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imicrobial and Antioxidant Effects of Functional Healthy Drinks from Some 
Medicinal Herbs and Coffee Mixture

In Hae Kim
1
, JinKyun Kim

2
 and Jae Hwa Lee

1
*

1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College of Medical & Life Science, Silla University, Busan 46958, Korea 

2The Gil Wondu Coffee, Kyungnam 50595, Korea

Received December 11, 2015 /Revised August 5, 2016 /Accepted October 13, 2016

In this study, our investigated the antioxidant activities and compared other bioassay including anti-
microbial, antifungal activities and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functional healthy drinks from some 
medicinal herbs and coffee mixture. The kind of medicinal herbs, chaga mushroom (Inonatus obliqurs), 
moringa (Moringa Oleifera), gravila (Anona muricata), mulberry (Morus alba), Dioscoreaceae (Dioscorea 
quinquelaba), Berberidaceae (Epimedii Herba), Asteraceae (Artemisia capillaries) and siberian ginseng 
(Acanthopanax senticous,). The functional healthy drinks, named C1, C2, C3, C4, C5, C6 and C7 were 
summered in Table 1. The in vitro antimicrobial activity was examined against Gram positive bacteria, 
Gram negative bacteria and a fungus. The functional healthy drinks were broad spectrum of anti-
microbial activity without antifungal activity against Candida albicans KCTC7965. In particularly, the 
C7 showed strong activity against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CCARM3089, CCARM 
3115 and CCARM3561. And, the C7 showed 88% of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 on 0.5 mg/ml using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method. Functional healthy drink C7 was mulberry extracts 
from Morus alba, chaga mushroom from Inonatus obliqurs and moringa from Moringa olifera in addition-
ally coffee extracts. Its results confirm that the potential use of mulberry extracts as a good source 
of antibacterial compounds or as a health promoting food and health dr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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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음료는 갈증해소나 기호 충족, 심리적 위안, 건강보조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식품군으로 기능성 음료는 건

강에 도움이 되며 인체 내에서 특정한 역할을 해줌으로써 건

강을 개선해 주는 "Medical Food" 개념의 음료로 섭취 시, 다

이어트, 두뇌 활성화, 콜레스테롤 저하와 같은 체내 개선 효과

를 지닌 음료를 말한다[5, 22]. 이러한 건강음료에 대한 소비자

들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호식품으로만 인식되어 

오던 커피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커피의 

항균, 항암, 항산화 활성 등이 보고되고 있다. 커피는 다른 식

품에 비해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 함량이 높아서 기호식

품을 넘어서 약리적인 효과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26].

차가 버섯(Inonatus obliquus)은 자작나무에 자생하는 버섯

으로 암, 위염, 궤양 및 결핵치료에 주로 이용하였다[1]. 최근 

연구를 통해 polyphenolic 화합물, triterpenoide steroid와 be-

tulin 등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 13]. 박 등[29]은 차가 버섯 내 polyphenolic 화합물이 체내 

림프구에서 DNA로의 산화적 손상 예방효과를 보고하였다. 

모링가(Moringa Oleifera)는 9 가지의 필수아미노산과 비타민

의 함량이 높으며 잎과 줄기 씨앗은 약재로 쓰인다[34]. 특히 

모링가 잎은 다량의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활

성[17, 20], 피부개선효과[21], 유방암 억제작용[4] 및 항당뇨 

활성[27] 등이 보고되어 있다. 가시여지라고 불리는 그라비올

라(Anona muricata)는 주로 약용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생리활

성 물질을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산지는 열대에 분

포하며 국내에서는 재배하는 나무의 잎은 약용으로 끓여 먹

고, 유럽과 미국, 남미에서는 과육을 상용하며, 섬유질과 단백

질, 비타민, 무기질인 칼륨과 인이 풍부한 식물로 알려져 있으

며, 활성은 항암,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12, 30]. 가시오가피(Acanthopanax senticous)는 한반

도와 중국에 자생하는 다년생 낙엽관목으로서 고전 한의서에

서는 발산, 구풍 작용 등의 대사 촉진제와 강장제, 기관지 천식 

치료, 근 골격 증진, 항암, 항노화에 효과적이며 약리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3, 7, 25]. 뽕나무 열매인 오디

(Morus alba)는 안토시아닌 계통의 색소를 다량 함유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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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항염증 및 항바이러스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28]. 단풍마(Dioscorea quinquelaba)는 마과(Dioscoreaceae), 

마속(Dioscorea Linne)에 속하는 다년생 덩굴식물로 그 뿌리는 

진해작용, 거담작용, 천식억제작용, 혈압강하작용 등이 있다

고 알려져 있다[15]. 그 외에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료로는 

음양곽(Epimedii Herba)은 삼지구엽초(Epimedium koreanum) 

혹은 기타 동속 근연식물(Berberidaceae)의 지상부를 건조한 생

약으로써 한방에서는 정장제로 사용되고 있고[9], 그 외의 재

료들로는 인진쑥(Artemisia capillaries)도 첨가하여 기능성 건강

음료의 재료로 사용하였는데 알려진 대로 쑥은 항암치료와 

관련된 식용작물로써 많이 섭취되고 있으며, 쑥의 성분 및 약

리 작용은 널리 알려져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약용 식물을 이용하여 일곱 종

류의 기능성 음료를 제조 하였으며 항균활성을 조사하였다. 

Gram positive bacteria와 Gram negative bacteria 및 항생제

내성균주에 대한 항균활성도 수행하였다. 항생제 내성균주로

는 Methicillin Resistance Staphylococcus aureus (MRSA)를 사

용하였고. 특히 MRSA는 1940년 penicillin이 발견되어 광범위

한 살균력과 Staphylococcus aureus에 높은 살균력을 보여 왔으

나 1950년대에 penicillin에 대한 내성이 야기되고,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Penicillin Resis-

tance Staphylococcus aureus (PRSA)에 새로운 항생제로 methi-

cillin이 널리 사용되었으나 1961년에 영국에서 MRSA가 처음 

보고되었다. 이후 MRSA에 대한 병원 내 감염이 미국을 비롯

한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었고,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도 

MRSA 발생을 보고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병원 내 감염증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항생제

에 대한 내성 및 내성균주의 출현 빈도가 증가하여 문제시 

되고 있다[19, 23]. MRSA가 일반 Staphylococcus aureus와 다른 

점은 일반 Staphylococcus aureus가 methicillin에 감수성을 보

이는 반면 MRSA는 methicillin에 내성을 지닐 뿐 아니라, 베타 

락탐(β-lactam) 계열 항생제인 cephalosporin, ampicillin, na-

ficillin 및 거의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감

염 시 환자의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약용 식물을 이용하여 

일곱 종류의 기능성 음료를 제조 하였으며 원두커피를 첨가하

여 음용에 도움을 주었고 더불어 커피의 약리적인 시너지 효

과를 첨가하였다. 제조한 기능성 음료의 항균 활성 및 항곰팡

이 활성 및 항산화 활성 분석을 통해 식의약품 소재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기능성음료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기능성 건강음료의 재료로는 차가 버섯

(Inonotus obliquus, Russia), 모링가(Moringa Oleifera, Philip-

pines)와 그라비올라(Anona muricata, Philippines) 등을 각각 

러시아와 필리핀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고, 그 외에 단풍마

(Dioscorea quinquelaba), 음양곽(Epimedii Herba), 가시오가피

(Acanhopanax senticosus), 인진쑥(Artemisia Capillaris), 오디

(Morus alba) 등은 국내에 자생하는 원료를 사용하였다. 위에 

열거한 시료들은 60℃, 24시간 열수 추출하여 맛과 향을 첨가

하기 위하여 커피를 첨가하였으며, 커피는 더치 커피(Dutch 

coffee, cold brew)를 방식을 사용하여 추출하였으며, 각각의 

음료들은 농축 후, 동결 건조하여 -20℃에 보관하였다. 기능성 

건강음료의 구성성분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기기  시약 

본 연구에 사용한 UV-visible Spectrophotometer는 Mecasys 

(Korea), ELISA Multiscan Reader는 Thermo scientific 

(Finland), Fluorescence Spectrophotometer는 Infinite F200 

Pro(TECAN/Austeria) 제품을 사용하였다. 

Millex-LCR13 (0.5 μm), Ultra free-MC (0.45 μm)와 Syringe 

filter (0.45 μm)는 Water사(Miliford, MA, USA)에서 구입하였

고 Tryptic Soy Broth (TSB)와 Lactose-Boullin (LB), Muller- 

Hinton Broth (MHB) 및 Potato Dextrose Broth (PDB)는 Merk

사(Darmstadt, Germany)에서 L-ascorbic acid, 1,1-diphenyl- 

2-picrylhydrazyl (DPPH) 및 Folin-Ciocalteu phenol Reagent

는 Sigma (St. Louis MO, USA)로 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HPLC-grade의 EtOH, H2O는 TEDIA (Ohio, USA)에서 구입

하였고, 그 외에 모든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항균활성

제조된 기능성 음료의 항균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Radial 

diffusion assay법을 사용하였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24]. 

Escherichia coli D31을 37℃로 TSB에서 mid-logarithmic phase

까지 배양한 후 1.0 M phosphate buffer solution (pH 6.7)으로 

세 번 세정한 균배양액 1.0 ml(OD570=0.1, 5×107 CEU/ml)을 LB

와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준비된 LB 배지에 시료를 분주하여 

37℃, 18시간 배양 후 clear zone의 크기로 활성을 측정하였다.

최소 해농도

각 기능성 음료의 MIC (Minimal Inhibitory Concentra-

tions)를 조사하기 위해 Gram positive bacteria로는 Bacillus 

subtilis PM125, Micrococcus luteus KCTC1056 및 Staphylococcus 

aureus KCTC1946을 항생제내성 균주로는 Methicillin Resis-

tance Staphylococcus aureus (MRSA) CCARM3561, CCARM 

3115, CCARM3089 등을 사용하였고, 균주는 항생제내성 균주

은행(Culture Collection of Antimicrobial Resistant Microbes, 

CCARM)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Gram negative bacteria

로는 Escherichia coli D31, Escherichia coli KCTC1184, Enterob-

acter areogense KCTC2190, Klebsiella pneumonia KCTC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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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paration of functional health drinks by mixing rate of materials (g/l)

Sample name Sample Concentrations (g/l)

Healthy drink C1

Chaga mushroom (Inonatus obliquus)

Moringa (Moringa oleifera)

Coffee

 5.0 g/l

 1.0 g/l

10.0 g/l

Healthy drink C2

Chaga mushroom (Inonatus obliquus)

Moringa (Moringa oleifera)

Graviola (Anona muricata)

Coffee

 5.0 g/l

 1.0 g/l

 1.0 g/l

10.0 g/l

Healthy drink C3

Chaga mushroom (Inonatus obliquus)

Moringa (Moringa oleifera)

Dioscorea quinquelaba 

Coffee

 5.0 g/l

 1.0 g/l

 2.0 g/l

10.0 g/l

Healthy drink C4

Chaga mushroom (Inonatus obliquus)

Moringa (Moringa oleifera)

Siberian ginseng (Acanhopanax senticosus)

Coffee

 5.0 g/l

 1.0 g/l

 1.0 g/l

10.0 g/l

Healthy drink C5

Chaga mushroom (Inonatus obliquus)

Moringa (Moringa oleifera)

Epimedii herba

Coffee

 5.0 g/l

 1.0 g/l

 1.0 g/l

10.0 g/l

Healthy drink C6

Chaga mushroom (Inonatus obliquus)

Moringa (Moringa oleifera)

Artemisia capillaris 

Coffee

 5.0 g/l

 1.0 g/l

 1.0 g/l

10.0 g/l

Healthy drink C7

Chaga mushroom (Inonatus obliquus)

Moringa (Moringa  oleifera)

Mulberry (Morus alba)

Coffee

 5.0 g/l

 1.0 g/l

 1.0 g/l

10.0 g/l

Pseudomomas areoginosa KCTC2004, Salmonella typhimurim 

KCTC1925, 그리고 어병세균으로는 Vibrio parahaemolyticus 

KCTC2471를 사용하였다. 이 균주들은 한국미생물자원센터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 KCTC)에서 분양 받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MIC 측정은 broth dilution method를 사용하였다[24]. 각각

의 균주는 농도를 Muller-Hinton broth에 흡광도 1.0 ml(OD570 

=0.1, 5×107 CEU/ml)로 조절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고 96 well 

plate에 균 배양액 Muller-Hinton broth 100 μl와 시료인 기능

성 건강음료를 농도별로 희석한 용액 100 μl를 차례대로 첨가

하여 37℃, 18시간 배양 후, ELISA Multiscan Reader (Thermo 

scientific, Finland)를 이용하여 630 nm에서 측정하였다. 어병 

세균인 Vibrio parahaemolyticus  KCTC2471는 30℃에서 배양하

여 실험에 적용하였다. 

항곰팡이 활성 

항곰팡이 활성 측정은 liquid growth assay method로 측정

하였다[8]. Candida albicance KCTC7965는 Potato Dextrose 

Broth를 이용하여 30℃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곰팡이의 농

도는 1×106 CFU/ml이 되도록 희석하여 96 well plate에 곰팡

이 배양액과 각 시료를 혼합 한 후 30℃에서 48시간 배양 후, 

ELISA Multiscan Reader (Thermo scientific, Finland)를 이용

하여 630 nm에서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각 기능성 음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AOAC의 Folin- 

Denis법을 일부 변형하여 비색하였다[31]. 그 방법을 살펴보면 

시료 100 μl에 2% sodium carbonate (Na2CO3) 2.0 ml을 혼합 

후, 3분간 실온에 정치한 다음, 1.0 N Folin-Ciocalteu phenol 

Reagent (Sigma, St. Louis, MO. USA)를 2.0 ml, 첨가하여 2

5℃에서 30분간 반응하였다. 그 후, ELISA Multiscan Reader 

(Thermo scientific, Finland)를 이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표준시약으로 이용하여 정량 하였

다. 

항산화 활성(DPPH 라디칼 소거능)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항산화 측정 실험은 DPPH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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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al Healthy Drinks
Fig. 1. Total polyphenol contents expressed gallic acid equiv-

alents in functional healthy drinks.

diphenyl-2-picrylhydrazyl) 방법으로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측정하였다[18]. 에탄올에 용해한 0.2 mM DPPH 

용액 60 μl와 농도별로 조제한 시료용액 120 μl를 96 well plate

에 넣어 실온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Multiscan 

Reader (Thermo scientific, Finland)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시료로는 Sigma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의 L-ascorbic acid (Vit. C)를 사용하였고, 

시료의 최종농도는 2.0, 1.0, 0.5, 0.25, 0.12 및 0.06 mg/ml이 

되도록 제조하였다. 이때 유효농도 50(EC50) 값은 free radical 

소거가 50% 감소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농도(Effect concen-

tration, EC50, mg/ml)로 표기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er 

activity (%)는 시료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

타내었다.

RSA(%)={1-시료첨가군의 흡광도/무첨가군의 흡광도}×100

결과  고찰

항균활성  항공팡이 활성

각 기능성 음료의 항균활성 측정을 위해 시료를 동결건조 

후 각각의 농도에 맞추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항균 및 항곰팡

이에 대한 활성인 최소저해농도(MIC,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를 살펴보면 Gram positive bacteria인 B. sub-

tilis PM125와 M. luteus KCTC1056에 대하여는 기능성 음료 

C1에서 C7까지 활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에 황색포도상 

구균인 Staphylococcus aureus KCTC1916에 대한 활성은 C4, 

C5, C6 및 C7까지 활성을 나타내었다(Table 2). 황색포도상 

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병원성 세균의 하나로서 식중독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 중

이염, 방광염 등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으며, C4에서 C7의 활성 농도는 0.25 mg/ml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C3의 단풍마(Dioscorea quinquelaba)와 C2 

(Anona muricata)의 그라비올라에서는 항균활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C4, C5, C6 및 C7의 시험군에서 항균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차가 버섯과 모링가에 약용식물을 첨가

하여 음료를 만들 경우 강한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

다. 특히, C7인 경우 Staphylococcus aureus에서 뿐만 아니라 

항생제 내성균주인 MRSA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

cus aureus) CCARM3089에서 0.06 mg/ml, MRSA CCARM 

3115 0.06 mg/ml, MRSA CCARM3561 0.06 mg/ml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항생제 내성균주인 MRSA에 대하여 낮은 농도에

서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면역기능 활성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며, 기능성 음료로서 좋은 장점이 될 것

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Gram negative bacteria를 살펴보면 Escherichia 

coli D31에서 1.0 mg/ml의 농도에서 C1에서 C7의 모두 활성

을 나타내었고, 다른 Gram negative bacteria인 Escherichia coli 

KCTC1184, Enterobacter areogense KCTC2190, Klebsiella pneu-

monia KCTC2208, Pseudomomas areoginosa KCTC2004, Salmo-

nella typhimurim KCTC1925에는 활성을 보이지 않았고, 또한, 

어병세균인 Vibrio parahaemolyticus KCTC2471에 대한 활성도 

관찰 할 수 없었다.

항곰팡이 활성은 Candida albicance KCTC7965에 대한 활성

을 보이지를 않았다. 따라서 항균활성은 Gram negative bac-

teria보다 Gram positive bacteria들에게 더 강한 활성을 나타

내었고, 특히 Staphylococcus aureus와 MRSA에 대한 활성을 

나타내는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오디 추출물인 C7은 항생제 

내성균주에 낮은 농도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장점을 보여

주었으며 기능성 음료의 좋은 재료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  항산화 측정  

폴리페놀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산

물의 하나로 항산화 작용, 항혈전, 고지혈증 및 지방간 억제작

용 등의 활성을 지니고 있다. 페놀의 함량은 ROS에 의한 세포

수준이나 DNA 등의 손상을 억제하기에 위한 방어 메커니즘

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2, 35]. 일곱 종류의 기능성 음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고, gallic 

acid로 정량 시 좋은 직선성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를 보면 

C1; 6.20 mg/g, C2; 5.93 mg/g, C3; 5.09 mg/g, C4; 5.00 mg/g, 

C5; 3.79 mg/g, C6; 7.37 mg/g 및 C7; 6.88 mg/g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을 보면 가장 높은 총 폴리페놀 함량

을 나타내는 기능성 음료로는 인진쑥을 첨가한 C6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장 낮은 함량를 지닌 기능성 음료인 C4보다 2배 

정도 높은 총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항

산화 활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항균활성에 있어서 박테리아의 

세균막과 반응함에 있어서 페놀 화합물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Gram positive bacteria인 Staphylococ-

cus aureus와 MRSA에 특이적인 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포

막 구성인 LPS (Lipopolysaccharide)에 상호작용하여 항균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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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different func-

tional healthy drinks in C1 (A), C3 (B) and C7 (C).

                 Functional Healthy Drinks

Fig. 3.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different func-

tional healthy drinks. EC50 values (0.5 mg/ml) were de-

fined as the sample concentrations required for 50% the 

radical to be scavenged.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실험적 기법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각 기능성 건강음료는 전자 공여를 통한 free radical 소거능

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DPPH 방법을 이용하여 활성을 측정하

였다. DPPH는 안정한 유리기를 갖는 물질로 유황족 아미노산

과 방향족 아민 등의 물질과 만나면 유리기가 소거되어 탈색

되고,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free radical은 살아있는 조

직과 세포에 단백질 산화, DNA 손상과 더불어 지질 과산화의 

원인이 되며, 암, 종양 및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을 발생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33, 36].   

본 연구에서 각 기능성 음료를 동결 건조하여 건조중량으로 

단계별 농도에 맞추어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 2에 

표현하였으며, 먼저 C1의 결과인 Fig. 2A를 보면 2.0 mg/ml 

(100%), 1.0 mg/ml(65%), 0.5 mg/ml(50%), 0.25 mg/ml(48%), 

0.12 mg/ml(20%), 0.06 mg/ml(5%)를 나타내었고, Fig. 2B인 

단풍마(Dioscorea quinquelaba)를 첨가한 기능성 음료인 C3의 

경우 비교적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EC50의 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내었다. 차가 버섯(Inonatus obliquus)과 모링가

(Moringa oleifera) 오디 추출물(Morus alba)을 첨가한 C7의 경

우 본 실험에서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2C). 

오디 추출물을 첨가한 시료가 활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오디 

추출물이 free radical 소거능력이 뛰어나며, 항산화 활성이 항

균 능력과도 연결되어 박테리아 생체막과의 상호작용에 유리

하게 작용하여 항균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차가 

버섯, 모링가, 오디 추출물 및 커피는 기존에 많이 알려진 대표

적인 항산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시료들이며[6, 32], 

특히 오디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과즙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

한 결과가 C7의 항산화 활성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Fig. 3을 

보면 EC50인 0.5 mg/ml에서의 항산화 활성은 C7 (88%)이 가

장 높게 나타내었고 C5 (41%)가 제일 낮게 활성을 보였다. 같

은 농도에서 활성의 크기를 보면 C7 〉C3 ≧ C4 〉C1 〉C5 

≧C6 〉C2의 순으로 나타내었다. 최근에는 유해 활성산소가 

세포가 미치는 악영향을 방어해주는 항산화 식품이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C7은 항산화 활성

과 더불어 항균활성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항생제 내성

균주인 MRSA에도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기능성 음료

로써 좋은 재료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약리 활성이 있는 약용식물들

을 조합하여 마시기 어려운 맛과 향을 원두커피를 첨가함으로

써 마시고 쉽고 현대인에게 좀 더 친숙한 일곱 가지의 기능성 

음료를 제조하였다. 그 각각의 기능성 음료를 C1에서 C7으로 

명명하였으며, C1에서 C7의 항균활성과 항산화 및 총 폴리페

놀 함량을 측정하여 기능성 음료로서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능성 음료의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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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기능성 음료뿐 만 아니

라 고부가가치 기능성 건강 제품을 창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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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약용식물과 커피 혼합물로부터 기능성 건강음료의 항균  항산화 효과

김인혜1․김진균2․이재화1*

(1신라대학교 의생명과학대학 제약공학과, 2더 길 원두커피)

본 연구에서 기존의 생리활성이 알려진 차가 버섯(Inonatus obliquus), 모링가(Moringa oleifera), 그라비올라(Anona 

muricata), 단풍마(Dioscorea quinquelaba), 가시오가피(Acanhopanax senticosus), 음양곽(Epimedii herba), 인진쑥

(Artemisia capillaris), 그리고 오디(Morus alba) 추출물과 원두커피를 혼합하여 기능성 음료를 제조하였으며, 각각의 

음료를 C1에서 C7으로 명명하였다. 각 음료의 항균, 항곰팡이, 항산화 활성 및 총 폴리페놀 함량을 조사하였다. 

항균 및 항곰팡이에 대한 활성은 Gram positive bacteria인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하여 C4, C5, C6 및 C7이 

활성을 나타내었고, 특히 C7인 경우 항생제 내성균주인 MRSA에 대하여 강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Gram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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