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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the changes in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hesperidin content of Jeju-processed citrus fruits according 
to the harvest date were evaluate. The soluble-solid content, pH, and soluble solid-acid ratios gradually increased 
, but titratable acidity slightly decreased with a delay in the harvest date. The color index, lightness, yellowness, 
and turbidity slightly decreased whereas the redness slightly increased with a delay in the harvest date. The hesperidin 
content slightly decreased with a delay in the harvest date. Hesperidin, which is the major cause of juice cloudiness, 
decreased with a delay in the harvest date. These results suggest that later-harvested fruit juice is bound to be 
less clo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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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독특한 신맛과 향미를 지니는 감귤류 과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널리 섭취되고 있으며 지리적, 기상

학적 제한 요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만이 생산할

수 있는 작물이다(1, 2).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초기 재래

귤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류가 생산되고

있으며, 그 중 내한성이 강한 만다린계 온주 밀감 감귤류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3). 그리고 다른 과실과 마찬가지

로 식품보다는 생과로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과실이라 표현

되고 있다. 국내 감귤 생산은 해거리 현상이 심해 그 해

작황에 따라 달라지나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4),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0년 약 6,150,000 톤으로 2005년

대비 10.5% 증감률을 나타내었다. 그 중 감귤 가공량은

2002년 16,000 톤으로 정점에 이른 후 2010년 9,000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감귤은 다른 과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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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수확 후 장기간 저장이 어렵기에 일시적인 집중 출하

로 가격안정과 물량조절이 힘들다(5). 그리하여 제주특별

자치도 개발공사는 농축 과즙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농축주

스 및 희석과즙 음료의 원재료인 감귤 공급을 확보함으로

수요의 안정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6,7).

현재 미국과 FTA체결로 감귤산업의 위기라는 얘기가

자주 회자 되고 있으며 현재 수입 오렌지와의 경쟁에서

점차 밀려 그 재고량이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감귤의 해외 수출 확대와 시장개척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0년 1,548 톤에 이어 2011년에는 12개국에 생과 2,905

톤과 가공용 농축액과 아이스크림 등 800 톤(생과 8,000톤

상당)으로 수출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감귤가공품은 생

과 수출보다 검역·통관 절차가 간소화되어 수출이 효율적

이며, 감귤 농축액에서 아이스크림 등 부가가치가 높은 가

공식품 등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내 업체의 감귤

가공품 생산량은 연간 6,240 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수출실

적은 799 톤, 수출액은 23 억원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감귤

농축액 763 톤은 생과로 7,630 톤, 아이스크림 35 톤은 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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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톤, 건조감귤 0.5 톤은 생과 7 톤 등 전체적인 수출물량은

8,000 톤의 수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10).

감귤은 수입 오렌지에 비하여 적정산도가 높으며, 비타

민 C 함량이 높은 알칼리성 식품으로써 피부미용과 피로회

복에 좋으며,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준다(11,12). 그리고 감귤

류의 flavonoids는 항산화 작용(13-16), 항암작용(17,18) 순

환기계 질환의 예방(19), 항균(20,21), 항바이러스(22), 면역

증강작용(23), 모세혈관 강화 작용(24) 등이 보고되고 있다.

Flavonoids는 polyphenolic substance로서 화학적 구조에 따

라 flavonols, flavones, flavanones, chtechins, anthocyanidins,

isoflavones, dihydroflavonols, 그리고 chalcones로 구분된다.

이러한 flavonoids의 화학적 구조는 그들의 생화학적 활성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중요하게 여겨진다

(25,26). Bioflavonoids는 담황색, 또는 노란색을 띠고 있는

색소화합물로서 자연에서 유리상태(aglycone)로 존재하기

도 하나 대개는 rhamnose, glucose, rutinose 등의 당과 결합

하여 배당체(glycoside)의 형태로 여러 식물에 존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섭취 시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최근 국내에서는 고유한 식물 종 내의

bioflavonoids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 감귤류에는 60여종의 flavonoids가 존재하며 그 중

naringin, hesperidin 과 aglycon형태인 naringenin, hesperetin

이며, rutin, deosmine, nobiletin, tangertin 등이 있다 (28,29).

그 중 hesperidin은 aglycone과 hesperitin 또는 methyl

eiodictyol 및 disaccharide, rutinose로 구성된 flavanone배당

체이다(30). hesperidin은 혈관 보호 효과(31), 항암효과(32),

항염증효과(33), 항균효과(34), 항알레르기효과(35) 등의

생리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산 감귤류에 관한 연구는 제주산 감귤류의 품

종별 화학성분, 당 및 산 함량의 시기적 변화에 대한 연구

(36), 제주산 감귤류 성분과 그 특성 (37), 제주산 감귤류의

품종 및 수확시기별 품질특성 (38), 수확시기별 조생온주밀

감의 품질특성 (39), 감귤 품종별 이화학적 성분 비교 (40),

제주산 감귤류의 숙기에 따른 유리당, 유기산, 헤스페리딘,

나린진, 무기물 함량의 변화 (41), 감귤류의 가공 특성 (42)

에 대한 연구 보고가 있다. 감귤의 연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

미흡한 이유는 국내에서는 제주지역에서만 생산되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확시기에 따른 가공용 감귤의 사용하여

주스 제조 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가공 제조에 관여하

는 요인들인 이화학적 특성과 감귤가공에 혼탁을 유발하는

hesperidin을 분석함으로써 감귤가공품 개발에 기초적인 자

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생리활성 물질을 중심으로 3차, 4차

가공산업을 발전시킨다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촉진

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실험재료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제주도 면 농가로부터

가공용 감귤을 수매하여 선별하고 세척한 후 실험에 사용하

였다.

시료전처리

85℃에서 60초간 증자하였다(Scalder, 한영엔지니어링,

한국). 증자 후 껍질은 벗겨내고 과즙과 펄프를 분리하고

원심분리(Centrifuge, CLARA20, Alfalaval, Sweden)하여 주

스액을 얻었다. 주스액의 일부는 당도와 적정산도 및 당산

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주스액은 순간 살균하고 원

하는 농도에 농축(Evaporator, Sigma star 34, Schmidt,

Germany)하였다. 농축액을 냉각하고 포장단위에 따라 포

장 한 후 -18℃ 이하에서냉동보관하였다. 제주산 온주 밀감

을 가지고 만든농축 온주 밀감 주스의 원액은 ㈜일해에서

공급받아 동결건조하여 분쇄한 시료를 냉장 보관하면서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이화학적 특성

가용성 고형분은 당도계(model N-1E, ATAGO, Japan)를

이용하여 20℃에서 측정하였다. 적정산도는 시료 약 5 g을

0.1N NaOH 용액으로 pH 8.3까지 중화시키는데 소비된 0.1

N NaOH의 mL를 citric acid(%, w/w) 함량으로 환산하여

적정산도(%, w/w)로 표시하였다. 측정은 3회 반복실험을

실시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pH는 시료 10 g에 증류

수 90 mL로 희석하고 균질화 후 pH meter(S20-K, Mettler

Toledo, Zurich, Switzerland)를 이용하여 5회 반복 측정하

였다.

색 도

색도는 색도계(Chroma meter CR-300 Minolta, Japan)를

사용하여 시료를 5회 반복하여 측정하였고, L값(명도,

lightness), a값(적색도, redness), b값(황색도, yellowness)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이때 사용된 표준백판의 L값은 98.75,

a값은 -1.02, b값은 1.10이였다.

Hesperidin 분석 및 정량

본 실험에서 사용한 고성능액체크로마토 그래피(HPLC)

는 Waters 1525 binary HPLC pump (Waters, Milford, MA,

USA), Waters 2487 dual λ absorbance detector(Waters,

Milford, MA, USA), Waters 717plus autosampler(Waters,

Milford, MA, USA)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이용된 모든 시

약은 HPLC급 용매를 사용하였다. Hesperidin 표준품

Hesperidin(Tokyo Chemical Co, Japan) 은 0.05∼0.3 mg/mL

로 조제하여 standard curve를 작성한 후 표준액으로 사용하

였다. 10 mg/mL의 감귤 시료는 0.45 μm membrane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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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pore, USA)로 여과시킨 것을 HPLC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HPLC의 column은 Sunfire C18 (4.6 × 250 mm)

를 사용하였고, 이동상으로는 물과 메탄올을 사용하였으

며, 이동상 용매의 조성 시간과 비율은 Table 1와 같다.

Table 1. The operating conditions of HPLC for hesperidin

Items Conditions

Instrument JASCO, Japan

Detector UV 285 nm

Column SunFire C18 5 μm
(4.6 mm ID x 250 mm, Waters)

Mobile phase

Water Mathanol

5 min 80 20

15 min 0 100

17 min 0 100

18 min 80 20

23 min 80 20

Flow rate 0.5 mL/min

Injection volume 10 μL

통계처리

실험에서 얻은 모든 데이터는 IBM
Ⓡ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각 시료군 간의 차이는 분산

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각 시료간의 유의성

을 1%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이화학적 특성

수확시기에 따른 제주산 가공용 감귤에서 과피와 종실을

제거하여착즙한 과즙의 가용성 고형물 및 적정산도, pH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가용성 고형물의 변화는 11월 중순까지는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12월 수확한 시료는 11월에 수확한

시료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12월 초, 중, 하순은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의

나타내지않았다. 1월에 수확한 시료는 초, 중, 하순의 시료

간에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12월에 수

확한 시료에 비해 유의적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

한 결과는 조생온주(43)과 궁천조생, 홍진조생(39)과 제주

산 보통온주(44) 및 하귤, 당유자, 병귤, 스타치 및 지각

감귤류(38) 연구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한라봉(45)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적정산도의 변화는 12월 초, 중, 하순의 시료 간에 유의적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변화를 가지지 않았던

11월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 후 수확시기가늦어질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하귤, 당유자, 병귤, 스타치 및

지각 감귤류(38)와 조생온주(43) 연구에서 유사한 경향을

경향을 보였으며, 한라봉(45)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pH의 변화는 11월과 12월 사이에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었다. 그리고 1월 중순에 가장 높은 pH를

가졌으며, 그 후 유의적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홍진조생, 궁천조생(39)과 임온주, 미택온주(44) 및

조생온주(43)연구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생과로서 감귤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당함량

과 산함량의 비율로서 과실의 품질판정에 중요한 지표인

당산비는 11월 초순, 중순, 하순은 12.6, 12.7, 14.0에서 12월

초순, 중순, 하순은15.1, 15.8, 16.6로 1월 초순, 중순, 하순은

17.7, 19.5, 19.5로 수확시기가 늦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생온주(43) 및 하귤, 당유자, 병귤,

스타치 및 지각(38) 연구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제주산

온주감귤(46)의 관능평가 결과에서 당산비가 높을수록 기

호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홍진조생(47)의 당산비는

크기에 따른 차이가 나지않은 연구결과를 가졌다. 그리고,

해안지역에서 생산된 궁천조생 온주밀감(48)이 당산비가

높은 연구결과를 가졌다.

색도 및 탁도

수확시기에 따른 제주산 가공용 감귤에서 과피와 종실을

제거하여 착즙한 과즙의 색도 및 탁도의 변화는 Table 3와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L (lightness)값은 11월까지는 유의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12월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냈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 (redness)값은

11월 중순까지 유의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12월

초순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12월 초, 중순의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않았으

나, 그 후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냈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 (yellowness)값은 11월

중순 이후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유사 연구에서의 제주산 감귤류(38)와

감귤 품종별 10가지(40)의 결과에서는 L, a, b값이 수확시기

가 늦어질수록 모두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와의

결과 차이는 과피에서의 색도를측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감귤의 과피와 종실을 제거한 착즙액을 사용하여 측정한

값과 차이를 나타냈다.

탁도는 11월 중순 이후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냈다. 수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탁도는 유의적인 감소

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탁도와 hesperidin 함량간의

연구 결과에서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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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itrus unshiu Marc. according to the harvest date

Harvest date
(Year. Month. Day) Soluble solids(°Bx) Titratable acidity(%) pH Soluble solid-acid ratio

07.11.05 8.37±0.06e 0.67±0.02a 3.58±0.03c 12.6

07.11.15 8.47±0.06e 0.67±0.00a 3.58±0.03c 12.7

07.11.25 9.10±0.10d 0.65±0.00a 3.60±0.05c 14.0

07.12.01 9.47±0.06
c

0.63±0.01
b

3.63±0.06
bc

15.1

07.12.15 9.53±0.06
c

0.61±0.02
c

3.66±0.06
bc

15.8

07.12.25 9.63±0.06
c

0.58±0.01
d

3.71±0.06
abc

16.6

08.01.05 9.87±0.06
b

0.56±0.01
de

3.78±0.09
ab

17.7

08.01.15 10.5±0.15
a

0.54±0.01
ef

3.84±0.09
a

19.5

08.01.25 10.4±0.06
a

0.53±0.00
f

3.84±0.09
a

19.5

Table 3. Changes of color and turbidity of Citrus unshiu Marc. according to the harvest date

Harvest date
(Year. Month. Day)

L a b Turbidity

07.11.05 42.3±0.12
ab

-4.05±0.03
e

17.1±0.10
a

2.23±0.01
a

07.11.15 42.2±0.10
ab

-4.03±0.02
e

17.1±0.02
a

2.22±0.00
a

07.11.25 41.9±0.20ab -3.98±0.02de 16.9±0.11ab 2.22±0.00ab

07.12.01 41.1±0.09b -3.85±0.06de 16.8±0.04abc 2.21±0.01bc

07.12.15 40.6±0.16c -3.69±0.02de 16.7±0.04abc 2.20±0.01cd

07.12.25 40.4±0.09d -3.38±0.03cd 16.3±0.07bc 2.19±0.00d

08.01.05 39.4±0.09d -3.27±0.03bc 15.6±0.03c 2.18±0.00e

08.01.15 39.2±0.03e -3.16±0.02b 15.5±0.00cd 2.17±0.01ef

08.01.25 39.1±0.09
e

-3.15±0.04
a

15.4±0.04
d

2.16±0.00
f

Table 4. Mean value and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hesperidin contents of itrus unshiu Marc. according
to the harvest date

Mean SD Soluble
solids(°Bx)

Titratable
acidity(%)

pH L a b Turbidity
Hesperidin

contents
(mg%)

Soluble solids(°Bx) 9.4741 0.71122 -0.949** 0.822** -0.958** 0.919** -0.920** -0.944** -0.927**

Titratable
acidity(%)

0.6020 0.05164 -0.851** 0.981** -0.981** 0.965** 0.972** 0.926**

pH 3.6896 0.11597 -0.851
**

0.861
**

-0.879
**

-0.887
**

-0.796
**

L 40.6637 1.22842 -0.977
**

0.970
**

0.975
**

0.953
**

a -3.6159 0.36332 -0.971
**

-0.962
**

-0.926
**

b 16.4130 0.67494 0.966
**

0.877
**

Turbidity 2.1970 0.02434 0.918
**

Hesperidin contents 122.6992 8.21421

Hesperidin 함량

천연으로 존재하는 flavanone배당체의 일종인 hesperidin

은 귤이나 오렌지 등에 비교적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예전

부터비타민 P로서 혈압을 내리는 작용 등 여러가지 생리작

용을 가진 유용물질로서 알려져 있다. Hesperidin의 일부는

과즙에 녹아있고 대부분이 pulp질에 결합되어 불용성 형태

로 되어 있다가 가공 중 열처리에 의해 가용성으로 변하여

백색, 무미의 침상 결정을 가져 백탁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수확시기에 따른 제주산 가공용 감귤에서 과피

와 종실을 제거하여 착즙한 과즙의 hesperidin 함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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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ig. 1와 같다.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hesperidin 함량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11월 초순 가장 높

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11월 하순 이후 유의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재래종 착즙액(51)

과 제주산 감귤류(41) 및 제주재래종 감귤류 미숙과(52)

감귤의 숙기에 따라 hesperidin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여 본 연구와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품질특성간의 상관관계

수확시기에 따른 제주산 가공용 감귤에서 과피와 종실을

제거하여 착즙한 과즙의 가용성 고형분, 적정산도, pH, 색

도 (L, a, b), 탁도, hesperidin 함량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모든 품질특성 및 hesperidin 함량간의 상관관계는

고도의 유의성을 나타냈다. Hesperidin 함량에 대한 가용성

고형물과 pH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적정산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수확시기가 늦어짐에 따

라 유의적으로 hesperidin 함량이 낮아질수록 적정산도는

낮아지고, 가용성 고형물과 pH는 높아짐을 의미한다.

Hesperidin 함량에 대한백색도, 황색도 및 탁도는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으며, 적색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수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유의적으로 hesperidin 함

량이낮아질수록백색도, 황색도 및 탁도는낮아지고, 적색

도는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온주밀감(53)

의 가용성 고형분, 산도 및 pH의 상관관계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Table 5. Changes of hesperidin contents and turbidity of Citrus
unshiu Marc. according to the harvest date

Harvest date
(Year. Month. Day)

Hesperidin contents(mg%)

07.11.05 135.9±3.86
a

07.11.15 132.7±2.53
ab

07.11.25 130.3±2.41
b

07.12.01 124.5±0.85
c

07.12.15 118.8±0.27
d

07.12.25 117.5±0.54de

08.01.05 116.2±0.26de

08.01.15 115.0±0.06de

08.01.25 113.4±0.32e

요 약

수확시기에 따른 제주산 가공용 감귤의 이화학적 특성과

hesperidin함량을 검토하였다. 수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가용성 고형물의 함량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당산

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pH의 변화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적정산도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색도를 측정한 결과, L, b값과 탁도는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a값은 수확시

기가 늦어질수록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백탁현상

의 주요원인이 되는 hesperidin함량은 수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빠르게 수확한 과즙을

이용하여 가공품을 제조 시 혼탁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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