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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ungtaejeon is a traditional tea introduced in the age of the Three States and is the only “Don-cha” culture in the world

that survived on the southwestern shore of Korea. To restore Chungtaejeon and to make the tea with consistent quality, the

microorganisms involved in traditional type fermentation of Chungtaejeon were isolated, and the tea was prepared with high

fermentation ability starters. The sensuous characteristics of Chungtaejeon were also examined. Only Bacilli were found in

3 and 5 year aged Chungtaejeon samples. The Lactobacilli were isolated from properly fermented kimchi and one of them

showed high growth capability in media containing green tea extract and also showed strong antagonistic activity against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 Salmonella, and E. coli. It was identified and named Lactobacillus

plantarum CHO25. Chungtaejeon was fermented with a single starter of L. plantarum CHO25 and with a mixed starter (L.

plantarum CHO25, Saccharomyces cerevisiae and Bacillus amyloliquefaciens CHO104). The single fermented sample had

the highest cell growth after 5 days of inoculation and the level decreased slowly thereafter. The mixed fermented sample

showed strong growth of S. cerevisiae. The highest hunter values were the a value of the single fermented sample and the

b value of the mixed sample. The single fermented tea showed the best incens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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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차는 수 백 여종을 헤아린다.

차나무의 품종, 차를 만드는 계절과 방법, 형상과 풍미에 따

라 다양한 종류의 차가 생산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발효 정

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의 발효는 찻잎의

산화 효소 작용과 효모, 곰팡이 등의 미생물들을 이용하는데

오랜기간 동안 찻잎을 쌓아 두거나 또는 발효를 유도하여 미

생물들의 작용이 일어나도록 한다. 이때 자연 발생적으로 생

기는 효모, 곰팡이의 작용에 의해서 차의 맛과 향이 결정되

며 대체적으로 발효차는 일반 녹차에 비해 맛이 부드러우며

누구나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발효중에 증가

되는 페놀화합물(Heo 등 2007)과 플라보노이드류가 발효차

의 기능성도 높여주므로 다양한 맛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

대와 함께 발효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청태전은

1940년대 까지 장흥, 강진, 해남 등 남해안 지방에서 제조되

던 한국 전통 고형차이다. 1940년 일본에 조선의 단차를 소

개한 책에는 전차, 단차와 함께 청태전(靑苔錢)이란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諸岡 & 家入 1991). 전차, 단차 형태의 덩이

차는 중국 당나라 때 유행한 것으로 불교의 유입과 함께 한

반도에 전래되어 귀족사회에 보급된 것으로 보이며(Jung

2002) 저장 및 이동이 편리하며 장기간 발효된 차 맛이 우수

하다는 특징이 있고 엽전 모양으로 차를 만들고 이것을 끓

는 물에 우려먹는 차 문화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Park 등 2008a). 청태전이란 명칭에 대

하여는 제다하여 건조시킨 돈차의 색깔이 파래(청태)와 유사

하기 때문에 돈차의 모양이 청태로 만든 것 같다는 데서 유

래된 지방 고유의 토속어라는 설(Jung 1990; Lee 2006;

Ryu 2007) 등 다양한 가설이 알려져 있다. 최근 발효차에 대

한 관심이 증대되어 청태전과 녹차 추출물의 생리활성 비교

(Park 등 2008b), 찻잎의 수확 시기에 따른 관능적 특성 및

화학성분(Park 등 2009a), 청태전의 숙성 기간에 따른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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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성분과 항균활성(Park 등 2009b) 등에 대한 연구가 보

고되었다. 청태전은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 사이에 찻잎을

따서 선별 후 증자하여 찧고 모양을 만들어 새끼줄로 꿰어

처마 등에 걸어 두고 필요시 빼내서 음용(Lee 2003; Park

등 2008c)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후 발효차로 구분되는

데, 반면 후 발효차로서의 구분 기준이 되는 관련 발효균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 청태전의 제조시 발효균을

접종할 경우 자연 상태에서 후 발표를 시키는 것보다 속성

으로 청태전을 제조할 수 있고, 균일한 품질의 차를 생산하

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 부분에 관한 연구도 없

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차의 대부분은 불 발효차인 녹차

이며 반 발효차의 경우에는 사찰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 제

조되고 있으며 상품화는 녹차에 비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녹차의 과잉생산과 일부 녹차제품의 잔류농약 검출 파동과

겹쳐 중국 보이차를 필두로 한 발효차 선호 경향으로 녹차

소비량이 급감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산 발효차를 대체할

우수한 전통 발효차의 개발 및 상품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수한 발효균을 적용한 청

태전 차의 속성 발효와 균일한 품질의 차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측면에서 청태전 차의 발효와 관련된 균을 분

리하였고 균을 접종하여 제조한 청태전 차의 품질 특성을 조

사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청태전으로부터 미생물 분리

전통 방식으로 제다된 청태전에서 어떤 미생물이 존재하

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조된 지 3년차 및 5년차 청태전

을 수집하여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을 탐색하고 분리하였

다. 미생물의 분리를 위해 청태전 1 g을 분쇄하여 10 mL 생

리식염수 용액(0.85% NaCl) 에 혼합한 시료들을 25oC에서

30분간 미생물을 추출하였다. 이추출액 일부를 취하여 생리

식염수 용액(0.85% NaCl)에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적정농도

로 NA(Nutrient Agar)배지에 도말하고 25oC에서 3일간 배

양한 후 나타난 균총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세균 균주들은

NB(Nutrient Broth)에서 활성화하여 최종농도가 20%의 글리

세롤을 포함하여 −70oC에서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효

모의 경우 수집된 시료들을 멸균한 생리식염수 용액 10 mL

에 첨가하여 현탁한 후 순차적으로 희석하여 penicillin과

streptomycin을 각각 50 µg/mL 함유한 PDA(potata dextrose

agar) 평판배지에 각각 도말하고 30oC에서 18시간 이상 배양

후 효모로 추정되는 균총을 1차 분리하였다. 분리된 균주들

을 PDA(potata dextrose agar) 평판 배지에 옮겨 3~5회 계

대 배양한 다음 단일 효모 균주를 분리하였다. 이때 분리된

효모들을 4oC 냉장고에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청태전 발효를 위한 유산균 분리

1) 김치로부터 유산균 분리

발효용 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차인 청태전을 제조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김치로부터 유산균의 순수분리

를 실시하였다. 즉, 최적으로 발효된 김치를 광주광역시와 전

라도 등지에서 수집하여 김치 시료를 마쇄하고 멸균 거즈로

여과 후 김치여과액을 적정배율로 희석하였다. 희석액을

Lactobacilli MRS Agar(Difco Co., France) 배지에 도말 후

35oC에서 24시간 이상 배양하였다. 배양 후 형성된 균총은

2% CaCO3가 첨가된 MRS배지에 백금이로 접종하여 투명환

을 형성하는 단일 균주를 유산균으로 분리하였다.

2) 분리된 유산균의 생육 및 항균활성 측정

분리된 유산균 중 녹차 잎에서 생육이 우수한 균을 분리

하기 위하여 녹차 잎을 분쇄하여 녹차가루 2 g에 물 98 mL

(2%)와 녹차가루 10 g에 물 90 mL(10%)의 농도로 첨가한

평판배지를 만들어 순수 분리된 유산균을 백금이 접종하여

35oC에서 24시간 이상 배양하면서 생육활성이 가장 우수한

유산균을 최종 선정하였다. 본 연구실에서 보유중인 고초균

과 효모에 대하여도 녹차잎 함유 배지에서 생육을 검토하여

발효에 사용할 균주를 선발하였다. 또한 항생제내성 균주은

행에서 분양받은 슈퍼박테리아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

구균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황색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살모넬라, 대장균

등의 병원성 미생물을 대상으로 하여 본 실험에서 분리한 유

산균의 항균활성을 검정하였다.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항균

성 유산균의 선발 실험은 병원성 미생물 생육에 유리한

Lactobacilli MRS Agar 배지와 MRS 배지를 이용하였고,

배양 온도 역시 25oC 정도로 병원균의 생장에 양호한 온도

범위로 배양하여 병원성 미생물 생육에 적합한 환경에서 길

항력이 우수한 유산균의 균주를 분리하였다. 식중독성 미생

물에 대해서 항균작용이 높은 유산균 균주의 분리는 교차획

선 시험법(cross streak test)으로 선발하였다. 즉, 분리 유산

균과 식중독균이 모두 생육할 수 있는 평판배지에 분리된 단

일 균주를 접종하고, 27~30oC에서 2일간 배양한 후 분리 균

주 가까이에서부터 직각으로 식중독균을 직선으로 접종한 다

음 30o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생육저지대의 길이를 측정하

여 저지대가 높은 균주를 선발하였다.

3) 분리된 유산균의 동정

김치 유산균 중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하여 항균력이 가

장 우수한 균주를 대상으로 Bergey’s Manual of Systematic

Bacteriology, Microbiological Method, The Procaryotes 등

의 방법에 의하여 미생물의 형태적 성질, 배양적 특성 및 생

리 생화학적 성질 등을 검토하여 김치에서 순수 분리한 유

산균을 동정하였다(Krieg & Holt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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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리된 미생물을 이용한 청태전 발효 및 미생물상 검토

1) 분리된 유산균, 고초균, 효모를 이용한 청태전 제조 및

발효

청태전을 제조를 위한 찻잎은 입하(5월 5일) 이후부터 하

지(6월 21일)까지의 기간 중에 딴 찻잎을 사용하였다. 전남

보성 지역에서 찻잎을 채취하여 굵은 줄기를 제거한 녹차 잎

을 선별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청태전 제조는 최대한 전통

의 방식에 따라 <Figure 1>과 같이 실시하였다. 선별된 찻잎

에서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어 깨끗하게 세척한 후 수분을 제거하였다. 세척과 수분

제거가 끝난 녹차 잎을 증자기에 넣고 121oC에서 15분간 찐

후 녹차 잎을 꺼내 가능한 잡균에 오염되지 않게 무균적으

로 절구에 넣고, 잎이 파쇄 되도록 곱게 찧었다. 곱게 파쇄

시킨 녹차 잎이 뜨겁지 않게 40oC 이하로 식힌 후 발효균을

약 1% 정도 접종하고 골고루 잘 섞이게 혼합하였다. 발효균

으로는 유산균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와 유산균과 녹차 배지

에서 생육이 좋았던 고초균과 효모를 혼합 접종한 경우로 나

누어 비교하였다. 발효균을 접종한 녹차 잎을 성형판에 넣고

성형시켰으며, 성형된 청태전은 배양기에 넣고 35oC에서 7

일 동안 1차 발효를 시켰다. 1차 발효가 끝난 청태전을 성형

판에서 꺼내어 35oC에서 7일 동안 2차 발효를 시킨 후 대나

무 꼬지에 끼워 속까지 완전히 마르도록 약 20일간 자연건

조를 시켰다. 건조가 완전히 끝난 발효차는 한지에 싸서 서

늘한 곳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이용하였다.

2) 발효시간에 따른 균수 변화

청태전 발효과정 중 발효균의 생육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 청태전 발효 숙성 과정과 보관중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청태전 시료 1 g씩을 채취하여 멸균 증류수 9 mL를 가하여

파쇄시키고, 파쇄액을 멸균 증류수에 적정배율로 희석하여

2% CaCO3가 첨가된 Lactobacilli MRS Agar 배지에 도말

하여 35oC에서 24시간 배양하면서 투명환을 형성한 colony

를 계수하여 시간별 경과에 따른 균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고초균의 경우 NA상에 도포한 후 25oC에서 3일간 배양하여

나타난 균총을 조사하였다. 효모의 경우 penicillin과

streptomycin을 각각 50 µg/mL 함유한 PDA 평판배지에 각

각 도말하고 30oC에서 18시간 이상 배양 후 균수를 조사하

였다.

4. 청태전 차의 색도

청태전 1.2 g을 다관에 넣고 90oC 물 90 mL에서 3분 동

안 각각 3회 추출하여 혼합한 추출물을 colorimeter용 셀에

넣어 색차계(Minolta Co., Japan)로 Hunter값을 조사하여 L

값(명도지수: 검정=0, 흰색=100), a값(적색/녹색지수: 적색=

+100, 녹색= −80) 및 b값(황색/청색지수: 황색=+70, 청색=

−70)으로 나타냈다.

5. 청태전 차의 관능평가

관능검사는 식품영양학과 학생 중 20명을 선별하여 실험

목적을 설명하고 각 특성치에 대하여 반복하여 훈련시킨 후

쓴맛, 떫은 맛, 단맛 및 향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법(1=매우

나쁨, 2=나쁨, 3=보통, 4=우수, 5=매우 우수)으로 평가하였

다. 시료는 청태전 1.2 g을 다관에 넣고 90oC 물 90 mL에서

3분 동안 각각 3회 추출하여 혼합한 추출물로 관능검사 시

작 10분 전에 60 mL를 유리컵에 담아 관능검사원에게 평가

하도록 제시하였고, 3회 반복 실시하였다.

6. 통계처리

청태전 차의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얻은 결과를 평균과 표

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는 SAS package로 통계처리

하였으며, 시료간의 유의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청태전으로부터 미생물 분리

전통적 방식으로 제조된 지 3년차 및 5년차 된 청태전 시

료를 수집하여 각각의 발효 미생물을 분리한 결과 발효년 수

가 길어짐에 따라 미생물의 종류는 큰 차이는 없지만, 점차

줄어들었으며 <Figure 2> 및 <Figur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3년차 및 5년차 청태전에서 모두 한종류의 미생물만이 관찰

되었다. 이들 미생물에 대하여 colony 모양과 그람염색반응,

현미경 관찰 등을 바탕으로 이 균은 그람양성의 간균으로 전

형적인 고초균으로 판단되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Selection of green tea leaves

↓

Washing and draining

↓

Steaming green tea leaves (121oC, 15 min)

↓

Crushing the steamed green tea leaves

↓

Cooling down below 40oC and inoculating with 1% of seed culture

↓

Mixing and forming 

↓

First fermentation (35oC, 7 days) 

↓

Second fermentation without cast (35oC, 7 days) 

↓

Drying and aging

<Figure 1> Procedure for preparation of Cheongtaejeon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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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미생물들은 사멸하고 고초균 만이 내성포자를 형성하

여 잔존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초균이 청태전 발

효 미생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2. 청태전 발효를 위한 유산균 분리

1) 김치로부터 유산균 분리

발효차인 청태전의 발효 미생물로 이용하기 위하여 김치

로부터 유산균을 분리하였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도 등지에서

김치류 25종을 수집하여 최적으로 발효시킨 후 김치 시료를

마쇄하였다. 마쇄된 김치 시료들은 거즈로 여과하였으며, 여

과된 김치 발효액은 적정배율로 희석하여 희석액을 Lactobacilli

MRS Agar 배지에 도말 후 35oC에서 24시간 이상 배양시켰

다. 배양하여 형성된 균주의 colony는 2% CaCO3가 첨가된

MRS배지에 toothpicking하여 투명환을 형성하는 단일 균주

로서 총 81종을 분리하였다

2) 분리된 유산균의 녹차잎 추출 배지에서 생육활성 조사

청태전 발효 미생물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녹차잎에서 생

육활성이 우수해야한다. 따라서 녹차잎 추출액으로 평판배지

를 만들어서 실험실에 보관중인 고초균, 효모, 김치에서 분

리된 유산균 3가지 그룹의 생육활성을 조사하였다. 녹차 잎

에서 생육이 우수한 균을 분리하기 위하여 녹차 잎을 분쇄

하여 녹차잎을 2%와 10% 농도로 첨가한 평판배지를 만들

어 순수 분리된 유산균을 toothpicking 하여 30oC에서 24시

간 이상 배양하면서 생육활성이 우수한 균주들을 1차적으로

선발하였다<Figire 4>. <Figire 4>는 청태전으로부터 미생물

울 분리하는 과정의 사진으로 분리는 되었으나 미동정된 미

생물 그룹을 숫자로 표시하였다. <Figire 4>에서 보듯이 녹

차잎추출액 2%와 10%에서의 미생물 생육은 녹차잎 추출액

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미생물의 생육이 전반적으로 억제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녹차에 함유되어있는 폴리페

놀성분이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Figire 4>에서 B그룹인 효모는 녹차잎 함유 농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농도가 높은쪽에서 생육이 왕성함을 보여

주어 녹차에서 생육이 양호할 것으로 사료되어 청태전 발효

미생물로 선발하였다. C그룹인 유산균은 대체로 생육이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보관 청태전에서 발견된 고초

균균은 배양초기에는 생육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생육이 서서히 진행됨을 보여주었다.

3) 분리된 유산균의 항균활성 측정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 중 항균성이 가장 우수한 균주 3

종을 대상으로 최종 균주를 선발하기 위하여 MRSA, 황색포

도상구균, 살모넬라, 대장균 등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항

<Figure 2> Isolation of microorganisms from a 3-year-aged Cheon-

gtaejeon tea

<Figure 3> Isolation of microorganisms from a 5-year-aged Cheon-

gtaejeon tea 

<Figure 4> Growth of isolated microorganisms on media containing green tea extract. Plate A and C contain 2%(v/v) of green tea extract.

Plate B and D contain 10%(v/v) of green tea extract. B1-B3: yeast, C1-C3: Lactobacillus, D1-D7: Bacillus. The same location on

the media shows the same microorg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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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활성을 검정하였다. 병원성 균주와 김치유산균과의 대치배

양을 통해 항균작용이 우수한 선발 균주는 <Figure 5>와 같

이 CHO25>CHO11>CHO08와 같은 순서로 항균활성이 우

수하였다. 김치 발효액에서 분리한 균주를 대상으로

Lactobacilli MRS Agar 배지 상에서 살모넬라균에 대한 항

균성과 MRSA 배지상에서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성을

조사한 결과 CHO25 균주가 살모넬라균과 황색포도상구균

에 대하여도 길항작용이 가장 우수하였기에 청태전 발효차

제조를 위한 발효 균주로 최종 선발하였다.

4) 분리된 유산균의 동정

병원성 균주인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대장균 등의 병

원성 미생물에 대하여 항균작용이 가장 우수한 단일 균주인

CHO25를 최종 선발하여 Bergey’s Manual of Systematic

Bacteriology, Microbiological Method, The Procaryotes 등

의 방법에 의하여 미생물의 형태적 성질, 배양적 특성 및 생

리 생화학적 성질 등을 검토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

리된 항균성 균주인 CHO25를 공시 비교 균주인 Lactobacillus

plantarum과 비교해 본 결과, 분리 균주 CHO25의 형태는

비교 공시균주와 같이 긴 간상 형태로서 때론 coccobacilli

형태의 균주로 조사되었다. 분리 균주 CHO25는 multicellular

rods(trichomes)는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균주의 직경은 0.5-

1.1 µm 정도로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리 균

주 CHO25는 호기성 균주였으며, 혐기조건에서도 생육이 가

능한 균주로 동정되었다. Catalase reaction은 음성이었고, 주

요 발효 산물은 lactate였으며, 그 외에도 약간의 acetate,

ethanol 및 CO2 등을 형성하는 균주로 밝혀졌다. 분리 균주

CHO25는 15oC에서도 생육이 가능하였고, arginine으로부터

NH3는 음성으로 조사되었다. Amygdalin은 양성이었고,

arabinose의 이용성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리 균주

CHO25의 cellobiose, esculin, fructose, galactose, glucose,

gluconate, lactose, maltose, mannitol 및 mannose의 이용성

은 전부 양성이며 이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Melezitose

는 +/−, melibiose와 raffinose는 양성, rhamnose는 음성, 그

리고, ribose, salicin, sorbitol, sucrose 및 trehalose 등은 전

부 양성이었으며, xylose는 37oC에서 균주의 motile이 불량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분리 균주에 대한 동정 결

과에 의하면, 김치 발효액에서 분리되어 항균성을 갖는 분리

균주 CHO25는 공시 비교균주 Lactobacillus plantarum와

95% 이상의 유사성을 갖는 유산균으로 판정되어 Lactobacillus

plantarum CHO25로 최종 동정하여 명명하였다.

3. 분리된 미생물을 이용한 청태전 발효중의 미생물상 변화

청태전 발효용 미생물로 분리한 김치유래 유산균과 녹차

잎 함유 배지에서 생육이 왕성한 효모, 그리고 오래된 청태

전에서 발견된 고초균을 접종하여 청태전 발효과정 중에 미

생물 생육을 검토하였다. 청태전에 분포하는 접종균의 밀도

변화는 유산균 단독처리는 <Figure 6>, 혼합균주(효모+유산

균+고초균) 처리는 <Figure 7>에 나타내었다. 김치유래 유산

균(L. plantarum CHO25)을 단독 처리한 청태전 발효 미생

물상의 변화는 균을 접종 직후 초기균수 2.1×106 CFU/mL

정도를 보이다가 그 이후 균의 밀도가 급증하여 균 접종 후

3~5일 경에 2.0×109 CFU/mL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그 이

후에는 30일 정도까지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

는 완만하게 균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혼합균주

(L. plantarum CHO25+B. amyloliquefaciens CHO104+Sacch.

cerevisiae)의 경우에는 Fig.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균의 밀도

수는 유산균>효모>고초균 순서였고, 생존율은 효모>고초균

>유산균 순서였다. 혼합균으로 발효한 경우 청태전에는

Sacch. cerevisiae가 거의 대부분인 미생물상을 보였으며, B.

amyloliquefaciens CHO104가 일부 분포하고 L. plantarum

CHO25는 접종 초기 급격히 자랐다가 생육이 억제되는 균의

분포를 보였다. B. amyloliquefaciens CHO104는 균 접종

후 10일경에는 1.2×107 CFU/mL 정도, 접종 후 30일경에는

2.5×105 CFU/mL 정도, 그리고 접종후 40일 이후에는 8.5×

104 CFU/mL 정도를 보이다가 접종 후 60일 이후에는

1.0×104 CFU/mL 정도의 균 밀도 변화를 보여주었다. 반면

에 Sacch. cerevisiae의 경우에는 청태전에 접종 10일후

<Figure 5> Isolation of Lactobacillus with strong antibiotic activity against MRSA, Staphylococcus aureus, Salmonella and E.coli. A: MRSA B:

Staphylococcus aureus C: Salmonella D: E. 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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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8 CFU/mL 정도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시간의 경과

에 따라 점차적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접종

90일 후에도 3.3×105 CFU/mL 수준의 균수를 유지하였다.

4. 청태전 차의 색도

유산균 및 혼합균을 접종하여 제조한 청태전 차를 90oC에

서 추출했을 때 수색의 Hunter값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추출물의 색상 뿐 아니라 차제품의 표면색

상도 차의 맛에 관련있다는 보고도 있는바(Chun 2009) 음용

시 추출물의 색상의 영향은 매우 크다고 예상되었다. 청태전

차의 L값은 균을 접종하지 않은 청태전 차가 53.22±02, 혼

합균을 접종하여 제조한 청태전 차는 51.30±1.1, 유산균을 접

종하여 제조한 청태전 차는 46.87±1.3으로 나타났으며 균주

에 따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산균만을 접종하여

제조한 청태전 차에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적색도를 나타

내는 a값은 유산균을 접종하여 제조한 청태전 차에서 10.86

±0.7로 가장 높았으며,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혼합균을 접

종하여 제조한 청태전 차에서 22.10±0.1로 가장 높았다. 발

효차의 경우 theaflavin류가 생성되어 b값이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Hong & Yang 2006)로 볼 때 b값이 혼합균 발효차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유산균을 접종하여 제조한 청태

전 차에서 미생물에 의한 발효가 보다 많이 진행된 결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5. 청태전 차의 관능평가

균을 접종하지 않은 청태전 차와 유산균 및 혼합균을 접

<Table 1> The strain identification of the Lactobacillus plantarum CHO25

Charactericstics Lactobacillus plantarum Lactobacillus plantarum CHO25

Cell morphology

Multicellular rods (trichomes)

Diameter of rods, microns

Motile (if motile, peritrichate flagella)

Strictly aerobic

Facultatively anaerobic or microaerophilic

Catalase reaction

Major fermentation products

from carbohydrates anaerobically

(if NA, acidity from glucose is noted)

Growth at 15oC

NH3 from arginine

Amygdalin

Arabinose

Cellobiose

Esculin

Fructose

Galactose

Glucose

Gluconate

Lactose

Maltose

Mannitol

Mannose

Melezitose

Melibiose

Raffinose

Rhamnose

Ribose

Salicin

Sorbitol

Sucrose

Trehalose

Xylose

Rods, usually stright,

sometimes coccobacilli

-

0.5-1.11)

-2)

-

+

-

Mainly lactate, but may give some 

acetate, ethanol, CO2

+

-

+

d3)

+4)

+

+

+

+

+

+

+

+

+

d

+

+

-5)

+

+

+

+

+

d

Rods, usually stright,

sometimes coccobacilli

-

0.5-1.11)

-2)

-

+

-

Mainly lactate, but may give some 

acetate, ethanol, CO2

+

-

+

+/-

+

+

+

+

+

+

+

+

+

+

+/-

+

+

-

+

+

+

+

+

d

1)Sometimes up to 1.6 µm. 2)Rarely motile. 3)11~89% strains positive. 4) 90% or more strains positive. 5) 90% or more strains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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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하여 제조한 청태전 차의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쓴맛은 균을 접종하지 않은 청태전 차가 3.7±0.4, 혼합균

을 접종하여 제조한 청태전 차는 2.7±0.4, 유산균을 접종하

여 제조한 청태전 차는 1.8±0.2 순으로 나타났다. 청태전 차

의 떫은맛과 단맛도 균을 접종하지 않고 제조한 청태전 차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혼합균을 접종하여 제조한 청태

<Figure 6> Changes of colony forming unit during fermentation for 90 days with single starter, L. plantarum CHO25

<Figure 7> Changes of colony forming unit during fermentation for 90 days with mixed starter, L. plantarum CHO25+B. amyloliquefaciens

CHO104+Sacch. cerevisiae

<Table 2> Hunter values of Cheongtaejeon tea extracted at 90oC

Sample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C 53.22±0.2a 6.83±1.6b 019.85±0.3ab

S 46.87±1.3b 10.86±0.7a0 17.16±1.4b

M 51.30±1.1a 7.45±0.7ab 22.10±0.1a

The results represent Mean±SD

Means with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C: control, S: F fermented with single starter L. plantarum CHO25,

M: Fermented with mixed starter L. plantarum CHO25+B.

amyloliquefaciens CHO104+Sacch. cerevisiae

<Table 3> The taste of Cheongtaejeon tea extracted at 90oC for 3

min

Sample
Taste

Bitter Astringent Sweet Incense

C 3.7±0.4a 4.3±0.7a 3.6±0.6a 3.0±0.2a

S 1.8±0.2b 1.7±0.3c 1.9±0.4b 4.0±0.3a

M 2.7±0.4ab 2.8±0.2b 3.0±0.4a 3.2±0.7a

The results represent Mean±SD

Means with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C: control, S: Fermented with single starter L. plantarum CHO25,

M: Fermented with mixed starter L. plantarum CHO25+B.

amyloliquefaciens CHO104+Sacch. cerevis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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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차, 유산균을 접종하여 제조한 청태전 차 순으로 낮게 나

타났다. 그러나 청태전 차의 향은 4.0±0.3으로 시료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청태전의 현대적인 복원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본 연구는

우수한 발효균을 적용한 청태전 차의 속성발효와 균일한 품

질의 차를 생산하기 위해 청태전 차의 발효와 관련된 균을

분리하였고 우수한 발효균을 접종하여 제조한 청태전 차의

품질 특성을 조사한 결과 내성포자를 형성하여 장기간 생존

이 가능한 고초균 만이 3년차 시료에서 7.0×102 CFU/g, 5년

차 시료에서 2.0×102 CFU/g으로 관찰되었다. 청태전 발효에

사용하기 위해 고초균과 효모를 선정한 외에 김치에서 유산

균을 분리하였고 녹차 성분을 함유한 배지에서 이 균주들의

생육활성을 비교하였고 유산균의 경우 MRSA, 황색포도상

구균, 살모넬라, 대장균 등 병원성 균주와 대치배양을 통해

항균활성을 검정하여 가장 우수한 균주를 선발하였다. 이 유

산균을 동정한 결과 Lactobacillus plantarum CHO25로 명

명하였다.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L. plantarum CHO25) 단

독으로 발효한 경우와 혼합균(L. plantarum CHO25+B.

amyloliquefaciens CHO104+Sacch. cerevisiae)으로 발효한

경우 각각의 발효일수에 따른 균수 변화를 검토하였다. 유산

균 단독 발효시 접종 후 5일경 최고치 2.0×109 CFU/mL를

보인 후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혼합균 발효시

는 접종 90일 후에도 3.3×105 CFU/mL 수준을 유지한 효모

가 대부분인 분포를 보였고 고초균이 일부 나타나고 유산균

은 초기 급격히 자랐다가 생육이 억제되는 경향을 보였다.

청태전 차의 색도와 맛은 유산균만을 접종하여 제조한 청태

전 차가 전반적으로 낮은값을 보였으나 차향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태전 차의 발효와 관련된 우

수한 유산균을 분리함으로서 품질이 일정하고 속성발효 할

수 있는 청태전 차 제조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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