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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Green tea extracts are approved as nonprescription drug and available as health functional foods, health foods, and
beverages. Clinical information on the products is lacking. Methods: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s on green tea nonprescription
drugs was obtained from the website of the Korea Pharmaceutical Information Center. The Naver, i.e., a top ranking online search
portal, was used for compiling the list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 products using key words of 'green tea catechin' on August 23,
2018. The recommended daily dosages of catechins were calculated as 30% of the total dried mass of green tea and about 50% of
the catechins were considered as epigallocatechin gallate (EGCG). Results: A total of two types of nonprescription drugs
containing green tea powder or extracts, nine health functional food products, and three types of health foods were found. The
regulatory requirements of the EGCG exceeding 800 mg were reported to be associated with adverse effects of elevated liver
enzyme. If consumers take several green tea products concurrently, such as nonprescription drugs with health functional foods or
health foods, it could exceed the recommended amount of EGCG. Conclusion: The concurrent use of green tea products as
nonprescription drugs, health functional foods, and healthy foods may lead to an increased exposure to EGCG. Pharmacists should
be aware the availability of various types of green tea products and the potential risk of liver toxicity due to excessive consumption
of EGCG.
KEY WORDS: Green tea extract, catechin, EGCG, safety

녹차는 차나무(Camellia sienesis)의 잎으로 만들어지며 카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3,7) 또한 지방산 생합성에 필

테킨, 테아닌, 카페인, 미네랄, 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수적인 acetyl-CoA carboxylase를 억제한다.8) 카페인은

이중 카테킨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녹차 건조 질량의 약

phosphodiesterase를 억제하여 norepinephrine의 열 발생 효과
를 돕고 지방 산화를 증가시켜 카테킨과 서로 상승효과를 보
인다.3,7,8) 녹차의 주요 아미노산인 테아닌은 도파민 대사를
활성화하고 카페인으로 의한 흥분을 억제한다.8) 녹차의 주요
성분인 EGCG는 항비만효과 외에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
여 건강한 세포의 산화 손상을 방지하고 항혈관신생 및 항종
양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9)

1-3)

30%를 차지한다.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 카테킨은
epigallocatechin gallate (EGCG), epigallocatechin, epicathechin
gallate, epicatechin이며,4) EGCG는 총 카테킨의 약 50-60%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으로 알려진다.4-6) 카테킨은
catechol-O-methyltransferase를 억제하여 norepinephrine 분
해를 감소시켜 열을 발생시키므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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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통계에 의하면 29세 이하는 23.4%, 30-39세 23.2%,
40-49세 17.5%가 다이어트 중이며, 체질량지수 기준 저체중의
13.3%, 정상체중의 14.3%, 비만체중의 20.4%가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 중이었다.10) 체중 감량의 방법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20.6%11)이었으며 비만이 아닌 사람들도 체
중감량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다.12) 국내 소비
자가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기대하는 효능의 우선순위는 육체
피로회복, 영양 보충, 뼈/관절 건강, 비만 조절로 4위에 해당한
다.13) 국내 녹차추출물 건강기능 식품의 매출액은 2014년 약
100억원 이었으며 수입량은 2010년 5.4 톤에서 2014년 13.6
톤으로 약 150% 가량 증가하였다.14) 국내에서 녹차추출물은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판
매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다양한 허가 품목 대상인 녹
차 함유 제품 각각의 허가기준과 상품별로 주요 성분인 카테
킨과 EGCG 함량을 비교 고찰하여 녹차추출물에 관한 임상정
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가 EGCG라는4-6) 문헌 결과에 의거하여 EGCG 함량을 계산
하여 요약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의약품은 의약품 생산단계에 맞춰서 허가를 받고 제조
해야 하며, 녹차는 ‘비만 또는 과체중시 체중감량 보조제’로 승
인되었다.20)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고 이미 인정된 원료의 기준, 규격에 적합하다면 품목 제조
신고만 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준이 다르면 추가로 원료에 대한 인
정을 받은 후에 품목 제조 신고를 해야 한다. 녹차추출물의 카
테킨과 EGCG에 관한 건강기능식품 규격은 Table 1에 요약하
였다. 녹차추출물은 고시된 기능성 원료에 속하며 2014년 8월
개별 인정된 원료 중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24종 증 하나
이며21) 체지방 감소, 항산화,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기능성이 표시된다. 건강식품은 제품에 포함된 성분

연구 방법

함량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식품보다
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기대하는 가공식품을 의

의약품 품목허가심사절차의 이해15)와 건강기능식품 품목제

미한다.

조신고 해설서16)를 참고로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허

녹차의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품의 예를 Table

가 과정의 차이점을 정리하였다.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2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다엽가루 250
mg과 오르소시폰가루 150 mg으로 이루어진 복합제 47종과
그린티 80% 에탄올 엑스로 이루어진 단일제 2종이 있다. 복합
제에 포함된 오르소시폰은 꿀풀과 식물인 orthosiphon aristatus
를 건조한 잎으로 모노테르펜, 디테르펜, 트리테르펜, 사포닌,
유기산,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을 함유하고 이뇨작용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고혈압, 당뇨병 전통적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
다. 간 보호, 항산화, 항염 작용이 있다고 보고되었다.22.23) 다엽
가루인 경우 표시된 용법 대로 복용하면 일일 섭취량은 카테
킨 약 225-450 mg, EGCG 112.5-270 mg으로 추정된다. 그린
티 80% 에탄올 엑스 375 mg은 약 25%의 카테킨이 함유3)되어
있으므로 일일 섭취량은 카테킨 375 mg, EGCG 187.5-225
mg으로 계산하여 추정할 수 있다.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카테킨의
함량이 제품마다 다양하여 일일 섭취량은 300-1,000 mg 사이
의 분포를 보였으며, 함유된 EGCG는 약 150-600 mg으로 추
정된다. 녹차 건강기능식품 제품 대부분에 함유되어 있는 무
수바바로인은 알로에 건조잎 추출물의 약 30%를 구성하고 있

건강식품으로 생산되는 국내 녹차 제품 각각의 카테킨과
EGCG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제품 목록을 수집했다. 녹차 일
반의약품은 2018년 8월 23일에 약학정보원17)에서 ‘green tea’
‘green tea 80% ethanol ext.’ 검색어를 사용해서 정보를 추출
하였고, 건강기능식품은 주요 구매처가 인터넷이므로18) 2018
년 8월 23일에 국내 검색 포탈 1위인 네이버19)에서 ‘녹차카테
킨’, 검색 시 상위 제품들과 약국에서 판매중인 건강기능식품
9품목 (제품 A-I; Table 2)을 선정했다. 건강식품은 녹차만 함유
되어 있는 환제 형태의 제품인 ‘녹차환’을 네이버에서 검색하
여 3개 제품의 정보를 취합하여 비교하였다.
녹차 제품의 카테킨 함량과 EGCG 함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우나 최소한의 정량적 비교수치를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
결과에 의거하여 함량을 계산하여 요약하였다. 녹차 제품에
함유된 카테킨의 함량은 녹차 건조 질량의 30% 미만8) 혹은
30% 이상5)이라 보고한 연구도 있었으나 여러 연구에서 약
30%로 제시1-3)했으므로 1일 권장량에 함유된 카테킨의 함량
은 30%로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카테킨의 50-60% 정도

Table 1. Regulatory standards of catechin and caffeine within green tea extracts as health functional food products
Raw material
Green tea
extract

Green tea
(Camellia sinensis) leaf

Standard
① Catechin
- Raw material: more than written quantity
- Final product: 80-120% of written quantity
② Caffeine: 50,000 mg/kg or less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Catechin 0.3-1 g
((-)-epigallocatechin gallate 300 mg or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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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catechin and epigallocatechin gallate (EGCG) contents in green tea products
Classification

Nonprescription
drugs

Products

Catechin content per EGCG content per
recommended dietary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mg)
allowance18)* (mg)

Other ingredients

Green tea
powder 250 mg
(48 products)

225-450

112.5-270

Orthosiphon powder 150 mg

Green tea 80%
Ethanol ext.
(2 products)

375

187.5-225

No other ingredients

A

300

150-180

Anthraquinone (anhydrous barbaloin)
20 mg

B

300

150-180

Anthraquinone (anhydrous barbaloin)
20 mg, vitamin C 100 mg, panthothenic
acid 5 mg, Zn 8.5 mg, Se 55 µg

C

500

250-300

Anhydrous barbaloin 20 mg, vitamin C
200 mg, folate 400 µg, Zn 8.5 mg, Se 55 µg

D

1000

500-600

Vitamin C 31.4 mg, vitamin B1 1.6 mg,
vitamin B2 2 mg

E

400

200-240

Vitamin C 100 mg, folate 800 µg,
panthothenic acid 10 mg, Zn 8.5 mg
Se 55 µg, anhydrous barbaloin 20 mg

F

300

150-180

Vitamin C 64 mg, folate 400 µg,
panthothenic acid 7 mg, Zn 10 mg,
Se 70 µg, anthraquinone 20 mg

G

333

162.5-199.8

Vitamin B1 0.36 mg, vitamin B2 0.42 mg,
niacin 4.5 mg NE, pantothenic acid
1.5 mg, vitamin B6 0.45 mg

H

300

150-180

Vitamin B1 1.5 mg, vitamin B2

I

800

400-480

Vitamin C 200 mg, pantothenic acid 5 mg,
Se 55 µg, anhydrous barbaloin 20 mg

Health functional
foods

*Catechin and EGCG contents per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were presented as estimated data.

으며 배변 효과가 있다.24)

구역, 복통, 설사, 소화불량 등의 위장장애와 두통, 불면, 혈압

건강식품으로서 환제의 형태로 판매되는 3개의 녹차환 제

상승, 심계항진, 현기증, 간 효소 증가 등이 보고 되었다.27) 60

품은 녹차가루 90-95% 와 곡물가루 5-10%로 만들어진 제품

일이상 지속된 연구에서 간 독성이 관찰되었으며, EGCG 다

이며, 카테킨 함량과 EGCG 함량은 제품설명에서 확인할 수

량 섭취 시 용량의존적으로 간과 관련된 이상반응이 발생하였

없었다. 또한 제품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고 표

다.27) 녹차추출물의 안전성에 관한 다른 체계적 고찰 연구에

기되어 있어 1일 권장량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카테킨 함량

서는 대부분 간 관련 이상반응이 보고되지 않았고, 몇 개의 연

은 녹차 잎의 수확 시기, 장소,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는 연구결

구에서 EGCG를 800 mg 이상 복용한 경우 일부에서 ALT상승

과가 있다.25,26) 녹차 음료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또는 alkaline phosphatase 상승, transaminitis가 나타난 경우

Agriculture Flavonoid database에 따르면 1 g의 녹차 잎을 100
ml로 우려 내었을 때 평균 126.6 mg 카테킨을 함유하며
EGCG는 77.8 mg이 함유한다.27) 국내 연구에 의하면 녹차 음
료에 함유된 카테킨 함량은 30.3~832.47 mg/dL로 다양한 분
포를 보였고 대부분 음료에 함유된 카페인의 양은 카테킨의
양에 비례했다.28)

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심각한 부

녹차와 녹차 추출물 안전성에 관한 체계적 고찰 연구에서

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6)
간 독성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18년 4월 식품의약품안
전처에서 기존 건강식품 녹차추출물의 일일 섭취량에 카테킨
으로서 0.3-1 g 항에 EGCG 일일 섭취량을 300 mg 이하로 제
한한다는 항을 추가하였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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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현재 국내에서는 녹차추출물로 만들어진 일반의약품, 건강

결 론
녹차는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음료에 다양하

기능식품이 유통되고 있고 건강식품, 음료로도 판매되어 소비

게 함유되어 있으며 함께 복용했을 경우에 EGCG를 과다 섭

자는 다양한 녹차 성분 함유 제품에 접근할 수 있다. 일반의약

취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약사들은 구매자가 기존에 어

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생산되는 녹차 제품은 기준과 용량,

떤 제품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용법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용법대로 섭취할 경우 EGCG 800
mg 미만을 섭취한다. EGCG 800 mg 이상 용량에서 transaminase
상승 등 간과 관련된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가 있다.6) 그러나
건강식품에서 녹차의 함유량은 백분율 %로 표기되어 있고 제
품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어 1일 복용량 범위
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며 간독성
이 보고된30)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와 녹차추출물을 함께
복용하여 심각한 간독성이 발생한 예도 있다.31) 그러므로 체
중 감량을 위해 여러 녹차 제품을 함께 복용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환자는 의사가 체중 감량을 위해
처방한 약물 중에 녹차 성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제품에 녹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신뢰하며 3개월이상 섭
취하고32) 성인의 42.3%가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
를 잘 모르고 있으며33)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서 그에 따른 안전성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
이 커지고 있다.34)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한 구매는 약사가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약지도 혹은 안전성과 관련된 보
다 구체화된 정보 제공에 제한적이므로 소비자는 오용으로 인
한 잠재적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녹차추출물 건
강기능식품의 주 구매처인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
하는 사용자를 위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EGCG 규제 항목
과 EGCG 함량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며 구입하는 소
비자들이 식품이라는 생각으로 부작용 위험을 인지 못하고 또
한 광고에만 의존해서 무분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정보
제공의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녹차추출물 함유 제품은 카페인으로 인해 불면, 초조감 등
이상반응 위험이 존재한다.35) 또한 녹차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에 포함된 무수바바로인이 배변 촉진 효과를 가지고 있어 체
중 감량 목적 이외에 배변 효과를 위해 복용할 수 있다. 녹차는
소량의 비타민 K를 함유하고 있어 와파린의 혈중 농도 감소로
와파린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3)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
어 운동선수의 경우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낼 수 있
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 약사는 환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경우 환자의 약력뿐만 아니라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건강식품, 식품에 대한 정보의 확인으로 적절한 복약지도와
안전관련 교육을 제공하며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 파악하고 필요한 임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러한 안
전 사용에 대한 지도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다양한 제품의 효
능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도록 의약품과 제품에 관련
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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