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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은 원두의 카페인 및 생리활성물질인 폴리페놀의 함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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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investigated functional components from coffee by measuring the contents of caffeine and total polyphenol. The levels of caffeine from the methanol extract of parched coffee were 3.04-5.37%, 2.68-4.55%, and 14.12% from
Columbia, Brazil, and Indonesia coffee, respectively. The levels of caffeine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pecies and
according to producing area and roasting condition of coffe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olumbia and Brazil
coffees have low caffeine content, strong fragrance, and good flavor. Indonesia coffee (Wib/Robusta) has stimulant effect.
Brazil coffee (Mound Novo Fazenda Paraiso) can be developed as high-priced decaffeine coffee. The levels of polyphenol were 52 mg/g from Ethiopia Biloya (A) and Guatemala (E) coffee, 51 mg/g from Colombia (C) and Brazil (D), and 48
mg/g from Kenya Gethumbwini (B). The levels were very little difference in the species and producing area of coffee.
The polyphenol contents were 130 mg/g and 213 mg/g in espresso and drip coffee, rep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best condition for the extraction of polyphenol from coffee is dripping in the water of 92°C. Our data indicated
that polyphenol from coffee can be developed as natural antioxident agent.
KEY WORDS : Coffee, Caffeine, Polyphenols, Antioxident, Decaffeine

서 론

이 대표적인 품종인 Caffea Canephora L.은 재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이름이나 커피가 선적된 항구명

최근 들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을 상품명으로 사용하는것은 생산지별로 품질이 비슷하기 때문이

건강유지를 위한 기능성 생리활성물질과 노화억제에 대한 연구가

며, 예멘의 모카커피, 콜롬비아의 콜롬비아 마일드, 에티오피아의

식물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승욱 등, 2005; Gold-

에티오피아 하라, 자메이카의 블루마운틴 등이 그 예이다(김관중

berg, 1994; Sadaki, 1996). 그 중 대중적인 기호음료의 하나인

과 박승국, 2006).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음용되고 있으며 구수한 맛, 쓴맛,

커피의 기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신맛 및 떫은맛 등이 조화된 기호식품으로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

커피는 Arabica와 Canephora (Robusta종) 두 품종으로 나눌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김하경 등, 2007).

수 있다. 총 재배량의 75%는 Colombia, Ethiopia, Tanzania,
Kenya, Brazil이 대표적인 품종으로 알려진 Caffea Aravica L.

커피는 후루후랄 유도체, 피라진유도체, 말톨 등 독특한 휘발성

(Aravica종)이 차지하고 있으며(Sievetz, 1985), Ivory coast,

향기 성분이 0.35% 들어있으며 그 종류도 약 800가지나 되는 식

Indonesia, Vietnam, India, Thailand, Brazil conillon 커피 등

물이며(Grosch, 1995), 휘발성 향기 성분의 비효소적 갈색화학반

교신저자 : 소명숙
702-722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산 7, 대구보건대학 간호과
Tel: 82.53-320-1465 Fax: 82.53-320-1470
E-mail : soms@dhc.ac.kr
접수일 : 2008년 11월 4일 게재승인일 : 2008년 12월 5일

응으로 생긴 갈색물질과 휘발성물질에는 항산화작용이 있음이 확
인되었다. 볶은 커피에는 휘발성물질 외에 캐러멜화된 당이 1017%, 크로로제닉 산이 약 4.5%, 유기산 약 2% 및 환원당 1-2%,
카페인 1-2%, 트리고넬린 약 1%, 단백질 1-2%, 회분 약 3% 등으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2004년, 2007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로 구성되어 있다(Reinecciu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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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커피에는 카페인과 폴리페놀 등 인체에 생리학적, 약리학적

radical 및 H2O2 등의 활성산소이며(Fridovich, 1978), 이들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능성 물질성분이 있다. 그 중 카페인은

DNA 합성억제, 단백질 분해, 지방 산화, 세포막 분해, 광합성 억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자극하는 작용으로 인해 카페인을 적

제, 엽록체의 파괴 등 강한 산화력으로 생체 내에 심각한 생리적

당량 섭취할 경우 신경활동이 활발해지고, 피로가 경감되는 효과

인 장애를 유발하여 노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Gardner

가 있으며,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 순환기 계통의 운

& Fridovich, 1999; Imlay & Linn, 1986).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을 늘리고 이뇨작용을 유발하며, 진통, 천식, 독감에도 효력이

생체 내에서는 SOD, catalase 등의 항산화 효소와 비타민 B6

있다. 그 외에 담낭 수축, 기관지 확장, 위 장관 운동성을 증가시

(tocopherol) 등과 같은 천연항산화제가 활성산소에 대한 방어기

키는 등의 효과를 나타내므로, 두 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면 피로

능을 하고 있으나(김태성 등, 1999), 환경오염과 인스턴트식품 및

가 줄어들며, 각성 정도가 향상되고, 수행능력이 향상되며 공격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체외로부터의 항산화

성향은 줄어든다고 한다(Nehlig & Debry, 1994).

제 공급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합성산

그러나 과잉량을 섭취하게 되면 신경과민, 흥분, 불면을 유발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

화제인 butylated hydroxytoluene (BHT)와 butylated hydroxyanisole (BHA)는 50 mg/kg/day의 용량에서 지질변화 및 발암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에는 약 40-100 mg의 카페인이 들

독성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효

어 있고,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에도 2-4 mg의 카페인은 들어있

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천연 항산화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

다. 레귤러 커피보다 인스턴트 커피에는 두 배 이상의 카페인이

다(Branen, 1975; Ito et al., 1983).

들어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Robusta종으로 고온 고압에서 커

커피의 특성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의 논문이 국내외적으로

피를 추출하여 인스턴트 커피를 제조하기 때문이다(Nehlig &

많이 발표되어 있으며, 가용성 커피에 관한 분석, 커피 보관 시 산

Debry, 1994). Aribica종의 카페인 함량은 1-1.7% 정도이고

패에 따른 향미 변화 분석 및 추출 수율에 관한 분석 등이 보고된

Robusta종은 2-4.5% 정도이다.

바 있다(김하경 등, 2007). 그러나 산지별 커피의 카페인 함량 및

천연물에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폴리페놀함량 분석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2차대사 생리활성 물질로써 소량으로도 현저한 생리활성을 나타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커피원산지와 배전 정도에 따른 카페인함

내는 페놀 성분은 노화예방 및 식물성 천연 산화방지제로 주목받

량 분석 및 추출방법에 따른 폴리페놀 함량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고 있다. 이들은 고부가가치 물질이므로 천연 식물성 소재를 대상

커피산업의 기초자료가 될 커피의 품종별 특성 및 항산화효과를

으로 폴리페놀 성분을 비롯한 새로운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을

검증하여 커피를 활용한 천연 항산화제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찾아내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커피도 그 중

를 얻고자 하였다.

한 가지이다(Chan et al., 1993; Halliwell et al., 1988; Hatano,

재료 및 방법

1995; Kitahara et al., 1992).
특히 페놀성 화합물의 phenolic hydroxyl (OH)기는 단백질 및
기타 거대 분자들과 쉽게 결합하며, alkyl radical이나 alkylper-

1. 실험재료
1) 커피원두

oxy radical에 수소를 공여하여 그 radical을 제거함으로써 산화

본 실험 중 카페인실험에 사용된 17종과 커피원두와 폴리페놀

를 억제하는 작용을 가진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이양숙 등, 2006),

실험에 사용된 7종의 커피원두 및 추출물은 커피명가(주)에서 직

운동에 의해 증가되는 지질과산화물인 maleondialdehyde

접 볶거나 추출한 시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다음과 같다.

(MDA)의 활성을 저하시키고 항산화효소인 superoxide dismu-

Canephora, Wib/Robusta, Robusta, Decaffine, Tuluni

tase (SOD)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권태동

Supremo Mtaro, Mound Novo Fazenda Paraiso, Cerrado,

등, 2001). 그 종류는 단순한 페놀류, flavonoid류, phenolic

Vintage Martha, Giraldo, Organic Rainforest Tolima, Tipi-

acid, phenylprophanoid류 등으로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

ca, Moosoon Malaha, Wib, Mtaro, Ethiopia Biloya (A), Ge-

지며, 이들은 항산화, 항암, 항균, 항알러지, 충치예방, 심장질환

thumbwini (B), Colombia (C), Brazil (D), Guatemala (E).

및 당뇨병 예방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Azuma et al., 1999).
또한 노화의 원인은 산소에서 유래되는 superoxide anion

2) 액상커피
폴리페놀 함량실험에 사용한 액상커피는 드립식 추출에는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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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만을 사용하였고 에스프레소는 Kenya를 기본으로 Colombia,

소명숙 외

4. 폴리페놀 분석

Brazil, Mocha를 혼합하여 추출하였으며, 모든 재료는 생두를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볶은 커피콩 5 g을 마쇄한 시료에

직접 볶아서 사용하였다. 커피의 추출은 분쇄한 원두를 드립식(칼

증류수를 가하고 혼합하여 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후

리타, 멜리타), 에스프레소식 2가지 방법으로 추출하였으며 각 도

상층액만을 여과하여 100 mL로 정용하여 실험 시료로 사용하였

구로 추출된 커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으며, 그 외 표준화된 에스프레소와 드립식 커피추출물을 정량검

종이필터를 사용하는 드립식(칼리타, 멜리타)은 깔끔하고 깨끗

사 실험시료로 사용하였다.

하며 여운이 깊은 커피가 추출되는 것이 특징이며, 에스프레소는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위의 방법대로 추출하여 Folin-Denis

에스프레소 기계를 사용하여 9기압, 90℃의 수증기 압력이 25-

(AOAC, 1985; Swain et al., 1959)법으로 측정하였다. 시료에 Folin-

30초의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분쇄커피를 통과하면서 커피가

ciocalteu’
s phenol reagent 0.2 mL를 첨가한 후, vortex하여

추출되므로 농도가 진한 것이 특징이다.

3분간 실온에서 방치한 다음, Na2CO3 포화용액 0.4 mL를 가하

또한 표준화된 커피추출을 위해 에스프레소와 드립식 2가지의
추출방법으로 10회 반복 실험하였다.

여 혼합하고 증류수를 1.4 mL 가하고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
시킨 후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화합물은
tannic acid를 이용하여 표준곡선으로부터 함량을 구하였다. 표

2. 시약 및 기기

준곡선은 tannic acid를 10 mg/mL 농도로 증류수에 녹이고 최

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시약과 기기는 다음과 같다.

종농도가 0, 10, 50, 100, 250, 500 μg/mL 용액이 되도록 취하여

HPLC용 MeOH: LiChrosolv (Merck, NJ, USA), Standard

위와 같은 방법으로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affeine: Caffeine 98.5% (ACROS ORGANICS, UK), HPLC:
LC-8A (Shimadzu, Japan), Shim-pack PREP-ODS column
(Shimadzu).

5. 통계 처리
본 연구의 폴리페놀 함량실험은 독립적으로 3회 이상 반복 실

Folin-ciocalteu’
s phenol reagent (Wako, Japan), Na2CO3

시하여 실험결과를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ANOVA test

(Junsei, Japan), Tannic acid (Sigma T-0200, USA), 에스프

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한 후 p<0.05, p<0.01 수준에서 실험군 간

레소기기: ETOCA (Rancilio, Italy), Centrifuge: Supra 30K

의 유의성을 결정하였다.

(Hanil, Korea), Spectrophotometer: UV-1201 (Shimadzu),

결과 및 고찰

농도계 (Total Dissolved Solids, TDS) 등을 사용하였다.

3. 카페인 분석

1. 표준화된 액상커피

카페인 함량은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폴리페놀 실험을 위한 표준화된 커피추출물 제조를 위해 10회

(HPLC)법으로 분석하였다. 시료 10 g에 MeOH 100 mL을 가하

반복 실험한 결과 Table 1과 같은 평균값을 얻을 수 있었다. 에스

여 2시간 동안 sonication시킨 후 이를 여과시키고 증발시킨 후

프레소식 추출에서는 1 g당 농도 6.8의 3.77 mL의 출액을 얻었고

MeOH ex.를 측정하고 함량(%, w/w)을 구하였으며, MeOH ex.

드립식 추출에서는 1 g당 농도 3.0의 7.14 mL를 얻을 수 있었다.

5-10 mg을 취하여 HPLC용 MeOH 1 mL를 가한 다음 Acrodisc
로 filter하여 HPLC에 injection하였다.

2. 카페인 함량

Standard caffeine conc. (mg/mL)인 4.5, 3.0, 1.0, 0.5, 0.25,

커피 생두와 원두의 품종별에 따른 카페인 함량을 분석한 결과,

0.1의 각각 농도에 따른 면적을 이용하여 standard curve를 만

Table 2와 같이 Robusta종이 Arabica종보다 함량이 2-3배 정

든 후, Standard curve를 이용하여 각 시료의 MeOH ex.에 대
한 caffeine 함량(%, w/w)을 구하였으며 이때 HPLC의 조건은

Table 1. Standard extraction of coffee

uv detector: 275 nm, stationary phase: Shim-pack PREP-

Fraction

ODS column 20×50 mm, mobil phase: gradient 40% MeOH,
flow rate: 5 mL/min로 실시하였다.

ES
DR

Yield (mL/g)

Brix

3.77
7.14

6.8
3.0

ES=espresso extraction-water; DR=drip extraction-water.

볶은 원두의 카페인 및 생리활성물질인 폴리페놀의 함량 분석

Table 2. Difference in caffeine content in green and roasted coffee
(%, w/w)
beans and coffee extract

Table 3. Contents of total phenolic compounds of coffee
Fraction

Coffee beans
Canepora
Wib/Robusta
Robusta
Decaffeine
Tuluni Supremo
Mtaro
Mound Novo
Fazenda Paraiso
Mound Novo
Fazenda Paraiso
Mound Novo
Fazenda Paraiso
Cerrado Vintage
Martha Giraldo
Organic Rainforest
Tolima
Tuluni Supremo
Decaffeine
Tipica
Tipica
Moosoon Malaha
Wib
Mtaro
Espresso

Country

Caffeine
Degree of Heat MeOH
content of
roast source
ex.
MeOH ex.

Myanmar
Indonesia
Myanmar
Indonsia
Colombia
Kenya
Brazil

M.R
M.R
M.R
M.R
M.R
M.R
M.R

G
G
G
G
C
C
C

5.3
4.72
3.96
5.09
7.09
6.45
6.19

3.96
14.12
9.9
0
2.92
7.01
4.55

Brazil
Brazil

D.R
L.R

G
G

6.96
5.32

3.28
1.06

Brazil
Colombia
Colombia

M.R
M.R
M.R

G
G
G

6.93
6.22
6.35

2.68
5.37
3.04

Colombia
Indonesia
Colombia
Colombia
India
Indonesia
Kenya
Colombia

M.R
G.B
G.B
G.B
G.B
G.B
G.B
M.R

G

7.74
5.08
5.8
7.15
5.16
5.94
8.36
11.91

3.61
0
1.39
0.7
0.52
3.61
0.64
1.86

A
B
C
D
E
F

N.C
O.C
O.C
P.C
N.C
G

L.R=light roasting; M.R=medium roasting; D.R=dark roasting; G.B=green
bean; N.C=new crop; O.C=old crop; P.C=past crop; G=gas; c=char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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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Total Polyphenol contents (g/100 g)
5.2632±0.0718 g/100 g
5.2525±0.0299 g/100 g
4.7928±0.0050 g/100 g
4.7690±0.1034 g/100 g
5.1891±0.0263 g/100 g
5.1023±0.0718 g/100 g
5.0716±0.0259 g/100 g
5.0793±0.0597 g/100 g
5.2057±0.1053 g/100 g
5.2868±0.0653 g/100 g
3.4933±0.1008 g/100 mL
3.4592±0.0261 g/100 mL
2.9825±0.0018 g/100 mL
2.9372±0.0299 g/100 mL

All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A=Ethiopia Biloya; B=Kenya Gethumbwini; C=Colombia; D=Brazil; E=Guatemala; F=Espresso (강배전, Kenya, Colombia, Brazil, Mocha); G=드립(중
배전, Mocha).

의 개발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생두에 비하여 볶은 커피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전체적으로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볶는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여 상대적으로
카페인의 함량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Aribica종의 카페인 함량은 1-1.7% 정도이
고 Robusta종은 2-4.5% 정도(김하경 등, 2007)인데 비해서 본
실험결과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분쇄한 커피원두를 뜨거운
물(92℃)이 아닌 메탄올(MeOH)로 추출한 후 측정하였기에 카페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볶은 원두커피가 생두에 비해 조금

인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동종의 시료들을

높게 나타났다.

뜨거운 물(92℃)로 추출한 후 카페인 함량 실험을 하여 메탄올 추

중배전으로 볶은 원두의 메탄올 추출물의 카페인 함량은 콜롬

출물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아, 브라질 커피가 각각 3.04-5.37%, 2.68-4.55%로 나타났으
며 인도네시아 커피는 14.12%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Arabica종

3. 폴리페놀 함량

과 Robusta종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실험에 사용된 볶은원두와 추출된 커피(에스프레소, 드립)의 폴

Arabica종이 Robusta종보다 카페인 함량은 적은 반면 향미는

리페놀 함량실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실험결과로 원두에 함

풍부하여 브라질이나 콜롬비아종이 인도네시아 커피보다 맛이 더

유되어 있는 폴리페놀의 함량은 Ethiopia Biloya (A), Guatemala

훌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영노와 황성연, 1993).

(E)는 52 mg/g, Colombia (C), Brazil (D)은 약 51 mg/g, Kenya

카페인 정량실험 결과, 동일한 조건으로 배전한 경우에도 원두

Gethumbwini (B)는 48 mg/g로 원두의 종류와 생산지에 따른

의 종류와 생산지 및 배전의 상태에 따라 동량의 커피에서 카페인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출된 Espresso (F)와 드립

함량이 14배 차이가 나타나는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열원으로

(G)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의 함량은 각각 130 mg/g과

가스를 사용하여 배전한 Wib/Robusta의 카페인 함량은 14.12%,

213 mg/g으로 원두에서 보다 2.5배,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가스를 열원으로 하여 약배전한 Mound Novo Fazenda Paraiso

그 이유는 실험과정에서 A-E의 5가지의 원두는 실험실에서

의 카페인 함량은 1.06%이었다. Wib/Robusta는 강한 각성효과

가열하지 않은 증류수로 커피성분을 추출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

를 얻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약배전한 Mound Novo Fazenda

므로 물에 용해되는 폴리페놀의 양이 적어서 함량이 현저하게 낮

Paraiso는 일반 커피에 비해 2.5배 이상 고가인 디카페인 커피로

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에스프레소는 강배전 후 9기압,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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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로 25-30초의 짧은 시간에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기

소명숙 외

개발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때문에 폴리페놀 함량이 드립커피보다 낮게 추출된 것으로 생각

커피원두의 폴리페놀 함량은 Ethiopia Biloya (A), Guatemala

되어진다. 드립커피는 약 92℃ 이상의 물로 커피를 추출할 때 폴

(E)는 52 mg/g, Colombia(C), Brazil (D)은 약 51 mg/g, Kenya

리페놀을 가장 많이 용출시킬 수 있었다.

Gethumbwini (B)는 48 mg/g로 원두의 종류와 생산지에 따른

이상의 경과로부터 커피의 항산화성분인 폴리페놀을 효과적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스프레소 추출물의 폴리페

로 얻을 수 있는 추출법은 92℃의 물을 사용하여 드립식으로 추

놀 함량은 130 mg/g이었으며, 드립추출물에서는 213 mg/g으로

출하는 것이다. 약 15 g의 배전 원두로 드립한 커피 한잔에 함유

가장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 폴리페놀의

된 폴리페놀 함량은 성인 하루필요량인 400 mg의 7.5배인 최대

가장 효과적인 추출조건은 92℃ 이상의 물로 커피원두를 드립하

3,000 mg까지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하루 한 잔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실험 결과는 커피의 폴리페놀 항산화효

의 원두커피를 음용할 경우 하루 필요한 항산화물질(폴리페놀류)

능을 입증하는 것으로 천연 항산화제로써 이용 가치가 있을 것으

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로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 나타난 커피의 폴리페놀 함량(130-213 mg/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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