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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녹차잎을 이용한 녹차음료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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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organic tea leaves were characterized with the aim of developing an organic beverage process. The
green tea leaves grown using organic farming techniques were collected in Haenam, Korea. Catechins in green tea leaves were
extracted by chloroform and ethyl acetate and these were then analyz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by HPLC (high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The color and pH values of the green tea extracts were also measured. The catechin levels of
April-harvested, May-harvested and June-harvested, semi-fermented leaves at 0.5% were 66.24, 29.19, 57.11, and 5.27 µg/mL,
respectively. Among the detected catechins, the level of (-)-epigallocatechin gallate was the highest while that of (-)-
epigallocatechin was not detected. The June-harvested leaves were selected as raw material for development of the green tea
beverage, based on the levels of catechins, economic viability and yield of tea extract. As the level of extract increased, the
levels of catechins of 0.1, 0.2, 0.5% also increased by 1.5, 11.78 and 41.01 times. From the results of the sensory evaluation of
June-harvested leaf-extract, the sensory score of color was the highest in 0.1%, while the flavor and overall quality were the
highest in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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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녹차(Camellia sinensis)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소비되는 기호음

료로서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 받고 있

다(1,2). 녹차의 기능성 성분인 카테킨은 폴리페놀계 성분으로서

flavan-3-ol을 기본으로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녹차 한

잔에는 약 100 mg의 카테킨류가 함유되어 있는데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4종의 카테킨[(-)-epicatechin(EC), (-)-epigallocatechin

(EGC), (-)-epicatechin gallate(ECg) 와 (-)-epigallocatechin gallate

(EGCg)]이 주종을 이룬다(3-6). 카테킨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

었다. 녹차의 EGCg는 항암작용에 영향을 주며, 비타민 E와 같은

천연 항산화제보다 높은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

다(7-9). 또한 Kim 등(10) 은 햄스터에게 동맥경화 유발식이와 녹

차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결과, 혈중 cholesterol 수치를 감소시켜

동맥경화가 녹차 추출물에 의해 예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항균 작용, 구취 제거, 충치 예방 효과, 비만 방지, 담

배의 해독작용, 혈당저하작용, 항알레르기 작용, 항혈전 작용 등

이 보고되고 있다(4,11-14).

이러한 다양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녹차는 폭 넒은 소비층을 형

성하고 있으며 주로 다엽 형태나 티백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최근에는 음용의 편의성을 위해 캔 또는 PET의 형태로 녹차음

료가 출시되고 있다(15). 음료 시장에서 녹차 음료의 규모는 아

직까지는 작은 편이지만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인

해 그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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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국내 녹차 생산액은 2001년 1,014억원에서 2006년 1,882

원으로 약 54%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건강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 증

대로 인해 친환경 유기농 식품의 생산과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16).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나뉘며 유기농산물이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

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말한다(17). 현재 유기농 식품의 시장

점유율은 1-2% 수준이나,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더 이

상 틈새시장이 아닌 주요 농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기농 식

품 구매에 있어 일시적 소비층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고정적

소비층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8).

현재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유기농법을 이용한 녹차는 대부분

이 티백이나 다엽, 가루 형태로만 판매되고 있으며 음료 형태는

유기농이 아닌 비유기농법을 이용한 음료가 대다수이다. 현재까

지 유기농 녹차 잎을 이용한 녹차음료의 개발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유기농 녹

차 잎의 이화학적 특성과 생리활성 효능에 대해서도 국내외적 연

구가 매우 희귀한 편이다. 이는 오랜 시간을 요구하고 철저한 실

험방법의 고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유기농 녹차가

아닌 유기농법을 이용한 딸기, 토마토를 비롯한 과일/채소류에서

는 전통 방식으로 재배한 산물에 비해 높은 농도의 페놀성 화합

물,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비타민 C가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19,20). 본 논문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다엽의 품질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다엽의 채취시기가 다른 유기농 녹차와 유기농 반

발효차의 카테킨 함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기농 녹차음료 개발

을 위한 추출 조건을 설정하고, 관능평가를 포함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녹차는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녹차생산

업체로부터 채취시기가 다른 유기농 녹차인 4월, 5월 6월, 그리

고 반발효차를 수매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표준품 및 시약

표준품으로 사용한 4종의 카테킨류, (-)-epicatechin(EC), (-)-

epigallocatechin(EGC), (-)-epicatechin gallate(ECg), (-)-epigallo-

catechin gallate(EGCg)와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은 Sigma사(St,

Louis, MO, USA)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물, 아세토니트릴, 아세

트산에틸, 클로로포름은 J. T. Baker Co.(Phillipsburg, NJ,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HPLC 조건

HPLC기기는 Dionex사 제품(UVD 340V, Münich, Germany)을

사용하였다. 검출기는 Dionex P680 UV 검출기를 사용하였으며

UV 파장은 280 nm로 설정하였다. 컬럼은 ZORBAX Eclipse

XDB-C18, 4.6×250 mm, 5 µm(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 USA)을 사용하였다. Dalluge 등(21)의 방법에 따라, 유속은

분당 1 mL로 설정하였고 주입량은 20 µL로 하였다. 4종류의 카

테킨류를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서 이동상은 물, 아세토니트릴에

각각 0.05%의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을 첨가하여 gradient법으로

분석하였다. 처음에는 물(0.05%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과 아세토

니트릴(0.05%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을 88:12로 시작하여, 25분

까지는 79:21로, 그 이후부터 30분까지는 75:25로 일정하게 증가

시켰다. 피크의 면적은 Chromelon 소프트웨어(Dionex)를 이용하

였다.

시료 전처리

녹차엽은 분쇄기(HR1351, Philips, Eindhoven, Netherlands)를 이

용하여 잘게 분쇄하였다. Rah 등(22)의 분석법에 따라, 분쇄한 시

료를 각각 0.05 g(0.05%), 0.1 g(0.1%), 0.2 g(0.2%), 0.5 g(0.5%)으

로 100 mL의 삼각 플라스크에 취하여 끓는 증류수 80 mL를 가

하였다. 이를 80oC의 항온 수조에 30분간 가온 추출하였다. 실온

으로 냉각한 후에 증류수를 가하여 100 mL로 정용하여 여과지로

여과한 여과액 50 mL를 분액 깔때기에 넣고 카페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50 mL의 클로로포름을 가해 추출한 후 클로로포름을 제

거하였다(3회 반복). 카페인을 제거한 물 층에 아세트산에틸 50

mL를 가하여 카테킨류를 추출하였다. 아세트산에틸 층에 추출된

카테킨류를 감압 농축한 후 메탄올 5 mL로 정용하여 0.20 µm의

친수성 PTFE membrane filter를 통과시켰다. 이를 1 mL 취하여

메탄올로 10 mL 정용 후, 그 중에서 20 µL를 취하여 HPLC에 주

입하였다.

카테킨류의 정성 및 정량 분석

4종류의 카테킨류를 메탄올로 용해시킨 후, 혼합하여 25, 50,

70, 100 µg/mL의 표준용액을 제조하여 HPLC에 주입하였다. HPLC

에 주입시켜 얻은 크로마토그램의 농도-면적비에 대해 검량선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시료 중의 카테킨 함량을 구하였다. 정성분

석은 두 가지 비교 실험을 통해 실시되었다. 우선, 각 피크의 머

무름 시간(retention time)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카테킨 각 표준

품을 일정농도로 표준용액에 첨가시켜 피크면적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아 정성분석을 실시하였다. 6월차 시료는 0.05, 0.1, 0.2,

0.5%로 하여 각 농도 별 3회 반복 실험하여 카테킨류의 함량을

비교하였다. 또한 4월, 5월, 반발효차를 0.5%의 농도로 3회 반복

실험하여 6월차와 카테킨류 함량을 비교하였다.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색도 분석

녹차의 색도는 분광색차계(MINOLTA CR-300, Tokyo, Japan)를

사용하였으며 Hunter 측색법인 L(lightness), a(redness-greeness),

b(yellowness-blueness)로 표시하였다. 시료는 6월차를 각각 0.05,

0.1, 0.2, 0.5% 농도로 3개씩 준비하여 5회 반복 측정하였고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6월차와의 색도 비교를 위해 4월차, 5월

차 및 반발효차를 동일한 조건의 0.5% 농도에서 L, a, b값을 측

정하였다.

시료의 pH 측정

녹차의 pH 측정은 ORION 520A pH meter(ORION Research

Inc., Boston, M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6월차 시료를

0.05, 0.1, 0.2, 0.5%로 3회 반복 추출하여 각 농도에 대한 pH를

측정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고, 비교실험을 위해 0.5%의 4월, 5

월 및 반발효차와 함께 측정하였다.

기호도 및 관능검사

성인 남녀 각각 15명씩 총 30명을 대상으로 기호도 및 관능검

사를 실시하였다. 시료는 6월차 0.05, 0.1, 0.2, 0.5% 녹차 추출액

에 비타민 C를 0.1 mg/mL 첨가하였다. 기호도는 색상, 향, 전체

적인 기호도에 대해 측정하였으며 1점 매우 싫다, 9점 매우 좋

다로 측정하였다. 관능검사는 단맛, 신맛, 떫은 맛에 대해 1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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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히 약하다, 5점 딱 좋다, 9점 대단히 강하다로 놓고 맛의 정도

를 측정하였다.

녹차 음료의 저장성 실험

녹차 음료의 저장성 실험은 6월차에 대하여 기호도 및 관능검

사를 실시하여 적정 추출 농도를 확립한 후에 추출물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군에는 음료에 산도조절제로 사용되는 탄산수소

나트륨의 첨가가 음료를 저장하는 동안 추출물의 색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탄산수소나트륨을 0.03% 첨가하고 탄산수

소나트륨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1, 2, 3, 8, 10, 16, 21일 간

격으로 색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추출물의 저장은 인큐베이

터에서 30oC를 유지하여 PET에 담아 보관하였다.

통계처리

녹차 종류별 카테킨류의 함량, pH, 색도, 기호도에 대한 결과

는 통계 분석 SAS 9.1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

의성 검정(p<0.05)은 Duncan의 다중검정법(multiple range test)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녹차 잎 중의 카테킨류 정량

6월차의 0.05, 0.1, 0.2, 0.5% 농도에서 카테킨류를 정량한 결과

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EGC는 모든 농도의 추출액에서 검출

되지 않았으며, EGCg가 가장 많은 양을 함유하였다. 농도별로

카테킨 함량을 비교하였을 때 추출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카테

킨류의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0.1, 0.2, 0.5%의 추출액

에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류는 0.05%에 비해 각각 1.50, 11.77,

41.08배 증가하였다.

한편, 다엽의 채취시기가 다른 4월, 5월, 6월차와 반발효차를

0.5% 농도로 추출하였을 때 카테킨류를 정량한 결과를 Table 2

에 나타내었다. 카테킨류를 정량한 결과 항암, 항산화 및 항균 작

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ECg나 EGCg는 반발효차를 제

외한 모든 종류의 녹차에서 그 함량이 높았으며, 반발효차에서는

EGCg가 검출되지 않았다(23). 이러한 결과는 Rah 등(2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 카테킨류의 발효과정에서 산화 중합 반응에

의해 theaflavin류의 생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엽의 채

취시기가 다른 4월, 5월, 6월차 및 반발효차에 함유되어 있는

EGC, EC, EGCg, ECg를 비교하였을 때, EC는 6월차가 9.79 µg/

mL로 가장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었으나 두 번째로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는 4월차와는 유의적(p<0.5) 차이가 없었다. 또한 반

발효차는 유의적(p<0.5)으로 가장 적은 양을 함유하였다. 4월차

의 EGCg 함량은 36.62 µg/mL으로써 유의적(p<0.5)으로 가장 많

은 양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4월, 6월, 반발효차 사이에 EGCg의

함량은 유의적(p<0.5)인 차이가 없었다. ECg의 함량을 비교하였

을 때, 4월차가 19.83 µg/mL으로 유의적(p<0.5)으로 가장 많은 양

을 함유하고 있었다. 전체적인 카테킨류 함량은 4월차가 가장 높

았으며 6월, 5월, 반발효차의 순으로 함량이 낮아졌다. 이러한 결

과는 다엽의 채취시기가 늦을수록 카테킨류의 함량이 더 많은 경

향을 보인다는 Wee 등(4)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시료의 색도 비교

6월차 시료를 각각의 0.05, 0.1, 0.2, 0.5% 네 가지 추출 농도

에 대해 L, a, b를 5회씩 3반복 측정한 결과를 평균값과 표준편

차로 Table 3에 나타내었다. 6월차의 밝기를 나타내는 L값은 0.05,

0.1, 0.2, 0.5% 순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0.05%가

가장 어둡고 0.5%가 가장 밝음을 의미한다. a값은 6월차 시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p<0.5)으로 값이 감소하였는데 이

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적색이 옅어지고 녹색이 짙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색도 측정 결과, 0.05%와 0.1%는 +a의 값으로 적색을

띠었으며 0.2%와 0.5%는 −a의 값으로 녹색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의 값은 0.1, 0.2, 0.05, 0.5% 순으로 증가하였는데 측정

값 모두 +b의 값으로 모두 황색을 띠고 있었으며 이 순으로 황

색이 점점 짙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다엽의 채취 시기가 다른 4월차, 5월차, 6월차 및 반발

효차 시료의 색도를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 0.5% 농도에서

L, a, b값을 측정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L값의 경우, 유의적

Table 1. The levels of catechins in green tea extract harvested in

June at various extract concentrations     (µg catechin/extract mL)

Conc.1)

(%)
Catechins

0.05 0.1 0.2 0.5

EGC N.D.2) N.D. N.D. N.D.

EC N.D. 00.37±0.643) 4.88±0.62 12.19±0.45

EGCg 0.55±0.09 0.89±0.43 6.85±1.18 33.89±3.34

ECg 0.84±0.81 0.82±0.36 4.64±0.99 11.03±1.15

1)Conc.: Concentration
2)N.D.: Not detected
3)Values are mean±SD.
EGC: (-)-epigallocatechin, EC: (-)-epicatechin, EGCg: (-)-epigallocatechin
gallate, ECg: (-)-epicatechin gallate

Table 2. The levels of catechins in various green teas at 0.5%
extract concentration                                 (µg catechin/extract mL)5)

Tea

Catechins
April1) May2) June3) Semi-

fermented

EGC N.D.4) N.D. N.D. N.D.

EC 09.79±0.40ab 06.83±3.19b 12.19±0.45a 2.19±0.78c

EGCg 36.62±23.49a 12.75±8.77b 33.89±3.34b N.D.b

ECg 19.83±2.84a 09.61±4.21b 11.03±1.15c 3.08±0.58c

a-c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sample
EGC: (-)-epigallocatechin, EC: (-)-epicatechin, EGCg: (-)-epigallocatechin
gallate, ECg: (-)-epicatechin gallate
1)April: Tea leaves are harvested in April.
2)May: Tea leaves are harvested in May.
3)June: Tea leaves are harvested in June.
4)N.D.: Not detected
5)Values are mean±SD.

Table 3. Hunter color values of green tea harvested in June with
each different concentration

Sample L1) a2) b3)

00.05% 056.84±0.72c 4) +1.04±0.23a +17.03±0.78b

0.1% 58.46±1.51b +0.30±0.25b +14.03±0.95c

0.2% 59.28±0.88b -0.67±0.18c +16.59±0.67b

0.5% 118.13±1.64a0 -6.00±1.03d +43.37±2.54a

a-d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sample
1)L: Degree of lightness
2)a: Degree of redness
3)b: Degree of yellowness
4)Values ar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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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으로 반발효차가 가장 어두웠다. a값을 비교해 보면 반발

효차만 +a의 값으로 적색을 띠었으며 그 밖의 다른 시료는 청색

을 띠었고 녹차 추출액 사이에 a값은 유의적(p<0.5) 차이가 존재

하였다. b값은 +b의 값으로 시료 모두 황색을 띠었다. 동일한 조

건 0.5%의 4월, 5월, 반발효차를 6월차와 비교해 보았을 때 유의

적(p<0.5)으로 6월차의 L은 118.13으로 가장 밝았으며, 적색도 a

는 −6.00으로 녹색이 매우 진하고, 황색도인 b는 +43.37로 황색

이 가장 진하였다.

시료의 pH

6월차 시료의 각 농도에 대한 pH와 0.5%의 4월차, 5월차, 반

발효차의 pH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pH 측정은 3반복 실시하

여 그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Table 5에서, 6월차는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pH가 유의적(p<0.5)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범위는 6.33-7.45로 중성에 가까웠다. 0.5%의 동

일한 조건에서 4월차, 5월차, 6월차 및 반발효차의 pH를 측정한

결과, 반발효차의 pH가 5.83으로 유의적(p<0.5)으로 가장 낮았으

며 나머지는 6.33-6.38의 범위를 가졌으며 유의적(p<0.5) 차이는

없었다.

기호도 및 관능 검사

6월차를 시료로 0.05, 0.1, 0.2, 0.5%로 추출한 녹차의 색, 향,

전체적인 기호도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색상 기호도는 0.1%의 녹차 추출액이 0.05%와 0.5%에 비해 유

의적(p<0.5)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0.2%와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향기호도 면에서 보았을 때, 0.2% 녹차 추출액이

0.05%와 0.1%에 비해 유의적(p<0.5)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0.5%와는 유의적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인 기호도는 0.2%

가 0.05%와 0.5%에 비해 유의적(p<0.5)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

며 0.1%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기호도 조사 결과

를 토대로, 색상, 향 및 전체 기호도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

았던 0.2%가 가장 적절한 추출 농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녹차의 각 추출 농도에 대한 단맛, 신맛, 떫은 맛의 정

도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7과 Fig. 2에 나타내었다. 네 가지 농

도 모두 단맛은 3.20-3.97 범위로 전체적으로 약하게 느껴졌으며,

신맛 또한 전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0.05%와 0.1%는 떫은

맛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5점을 딱 좋다로 보았을 때 0.2%

 
Table 4. Hunter color values of green teas with 0.5% concentration

Sample L1) a2) b3)

April4) 059.20±1.03b 7) -0.82±0.26b +20.49±0.08b

May5) 056.05±13.66b -1.54±0.23c +19.05±0.66c

June6) 118.13±1.64a -6.00±1.03d +43.37±2.54a

Semi-fermented 047.48±0.70c +8.07±0.09a +18.13±0.72c

a-d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sample
1)L: Degree of lightness
2)a: Degree of redness
3)b: Degree of yellowness
4)April: Tea leaves are harvested in April.
5)May: Tea leaves are harvested in May.
6)June: Tea leaves are harvested in June.
7)Values are mean±SD.

Fig. 2. The diagram of sensory scores for taste of different

concentration extract from green tea harvested in June

Table 5. pH of different green tea concentration extracts

Concentration (%)
Sample

0.05 0.1 0.2 0.5

April1) - - - 6.36±0.04A4)

May2) - - - 6.38±0.14A

June3) 7.45±0.08a 7.28±0.02b 6.90±0.02c 6.33±0.04dA

Semi-fermented - - - 5.83±0.03B

a-d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sample
A-B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sample
1)Values are mean±S.D
2)April: Tea leaves are harvested in April.
3)May: Tea leaves are harvested in May.
4)June: Tea leaves are harvested in June.

 
Table 6. Sensory scores for color, flavor, overall quality of

different concentration extract from green tea harvested in June

Sensory
Concentration (%)

Color Flavor Overall quality

0.05 4.00b 4.20c 4.53b

0.1 6.30a 5.00b 5.83a

0.2 6.00a 5.87a 6.30a

0.5 4.27b 5.63ab 4.57b

a-c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sample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7. Sensory scores for taste of different concentration
extract from green tea harvested in June

Sensory
Concentration (%)

Sweet 
taste

Acidic
taste

Astringent 
taste

0.05 3.50 3.07 3.17

0.10 3.97 3.80 4.55

0.20 3.93 4.10 5.53

0.50 3.20 4.83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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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53으로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0.5%의 녹차는 7.13으로 떫은

맛이 강하다고 평가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기호도면이

나 관능 검사 결과 0.2%가 음용하기에 가장 적절하리라 사료된다.

녹차음료의 저장성 

녹차 추출물의 탄산수소나트륨 첨가 유무에 따른 색도를 측정

한 결과는 Table 8에 나타냈다. 저장기간에 따라 밝기를 나타내

는 L의 값과 황색도의 b값의 변화 차는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탄산수소나트륨

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은 −a의 값을 띠고 있었으며 녹색이 점

차 옅어졌다. 탄산수소나트륨을 첨가한 실험군 또한 −a의 값을

띠고 있었으나 저장기간 동안 값의 변화는 미미하였다. 녹차의

색은 플라보놀류, 안토시안에 의한 것으로 특히 플라보놀류는 열

수에 의해 녹황색에서 선황색으로 변색되며, 엽록소와 탄닌류 등

은 열처리와 빛에 의해 산화되어 황갈색을 띠게 한다는 보고가

있다(24-26). 따라서 음료로 가공 시, 색의 안정성을 위해 탄산수

소나트륨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유기농 녹차 음료를 개발하기 위해 유기농 다엽의

카테킨류 함량을 비롯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엽은

일체의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기법으로 재배

한 시료를 사용하였고 채취시기가 다른 4월, 5월, 6월차와 반발효

차를 수매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HPLC를 이용하여 다엽의 카

테킨류 함량을 정량·정성 분석하였으며 녹차추출물의 색도와 pH

를 측정하였다. 0.5%의 4월, 5월, 6월, 반발효차의 카테킨류는 각

각 66.24, 29.19, 57.11, 5.27 µg/mL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카테킨류

중에서 EGCg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나 EGC는 검출되지 않았다.

유기농 녹차 음료의 생산을 위해 카테킨류의 함량, 다엽의 가격,

수확량을 고려하여 6월차를 선택하였다. 6월차를 0.05, 0.1, 0.2,

0.5%로 추출하여 카테킨류를 정량한 결과, 0.1, 0.2, 0.5%는 0.05%

에 비해 각각 1.50, 11.78, 41.09배 증가하였다. 6월차는 농도가 증

가할수록 밝기가 증가하였고, 가장 밝고 녹색과 황색의 색이 짙었

다. 반발효차의 pH는 5.83이었으며 나머지는 6.33-6.38의 범위를

가졌다. 6월차의 기호도 및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색상 기호도

는 0.1%, 향기호도와 전체적인 기호도는 0.2% 추출물이 가장 우

수한 평가를 받았고 단맛, 신맛, 떫은 맛의 정도를 평가한 결과

0.2%가 음용하기에 가장 적절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음료 제작

후, 저장 기간에 따른 녹차의 색 변화를 줄이기 위해 저장성 실

험 결과 탄산수소나트륨을 0.03%를 첨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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