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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판 가루녹차의 이화학적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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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powdered green teas produced in Korea
and Japan including particle size, color, chlorophyll, caffeine and theanine. The average particle size of Korean powered
green tea (14.63-25.39 µm) was similar to that of Japanese powdered green tea (15.46-21.02 µm). The surface color of
shade-cultivated Haenam Green Tea (HN-1) had the highest negative ‘a’ value, which represents ‘green’ color. When the
TCD (total color difference value) was measured in the samples, HN-1 was most similar to the premium powdered green
tea of Japan (JA-1). Domestic shade-cultivated powdered green teas had 1.5–2 times greater chlorophyll content than
powdered green teas produced from plants that were not cultivated in the shade. The presence of chlorophyll a resulted in
a higher intensity of green color than the presence of chlorophyll b.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as also observed
between the color and the chlorophyll a, chlorophyll b and total chlorophyll contents. Specifically, chlorophyll a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green color of powdered green tea. The content of catechins, caffeine and theanine in Korean
powdered green teas ranged from 14.679-20.128, 1.496-3.237 and 0.926-1.977 g/100 g, respectively. The caffeine and
theanine contents were high in shade-cultivated powdered green teas. Based on the above results, domestic powdered green
teas cultivated under shaded conditions had a quality similar to that of medium-quality green teas produced in Japan, and
the overall quality of Korean powdered green tea was poorer than that of Japanese powdered green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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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차는 동백과(Theaceae), 동백속(Camellia)에 속하는 차나무(Camel-

lia sinensis O. Kuntze)의 싹이나 잎을 가공한 것으로서 차 생엽

에는 수분이 75-80%, 고형분이 20-25% 함유되어 있으며 고형분

에는 카테킨, 카페인, 아미노산, 섬유소, 펙틴 등의 유기물과 지

질, 수지류, 정유, 비타민, 클로로필 등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1,2). 이 성분들이 차의 독특한 맛과 풍미를 형성하며 특히

카테킨류에 의한 콜레스테롤 상승 억제, 혈당 상승 저해 작용, 동

맥경화방지 작용, 항산화 작용, 항균 작용, 항궤양 작용 및 돌연

변이 억제 작용 등의 생리활성 효능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어 보

건음료 및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3-8). 최

근 차를 단순히 마시는 음료뿐만 아니라 차엽으로부터 기능성 성

분을 추출하거나 분말화하여 음식, 의약품, 건강식품, 화장품 등

의 첨가제로서 그 이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가루녹차

는 식품 첨가소재 또는 직접 음료로 사용 등으로 활용이 계속 증

대되고 있다(9,10).

가루녹차는 차 잎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 물에 녹지 않는

비타민 A, 토코페롤, 섬유질 등 차가 지닌 유효성분에 대한 효율

성이 일반 녹차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이와 같은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가루녹차는 차의 생엽을 증제식 공정으로 가공하여 만든 후

미세하게 분말화하여 사용한다. 특히 일본에서는 차잎의 새잎이

2-3엽 전개시 75-95%의 흑색 차광막을 이용하여 15-20일간 차광

하여 생산한 말차(抹茶)가 옥로, 전차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녹

차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1). 가루녹차는 품질과 사용 용

도에 따라 녹색이 강하고 쓰고 떫은맛이 약한 고급 가루녹차와

어느 정도 떫은맛이 있고 특별한 조건을 요하지 않는 일반 가루

녹차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가루녹차를 첨가한 아이스크

림, 빵, 쉐이크, 커피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국내에서도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가루녹차에 관한

연구로는 가루차용 차엽의 생육이나 저장 중 성분변화, 한일말차

의 성분비교, 가루녹차를 첨가한 유과, 요구르트 등의 제품개발

등 연구(12-15)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국내에서 유통 중인 가루녹

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국내 시판 가루녹차를 대상으로 입도, 색도, 클로로필, 카

테킨, 카페인 및 테아닌 등을 분석하여 가루녹차의 품질기준 설

정 및 활용도 증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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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가루녹차는 해남, 사천, 보성, 제주 등 국내

산 13종(차광재배 가루녹차 5종, 무차광재배 가루녹차 8종)과 일

본산 3종(차광재배 가루녹차 2종, 무차광재배 가루녹차 1종) 등

총 16종의 가루녹차를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각 시료에 대한 재

배조건 및 품질등급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때 일본산 가루

녹차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상중하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국내

산 가루녹차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이용하였다. 녹차성분 분석을

위한 표준품 catechin(C) epicatechin(EC), epicatechin gallate

(ECG), epigallocatechin(EGC), epigallocatecnin gallate(EGCG),

gallocatechin(GC), gallocatechin gallate(GCG), catechin gallate

(CG), theanine, caffeine, chlorophyll a 및 chlorophyll b는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 제품을, methanol, ethyl

acetate 등 용매는 HPLC 용으로 Mallinckrodt Baker Inc.(Phillips-

burg, NJ, USA) 제품을, acetone 등 그 밖의 것은 시약 특급을 사

용하였다.

입도 분석

가루녹차의 입자크기와 분포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Particle

size analyzer(CILAS, CILAS 1064, Orleans, France)를 이용하여

시료 가루녹차를 증류수에 넣어 고루 분산시킨 후 입도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때 carrier는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60초 동안 soni-

cation 하여 측정하였다.

색도 분석

산지 및 재배방법이 다른 가루녹차 16종의 색도는 투명한

플라스틱 원통용기(35×10 mm)에 담아 분광색차계(CM 2500D,

Konica Minolta Sensing Inc., Tokyo, Japan)를 사용하여 CIE 체

계인 L*, a*, b*를 측정하였으며 각각 3개씩 준비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평균치(mean)와 표준편차(SD)로 나타내었다.

클로로필 분석

가루녹차의 클로로필 함량분석을 위한 시료 조제 및 HPLC는

Caldwell 등의 방법(16)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즉 가루녹차 10

mg을 2 mL용 microtube에 취한 후 80% cold acetone 1 mL을 가

하여 1분간 교반 추출 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얻었다. 가루녹

차에 함유된 클로로필이 완전 용출되도록 이 과정을 3회 반복하

여 실시 후 상등액을 모두 합하여 membrane filter하였으며 HPLC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HPLC 분석시 클로로필 정량은 chlo-

rophyll a 및 chlorophyll b를 표준물질로 하여 외부표준법을 이용

하여 검량선 작성 후 정량하였으며 HPLC 분석조건은 multiwave-

length detector(MD-2010 Plus)를 장착한 HPLC system(JASCO

Co., Tokyo, Japan)을 이용하여 XTerra RP18 column(3.5 µm,

4.6×150 mm, Waters, Milford, MA, USA)을 사용하여 분리하였다.

이때 이동상은 75% methanol(이동상 A)과 100% ethyl acetate(이

동상 B)를 사용하였으며 이동상 A가 15분 동안 60%에서 10%가

되도록 한 후 유속 0.8 mL/min으로 하여 430 nm에서 검출하였

다. 모든 분석결과는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평균치(mean)와 표준

편차(SD)로 나타내었다.

카테킨, 카페인 및 테아닌 정량

카테킨, 카페인 및 테아닌 정량을 위해 가루녹차 1 g에 50%

ethanol 100 mL를 혼합하고 30oC에서 60분간 교반 추출 후 여과

하여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HPLC 분석시 각 성분의 정량

은 C, EC, ECG, EGC, EGCG, GC, GCG, CG, theanine 및 caf-

feine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외부표준법을 이용하여 검량선 작

성 후 정량하였다. HPLC 분석조건은 Hu 등의 방법(17)을 변형

하여 multiwavelength detector(MD-2010 Plus)를 장착한 HPLC

system(JASCO Co., Tokyo, Japan)을 이용하여 XTerra RP18

column(3.5 µm, 4.6×150 mm)을 사용하여 분리하였다. 이때 이동

상은 0.2% ortho phosphoric acid(이동상 A)와 100% methanol(이

동상 B)를 사용하였으며 이동상 A가 15분 동안 82%에서 40%가

되도록 한 후 유속 1.0 mL/min으로 하여 210 nm에서 검출하였

다. 모든 분석결과는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평균치(mean)와 표준

편차(SD)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입도

산지 및 재배방법을 달리하여 제조된 가루녹차의 입도 분석결

과는 10, 50, 90%에서의 입자크기와 평균 입자크기에 대해 Table

2에 나타내었다. Cumulative particle size 항목은 분포되어진 전체

입자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입자의 크기별로 분포된 양상을 알 수

있는데 전체 10, 50, 90%에서의 입자크기 및 평균입자 크기가 가

장 작은 가루녹차는 보성산 무차광 재배녹차인 BS-2이었으며, 이

에 반해 SS-2의 경우는 전체 50%에서의 입자크기는 18.21 µm 이

었으나 90%에서의 입자크기는 321.12 µm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입자 크기가 다소 불균일하였고 평균 입자크기 또한 84.52 µm

로 16개 시료 중 가장 큼을 알 수 있었다. 가루녹차의 입도는 가

공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적용제품의 특성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데 국내산 가루녹차의 평균입도는 BS-2와 SS-2를 제외하면 14.63-

25.39 µm의 범위로 일본산 가루녹차 15.46-21.02 µm와는 유사하

였으나 Youn(18)이 시판 분말녹차 1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평균

입도 53.83 µm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Table 1. Powdered green tea products used for the experiment

 Product1) Cultivation method and product grade

BS-1 not shaded green tea

BS-2 not shaded green tea

BS-3 not shaded green tea

BS-4 shaded green tea

BS-5 shaded green tea

BS-6 not shaded green tea

BS-7 not shaded green tea

SS-1 shaded green tea

SS-2 not shaded green tea

HN-1 shaded green tea

HN-2 not shaded green tea

JJ-1 shaded green tea

JJ-2 not shaded green tea

JA-1 shaded green tea, high grade

JA-2 shaded green tea, middle grade 

JA-3 not shaded green tea, low grade

1)Region: BS, Bosung; SS, Sachon; HN, Haenam; JJ, Jeju; JA,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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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도

가루녹차 표면의 색은 차의 품질 평가시 매우 중요한 인자로

서 색차계를 이용하여 L(밝기), a(적색-녹색), b(황색-청색) 값을

측정한 결과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L값은 61.28-76.58의 범

위였으며 보성산 무차광 재배녹차인 BS-2가 76.58로 가장 높았

고 제주산 차광재배 녹차인 JJ-1이 61.28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

냈다. 색도분석 a의 음의 값은 녹색을 나타내는데 일본산 상품 JA-

1이 -12.94로 가장 높았으며 보성산 무차광 재배 녹차인 BS-7이

-3.72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색도분석 a값과 b값으로부터

얻어진 채도를 나타내는 chroma 값은 일본산 상품 JA-1이 40.47

로 가장 높았으며 해남산 차광재배 가루녹차인 HN-1 39.85와 유

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가루녹차의 색 정도

를 평가하기 위해 일본산 상품인 JA-1의 L, a, b값을 기준으로

total color difference(TCD) 값을 구한 결과 국내 시판 가루녹차

중 HN-1의 값이 3.71로 일본산 고급 가루녹차와 가장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내산 가루녹차의 색은 산지와 상관

없이 차광재배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차광재배 가루녹

차의 경우 녹색도 및 TCD 값은 일본의 중품과 하품 사이의 값

을 나타냈다.

클로로필

산지 및 재배방법을 달리하여 제조된 가루녹차의 클로로필 함

량 분석결과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국내 시판 차광 재배

가루녹차의 총클로로필 함량은 339-592 mg/100 g으로 무차광 재

배 가루녹차의 170-340 mg/100 g 보다 1.5 내지 2배 정도 더 많

이 함유되어 있었다. 국내산 시판 가루녹차 중 제주산 차광재배

녹차인 JJ-1의 총클로로필 함량이 592.049 mg/100 g으로 가장 높

게 함유되어 있었으며 이는 일본산 가루녹차 중 중급에 해당하

는 JA-2의 598.113 mg/g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클로로필 패

턴을 살펴보면 총클로로필 함량이 500 mg/100 g 이상 함유되어

있는 일본산 차광 가루녹차인 JA-1, JA-2와 국내산 차광 가루녹

차인 JJ-1, HN-1의 경우는 클로로필 a가 클로로필 b 보다 더 많

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그 밖의 것은 클로로필 a와 b의 함량비가

거의 비슷하거나 클로로필 b의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루녹

차의 색도 a값과 클로로필 a, b 및 총클로로필 함량과의 상관관

계를 구한 결과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루녹차의 색도 a값

은 클로로필 a, b 및 총클로로필 함량과 모두 유의적인 역의 상

Table 2. Particle size of commercial powdered green tea products

Product1)
Cumulative particle size (µm) Mean 

diameter 
(µm)

Diameter
at 10%

Diameter
at 50%

Diameter
at 90%

BS-1 2.78 11.06 36.40 15.63

BS-2 2.47 07.45 19.35  09.45

BS-3 3.96 16.01 36.82 18.64

BS-4 2.86 11.53 38.55 16.58

BS-5 2.84 10.39 33.19 14.63

BS-6 4.63 20.00 54.05 25.39

BS-7 3.63 15.88 48.82 21.81

SS-1 3.63 13.28 32.36 15.96

SS-2 4.21 18.21 321.120 84.52

HN-1 3.60 12.63 34.46 16.15

HN-2 3.57 13.20 33.63 16.25

JJ-1 3.97 19.03 50.04 23.77

JJ-2 3.93 17.61 54.59 24.38

JA-1 3.06 10.98 35.23 15.46

JA-2 3.15 11.95 37.74 16.62

JA-3 4.07 17.94 42.08 21.02

1)Region: BS, Bosung; SS, Sachon; HN, Haenam; JJ, Jeju; JA,
Japanese

Table 3. Color values of commercial powdered green tea products 

 Product1) 
Color value2)

L* a* b* Chroma TCD

BS-1 064.91±0.013) -4.77±0.02 36.21±0.01 36.52 08.89

BS-2 76.58±0.00 -5.61±0.01 34.73±0.01 35.17 16.62

BS-3 64.31±0.01 -3.33±0.01 32.92±0.01 33.08 11.25

BS-4 62.40±0.00 -6.05±0.02 35.45±0.01 35.96 07.48

BS-5 66.08±0.01 -6.61±0.03 36.35±0.00 36.95 07.73

BS-6 68.86±0.00 -3.81±0.01 33.21±0.01 33.55 12.46

BS-7 69.30±0.00 -3.72±0.01 32.48±0.01 32.69 13.08

SS-1 64.46±0.01 -6.13±0.01 38.71±0.01 39.19 07.21

SS-2 64.58±0.00 -5.99±0.01 38.51±0.03 38.97 07.37

HN-1 63.48±0.01 -9.51±0.01 38.70±0.01 39.85 03.71

HN-2 67.45±0.00 -6.52±0.00 37.10±0.02 37.66 08.44

JJ-1 61.28±0.00 -8.63±0.01 34.72±0.00 35.78 05.69

JJ-2 65.33±0.00 0-6.07±0.01 36.46±0.02 36.96 07.82

JA-1 62.12±0.01 -12.94±0.02 38.35±0.00 40.47  0

JA-2 63.62±0.50 -11.70±0.05 36.99±0.01 38.79 02.39

JA-3 64.24±0.01 0-6.31±0.01 36.43±0.01 36.97 07.22

1)Region: BS, Bosung; SS, Sachon; HN, Haenam; JJ, Jeju; JA, Japanese

2)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Chroma= ; TCD= , where L0, a0 and b0 are color
value of JA-1
3)Values represent the mean±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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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루녹차의 녹색

은 클로로필 a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r2=0.906). 녹

차 중 클로로필 함량은 녹차의 외관과 수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보통 식물체에는 청록색인 클로로필

a와 황록색인 클로로필 b가 대략 3:1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녹차중의 클로로필 함량은 기상 및 환경조건, 시

비 등에 따라 함량이 달라지고 차엽 가공공정 중 클로로필 일부

는 페오피틴, 페오필린 등으로 분해되어 클로로필 함량과 비율이

달라진다고 한다(1,19). Park과 Lim(12)에 의하면 클로로필 함량

이 차광 차엽에는 519-608 mg/100 g, 일반 무차광 차엽에는 187-

302 mg/100 g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카테킨, 카페인 및 테아닌

녹차의 주요성분인 카테킨, 카페인 및 테아닌 분석결과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카테킨 함량은 국내산 가루녹차의 경우

14.679-20.128 g/100 g 함유되어 있었으며 재배 지역 및 차광 유무

에 따른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카테킨 조성은 Table 6에 나타

낸 바와 같이 모든 시료에서 EGCG, EGC, ECG, EC, GCG, GC

및 C의 순으로 함유되어 있었으며 카테킨류 중 항산화, 항암 등

약리적 효능이 우수한 EGCG 및 EGC는 전체 카테킨의 50% 이

상을 차지하였다. 국내산 가루녹차의 카테킨 분석에 대한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 어려우나 Goto 등(20)에 의하면 일본산 말차에는

9.48-12.39 g/100 g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일본산

말차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카테킨 중

EC, EGC, ECG, EGCG 4종류에 대한 분석결과이며 본 연구에서

는 이 외에도 C, GC, GCG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분석방법에 따

른 차이와 함께 카테킨은 품종에 따라 최고 20% 정도까지 차이

가 인정된다는 보고로 미루어 보아 카테킨 함량 차이는 이 같은

이유와 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카페인 함량 분석결과 국내산 가루녹차에는 1.496-3.237 g/100

g, 일본산 가루녹차에는 1.890-3.670 g/100 g 함유되어 있었으며 지

역이 같을 경우 차광 재배한 가루녹차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었

으며 일본산의 경우 등급이 높을수록 카페인 함량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Park과 Lim(12)에 의하면 보성산 가루녹차용 차엽

의 카페인 함량은 2.97-3.67 g/100 g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하였으

며, Goto 등(20)은 일본산 말차에는 3.53-3.87 g/100 g 함유되어 있

다고 보고하였다.

테아닌은 차에서 최초로 발견된 아미노산으로 차의 맛을 좌우

하는 녹차 특유의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다. 테아닌은 녹차의 총

유리아미노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채

엽시기가 빠른 양질의 차일수록 테아닌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

고되어 있다(1). 가루녹차 중의 테아닌 함량 분석결과 국내산 가

Table 4. Contents of chlorophyll in commercial powdered green

tea products

 Product1)
Content (mg/100 g)

Chlorophyll a Chlorophyll b Total chlorophyll 

BS-1 0094.433±0.1642) 139.426±1.535 233.859±1.699

BS-2 127.519±1.127 127.025±2.625 254.544±3.752

BS-3 071.446±0.510 099.342±3.018 170.788±3.528

BS-4 157.941±1.163 192.560±3.303 350.501±4.466

BS-5 151.201±0.208 199.204±1.572 350.405±1.780

BS-6 077.378±0.310 093.059±1.591 170.437±1.901

BS-7 083.592±0.341 101.276±0.154 184.868±0.495

SS-1 168.587±1.023 170.114±2.192 338.701±3.216

SS-2 119.989±0.466 139.883±0.173 259.872±0.639

HN-1 261.005±0.917 245.379±0.957 506.384±1.874

HN-2 101.199±0.096 127.093±1.285 228.292±1.381

JJ-1 317.021±1.241 275.028±0.832 592.049±2.074

JJ-2 160.650±2.007 179.743±1.300 340.393±3.307

JA-1 401.144±1.776 309.291±0.480 710.435±2.257

JA-2 333.496±0.659 264.617±13.721 0598.113±14.380

JA-3 125.143±0.017 137.308±0.770 262.451±0.786

1)Region: BS, Bosung; SS, Sachon; HN, Haenam; JJ, Jeju; JA,
Japanese
2)Values represent the mean±SD (n=3).

Fig. 1. Correlation between color a* value and chlorophyll

content.

Table 5. Contents of total catechin, caffeine and theanine in

commercial powdered green tea products 

 Product1)
Content (g/100 g)

Total catechin Caffeine Theanine

BS-1  15.569±0.3342) 2.144±0.055 1.076±0.015

BS-2 20.128±0.584 2.814±0.062 1.445±0.277

BS-3 19.400±0.444 2.175±0.058 0.926±0.025

BS-4 14.867±0.172 3.237±0.002 1.831±0.159

BS-5 18.504±0.093 2.715±0.041 1.764±0.090

BS-6 16.199±0.073 1.760±0.018 1.119±0.283

BS-7 19.462±0.232 2.535±0.023 1.552±0.026

SS-1 15.323±0.122 2.201±0.012 1.458±0.015

SS-2 14.679±0.112 1.496±0.043 1.193±0.031

HN-1 16.237±0.802 2.802±0.071 1.387±0.058

HN-2 15.440±0.311 1.859±0.005 0.991±0.016

JJ-1 16.557±0.281 2.794±0.005 1.977±0.274

JJ-2 16.194±0.058 1.819±0.013 1.113±0.094

JA-1 13.735±0.902 3.670±0.212 4.295±0.023

JA-2 15.462±0.485 3.661±0.101 2.972±0.061

JA-3 15.054±0.163 1.890±0.026 1.119±0.069

1)Region: BS, Bosung; SS, Sachon; HN, Haenam; JJ, Jeju; JA,
Japanese
2)Values represent the mean±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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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녹차에는 0.926-1.977 g/100 g, 일본산 가루녹차에는 1.119-4.295

g/100 g 함유되어 있었으며 테아닌 또한 카페인의 경우와 같이 지

역이 같을 경우 차광 재배한 가루녹차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었

고 일본산 가루녹차의 경우 상품은 하품에 비해 약 3.8배 정도

더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시판 가루녹차 및 일본 가루녹차(말차)를 대상

으로 입도, 색도, 클로로필, 카테킨, 카페인 및 테아닌 등 품질특

성을 비교하였다. 국내산 가루녹차의 평균입도는 14.63-25.39 µm

의 범위로 일본산 가루녹차 15.46-21.02 µm와 유사하였다. 가루

녹차 표면의 색을 측정한 결과 녹색을 나타내는 a의 음의 값은

해남산 차광 재배 녹차인 HN-1이 -9.51로 가장 높았고, 색 정도

를 평가하기 위해 일본산 상품인 JA-1을 기준으로 TCD값을 구

한 결과 국내 시판 가루녹차 중 HN-1의 값이 3.71로 일본산 고

급 가루녹차 색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로필 분석

결과 국내산 차광 재배 가루녹차의 총클로로필 함량은 339-592

mg/100 g으로 무차광 재배 가루녹차의 170-340 mg/100 g 보다 1.5-

2배 정도 더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녹색도가 높을수록 클로로필

a가 클로로필 b 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가루녹차의 색도

a값은 클로로필 a, b 및 총클로로필 함량과 모두 유의적인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루녹차의 녹색은 클

로로필 a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녹차의 주요성분인

카테킨, 카페인 및 테아닌 분석결과 국내산 가루녹차의 총카테킨

함량은 14.679-20.128 g/100 g, 카페인 함량은 1.496-3.237 g/100 g,

테아닌 함량은 0.926-1.977 g/100 g 함유되어 있었으며 카테킨 함

량은 산지 및 차광유무에 따른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카페

인과 테아닌 함량은 차광 재배한 가루녹차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본 실험결과 국내산 가루녹차의 품질은 차광 재배한 녹

차의 경우 일본산 중품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냈으나 전체적으로

일본 가루녹차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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