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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내에서 발효차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진 것에 비해 국내는 발효차 연구에 대한 역사가 짧고, 해외 유명 발효차들과

의 과학적인 비교분석결과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세계 3대 홍차인 스리랑카 우바, 중국의 기문, 인도의 다즐링 홍차와 

함께 전남 순천에서 생산되는 발효차를 항산화와 항염증 활성 검정 및 발효차의 주성분의 규명 및 함량 분석을 HPLC 및 

TOF-MS 등의 분석을 통해서 실시 하였다. 항산화 활성 검정은 DPPH․ABTS 라디컬 소거능 2종의 실험을 실시하였고, 항염증 

활성은 NO 생성 억제능을 통해서 실시 하였으며, 세계 3대 홍차와의 성분 분석을 위해서 총페놀 함량과 기호성 음식으로 분류되

는 차의 특성상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입맛에 관계된 성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탄닌산, 유리당, 유기산, 카페인 분석 등을 실시하

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국내 자생하고 있는 야생 차나무로부터 생산된 발효차는 각각의 생리활성과 유효물질들의 

함량을 과학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계 유명 3대 홍차와 비교하였을 때 우수한 생리활성과 유용한 성분들이 확인되었다. 

주제어 : 발효차, 홍차, 카페인, HPLC, 항산화, 항염증

Abstract The reason why domestic fermented tea is less recognized than the world's top three black[Sri Lanka 

Uva black tea, India Darjeeling black tea, China Keemun(祁門) black tea] teas is that there is a very lack of 

scientific basis for clear quality standards and functionality. This researcher identified the major components 

of the world's top three black teas and fermented teas derived from domestic wild tea trees through analysis 

of various instruments such as HPLC, TOF-MS, and ELISA reader. In addition, in order to compare the 

physiological activity of the world's three major black teas and domestic fermented teas, the biological activity 

was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DPPH․ABTS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NO production inhibition. 

Furthermore, comparative analysis data on organic acid, free sugar, and tannic acid were obtained for quality 

comparison of palatable foods. When the above results are summarized, it is believed that it is possible to present 

the quality standards of Korean tea, and it is expected that the globalization of Korean tea will b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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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천연음료로 손꼽히는 

차는 인류가 질병치료와 건강 유지 목적으로 제일 처음

으로 인류가 약용 또는 식용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오래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꾸준한 건강관리 목적으로 

차를 즐기고 있는 인류가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다. 또

한, 차는 대중적인 기호성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며 신체 조절기능을 가져 점점 차를 가까

이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차는 각각의 환경과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다 방법이 있으며 세계적으로 3,000여종의 다류가 

유통되고 있다. 이들 다류는 발효정도에 따라서 크게 

비발효차 또는 불발효차(Non-Fermented Tea)와 발

효차(Fermented Tea)로 분류가 된다. 녹차 등의 비발

효차는 제다 공정의 첫 단계에서 찻잎에 열을 가하여 

효소활성을 정지 시킨 것이고, 홍차 등의 발효차는 제

다과정의 위조 및 발효공정 중 차나무 잎 자체에 존재

하는 효소 작용과 공기중 산소를 통해서 산화작용에 의

해 차나무 잎 성분이 화학적으로 변화된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주로 녹차를 생산하고 유통을 하고 있는 

추세였지만, 최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기호도가 다양

화 되면서 녹차 중심에서 발효차로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발효차로 분류되고 있는 홍차의 소비량

이 전체 차 소비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대다수에 속할 만큼 홍차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

음이 잘 알려져 있다[1]. 

한의학의 기초 이론 중 하나인 기미(氣味)로 본 차의 

분류를 하자면, 녹차는 불에 덖고 말린 비발효차로서 시

원한 성질이기에 음(陰)의 속성에 속한다고 하였고, 반대

로 발효를 거치면서 달고 따스한 성질로 변한 홍차는 양

(陽)의 속성에 속한다고 하였다. 동양의학의 근본 철학 

중 가장 중요한 음양(陰陽)학설에 근거로 한다면 여름 또

는 낮동안에는 음(陰)의 성질이 강한 녹차를 권하고, 겨

울 또는 밤에 양(陽)의 성질이 강한 홍차를 마시도록 권

하고 있다. 자연환경의 음양특성과 변화에 따라서 인체

의 생리변화를 이해하여 상응하는 차를 복용한다면 건강

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음양학설을 

기본으로한 한의학의 관점에서 홍차는 연하게 용출하여 

복용할때는 가벼운 정신신경계의 문제들 즉, 우울감, 스

트레스, 짜증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진하게 

용출하여 복용할때는 양기를 북돋아서 정신집중을 위한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2].

한편, 사람에게 필수인 산소가 활성산소(free 

radical)로 변하게 되면 생체 성분과의 반응으로 여러 

가지 장애와 노화 및 병변을 일으킨다. free radical은 

생체계나 식품 중에 존재하는 지질을 산화시킴으로서 과

산화지질로 변성시키는 것으로 잘알려 있고, 생체 내에

서는 DNA에 손상을 주어 발암 및 돌연변이 등의 세포

기능 장애를 유발하고, 노화 등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뇌 이상기능, 암, 심혈관계 질병과 같

은 병리학적 교란을 일으키는 중심물질로 알려져 있는 

활성산소 중의 free radical은 지방의 산화에 직접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free radical을 제거

하기 위해 항산화제가 사용되는데 항산화제는 반응성이 

높은 free radical이 DNA나 다른 생체 세포와 반응하

기 전에 free radical을 제거하여 세포를 보호한다. 천

연에서 많은 항산화성 물질들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에서

도 천연물 유래 페놀성 화합물은 항산화성이 대단히 크

기 때문에 활성산소와 쉽게 반응한다[3]. 페놀성 화합물

은 천연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리활성 물질이고 다양

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진 2차 대사산물 중의 하나이다. 

페놀성 화합물은 항균, 항알레르기, 항산화, 항암, 충치

예방, 심장 질환 및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

어지고 있고[4,5], 페놀성 항산화제들이 연쇄반응 과정에

서 alkyl radical이나 alkylperoxy radical에 수소를 

공여하여 radical을 제거시켜 산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차의 카테킨류는 페놀성 물질 중 대표적인 물질이며, 

가장 기본적인 생리작용은 강한 환원성 및 단백질과의 

결합성이다. 카테킨 화합물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 

시키고[7,8], 항산화 작용[9], 항암작용[10], 항균작용

[11], 충치예방[12] 및 미백효과[13]가 보고되고 있다.

녹차에는 카테킨류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홍차는 차 제

조 과정 중에 일어나는 카테킨의 산화 발효에 의해 카테

킨류가 감소되고 테아플라빈류와 테아루비긴류의 폴리

페놀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녹차와 홍차의 쓴 맛은 카페인에 의한 것이다. 카페인

은 알칼로이드계의 일종으로 120~178℃에서 승화되는 

백색 침상의 가벼운 결정이다. 뜨거운 물에 잘 녹아 쓴맛

을 띤다. 카페인은 의약품으로서도 소비되지만 차나 커피 

등의 기호음료에서 유래되어 섭취하게 된다. 카페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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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약리작용으로는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러한 약리작용으로 인해서 주의력 및 집중

력이 단시간에 향상되고, 피로감을 해소해 주는 등의 긍

정적 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다

량 섭취를 하는 경우에는 심장을 포함한 심혈관계통 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면방해 등의 부작용도 보

고되어 주의해야 할 성분으로 인지되어 지고 있다[14].

현재 국내 차 연구에서는 녹차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 홍차의 생리활성

과 주요성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현

재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홍차의 대부분은 수입홍차

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서도 오래 전부터 민간 다원을 중심으로 발효과정을 

거치는 홍차가 제조 및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산 발효차가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형 홍차의 우수성을 객관적으

로 검증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순천의 다원에서 자란 

한국형 홍차 2종(명인신광수차, 가천산방)과 세계 3대 

홍차로 잘 알려진 스리랑카의 우바, 중국의 기문(祁門), 

인도의 다즐링을 생리활성 연구로는 항산화 활성, 항염

증 활성을 분석하였고, HPLC 분석을 통해서 주요지표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법 확립과 총 폴리페놀 함

량 분석을 통해서 세계 3대 홍차와 한국형 홍차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연구의 공시재료로써 인도의 PREMIER’S TEA 

LIMITED에서 제다한 다즐링, 닐기리, 스리랑카의 

HERITAGE TEAS (PVT) LTD에서 제다한 우바, 중국

의 QING YE TEA FACTORY에서 제다한 기문(祁門)

을 사용하였고,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명인신

광수차, 가천산방에서 각각 제다한 찻잎을 사용하였다. 

각 시료의 이름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Sample name list

Sample full name Sample initial name

Darjeeling DJL

Uva UVA

Keemun(祁門) KM

Tea Master Shin Gwang-Su SUN

Ga Cheon San-Bang GCSB

2.2 실험방법

2.2.1 열수 추출

세계 3대 홍차(다즐링, 우바, 기문)와 전남 순천산 발

효차(명인신광수차, 가천산방)시료는 각각 100g에 10

0℃의 열수 10L를 가하여 3분 동안 추출하였다. 모든 

열수 추출물은 filter paper로 여과한 후 감압 농축하여 

용매를 제거한 후 3일 동안 동결건조(FD8508, Ilshin 

Lab Co., Ltd., Korea)하여 분말 형태로 추출하였다.

2.2.2 Prep LC 분석

Prep LC 분석을 위해 Waters Prep LC를 사용하였

다. 검출기는 2487 Dual λ Absorbance Detector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동상의 조건은 Table 

2, 3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유량은 20 ml/min, 

wavelength는 254 nm, 280 nm, injection volumn

은 1,000 l, run time은 15 min로 분석조건을 적용

하였다. 컬럼은 Biotage SNAP Cartridge KP-Sil 

25g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Prep LC method of solvent system

*CMW : Choloroform(70%), Methly alcohol(30%), Water(5%)

Table 3. Prep LC analysis conditions

Prep LC 
equipment

Waters Prep LC Controller,
2487 Dual λ Absorbance Detector

Column Biotage SNAP Cartridge KP-Sil 25g

Mobile phase (A) CMW

Isocratic 
program

100%(A); 0-15 min.

Flow rate 20 ml/min

Wavelength 254 nm, 280 nm

Inject volumn 1,000 ul

Run time 15 min.

2.2.3 LC-MS/MS 분석

LC-MS/MS 분석을 위해 QTRAP 4500(AB SCIEX, 

USA)를 사용하였다. 이동상의 조건은 Table 4, 5와 같

이 구성하였으며, 유량은 1 ml/min, wavelength는 

280 nm, inject volumn은 20 l, run time은 50 

min, column oven 온도는 25℃로 분석조건을 적용

하였다. 컬럼은 Phenomenex KJ0-4282 Guard 

column과 SkyPak C18 column(5um)의 조합을 사

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Run Time 0-15 min

Solvent A(CMW)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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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HPLC 분석

HPLC 분석을 위해 Waters 2695 series를 사용하

였다. 검출기는 2487 Dual λ Absorbance Detector

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동상의 조건은 

Table 4, 5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유량은 1 ml/min, 

wavelength는 280 nm, inject volumn은 20 ul, run 

time은 50 min, column oven 온도는 25℃로 분석조

건을 적용하였다. 컬럼은 Phenomenex KJ0-4282 

Guard column과 SkyPak C18 column(5um)의 조

합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HPLC method of solvent system

0min
0-6
min

6-30
min

30-3
5min

35-4
0min

40-4
5min

45-5
0min

Sol. A 100 95 30 30 0 100 100

Sol. B 0 5 70 70 100 0 0

* Solvent A : 1% Formic acid in H2O

* Solvent B : Acetonitrile(CH3CN)

Table 5. HPLC analysis conditions

HPLC equipment
Waters 2695 Separation module, 

2487 Dual λ Absorbance Detector

Guard column Phenomenex KJ0-4282 Guard column

Column SkyPak C18 analytical column (5 m)

Column oven 
temperature

25℃

Mobile phase
(A) 1% Formic acid in HO

(B) Acetonitrile(CH CN)

Gradient 
program

0%(B); 0-0 min, 5%(B); 0-6 min, 70%(B); 6-30 
min, 70%(B); 30-35 min, 100%(B); 35-40 min, 

0%(B); 40-45 min, 0%(B); 45-50 min.

Flow rate 1 ml/min

Wavelength 280 nm

Inject volumn 20 ul

Run time 50 min

2.2.5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한국형 홍차와 세계 3대홍차 열수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은 Hatano 등[15]의 방법을 수정

하여 실시하였다. 

2.2.6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한국형 홍차와 세계 3대홍차 열수추출물의 ABTS 라

디칼 소거능 측정은 Re 등[16]의 방법을 수정하여 실시

하였다. 

2.2.7 총 페놀 함량

한국형 홍차와 세계3대 홍차의 기능성 성분 분석과 

관능평가에 관련된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측정한 총 

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17]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시료 추출물 분말 0.1 mg을 1 ml의 증류수에 용해

시켜 100 ppm의 sample을 준비하고 96 well plate

에 sample : 0.2M Folin-ciocalteau 시약 반응 비율

을 1:1로 맞춰 암실상태로 3분 동안 반응시킨다. 이후 

2% Na2CO3 solution을 같은 비율로 맞춰 암실상태로 

47분 동안 반응시킨다. 반응이 끝난 후 ELISA 

reader(Tecan, Austria)를 이용해 75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표준물질로 gallic acid, tannic 

acid, methyl gallate, ethyl gallate를 사용하였고, 시

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얻은 검량선으로부터 

각 시료의 총 페놀 함량을 구하였다.

2.2.8 Mouse macrophage RAW 264.7 cell 배양

본 실험에서 한국형 홍차와 세계3대 홍차의 항염증 

활성 검정을 위한 MTT assay와 NO assay를 수행하

기 위해서 Mouse macrophage RAW 264.7 cell을 

배양하였다[18].

2.2.9 MTT assay 

본 실험에서는 RAW 264.7 cells에 대한 홍차 열수 

추출물의 세포 독성 및 실험 시 처리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MTT assay를 실행하였다[18]. 

2.2.10 Nitric oxide 생성 억제 작용 측정

한국형 홍차와 세계3대 홍차 열수 추출물 각 시료들

의 항염증 활성을 Nitric oxide 생성 억제 작용측정하

였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Griess의 방법[19,20]으로 

측정하였다. 

2.2.11 통계 처리

본 연구의 실험결과 통계 처리는 표준편차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cience, version 

24.0 SPSS Inc, Chicago, IL, USA)통계 전문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유의성 분석을 실시하였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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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HPLC analysis

홍차를 포함한 발효차의 주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각 

시료의 열수 추출물을 Prep LC를 이용하여 분취를 실

시하였고, 주성분으로 파악되는 피크를 Fig. 1과 같이 

확인하였다. 수차례 반복하여 주된 피크에 해당하는 물

질을 순수하게 얻을 수 있었다.

Fig. 1. Prep LC chromatogram of black tea hot 

water extract 

Prep LC의 분석을 통해 얻어낸 홍차 및 발효차의 

주성분을 추정하기 위해 LC-MS/MS 분석을 실시하였

다. Prep LC를 통해 얻어낸 홍차 및 발효차 주성분의 

분자량과 참고문헌에서 언급된 카테킨류와 테아플라빈

류를 포함한 다양한 추정 compound의 분자량을 비교

한 결과, 홍차 및 발효차의 주성분의 분자량은 194.6 

m/z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추정 compound 중 하나

인 카페인의 분자량은 194.7 m/z인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를 통해 홍차 주성분의 compound는 카페인

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홍차와 카페인의 

LC-MS/MS 분석 결과를 Fig. 2-5에 나타내었다. Prep 

LC를 통해서 분리 정제한 화합물과 표준품인 카페인의 

LC-MS/MS를 비교한 결과 LC 크로마토그램과 

MS/MS 데이터 패턴을 분석하였을 때 홍차 및 발효차

의 주성분은 카페인이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2. LC-MS chromatogram of main compound 

of black tea

Fig. 3. LC-MS/MS chromatogram of main 

compound of black tea

Fig. 4. LC-MS chromatogram of Caffeine

Fig. 5. LC-MS/MS chromatogram of Caffeine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HPLC 분석을 통해 세계 3대 

홍차 한국형 홍차의 카페인 함량을 측정하기 전, 먼저 

HPLC 분석을 통해 표준품으로 사용할 카페인의 peak 

area와 농도의 관계로부터 검량선을 작성한 결과 표준

시료 농도 범위에서 회귀 직선방정식은 y= 24546x + 

269798, R=0.9977로 1.0에 근접하여 직선성이 인정

되었다. 카페인의 검량선을 Fig. 6에 나타내었고 농도

에 따른 peak area값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 또한 

농도에 따른 카페인의 chromatogram을 Fig. 7에 나

타내었다.



융합정보논문지 제11권 제3호199

Fig. 6. Calibration curve of Caffeine

Table 6. Results of Caffeine’s peak area by HPLC

Conc. (g/ml) Area

Caffeine 31.25 1430802

Caffeine 62.5 2944471

Caffeine 125 5859755

Caffeine 250 10787689

Fig. 7. HPLC chromatogram of caffeine by concentration, 

skyblue(31.25ppm), green(62.5 ppm), blue(125 

ppm), black(250 ppm).

카페인 함량 분석을 위해서 분석용 HPLC 실험을 실

시한 결과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실험의 객관성을 확인

하기 위해서 표준품인 카페인의 retention time(RT)

값은 15.023±0.11 min 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세계 3

대 홍차 시료들 즉, UVA는 15.042±0.10 min, DJL은 

15.049±0.09 min, KM은 15.081±0.12 min으로 각

각 확인이 되었으며, 한국형 홍차인 SUN은 15.022±

0.10 min, GCSB는 15.180±0.12 min으로 확인이 되

었다. RT값을 통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표준

품과 동일한 성분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각시료들의 

RT값은 Table 7에 제시하였다. 또한, HPLC 분석을 

통해 각 홍차 열수 추출물의 chromatogram을 얻을 

수 있었고 각각의 peak area와 표준품의 검량선을 이

용하여 세계 3대 홍차와 한국형 홍차의 카페인 함량을 

구하였다. 각 홍차 열수 추출물의 chromatogram을 

Fig. 8, 9에 나타내었고 각각의 카페인 함량을 Table 

8에 나타내었다. 함량 분석 결과 세계 3대 홍차 시료들

의 카페인 함량은 각각 UVA는 98.04±5.13 ug/ml, 

DJL은 112.92±1.44 ug/ml, KM은 127.09±2.3 

ug/ml으로 각각 확인이 되었으며, 한국형 홍차 2종의 

카페인 함량은 SUN은 79.35±7.45 ug/ml, GCSB는 

123.53±6.77 ug/ml 으로 각각 확인이 되었다. 실험결

과를 통해서 한국형 홍차 중 SUN은 카페인 이외에 다

양한 성분들의 피크들이 확인이 되는 패턴이 특징이며, 

카페인 함량이 실험 시료중 가장 낮은 함량이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GCSB는 UVA와 DJL 보다는 많

고, KM 보다는 적은 함량이 확인되었다. 

Fig. 8. HPLC chromatogram of the world’s top three 

black tea hot water extract, 1,000 ppm

Fig. 9. HPLC chromatogram of the Korean fermented 

tea hot water extract, 1,000 ppm

Table 7. Retention time of the caffeine content of 

each sample

Sample 
Retention time 

(min)

caffeinn standard sample 15.023±0.11

UVA
hot water extract

(3 min)
15.042±0.10

DJL
hot water extract

(3 min)
15.049±0.09

KM
hot water extract

(3 min)
15.081±0.12

SUN
hot water extract

(3 min)
15.022±0.10

GCSB
hot water extract

(3 min)
15.1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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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ults of the caffeine content of each 

sample

Sample Conc. (g/ml)

UVA
hot water extract

(3 min)
98.04±5.13

DJL
hot water extract

(3 min)
112.92±1.44

KM
hot water extract

(3 min)
127.09±2.3

SUN
hot water extract

(3 min)
79.35±7.45

GCSB
hot water extract

(3 min)
123.53±6.77

3.2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세계 3대 홍차인 UVA, DJL, KM 홍차 시료의 열수 

추출물과 전남 순천에서 생산한 한국형 발효차의 열수 

추출물인 SUN과 GCSB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양

성대조군인 비타민 C와 비교한 결과는 Fig. 10과 같다. 

UVA, DJL, KM 홍차 시료의 열수 추출물과 전남 순천

산 2종의 발효차 열수 추출물은 각각 0.1 ~ 50 ug/ml

까지 측정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적

인 DPPH 라디칼 소거능이 관찰 되었다. 특히, IC50값

으로 비교를 하면, 양성대조군인 비타민 C는 

11.18±0.11 ug/ml, UVA 19.31±0.09 ug/ml, DJL 

18.75±0.65 ug/ml, KM 27.74±0.57 ug/ml, SUN 

16.15±0.90 ug/ml, GCSB 19.11±0.37 ug/ml으로 

각각 확인이 되었다. 

Fig. 10. DPPH radical scavening activity of the 

world’s top three black tea and Korean 

fermented tea.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3.3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세계 3대 홍차인 UVA, DJL, KM 홍차 열수 추출물

과 한국형 홍차 2종 SUN과 GCSB의 열수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양성대조군인 비타민 C와 비교

한 결과는 Fig. 11과 같다. UVA, DJL, KM 홍차 시료

의 열수 추출물과 한국형 홍차인 전남 순천산 2종 SUN

과 GCSB의 열수 추출물은 각각 0.1 ~ 100 ug/ml까

지 측정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ABTS 라디칼 소거능이 관찰 되었다. 특히, IC50값으로 

비교를 하면, 특히, 한국형 홍차 시료의 실험 농도중 2

5～100 ug/ml 에서는 양성 대조군인 비타민 C 항산화 

활성과 동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IC50 값을 비교

해 보면 양성대조군인 비타민 C는 10.79±0.41 ug/ml, 

UVA 12.94±0.31 ug/ml, DJL 13.40±0.14 ug/ml, 

KM 17.75±0.11 ug/ml, SUN 11.53±0.27 ug/ml, 

GCSB 12.30±0.46 ug/ml으로 각각 확인이 되었다.

Fig. 11. ABTS radical scavening activity of the 

world’s top three black tea and Korean 

fermented tea.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3.4 총 페놀 함량

세계 3대 홍차인 UVA, DJL, KM 홍차 시료와 한국

형 홍차 2종 SUN과 GCSB의 홍차 시료의 총 페놀 함

량을 측정하기 위해 페놀 화합물의 표준 물질로 가장 

보편적인 gallic acid와 tannic acid, methyl gallate

와 ethyl gallate를 각각 사용하여 Folin-Denis법[17]

에 의해 구해진 검량선을 Fig. 12 ~ 15에 나타내었고 

이 검량선으로부터의 총 페놀 함량을 Table 9에 나타

내었다. 각 검량선의 회귀 직선 방정식은 y=0.0145x–

0.0128, R=0.9943(methyl gallate), y=0.0117x+0.0053, 

R=0.9955(ethyl gallate), y=0.0197x-0.0089, R=0.9985 

(gallic acid), y=0,0144x+0.0008, R=0.9981(tannic acid)

로 모두 1.0에 근접하여 직선성이 인정되었다.

한국형 홍차 중 GCSB의 총페놀 함량은 세계 3대 홍

차 중 KM 홍차 시료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총페놀 함량

이 확인이 되었으며, SUN은 모든 시료중에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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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페놀 함량이 확인 되었다. 더욱이 녹차에 비해서 떫은 

맛이 현저히 저감된 홍차의 특징은 tannic acid의 수치

를 확인해 보면, GCSB가 가장 낮은 수치가 확인되어 떫

은맛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SUN은 DJL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 tannic acid 함량이 확인이 되었다. 

Fig. 12. Calibration curve of methyl gallate

Fig. 13 Calibration curve of ethyl gallate

Fig. 14. Calibration curve of gallic acid

Fig. 15. Calibration curve of tannic acid

Table 9. Total polyphenol content of the world’s top three 

black tea and Korean fermented tea(mg/g)

Sample 
methyl
gallate

ethyl
gallate

gallic
acid

tannic
acid

UVA
23.24±0.

29
27.38±1.

00
16.95±0.

28
22.48±1.

04

DJL
29.20±0.

30
34.75±1.

03
31.34±0.

23
28.47±1.

19

KM
13.15±0.

61
14.88±1.

23
9.51±0.4

5
12.34±0.

92

SUN
31.87±0.

54
38.05±1.

43
23.31±0.

51
31.16±1.

68

GCSB
12.25±0.

22
13.76±0.

26
8.85±0.1

7
11.43±0.

25

3.5 MTT assay 세포독성 평가

세계 3대 홍차인 UVA, DJL, KM 홍차 시료와 한국

형 홍차 2종 SUN과 GCSB의 홍차 시료의 항염증 효능 

검정을 위해서 Raw 264.7 세포를 대상으로 31.3～

250 ppm 농도범위에서 세포독성을 확인한 결과 Fig. 

16과 같이 확인 되었다. 실험결과를 통해서 항염증 실

험을 수행한 모든 홍차 시료의 100 ppm 이하의 농도

에서는 세포독성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Results were 

expressed as % of control absorbance.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Fig. 16. Effects of hot water extraction of the 

world’s top three black tea and Korean 

fermented tea on the viability of mouse 

Raw 264.7 cells. 

3.6 Nitric oxide(NO) 소거능

과생성된 NO는 염증유발은 물론 만성염증성 질환

과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에 따라서 NO 생성 저해는 만성염증성 질환의 치료 방

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잘 알려져 있다[22].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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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홍차 시료인 UVA, DJL, KM과 한국형 홍차 시료 

2종인 SUN과 GCSB의 열수추출물의 염증성 질환에 

적용 가능성 확인과 세계 3대 홍차 시료와 한국형 홍차

의 기능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Raw 264.7 

macrophage cell line에서 LPS로 유도된 NO 생성 

억제능을 실험하기에 앞서 실험에 사용된 농도중 세포

독성이 없는 10 ppm과 100ppm 두가지 농도를 대상

으로 항염증 활성을 검정 한 결과는 Fig. 17에 나타내

었다. 즉, 실험에 사용된 모든 농도에서 음성 대조군인 

LPS 유도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NO 소

거능이 확인이 되었으며, 양성대조군을 사용된 의약품

인 덱사메타손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홍차 열수 추출

물의 100 ppm 농도에서 양성대조군에 비해 동등이상

의 매우 강력한 항염증 활성이 나타났다. 특히 한국형 

홍차 시료 2종이 세계 3대 홍차 시료보다 매우 강력한 

항염증 활성이 확인되었다.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Fig. 17. NO contents of each hot waterl extraction 

of the world’s top three black tea and 

Korean fermented tea in LPS stimulated 

mouse RAW 264.7 macrophage cells. 

4. 고찰

홍차의 주요 성분 연구에 있어서는 HPLC 분석 패턴

을 통해서 홍차를 포함한 발효차들의 주된 성분인 카페

인의 함량을 확인하여 홍차를 통해서 체질적으로 카페

인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됨과 동시

에 홍차의 품질관리에서 주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홍차로부터 카페인 저감 방법

에 대해서 연구를 하여 카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체질적으로 카페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도 편

안하게 차를 즐길 수 있게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

료된다. 또한 기호성과 기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측

정 방법인 총페놀함량 측정을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형 홍차 2종이 세계 3대 홍차와 유사 동등 

수준의 함량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차의 맛의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한국형 홍차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

시한 2종의 항산화 활성 연구를 통해서 전남 순천에서 

생산한 2종의 발효차가 세계 3대 홍차와 양성대조군인 

비타민C와 비교하였을 때, 우수한 항산화능이 확인되

어 산화적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또는 노화에 따른 질환

군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항염증 활성 연구 결

과에서는 한국형 홍차가 세계3대 홍차에 비교하였을 

때 우수한 항염증 활성이 확인이 되어, 향후 염증성 질

환의 예방 및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천연 소재로 

개발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통해서 한국형 홍차의 우수한 기

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5. 결론

세계 3대 홍차인 UVA, DJL, KM과 한국형 홍차인 

전라남도 순천의 SUN과 GCSB 홍차 시료를 이용하여 

Prep LC와 LC-MS/MS 분석을 통해 주성분이 카페인

인 것을 규명하였고, HPLC 분석을 통해 각 홍차의 카

페인 함량을 구하였다. 이를 통해 홍차의 주성분에 대

한 기존의 알려진 지식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다. 또한, 차의 기호성에 관여하는 카페인의 함량과 

tannic acid의 함량을 비교한 결과 한국형 홍차는 세

계3대 홍차 시료와 유사한 함량이 확인이 되어 차의 맛

이나 품질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차

의 떫은 맛이나 쓴맛을 좌우하는 성분들이 세계3대 홍

차와 유사하게 확인되었다는 점이 한국형 홍차의 기호

성이 충분히 세계에 인정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세계 3대 홍차와 한국형 홍차의 생리활성 기

능성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2종의 항산화 실험결과에서

는 한국형 홍차 시료가 세계 3대 홍차 시료보다 더욱 

강력한 항산화효능이 확인되었으며, 항염증 활성 효과

에서도 세계3대 홍차 시료보다 더욱 우수한 항염증 활

성 효능이 확인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한국형 홍차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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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고 판단된다. 앞

으로는 카페인 저감된 한국형 홍차의 개발과 더욱 다양

한 조건에서 침출과 항산화활성과 항염증 활성 이외에 

더욱 다양한 생리활성을 검증하여 한국형 홍차의 우수

성을 객관적으로 알려진다면, 한국형 홍차가 세계3대 

홍차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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