<0.01 and +++p<0.001 by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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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yer’s patch를 경유한 장관면역 활성

장관에는 위장관점막 연관 림프조직이라는 gut-associated lym-

phoreticular tissue (GALT) 라는 조직이 장관에 넓게 분포되어 있

는데(26), 이 중 Peyer’s patch는 소장과 회장 전반에 걸쳐 분포되

어 있는 장관 관련 림프상 조직이다(27). 또한, B-림프구, T-림프

구,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28), 항원의

흡수작용(uptake)에 중요한 M (micro enfold) cell로 이루어져 있

다(29). 이는 외부와 노출되어있는 장관의 면역기관으로서, 최초

로 식품이 생체 내에서 흡수되는 장에서 IgA 생성 등의 면역반

응을 일으키게 된다(30). 이 때, 장내 면역기관이 활성화 되면,

Peyer’s patch 내의 T-림프구에서 분비된 hematopoietic cytokine 중

하나인 GM-CSF를 생성하게 되는데(30,31), 이 사이토카인을 골

수세포와 반응하게 되면 여러가지 면역세포로의 분화 및 증식을

Fig 4. Effect of crude polysaccharide isolated from commercial instant coffee on intestinal immune system modulating activity (A) and

GM-CSF production (B) by Peyer’s patch cells. 5 µg/mL of lipopolysaccharide (LPS) from Escherichia coli O127:B8 was used as positive
control (PC) and media was used as the negative control (NC). Significant difference from negative control (NC) at *p<0.05 and ***p<0.001 by
Student’s t-test.

Table 2. Effect of ICP-0 from commercial instant coffee on

proliferation of murine lymphocyte in vitro

Sample
Concentration

(µg/mL)
Lymphocyte

proliferation (%)

NC1) 100.0±1.6

PC2) 5 141.2±2.8 ***

10 103.2±2.2 *

ICP-0 50 108.5±2.3 **

100 115.1±1.4 ***

1)NC: media was used as the negative control
2)PC: 1 µg/mL of lipopolysaccharide (LPS) from Escherichia coli
O127:B8 was used as positive control.
Significant difference from negative control (NC) at *p<0.05, **p<0.01
and ***p<0.001 by Student’s t-test.

Fig. 3. Effect of ICP-0 on production of nitric oxide (NO)(A) and reactive oxygen species (ROS)(B) by murine peritoneal macrophage

cells. Peritoneal macrophages (2.5×10 cells/mL)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ICP-0 in 96-well plates for 24 h. A 5 µg/mL of
lipopolysaccharide (LPS) from Escherichia coli O127:B8 was used as positive control (PC) and media was used as the negative control (NC).
Significant difference from negative control (NC) at **p<0.01 and ***p<0.001 by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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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25), 이를 통하여 장관면역계의

활성이 곧 전신면역계의 활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

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어지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C3H/

HeJ mouse의 소장에서 획득한 Peyer’s patch를 마쇄하여 조직 내

세포를 획득한 뒤, 인스턴트 커피 유래 조다당류인 ICP-0을 100

µg/mL 처리하여, GM-CSF 생성량과 대퇴부에서 채취한 bone

marrow cell의 proliferation을 확인하였다(Fig. 4). GM-CSF 생성량

의 경우 NC 대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ICP-0

는 Peyer’s patch에 존재하는 면역세포인 T-림프구가 GM-CSF생

산을 촉진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대퇴부에서 채취

한 골수세포에 Peyer’s patch에서 얻은 상등액을 분주하여 증식능

을 확인한 결과, GM-CSF 생산능 결과와 동일하게 유의적인 증

식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시판 인스턴트 커

피로부터 분리한 조다당류는 체내 면역세포인 대식세포, 림프구

와 Peyer’s patch cell을 자극하여 인체의 생체방어에 필수적인 면

역 기능을 높이는 잠재적 기능성 물질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요 약

국내 시판중인 인스턴트 커피에서 다당류를 추출하여 새로운

면역 활성 물질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시판중인 인스턴트 커피를

구입하여 냉수추출 후, 에탄올 침전과 투석을 통하여 약 24%의

높은 수율로 다당류(ICP-0)를 얻을 수 있었다. ICP-0은 중성당

89.9%, 산성당 10.1%로 이루어진 다당체로써, 구성 성분으로는

갈락토스 55.5%, 만노스 25.7%와 소량의 아라비노스, 람노스 등

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갈락토만난(galactomannan)이

나 팩틴 다당류(pectic polysaccharide)가 혼합된 구조일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인스턴트 커피 유래 ICP-0에 대하여 대식세포 자극

에 대한 세포증식능을 확인한 결과, NC 대비 유의적으로 높은

증식활성을 보였으며, IL-6, IL-12 및 TNF-α의 경우, 10 µg/mL에

서도 NC 대비 우수한 사이토카인 분비 유도능을 보임이 확인되

었다. 또한 NO, ROS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NO의 경우 10 µg/mL

이상에서 NC 대비 양호한 활성을 보여 주었다. ICP-0에 대하여

2차 면역기관 중 하나인 비장세포상의 증식능을 확인한 결과, NC

대비 115% 정도 증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면역세포를 직접 증진

시키는 마이토겐 활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인스턴트 커피 유래

ICP-0가 장관 내 분포되어 있는 Peyer’s patch를 경유하여 장관면

역에 공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NC 대비 유의적으

로 골수세포의 증식능을 확인하였으며 GM-CSF와 같은 관련 사

이토카인의 분비 유도가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시판 인스턴

트 커피로부터 분리한 다당류가 대식세포의 기능과 장관면역계

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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