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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조건에 따른 녹차의 카테킨류, 테아닌의 변화

이 승 언
¶

위덕대학교 외식산업학부¶

The Change of Catechin and Theanine Content in Green Tea 
during Different Storage Conditions

Seung-Un Lee¶

Dept. of Food Service Industry, Uidu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used HPLC to analyze the contents of catechins, alkaloids, and theanine of commercial green 
tea. Green tea samples were stored for 6 months at five different temperatures, 30℃, 15℃, 4℃, —15℃ and 
—40℃.

Catechins change in storage temperature was 30℃ > 15℃ > 4℃ >—15℃ >—40℃ stored for 6 months. Total 
alkaloids content higher levels were CAF(27.49 mg/g) with lower level of TB(2.16 mg/g) and TP(0.28 mg/g). 
The total alkaloids content decreased in the longer storage periods, a similar case with, although CAF were 
almost unchanged in all storage temperatur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emperature and storage time are 
important in the storage of green tea, with refrigerated and frozen conditions as preferable to increase or 
preserve the chemical compounds of the green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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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녹차는 Teaceac 종의 Camellia과에속하는식물
로 약 75～8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20～
25%가 고형분이다. 이 고형분에는 단백질, 아미
노산, 섬유소, 펙틴과함께탄닌과카페인등을함
유하고 있다(Kim JT 1996). 녹차의 성분 중 탄닌
은차의맛에영향을주는성분으로차탄닌성분

중 많은 양이 차카테킨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Nakagawa M 1975). 녹차에는 카테킨류 이외에
도 caffeine, theobromine, theophylline과 같은 알
칼로이드류물질, 테아닌과같은아미노산류도함

유되어 있다(Finger A et al 1992; Shao W et al 
1995).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류는 심혈관
질환에영향을주는콜레스테롤의산화를억제하

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외에도 항산화 작용과 항종양성 등의 녹차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작용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Yoshioka H et al 1991; Higdon JV and 
Frei B 2003; Song JM et al 2007; Khan SM & 
Kour G 2007; Mohan KVP et al 2007; Kim CH 
2009). 또한, 테아닌은차에함유되어있는아미노
산으로 차의 맛에영향을 주는 녹차특유의 감칠

맛을내는성분이다. 이들성분은채엽시기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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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의 품질에 따라 함량에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5). 녹차는 우리나라뿐만 아니
라, 세계여러나라에서 음용되고있으며, 식품공
전에는 다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식물성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가공한 기호 식품을 말한다(Food 
Code 2008). 녹차의제조방법은다양하지만, 일반
적으로는찌거나덖는등의제조공정으로만들어

지고 있으며, 녹차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
에서는녹차의생산과관광사업을연계하여확대

하려는움직임(Yeo HK & Park KT 2007)도 이루
어지고 있다. 녹차는 차로 음용되는 것 이외에도
과자, 빵, 케이크, 국수, 아스크림 등다양한 식품
에혼용되어사용되고있으며, 이것은건강식품으
로서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Tang S et al 2001; 
Mok CK 2002; Nha YA & Park JN 2003; Lee JW 
& Do JH 2005; Kim WM & Lee YS 2008; Han 
KY 2015). 녹차는 수분함량을 낮추어 장기간 보
관을 하며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따
라서 보관 중에 맛과 향 등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은 차의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Jeong 
DH & Kim JT 1997; Park JH et al 2005). 차의
품질 변화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상온

보관 시쉽게 변질될가능성이 높다(Fukatsu S & 
Hara T 1971). 녹차의성분중에는공기중의산소
와 반응하는 산화반응이 일어, 이것은 녹차의 수
분함량, 저장 온도, 효소의 불활성화 정도, 빛 등
의양향을받는다. 녹차를구입하게되면빠른시
간내에섭취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지만, 일
반적인 가정에서는 실온 혹은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서소비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녹차의
성분의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저장 방법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녹차의 저장에
따른 품질이나 성상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장 조건에 따른 유용성분의 변화를 장
기간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본연구는소비자가가장쉽게 구할수

있는 시판 잎 녹차를 구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많

이이용되는저장온도(상온 15℃, 냉장 4℃, 냉동

—15℃)와 극단적인 저장 온도 (30℃와 —40℃)를

설정하였고, 저장기간은 6개월로 하여 녹차의 카

테킨류, 알칼로이드류및테아닌의변화를분석함

으로써, 저장온도와저장기간에따른녹차의유

용 성분 변화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들이 실생활

에서 녹차제품을 사용할 때 합리적인 저장 조건

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실험에사용한녹차는일반적으로시중에서

판매되는 전남 보성에서 수확한 잎 녹차(세작)을

포항시내소재대형마트에서 2015년 9월경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약들은 Folin- 

Ciocalteu's phenol 시약, 1,1-diphenyl-2-picrylhy-

drazyl, Fe2+-ascorbate, 2-thiobarbituric acid, epiga-

llocatechin(EGC), catechin(C), epicatechin(EC), epi-

gallocatechin-3-gallate(EGCG), gallocatechin-3-ga-

llate(GCG), catechin-3-gallate(CG), epicatechin-3- 

gallate (ECG), caffeine(CAF), theobromine(TB), 

theophylline(TP)은 Sigma(St, Louis, MO, USA)제

품을사용하였다. 분석에사용한 시약들은 HPLC 

grade acetonitrile과 ethanol, analytical grade pota-

ssium dihydrogen phosphate (KH2PO4) 및그밖의

시약은 특급을 사용하였다.

2. 시료 제조

실험에 사용한 녹차는 에탄올추출법(Friedman 

M et al 2005)에따라추출하였다. 각시료를 flask

에 넣고 80% 에탄올 용액(ethylalcohol : water, 

80:20, v/v) 50 mL를첨가한후, 60℃의 water bath

에서 15분간추출하였다. 이추출액을 5분간초음

파로처리하고, 이액을 glass filter를이용하여흡

입여과(Whatman filter paper No. 2)하였다. 남은

잔사에 소량의 80% 에탄올로 2회 세척을 한 후, 

그 여액을 더하여 100 mL로 정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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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rument Hitachi Liquid Chromatograph ; model 655A-Ⅱ

Injector Hitachi 655A-40 autosampler

Detector Simadzu phtodiode assay UV-VIS detector (model SPD-10vp)

Column Inertsil ODS-3V (5 μm particle diameter, GL Science)

Solvent Acetonitrile / 20mM KH2PO4

Column temperature 30℃ (Simadzu column oven CTO-10VP)

Flow rate 0.8 mL/min

Injection volume 20 uL

Dector wavelength 280 nm

<Table 1> Apparatus and conditions of HPLC for analysis

3. 실험방법

1) HPLC 분석방법

녹차 추출물을 0.45 um의 millipore nylon fil-
ter(Badford, MA)로 여과하여 HPLC (HITACHI 
655AⅡ, Tokyo, Japan)에직접주입하여분석하였
다. 녹차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catechin류, al-
kaloid류, theanine은 표준품을 HPLC로 분석한

retention time과 시료를 표준품과 동인한 조건으
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여 동정하였고, 시료 용
액에 일정량의 표준품을 첨가하여 동시에 HPLC
에서분석하여검출된피크의모양과검출시간을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실험은 3번 반복 측정하였
고, 표준시료의 peak 면적에의해산출된값을기
준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로나타내었다. 분석조건
은 <Table 1>와 같다.

2) Theanine 분석

녹차 추출물의 theanine 분석은 Lee MH, Lee 
SU(2013)의방법을이용하였다. 시료 50 uL를 시
험관에넣고회전농축기를이용하여 30℃에서감
압 건조한 한 후, 1% Na2HCO3(2 mL)와 FDNB 
(0.1 mL)를첨가하였다. 이것을잘섞은후 40℃의
어두운곳에서 3시간동안반응시킨후, 초산에틸
2 mL를 첨가하여 여분의 FDNB를 제거하였다. 
여기에 0.5 N HCl(0.5 mL)과초산에틸 1 mL를첨

가하여테아닌을추출하였다. 이과정을 5회반복
하여 모아진 DNP-아미노산액을 30℃에서 감압
건조하였다. 건조 후 남은 잔사에 80% 에탄올
(ethylalcohol : water, 80:20, v/v) 2 mL를첨가하여
녹인 후 15,000 rpm으로 2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그 상층액을 HPLC에 직접 주입하여 theanine을
분석하였다.

4. 통계 처리

본연구를통해얻어진실험자료는 SPSS 16.0
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시료간의유의성검정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저장에 따른 녹차 catechin류의 변화

시판 잎차(세작)의 저장 온도 및 기간에 따른
catechin류의 변화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녹
차 연구에 따른 결과들을 보면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카테킨류중에서 EGCG의함량이가장많다
고 알려져 있다(Yeo SG et al 1995; Oh JH et al 
2004). 본실험의결과에서도 catechin류중에서는
가장많은 양을차지하는것은 EGCG로, 총카테
킨 함량 중약 47%인 75.42 mg/g이었다. 그다음
으로 EGC가 28.43 mg/g, ECG가 24.53 mg/g, C가
12.42 mg/g이었고, 함량이제일적었던것은 G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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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time 

(month)
EGC C EC EGCG GCG ECG CG

Total 
CATS

F-value

Before storage

28.43±0.13c 12.42±0.16ab 8.24±0.09a 75.42±0.14ac 5.47±0.11a 24.35±0.18ab 5.89±0.03a 160.22 1.00

Storage at 30℃

1  26.43±0.03a 11.42±0.09ab 7.24±0.08a 72.42±0.10a 4.77±0.02a 22.35±0.09ab 5.09±0.03a 149.73 0.94

2 22.35±0.11bc 8.49±0.03a 5.48±0.03ab 58.46±0.21c 3.92±0.06a 19.47±0.11a 4.77±0.09ab 111.94 0.57

4 20.43±0.09b  6.17±0.11a 4.27±0.09b 42.19±0.18a 3.18±0.07c 11.48±0.09a 4.17±0.02b 91.90 0.20

6 19.24±0.08cd  4.78±0.09d 3.24±0.09b 40.18±0.20a 2.51±0.04bc 10.48±0.12b 3.84±0.11a 84.26 0.18

Storage at 15℃

1  28.03±0.11c 12.02±0.10a 8.14±0.05a 74.32±0.21c 5.37±0.04b 23.25±0.07a 5.79±0.10ac 157.92 0.97

2  27.21±0.03a 11.32±0.10b 7.16±0.10ab 62.32±0.10d 4.27±0.09a 20.55±0.11b 5.13±0.11b 137.96 0.66

4  22.21±0.10b 8.12±0.11b 5.09±0.09c 59.32±0.23ac 3.87±0.02d 15.31±0.11ac 4.84±0.10b 118.76 0.60

6  21.19±0.10a 6.16±0.05c 4.26±0.11e 42.32±0.11b 3.37±0.03ab 13.46±0.04a 4.34±0.04a 95.09 0.20

Storage at 4℃

1  28.23±0.11b 12.32±0.09bc 8.14±0.10ab 75.32±0.20a 5.27±0.11c 24.24±0.11b 5.61±0.11c 159.13 1.00

2  27.53±0.10ac 11.92±0.07a 7.82±0.11ac 73.22±0.20ab 4.77±0.12ac 23.51±0.10c 5.52±0.10d 154.28 0.95

4  25.83±0.10e 9.83±0.10c 6.71±0.10b 70.46±0.18d 4.19±0.03c 20.44±0.11ac 5.18±0.01e 142.63 0.90

6 24.43±0.20cb 9.23±0.11a 5.94±0.05a 68.47±0.20bc 3.89±0.03ab 19.13±0.11b 4.76±0.11b 135.85 0.85

Storage at —15℃

1  28.29±0.11b 12.38±0.03b 8.19±0.03b 75.38±0.09b 5.43±0.04b 24.35±0.07a 5.87±0.05d 159.87 1.00

2  28.15±0.10a 12.24±0.11a 8.04±0.01d 75.09±0.10c 5.23±0.01c 24.18±0.11a 5.67±0.12a 158.58 1.00

4  28.01±0.11d 11.94±0.05a 7.85±0.06c 74.89±0.10a 5.11±0.10b 23.88±0.10b 5.41±0.11c 157.10 1.00

6  27.92±0.07c 11.79±0.11b 7.59±0.10a 74.62±0.15d 5.06±0049a 23.61±0.10c 5.27±0.10b 155.86 0.99

Storage at —40℃

1  28.40±0.11a 12.42±0.10ac 8.23±0.10c 75.39±0.20a 5.43±0.09d 24.33±0.20ac 5.88±0.01c 160.07 1.00

2  28.38±0.10c 12.42±0.10ab 8.19±0.10b 75.37±0.11ac 5.42±0.01b 24.30±0.10ab 5.87±0.02a 159.96 1.00

4  8.30±0.09ad 12.32±0.11c 8.11±0.08ab 75.24±0.18ab 5.32±0.06a 24.19±0.10ad 5.67±0.10a 159.15 1.00

6  28.14±0.10e 12.11±0.10b 7.81±0.10d 75.01±0.21d 5.12±0.10ac 23.92±0.07b 5.46±0.10d 157.58 1.00

Mean±S.D.(n=3, mg/g dry wt).
a～e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Effects of storage temperature and times on catechins in green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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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5.47 mg/g이었다. 
저장 온도에 따른 카테킨류의 변화는 저장 기

간 6개월의 녹차를 비교하였을 때 30℃ > 15℃ >
4℃ >—15℃ >—40℃의순서였다. 녹차를 30℃에
서저장하였을때 EGC의함량이 19.24 mg/g으로
감소하였고, CG가 3.84 mg/g, EGCG가 40.18 
mg/g으로감소하여 변화의 폭이 가장 많았다. 상
대습도가높고온도가높을수록카테킨류가감소

를하였고, 그중에서도 EGCG의 함량이 매우감
소하였다는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감

소율을 EGC가 가장 높았으나, 함량으로 볼 때
75.42 mg/g에서 30℃에서 6개월간 저장하였을 때
40.18 mg/g으로가장많이감소한결과와 동일한
경향이었다. 녹차를 저장할 때는 특히 여름철에
온도와습도가높을 때쉽게 변질되어 품질이 떨

어진다는 연구결과(Haraguchi et al 2002)와 비교
하였을때저장온도 30℃라는조건에서카테킨류
는정도의차이는있었지만, 저장기간이길어질수
록 감소되는 결과와 비슷한 경향임을 알 수있었

다. 15℃에서저장한 녹차추출물의 EGCG는 6개
월저장한녹차에서 42.32 mg/g으로저장전보다
약 46% 감소하였다. 상온과 비슷한 15℃에서 저
장한 녹차는 30℃보다는 변화의 폭이 적었으나, 
동일한 경향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저장기간중카테킨류의변화가가장적었
던 것은 —40℃에서 저장한 녹차였다. 본 실험에
서 6개월간 저장한 녹차의 카테킨류 감소율은 7
종 모두에서 8%이내였다. —15℃에서 저장한 녹
차 또한, —40℃에서 저장한 녹차보다 감소율은
약간증가하였으나, 모든카테킨류에서 10% 이하
로, 그 변화는 30℃와 15℃에서 저장한 녹차보다
아주 적었다. 녹차를 가공 저장할 때 혐기처리를
하여온도에 변화를 주어저장 기간에 따른품질

변화를 관찰한 연구보고(Park et al 2012)에서 총
질소, 아미노산, 탄닌, 엽록소 등의 성분이 저장
기간이길어질수록함량이감소하였고상온에비

해 저온에 저장하였을 때 함량의 감소는 줄어들

었다는결과와비슷한경향임을알수있었다. 녹

차에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의 함량은 저장 온도

와 기간에따라 성분의 변화에 대한차이가 있었

다. 이러한 차이들은녹차의 품종, 녹차의재배조
건및지역, 채엽의부위및분석방법, 저장의조
건 등에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2. 저장에 따른 녹차의 alkaloid류의 변화

저장 온도와 저장 기간을 다르게 하여 녹차에

함유되어있는알칼로이드류의분석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총 알칼로이드 중에서는 CAF
의 함량이 27.49 mg/g으로 가장 많았고, TB는
2.16 mg/g과 TP는 0.28 mg/g이었다. 총 알칼로이
드류 함량의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를 보면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량은 감소하였다. TB와 TP
는 저장 온도 30℃에서는 감소의 폭이 많았으나, 
—15 ℃, —40℃에서는 변화가 적었다. 이것은 카
테킨류와 동일한 경향이었으나 알칼로이드류 중

CAF의 경우에는 모든 저장 온도에서 거의 변화
가없었다. 저장기간에따른변화를보면저장하
기전과 6개월간저장을한녹차에서도 CAF의변
화는거의없었다. Lee JH et al(2009)의분말녹차
의 연구에서는 저장 기간에 따라 카페인의 함량

이증가하였고, 또한, Ko WJ et al(2006)의저온에
서 녹차 추출물을 저장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도

카페인의함량은증가한다고보고하였으나, 본연
구결과에서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저장기간과저장온도에따라카테킨류는변화

가 있었으나, 카페인은 변화가 없었던 결과는 수
분활성도에변화를주어저장한녹차에서수분활

성도가 높고, 저장온도가 높을수록 갈변과 같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결과에서 생각하여 볼

때, 녹차의 구성성분의 화학적 변화는 온도에 영
향을많이받고, 이것이녹차의세포속에서발생
하는 여러가지 화학적 변화에 의한것으로 추정

된다. 

3. Theanine의 변화

테아닌은 녹차의 맛을 좌우하는 아미노산으로



한국조리학회지 제 22권 제 5호(2016)272

Storage time 
(Month)

CAF TB TP
Total 
ALKS

F-value

Before storage

27.49±0.05b 2.16±0.07a 0.28±0.01a 29.93 1.00

Storage at 30℃

1 27.35±0.01a  1.94±0.03a 0.18±0.03a 29.48 1.00

2 27.29±0.01c  1.73±0.07ac 0.12±0.01ac 29.14 1.00

4 27.24±0.01b  1.51±0.08b 0.10±0.02b 28.85 0.99

6 27.24±0.02d  1.32±0.07a 0.10±0.01c 28.66 0.99

Storage at 15℃

1  27.36±0.01c 1.98±0.06b 0.21±0.03b 29.54 1.00

2  27.31±0.01a 1.78±0.10a 0.19±0.04c 29.28 1.00

4  27.26±0.01bc 1.78±0.05b 0.15±0.04b 29.19 1.00

6 27.25±0.01d  1.67±0.05ab 0.12±0.01bc 29.04 1.00

Storage at 4℃

1  27.39±0.01b 2.01±0.05bc 0.21±0.03b 29.61 1.00

2  27.33±0.01ac 1.84±0.06a 0.18±0.02a 29.34 1.00

4  27.33±0.01d 1.61±0.07c 0.16±0.01bc 29.11 0.99

6  27.23±0.01e 1.48±0.03b 0.15±0.01a 28.86 1.00

Storage at —15℃

1  27.47±0.01a 2.06±0.03a 0.25±0.04bc 29.78 1.00

2  27.43±0.01ac 2.01±0.03b 0.21±0.01c 29.65 1.00

4  27.39±0.01b 1.82±0.11c 0.18±0.02a 29.38 1.00

6  27.37±0.01bc 1.62±0.08e 0.15±0.02b 29.14 0.99

Storage at —40℃

1  27.48±0.01d 2.11±0.01a 0.26±0.02c 29.86 1.00

2  27.45±0.01a 2.08±0.03a 0.24±0.01bc 29.77 1.00

4  27.39±0.01c 1.92±0.03b 0.18±0.01a 29.48 1.00

6  27.38±0.01b 1.86±0.01bc 0.16±0.01b 29.40 1.00

Mean±S.D.(n=3, mg/g dry wt).
a～e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Effects of storage temperature and times on alkaloids in green tea 

녹차 특유의 감칠맛에 영향을 주며, 녹차의 품질
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물질 중의 하나이다. 저장

기간및저장온도를다르게한녹차추출물의테

아닌의 분석은 제조한 녹차 추출물을 DNP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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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time 
(month)

Theanine F-value
Storage time 

(month)
Theanine F-value

Before storage

50.12±0.07a 1.00

Storage at 30℃ Storage at —15℃

1 40.32±0.11b 0.86 1 50.05±0.10a 0.77

2 32.86±0.11ab 0.68 2 49.56±0.12a 0.60

4 26.76±0.11c 0.68 4 49.31±0.20a 0.25

6 21.72±0.11a 0.64 6 48.34±0.11a 0.64

Storage at 15℃ Storage at —40℃

1 45.84±0.13ac 0.53 1 50.10±0.19a 0.28

2 41.34±0.06b 0.70 2 50.05±0.10a 0.77

4 35.26±0.10a 0.77 4 49.89±0.10a 0.77

6 30.44±0.12b 0.60 6 49.73±0.04a 0.44

Storage at 4℃

1 48.92±0.05a 0.53

2 46.22±0.11c 0.68

4 43.46±0.09d 0.88

6 40.62±0.19a 0.28

Mean±S.D.(n=3, mg/g dry wt).
a～e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Effects of storage temperature and times on theanine in green tea 

체화시키고, 표준 DNP-theanine과일정량혼합한
후 HPLC로 분석하는 spiked method를 이용하여
테아닌을측정하였다. 녹차추출물에함유되어있
는 테아닌의 함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Table 
4>이다. 
저장온도 30℃에서저장기간에따른테아닌의

함량변화를보면저장전의함량은 50.12 mg/g이
었으나, 1개월저장후에는 40.32 mg/g, 2개월후
에는 32.86 mg/g, 4개월후에는 26.76 mg/g, 6개월
저장한 시료에서는 21.72 mg/g으로 저장 6개월
동안 약 57%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냉장온도인
4℃부터 —40℃까지 저장 온도가 낮아질수록 저
장 중의 테아닌의 함량변화는 적었다. 

저장기간 및저장온도에따른테아닌의변화

에 관한 연구결과가 거의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

우나, 녹차를상온에서보관할경우잎의색에변
화가있고, 맛과향또한, 변질이생긴다는연구결
과를 보면녹차의맛에 영향을 주는테아닌의성

분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녹차를
저장시혐기처리하고, 저장온도와저장기간을달
리하여 향과 맛 등을 관능평가한 결과에서 저장

온도가낮은조건에서는저장기간이길어도평가

점수가높았다. 그러나상온에서는저장기간이짧
은 것이 녹차의 관능평가가 좋은 결과였다(Park 
JH et al 2012). 저장온도와저장기간에따른테아
닌의함량의변화를볼때, 저온에서녹차를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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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테아닌의 함량변화를 적게 하고 이것

이 녹차의 품질유지에도좋은 영향을 주었을 것

으로판단되어진다. 녹차의추출물과테아닌은스
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효과(Park SK et al 2009)
를가지고있어, 테아닌의함량변화를적게하는
저장방법은녹차의품질뿐만아니라, 유효성분이
효과적인 이용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Ⅳ. 요약 및 결론

저장온도및기간에따른녹차의카테킨류, 알
칼로이드류및테아닌의변화를검토하였다. 카테
킨류는 EGCG가 총 카테킨 함량 중 약 47%인
75.42 mg/g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EGC가
28.43 mg/g, ECG가 24.53 mg/g, C가 12.42 mg/g
이었고, 함량이 제일 적었던 것은 GCG로 5.47 
mg/g이었다. 저장 온도에 따른 카테킨류의 변화
는 저장 기간 6개월의 녹차를 비교하였을 때 30 
℃>15℃>4℃>—15℃>—40℃의순서였다. 총 알칼
로이드에서는 CAF의 함량이 27.49 mg/g으로 가
장 많았고, TB는 2.16 mg/g과 TP는 0.28 mg/g이
었다. 총알칼로이드류함량은저장기간이길어질
수록 총량은 감소하여, TB와 TP는 저장 온도 30 
℃에서는감소의폭이많았으나, —15℃, —40℃에
서는 변화가 적었다. 이것은 카테킨류와 동일한
경향이었으나, 알칼로이드류 중 CAF은 모든 저
장 온도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녹차에 감칠맛
에 영향을 주는 아미노산인 테아닌의 함량 변화

를저장기간에따라감소하였으나, 높은온도에서
는그감소의폭이많았으나, 냉장온도인 4℃부터
—40℃까지저장온도가낮아질수록저장중의테
아닌의 함량 변화는 적었다. 
녹차저장시, 특히여름철과같이온도와습도

가높을때쉽게변질되어품질이나빠질수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40℃와 같은 초저온 저
장이 매우 어렵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냉
동고의 온도가 약 —15℃ 인 것을 가정한다면 높

은 온도보다는 낮은 온도에 보관하는 것이 저장

기간 동안에 카테킨류의 변화를 줄일수 있는효

과적인방법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녹차의카
테킨류, 알칼로이드류, 테아닌은저장온도와기간
이많은영향을주는요인이될수있으므로일반

적으로녹차의품질을유지하면서녹차의유효성

분들의 변화를 적게 줄 수 있는 —15℃에서 저장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저장기간 동안 낮은 습도의 유지와 개봉 후에는

최대한 빠르게 소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사용

법일것이다. 본실험의결과를토대로차류의저
장조건에따른유용성분의변화와항산화성의연

관관계에 대하여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온도와
기간 이외에도 저장에 영향을 줄 수있는 요인을

파악하여 저장 조건을 다르게 하여 차류를 분석

한다면차류를이용하는보다과학적인가이드라

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글 초록

본 연구는 시판 녹차를 5가지 저장 온도(30℃, 
15℃, 4℃, —15℃, —40℃)에서 6개월간저장하면
서 카테킨류, 알칼로이드류 및 테아닌의 함량에
대하여 HPLC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저장온도
에따른카테킨류의변화는저장기간 6개월의녹
차를 비교하였을 때 30℃ > 15℃ > 4℃ >—15℃ >
—40℃의 순서였다. 총 알칼로이드류 함량은 저
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총량은 감소하여, TB와 TP
는 저장 온도 30℃에서는 감소의 폭이 많았으나, 
—15℃, —40℃에서는변화가적었다. 테아닌의함
량은 30℃에서보다 4℃ 이하에서저장할때더높
았다. 이러한 결과는 저장 온도와 저장기간이 녹
차의 품질에 매우 중요하며, 냉장이나 냉동 상태
로 저장하는 것이녹차의 품질 유지에 도움이될

것이다. 

주제어: 녹차, 카테킨, 알칼로이드, 테아닌, 저
장기간, 저장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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