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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쥐에서 여과커피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의 소장흡수 억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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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ed Coffee Lowers Intestinal Cholesterol and Fat Absorption in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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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ffee is a complex mixture of biologically active components such as chlorogenic acids and caffeine,
which may affect human health. However, there has been a long-standing controversy regarding its impact on lipid
metabolis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ole of filtered coffee in lowering intestinal absorption of
cholesterol and fat in rats. Rats with lymph duct cannulae were infused with a lipid emulsion at 3.0 mL/h for 8
h via an intraduodenal catheter. The lipid emulsion contained a mixture of 33.3 kBq 14C-cholesterol, 20.7 μmol of
cholesterol, 396.0 μmol of Na-taurocholate, 3.1 μmol of α-tocopherol, 452.0 μmol of triolein, and 75.4 μmol of retinol.
The ra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control and the coffee group. The control group was administered lipid
emulsion without filtered coffee and the coffee group was administered lipid emulsion with filtered coffee in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6.4). Lymph was collected hourly for 8 h. Filtered coffee significantly lowered the intestinal
absorption of 14C-cholesterol (38.16±3.18% dose/8 h in the control group vs. 25.01±5.75% dose/8 h in the coffee
group). Also, filtered coffee markedly lowered oleic acid absorption. The findings provide direct evidence that filtered
coffee has a profound inhibitory effect on the intestinal absorption of cholesterol and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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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홍차와 같은 천연 식품의 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활발하
다(Saito 등, 2015; Wang 등, 2011).

2019년 사망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은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음용되는 기호식품 중 하나이

암, 심혈관 질환, 폐렴 순으로, 이는 사망자 전체의 45.9%에

며, 최근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 성인의 하루 평균 커피 섭취

해당한다(Statistics Korea, 2020). 그중 2위인 심혈관 질환

량은 약 2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Kim과 Kim, 2020). 커피

은 10년 전에 비해 사망률이 43.8% 증가하였으며, 한국인

에는 chlorogenic acid, caffeine, citric acid, 5-hydroxy-

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비만율

tryptamide와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다양한 생리

증가와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되

활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So와 Ahn, 2008; Lee 등,

었다.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비만, 고지혈

2017). 커피의 섭취는 우울증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며(Park

증, 산화적 스트레스, 흡연 등이 있으며(Osiecki, 2004), 그

과 Moon, 2015) 대사증후군 감소(Kim 등, 2016), 혈당 저

중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과 심혈관 질환의

하, 혈중 및 간지질 개선(Bae 등, 2015)에 긍정적인 영향을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Kwon, 2008; Liu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커피와 심혈관계 질환

등, 2005). 현재까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

에 관련하여 연구한 결과들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데, 이는

하면서 심혈관계 질환을 치료할 목적의 제재 개발도 활발하

연구 대상자들이 마시는 커피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다른

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녹차,

결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과
하지 않은 커피의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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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보고했지만, 여과커피의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거의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O’Keefe 등, 2013; Cai 등, 2012). 더불어 여과
하지 않은 커피에는 1~2%의 지질이 존재하고, 필터를 통해
추출한 여과커피의 경우 0.2% 미만의 지질이 포함되어 있다
고 보고되었다(Speer과 Kolling-Speer, 2006). 위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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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여과된 커피에는 지질의 추출이 감소하여 섭취

비해 맛과 향이 우수해 한국인들이 주로 섭취하는 아라비카

되는 지질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커피를 여과함으로써

종을 선택하였다. 커피 12 g을 드리퍼(102CU, Kalita, Ka-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인자가 제거된다고 예상해

nagawa, Japan) 상부 필터에 담아 추출하였다. 90°C의 증

볼 수 있다(Rodrigues와 Klein, 2006). 지금까지 여과커피

류수 200 mL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커피 원두를 골고루

를 이용하여 지질의 소장흡수와 지질 축적에 관련한 연구는

적셔주고 원두가 마르기 전에 2차 추출을 진행하였다. 여과

미비하다.

커피는 동물실험 직전에 준비하여 지방유화액에 혼합하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과커피의 섭취가 콜레스테롤과

다. 여과커피에 함유된 chlorogenic acid와 caffeine의 함량

지질의 소장흡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n
vivo 상태에서 지질의 소장흡수율을 측정하는 소장흡수 모

은 Fujioka와 Shibamoto(2008)의 방법과 Bicchi 등(1995)
의 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HPLC로 분석하였다.

델을 이용하였다. 미세 수술법으로 연결한 십이지장 주입관
으로 여과커피가 함유된 지질유화액을 투여하고, 동시에 림
프로 흡수되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지방산)의 양을 8시
간 동안 측정하여 여과커피에 의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소장 림프관 연결수술
여과커피가 지질의 소장흡수에 미치는 영향을 생체 조건
에서 알아보기 위하여 소장흡수율 측정모델을 이용하였다.
이 모델은 동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위장, 십이지장, 소장
흡수관 시스템의 상호 유기적 관련성과 생리기능을 확인할

재료 및 방법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험동물의 체중이 300~350 g이

실험동물 식이조성 및 사육

되었을 때 난괴법으로 5마리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실험에 사용한 동물은 수컷 Sprague-Dawley rat(Harlan

진행하였다. 16시간 동안 절식 후 소장흡수율 측정을 위한

Spargue Dawley Inc., HyoChang Science, Daegu, Ko-

림프관 미세 수술을 실시하였다. 실험동물은 isofurane 기

rea)이며, 최초 체중은 260~270 g이었다. 사육실의 실내온

화기(SHEI, Royal Medical Co., Ltd., Seoul, Korea; 2.0%

도는 22±2°C, 상대습도 55±5%, 조명은 12시간 명암주기

isoflurane in 1.8 L oxygen/min)를 사용하여 마취한 후

조건으로 운영하였다. 실험동물은 개별 사육장에서 식이와

개복하였다. 실험동물의 옆구리를 통해 림프채취관(I.D. 0.5

증류수를 자유롭게 공급받았으며 식이는 미국영양학회

mm, O.D. 0.8 mm; Dural Plastics & Engineering, Au-

(American Institue of Nutrition, AIN)가 추천하는 분말형

burn, Australia)을 장간막 림프에 삽입한 후 십이지장 주입

AIN-93G 식이를 효창(HyoChang Science)을 통해 구입하

관(I.D. 1.02 mm, O.D. 2.1 mm, SILASTIC®, Dow Coming

여 사용하였다. AIN-93G 식이는 성장에 필요한 영양성분

Corporation, Midland, MI, USA)을 삽입하여 고정 후 배관

을 충분히 공급하며 식이 조성은 Table 1과 같다. 본 동물실

하였다. 복부를 봉합하여 동물을 케이지에 고정시킨 후 30±

험은 창원대학교 동물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진행하

2°C의 회복실에서 20시간 이상 회복시켰다. 주사기 펌프

였다(CWNUIACUC 2017-01).

(NE-1600, New Era Pump Systems Inc., Farmingdale,
NY, USA)를 사용해서 5% 포도당이 포함된 PBS buffer

여과커피 준비 및 chlorogenic acid, caffeine 함량 측정

(6.75 mM Na2HPO4, 16.5 mM Na2HPO4, 115 mM NaCl,

본 실험에서 사용한 커피는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LAVA-

5 mM KCl, pH 6.4)를 시간당 3 mL씩 십이지장 주입관으로

ZZA의 qualita ORO 제품(Luigi Lavazza S.p.A., Torino,

공급하였다.

Italia)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고산지의 원두를 배합한 아
라비카종 원두를 중배전한 분쇄 커피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로부스타종에
Table 1. AIN-93G diet composition1)
Ingredient
Egg white
Cornstarch
Dextrose
Cellulose
Soybean oil2)
Mineral mix
Vitamin mix
Biotin (1 mg/g biotin sucrose mix)
Choline bitartrate
1)

지방유화액 조성과 림프시료 채취
지방유화액은 림프관 우회 수술 다음날 초음파분쇄기
(UW 2200, BANDELIN electronic GmbH & Co., Berlin,

Amount (g/kg)
200.0
528.5
100.0
50.0
70.0
35.0
10.0
4.0
2.5

Formulated and supplied from Dyets (Bethlehem, PA, USA)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AIN.
2)
Contained 0.02% tert-butylhydroquinone.

Germany)를 이용하여 30분간 유화시켜 준비하였다(Table
2). 커피군은 지방유화액에 추가로 여과커피 10 mL를 첨가
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여과커피의 함량은 사람과 흰쥐의
에너지 대사 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의 섭취로 환산하면
250 mL로 약 1~2잔에 해당한다. 지방유화액만 주입한 동
물군을 대조군, 여과커피가 포함된 지방유화액을 공급한 동
물군을 커피군으로 하였다. 지방유화액은 십이지장 주입관
으로 마리당 3 mL씩 8시간 동안 총 24 mL를 공급하였다.
동시에 100 μL EDTA를 넣은 PE튜브에 시간마다 림프액을
채취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총 8시간 동안 채취된 림프는
분주하여 분석 시까지 -70°C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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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sition of lipid emulsion1)

Technologies, Inc.)와 불꽃이온화검출기(flame ioniza-

Ingredient

Amount

tion detecto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컬럼은 DB-23[(50

C-Cholesterol, kBq
Cholesterol, µmol2)
Triolein, µmol2)
Na-taurocholate, µmol2)
α-Tocopherol, µmol2)
Retinol, nmol2)
Filtered coffee, mL3)
PBS buffer, mL, pH 6.4

33.3
20.7
452.0
396.0
3.1
75.4
0.0 (Control) & 10.0 (Coffee)
24.0

%-cyanopropyl)-methyl polysiloxane; 0.15 µm, 0.2 mm;

14

1)

Prepared using a ultrasonicator.
Cholesterol (99%,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triolein (95%, Sigma-Aldrich), Na-taurocholate (Sigma-Aldrich),
α-tocopherol (97%, Sigma-Aldrich), retinol (Sigma-Aldrich).
3)
Coffee extract dose calculation: Based on daily human caloric
intake (8,360 kJ), rat’s daily calories (if rats consume 20 g/d)
are 334 kJ, which gives a ratio factor, 25 (8,360/334＝25). So
we assume that 10 mL filtered coffee for rats is equal to 250
mL coffee for humans. Rats were infused for 8 h with a lipid
emulsion without (Control) and with 10 mL filtered coffee
(Coffee).
2)

60 m, Agilent J&W, Inc., Santa Clara, CA, USA]이며 분
리 온도 조건은 250°C에서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나타내
었고 모든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means±SD)로 나타내
었다. 또한 P의 값이 0.05 이하일 경우 유의적인 차이가 있
다고 판단하였다.

결과 및 고찰
여과커피의 chlorogenic acid, caffeine 함량
Chlorogenic acid는 1.34±0.09 mg/mL, caffeine은 1.16
±0.08 mg/mL로 분석되어 여과커피 1잔(250 mL) 기준으
로 chlorogenic acid 335 mg, caffeine 290 mg이 함유된

림프

14

C-콜레스테롤 분석

시간마다 림프로 흡수된

것으로 나타났다(data not shown). Chlorogenic acid는
14

C-콜레스테롤을 측정하기 위

quinic acid에 caffeic acid가 에스터 결합을 한 구조체로

해 섬광보조액(Ready safeTM, Beckman Coulter Inc., Brea,

커피에 함유된 대표적인 폴리페놀 화합물이다. Chlorogen-

CA, USA) 5 mL에 림프 시료 100 μL를 넣은 후 잘 섞어주었

ic acid는 사과, 배, 감자, 당근, 가지 등의 과채류, 와인, 올리

다. 액체섬광계수기(liquid scintillation counter, Wallac

브 오일, 커피콩 등에 다량 존재하며(Santana-Galvez 등,

1414, PerkinElmer Inc.,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2017), 특히 커피콩의 경우 그 함량이 열처리(roasting) 정

방사선 활성도(radioactivity)를 측정하였다. 시간당 3 mL

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im 등

씩 총 8시간 동안의 지방유화액에 포함된 콜레스테롤 방사

(2017)은 커피 생두 분말 시료(10 g)에서 추출한 chloro-

선량을 100% dose로 기준을 두고 림프로 흡수된 방사선량

genic acid의 함량(310 mg/50 mL)이 배전 시간이 증가함

을 비교하여 퍼센트 농도(% dose)로 계산하였다.

에 따라 최대 생두 전체 함량의 2%(5.9 mg/50 mL)까지
감소한다고 보고하여 열처리가 chlorogenic acid 함량에 큰

림프 내 중성지질 분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커피

림프 속 중성지질을 지방산의 형태로 측정하였다. 림프액

분말(12 g) 추출물의 chlorogenic acid 함량을 50 mL 기준

을 0.5 N methanolic NaOH로 가수분해 시킨 후 메틸화시켜

으로 환산했을 때 약 67 mg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아 중배전

GC(GC 7890A, Agilent Technologies, Inc., Wilmington,

커피 시료의 특성상 예측된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E, USA)로 측정하였다. 지방산은 palmitic acid(16:0),

여과커피의 chlorogenic acid와 caffeine 함량과 관련해서

stearic acid(18:0), oleic acid(18:1), linolenic acid(18:2),

Fujioka와 Shibamoto(2008)는 미국에 시판 중인 7개 배전

arachidonic acid(20:4), docosahexaenoic acid(22:6)를

된 커피를 사용하여 분말 1 g당 각각 5.3~17.1 mg, 10.9~

분석하여 측정하였고, 측정된 지방산을 모두 더하여 총 지방

16.5 mg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Farah와 Lima(2019)도

산 값을 구하였다. 림프 100 µL와 내부 표준지방산(17:0)

최근의 연구에서 여과커피의 chlorogenic acid 함량이 100

200 µL를 넣고 혼합용매(chloroform : methanol, 2:1, v/v)

mL당 24.2~156.8 mg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Kim 등

4.8 mL를 넣어 2시간 동안 추출하였다(Folch 등, 1957).

(2013b)은 국내에 시판 중인 커피 5개 브랜드 레귤러 커피의

총 부피의 20%에 해당하는 증류수를 넣어 상층액은 제거하

chlorogenic acid와 caffeine 함량을 조사하였는데, chlo-

TM

고, N2 농축기(N-EVAP

111, Organomation Associates

rogenic acid의 경우 한 잔당(300 mL 기준) 5.17~17.1 mg

Inc., Berlin, MA, USA)를 이용하여 하층액을 휘발하였다.

이었고, caffeine의 경우 74.4~146.3 mg으로 보고하였다.

0.5 N methanolic NaOH 1 mL를 첨가하고 100°C의 끓는

본 연구에 사용된 여과커피의 chlorogenic acid와 caffeine

물에 15분간 반응시켰다. 14% BF3(boron trifluoride)를 2

의 함량은 각각 국내 브랜드보다는 상당히 높았고 미국 현지

mL 첨가하고 다시 15분간 반응시켰다. 실온에서 식힌 후

나 외국 현지에서 시판 중인 커피의 함량과 유사한 수준이라

2 mL의 petroleum ether와 과포화된 NaCl 2 mL를 혼합하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chlorogenic acid

여 원심분리 하였다. 완성된 시료는 GC(GC 7890A, Agilent

와 caffeine의 함량은 배전 시간이나 추출조건(온도), 그리

여과커피의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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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브랜드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타났다(Fig. 1). Fig. 1에서와 같이 지방유화액 공급 초기의

Cho 등(2010)은 chlorogenic acid의 섭취는 소장 세포

콜레스테롤 흡수율은 그룹 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다가 2

내 콜레스테롤을 에스테르화하여 림프순환계로 배출시키는

시간째부터 커피군의 흡수율이 유의적으로 억제되어 8시간

acyl CoA:cholesterol acyl-transferase(ACAT)를 억제

째까지 지속해서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평균

함으로써 콜레스테롤의 소장흡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흡수율 또한 각각 4.77±0.40% dose/h, 3.13±0.72% dose/

고 보고하였다. 또한 Santos와 Lima(2016)는 chlorogenic

h로 나타나 두 그룹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acid가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합성을 조절하는 효소인 HMG-

식이성 지방을 대표하는 18:1을 triolein의 형태로 지방유

CoA reductase 활성을 감소시키며, 이를 조절하는 sterol

화액에 포함하였고, 흡수된 중성지질의 주요 지방산으로는

regulatory element-binding protein 1C(SREBP-1C)를

16:0, 18:0, 18:1, 18:2, 20:4, 22:6 등을 분석하여 총 지방

억제해 콜레스테롤 합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러

산량으로 나타냈다. 8시간 동안 흡수된 18:1의 총량은 대조

한 폴리페놀 화합물을 함유한 식물성 식품들이 간 내의 지질

군 738.94±58.53 µmol, 커피군 593.15±117.05 µmol로

대사에 영향을 미쳐 간 중량을 감소시키고, 지질 과산화 반

여과커피의 공급이 18:1의 흡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킨 것

응을 억제하며 뛰어난 항산화 활성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된

으로 나타났다(Table 3, Fig. 2). 이전 선행연구(Seong,

바 있다(Cha와 Cho, 1999; Oh와 Yoon, 2017; Kim과 Ahn

2016)에서 20 g으로 추출한 여과커피는 8시간 동안 콜레스

2014). 커피의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인 caffeine은 적당량

테롤의 흡수율을 감소시켰지만, 중성지질의 흡수율은 오히

섭취하면 운동 중 지질대사를 활성화해 유리지방산의 사용

려 유의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unpublished da-

을 증가시켜 글리코겐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

ta). 반면에 이번 연구에서의 중요한 발견은 사람의 하루 1

다(Cha, 1997). 또한, 체내에서 카테콜아민의 방출을 자극

잔(1 serving size)에 해당하는 양(12 g)으로 여과한 커피를

하여 체지방 분해를 촉진시켜 항비만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

공급했을 때, 콜레스테롤의 소장흡수율이 유의적으로 감소

어(Zheng 등, 2004; Jung 등, 1981) 여과커피의 체내 지질
강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고 판단된다.

향은 Table 3 그리고 Fig. 1, 2와 같다. 8시간 동안 분비된
림프의 양은 대조군 20.96±2.52 mL, 커피군 12.56±3.93
mL로 여과커피의 공급은 림프 분비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유화액 주입 2시간째부터 8시간째까지 지속

C-Cholesterol absorption .
(% dose) .

여과커피가 콜레스테롤과 지질의 소화흡수에 미치는 영

Coffee

*
30

(2016)에 의하면 커피 추출물의 공급이 림프 분비량을 유의
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
10

Fatty acids

Control (µmol)

Coffee (µmol)

16:0
18:0
18:1
18:2
20:4
22:6

66.44±8.92
24.69±2.48
*
738.94±58.53
45.41±5.82
25.41±2.34*
4.69±1.54

55.81±7.86
25.09±9.04
593.15±117.05
44.92±11.16
18.64±2.63
4.67±3.11

Values are mean±SD, n=5. Asterisks (*)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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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h)

Fig. 1. Cumulative intestinal absorption of 14C-cholesterol in
rats infused with a lipid emulsion containing filtered coffee for
8 h.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5. Asterisks (*)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1000

Lymphatic absorption of .
oleic acid (µmol) .

Table 3. Cumulative intestinal absorption of fatty acids in rats
infused with a lipid emulsion containing filtered coffee for 8 h

*

1

콜레스테롤의 소장흡수율은 8시간 동안 대조군 38.16±
급으로 콜레스테롤의 흡수가 약 30.84% 감소한 것으로 나

*

*

나타내었다.
3.18% dose, 커피군 25.01±5.75% dose로, 여과커피의 공

*

20

shown). 림프분비량이 많다고 해서 림프 속 지질량이 비례
지질 흡수와 관련한 참고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Seong

*

40

0

적으로 커피군의 림프양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data not
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비되는 림프의 양을 소장

Control

14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소장흡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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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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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umulative intestinal absorption of oleic acid in rats
infused with a lipid emulsion containing filtered coffee for 8
h.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5. Asterisks (*)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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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동시에 중성지질의 흡수율 또한 유의적으로 억제되

통해 대부분 제거되므로 혈중 지질 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었다는 사실이다. 이 두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다(Rodrigues와 Klein, 2006; Higdon과 Frei, 2006). 다른

커피 추출물의 농도가 높아지면 콜레스테롤 흡수율은 억제

연구에서도 비여과식 커피가 여과식 커피보다 혈청 총 콜레

할 수 있지만 중성지질 흡수율은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스테롤과 중성지질을 높이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여

것을 밝혀낸 연구라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본 실험조건에서

(Kwon 등, 2006; Dullaart 등, 2007; Boekschoten 등,

적절한 양의 커피는 지방대사 관련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지

2005), 여과하지 않은 커피에 함유된 cafestol과 kahweol

만, 지나친 양의 커피는 중성지질의 대사에 도움이 되지 않

이 지질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는다는 것이다. 또한 Table 3에서와 같이 여과커피의 공급으

여과커피의 지질개선 효과와 관련한 기전 연구나 소장에

로 지방유화액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인성 지방산의 흡수율

서의 지질흡수 억제 현상과 관련한 보고는 미비한 수준이다.

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20:4의 소장흡수는 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커피에 존재하는 chlorogenic acid,

피군에서 유의적으로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대조군 25.41

caffeine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십이지장, 소장에

±2.34 µmol, 커피군 18.64±2.63 µmol). 8시간 동안 림프

서의 지방 흡수, 유화, 가수분해, 소장 세포벽 진입 등의 대사

로 흡수된 총 지방산량은 대조군 905.57±78.64 µmol과 커

를 억제할 가능성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먼저

피군 742.27±134.45 µmol로 나타나 여과커피의 공급이 총

Mitani 등(2017)이 연구한 in vitro 실험에 따르면 커피의

지방산량의 흡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활성 물질은 지방세포에 영향을 미쳐 지질 흡수를 억제

(Table 3). 식이성 지질의 소화 과정에서 분비되는 담즙에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커피의 주성분인 caffeine

인지질, 콜레스테롤과 같은 내인성 지질이 존재한다(Hay와

이 Caco-2 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8과 PAI-1

Carey, 1991). 여과커피와 함께 유화된 식이성 지질을 지질

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3T3-L1 지방세포에

유화액 형태로 십이지장으로 공급했을 때 커피의 영향은 이

서 지질 축적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ho 등

러한 내인성 지질에는 거의 미치지 않고 대부분 식이성 지질

(2010)은 고지방식이에 chlorogenic acid와 caffeine을 각

(콜레스테롤과 triolein)의 소화 및 흡수과정에만 직접적으

각 0.02% 첨가한 결과, 소장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을 에스테

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르화하여 림프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ACAT가 실험군

현재까지 커피의 지질개선 효과를 보고하는 논문들은 다

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Ontawong 등

수 존재한다. Park(2010)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 커피의

(2019)은 in vitro 실험을 통해 커피의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

투여가 실험동물의 혈중 LDL-콜레스테롤의 농도는 감소시

이 소장세포 안으로 콜레스테롤을 들여보내는 Niemann-

키고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Pick C1-Like 1(NPC1L1)의 활성을 감소시키고, 미셀에서

Feyisa 등(2019)은 커피의 투여가 고과당 식이를 공급한

의 콜레스테롤 용해도를 감소시켜 콜레스테롤 미셀의 운반

실험동물의 혈중 LDL-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농도를 감소

을 40%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위 보고들은 in vivo 상

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Kim 등(2008)은 커피의 주요

태에서 실험동물에 여과커피를 공급하는 것은 콜레스테롤

성분인 caffeine의 투여가 실험동물의 혈중 총 지방량, LDL

의 소장흡수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인 본 연구와 아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농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과커피의 유효

그러나 커피가 혈중 지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

성분들이 순차적으로 십이지장과 소장 내 ACAT의 활성을

결과들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In vivo 실험에서 커

억제하고 미셀로의 지질 운반을 감소시켜 최종적으로 콜레

피의 섭취는 혈중 LDL-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의 농도는 높

스테롤과 지방산의 흡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이고 HDL-콜레스테롤의 농도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

실험동물의 caffeine 섭취는 림프 내로 흡수되는 콜레스테

였고(Rakiciogalu 등, 1998), caffeine을 첨가한 식이의 섭

롤양과 지방산의 분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Wang

취는 실험동물의 간 조직 중성지질과 총 콜레스테롤 함량을

등(2006b)의 연구와 유사하다.

높였다고 보고하였다(Song, 1993; Cho 등, 1989). 이처럼

나아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여과커피의 콜레스테롤 흡수

커피의 섭취와 혈중 지질 농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설명

억제 효과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이용하여 지질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연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흡수 실험을 한 연구를 통해 추측해볼 수 있다. 폴리페놀

연구 설계과정에서 정해지는 원두의 종류, 농도, 시간, 추출

성분이 많이 함유된 녹차를 이용하여 in vitro 실험을 진행하

하는 방법 등에 따라 커피에 함유된 성분들이 달라지는데,

였을 때, 녹차추출물은 지방유화구의 크기 증가로 인해 표면

지질대사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추출 방식에 따른

적이 감소하며 지방구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킴으로

커피의 cafestol과 kahweol 함량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써 지질 흡수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Juhel

커피 지질 함량의 20%를 차지하는 cafestol과 kahweol은

등, 2000). 탄닌과 카테킨은 pancreatic lipase와 phos-

식이요법에서 알려진 가장 강력한 콜레스테롤 증가 화합물

pholipase A2의 활성을 억제시킴으로써 지질이 소장으로 들

로서 비여과식 커피에는 잔존하여 혈중 지질에 부정적인 영

어오는 것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다(Wang 등, 2006a;

향을 미치지만, 여과식 커피에서는 이 성분들이 여과지를

Lindahl과 Tagesson, 1997). 또한 아로니아 추출물을 Caco

여과커피의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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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방산 또한 여과커피의 공급으로 소장

는 NPC1L1과 scavenger receptor class B type 1의 발현

으로 흡수된 양이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폴리페

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고, 장세포로 들어온 콜레스테롤을

놀성 물질이 풍부한 여과커피 1~2잔의 섭취만으로도 콜레

바로 소장으로 역배출시키는 운반체인 ABCG5와 ABCG8

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소장흡수를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함으로써 아로니아 추출물이 장내

증명하였다.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 2013a). 이는 식물성 스테롤이 NPC1L1의 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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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은 풍부하나 지질대사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afestol과 kahweol 성분이 제거
된 여과커피의 섭취는 소장에서의 지질 흡수를 억제하거나
미셀 복합체 형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효소들의 발현을
변화시켜 림프로 흡수되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양을
억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여과커피를 하
루 1~2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지질의 체내흡수를 억제할 수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와 중성지질의 농도를 감소시켜
나아가 항비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수준의 여과커피 섭취량을 설정해보고 여과커피의 생
리활성 물질이 소화흡수 과정 중 정확히 어떤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여과커피가 실험동물의 소장에서 콜레스테
롤과 중성지질의 흡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
해 in vivo 상태에서 림프관 우회 수술을 진행하였다. 먼저
실험에 사용한 여과커피의 chlorogenic acid, caffeine 함량
을 측정하였다. 십이지장 주입관과 림프 채취관을 삽입하여
림프관을 우회시킨 후 실험동물의 십이지장으로 연결된 주
입관으로 33.3 kBq

14

C-콜레스테롤, 20.7 µmol 콜레스테

롤, 396.0 µmol Na-taurocholate, 452.0 µmol triolein, 3.1
µmol ɑ-tocopherol, 75.4 µmol retinol, PBS buffer(pH
6.4)가 포함된 지질유화액을 공급한 대조군과 추가로 여과
커피 10 mL를 혼합한 커피군으로 나누어 시간당 3 mL씩
총 8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주입하였다. 림프는 시간마다 채
취하였고, 림프로 흡수된

14

C-콜레스테롤과 림프에 존재하

는 중성지질을 올레산과 기타 지방산의 형태로 분석하였다.
총 8시간 동안 분비된 림프의 양은 대조군 20.96±2.52 mL,
커피군 12.56±3.93 mL로 커피군에서 림프액의 양이 유의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8시간 동안 소장으로 흡수된
14

C-콜레스테롤은 대조군 38.16±3.18% dose, 커피군 25.01

±5.75% dose로 나타나 여과커피의 공급으로 콜레스테롤
의 흡수가 유의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방산
중 올레산의 소장흡수량은 커피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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