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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imicrobial activities of green tea extracts used for coarse tea were investigated by disc diffusion method
using eight different bacteria. Among the green tea extracts, the 70% ethanol extract demonstrated the
strongest antimicrobial activities against Vibrio parahemolyticus (V. parahemolyticus) and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 and thus was further fractionated. Among these fractions, the ethyl acetate fraction showed
the strongest antimicrobial activities against V. parahemolyticus, S. aureus, Bacillus subtilis (B. subtilis),
and Streptococcus mutans (S. mutans). These activities exceeded that of all extracts and fractions tested in
this study. Interestingly, although green tea extracts showed significant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Micrococcus luteus (M. luteus), once fractionated, the ethyl acetate fraction did not show any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M. luteus. MICs of the ethyl acetate fraction were 5 μL/disc against B. subtilis and 3 μL/disc
against S. aureus, S. mutans and V. parahaemolyticus. 90% inhibition of B. subtilis was observed with 0.05%
ethyl acetate fraction but S. mutans needed over 0.1% ethyl acetate fraction to exhibit the same inhibition
as B. subtilis. Antimicrobial activities of ethyl acetate fractions were reduced around 10% by thermal treatment
o
at 121 C for 20 min. All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70% ethanol extract as well as the ethyl acetate fraction
from green tea used for coarse tea could be further developed into a natural antimicrobial agent.
Key words: antimicrobial activity, green tea, extract, fraction, MIC

서

론

최초의 보고서는 19세기 초 Chamberland가 cinnamon oil의
Bacillus anthracis 포자에 대한 항균효과였고, 그 이후 phy-

식품 저장에 관한 기술은 식품관련 산업계와 학계의 연구

tochemical에 의한 항균의 효과는 catechin, flavonoid, sap-

를 통하여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식품첨가물

onin, tannin, thiosufinate 등의 화학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공전에는 총 18종의 화학합성품 보존제가 허가되어, 기준이

되어 확인되었다(3).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최근의 웰빙 문화와 경제

세계적으로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차는 그 가공 공정에

적인 수준 향상으로 천연 첨가물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나타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차나무(Camellia sinensis L.)의

내고 있다(1).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 식용 가능한 식물들이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다(4). 동양권에서는 서양과 달리

부작용 없이 식품 보존제로서 이용되는 과정을 보면서 새로

비 발효차인 녹차가 주류를 이루며, 차의 기호성은 카페인이

운 화학합성품에 비하여 천연 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소비자

나타내는 자극적인 효과와 다양한 향미성분에 의한 관능적

가 높게 신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의 식품첨

인 효과로 나타난다(5). 20여년 전부터 녹차의 관능적 효과

가물 규정에서는 오래 전부터 식품에 보존제로 사용해 왔거

외에 다양한 생리적 활성이 그 원인 물질의 확인과 함께 과

나, 천연물의 추출물을 보존제로서 이용할 때는 합성보존제

학적으로 증명되어 발표되고 있다. 특히 녹차의 카테킨은

와는 달리 규제를 하지 않으며, 특별히 이들을 GRAS

항산화효과(6,7), 항암효과(8,9), 콜레스테롤 저하효과(10),

(Generally Recognized As Safe)급으로 분류하고 있다(2).

항균효과(11-21), virus 감염억제효과(22,23) 등의 다양한

식물성 원료로부터 항균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보여준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서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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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건강식품, 식품보존료, 항균제 등의 다양한 제품으로서

70% ethanol 추출물 유래 분획물은 앞의 방법에 의하여 제

개발될 산업적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24).

조된 70% ethanol 추출물에 hexane, ethanol, 증류수를

한편, 현재 녹차 추출물의 항균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10:1:9(v/v/v)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 500 mL을 가하여 진탕

1번차인 고급 녹차를 시료로 하였고, 가격이 저렴하여 산업

추출(상온, 6시간, 3회)한 다음, hexane층을 분리, 농축 및

성이 있는 4번차를 시료로 한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동결건조 하여 hexane 분획물을 제조하였고, 수용액층에는

본 연구에서는 채엽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카테킨의 함량

chloroform 500 mL을 가하여 hexane 분획물 제조와 동일한

이 증가됨을 보여준 이전의 보고들(25-28)에 근거하여, 가격

과정을 거쳐서 chloroform 분획물을 제조하였으며, ethyl ace-

이 저렴한 엽차용 녹차를 산업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

tate 분획물 및 butanol 분획물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순차

할 목적으로 9월에 수확한 후 증자시킨 4번 녹차의 추출물과

적으로 제조하였다. 사용된 용매는 모두 Merck(Darmstadt,

이의 여러 가지 용매 분획물의 세균에 대한 항균효과를 조사

Germany)사의 GR 급으로 사용하였다.

하고자 하였다.

시험균주
항균력 조사에 사용된 균주는 식품 관련 Escherichia coli

재료 및 방법

(E. coli) KCTC 1116, Salmonella Typhimurium(S. Typhimurium) KCTC 1925, Klebsiella pneumoniae(K. pneumo-

재료

nia) KCTC 2208 및 Vibrio parahaemolyticus(V. para-

추출물과 분획물의 세균에 대한 항균활성을 검토하기 위

haemolyticus) KCTC 2471과 같은 4종의 그램 음성 세균과

하여 사용한 녹차는 전라남도 보성군 봉산리에 위치한 대한

Staphylococcus aureus(S. aureus) KCTC 1916, Bacillus

다업(주)의 보성다원에서 2005년 9월에 채취한 것을 증자,

subtilus(B. subtilus) KCTC 1021, Micrococcus luteus(M.

건조 및 분쇄한 다음 체가름(200 mesh)하여 제조하였고, 이

luteus) KCTC 1056 및 Streptococcus mutans(S. mutans)

를 -20oC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KCTC 3300과 같은 4종의 그램 양성 세균으로 구성된 총

녹차 추출물 및 분획물의 제조

8종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의 특징은 Table 1과 같다.

녹차 추출물 및 분획물은 Wee 등(27)의 방법을 약간 수정

항균활성

o
한 아래의 방법에 따라 상온수 추출물, 열수(80 C의 물) 추출

물, 70% ethanol 추출물을 제조하였고, 분획물은 70% etha-

항균활성의 측정은 paper disc(8 mm size, Advantec,

nol 추출물로부터 여러 가지 용매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Toyo Roshi Kaisha, Ltd., Tokyo, Japan)를 이용한 disc 확

분획하였다. 즉, 상온수 추출물은 녹차 분말 100 g을 증류수

산법으로 실시하였다(29). Table 1에 정리된 8종의 균주를

1 L에 가한 후 진탕추출(상온, 12시간) 및 원심분리(3,000

각 특성에 맞게 14시간 전배양 시킨 균액을 spectropho-

rpm, 15분)하여, 상등액을 취한 다음, 다시 여과(Whatmann

tometer(UV/VIS-1201, Shimazu, Kyoto, Japan)로 600 nm

No.1, Maidstone, England)하여 제조하였고, 이의 분말은 여

에서 흡광도 0.5가 되도록 희석시켰다. 이어서 희석된 균액

액을 농축 및 동결건조 하여 제조하였다. 열수 추출물 및

50 μL를 2 mL의 top agar(0.75% agar)에 잘 혼합하여 준비

o

이의 분말은 80 C 증류수를 이용하여 3시간 동안 진탕시켜

된 평판배지에 중첩하여 굳혔다. 멸균된 paper disc를 잘 밀

추출한 후 상온수 추출물과 이의 분말 제조공정과 동일한

착시킨 후 준비된 5% 추출물을 여과하여(0.45 μm pore size,

과정으로 제조하였다. 70% ethanol 추출물은 녹차 분말 100

MFS 13, Advantec MFS, Inc., Tokyo, Japan) 제균시킨 후

g을 70% ethanol 1 L에 가하여 진탕추출(상온, 6시간) 및

50 μL를 취하여 paper disc에 흡수시켰다. 그 위에 멸균된

원심분리(3,000 rpm, 15분)하여 상등액을 취한 다음, 다시

생리식염수(0.85% NaCl) 25 μL를 가하여 추출물을 확산시

여과(Whatmann No.1, Maidstone, England)하여 제조하였

켜 주었다. Control은 5% 추출물을 대신하여 멸균된 생리식

고, 이의 분말은 농축 및 동결건조 하여 제조하였다. 녹차의

염수 50 μL를 paper disc에 흡수시켰다. 각 균의 적정온도에

Table 1. List of microorganisms for antimicrobial activity test

Characters

Culture conditions

E. coli KCTC 1116
S. Typhimurium KCTC 1925
K. pneumonia KCTC 2208
S. aureus KCTC 1916

Strains

GGGG+

Nutrient media, 36oC

B. subtilis KCTC 1021
M. luteus KCTC 1056

G+
G+

Nutrient media, 30oC

V. parahaemolyticus KCTC 2471

G

S. mutans KCTC 3300

+

G

o

Nutrient media added 3% NaCl, 30 C
o

Brain heart infusion, 36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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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4시간 배양 후 paper disc 주위의 투명환의 지름을 측정
하였다. 항균활성은 투명환의 지름으로 나타내었다. 배지는

Table 2. Extraction yield of green tea extracts and its fractions with various solvents

Extracts

모두 Difco(Detroit, MI, USA) 제품의 것을 사용하였다.

Ethyl

acetate

분획물의

최소저해효과(Minimum

Room temperature water
Hot water at 80oC
70% ethanol

In-

hibitory Concentration, MIC)

Fractions

Ethyl acetate 분획물의 MIC는 항균활성이 강하게 나타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난 5% ethyl acetate 분획물을 시료로 하여 항균활성의 측정
에서 두드러진 효과를 보인 S. aureus, B. subtilis, V. parahaemolyticus 및 S. mutans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실시하였다. 즉, 5% ethyl acetate 분획물의 양을 달리하

Yield (%)
4.6
1.1
33.0 (100)1)
Yield (%)
5.4
1.1
11.2
7.4

(16.3)
(3.3)
(33.8)
(22.5)

1)

The values in parentheses mean % of 70% ethanol extract
basis.

여 paper disc에 가한 다음 항균활성 측정과 동일한 방법으
로 실험하였고, ethyl acetate 분획물의 MIC는 투명환이 9

6시간으로 상온수 추출 시간의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7배 이

mm 이상이 되는 농도로 하였다.

상의 높은 추출수율을 보임으로써 70% ethanol이 녹차 추출

Ethyl acetate 분획물의 생육저해효과
Ethyl acetate 분획물의 생육저해효과는 항균활성 측정과
MIC의 결과에 근거하여 B. subtilis 및 S. mutans를 대상으
로 ethyl acetate 분획물의 농도에 따른 생육저해효과를 측
정하였다. 즉, ethyl acetate 분획물의 농도를 각각 0.1%,
0.05%, 0.01%로 준비한 배지 20 mL에 B. subtilis와 S. mutans의 준비된 균액(흡광도를 600 nm에서 1.5로 희석하여
o
o
조정된 균액)을 각각 0.1 mL씩 첨가하여 각각 30 C와 36 C

에서 배양하면서 4시간 간격으로 24시간 동안 흡광도를 측
정하여 균의 생육저해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용매로서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Sung(30)은 100% ethao
nol을 사용하여 78 C에서 9시간동안 녹차를 추출한 결과

65%의 추출물 수율로서 70% ethanol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6시간 동안 추출한 본 실험의 결과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70% ethanol 추출물로부터 여러
가지 용매를 달리하여 분획한 분획물의 수율은 ethyl acetate 분획물이 11.2%로 가장 높은 추출수율을 보였고, 다음
으로 butanol 분획물(7.4%), hexane 분획물(5.4%)의 순이었
으며, chloroform 분획물이 1.1%로 가장 낮았다. Ethyl acetate 분획물은 조 카테킨으로서 ethyl acetate 수율이 11.2%
인 결과는 조 카테킨의 함량에서는, 녹차의 카테킨 함량이

열 안정성 측정

채엽 시기, 품종 및 생산지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건조녹차

항균활성이 우수한 ethyl acetate 분획물을 121oC에서 20

기준으로 약 10～15%인 전보고(3,28)를 참고할 때, 9월 채엽

분간 열처리한 후 B. subtilis, V. parahaemolyticus 그리고

녹차가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녹차

S. mutans를 대상으로 항균활성 측정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

카테킨 조성성분 중 항균효과가 탁월한 (-)-epicatechin

한 다음 녹차 추출물의 열 안정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gallate(ECG) 및 (-)-epigallocatechin gallate(EGCG)(3) 등

측정하였다.

에 대한 9월 채엽 녹차의 성분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열안정성(%)＝

B
×100
A

항균활성
녹차 추출물에 대한 항균활성을 E. coli, S. Typhimurium,

A: ethyl acetate 분획물의 항균활성 측정치(mm)

K. pneumoniae 및 V. parahaemolyticus와 같은 4종의 그램

B: 열처리된 ethyl acetate 분획물의 항균활성 측정치(mm)

음성 세균과 S. aureus, B. subtilus, M. luteus 및 S. mutans
와 같은 4종의 그램 양성 세균으로 구성된 총 8종의 세균에

결과 및 고찰

대하여 disc 확산법으로 실시한 결과는 Table 3에, 그리고
Table 3의 결과 중 ethyl acetate 추출물에서 우수한 항균활

수율

성을 나타낸 B. subtilis의 disc 확산법에 의한 항균효과 사진

여러 가지 추출용매에 따른 녹차분말 추출수율은 Table

은 Fig. 1에 나타내었다. 8종의 세균에 대한 녹차 추출물 간

2에 나타내었다. 수 추출물의 수율은 상온수 및 열수와 같이

의 항균활성은 상온수 추출물의 경우 E. coli(10.1 mm), S.

추출수의 온도에 관계없이 수율이 아주 낮아 상온수 추출물

Typhimurium(13.3 mm), K. pneumoniae(12.3 mm), M. lu-

이 4.6%, 열수 추출물이 1.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녹차

teus(13.3 mm) 및 S. mutans(12 mm)와 같은 5종의 세균에

추출물의 수율이 열수 추출에 비하여 상온수 추출이 높은

대하여 가장 높았고, 열수 추출물의 경우 B. subtilis(14.5

것은 추출시간의 차이(상온수 추출: 12시간, 열수 추출: 3시

mm)와 같은 1종의 세균에 대하여 가장 높았으며, 70% 에탄

간) 때문이라 판단되었다. 70% ethanol 추출물의 수율은

올 추출물의 경우 V. parahaemolyticus(15.5 mm) 및 S. aur-

33.0%로 상온수 추출물의 수율에 비교할 때 추출 시간이

eus(13.5 mm)와 같은 2종의 세균에 대하여 가장 높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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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timicrobial activities of green tea extracts and its fractions with various solvents1)

Microorganisms

Water

Solvents
Hexane
Chloroform

Hot water 70% ethanol

(Inhibition zone: mm)2)

Ethyl acetate

Butanol

E. coli
S. Typhimurium
K. pneumoniae
V. parahaemolyticus

10.1
13.3
12.3
14.3

8.0
11.5
8.0
15.0

8.0
8.5
8.0
15.5

0.0
8.0
8.0
9.5

8.0
8.0
8.0
8.0

8.0
8.0
11.5
25.5

8.0
0.0
9.0
13.0

S. aureus
B. subtilis
M. luteus
S. mutans

11.0
14.0
13.3
12.0

11.0
14.5
12.0
9.0

13.5
12.0
8.0
11.0

10.0
8.0
8.0
16.0

8.0
0.0
0.0
9.0

19.0
17.5
0.0
17.5

8.5
11.5
8.0
9.5

100.3

89.0

84.5

61.5

49.0

107.0

67.5

Total
1)

50 μL of 5% extract or fraction was loaded per disc.
2)
Mean of three measurements.

의 항균활성은 chloroform 분획물과 hexane 분획물에 비하
여 ethyl acetate 분획물이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a)

ethyl acetate 분획물의 여러 가지 세균에 대한 항균효과는
그램 음성세균인 V. parahaemolyticus에 대하여 가장 높았
고, K. pneumoniae에도 상당한 효과가 인정되었으나, E.
coli와 S. Typhimurium에는 아주 약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그램 양성세균에서는 M. luteus를 제외한 실험균종 3
종 즉 S. aureus, B. subtilis, S. mutans에 대하여 강한 항균
효과를 나타내었다.

(b)

최소저해농도(MIC)
항균활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녹차 70% ethanol 추출물

Fig. 1. Paper disc test of B. subtilis with ethyl acetate fraction from 70% ethanol extract of green tea (a: 5%, b: control).

물 간에 세균의 종류에 따른 항균 활성능에 차이가 인정되었
다. 이상의 여러 가지 추출방법에 따른 녹차 추출물 중 상온
수 추출물과 열수 추출물과 같은 수 추출물의 낮은 수율을
감안할 때 식품 보존료의 개발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선호할
만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70% 에탄올 추
출물로부터 여러 가지 용매를 달리하여 분획한 분획물 간의
항균활성은 70% ethanol 추출물에 비하여 ethyl acetate 분
획물이 V. parahaemolyticus(25.5 mm), K. pneumoniae
(11.5 mm), S. aureus(19.0 mm), B. subtilis(17.5 mm), S.
mutans(17.5 mm)와 같은 5종의 세균에 대하여 높았고,
hexane 분획물이 구강세균인 S. mutans(16 mm)와 같은 1종
에 대하여 높았으나, ethyl acetate 분획물에 비하여 낮았으
며, 기타 분획물의 경우 세균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낮았다.
한편 녹차 추출물의 항균효과를 검토하는 연구에서, Park
등(15)은 S. aureus에 대한 항균력이 S. Typhimurium에 대
한 항균력보다 강하였다고 보고하였고, Yeo 등(19)은 V.
parahaemolyticus가 낮은 농도에서 항균효과를 나타내었다

유래 ethyl acetate 분획물의 MIC에 대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녹차 70% ethanol 추출물 유래 ethyl acetate
분획물의 MIC는 B. subtilis의 경우 5 μL/disc이었고, S.
aureus와 S. mutans의 경우 3 μL/disc이었으며 V. parahaemolyticus의 경우 3 μL/disc 이하이었다. 한편, Yeo 등
(19)은 녹차 추출물이 V. parahaemolyticus에 대하여 MIC가
60 μg/mL로 아주 낮았다고 보고한 바 있고 Baek 등(31)은
대나무 추출물이 S. aureus에 대하여 MIC가 10 μL/disc, S.
mutans에 대하여 MIC가 20 μL/disc이었다고 보고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본 실험의 녹차 ethyl acetate 분획물은 실험
균종에 대한 MIC가 아주 낮아, 항균제 혹은 천연 식품보존
료로서의 개발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4.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of ethyl acetate fraction from 70% ethanol extract of green tea on bacteria

Microorganisms
S.
B.
V.
S.

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또한, Cho

1)

등(11)은 여러 가지 용매로 분획한 녹차 추출물 유래 분획물

2)

aureus
subtilis
parahaemolyticus
mutans

Inhibition zone1)
2)
Concentrations (μL/disc)
50
30
20
10
5
3
+++ +++
+++ +++
+++ +++
+++ ++

++
++
+++
++

++
+
++
+

++
+
+

++
+-

+++: >15 mm, ++: 11～15 mm, +: 9～11 mm, +-: 9 mm, -: none.
Loaded volume of 5% ethyl acetate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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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rmal stability of ethyl acetate fraction from
1)
70% ethanol extract of green tea for antimicrobial activity
(Inhibition zone: mm)

1.6
0%
0.01%
0.05%
0.10%

.

1.4

O.D. at 600 nm

1.2

Microorganisms

No-heat
A

B. subtilis
V. parahaemolyticus
S. mutans

1
0.8

17.0
22.0
16.5

Heat
B

15.0 (88.2%)2)
18.5 (84.1%)
15.0 (90.9%)

1)

With 50 μL of heated (121oC, 20 min) or no-heated 5% ethyl
acetate fraction from 70% ethanol extract per disc.
2)
Thermal stabilities were calculated as B/A×100.

0.6
0.4

O157:H7 932의 배양에서 0.1% 녹차 추출물 유래 ethyl ace-

0.2

tate 분획물을 첨가한 경우 control에 비하여 24시간 배양에

0
0

10

20

30

서 약 25%, 72시간 배양에서는 약 50%의 증식억제를 볼 수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본 실험의 결과와 Cho

Incubation time (hr)

Fig. 2. Effect of ethyl acetate fraction from 70% ethanol extract of green tea on the growth of B. subtilis.

등(11)의 보고로 미루어 보아 녹차 추출물의 증식 억제 효과
는 균종에 따라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판단되었다.

열안정성

2.5

녹차 70% ethanol 추출물 유래 ethyl acetate 분획물의
열안정성을 disc 확산법으로 실험한 결과를 Table 5에 나타

2

O.D. at 600 nm

.

내었다. 열처리된(121oC, 20분) 5% ethyl acetate 분획물의
1.5

S. mutans, B. subtilis 및 V. parahaemolyticus를 대상으로

0%
0.01%
0.05%
0.10%

1

한 항균활성을 열처리되지 않은 5% ethyl acetate 분획물의
항균활성과 비교 조사한 결과에서 열처리된 ethyl acetate
분획물은 각각의 균종에 대하여 90.9%, 88.2% 및 84.1%의

0.5

항균활성의 열안정성을 나타내었다. V. parahaemolyticus에
대한 항균활성이 열에 가장 민감하여 15.9%의 항균능 감소

0
0

5

10

15

20

25

30

Incubation time (hr)

Fig. 3. Effect of ethyl acetate fraction from 70% ethanol extract of green tea on the growth of S. mutans.

증식억제효과

를 보였고, S. mutans에 대한 항균활성은 열에 가장 안정적
으로 9.1%의 항균능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Kim 등(13)
이 녹차의 열수 추출물을 50～200oC로 30분간 열처리하여
3종의 Bacillus속 균을 대상으로 항균효과를 조사한 실험에
서 열처리가 항균활성의 증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B. subtilis에서 보여준 11.8% 항균활성
의 감소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본 실험의 결과와

녹차 70% ethanol 추출물 유래 ethyl acetate 분획물의

Kim 등(13)의 결과 간에 차이는 추출용매를 달리하여 추출

농도가 0%, 0.01%, 0.05%, 0.1%로 첨가된 배지에서 B. sub-

한 성분 간의 열안정성 차이 때문이라 판단되었다. Kubo

tilis 및 S. mutans를 배양시키면서 24시간 동안 4시간마다

등(32)은 거의 모든 주요 녹차의 향기성분이 항균효과를 나

6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균의 증식억제효과를 살

타내고 있으며 특히 terpenol계 성분인 nerolidol과 indole은

펴 본 결과는 Fig. 2 및 Fig. 3과 같다. Ethyl acetate 분획물의

중요한 항균활성을 나타내거나 다른 성분들의 항균효과를

첨가 농도에 따른 B. subtilis의 증식곡선은 control(0%)은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향기 성분들은 휘

정상적인 균의 성장곡선을 나타내었고, 0.01% 농도에서는

발성이 큰 화학물질들로서 열처리와 크게 상관이 있을 것으

ethyl acetate 분획물 효과에 의해 control보다 유도기가 4시

로 생각된다.

간 이상 연장되었으며, 24시간 배양한 뒤 control과 비교하였
을 때 약 50%정도의 증식억제효과가 있었다. 0.05%와 0.1%

요

약

추출물 첨가에서는 균의 증식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S. mutans의 0.01%, 0.05% 농도에서는 농도 증가와 함께

9월에 수확하여 엽차용 녹차로 시판되는 보성산 녹차를

비례하여 증식억제의 정도가 증가됨을 나타내었고, 0.1%의

상온수, 80oC 열수, 70% ethanol 용액으로 추출하고, 70%

추출물 첨가에서는 24시간 배양 후 control에 비해 약 75%

ethanol 추출물을 다시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정도의 증식억제효과가 있었다. Cho 등(11)은 E. coli

butanol로 분획한 다음 녹차 추출물과 분획물의 그램 양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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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램 음성균 8종에 대한 항균활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
다. 녹차의 추출 수율은 70% ethanol 추출물은 33.0%, ethyl
acetate 분획물은 11.2%를 보였다. 8종의 세균에 대한 녹차

8.

추출물 간의 항균활성은 70%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수 추출
물에 비하여 Vibrio parahaemolyticus(V. parahaemolyticu)

9.

및 Staphylococcus aureus(S. aureus)에 대하여 가장 높았
다. 70% 에탄올 추출물로부터 여러 가지 용매를 달리하여
분획한 분획물 간의 항균활성은 70% ethanol 추출물에 비하
여 ethyl acetate 분획물의 경우 Klebsiella pneumoniae, V.
parahaemolyticus, S. aureus, Bacillus subtilis(B. subtilis)

10.

11.

및 Streptococcus mutans(S. mutans)와 같은 5종의 세균에
대하여 높았다. 70% ethanol 추출물 유래 ethyl acetate 분획

12.

물의 MIC는 B. subtilis의 경우 5 μL/disc이었고, S. aureus
와 S. mutans의 경우 3 μL/disc이었으며, V. parahaemoly-

13.

ticus의 경우 3 μL/disc 이하로 아주 낮았다. Ethyl acetate
분획물의 첨가 농도에 따른 항균효과는 B. subtilis와 S. mutans 두 균종에서 확연히 나타났고 B. subtilis는 0.05% 이상
의 첨가로 24시간 증식시켰을 때 control에 비하여 균증식이

14.
15.

90% 이상 억제됨을 보였으며, S. mutans는 동일한 균증식
억제 효과를 얻기 위하여 0.1% 이상의 ethyl acetate 분획물
o
농도가 요구되었다. Ethyl acetate 분획물의 열처리(121 C,

16.

20분)는 균종에 따라 10%정도의 항균활성을 감소시켰다. 이
와 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9월에 채엽된 저렴한 녹차로 천연

17.

항균제 혹은 식품보존료의 개발은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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