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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ganic acid and sugar contents in ten kinds of juices (two orange juices, two grape juices, two 
aloe juices, two citron juices, one bokbunja, and one grapefruit juice) were analyzed by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Citric acid was detected in all the fruit juices 
analyzed. Grape juices contained the highest tartaric acid content (67.85 - 99.37 mg/100 mL) 
while orange and grape juices contained a high content of malic acid (151.67 - 211.18 mg/100 
mL). Lactic acid was detected in all the aloe juices (35.12 - 65.27 mg/100 mL) as well as in one 
orange (203.8 mg/100 mL) and one grape juice (112.28 mg/100 mL). Citrus fruit juices (A, A’, 
F) showed the highest content of total organic acids as 902.81 - 1,103.7 mg/100 mL. With 
regard to sugar contained in the juices, lactose and maltose were not detected in any of the 
fruit juices. Even when comparing the same kind of fruit juice, sugar (fructose, glucose, and 
sucrose) conten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depending on the manufacturer. In 
the grape juices, contents of fructose (6.86 - 7.51) and glucose (6.23 - 7.3 g/100 mL) were 
higher than in other juices. One serving size of the juices (180 mL) analyzed in this study can 
provide approximately 3.3 - 4.9% of total daily energy requirements when consumed as part of 
the 2,200 kcal/day diet required for an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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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최근 현대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외부활동의 증가로 인해 불균형적인 식습관이 유래되고 있

다. 이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들 중에서 특히 과일 주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식품공전에 따르면 “과일 채소류음료라 함은 과

일 또는 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으로 “농축 과

즙, 과일 주스, 과일 음료로 구분되어 있으며 과일 주스의 경우 95% 이상의 과즙에 식품 또는 식

품첨가물을 가한 것, 과일 음료의 경우 과즙 10% 이상을 함유한 음료”로 정의되어 있다(KFDA, 

2016a). 미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경우 100% 과즙인 경우에만 과일 주스라고 

보고 있으며, 그 이하로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drink, beverage 또는 cocktail의 용어로 명시하며 

과즙의 함량을 백분율로 나타내게끔 하고 있다(CF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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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의 맛을 내기 위해 첨가한 높은 함량의 당은 높은 열량에 비해 낮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당 첨가음료는 비

만과 과체중의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Malik et al., 2006). 우리나라의 당류 섭취에 대한 공급원으로서는 가공

식품 중에서 음료수가 31.1%로 가장 높았는데, 그 중 과일 음료는 1 - 5세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연

령대에서도 커피나 탄산음료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였다(KFDA, 2016b). 가공식품으로부터 섭취된 

당류의 양이 전체 에너지양의 10% 이상 섭취한 사람은 비만, 심혈관 질환,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까지 우유를 제외한 가공식품으로부터 섭취된 당의 양을 식이 에너지의 10% 이

내로 관리할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으며(KFDA, 2016b),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도 당의 1일 섭취를 

식이 에너지의 10%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WHO, 2003).  

일반적으로 과일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당은 영양성분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신맛과 단맛을 형성하는 중요한 

물질이며 과일 주스에 들어 있는 유기산과 당 함량은 제품의 품질지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과일의 종류마다 

달라지는 유기산과 당의 조성 및 함량을 파악할 수 있다면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과즙과의 혼합 

또는 당과 산의 첨가 등을 알아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유통하고 있는 과일 종류별 주스를 대상으로 함유된 유기산과 당의 조성 및 함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유기산으로는 malic, citric, lactic, tartaric 그리고 acetic acid를 선정하였고 당으로는 glucose, fructose, 

sucrose, lactose 그리고 maltose 의 분포와 함량을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HPLC)를 통해 알아보았다.

Materials and Methods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유기산 표준물질(tartaric, malic, citric, lactic, acetic, succinic acid)과 당 표준물질(fructose, 

glucose, sucrose, lactose, maltose)은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매하였다. HPLC 기기

분석에 사용된 water와 acetonitrile은 HPLC-grade을 사용하였다. 주스 종류에 따른 유기산 종류와 함량을 확인하고, 

분석법에 따른 당의 종류와 함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10종류의 주스(오렌지 2종, 포도 2종, 

알로에 2종, 유자 2종, 복분자, 자몽)는 대형마켓(Daejeon, Korea)에서 구입하였다. A (오렌지, 가 제조사), A’ (오렌

지, 나 제조사), B (포도, 가 제조사), B’ (포도, 나 제조사), C (알로에, 나 제조사), C’ (알로에, 다 제조사), D (유자, 다 

제조사), D’ (유자, 라 제조사), E (복분자, 다 제조사), F (자몽, 마 제조사)으로 표기하였다.

유기산 시료 전처리

시중에서 유통되고 주스의 형태에 따라 여과 및 희석을 하였다. 과육이 들어있는 알로에와 자몽 주스의 경우 0.4 

nm Syringe Filter (NORM-JECT ® Germany)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이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알로에, 유자, 복분자 

주스는 1:1 비율로 희석하고 나머지 포도, 오렌지, 자몽 주스는 1:9 비율로 희석하였다.

당 시료 전처리

KFDA에 제시된 영양 성분 표준 분석법에 따라 실시하였다(KFDA, 2016c). 시료(5 g)를 50 mL falcon tube에 취한 

후, 증류수 25 mL를 첨가하여 2분간 교반하였다. 이후 acetonitrile 용액 50 mL를 첨가하여 2분간 교반 후 50°C에서 

30분간 sonication (Kodo, Daejeon, Korea)하였고 이후 다시 2분간 교반 하였다. 상층액과 하층액을 나누기 위해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Hanil, HA-1000-3, Hanil Science Co, Daejeon, Korea)한 후에 상층액을 취하여 0.45 

n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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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를 이용한 유기산 조성 및 함량 분석

시료의 유기산 조성 및 함량분석을 실시하였다(Shodex, 2016). HPLC (Young Lin instrument Co. Anyang, Korea)

를 이용하여 전 처리된 시료를 20 µL 주입하여 실시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검량선(calibration 

curve)을 작성하기 위해 external standard curve를 이용하였다. 표준물질(tartaric, malic, citric, lactic, acetic, and 

succinic acid)를 용매(water : acetonitrile = 1 : 1, v/v)에 용해한 후 농도별 100 - 2,400 µg/mL으로 희석하여 얻은 표준 

농도별 peak area를 가지고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Y축은 주스 내 유기산 함량 peak area, X축은 유기산 표준물질의 농

도로 하였다.

Table 1. HPLC condition for separation of organic acid.

Instruction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z

Column Hypersil GOLD aQ column (Thermo Scientific, 4.6 mm × 250 mm × 5 µm) &
SUPELCOGELC-610H column (SUPELCO, 30 cm × 7.8 mm)

Column temperature 80°C
Detector Ultraviolet detector, Wavelength: 440 nm
Flow rate 0.9 mL/min
Mobile phase 3 mM Perchloric acid (dissolved in water)

Bromothymol blue (BTB) solution (dissolved in water)
Running time 30 min
Injection volume 20 µL

zYounglin

HPLC를 이용한 당 조성 및 함량 분석

시료의 당 조성 및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KFDA 영양성분 표준 분석법을 인용하여 실시하였다(KFDA, 2016c). 

HPLC (Young Lin instrument Co. Anyang, Korea)를 이용하여 전 처리한 시료 15 µL를 주입하여 실시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검량선(calibration curve)을 작성하기 위해 external standard curve를 이용하였다. 표준

물질(fructose, glucose, sucrose, lactose, maltose) 60 mg를 용매(water : acetonitrile = 1:1, v/v) 1.2 mL에 용해한 후 농

도별 200-5,000 µg/mL으로 희석하여 표준 농도별 얻은 peak area을 가지고 검량선을 구하였다. Y축은 주스 내 당 함

량 peak area, X축은 당 표준물질의 농도로 하였다.

Table 2. HPLC condition for separation of sugars.

Instruction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z

Column NH2 P-50 4E (Shodex Asahipak, 4.6 mmID × 250 mmL)
Column temperature 30°C
Detector Refractive Index Detector
Flow rate 1 mL/min
Mobile phase Acetonitrile : water (75 : 25, v/v)
Running time 40 min
Injection volume 15 µL

zYounglin

당도계(refractometer)를 이용한 당 함량 분석

분석방법에 따른 시료의 당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냉장상태의 10종의 시료를 각각 굴절당도계(ATAGO,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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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처리

통계처리를 위해 분석결과를 2회 반복 분석한 후 얻은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결과 값들의 유의적인 차

이를 검증하기 위해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95% (p < 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SAS Institute Inc., 2002).

Results and Discussion

검량선

HPLC를 이용하여 유기산과 당에 대한 표준물질의 chromatogram으로부터 각 성분의 retention time을 구하였고

(Fig. 1, 2), 검량선의 직선성(R²)을 각각 구하였다(Table 3, 4). 유기산(tartaric, malic, citric, lactic, and acetic acid)에서

는 100-2,400 ppm, 그리고 당(fructose, glucose, sucrose, lactose와 maltose)에서는 200-5,000 ppm 농도에서의 peak 

area를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으며, 각 표준물질의 R²은 0.99 이상으로 직선성에 의한 신뢰적인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다. 

Fig. 1. Chromatogram of organic acid standard. A, oxalic acid; B, tartaric acid; C, malic acid; D, citric acid; E, lactic acid; F, 
acetic + succinic acid.

Fig. 2. Chromatogram of sugar standard. A, acetonitrile; B, fructose; C, glucose; D, sucrose; E, lactose; F, malt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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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libration curves of the organic acids. 

Compounds Calibration Curve Coefficient of correlation (R²)
Tartaric acid y = 2143.2x - 22.88 0.9999
Malic acid y = 2246.7x + 2.9361 0.9999
Citric acid y = 2307.4x + 20.931 0.9994
Lactic acid y = 1651.5x + 33.895 0.9997
Acetic acid y = 2727x - 28.485 0.9924

Table 4. Calibration curves of the sugars.

Compounds Calibration Curve Coefficient of correlation (R²)
Fructose y = 0.0985x - 2.8735 0.9999
Glucose y = 0.0737x - 2.7541 0.9999
Sucrose y = 0.1032x - 5.1503 0.9996
Lactose y = 0.0442x - 3.7049 0.9996
Maltose y = 0.0645x - 3.5016 0.9999

유기산 조성 및 총 함량

HPLC를 이용하여 과일 주스에 함유된 유기산의 조성 및 총 함량을 구하였다(Table 5). Citric acid의 경우 분석된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었는데, 특히 F(자몽 주스, 937.3 mg/100 mL)와 A 및 A’(오렌지 주스, 688.7 - 691.7 mg/100 

mL)에서 높게 나타났다. 포도 주스(B, B’)에서는 포도의 대표적 유기산 성분인 tartaric acid가 다른 시료(D, E)들과 

유의적 차이를 보이며(p < 0.05)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151.67 - 204.23 mg/100 mL의 malic 및 107.19 - 204 

mg/100 mL의 citric acid도 함유되어 있었다. 특히, B’의 경우 lactic acid가 함유되어 있었다. 분석된 오렌지와 포도 주

스 중에서 A와 B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lactic acid가 A’와 B’에서는 각각 203.8과 112.28 mg/100 mL 함유되어 있

었는데 A’와 B’는 같은 제조사의 제품으로서 산도조절제 등의 역할을 위하여 첨가된 것으로 생각된다(Fig. 3). Lactic 

Table 5. Organic acid contents in different juices.

Samples
Organic acids (mg/100 mL)

Tartaric acid Malic acid Citric acid Lactic acid
Acetic + succinic 

acid
Total

A -y  211.1 ± 21.01za 691.71 ± 39.99b - - 902.81c
A’ - 211.18 ± 3.55a 688.72 ± 2.08b 203.80 ± 22.02a - 1103.7a
B  99.37 ± 18.01a 204.23 ± 25.88a 204.00 ± 24.37e - - 507.6d
B’  67.85 ± 21.31ab 151.67 ± 5.26b 107.19 ± 8.78f 112.28 ± 23.77b - 438.99e
C -  19.62 ± 2.79c 184.88 ± 0.92e  65.27 ± 2.09c - 269.77g
C’ -  16.91 ± 0.28c 134.89 ± 6.42f  35.12 ± 3.46c - 186.92h
D  10.57 ± 1.15c  29.70 ± 0.08c 254.52 ± 0.75d - 45.58 ± 0.04 340.37f
D’ - - 311.94 ± 1.51c - - 311.94fg
E -  24.63 ± 1.29c 302.23 ± 0.77c - - 326.86f
F  32.47 ± 0.22bc - 937.30 ± 21.79a - - 969.77b

yNot detected.
zAll data are shown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 = 2).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long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ample information is in the materials and methods. A (orange juice, i company), A’ (orange juice, ii company), B (grape juice, 
i company), B’ (grape juice, ii company), C (aloe juice, ii company), C’ (aloe juice, iii company), D (yuja-citron juice, iii 
company), D’ (yuja-citron juice, iv company), E (bokbunja juice, iii company), F (grapefruit juice, v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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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는 알로에 주스(C, C’)에서 35.12 - 65.27 mg/100 mL이 함유되어 있었고, malic acid (16.91 - 19.62 mg/100 mL)와 

citric acid (134.89 - 184.88 mg/100 mL)가 유기산 성분으로 존재하였다.

Fig. 3. Chromatograms of organic acids in different juices. Sample information is in the materials and methods. A, orange 
juice; B, grape juice; C, aloe juice; D, yuja-citron juice; E, bokbunja juice; F, grapefruit juice.

선행 된 과일 주스 중 유기산 함량과 비교해보면 Scherer et al. (2012)은 오렌지 주스에서 tartaric, malic 그리고 

citric acid가 각각 13.57, 45.67 그리고 521.67 mg/100 mL이었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 분석된 오렌지 주스의 유기

산 성분 결과와 비교해 보면 citric acid의 함량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A와 A’에서 tartaric acid는 검출되지 않았고 

malic acid는 약 4배 정도 높았다. 포도 주스의 경우 tartaric acid (292.85), malic acid (242.95) 그리고 citric acid (166.6 

mg/100 mL)으로 보고된 Mato et al. (2007)의 선행결과와 비교하면 약 1/3 정도의 tartaric acid가 B와 B’에 함유되어 

있었다. Shin et al. (2005)은 지역별 유자 과육에 함유된 malic과 citric acid의 함량을 90.5와 135.75 mg/100 mL로 보

고하였다. 본 실험에서 분석된 유자 주스(D’)에는 citric acid (311.94 mg/100 mL)만 함유되어 있었으나 D에는 citric 

acid뿐 아니라 malic, tartaric 및 lactic acid가 함유되어 있었다. 복분자 주스에서 malic, citric 그리고 tartaric acid가 각

각 23.1, 1,026.9 그리고 7.8 mg/100 mL으로 보고된 Park et al. (2013)의 선행결과와 비교하면 malic acid는 유사하게 

검출되었지만 citric acid 경우 약 3배정도 낮게 검출되었고 tartaric acid는 검출되지 않았다. 

Igual et al. (2010)의 자몽 주스에서는 tartaric, malic 그리고 citric acid 각각 236, 562, 1,478 mg/100 mL로 보고 하

였는데, 본 실험과 tartaric acid (24.63 mg/100 mL)는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malic acid는 검출되지 않았다. Cit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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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3 mg/100 mL)경우 자몽에서 가장 높은 성분으로 유사하였다. Tartaric acid의 경우 살균과정을 거치게 되면 

citric acid와 tartaric acid의 함량이 변화되는데 특히 tartaric acid의 함량은 유의적인 차이가 날 정도로 변화된다고 보

고되어 있다(Igual et al., 2010).

당 조성 분포 및  총 함량

HPLC를 이용하여 주스에 함유된 당의 조성 및 함량을 구하였고(Table 6), Fig. 4에 분석된 주스의 크로마토그램 

예를 나타내었다. 총 10종의 시료에서 lactose와 maltose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fructose, glucose, sucrose 

3종류 또는 fructose, glucose 2종류의 당이 검출되었다. 오렌지 주스의 경우 fructose, glucose와 sucrose의 함량이 3.4, 

2.9, 그리고 5.6 g/100 mL 으로 함유되어 있었다. 오렌지 주스 A의 경우 fructose (4.48 g/100 mL)의 함량이 가장 높았

으나 또 다른 오렌지 주스 A’ 경우에는 sucrose (3.93 g/100 mL)와 2.80 - 2.54 g/100 mL 의 fructose와 glucose가 같이 

함유되어 있었고, A시료보다는 적은 양의 당이 함유되어 있었다. 분석된 2가지 포도 주스(B, B’)의 경우 sucrose는 함

유되어 있지 않았고, fructose (6.86 - 7.51 g/100 mL)와 glucose (6.23 - 7.3 g/100 mL)가 분석된 다른 주스들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Glucose는 포도의 대표적 구성 당이다. 알로에(C, C’)나 유자 주스(D, D’)에서는 C’와 D에서만 

7.61과 6.67 g/100 mL의 sucrose가 함유되어 있었으나 같은 종류의 과즙으로 제조된 주스인 C와 D’에서는 sucrose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sucrose가 함유된 C’와 D보다는 많은 양의 fructose가 함유되어 있었다. 이는 서로 다

른 제조사의 동일한 과일 주스에 사용되는 당의 종류가 다르고 감미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복분자 주스에서는 

fructose와 glucose가 각각 6.66과 4.78 g/100 mL 함유되어 있었고, 자몽 주스에서는 fructose, glucose 및 sucrose가 

3.39, 3.41 및 3.17 g/100 mL 함유되어 있었다. 동일한 종류의 과일 음료라 하더라도 제조사가 다른 A와 A’, B와 B’, C

와 C’, 그리고 D와 D’에서의 각 당류(fructose, glucose, sucrose)의 함량은 유의적으로 차이를 보였다(p < 0.05). 분석

된 10개의 모든 시료에서 lactose와 maltose는 검출되지 않았다. 

Table 6. Sugar contents in different juices.

Samples
Sugars (g/100 mL)

Fructose Glucose Sucrose Lactose Maltose

A 4.48 ± 0.02zf 3.68 ± 0.04f  2.16 ± 0.02e  -y -

A’ 2.80 ± 0.00i 2.54 ± 0.00i  3.93 ± 0.11c - -

B 7.51 ± 0.01a 7.30 ± 0.07a - - -

B’ 6.86 ± 0.01b 6.23 ± 0.02c - - -

C 6.31 ± 0.01e 4.45 ± 0.07e - - -

C’ 1.33 ± 0.02j 1.45 ± 0.11j  7.61 ± 0.00a - -

D 2.99 ± 0.01h 3.07 ± 0.02h  6.67 ± 0.11b - -

D’ 6.44 ± 0.01d 6.70 ± 0.08b - - -

E 6.66 ± 0.08c 4.78 ± 0.01d - - -

F 3.39 ± 0.01g 3.41 ± 0.11g  3.17 ± 0.05d - -
yNot detected.
zAll data are shown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 = 2).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long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ample information is in the materials and methods. A (orange juice, i company), A’ (orange juice, ii company), B (grape juice, i 
company), B’ (grape juice, ii company), C (aloe juice, ii company), C’ (aloe juice, iii company), D (yuja-citron juice, iii company), 
D’ (yuja-citron juice, iv company), E (bokbunja juice, iii company), F (grapefruit juice, v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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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romatograms of sugars in different juices. Sample information is in the materials and methods. A, orange juice; B, 
grape juice; C, aloe juice; D, yuja-citron juice; E, bokbunja juice; F, grapefruit juice.

당 분석방법에 따른 총 함량 

측정 방법에 따른 당의 총 함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HPLC와 당도계로 구해진 당 함량을 비교하였다(Table 7). 

HPLC을 이용한 분석방법의 경우에는 과일 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fructose, glucose 그리고 sucrose의 정량값을 모두 

더하여 당의 총 함량으로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경우 HPLC로 구한 총 당의 함량과 당도계로 얻은 값은 큰 차이가 없

었으나, B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료에서 선행 된 Cho et al. (1998)의 보고와 유사하게 당도계를 이용한 측정 함량이 다

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당도계의 brix 값은 시료 안에 함유되어 있는 가용성 고체들에 대한 비중과 굴절률을 이용하

여 간접적으로 당의 함량을 나타내게 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brix 값의 75 - 85%는 당류에 의해 기인된 값이며 나머

지는 아미노산, 미네랄, 유기산 및 다른 수용성 물질들 때문에 나타난다(Robards and Antolovich, 1995). 특히 오렌지

(A, A’)와 자몽(F) 등의 citrus류 주스에서 당도계를 이용한 당 함량을 HPLC로부터 얻은 총 함량과 비교했을 때 다른 

주스에 비해 보다 차이가 있었다. Noh et al. (1997)의 선행보고에 따르면 citrus류 과일의 경우 다른 과일보다 높은 유

기산 함량에 의하여 brix수치가 높게 측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Noh et al., 1997). 따라서 오렌지(902.81 - 1,103.7)와 

자몽 주스(969.77 mg/100 mL)에 함유된 유기산의 함량이 분석된 다른 주스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기(Table 5) 

때문에 당도계와 HPLC로부터 얻은 당 함량의 차이가 이들 주스에서 다소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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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10가지의 주스(오렌지 2종, 포도 2종, 알로에 2종, 유자 2종, 복분자, 자몽)

를 대상으로 유기산(tartaric, malic, citric, lactic, acetic, succinic acid)과 당(fructose, glucose, sucrose, lactose, 

maltose)의 조성 및 함량을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itric acid는 모든 과일 주스에서 검출되었으며 tartaric 

acid는 포도 주스에서 67.85 - 99.37 mg/100 mL으로 가장 높았다. Lactic acid의 경우 모든 알로에 주스(C, C’)뿐 아니

라 C와 동일한 제조사 제품인 오렌지와 포도 주스(A’, B’)에서 검출되었고, malic acid는 A, A’, B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p > 0.05) 가장 높았다. 총 유기산 함량은 citrus류 과일 주스(A, A’, F)에서 902.81 - 1,103.7 mg/100 mL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스에 함유되어있는 당의 경우 시료 전체에서 lactose와 maltose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같

은 종류의 과일 주스라도 제조사에 따라 당(fructose, glucose, sucrose)의 함량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포도 주스의 경우 fructose (6.86 - 7.51)와 glucose (6.23 - 7.3 g/100 mL)가 다른 주스들 보다 높은 함량을 보였다. 

Sucrose는 모든 오렌지 주스 시료와 C’와 D에서 검출 되었는데 특히 C’와 D에서 7.61와 6.67 g/100 mL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동일한 과일 종류의 주스인 C, D’에서는 sucrose가 함유되지 않는 반면에 더 많은 양의 fructose가 함유되어 

있었다. Citrus류의 과일 주스(A, A’, F)의 경우 높은 유기산 함량에 의하여 당도계와 HPLC로부터 얻은 당 함량의 차

이가 다른 주스에 비해 컸다. 성인에게 필요한 하루 열량을 2,200 kcal로 가정하였을 때 분석된 1회 섭취분량의 주스

(180 mL)는 약 3.3 - 4.9%의 열량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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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total sugar contents in different fruit juices from HPLC and refractometer.

(unit: g/100 mL)
Sample HPLC Refractometer

A 10.32 ± 0.06z 12.45 ± 0.21
A’  9.27 ± 0.09 11.80 ± 0.14
B 14.81 ± 0.09 14.00 ± 0.00
B’ 13.09 ± 0.05 13.55 ± 0.35
C 10.76 ± 0.03 11.10 ± 0.14
C’ 10.39 ± 0.08 10.85 ± 0.07
D 12.73 ± 0.18 13.05 ± 0.07
D’ 13.14 ± 0.12 13.95 ± 0.07
E 11.45 ± 0.10 11.95 ± 0.07
F  9.98 ± 0.10 11.75 ± 0.07

zAll data are shown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 = 2). 
Sample information is in the materials and methods. A (orange juice, i company), A’ (orange juice, ii company), B (grape 
juice, i company), B’ (grape juice, ii company), C (aloe juice, ii company), C’ (aloe juice, iii company), D (yuja-citron juice, iii 
company), D’ (yuja-citron juice, iv company), E (bokbunja juice, iii company), F (grapefruit juice, v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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