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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ntimicrobial and anti-oxidative activities were tested on skin inflammation-causing microbes (S. epidermidis, P. acnes, P.
ovale, M. furfur, and C. albicans) using supercritical green tea extract. According to the antimicrobial test, S. epidermidis, P. acnes, P. ovale, and M. furfur
were 14.8 mm, 18.9 mm, 16.3 mm and 18.3 mm respectively. In terms of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S. epidermidis, P. acnes, P. ovale, M.
furfur and C. albicans were 26.2 μg/mL, 18.2 μg/mL, 22.5 μg/mL, 16.1 μg/mL, and 35.6 μg/mL respectively. In terms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84.28% was observed at 500 μg/mLwith 67.03± 0.39 μg/mL of IC50(μg/mL). As a result,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found. Total
polyphenol and total phenol contents were 105.4 ± 0.69 mg each, while total flavonoid content was 295.02 ± 0.41 mg. In terms of nitrite
scavenging activity, 68.71% was detected at 500 μg/mL. This study was conducted in accordance to all relevant laws and the results show that
green tea supercritical extract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antimicrobial and anti-oxidant activity of skin inflammation-causing microorganisms,
P. acnes, with regards to hot water extraction. Further results indicate improvement in skin disorders with regards to cosmetic containing
supercritical extracts of green tea as a raw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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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onibacterium acnes, Pityrosporum ovale, Malassezia furfur 등이 있는데

서 론

염증반응을 유발하는 데는 Propionibacterium acnes가 주된 역할을 한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현대인들은 오염된 물, 공기, 음식 등과 끊

다(대한피부과학회, 2001). 과다한 피지가 분비되면 모낭과 피지선에

임없이 접촉하고 살고 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 잘못된 세안법, 기능

침입한 P. acnes가 혐기성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증식하면서 여드름

성 화장품 남용 등으로 피부 손상과 질환, 노화 등의 문제점에 크게

형성을 유발한다(한국모발학회, 2006). 이처럼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

직면하고 있다. 피부질환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장품 원료로써 인

와 미생물에 의해 피부질환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한피

체에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합성 항산

부과학회, 2001).

화제 보다는 천연 항산화제들이 선호되고 있다. 항균효과와 항산화

녹차는 후피향(厚皮香) 나무과에 속하는 차(茶)나무(Camellia si-

효과가 있는 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 물질을 찾아 부작용을

nensis) 잎을 건조한 것으로 녹차의 유효성분 중 폴리페놀 화합물인

줄일 수 있는 화장품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염태현과 임형빈,

카테킨류(catechins)는 항산화 및 노화억제, 항균 및 항염효과가 뛰어

2010; 최문희 등, 2012).

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만 및 암 예방, 혈당 및 혈압 상승억제 효과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미생물의 번식, 피지 분비 증가,

를 가지고 있으며, 이 밖에도 강심작용, 이뇨작용 등의 생리기능을 가

염증반응 등과 같이 생물학적, 면역학적, 화학적 원인으로 구별하고

지고 있다(조우균, 2001). 또한 녹차는 식중독세균에 대한 생육억제

있다. 피부 질환을 유발 시키는 균에는 Staphylococcus epidermidis, Pro-

와 병원균에 의한 생식기 질환의 원인균에 대한 살균효과가 있다(차
문석, 1999; 한상진, 2009). 그렇지만 피부염증에 영향을 미치는 피부
상재균과 여드름 유발균, 지루성피부염 유발균 등에 대한 녹차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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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활성과 항산화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기초연
구가 필요하다(성준모 등, 2003; 이용지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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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녹차를 초임계 추출법과 열수 추출법으로 추
출하여 피부질환 중의 하나인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피부상재균

(KCTC)와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로 분양받아 사
용하였으며, 시험균주와 배양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과 여드름 유발균, 모낭염 유발균, 지루성피부염 유발균, 칸디다증 유
발균 등 5종의 균주를 사용하여 녹차 추출물이 항균활성과 항산화

3. 녹차 추출물의 항균활성 실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녹차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항균력 시험방법은 한천배지를 이용한 Paper disc법을 사용하였다

함량과 총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함량을 조사하였으며 항산화 활성

(Bauer et al., 1996; Davidson & Parish, 1989; Piddocket, 1990). 순수 분리

을 측정하여 추출법에 따른 녹차 추출물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기

된 각 균주의 단일집락을 취해 10 mL의 균 생육 액체배지에 접종하

능성 화장품 원료로 적합한지 알아보았다.

여 각각 균주를 37°C에서 18-24시간씩 배양하여 활성화시키고, 3회
계대배양한 후 항균활성 시험 균주로 사용하였다. 항균성 시험용 평
판배지의 조제는 각각의 15%의 한천이 첨가된 각 균주의 생육배지를

연구 방법

petridish에 15 mL씩 분주하여 기층용 배지를 응고시키고, 균 농도를
0.4 (106 CFU/mL)가 되게 한 후 0.7% 한천이 첨가된 중층용 배지를 각

1. 재료 및 시료의 추출 방법

연구에 사용한 재료는 전남 보성에서 채취한 녹차 잎을 (주)보성녹

각 5 mL씩 시험관에 분주하였다. 균 농도를 660 nm에서 흡광도 0.3이

차로부터 공급받아 열풍 건조시켜 잎을 분쇄하여 분쇄망 200mesh

되게 한 균 현탁액 0.1 mL를 무균적으로 가하여 잘 혼합한 다음 기층

로 하여 수집하였다. Lab-scale 초임계 유체추출장치를 이용해서 분쇄

용 배지 위에 분주한 다음 고르게 응고시켜 2중의 균 접종 중층배지

한 녹차 잎을 300 g 주입 후 extractor의 압력이 300 bar가 될 때까지 조

를 만들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충분히 굳은 중층배지 위에 멸균된

절한 후, 300 bar의 조건에서 30분 간격으로 separator로부터 원료를

paper disc (8 mm)를 올려놓은 후 녹차 추출물을 0.5, 1, 5 mg/mL가 되

추출하고, 4회 반복하여 총 2시간 동안 추출을 하였다. 추출이 끝난

도록 DMSO에 희석하여 흡수시켰다. 각 균주의 배양온도(37°C)에서

원료를 정제수와 Butylene Glycol (7:3)로 혼합되어 있는 액 200 mL를

24시간 배양시킨 후 paper disc 주변에 형성된 clear zone의 직경을 측

넣어 교반 용해시킨 후, 24시간 동안 40°C 항온기에 넣어 보관 후 충분

정하여 항균활성을 비교하였다.

히 용해된 혼합액을 0.45 nm Filter를 이용하여 filtering하였다. 추출물
은 11.76 g으로 수율은 3.67% (w/w)이었다. 추출된 녹차 초임계 추출물

4. 녹차 추출물의 최소성장 저해농도 측정

(Green tea supercritical extract, SE)은 동결건조하여 사용하였다. 또 다

항균효과 실험으로 미생물의 성장 저해효과를 측정하는 최소성

른 추출법은 건조한 녹차 잎 50 g에 정제수 1,000 mL와 혼합 후 100°C

장 저해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는 Broth micro-

에서 3시간 동안 열을 가한 후 500 mL를 얻었다. 녹차 추출물의 침전

dilution method (Reuben et al., 1989)를 이용하였다. 고체배지에서 자

물을 여과 후 여과액을 감압농축기(Rotary evaporator R-24, BUCHI,

란 각 균주의 단일집락을 10 mL의 액체배지에 접종하여 각각 균의

Switzeland)를 이용하여 40°C의 수욕상에서 농축하여 40 mL를 얻어

최적생육온도에서 12시간씩 액체배지에서 2회 계대배양 하였다. 96

녹차 열수 추출물(Green tea hot water extract, WE)을 동결 건조하여

well microplate에 배지를 각각 100 μL씩 분주하고 녹차 추출물의 농도

냉장 보관하고 사용하였다.

를 조절한 후 100 μL씩 첨가하였다. 각각의 시험 균은 대수증식기 중
기에 도달하였을 때 균의 농도를 2×104-105 CFU/mL이 되도록 희석시
켜 well당 100 μL씩 첨가하였다. 그 후 37°C에서 24시간 배양한 뒤, 650

2. 균주배양

항균 실험에 사용한 균주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nm에서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USA)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Table 1. Bacterial strains and culture media used for antimicrobial activity
Strains
Staphylococcus epidermidis
Propionibacterium acnes
Pityrosporum ovale
Malassezia furfur
Candida albicans

Culture collection
KCTC1917
KCTC3329
ATCC112078
ATCC14521
KCTC7965

Optimum condition
Media

Temp

TSB/TBA
TSB/TBA
YMB/YMA
YMB/YMA
YMB/YMA

37℃
37℃
37℃
37℃
37℃

5. 녹차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측정

항산화 활성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DPPH법을 이용하여 시
료의 free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하였다(Brand-Wiliams et al., 1995). 녹
차 추출물의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은 각 시료의 DPPH
에 대한 전자공여 효과로써 시료의 환원력을 측정하였다. 농도별로
준비한 추출물 1 mL에 4 ×10-4 M DPPH 용액 5 mL를 가하여 혼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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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암소에서 30분간 반응시켜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출물(Green tea hot water extract, WE)을 각각 DMSO에 0.5, 1, 5 mg/mL

IC50값은 각 시료가 DPPH radical 형성을 50% 억제하는 데 필요한 시

로 희석하여 피부질환 중의 하나인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균주에

료의 량(IC50, μg/mL)으로 나타내었다. 3가지 농도의 Absorbance를 X%

처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로 변환 후 y= ax+b (일차방정식)을 이용해서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여

피부의 주된 상재균이며 그람 양성의 호기성 구균인 S. epidermidis

IC50[(0.5-절편)/기울기] 값을 구하였다. 양성대조 물질로 Ascorbic acid

에 대한 항균활성 결과 녹차 추출물 0.5, 1, 5 mg/mL농도에서 초임계

를 사용하였다.

추출물은 9.8, 11.5, 14.8 mm, 열수 추출물은 8.7, 10.7, 13.8 mm로 clear
zone이 각각 나타났다. 최소성장 저해농도는 초임계 추출물에서 26.2
±1.18 μg/mL, 열수 추출물에서 31.53±1.02 μg/mL로 나타났다(Table 3).

6. 녹차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항산화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을 녹차의

여드름 유발균인 P. acnes에 대한 항균활성 결과 0.5, 1, 5 mg/mL 농

추출물에서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페놀성 물질이 Phos-

도에서 초임계 추출물은 10.3, 13.4, 18.9 mm, 열수 추출물은 9.3, 12.7,

phomolybdic acid와 반응하여 청색을 나타내는 원리를 이용한 Folin-

16.3 mm로 clear zone으로 각각 나타났다. 최소성장 저해농도는 초임

Denis법(Folin & Denis, 1915)으로 측정하였다. 시료 1 mL (1 mg/mL)에

계 추출물에서 18.2± 0.56 μg/mL, 열수 추출물에서 19.49 ± 0.34 μg/mL

Folin-Ciocalteu reagent 5 mL를 가하여 3분간 방치 후 10% Na2CO3 용

로 나타났다.

액 5 mL를 가하였다. 1시간 반응시킨 후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

모낭염 유발균인 P. ovale과 지루성피부염 유발균 M. furfur, 그리고

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Tannic acid를 사용

만성 피부염의 일종인 무좀과 백선균으로 알려진 C. albicans에 대한

하였으며, 표준물질의 검량선과 비교하여 함량을 구하였다.

항균활성 결과도 S. epidermidis와 P. acnes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으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Davis 등의 방법(Davidson & Parish, 1989)

농도가 높을수록 항균력이 높았고, 열수 추출물보다 초임계 추출물

으로 추출물 0.5 mL (1 mg/mL)에 10% Aluminum nitrate 0.1 mL, 1 M

에서 높은 항균활성을 나타냈다. P. ovale과 M. furfur, 그리고 C. albicans

Potassium acetate 0.1 mL 및 Ethanol 4.3 mL를 차례로 가하여 혼합하고

의 최소성장 저해농도는 열수 추출물보다 초임계 추출물에서 농도가

실온에서 40분간 방치한 다음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낮았으며, M. furfur가 16.1±1.01 μg/mL로 가장 낮았다(Tables 2, 3).

Quercetin을 표준물질로 하여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계산하였다.
2. 녹차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측정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녹차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

연구 결과

효과를 알아보았다. 초임계 추출물의 농도 50 μg/mL에서 42.58%, 100
μg/mL에서 63.18%, 300 μg/mL에서 70.38%, 500 μg/mL에서 84.28%로

1. 녹차 추출물의 항균 활성과 최소성장 저해농도 측정

녹차의 초임계 추출물(Green tea supercritical extract, SE)과 열수 추

각각 나타났으며 열수 추출물에서도 농도 의존적으로 DPPH radical

Table 2. Comparison of the antimicrobial activity of green tea extract
Concentration
(mg/mL)
0.5
1
5

Inhibition zone diameter (mm)*

P. acnes

S. epidermidis

P. ovale

C. albicans

M. furfur

SE

WE

SE

WE

SE

WE

SE

WE

SE

WE

9.8
11.5
14.8

8.7
10.7
13.8

10.3
13.4
18.9

9.3
12.7
16.3

9.5
12.7
16.3

8.5
11.3
14.7

9.8
13.6
18.3

8.9
12.5
15.9

8
10.5
12.4

8
9.6
11.1

*Diameter of clear zone including disc diameter of 8.0 mm.

Table 3. Comparison of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MIC) of green tea extract against microorganisms
Microorganisms
S. epidermidis
P. acnes
P. ovale
M. furfur
C. albicans

MIC (μg/mL)
Green tea (SE)
26.2± 1.18
18.2± 0.56
22.5± 0.52
16.1± 1.01
35.6± 0.42

Green tea (WE)
31.53± 1.02
19.49± 0.34
29.48± 0.96
17.48± 1.17
49.48± 0.70

Penicillin G
0.80± 0.72
0.12± 0.11
1.35± 0.71
0.92± 0.60
5.90±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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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reen tea
extracts
Concentration (μg/mL)
50

100

300

500

IC50*
(μg/mL)

Green tea (SE)

42.58

63.18

70.38

84.28

67.03± 0.39

Green tea (WE)

39.75

53.81

68.38

79.49

71.08± 0.23

Ascorbic acid

81.48

88.48

91.38

95.28

30.15± 0.97

Activity (%)

*Concentration of extract of samples reducing DPPH radical by 50%.

Table 5. Contents of total polyphenolic and total flavonoids in green
tea extracts
Total phenolic (mg/g)

Total flavonoids (mg/g)

Green tea (SE)

105.4± 0.69

295.02± 0.41

Green tea (WE)

73.1± 0.58

127.63± 0.59

균활성을 보였다(모정희 등, 2013).
곰팡이의 일종인 P. ovale, M. furfur은 피지선의 과다 분비, 호르몬

소거능이 증가하였다. 천연 항산화제인 Ascorbic acid 농도 50 μg/mL에

의 불균형, 두피 세포의 과다 증식 등이 비듬과 지루성염 발생에 관

서 DPPH radical 소거능이 81.48%로 나타났는데, 녹차 초임계 추출물

여 하는데(Adachi et al., 2002) 두 균의 항균활성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

에서는 농도 500 μg/mL 정도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IC50 값이 초

다. 최소성장 저해농도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여드름 유발균인 P.

임계 추출물에서 67.03 ± 0.39 μg/mL, 녹차 열수 추출물에서 71.08 ±

acnes과 지루성피부염 유발균 M. furfur에서 농도가 낮아 항균활성이

0.23 μg/mL으로 녹차 초임계 추출물이 높은 free radical 소거능을 보

두 균에서 좋았다(Table 3). 특히 녹차 추출물이 여드름 원인균으로

여 초임계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보다 항산화 활성이 높았다(Table 4).

알려져 있는 P. acnes에 항균활성이 효과적이어서 사춘기 때의 기능
성 화장품의 재료로 좋으리라 생각된다.

3.	녹차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과 총 플라보노이드

DPPH radical 소거 효과를 통해 알아본 항산화 활성은 초임계 추

화합물 함량

출물과 열수 추출물에서 농도 50 μg/mL과 500 μg/mL 사이에서 서로

항산화 기능이 잘 알려져 있어 식품이나 의료에 응용되는 총 폴리

농도 의존적으로 DPPH radical 소거능이 증가하였다. 복분자, 토사자,

페놀 화합물 함량과 총 플라보이드 화합물 함량을 조사 하였다. 초임

구기자, 음양곽, 오미자, 사상자, 건지황 등의 한방원료들을 초임계 추

계 추출물과 열수 추출물에 존재하는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각

출을 하여 항산화 활성 실험을 한 김인덕 등(2008)의 결과에서도 농

각 105.4 ± 0.69 mg/g와 73.1± 0.58 mg/g이었고, 총 플라보노이드 화합

도 250 μg/mL 정도에서 농도의존적인 DPPH 소거활성이 약 60-80%

물 함량은 각각 295.02± 0.41 mg/g, 127.63± 0.59 mg/g이었다(Table 5).

을 나타내었다. IC50값에서 녹차 초임계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보다
높은 free radical 소거능을 보여 초임계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보다 항

고 찰

산화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Table 4).
항산화 기능이 잘 알려져 있는 폴리페놀은 식물체에 널리 분포되

녹차의 초임계 추출물(SE)과 열수 추출물(WE)을 피부의 염증을

어 있는 2차 대사 산물로 항산화, 항균, 항암, 항바이러스, 항염증 및

유발하는 다양한 균주에 처리한 연구결과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 녹

항알레르기 등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다(지나 등, 2013; Lee,

차 추출물을 0.5, 1, 5 mg/mL 농도로 5종의 균주에 처리한 결과 초임

2007; Salah et al., 1995). 최현진(2007)은 차나무(Camellia sinensis) 잎 중

계 추출물(SE)이 열수 추출물(WE)에 비하여 항균활성이 높았다(Ta-

에 존재하는 폴리페놀성 화합물의 강한 항산화 활성을 보고하였다.

ble 2). 피부상재균에 대한 녹차 추출법을 비교한 박시준(2008)의 연구

그리고 예로부터 녹차는 경험적으로 잘 알려진 여러 효능으로 인하

에서도 녹차 에탄올 추출물과 열수 추출물보다 녹차 초임계 추출물

여 다양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총 폴리

이 항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출법에 따라 항균활성

페놀 화합물 함량은 초임계 추출물과 열수 추출물에서 각각 105.4 ±

이 달라짐을 의미하며 녹차의 항균활성을 위해서는 초임계 추출법

0.69 mg/g와 73.1± 0.58 mg/g이었고, 총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함량은

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각각 295.02± 0.41 mg/g, 127.63± 0.59 mg/g으로 초임계 추출물에서 열

5종 균주에서 녹차 추출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비슷한 패턴으로

수 추출물에 비해 함량이 높았다(Table 5). 이는 유민정 등(2010)의 상

항균활성이 높았다. 그중 여드름 원인균으로 사춘기에 성호르몬 분

백피 추출물과 지나 등(2013)의 들깻잎 추출물보다 페놀 함량이 높게

비 시 피지선에서 과다한 피지 분비 영향으로 모낭과 피지선에 염증

나타났으며, 정창호 등(2009)의 국내 시판하는 녹차 열수 추출물을 측

반응을 유발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하는 P. acnes가 5 mg/mL 농도에서

정한 결과와 비슷하였다. 또한 손미예 등(2004)의 발효 녹차 열수 추출

높은 항균활성을 보였다(김선미 등, 2006). 녹차 추출물의 P. acnes에

물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 23.5-23.9 mg/g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한 항균활성에 대하여는 더덕 추출물의 억제 효과보다 우수한 항

녹차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는 생체 내에서도 산화를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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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화 및 질병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녹차 열수 추
출물보다 초임계 추출물을 이용하여 기능성 화장품 및 식품, 의료 등
의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 론
녹차를 초임계 추출법과 열수 추출법으로 추출하여 피부염증을
유발하는 5종의 균주에 농도별로 처리하여 항균활성과 항산화활성
을 알아보았다. 녹차 추출물을 균주에 처리한 결과 초임계 추출물
(SE)이 열수 추출물(WE)에 비하여 항균활성이 높았으며, 5종 균주에
서 녹차 추출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비슷한 패턴으로 항균활성이
증가하였다. 최소성장 저해농도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여드름 원인
균인 P. acnes과 지루성피부염 유발균 M. furfur에서 항균활성이 좋아
서 녹차 추출물을 여드름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사용하면 좋으
리라 생각된다.
DPPH radical 소거 효과를 통해 알아본 항산화 활성도는 녹차 추
출물의 농도 의존적으로 DPPH radical 소거능이 증가하였으며 녹차
초임계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보다 높은 free radical 소거능을 보였다.
항산화 및 노화억제, 항균효과가 뛰어난 총 폴리페놀 화합물과 총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함량도 초임계 추출물에서 열수 추출물에 비
해 함량이 높았다.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억제와 피부의 항산화와 노화억제
를 위하여 녹차는 초임계 추출물을 이용하여야 하며, 녹차 추출물은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균들에 대하여 항균활성이 뛰어나며, 항산화
효과가 있어 피부질환 개선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로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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