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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antioxidative and antimicrobial activities of a water extract (70°C) of traditional Korean teas (rose, 

chrysanthemum, pine needles, mulberry, persimmon leaves, and  green tea). Total phenol contents in rose, chrysanthemum, pine needles, 

mulberry, persimmon leaves, and green tea were 272.8, 74.6, 153.5, 73.5, 69.5, and 260.8 mg tannic acid/g extract, respectively, whereas total 

flavonoid contents were 75.1, 47.8, 26.8, 40.0, 27.9, and 99.5 mg quercetin/g extract, respectively. The order of electron donating abilities of 

Korean traditional tea water extracts (1 mg/mL) were∶rose (96.8%)  green tea (95.3%)  pine needles (71.3%)  chrysanthemum (36.8%) 

 mulberry (28.9%) ≥ persimmon  (28.8%). The order of nitrite-scavenging abilities at pH 1.2 (2 mg/mL) was green tea  rose  pine 

needles  chrysanthemum  ≥ mulberry ≥ persimmon. The order of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5 mg/g) was chrysanthemum 

mulberry  rose  persimmon leaves  pine needles  green tea. Rose extracts showed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Micrococcus luteus, 

Bacillus cereus, Salmonella enteritidis, and E. coli, whereas green tea extracts showed strong antimicrobial activity aginst S. enteriti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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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녹차나 감잎, 솔잎 등의 잎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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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나, 장미 등의 꽃잎을 이용한 전통대용차 등을 애용하

였다. 

녹차(Camellia sinensis)는 항산화작용, 항균효과, 돌연변이 

억제효과 등이 확인되면서 기능성 식품소재로의 이용이 높

아지고 있다(Lu TM 등 2010, Kristanti RA와 Punbusayakul N 

2009, Lim JH 등 2008, Yamauchi R 등 2009). 녹차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은 catechin류이며,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폴

리페놀 화합물의 75%를 차지한다. 

감잎(Persimmon leaf, Diospyros kaki)에는 수용성 타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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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이들은 활성산소의 free radical을 억

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감잎의 flavonoids는 항알레르기 

기능, 항암효과, ACE(angiotensin-converting enzyme) 활성 저

해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Uchida S 등 1987, 

Kameda K 등 1987). 

솔잎(pine needle, Pinus densiflora)은 예로부터 솔잎차나 

구황식품, 시루떡의 방부, 살균효과 및 향기부여를 위해 사

용되어져 왔다. 주요 성분은 α-pinene, β-pinene, camphene 

등의 정유, flavonoids(quercetin, kaempferol 등)이다(Kuk JH 

등 1997). 뽕잎(mulberry leaf)에는 혈당 저하작용성분인 

1-deoxynojirimycin(DNJ), 혈압강하성분인 γ-aminobutyric 

acid(GABA), rutin, quercetin, qucercitin, isoquercitrin 등의 

flavonoids가 함유되어 있다(Kim SY 등 1999a, Kim SY 등 

1999b, Bang HS 등 1998).

장미(rose, Rosa spp.)는 대부분 관상용으로 사용되며, 일

부는 장미차나 향료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며, 장미 꽃잎 추

출물의 항산화활성이나 항균성이 보고되어 있다(Tateyama 

CG 등 1997a). 

국화(Chrysanthemum)는 예로부터 국화차, 국화주, 화전 

등의 식품재료로 널리 이용되었으며, 품종에 따라 감국

(Chrysanthemum indicum L)과 산국(Chrysanthemum boreale 

Makino) 등이 있다. 감국은 산국에 비해 꽃이 약간 크지만 

생육 시기나 식물의 형태가 비슷하고, 한방이나 민간처방으

로 해열작용, 소염작용, 혈압강하작용, 빈혈 및 두통 완화에 

사용된다(Choi SH 등 2006, Jang DS 등 1999). 

이상과 같이 전통차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

나 추출용매(물, 에탄올, 메탄올 등)나 추출온도, 실험방법 

등의 차이에 의해 상대적인 생리적 활성을 비교, 판단하기

가 곤란하기 때문에 동일조건에서의 이들의 활성을 체계적

으로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미꽃은 특유의 색과 

향기로 주로 관상용이나 민간요법에서 약재로 사용되고 있

으나 생리활성에 주목해야할 소재이나 이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차의 이용범위를 증대시키고, 

기능성 식품소재로서의 수요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녹차, 

감잎, 솔잎, 뽕잎, 감국 및 장미차의 생리활성 및 항균효과

를 검토하고, 이들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잘 알려

져 있는 녹차와 비교, 평가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및 추출물의 제조

본 실험에서 성분분석을 위해 사용된 국내산 전통차(녹차, 

감잎, 솔잎, 뽕잎, 감국 및 장미차)는 건조한 상태의 것을 

서울 경동시장(2010년)에서 구입하였으며, 건조 상태의 전통

차를 마쇄한 후 다시 동결 건조하여 수분을 완전 제거한 후 

분말화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동결 건조한 시료 분말 100 

g을 정확히 칭량하여 10배의 물을 각각 첨가한 후, 70℃에

서 5시간 동안 진탕하여 3반복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여과지(Whatman No. 2)로 여과한 후 감압 회전 증발기로 

40±1℃에서 농축 건조한 후 다시 동결 건조하여 시료로 사

용하였다. 

추출 수율의 측정은 추출에 사용한 전통차 건물에 대한 

추출물의 총 고형분 함량의 백분비로 하였다. 제조된 시료

는 냉동실(-40℃)에서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총 페놀성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Folin-Denis법(AOAC 1990)을 이

용하였다. 즉, 캡튜브에 증류수 7 mL, 시료액(0.1 mg/mL)을 

1 mL씩 넣은 후 Folin-Dennis 시약 0.5 mL를 첨가하여, 정

확히 3분 후에 Na2CO3 포화용액 1 mL, 증류수 0.5 mL를 넣

고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표준검량곡선은 

타닌산(tannic acid, Sigma Co., St. Louis, USA)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으며, 표준곡선 작성에 이용한 tannic acid의 농도는 

25, 50, 75 및 100 μg/mL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g중의 mg tannic acid로 나타내

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Kang YH 등 1996)은 시료액

(0.1 mg/mL) 1 mL와 diethylene glycol 10 mL를 혼합하고 

여기에 1 N-NaOH용액 1 mL 가하여 잘 혼합한 후 37℃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표준검량곡선은 quercetin(Sigma Co., St. Louis, USA)을 사용

하여 작성하였으며, 표준곡선 작성에 이용한 quercetin의 농

도는 50, 100, 150 및 200 μg/mL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시료 g중의 mg quercetin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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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PPH에 의한 전자공여능 측정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Blois방법

(Blois MS 1958)을 응용하여 각 시료의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소거 활성을 측정하였

다. 시험관에 8 x 10
-3
 M DPPH 용액 3 mL과 메탄올에 녹

인 시료(0.1 mg/mL, 0.5 mg/mL 및 1.0 mg/mL) 0.15 mL을 

넣고 잘 혼합한 후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다음 516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따로 blank 시험을 하여 대조구

의 흡광도를 같은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이들 측정값을 다

음 식에 대입하여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계산하였다. 한

편 항산화제인 BHT와 ascorbic acid를 동일한 농도로 첨가하

여 비교, 측정하였다. 

         

EDA (%) ＝ ( 1 - 
sample absorbance

 ) × 100 
control absorbance

4.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아질산염 소거능은 Kato H 등의 방법(1987)에 의하여 측

정하였다. 즉, 1 mM NaNO2 용액 2 mL에 시료액(2 mg/mL)  

1 mL를 가하고 0.1 N HCl(pH 1.2), 0.2 M 구연산완충액(pH 

3.0 및 pH 6.0)으로 각각 pH 1.2, 3.0 및 6.0으로 조정한 후 

반응액의 부피를 10 mL로 하였다. 이 용액을 37℃에서 1시

간 반응시킨 후 각 반응액을 1 mL씩 취하여 2% 초산용액 5 

mL와 Griess 시약 0.4 mL을 가하여 잘 혼합하였다. 이 혼합

액을 15분간 실온에서 방치한 후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여 잔존하는 아질산량을 구하였다. 대조구는 Griess시약 

대신 증류수를 0.4 mL 가하여 동일하게 행하였다. 아질산염 

소거작용은 시료를 첨가한 경우와 첨가하지 않은 경우의 아

질산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N(%) ＝ (1－

A－C
) × 100 

B

N: nitrite scavenging ability

A: absorbance of 1 mM NaNO2 added sample after standing for 1 hr

B: absorbance of 1 mM NaNO2 

C: absorbance of control

5. SOD 유사활성 측정

SOD 유사활성은 Marklund와 Marklund의 방법(1974)에 의

하여 측정하였다. 즉, 각 시료(1 mg/mL, 2 mg/mL, 5 

mg/mL) 0.2 mL에 pH 8.5로 보정한 tris-HCl buffer(50 mM 

tris + 10 mM EDTA) 3 mL와 7.2 mM pyrogallol 0.2 mL를 

가하고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1 N HCl 1 mL를 첨가

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후, 4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OD 유사활성은 {1-(시료첨가구의 흡광도/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 x 100으로 나타냈으며, ascorbic acid와 BHT를 동일

한 농도로 첨가하여 비교, 측정하였다. 

6. Hydroxyl radical(HO․) 소거활성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은 Chung SK(1997)의 방법에 

따라 EDTA가 포함된 Fenton 반응계(Fe
2+

+ H2O2 → HO ․ + 

HO
-
 )에서 분석하였다. 10 mM FeSO4․7H2O용액, 10 mM 

EDTA ․ 2Na 용액, 10 mM 2-deoxyribose 용액을 각각 200 μ

L의 Fenton 반응 혼합물에 일정농도의 시료용액 200 μL에 

0.1 M Phosphate buffer용액(pH 7.4) 1.2 mL를 넣어 총 용

액 1.8 mL로 조제하였다. 여기에 10 mM H2O2 용액 200 μ

L을 가하여 혼합한 후 37℃에서 4시간 반응시켰다. 다시 

2.8% TCA(trichloroacetic acid) 시약 1.0 mL와 1% 

TBA(thiobarbituric acid) 1.0 mL를 가하여 끓는 물에서 10분

간 반응시킨 후 실온에서 급냉한 후 532 nm에서 UV-Vis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hydroxy radical 소거활성(%)은 [1-(As -Ao)/(Ac - Ao)] × 100

의 식에 의해 구하였다. 여기서 As와 Ac는 각각 시료를 첨

가한 실험구와 대조구에서의 흡광도를 나타내며, Ao는 37℃

에서의 반응이 생략된 시약 혼합물의 흡광도로 나타내었다. 

7. Paper disc법에 의한 항균활성 측정

항균효과 검색은 paper disc법(Kim MS 등 2000)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항균효과 측정에 사용된 균주는 Gram 양성

균과 Gram 음성균 각각 2종류씩 사용하였고, 사용된 배지의 

조건은 Table 1과 같다. Gram 양성균으로는 Bacillus cereus, 

Staphylococcus aureus를 Gram 음성균으로는 Escherichia 

coli, Salmonella enteritidis를 각각 사용하였다. 각 시험균주

를 해당 액체 배지에 24시간 전배양 하였고, 평판배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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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각각의 생육배지로 멸균된 1.5% agar를 petri dish에 20 

mL씩 분주하여 응고시킨 후 각 시험 균액을 0.1 mL씩 첨가

하여 멸균된 유리봉으로 배지위에 고르게 펴지도록 도포하

여 사용하였다. 전통차추출물들을 각각 일정농도로 주입한 

paper disc(8 mm, Toyo Roshi Kaicha, Ltd., Tokyo, Japan)를 

평판배지 위에 흡착시켜 멸균수 30 μL를 주입 후 37o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paper disc 주변의 inhibition clear zone(8 

mm: no inhibition, 8~9 mm: very slight inhibition, 9~10 

mm: slight inhibition, 10~14 mm: moderate inhibition)의 직

경(mm)을 측정하여 전통차 추출물에 대한 항균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Strain Media

Gram positive

bacteria

Bacillus cereus KCCM 40935 Nutrient agar (Difco)

Micrococcus luteus KCCM 11326 Nutrient agar (Difco)

Gram 

negative

bacteria

Escherichia coli KCCM 11234 Nutrient agar (Difco)

Salmonella enteritidis KCCM 12021 Nutrient agar (Difco)

Table 1. List of strains and media used for antimicrobial experiments

8.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SAS package(release 

8.01)를 이용하여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평균값의 

통계적 유의성은 p 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SAS Institute Inc 1990)에 의해 검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추출수율

동결 건조한 전통차 분말로부터 제조된 물추출물의 추출

수율을 조사한 결과(Fig. 1), 장미차의 추출수율은 4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뽕잎차(35.4%), 감국차(22.0%), 감

잎차(20.4%), 녹차(19.1%), 솔잎차(17.6%)의 순이었다. 이들 

결과에서 장미차의 추출수율은 감국차, 감잎차, 녹차, 솔잎

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won EK 등

(2006)은 장미꽃을 물과 70% 에탄올로 추출한 결과, 각각 

43.3% 및 45.0%의 추출수율을 보였다고 하여 본 실험과 비

슷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Lee HR 등(2003)은 장미건조분말

을 60℃에서 3시간 동안 75%, 85%, 95% 에탄올 및 물로 각

각 추출한 결과, 추출수율은 19.05%, 19.17%, 18.39% 및 

18.44%라고 보고하여 본 실험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으

며, 이는 추출시간과 온도의 차이 외에 시료 자체의 구조적 

특징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1. Extraction yields of the water extracts (70℃) of 

Korean traditional teas

  
a-f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between sampl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test

2.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

전통차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

정한 결과(Fig. 2), 장미차, 감국차, 솔잎차, 뽕잎차, 감잎차 

및 녹차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표준물질 tannic acid

의 당량으로 계산하였을 때 각각 272.8, 74.6, 153.5, 73.5, 

69.5 및 260.8 mg/g extract로, 장미차의 경우 가장 높은 함

량을 보였으며, 감잎은 가장 낮았다. 장미차 추출물의 총 폴

리페놀 함량은 감국차의 3.7배, 솔잎차의 1.8배, 뽕잎차의 

3.7배, 감잎차의 3.9배, 녹차의 1.1배정도 높게 나타나 폴리

페놀 화합물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소재로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Lim JH 등(2008)은 감잎차와 녹차를 1% 

농도로 90℃에서 1분간 추출한 침출액의 총 폴리페놀 함량

을 측정한 결과, 감잎차(0.3938 mg/mL)에 비해서 녹차

(0.5875 mg/mL)에서 총 폴리페놀함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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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 실험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추출함량에는 큰 차

이를 보여, 추출온도나 추출시간이 추출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미차의 경우 추출수율 뿐 아니

라 총 폴리페놀의 함량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미차, 감국차, 솔잎차, 뽕잎차, 감잎차 및 녹차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75.1, 47.8, 26.8, 40.0, 27.9 

및 99.5 mg/g으로 녹차와 장미차의 경우,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높았으며, 솔잎차의 경우 가장 낮은 함량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총 페놀 함량은 장미차  녹차  솔잎차  감

국차  뽕잎차  감잎차 추출물의 순이었으며,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은 녹차  장미차  감국차  뽕잎차  감잎

차  솔잎차 순이었다. 그러나 감국차와 뽕잎차 간의 유의

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5). 

Fig. 2. Total 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the 

water extracts(70℃) of Korean traditional 

teas. Tannic acid and quercetin were used 

as  standards for measuring the total 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respectively.
a-f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between sampl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test

3. 전자공여능

전통차 추출물(1 mg/mL 농도)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Fig. 3), 장미차, 감국차, 솔잎차, 뽕잎차, 감잎

차 및 녹차 추출물에 대한 전자공여능은 각각 96.8, 35.8, 

71.3, 28.9, 28.8 및 95.3%로 장미차 및 녹차추출물에서 높

은 전자공여능을 보였으며, 뽕잎차와 감잎차의 경우 낮은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었다. 한편 ascorbic acid 및 BHT의 전

자공여능(1 mg/mL 농도)를 측정한 결과, 각각 97.7% 및  

44.7%로 나타났으며, 이들 결과로부터 장미차 추출물의 전

자공여능은  BHT보다 높고, ascorbic acid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전자공여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전자공여

능의 크기는 ascorbic acid  장미차  녹차 솔잎차  

BHT  감국차  뽕잎차  감잎차 추출물의 순이었다. 

Tateyama CG 등(1997b)은 장미과를 중심으로 한 식용꽃잎 

추출물에서 free radical 소거능을 ESR(electron spin 

resonance)로 측정한 결과, DPPH 소거능과 superoxide 소거

활성이 폴리페놀화합물의 함유량과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고, 

Kang YH 등(1995)은 DPPH에 의한 radical 소거활성은 페놀

산, 플라보노이드 및 폴리페놀 화합물에 의해 기인된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도 총 폴리페놀 화합물과 플라보노이

드 함량이 높은 장미꽃 및 녹차추출물에서 높은 전자공여능

을 보였다. 이들의 전자공여능은 전통차 추출물 중의 총 폴

리페놀 함량과 높은 상관관계(y=2.977x-19.88, R
2
=0.994)를 

보였으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는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y=0.663x+10.48, R
2
=0.628). 

Fig. 3. Electron donating abilities of the water 

extracts(70℃) of Korean traditional teas
a-f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between sampl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test

4. 아질산염 소거능

장미차, 감국차, 솔잎차, 뽕잎차, 감잎차 및 녹차추출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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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L)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pH 1.2, 3.0 및 6.0에서 측정

한 결과(Fig. 4),  pH 1.2에서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녹차

(91.3%)  장미차(49.6%)  솔잎차(46.0%)  감국차(15.4%) 

 뽕잎차(14.2%)  감잎차(13.5%)의 순으로 녹차 추출물

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장미차와 솔잎차가 높은 아질산

염 소거능을 보였다. 그러나 감국차, 뽕잎차 및 감잎차 추출

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매우 낮았다. 또한 pH가 높을수록 

아질산염 소거능은 감소하였으며, pH 6.0에서는 모든 실험

구에서 3~8% 정도의 낮은 아질산염 소거능을 보였으며, 실

험구간의 차이도 거의 없었다. 한편 아질산염 소거능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ascorbic acid 및 BHT의 pH 1.2에서

의 아질산염 소거능은(2 mg/mL) 각각 90.6% 및 81.2%로, 

녹차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2 mg/mL)은 ascorbic acid의 

비슷하였으며, BHT보다는 높았다. 또한 pH 3.0에서의 녹차 

추출물의 아질산 소거능(68.5%)은 ascorbic acid(60.5%)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Lim SM 등(2002)은 녹차와 솔잎을 

85℃에서 3시간 추출한 열수추출물(0.3% 농도)의 아질산염 

소거작용을 비교한 결과, 각각 95.9% 및 96.7%로 높은 소거

작용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이는 본 실험보다 시료의 추출

온도와 첨가농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Fig. 4.  Nitrite-scavenging abilities of the water extracts(70℃)

of Korean traditional teas(2 mg/mL), BHT and 

ascorbic acid(2 mg/mL) 
a-g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between sampl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test

Fig. 5. SOD-like activities of the water extracts(70℃) of 

Korean traditional teas 
a-g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between sampl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test

5. SOD(superoxide dismutase) 유사활성능

생체에서 과산화지질을 형성하는 물질로 superoxide 

radical, H2O2, hydroxy radical(HO ․), singlet oxygen(
1
O2) 등을 

들 수 있으며, 보통산소에 비해 대단히 반응성이 크기 때문

에 매우 중요하다. 생체에서는 SOD(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등의 효소계 항산화제와 

tocopherol, ascorbic acid, propyl gallate, selenium과 같은 비

효소계 항산화제에 의해 소거된다(Mc Cord JM과 Fridovic I 

1969, Yang CT 등 2010). SOD는 생체내 항산화효소의 일종

으로, 세포내 활성산소를 과산화수소로 전환하는 반응을 촉

진하는 작용을 한다. SOD에 의해 생체내에 생성된 H2O2는 

catalase나 peroxidase에 의해 물과 산소로 전환된다(Kim TS 

등 2007).  이러한 SOD와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활성 측정방

법이 실험실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superoxide anion의 활성

을 억제시키는 물질 즉, SOD 유사활성 측정방법이 널리 이

용되고 있다. 장미차, 감국차, 솔잎차, 뽕잎차, 감잎차 및 녹

차 추출물(5 mg/mL)의 SOD 유사활성능을 측정한 결과(Fig. 

5), 녹차(18.7%)  장미차(14.7%)  뽕잎차(14.0%)  솔잎

차(11.2%)  국화차(8.4%)  감잎차(7.9%)의 순으로 녹차 

추출물이 가장 높았으며, 국화차 및 감잎차 추출물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국차와 감잎차 간의 유의

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5). 이들 실험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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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organisms tested Conc. (mg/disc) Rose Chrysanthemum  Pine needle  Mulberry leaf  Persimmon leaf  Green tea

Bacillus cereus 1 - - - - - -

KCCM 40935 2 - - ± - - -

5 ± - ± - - ±

Staphylococcus aureus 1 - - - - - -

KCCM 11335 2 - - - - - -

5 + - - - - -

Escherichia coli 1 - - - - - -

KCCM 11234 2 - - - - - -

5 ± - - - - -

Salmonella enteritidis 1 ++ - - - - ±

KCCM 12021 2 ++ - ± - - +

5 ++ - + - - ++

- : No inhibition (8 ㎜), ± : Very slight inhibition (8~9㎜), + :  Slight inhibition (9~10 ㎜), ++ : Moderate inhibition (10~14 ㎜)

Table 2. Antimicrobial effects of the water extracts (70℃) of Korean traditional teas 

에서 2 mg/mL 농도에서의 BHT(88.1%)나 ascorbic acid(98.3%)

의 SOD 유사활성능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im 

JH 등(2008)은 감잎차와 녹차의 열수추출물(10 mg/mL농도)의 

SOD유사활성능을 조사한 결과, 각각 29.7% 및 28.1%로 본 실

험결과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본 실험(5 

mg/mL)보다 첨가농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6. Hydoxyl radical 소거활성

Hydroxyl radical(OHㆍ)은 세포에 손상을 주는 강력한 free 

radical로서, 피부 세포막의 지질의 과산화반응을 일으키고, 

특히 DNA 및 결합조직 기질 손상에 참여하는 활성 산소종

이다. 특히 자외선 흡수로 시작되는 광증감 반응에 의해 O2
-

와 H2O2가 생성되고, 이들은 생체 내에서 hydroxyl radical 

생성에 참여한다. Hydroxyl radical은 활성산소 중 반응성이 

매우 강하여 생체 산화에 주된 역할을 하며,  DNA의 핵산

과 결합하여 발암성, 돌연변이 및 세포독성을 유발한다

(Chung SK 1997, Manian R 등 2008). 전통차 추출물의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Fig. 6), 장미차, 감

국차, 솔잎차, 뽕잎차, 감잎차 및 녹차 추출물(5 mg/mL 농

도)의 소거 활성은 각각 55.3, 64.4, 35.3, 51.5, 44.6, 29.5%

로 감국차에서 가장 높은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을, 이어 

뽕잎과 장미차가 높은 소거활성을 보였다. 5 mg/mL 농도에

서의 감국차, 뽕잎 및 장미차의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은 

ascorbic acid(91.5%)나 tocopherol(85.5%) 보다는 낮았다.

Fig. 6.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the 

water extracts(70℃) of Korean traditional teas
a-h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between 

sampl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by Duncan's 

multiple test

7. 항균활성

장미차, 감국차, 솔잎차, 뽕잎차, 감잎차 및 녹차 추출물

의 항균효과를 측정한 결과(Table 2),  장미차는 Micrococcus 

luteus, Bacillus cereus, Salmonella enteritidis, E. coli 모두에 

대해 항균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Gram 음성균인 Salmonella 

enteritidis에 대해 1~5 mg/disc 농도에서 모두 항균력을 나타

내었다. Song YJ 등(2009)은 장미 꽃잎을 90℃에서 2시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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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추출물의 S. enteritidis JK-15에 대한 살균효과를 조

사한 결과, 생존율 감소를 통하여 살균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본 실험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Lee HR 등(2003)은 건조 장미를 85% 에탄올로 추출한 추출

물은 E coli 에 대해 유의적으로 높은 항균활성을 나타내었

다고 하여 장미의 항균효과는 추출용매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녹차의 경우 

Salmonella enteritidis에 대해 5 mg/disc 농도에서 강한 항균

력을 나타내었으며, Bacillus cereus에 대해 약한 항균력을 

나타내었다. 반면 솔잎은 2 mg/disc 농도에서 Bacillus 

cereus와 Salmonella enteritidis에 대해 약한 항균력을 보였

다. 그러나 뽕잎, 감잎, 국화차의 경우는 Micrococcus luteus, 

Bacillus cereus, Salmonella enteritidis, E. coli 모두에 대해 

항균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부패와 

변질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합성 보

존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안정성 문제로 인하여 소

비자들은 안전한 천연물의 사용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장미차를 천연항균제로 사용할 경우 매우 효과가 좋을 것으

로 사료되었다.

IV.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차(장미차, 감국차, 솔잎차, 감잎

차, 뽕잎차 및 녹차)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전자공여능, 아질산염 소거능 및 항균효과에 대하여 비교, 

조사하였다.  장미차, 감국차, 솔잎차, 뽕잎차, 감잎차 및 녹

차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272.8, 74.6, 153.5, 

73.5, 69.5 및 260.8 mg/g이었으며, 총 flavonoid 함량은 각

각 75.1, 47.8, 26.8, 40.0, 27.9 및 99.5 mg/g이었다. 장미차, 

감국차, 솔잎차, 뽕잎차, 감잎차 및 녹차 추출물(1 mg/mL)에 

대한 전자공여능은 각각 96.8, 35.8, 71.3, 28.9, 28.8 및 

95.3%이었다. pH 1.2에서의 아질산염 소거능(2 mg/mL)은 

녹차(91.3%)  장미차(49.6%)  솔잎차(46.0%)  감국차

(15.4%)  뽕잎차(14.2%)  감잎차(13.5%)의 순이었다. 

SOD 유사활성능(5 mg/mL)은 녹차(18.7%)  장미차(14.7%) 

 뽕잎차(14.0%)  솔잎차(11.2%)  국화차(8.4%)  감잎

차(7.9%)의 순으로 녹차 추출물이 가장 높았으며, 국화차 및 

감잎차 추출물은 거의 없었다.  장미차, 감국차, 솔잎차, 뽕

잎차, 감잎차 및 녹차 추출물(5 mg/mL)의 hydroxyl radical 

소거능은 각각 55.3, 64.4, 35.3, 51.5, 44.6, 29.5%이었다. 장

미차의 경우 Micrococcus luteus, Bacillus cereus, Salmonella 

enteritidis, E. coli  모두에 대해 항균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Gram 음성균인 Salmonella enteritidis에 대해 강한 항균력을 

보였다. 녹차, 솔잎의 경우 Salmonella enteritidis, Bacillus 

cereus에 대해 항균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뽕잎, 감잎, 국

화차의 경우는 Micrococcus luteus, Bacillus cereus, 

Salmonella enteritidis, E. coli  모두에 대해 항균효과를 보이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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