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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목
분말식품소재의 고도용해성 부여기술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분말식품들에 대한 물리적 특성의 개선, 즉 고
도의 용해성을 부여함으로써 인스턴트식품으로서의 중요한 성질을 갖도록하기 위
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실용화될 경우 최근의
전통식품에 대한 재조명추세와 잘 부합되며 현저하게 개선된 분말식품의 품질로
인하여 새로운 수요의 창출과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개발 대상식품의 선정
- 대중적 소비성향과 시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선정
- 미숫가루, 숭늉, 분말녹차를 물리적 특성 개선 대상식품으로 선정
2. 전처리기술 개발
- 선별, 증자, 볶음, 추출, 분쇄
- 동결건조, 분무건조, 드럼건조, 상온건조, 급속동결
- 풍미 및 색택변화의 최소화조건 설정
3. 미분쇄 및 기류분급기술 개발
- 조쇄 및 초미분쇄를 통한 물성의 변화 유도
- 분급에 의한 분산성 저해분획의 제거
4. 고도용해성 부여기술 개발
- 가수량 및 가수방법에 따른 차이
- 분체간 혼합에 의한 결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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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체표면가공에 의한 당류 등과의 분체결합
- 반응표면분석에 의한 제조조건의 최적화
5. 분말식품의 과립화 공정 개발
- 압축공기와 회전력 및 충돌에너지에 의한 결합유도
- 주사전자현미경에 의한 결합분체의 미세구조 관찰
6. P ilot시험 및 소비자 기호도조사
- 반응표면분석결과와 관능검사와의 상관관계 도출
- 실용화를 위한 문제점 도출 및 보완

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미숫가루
16종의 분말형태의 미숫가루 시판품중 7개의 제품이 수분함량의 경우 한국전
통식품규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관능상이나 저장안정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판중인 분말형과 액상형의 미숫가루 제품의 물성을 측정한 결과, 가공중 열
처리로 인한 곡류의 탄화와 단백질의 변성등으로 인하여 외관적으로 기호도를 저
하시키며 침전물로 인해 분산안정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숫가루의 원료분쇄에 입도조절이 가능한 임팩트밀(Impact m ill)을 사용함으
로써 미세한 입도의 미숫가루 시제품을 제조할 수 있었으며 일단 침강하여 용해
된 후에는 균일한 분포성과 부드러운 조직감을 부여하였다.
보리미숫가루에 분산보조제로써 당을 첨가하여 동결건조한 후 침강부피를 측
정한 결과 당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침강부피가 감소하여 분산안정성이 개선
되었다.
반응표면분석법에 따라 제조된 미숫가루 제품을 관능검사한 결과 최적 가공
조건은 7,500～10,000rpm에서 분쇄하고, 볶음시간은 60～65분, 당첨가비율은 7:4

- 3 -

내외임을 알 수 있었다.
보리분말과 덱스트린의 표면가공을 통하여 덱스트린의 부드러운 외층이 보리
분말을 피복함으로써 둥근 분말을 성형한 것으로 나타나, 분산성을 개선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2. 숭늉
숭늉에 분무건조와 드럼건조를 실시하여 색도를 측정한 결과, 각 건조온도의
상승과 전처리 조건에 따라 제품의 갈변도가 증가하였고, 제품의 특성상 갈변증가
에 따라 구수한 맛을 증가시키므로 적정수준의 갈변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숭늉의 향기성분을 측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시료들간에는 뚜렷한 차이는 없
으나 분말상태와 1.5% 농도의 숭늉용액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숭늉의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어느정도 색이 진하고 구수한 맛
이 많으며 약간의 쓴맛을 가지는 시료, 즉 누룽지를 s team jacket에서 호화한 시
료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3. 분말녹차
분쇄강도에 따라 제조된 시제품의 pH는 5.38～5.45였으며, 국내산 분말녹차와
일본산 녹차의 pH는 5.75～5.88의 범위로 나타나 시제품보다 약간 높은 pH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원료의 차이와 증제시 열처리온도 및 기간 등이 미세한 영
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녹차시제품을 동결건조하여 분산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입도가 감소함에따라
침강부피가 감소하여 분산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녹차입도와 분산안정
성의 상관관계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r=0.89).
시판되고 있는 녹차의 향기성분을 측정한 결과 국내산 시판품과 시제품에서
일치하는 향기성분이 상당부분 확인되었으나, 일본산 녹차에서는 유일하게 다른
그룹으로 분류되어 원료가공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차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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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산보조제(미분당,

유당,

함수결정포도당,

덱스트린,

밀가루)를

표면가공

(hybridization)하여 용해성 효과를 비교한 결과, 가공적성에 따라 용해성의 개선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외관의 차이는 관찰할 수 있었다.
반응표면분석법에 따라 결정된 고도 용해성 분말녹차의 제조조건은 가수량
이 15～20% 수준으로 첨가되면서 가당량은 1.5배이상으로 첨가되어 제조된 녹차의
경우가 가장 용해성이 뛰어났으며 이것은 당입자에 분말녹차가 밀도있게 부착된
모습으로 확인되었다.
가수한 정제포도당을 이용하여 녹차분말을 제조하고 전체적인 수분량을 감
소시켜서 시료를 제조한 결과 제조된 시료의 입도가 작아서 용해시켰을 때 녹차
의 분산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용해성이 좋
은 분말녹차의 제조는 적절한 혼합방법과 혼합순서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
으로 예측되었다.
여러 가지 당류를 이용하여 분말녹차를 제조한 결과 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말녹차를 제조한 결과 용해성이 매우 저조하였고, 함수결정포도당을 첨가한 경
우도 수분량과 당의 첨가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용해성에 있어서 다
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차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분산보조제로서 선정하는
당류의 특징과 그에 맞는 가공적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용해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응표면분석법에 의해 결정된 고도의 용해성을 가진 분말녹차의 조건을 응
용하여 가수량과 가당량에 따라 용해성을 관찰한 결과, 가당량이 1.5배이상이며
가수량이 20% 이상이 되면 용해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이들 조건에서는 용해성이 좋지만 입도가 큰 것으로 확인되어 적절한 입도제
어가 개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도의 용해성을 가진 분말녹차의 제조를 pilot단계에서 실시하였으며 제조조
건은 가당량이 1.5배이며 가수량은 10% 로 매우 우수한 용해성을 관찰할 수 있었
고, 가공중 분쇄단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차분말을 첨가한 국수를 제조한 결과 녹차첨가량에 따라 녹색도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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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이런 현상은 녹차입자가 작을수록 단위중량당 녹차분말의 입자수가 증가
하여 색채의 발현이 더욱 증진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들은 관련 학술지를 통하여 발표하고 전통식품
업체 가운데 신제품의 개발이나 품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기술을 전
수할 계획이다. 특히 냉수용해성 분말녹차제품의 경우 특허(출원번호 98- 44364)를
출원하였으므로 관련기업이나 생산자단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빠른 시일안에 실용
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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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MMA RY

I. T itle

Dev elopm ent of proces s ing technolog y for hig hly s oluble pow dered food
m aterials

II. P urpos e and S ignificance

1. Developm ent of recons titute technolog y of food pow ders
2. Developm ent of proces s ing technology for highly s oluble pow dered food
m aterials
3. Im provem ent of phys ical properties of food res ources
4. Ex pa nding of cons um ption by m odernization of traditional food proces s ing
technolog y
5. Prom otion of farm er' s income by hig h value addition of dom es tic raw m aterials
6. Developm ent of far- reaching technolog y for related m ateria l m arket field
7. S ubs titution effect of im ported pow dered food products

III. Content and S cope

1. S election of items to be developed
- parched barley pow der, s ungnung, green tea pow der by their popula rity
2. Developm ent of pretreatm ent for the im provem ent of phys ical properties
- roas ting and grinding conditions for barley pow der
- freeze drying , s pray drying of barley pow der
- 7 -

- roas ting , cooking and w et m illing of rice for s ung nung
- s pra y drying and drum drying of cooked rice pas te for s ung nung
- addition of s ugar and w ater for green tea pow der
3. M icroparticulation and air- clas s ification technolog y for pow dered food
- crus h of raw m aterials
- m icroparticula tion of crus hed raw m ateria ls
- fra ctionation of m icroparticulated raw m aterials
4. Developm ent of proces s ing technology for highly s oluble pow dered food
m aterials
- m ix ture of raw m aterials w ith w ater
- preparation of ordered m ixture by hom ogenization of pow ders
- hybridization of m icroparticula ted m aterials and carriers or s ugars
- optim ization of proces s by res pons e s urface m ethodolog y(RS M )
5. Developm ent of g ranulation technology of pow dered foods
- granulation by com pres s ed air and collis ion energ y
- obs ervation of pow der s urface by s canning electron micros cope(S E M )
6. Pilot tes t and cons um er tes t of dev eloped pow dered foods
- s ens ory evaluation of pa rched barley pow der, s ungnung and g reen tea pow der
- s ens ory evaluation of m as s produced g reen tea noodle
7. S cope of future us e
- patent application for indus trialization
- academ ic publication and technical aid to farm er' s corporation
- im provem ent of proces s ing technology of tra ditional food proces s ors

IV . Res ults and S ug ges tions for F uture Us e

1. Pa rched Barley P ow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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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 for the analys es of com m ercial parched ba rley products , 7 out of 16
products w ere not appropriate for the S tandards for K orean T raditional F oods
w hich could deteriora te the palata bility and s torage s ta bility of them . Protein
denaturation a nd s corched g rain w ere res pons ible for the rheolog ical problems of
the products .
Production of parched barley pow der w ith v ery fine particle w as pos s ible by
us ing im pact m ill or fluidized bed oppos ed jet m ill and the res ulting pow der
rev ealed s m ooth texture and uniform dis pers ibility in w ater. A ddition of s ugar
follow ed by freeze drying im proved dis pers ion s tability of barley pow der and the
v olum e of precipita ted pow der.
S ens ory

evaluation

of

barley

pow ders

prepared

by

Res pons e

S urfa ce

M ethodolog y (RS M ), m icroparticulation of parched barley at 7,500～10,000rpm, 60～
65 m inutes of roas ting and the ratio of barley : s ugar w as 7 : 4 w ere the
optim um conditions for production.
S urface

m odification

of

barley

pow der

w ith

dex trin

w as

pos s ible

and

s ucces s fully coa ted the s urface of barley pow der and thus the im prov ed the
rheolog ica l properties of it.

2. S ung nung
F rom the S pray drying and Drum drying of s ungnung, brow ning of pow der
increas ed

w ith

the

conditions

of pretreatm ent

and

the

increm ent

of

drying

tem pera ture. A s the brow ning of rice during cooking proces s increas es the typical
flavor of s ung nung , heat trea tm ent w as des irable to s om e extent.
Difference of flavor w as not s ig nificant by the treatm ent in 1.5% s olution and
pow der. S ens ory s cores of s ungnung w as bes t w hen the cooked rice w a s s w elled
a nd

gelatinized

in

s team

jacket

w hich

had

traditiona l s ung nung .

- 9 -

the s av ory

flavor a nd

tas te of

3. Green T ea Pow der
Green tea lea ves w ere m icroparticulated and fractionated by particle s ize and
thes e fra ctions w ere us ed for the production of hig hly s oluble pow der products . pH
of m icropa rticulated g reen tea pow der fractions w ere 5.38～5.45 and dom es tic and
foreig n products w ere 5.75～5.88 w hich is due to the heat treatm ent and raw
m aterials .
Dis pers ion s tability a nd the volume of precipitated of freezed dried g reen tea
pow der increas ed by decreas ing particle s ize w ith high correlation coefficient
(r=0.89).
F rom the flav or analys is by A rom a s canning foreign product w as different
from dom es tic products and m icroparticulated fractions .
S urface m odification of green tea pow der w ith g round s ug ar, lactos e, g lucos e,
dex trin and w heat flour w a s inves tigated for the im prov em ent of dis pers ibility and
s olubility. T hough they had little effect on the phys ical properties of green tea
pow der, the change of m orphology of s urface w as dis tinct.
Optim um conditions for the preparation of highly s oluble green tea pow der
product

by res pons e s urfa ce methodolog y(RS M ), 15～20% m ois ture content and

m ore than one and half tim es of s uga r w ere needed. M ore than 20% of w ater
a ddition has m ade no difference of s olubility. A very g ood a ttachment of g reen tea
pow der on the core m aterial or carrier pow der w as clearly obs erved by s ca nning
electron m icros cope(S EM )
W hen the g lucos e and green tea pow der has m ade m ix ture and the m ois ture
content w a s reduced, the s m aller green tea particles dis turbed the
dis pers ibility

of w hole pow der. A

im provement of

further s tudy of appropria te procedure for

proces s ing a nd mix ing m ethod of this pow der is neces s ary.
A m ong the s ugars , dex trin w as not appropriate for the im provem ent of
dis pers ibility of g reen tea pow der a nd other s ugars w ere better effect than that.
By pilot tes t, total w a ter addition could be reduced to 10% and it ha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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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 pers ibility w hile on the other, no g rinding proces s w as neces s ary.
A ddition of a dded g reen tea pow der to the noodle has increas ed the intens ity
of green color and this phenom enon w as m ore cons picuous a s the particle s ize
decrea s ed.

Developed proces s ing technolog ies for hig hly s oluble pow der products are to
publis hed in s cientific journals and tra ditional food proces s ing com panies might be
the beneficia ry of thes e res ults . A s for cold w ater s oluble green tea pow der,
s ucces s fully applied for dom es tic patent(No. 98- 44364) a nd indus trialization of
developed product is ex pected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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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전통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1995년 현재 식혜 음료
제품 한가지 품목만으로도 2,000억원의 시장을 형성3,4)하는 등 모처럼 한국
적인 식품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
리의 전통 식품은 원료의 수급여건과 구매력을 결정하는 소비자의 기호변
화, 조리법의 대중화 미흡, 식생활의 서구화 및 수입식품의 범람 등으로 상
당수의 품목은 일상 식생활에서 거의 소비되지 않고있는 식품도 있다.
비록 1997년말 시작된 IM F 경제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주춤하기는 하
나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레저인구가 급증하였
고 해외여행이 일반화되면서 한국전통의 가공식품을 휴대해야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한국인만의 독특한 식습관은 국외에서도 한
국음식을 찾는 경우가 다른 나라 국민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해외
여행중이거나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고난 후, 또는 공복시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간편한 간식대용품으로서 개운한 음료를 절실하게 찾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에 휴대에 무거운 액상 캔제품이 아닌 분말제품은 가볍고 음용가
능한 식수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손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기호특색과 여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통음료에
관한 개발 및 관심은 수입식품과 기타 청량음료 및 과일음료에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통음료의 개발 및 판매는 각 지역의 산지가공공장
이나 현지의 단위농협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 대한 인
지도 확대와 판매전략이 매우 부실한 형편이고, 제품개발과 품질개선을 위
한 기술적 역량 또한 부족하다고 볼수 있다.
근래의 분말식품에 있어서 중요한 품질인자인 인스탄트성질의 개선
방법으로는 작은 분말입자를 서로 접촉시켜서 큰 입자로 만드는 공정이

- 22 -

널리 인정되어왔다. 이 공정에 의한 분말식품의 인스탄트화는 무엇보다
도 분말입자의 습윤성, 침강성, 분산성 및 용해성의 개선에 근거하고 있
다. 즉, 코코아, 커피, 밀가루, 분말전분 및 분유와 같이 조립입도크기
100㎛ 수준의 분말식품 및 소재들은 물에 용해될 때, 여러종류의 단백질
과 콜로이드류에 의한 팽창과정으로 인하여 수분의 침투속도가 낮은 겔
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건조분말식품의 인스탄트화를 저
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19).
분말식품 또는 식품소재에 고도의 용해성을 부여하기위해서는 입자의 형성
에서 보조재료의 선발과 가공방법, 전처리조건의 개발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10,11,12,13). 분말식품을 액체에 분산시킬 때, 분산입자의 크기는 초기 개별입자(1차
입자)의 크기에 의하여 지배되므로 원료의 초미분쇄 기술확립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1차 입자를 분산매와 혼합하는데는 다수의 1차입자가 집합한 2차입자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현탁액은 개별 입자의 분산상태가 아닌 2차입자의 현탁액
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2차입자를 신속하게 1차입자까지 분산시키기 위
해서는 원료의 초미분쇄뿐만 아니라, 고체(분말)와 액체(분산매)사이의 계면장력을
저하시켜 습윤성을 좋게하거나

s odium citrate와 같은 다가이온을 고체- 액체의

계면에 흡착시켜 입자간에 정전기적인 반발력을 부여하는 등의 2차적인 처리가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전통식품의 분말화에 관한 연구5)로는 숭늉의 제조에 있어서 누
룽지를 60 메쉬 정도로 분쇄하여 과립화시킨 것 외에는 보고된 바가 없으며 동
서식품, 삼라식품, 성초식품, 다래원 등에서 시판중인 제품이 있으나

모두 종이

봉지안에 거칠게 분쇄한 누룽지를 담아서 열수로 우려내어 먹도록 한 제품 뿐
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입자크기가 너무 크거나 입자의 크기나 전처리 등에서
오는 문제로 특유의 맛이 잘 우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숭늉분말이 고유의
현탁액으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개별입자가 10

m 수준의 초미분체로 분쇄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입도의 분포도 지극히 균일하게 제조하고 바인더의 선정과 과
립의 입도도 적절해야만 가능하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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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으로부터 대중적인 기호성을 갖고있는 미숫가루와 같은 간식용 음료
의 경우 상온의 물에 용해가 가능하나 장시간 저어주어야 할 정도로 용해성이 좋
지 않으며, 입자의 입도분포가 불균일하여 거친 식감은 물론 단시간에 침전물이
발생함으로써 기호성과 이용편의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음료의 물성개량을 통한 소비확대 및 국제식품화와 국내
산 원료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고도의 용해성을 가진 분말식품의 가
공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말식품의 물리적 특성을 개선하여야할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의 일반적인 수분 섭취형태를 보면 서구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생수를 마시거나 탄산수를 선호하지 않고 숭늉, 보리차, 결명자차, 옥수수차 등과
같은 음료를 즐겨 마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용방식은 일단 물을 끓여야 섭취
가 가능하게 되므로 매우 번거롭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야외활동이나 여행중에는 거의 조리가 불가능하므로 개인의 기호에 맞
는 음료의 확보가 어려우며, 한국식 식문화의 특성상 식당에서 식사 후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다 숙소에서도 한국식, 특히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음료를 제공받
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계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국제화로
해외여행객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있으나, 해외체류시에 한국인만의 독
특한 식문화습관, 특히 한국식품의 섭취가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분말화한 식품원료의 가수에 의한 신속 용해성 및 분산성 부여기술이 개발
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음료, 죽류, 스프 등을 포함하는 기호성 식품의 전반에 걸
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품재료의 상전환 기술에서 상
당한 진보를 얻을 수 있으며 비상식량이나 전투식량 등의 특수한 식품분야에 활
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성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하는 운반수단으로 활용하는 분야도 개척되고있어서 의약품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6,7).
일반적으로 액상 원료를 과립화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분말로 이루어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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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경우 분산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단점들은 평균 입
자크기를 10 ㎛ 수준으로 현저하게 줄이거나8,14,15,16) 입도분포의 범위를 좁게 유도
하는 방법, 또는 개별 미세한 분말입자의 외부에 친수성의 바인더를 결합시킴으로
써 용해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
식이섬유의 특성상 물을 가하여 수화시킬 때, 수분 흡수량이 많고 습윤성,
분산성이 지극히 저조하여 식이섬유 단독 또는 다른 식품성분과 혼합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9). 식이섬유 함유음료의 분산성 및 침강성의 개선은 가용성 식
이섬유뿐만 아니라 불용성 식이섬유함유 음료 등에도 적용할 수 있어 시급히 개
발되어야할 기술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커피가 생산되지 않으나 커피류 가공제품의 수출액은 연간 1천
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료가 나지 않는 국가의 식품수출에는 최신 가
공기술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식혜 등 음료제품의 경우를 보면 캔이나 파우
치의 형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색깔과 맛은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는 대량생산,
장기간의 유통기한과 식품안전의 차원에서는 필수적인 것이긴 하나 많은 문제점
이 있다. 식혜에 관한 연구는 당화과정이나 갈변 등에 관한 보고가 일부 있을 뿐
으로 체계적인 연구는 손도 못대고 있는 현실이며 제품형태의 다변화를 통한 국
제화 노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분말 또는 가루형태의 식품이 갖고 있는 고유의 흡습성, 용해도 및 분산성의
개선을 위해 적용하는 기법의 하나로 분쇄를 들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식품보다는 여러개의 작은 입자로 이루어진 동량의 식품이 분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분말식품에 적용되고 있는 분쇄방법으로는 밀가루
정도의 수준으로서 입자의 크기가 100

m 이상인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숭

늉음료와 같이 고도의 분산성과 침전방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0～20

m 정도의

평균입도를 갖도록한 후, 과립화하는 것이 필요하다20,21,22). 이러한 가공기술은 가
능하나

현재로서는 시도된 바 없으므로 이러한 기술이 성공적으로 확립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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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식품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말식품에 광범위하게 채용하여 손쉽게 용해되도록 함으로써 이용에 편리
하도록 하는 가공공정 가운데 과립화를 들 수 있는데, 과립화공정 중에 습윤성
(w ettability)의 증가가 지나치면 분산성(dis pers ibility)과 불용성지수(ins olubility
index )가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습윤성의 감소를 위하여 수분의 공급을 줄일 경
우, 습윤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17,18). 따라서 각 제품의 특성
에 가장 적합한 바인더의 종류 및 농도 결정과 마찬가지로 수분공급량을 결정해
야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하고자하는 숭늉, 미숫가루, 식혜 등의 분말
화를 통한 인스턴트화에 요구되는 기초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
야의 연구를 수행하게된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분말식품의 가수에 의한 신속 환원기술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분말형태의
식품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식품
산업은 개개인이 식품을 직접 만들어서 섭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
문에 존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전통식품산업의 미래는 이들 식품을 원형
에 가깝게 제조하면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고 운반 및 이용에 편의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접목될 때에만 보장될 수 있다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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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상온용해성 및 고 분산성 분말식품의 제조기술 개발함
으로써 분말에 물을 가하여 액상식품의 형태로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인스턴
트 식품제조기술을 개발하는데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국내산원료의 고부가가치
화를 추구하며, 전통식품의 물성개량에 의한 소비확대 및 국제화에 기여하고자 연
구를 수행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현재 전통식품의 개발 및 생산은 대부분 국내의 중소규모 지방자치단
체나 단위농협 등을 중심으로 재래식 제조기술이나 경험적인 품질관리수준
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낙후된 식품가공기술에 의존함으로써 효율적이
고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특산물로서
영농조합 원료 생산자단체나 단위농협을 통해 제조되는 전통분말가공식품
들은 자체의 역량이 부족한데다 기술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보다 개선된 제품을 제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분말녹차, 미숫
가루와 같은 분말식품은 용해성과 분산성이 극히 저조하여 외국산 분말형 인스턴
트식품에 입지를 상당히 잃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분말식품소재의 분산성 및
용해성과 같은 물성이 크게 개선되면 소비자의 이용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분말형 전통식품류의 소비증가를 기대할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산전통음료 가운데 분말화된 식품을 전량 섭취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대중성이 가장 높은 식품인 미숫가루, 숭늉, 분말녹차를
개발대상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미숫가루의 경우 당류는 물론 여러 가지 곡류와 두류에 이르기까지

- 27 -

그 조성이 매우 복잡하므로 음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혼합물의 엉김, 침
강, 분산정도 등의 물성적 조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미숫가루
와 같은 분말식품의 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공기술의 개발은
다른 대상제품들에도 상당부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미
숫가루 캔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대추음료를 포함한 많은 기능성 또
는 전통을 표방한 식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액상 추출에
의한 음료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미 형성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제품출
시에 필수적인 연구조차 거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러한 일부 제조사들의 행태로 인하여 전통식품들이 제대로 자리매김도 하
지 못한 상황에서 과다경쟁과 소비자로 하여금 외면하게하는 악순환이 반
복되고 있다.
숭늉은 밥을 지은 솥이나 냄비의 바닥에 눌어붙은 밥에 물을 가하여
끓여낸 한국고유의 음료이다. 그 구수한 향취와 부드러운 맛은 주식을 섭
취한 후에 개운함을 부여하며 음료로서의 기호성이 높아 한국인의 정서상
향수를 자아내는 식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취반방법이 전기식 밥솥
으로 대체되면서 숭늉의 원료라고 할수 있는 누룽지가 자취를 감추게 됨에
따라 숭늉도 점차 우리의 밥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숭늉차 제품의 경우는 현미를 고온에서 볶아서 고소한 맛이 우러날 수 있
도록 한 티백제품과 누룽지 자체를 건조시킨 제품이 있다. 티백제품의 경
우 끓는 물을 부어 먹도록 하고 있으나 숭늉의 은근한 맛과 향기를 재현해
내는 것과는 아직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누룽지의 경우 장시
간에 걸쳐 조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인스탄트화한 숭늉제품이
개발될 경우 가정에서의 음료와 간식 또는 식후에 마실후 있는 개운한 음
료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녹차는 일본,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에게 친숙한 음료로서 그 우
수한 생리적, 약리적인 효과가 입증되어가고 있어 앞으로도 소비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녹차의 경우 전통적인 다구를 이용하여 마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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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백을 이용하여 유용성분을 용출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24). 그러나 차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고 사용하고난 티백은 불가피하게 폐기하여야 하므로
지저분하고 불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분말녹차를 그대로 섭취
하거나 다른 분말식품소재와 혼합할 수 있는 가공용 식품소재로 제조할 경
우,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녹차분말을 첨가한 식품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녹차분말
이 소재로 활용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수분과의 접촉 시
분산성이 극히 불량한 점과 산화에 의한 갈변 또는 흑변현상이다. 기존에 시판되
어온 녹차분말 첨가 국수나 빵류에서의 문제점은 반죽상태에서는 양호한 색택을
나타내나 가공공정이나 제품화된 이후에 발생하는 갈변 및 흑변현상이 녹차분말
을 식품소재화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어왔다. 따라서 녹차분말의 고른 분산
을 유도하고 조리중에 색깔의 변색을 방지하면서도 호화과정에서 유리되지 않도
록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미숫가루와 숭늉제품을 대상으로
물리적인 특징을 조사하였으며, 각 제품에 사용되는 몇가지 곡류를 선정하
여 미숫가루와 숭늉시제품을 각각 제조하였다. 무엇보다도 그 기능성에 대
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는 녹차에 대해서는 보성영농조합에서 구입한 녹
차엽으로 여러 조건에서 분말을 제조한 후 용해성 개선과 그에 따른 물리
적 특성의 차이 및 기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말녹차를 식품소재로 이
용한 녹차우동면에도 적용하여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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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범위 및 내용
국내산 전통분말식품에 고도의 용해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원의 고부가
가치화 및 농민의 소득증대, 수출상품화의 모색과 국내수요창출을 위한 목
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1. 분말식품 고유의 성질을 발현시키기 위한 전처리 기술개발
- 증자, 볶음, 분쇄, 추출 등의 전처리공정을 통하여 각 대상 제품의 특성을 유
지시키거나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
- 풍미 및 색택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기술

2. 분말시료의 고분산성 및 상온용해성 발현을 위한 분쇄 및 분급기술 개발
- 분말시료별 초미분쇄 조건확립 및 최적 입도 결정
- 초미분쇄 입자의 분산성 증진을 위한 분급조건 및 유용성분 회수기술 확립

3. 제품별 분산보조제의 개발과 과립화 공정확립
- 바인더의 종류 및 농도에 따른 과립화 특성 파악
- 가수량 및 첨가제의 종류와 최적 배합비 결정

4. 고분산성 분말제품의 정제화 가능성 탐색
- 분산성 및 용해성을 유지하며 정제로 가공하기 위한 전처리방법 검토
- 첨가물의 종류와 비율에 따른 물성 개선여부
- 고분산성 분말제품의 정제화 가능성탐색

5. 실용화를 위한 pilot실험 및 소비자 기호도조사
- 실용화를 위한 대상업체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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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표면분석법에 의한 제조조건의 최적화
- Pilot tes t를 통한 제조공정의 개선
- 소비자 기호도조사에 의한 문제점 도출 및 보완

6. 경제성분석 및 특허출원
- 제조단가 및 추가설비 비용 산출
- 시장성 예측
- 특허출원을 통한 재산권 확보
- 기술이전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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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전통음료의 생산, 소비 및 수출입 동향
제 1 절 전통음료의 생산, 소비 및 수출입동향
전통음료는 각 지역의 영농조합이나 농협에 의해 생산 및 가공되고
있으며 주된 제품은 보리나 여러 가지 곡류를 혼합하여 만든 미숫가루, 식
혜, 갈아만든 배, 찹쌀미숫가루, 솔가루차, 콩가루, 현미가루, 옥수수차, 율
무가루, 분말녹차, 액상녹차캔 등 생산지역의 특색을 살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전통음료의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단위농협으로는 파주 금촌농협, 예
천 보문농협, 횡성 서원농협, 인제 기린농협 등이 있으며 주로 미숫가루나
식혜에 주력하여 판매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들 전통음료들은 액상이나 분
말형태로 제조되고 있으며 분말제품의 경우 물만 부으면 즉석에서 음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나, 이런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음료의 홍보부족과
소비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국내 및 국외의 시장에서 단일 품목으로서의
점유율은 크지 않은편이다24).
국내 음료시장 중 최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차( 茶, t ea )시
장이라고 할수 있다. 국내 차류시장 현황은 커피가 2,800억원으로 선두를 지키
고 있으며, 유자차나 칡차와 같은 전통 차류가 600억원, 최근 들어 가장 큰 신장
폭을 나타내는 녹차가 50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수도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는 보리차의 수요도 300억원대의 시장을 형성했으
나, 지난 95년부터 생수의 소비급증과 양산체제에 따른 급격한 성장으로 보리차의
판매는 크게 둔화되었다24,25).
1996년 기준으로 국산차 시장은 전년도 대비 약 5% 정도 생산량이 증가한
1천 1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의 품목별 생산액26)을 살펴보면 T able 1과
같다. 생산액 기준으로 본 순위는 녹차 131억원, 코코아차 49억원, 유자차 48억원,
생강차 37억원, 홍차 36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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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1. 국산차 품목별 생산실적(1993년)
(단위:톤, 천원:달러)
생산현황

출하액

품목별
생산능력

생산량

생산액

국내

수출

녹차

14,940

715

13,106,381

12,604,659

6,457

생강차

2,820

1,015

3,752,186

4,130,016

23,386,

유자차

15,730

1,971

4,824,324

5,481,457

61,590

율무차

9,804

1,535

2,249,600

2,515,993

55,542

칡차

36,139

5,697

3,319,928

3,561,525

5,250

또한, 순수차류 중에서 녹차의 생산증가율이 높은 반면 우롱차나 홍차의 성
장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우롱차류는 지난 94년부터 수입이 개방되었으나, 소비
자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으며 홍차는 60년태 커피원료의 수입통제에 따른 홍차
붐이 일어나 수요부족 현상이 초래되었을 때 전남의 일부제조업자들이 고구마 잎
파리, 동백나무 잎파리에 색소까지 첨가하여 가짜 홍차를 생산, 판매함이 매스컴
에 보도됨에 따라 많은 규모의 홍차시장이 커피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녹차는 1969년 농특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보성지역에 103개 농가가 470ha의
다원을 조성하여 국내 전체 다원면적이 800ha에 달했으나, 수요가 없어 폐다원이
속출하였다. 그러나, 78년 이후 녹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몇몇 소규모 업체
들이 참여하기 시작, 국내 차 산업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는데 80년도에는 태평양
(주)이 제주도와 전남 강진 월출산 일대에 대규모의 다원을 조성하기도 했다25,26).
차잎 생산량은 지난 93년도 617톤에서 지난해에는 947톤으로 1.5배 증가했
다. 국내의 차 생산은 과거 전남 보성지역이 주생산지였으나 현재는 제주도가 전
체 생산량의 44% 를 생산하는 최대생산지로 자리바꿈을 했고, 업체별로는 태평양
(주)이 국내 생산량의 70% 에 해당되는 400톤을 생산하고 있어 국내 녹차 생산의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한 차의 여러 가지 약리적 효능이 매스컴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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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차 소비증가와 함께 생산량도 크게 증가했다25,26).
그러나 기후적인 요인에 의한 생산지역의 제한과 재배상의 기술부족, 식재에
서 수확기까지 4년 이상 걸리는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대부분의 농가는
사실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홍차나 우롱차의 경우 수입
개방에 따라 수입제품의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품질은 떨어지고 가
격이 비쌀수 밖에 없는 국내산 제품의 생산이 어려운 편이다. 녹차는 W T O에 의
한 관세부과가 95년도에 565% 를 기준으로 10년간 매년 5% 씩 낮아지고 있어 당분
간은 가격경쟁이 가능하나 갈수록 형편은 어려워지게 되어 있다25,26).
품목별 차 수입금액 및 kg 당 가격은 T 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T able 2. 품목별 차 수입금액 및 kg당 가격
(단위:kg, 달러)
구분

녹차

기타 녹차

반발효차, 홍차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1993년

5,501

51,468

1,169

7,638

14,259

102,178

1994년

4,078

76,508

4,027

62,210

76,697

621,173

1995년

3,767

98,820

4,777

18,641

39,299

361,756

1996년

3,919

83,390

87,261

206,119

81,891

732,059

연도

지난해 차 수입량은 232톤으로 125만 1,000달러가 지출되었는데 1kg 당 평균
수입가격은 녹차가 3.2달러이며 우롱차와 홍차의 수입가격은 평균 6.9달러 수준이
다. 국내 순수 다류제품 시장은 지난해 다류음료를 포함한 1,506억원의 시장을 형
성하였다. 이 중 제품형태에 있어서 잎차류가 261억원으로 20% 를 차지하며 티백
류는 1,045억원으로 80% , 음료는 홍차음료의 신장으로 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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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3. 다류 제품군별 시장현황24)
(단위:억원, % )
종 류

커피

전통차

녹차

우롱차

홍차

보리차

합계

매 출 액

2,800

600

500

6

200

200

4,306

점 유 비

65

13,9

11

0.1

5

5

100

구 분

제품 종류별로는 녹차가 500억원으로 11% 를 차지하며, 우롱차는 6억원으로
0.1% 에 불과한데 국내에선 아직 일본이나 대만과는 달리 식생활에서 우롱차의 인
식도가 낮다(T able 3). 이런 현상은 아직 우리의 식생활 패턴이 채식위주이며 기
름진 음식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앞으로 외식사업의 보급에 따른 지방과 육류의
섭취증가로 우롱차 음료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국내 차 소비량은 일본이나 대만의 1/ 50에 불과하고 영국에 비해서
1/ 130에 지나지 않는 매우 적은 소비량을 나타내고 있어 다류제품의 시장규모는
아직 미비한 편이지만 자연지향적이고 건강지향적인 현대인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5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한 국내의 다류 생산업소는 323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업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은 모두 26가지로 집계되고 있
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가 아주 영세한 편이고 이 중 어느정도 기업형태를 갖추
고 지속적으로 전통차를 생산하고 있는 업소는 30여개에 지나지 않는다. 업계에서
는 금년 시장규모를 지난해 1,506억원에서 33% 가 신장된 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통차

생산실적

T able

4를

보면

93년에는

186,052톤,

금액상으로는

224,318,159천원에 이르고 있으며, 94년에는 51,491,180톤으로 금액으로는 전년 동
기 대비 36% 늘어난 305,896,193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5년에는 1,305,086톤
으로 633,822,506천원을 나타냈다. 이는 식품위생법의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 허
가가 아닌 시·군·구의 허가 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생산실적의 차이는 다소 있
으나 금액면에서는 100% 신장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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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4. 연도별 다류 생산실적24)
(단위:톤, 천원)
생 산 현 황

생 산 량

생 산 액

93년

186,052

224,318,159

94년

51,491,180

305,896,193

95년

1,305,086

633,822,506

연 도

차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제내적요인과 경제외적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내적요인은 자체가격, 대체재가격, 소비자의 소득수준, 차의 소비
인구의 변화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경제외적인 요인은 소비자의 기호변
화, 가치관 등으로 나눌수 있다. 차의 소비추세는 1980년에 녹차의 수요가 5톤, 홍
차의 수요가 16톤이던 것이 1991년에는 녹차가 740톤, 홍차가 217톤으로 수요가
급격한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소득수준의 증가로 국민의 기본적
인 욕구가 충족되어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 전통문화에 대한 재평가 등으로
국민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도소매
점의 계절별 녹차판매 동향을 살펴보면 30% 가 봄에, 5% 가 여름에 40% 가 가을에,
25% 가 겨울에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여름에 찬물에 타서 마실수 있는 제품이 개발될 경우 비수기의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1998)에 태평양(주)에서 출시
한 냉수용 녹차티백 제품의 경우 잘 우러나지 못하는 특성을 보완하지 못하여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국내 차산업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T able 5) 92년 이래로 수출 물량이
증가하며 350선을 넘어섰으며 금액도 92년에 916,000달러에서 94년과 95년에 각각
1,719,000달러, 1,285,000달러로 증가하였다. 주요수출국으로는 미국, 일본, 영국, 호
주, 캐나다, 스리랑카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수입물량은 92년에는 14선이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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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과 95년에는 각각 303, 117로 급격한 증가현상을 보였고, 일본과 중국이 대표
적인 수입국이다27).

T able 5. 수출입 동향
(단위:달러)
수 출

수 입

구분
물량

금액

주요수출국

물량 금액

미국,일본,영국,호주,

92

257

916

캐나다(홍차)
일본,캐나다,말레이지아,

일본,중국(녹차,미발효)

14

99

사우디,일본,태국,필리핀,

93

247

949

미국, 스리랑카, 일본,

일본,중국,스위스( 녹차)

85

303

359

1,719

95

366

1,285

미국,일본,뉴질랜드,
홍콩, 호주, 캐나다
미국,일본,뉴질랜드,
홍콩, 호주, 캐나다

미국,스리랑카,인도,
영국(홍차)

인도네시아,독일(홍차)

94

미 국 , 인 도 , 스 위 스
(홍차, 발효, 반발효)

태국(녹차)
미국(녹차)

주요수출국

303

1,452

117

707

미국,영국,스리랑카,
중국,일본

※ 자료 : ' 92～' 94 농축산물 수출입동향(농촌진흥청)

앞으로의 수급전망은 총수요량을 1993년 1인당 소비량과 연도별 인구증가율
로 추정해 봤을때 2004년에는 85% 의 자급율을 나타낼것으로 보여진다(T able 6).
특히 소요재배면적의 증가 및 수량의 증가도 예상되며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추
정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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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6. 앞으로의 수급전망28)
구

분

' 96

' 97

' 99

2001

2004

총수요량(천M / T )

900

1,380

2,350

2,880

4,000

공 급 량(천M / T )

900

1,394

2,355

2,890

4,000

- 국내생산(천M / T )

870

1,334

2,275

2,800

3,400

·소요재배면적(ha)

580

580

650

700

850

·수량 (kg / 10a)

150

230

350

400

400

- 수입(M / T )

30

60

80

90

600

자급률(% )

97

97

97

97

85

주)총수요량은 ' 93년 1인당 소비량과 연도별 인구증가율로 추정

1995년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한 국제 경쟁력조사표에 따르면 10a당 생산되는
차의 수량은 일본이 153kg으로 가장 선두에 있으며 그뒤를 한국과 대만이 생산해
내고 있다. 그러나 녹차의 kg 당 생산비를 고려해보면 1,950원인 일본에 비해서 2
배 이상 저렴한 940원으로 충당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품질면에서는
일본 차보다 더욱 우수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가격도 일본은 37,800원인
데 비해서 한국은 12,000원으로 좋은 품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앞으
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T able 7).
따라서, 우수한 녹차엽을 원료로 최고 품질의 녹차 가공제품을 생산할 경우
유망 수출품목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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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7. 국가 경쟁력28)
구

분

한 국

일 본

대 만

홍 콩

96

153

95

50

1,100

-

-

-

940

1,950

-

-

우 량

양

양

양

- 우롱차

-

중

- 홍차

중

중

중

양

12,000

37,800

-

-

수 량(kg / 10a)
노 력(시간/ 10a)
생산비(원/ kg )
품 질
- 녹차

가 격(원/ kg )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있어서

우

량

양

제시할 수 있는 재배기술·유통·수출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배기술에 있어서는 차나무
우량품종 육성 실적이 없어서 재래종(대부분 야부기다)에만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
이 있으므로 다른 우량품종을 육성 개발하는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야산에 조성
된 다원이 많아 생산성이 저조하고 기계화가 곤란하므로 기계화가 가능한 평지에
다원조성을 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다.
유통면에서는 녹차의 소비가 점차 증가함에따라 수요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가공 전문기술 인력의 부족으로 업체에 따른 품질차이가 크게
난다. 또한 차문화의 정착이 미흡하여 국산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신상품의
개발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 차산업을 중흥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생산조직의 노력이 중요하고 녹차가공업계의 기술투자가 필수적이
며 다양한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소재화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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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본의 녹차시장
1. 일본의 녹차 생산 및 소비 동향

일본의 차산업은 9세기 초 중국에서 전래된 이래 1200년 동안 독자적인 차
문화와 제조기술을 발전시켜 일본인의 생활과 정신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일본의 차 재배는 평균기온이 13℃, 연가수량 1,500㎜이상의 남쪽지역에서 재배되
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야산이 많아 다원의 60% 가 경사지 다원으로 조성되어 있
다. 일본의 다원 중 우량 품종이 식재되어 있는 면적은 45,300ha에 달하며, 이중
85% 가 야부기다 품종으로 전체 다원면적의 66% 인 38,505ha를 차지하고 있다. 일
본에서 생산되는 차의 종류는 옥로, 가부세차, 말차, 증제차, 옥록차, 번차의 6종류
가 생산되고 있으며 우레시노 지방에서 덖음차가 소량 생산되고 있다. 1996년 녹
차 수입량은 10,824톤, 수출량은 428톤이며, 연간소비량은 약 10만톤정도이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경기침체로 인한 외식시장의 위축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이 커지면서 녹차의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한다. 녹차는 연말 선물용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 중 하나이며 특히 이러한 녹차소비증가의 촉매가 된 것은 녹차
캔음료의 개발로서, 녹차 캔 음료의 제품은 저가격 녹차의 수요를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29). 그렇지만 산지에서는 인력 부족이나 생산원가의 증
대, 인력부족, 후계자 양성 문제 등 향후 국내 차생산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차생
산 설비의 자동화, 재배관리의 성력화(省力化)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이나 호주 등지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일본인의 기호에 맞는 차를 수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된 단계이다.
일본의 차수입의 증가는 계속 증가하여 홍차이외에도 중국차, 녹차와 함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높은 성장을 보이는 중국차 수입은 1992년 1～9월
누계 18,369톤으로 91년 같은 기간보다 24.4% 증가하였고, 녹차도 일본 국내 생산
면에서 하급품 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드링크류 수요의 증가로 수입량도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다30). 또한 국내 소비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차 성분의 생리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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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발표를 통해 기능성 건강음료로서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이러한 기능성을 이
용한 제품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생활속의 기호식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T able 8. 일본의 연도별 생산동향31)
구분

‘92

‘93

‘94

‘95

‘96

재배면적(천ha)

57

56

55

55

55

ha당 수량(kg)

1,624

1,654

1,583

1,636

1,636

생산량(천톤)

92

92

86

85

89

T able 9. 일본의 연도별 차수급현황32)
(단위:톤)

연도

생산량

수출

수입

국내수요량

‘92

92,100

257

4,519

96,362

‘93

92,100

305

5,481

97,276

‘94

86,300

311

4,718

90,706

‘95

84,800

461

6,467

90,806

‘96

88,700

428

10,823

99,096

일본의 차 재배면적은 1983년도 이래 계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1996년 재
배면적은 55천ha이었다(T able 8). 그러나 저등급 차의 수요감소에 따라 저등급 차
생산량은 감소되어 왔고, 차생산자는 고등급 생산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6년에는 차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전년대비 4.6% 증가한 88.7천톤이 생산
되었다(T able 9).
일본의 녹차음료 소비동향을 살펴보면(T able 10) 가당음료에서 무당음료로
소비 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차음료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녹차와 우롱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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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으로 상품화한 무당음료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음료의 22% 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유율 1위인 콜라,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같
은 무당음료의 급속한 시장점유율 확대는 일본소비자들의 저칼로리 무설탕 등 건
강지향성 음료선호경향 때문으로 97년에는 더욱 강세를 보일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T able 10. 일본녹차의 소비동향(생산량 및 시장현황;잎차류)
연도별

생산량(톤)

판매금액(백만엔)

‘91

89,700

323,200

‘92

95,600

349,500

‘93

98,700

360,500

‘94

100,000

365,000

일본의 1인당 연간 녹차 소비량은 1973년에 1,025g 으로 절정을 이루었으나,
1980년대에는 보다 다양한 다이어트 습관과 다른 음료의 치열한 경쟁으로 대략
800g 정도로 감소하였다. 1992년 이래 녹차 소비의 새로운 패턴과 함께 캔 녹차음
료의 생산 및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1995년 1인당 소비량은 724g 이다(T able
11). 앞으로 녹차 소비증가 몇 가지 요인이 전망되는데, 소비자가 건강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과 캔녹차의 소비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체에서는 녹차의 생리적
활성을 갖고 있는 성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잠재수요
를 창출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수입녹차는 캔음료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저
등급 녹차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데, 그 결과 수입녹차는 품질면에서 볼 때 일
본 국내녹차의 3등급 또는 4등급과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에서도 중국에서 수입한 녹차를 가장 저렴한 제품인 티백 현미녹차 등의 재
료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사례로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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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11. 일본의 차제품의 소비량 추이
연도별

녹차(톤)

홍차(톤)

우롱차소비량(g )

녹차1인당

1992

96,362

14,094

22,066

774

1993

97,276

12,699

19,123

780

1994

90,707

14,187

22,049

725

1995

90,860

17,834

20,996

724

1996

109,670

16,585

21,011

-

※자료) 일본다업중앙회
일본의 녹차 수입제도에 따른 검역 및 통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입식품 검사수속절차는 주로 위생안전성과 관련한 제조공정, 원료의 처리,
수송도중 문제발생 여부를 서류를 통하여 중점심사하고 현장표시사항과 내용에
대한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녹차수입에 있어서는 수입쿼터 등의 규제는 없
고, 자율적으로 수입할 수 있으며 식품 방역법의 대상품목은 아니나 식품위생법의
대상이므로 신고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래상 품질, 성분 등의 검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성 농림규격검사소를 활용하고 있다.
식품위생법관계를 살펴보면, “식품등 수입신고서” 2부와 수입관세서류를 첨
부하여 가까운 검사소의 수입식품감규부문에 제출하여 심사 또는 검사를 받은후
‘신곡확인’이 날인된 “식품등 수입신고서”를 교부받는다. 식품 등의 안전 확인을
위하여 가공, 첨가물, 착색료, 잔류농약 등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확히 파악해 두어야 한다. 생산국의 생산자 주소, 성명, 가공업체의 주
소, 업체명, 가공방법들을 기록해야 하며 첨가물, 착색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첨가물 착색원료의 명칭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수입계획 등을 제시하도록 되
어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입할 계획이 있다면 수입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사전신고제”와 “일괄신고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녹차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제”
적용대상품목이므로 이를 이용하면 된다. 수입신고서는 도착예정일 7일전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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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능하고 심사에 따른 검사를 한다든지, 식품위생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발생될 경우라도 신고확인날인이 교부된다.
일괄신고제란 식품위생법이행규칙 제15조에 게재된 식품등이므로 기재사항
에 따라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결과가 계속적 수입실적(동일식품이면 타
인이 이행할 수입이라도 무관)이 있을 것, 동일 식품 등이 가공장, 원재료, 가공방
법이 동일할 것, 과거 3년간 동일식품등이 식품위생법의 기준,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을 것 등을 근거로 승인한다. 또한 최초 신고서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수입할 수 있다.
세관의 “수입신고서” 3통에 상기 취득한 “신고확인 날인을 받은 식품수입신
고서”, 수입관계서류(물품구입서, Packing lis t 및 운임, 보험료 기타 과세상 필요
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창구에 제출하고 수입통관절차를 행한다. 세관에서는 심
사, 검사 및 세금징수 후 수입허가서를 교부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완제품 수입보다는 반가공제품의 형태로 수입하여 국
내산 원료와 혼합한 제품이 많다. 태평양( 주)의 경우 중국에서 제조한 현미
녹차 및 녹차를 수입하여 티백제품으로 국내에 시판하고 있다.

2. 일본의 녹차관련특허 내용

일본에서 녹차의 기능성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능성 성분을 효율적으로 섭취하거나 추출 및 가공방법에 대한 기
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의 시즈오카현 다류시험장에서는 휴대하기 편하도록 얇은
카드 모양으로 차잎을 가공하여 패션성과 저장성이 우수한 제품을 제조하
였다. 원료는 현 내에서 생산되는 ‘야부키타’종 차를 사용하였는데, 30g 을
15㎝×10㎝, 두께 2㎜의 형태로 만들고,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분의 일종
을 사용하여 식품코팅제로 사용되는 풀란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이 제품의
경우 물에 녹여 시음해본 결과 휴대가 간편하고 향기나 색, 맛은 기존제품
에 비해 약간 떨어지기는 하나 음료용으로는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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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었으며, 저장안정성도 인정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차를 물에 녹이는
데, 시간이 4～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5).
이외에도 일본에서의 녹차관련특허는 상당히 많은데 주로 열이나 산
소에 의한 변성방지, 향과 색깔의 보존성 증진, 특정성분의 추출기법, 녹차
의 분산성 개선 등이 대표적인 특허내용으로 공개 또는 출원되어 있는 실
정이다. 몇가지 본 과제와 유사한 녹차관련특허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녹차관련 특허 중에서 가장 많은 특허분야가 녹차의 특정성분 추출과
관련한 것이다. 즉, 녹차, 홍차 또는 커피 등의 잎이나 분말을 회분식 또는
연속식의 추출장치로 각각의 원료에 적합한 시간과 추출수의 온도에서 추
출하는 방법이 있으며34), 원료차와 온탕을 혼합해 차의 유용성분을 3시간
정도 추출하고, 여기에 혼합액을 여과해 추출액과 차의 침전물을 걸러낸
후 동결건조하여 차의 추출성분 건조물을 제조하는 방법도 출원되어있다
35). 제조된 원료를 건조하는 제법 중에 본 과제와 유사한 것으로는 차잎을
온수추출하고 호료(糊料)를 가하여 원하는 추출액을 만든 후 이산화탄소를
첨가하고 분무건조하여 분말차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36).
한편, 추출시 발생할 가열이나 산소접촉에 의한 녹차추출성분의 변성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타민C 가 함유된 항산화 용액으로 녹차잎을 추출
하기도 한다37). 이때 사용하는 추출액의 p H 는 3～5로 조절하여 사용하게
된다. 또한 녹차의 떪은 맛의 추출하여 제거하는 방식에 중점을 둘 경우
보통 추출온도에서보다 저온에서 추출하여 녹차음료를 제조하는 방법등이
출원되어 있다.
녹차의 보존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말차에 c y c lod ex t r in 과 물을 넣
어 분산시킨 후 혼합물을 분무건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며
38), 현대에 맞는 녹차음료를 얻기 위해 녹차분말에 과립이나 액상의 단당
류와 다당류를 통합하거나 또는 cr ea m y m a t er ia l를 형성할 수 있는 물질과
혼합하고 물로 희석하는 방법도 출원되어 있다39).
녹차에서 가장 중요한 품질요인인 맛이나 향을 그대로 보유하고 품질
면에서 우수한 인스턴트 분말녹차를 얻기위해서는 녹차추출물과 D E ( d ex t r os e
e q u iv a len t )가 10인 덱스트린으로 구성된 수용성 용액을 분무건조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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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기도 한다40). 또는 적당한 냉수나 온수를 가하여도 풍미가 우수한
녹차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수준의 a s cor b ic a cid 나 c y clod e x t r in 등
을 첨가한 온수에 녹차를 침출, 여과하여 찌꺼기를 제거한 추출액을 초원
심분리한 후 농축시켜 농축녹차를 제조하는 방법도 출원되어 있다41).
분산성을 좋게 하는 특허로는 열수중에 넣기만 하면 분산되는 방법을
고안한 것으로 떫은 맛이 적은 분말 또는 과립상의 녹차를 제조하는 방법
이 있다. 즉,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조된 분말녹차를 100～400m es h 정도로
세분해서 배전 말차를 만든 후, 여기에 설탕, 유당, 덱스트린 등의 수용성
부형제를 가하여 떫은 맛을 억제하면서 과립상 또는 분말상으로 제조하는
방법이다42). 그런 후 배전말차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전개제에 부착시켜
분립상 혹은 과립상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한 것으로 50～150m e s h 정
도의 분산의 전개제에 소량의 물이나 알콜 등의 액체를 가하면 그 표면에
점착성이 생기므로 단순히 혼합시키는 것만으로도 표면에 배전말차가 접착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배전말차는 입자가 작아서 전개제에 부착되기
쉽고 특히 300m es h 정도 이하의 것은 건조된 상태의 전개제 분말에도 잘
부착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전개제에 물, 알콜 등의 휘발성 액체를 5～
30% 정도로 가해 연화시키고 여기에 점착성을 생기게 하는 것에 따라서 제
품전차를 과립상이나 입상으로 하는 방법이 출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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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녹차의 분류
우리나라 다류의 역사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 선덕여왕(AD 6C)때 차가
존재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흥덕왕 3년(A D 828) 대렴이 당
나라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지리산에 심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 약 1500
여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일부 상류층에서만 음
용하던 차가 고려시대에 들어와 다례의식과 약용으로 이용되다가 조선초부터 서
민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호성이 낮아 숭늉이나 막걸리에 밀
려 당시에는 대중화되지 못하였다24,25).
원래 ‘차’라 하면 차나무에서 어린 잎을 채취하여 제조된 녹차, 홍차, 우롱차
등을 칭하며 여기서 ‘다류’라함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우리의 고유차를 말한다.
국내의 식품공전이나 발효정도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공전상 분류
다류는 식품 공전상 크게 침출차, 추출차, 분말차, 과실차, 커피의 5종류 유
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2) 발효정도에 따른 분류
차는 차나무의 어린 잎을 원료로 가공하여 만든 기호음료로서 제조방법이나
채취시기, 발효정도, 제품형태, 재배지역, 품종, 재배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가장 과학적인 분류 방법이 차잎의 발효 정도에 따른 분류
방법이다(F ig . 1).
발효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생물에 의한 발효가 아니라, 차잎에 함유된 주
성분인 폴리페놀(polyphenols )이 폴리페놀옥시다아제(polyphenolox idas e)란 산화효
소에 의해 산화되어 황색을 나타내는 데아플라빈과 적색의 데아루비긴 등으로 변
화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성분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독특한 향기와 맛,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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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을 나타내는 일련의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발효의 정도에 따라 발효가 전
혀 일어나지 않은 차를 불발효차, 발효정도가 10～65% 사이를 반발효차, 85% 이상
을 발효차라고 하며, 발효가 열처리 공정 뒤에 일어나게 만든 황차나 흑차를 후발
효차로 분류한다.
녹차는 불발효차에 속하고, 차잎을 채취한 뒤 바로 덖거나 증기로 쪄서 잎
에 존재하는 산화효소를 불활성화시켜 발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차이며, 녹색의
색상과 수색, 그리고 신선한 풋냄새가 특색이다. 중국에서의 생산량은 3만 5,000
톤, 주생산지인 일본은 8만 5,000톤이며 한국에서도 생산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양은 매우 적은 편이다.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주생산지로 크게 증제차와 덖음
차로 나눌 수 있다.
증제차는 일본식 증제차와 옥로차, 말차 그리고 중국식 증제차인 은시옥로차
와 선인장차가 있다. 이 외에 증기로 찌고 형상은 덖음차 모양인 반곡형으로 만든
옥록차도 있다. 덖음차는 형태에 따라 눈썹 모양으로 약간 곡형인 미차와 구슬 모
양으로 둥글게 말아진 주차, 편평한 용정차, 그리고 비벼 말아진 형태인 벽라춘차,
침상형인 우화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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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煎茶), 옥로차(玉露茶),
증제차
불발효차

말차(抹茶), 옥록차(玉綠茶),
은시옥록차(恩施玉綠茶)

(不醱酵茶)
미차(眉茶), 주차(珠茶),
덖음차

한국전통녹차, 용정(龍井茶),
벽라춘(碧螺春茶), 우화차(雨花茶)

백차(白茶)

화차(花茶)

백모단(白牡丹), 백호은침(白毫銀針),
공미(貢眉), 수미(壽眉)
자스민차, 계화차(桂花茶), 장미꽃차

반발효차
(半醱酵茶)

포종차
(包種茶)

차
(茶)

우롱차

철관음차(鐵觀音茶), 수선(水仙),
색종(色種), 무이(武夷),
동정우롱(凍頂烏龍)

백호우롱(白毫烏龍)

(烏龍茶)

잎차형 홍차(Orthodox black T ea)
발효차
( 醱酵茶)

파쇄형 홍차(Unorthodox black T ea)

황차(黃茶)
후발효차
(後醱酵茶)
흑차(黑茶)

군산은침(君山銀針), 북항모첨(北港母尖),
몽정황아(蒙頂黃牙)
보이차(普

茶), 노청차(老靑茶),

흑모차(黑毛茶), 육보차(六堡茶)

F ig. 1. 잎의 발효정도에 따른 차의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