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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기기분석에 있어서의 미비한 을 보완한 물질 분석 과정에서 주요 성분의 괴를 최소화하고져 비

괴형 원 외선 도자기 가마를 이용하여 비 괴형 성분물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기 분석 장치를 개발 하

다. 한 폭증폭 (PMT) 기기를 사용하여 뽕잎 차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의 형태  효과를 기존의 기기분

석기와 원 외선 도자기 기기를 사용한 것과의 차별화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측정 하 다. 그 결과 특히 과

산화수소를 이용한 항산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 성분이 괴되지 않음을 측정하여 그 효과가 인정 되었기에 

이를 보고한다.

ABSTRACT 

In the present study,effect of natural mulbelly leaf tea on DMEM MDCK cell line. Mulbelly leaf teas inhibited the proliferation 

in primery MDCK cells in a dose dependent manner. These results show that mulbelly teas potent inhibits the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nd not destruction a component. Therefore, mulbelly teas might improve overall quality of the color and taste. And 

might be applied newly to development of componant mulbelly teas quality and biochemical change by ROS in living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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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한의학  에서 한약 재료를 단일 약재

에서 비 괴성 생리 활성 성분을 찾아내는데 새로운 

기기 분석법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실한 연구의 필

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러한 에서 자 등은 당뇨병, 성인병, 신장염

에 특효로 알려진 뽕나무의 요성을 인식하여 비 

괴성 단일물질 추출법에 심을 갖고 다방면에 특효

가 있는 물질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하여 새로운 

비 괴형 기기 분석기의 개발에 착수하여 자연의 숨

결 흙 가마를 이용하여 가마형 덖음기를 개발하여 이

를 보고한다. 

뽕나무(morus alba L.)는 떡잎식물 기풀목 뽕

http://dx.doi.org/10.13067/JKIECS.2013.8.10.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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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과 뽕나무 속에 속한 낙엽교목이다. 한 뽕나무

는 부터 뿌리, 근피, 어린가지 등에서 추출한 흰 액즙 

뿐 아니라 열매까지도 이용되고 버릴 것 없는 약용식

물로 각 을 받고 있다[1].

특히 농 에서는 농가 부업으로 뽕나무를 재배하여 

에를 길러 주요한 섬유 제공자원으로 사용되어 왔

다. 최근 웰빙시 를 맞이하여 뽕나무가 청정지역에서 

량 재배하여 무공해 뽕잎을 이용한 약용식물로 성

인병 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 식물로 다시 각 받기 시작하

기에 이르 다. 최근 여러 기 에서 뽕나무의 효용과 

가치성을 찾는데 온갖 연구를 기울이고 있으며 약용 

식물로서 농가의 부업 식물로 그 부가 가치성을 재인

식하고 있는 실정이다[2]. 

아침 일  해가 돋기 에 잎을 따서 에한테 줘 

에가 먹고산다는 뽕잎에는 압 강하 물질 감마아

미노부티르산(GABA)이 풍부하며 모세  강화물질

인 루틴이 많다고 한다. 풍  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뇌졸 , 심장병에 좋다는 

연구발표도 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에도 

좋고 소화 진, 다이어트, 통 방에 효과는 동의

보감에도 수록되어 있다. 옛날부터 속을 제거하는 

효능과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사기능을 돕는다고 

한다[3].  내의 콜 스테롤을 낮추며 을 용

해시켜서 동맥경화 방과 머리를 맑게 하며 흰머리

가 검어지고 탈모 방 효과도 여러 기록에 있다. 뽕잎 

차는 허약체질을 개선하고 시력보호 작용이 있다. 특

히 꾸지뽕나무는 한국과 국에서만 자생하는 낙엽 

소교목으로 주로 한국의 민간요법에서 부인병, 이뇨, 

진해, 자궁암, 자궁근종, 각종 암, 당뇨병  신장 기

능 강화에 이용되어 왔다. 야생 꾸지뽕나무는 잎과 열

매, 기 등을 메탄올과 혼합해 추출물을 만든 뒤 이

를 장암 세포에 투입해 사멸정도를 측정한 결과 암

세포의 52.64%가 사멸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결과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한 쥐를 이용한 시험을 통해 

측정한 결과 높은 항산화, 당조   노화억제 활성

을 보인 걸로 확인되어 꾸지뽕의 효능에 신뢰를 뒷받

침해주고 있다.

한 뽕잎 속에 술을 분해시켜주는 ‘알라닌’과 ‘아

스 라긴산’ 성분이 풍부하고, 뇌 속의 피를 잘 돌게 

하고 콜 스테롤 제거  노인성 치매를 방해주는 

‘세린’과 ‘타이론신’ 성분이 각각 1.2%. 0.8% 들어있다. 

한 칼슘과 철분을 비롯한 50여종 이상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4]. 

이러한 에서 우리는 지방자치 단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차별화된 지역 특수성을 이용하여 청정 지

역의 이미지에 맞는 비 괴형 뽕잎차를 만들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게 되었다. 이는 물리 인 요소인 원

외선, 간  온도 조정법, 스 의 증발 방지 효과, 뽕잎 

자체를 원형 로 유지할 수 있게 개발함으로 뽕잎의 

차별화에 성공하게 되었다. 지 까지는 뽕잎으로 차를 

만들 때 부서지기 쉬웠고, 차 생성공정에서 차색을 유

지하며 식물 그 로의 성분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기존의 추출방법으로는 열탕추출법, 강압추출법 등이 

있으나 추출과정에 있어서 수증 분압에 의해 물질 고

유의 성분이 괴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보고되고 있

다.

약재는 과거부터 이미 안 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어 

경구용으로 처방되어 천연 약물의 추출물로 부작용이 

없고 사용이 간단하다는 이유로 다양한 구와 비

괴성에 한 성분에 한 특허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새로운 기기의 개발이 시 한 실정이었다[5]. 

Ⅱ. 연구 상  방법

1. 특수 원 외선 비 괴형 가마의 개발

이 장치는 특수 도자기 굽는 방법과 원 외선 효과

를 이용하여 식물 재료에 간 으로 물리  온도 변

화를 차별화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다. 먼  틀을 만

들고 원통 모양의 테두리에 보조 를 설치하고 간  

열 달 형식의 황토 도자기 가마를 사용한다. 가마는 

특유의 토질을 가진 유황 황토를 사용하여 고온

(1200～2000℃)에서 구워낸 도자기 가마를 그림 1에 

제시한다.

간  열에 의해 가마에 달되는 열 방식을 이용하

는데, 내부온도가 120℃로 덖고 굽는 차 공정 과정

에서 뽕잎 형태를 그 로 보존 될 수 있도록 제작 하

다. 사용 력은 0.2KW이고 연료는 LPG를 사용하

며, 원형 토기형태(270kg)의 가마의 회 율은 45 

R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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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 괴형 가마개발
Fig. 1 Development of not destruction component 

2. 뽕잎 차 재료  제조 공정

뽕잎 차의 재료는 청정지역을 심으로 재배된 뽕

잎을 사용하 다. 개발한 원 외선 도자기 가마를 이

용하여 특수 공법으로 제작하고, 물리  온도 변화량

을 이용하여 그 맛과 향을 유지함으로 뽕잎 형태와 

성분을 그 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때 사용한 

가마를 비 괴형 가마로 명명 하 다.

3.  증폭 Photo multiplier tube(:PMT) 기

기의 측정법

그림 2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PMT(Hamamatsu, 

R331-05S) 기기를 사용하여 뽕잎차를 100℃ 8시간 

농축 추출하여 이미 배양 처리된 세포들에 농축용액

을 반응시켜 측정하 다. 생체 자(Biophoton) 측정장

치 PMT의 개요도는 암상자(Dark chamber)에 부착된 

PMT를 심으로 고 압 원장치(1,600V)와 데이터 

그림 2. 생체 자 측정장치
Fig. 2 Schematics of experimental PMT setup

처리를 한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암상자 속에

는 표본을 얹어 놓을 수 있는 용기와 열감지기  열

선을 포함하고 있다. 열 감지기는 열 을 사용하여 

표본용기의 면에 부착하 으며 온도 조 기의 

이 37℃가 되도록 맞추었다. PMT와 표본간의 거리는 

5cm로 PMT의 유효 직경 내에 들어오게 하 다. 사

용된 PMT는 상온에서 작동되었으며 300nm에서 

650nm의 역에서 빛 띄음 응답을 갖는다[6-11].

Ⅲ. 결 과

1. 특수 가마에서 만들어낸 뽕잎 차의 시음회 결과

본 특수 가마를 이용한 뽕잎 차를 생산하여 기존 

방식에 의해 만들어 매된 다른 제품과 비교 측정하

여 뽕잎 차와의 맛, 향기, 색상  뽕잎의 원상태 풀

림성에 해 시음회를 실시하 다[12]. 그 결과 기존

의 뽕잎차보다 맛, 향기, 색상 면에서 뽕잎의 상태 보

이 기존의 실험결과 보다도 약 70% 이상 맛과 향

기 측면에서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월등함이 

인정되어 이것을 표 1에 제시한다.

표 1. 특수 가마로 측정된 뽕잎 차의 색 과 맛.
Table 1. Development of not destruction component 

teas.

divisio taste scent color
leafconservativ

eness 

existing

mulberry 

Leaf tea

strong
grass

odor
brown

mulberry leaves

break

phenomenon 

clear

Hwasun 

bio

mulberry 

Leaf tea 

delicate

keep 

mulberry 

scent 

keep

Vandyke

brown

mulberry leaves 

existing

 state as 

things stand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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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MT를 이용한 뽕잎 차 세포 수 에서 항산

화효과

세포에 H2O2를 처리한 것과 처리하지 않은 것의 

변화를 PMT로 측정한 결과 농도별 생체 자

(biophoton) 양의 변화는 비 괴형 타입 장치를 사용

하여 만들어낸 뽕잎 차가 기존 것에 비해 biophton 

양의 농도에 한 의존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약물 처리한 시료에서 자 양은 증가되고 시

간의 경과에 따라 반응 시간과 농도별 변화를 측정할 

수 있었다. 이것을 그림 3에 제시한다. 본 실험 결과

에 의하면 H2O2에 의한 항산화 효과는 항암, 간질환 

등의 척도가 되는 ROS 비 괴성 항산화 효과가 입증

되어 미래 지향  기기 분석기로 특출함이 인정되어 

다른 물질에까지도 비 괴 성분 기기 분석기로 충분

한 역할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3. 비 괴형 기기분석에 의한 뽕잎차 각 농도별 
생체 자에 미치는 향

Fig. 3 Typical raw data for biophoton rate from before 
the mulbelly teas between the general (control) and 
hwasun Bio-additive (sample). In this case 

measurement was done for 3 min in order to acquire 
reliable data 

Ⅳ. 고 찰

이러한 원 외선 이용 도자기 가마는 자연산 생물

의 특정 성분을 비 괴 으로 유지하고 미량의 성분

이지만 기존 잎 자체 그 로의 성분을 유지함이 확인

되었다. 특히 자연 산물에서의 비 괴형 성분 도자기 

가마는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성분을 괴하지 않고 

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결과 비 괴형 기기

를 이용한 차와 뽕잎에서 미량의 항산화 효과를 확인

하 다. 한 시음회 결과 본 장치로 제조된 뽕잎 차

는 기존 뽕잎 차의 맛과 부드러움 면에서 효과가 월

등함이 입증되었기에 이를 보고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라는 새로운 토기 덖음기가 차의 독특한 

맛과 기능성 식품 연구 개발에도 더욱 가치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 괴형 도자기 가마 이용 뽕잎 차

의 맛, 색깔, 향기 면에서 일정 성분을 유지 할 수 있

어, 기존 기기들이 공정 과정에서 괴시키는 성분까

지도 본 기기를 이용한다면 인체에 필요한 미량원소

까지도 섭취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본 기기의 개발

로 식품들이 가공 공정에서 양 성분이 20% 이상 

괴된다는 보고가 있지만 본 기기를 사용한 차는 비

괴형 미량 양성분까지도 분석 가능할 것으로 사

료된다. 식물 고유 성분의 괴와 인체 흡수에 한 

연구는[13-14] 추가 진행하여 보다 생화학 인 증거

를 확보할 정이다.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뽕잎은 거

의 오염되지 않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에의 특성

상 건강의 삶에 활력소를 불러 넣을 수 있는 신장력

과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육체의 꺼기와 속을 

걸러 낼 수 있는 비 괴성 자연 기기분석기로 자리

메김을 할 수 있다고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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