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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박 식이섬유를 이용한 유자과립 제조 및 이화학적 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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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solubilized yuzu pulp powder (EYP) was produced using enzyme treated yuzu pulp powder (YP)
and used to manufacture yuzu granules (0-20% EYP content). The physicochemical, product stability, and functional
properties of Yuzu granules were compared among five enzyme treatments. Among the five treatments, CL had the highest
YP solubilization yield (48.68%). Microstructural observation of EYP using FE-SEM revealed that its surface became
irregular and porous after enzymatic treatment. Compared to YP, EYP had 2 times lower insoluble dietary fibers and 3
times lower hemicellulose and cellulose content. Among the yuzu granules, IV (yuzu granules with 15% EYP) had an
excellent water and oil holding capacity and flowability. IV granule had the highest narirutin and hesperidin content of 3.4
mg and 2.2 mg/g DW, respectively and the highest antioxidant (68.4%) and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ies (82.5%).
Therefore, EYP or granule with EYP can be used as a functional component in food industry or pharmaceutic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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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자(Citrus junos)는 감귤류의 일종으로 일본과 중국 등에서 재

배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고흥, 완도, 거제 등에서 주로 재

배되어왔다(Shin 등, 2008). 유자는 향기가 좋고 액즙이 많아 대

부분 유자청 제조에 이용되고 있으나, 과육의 수율이 15% 내외

로 적어 생식용으로는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Nam 등, 2004).

유자에 있는 성분으로는 비타민 C가 많이 함유 되어있고, tannic

acid, caffeic acid등의 페놀성 화합물과 naringin, hesperidin등과 같

은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물질들은 높은 항산화활성을 가진다고 보고된 바 있

다(Kim 등, 2017).

다른 감귤류와는 달리 유자는 과육과 과피를 모두 이용하기 때

문에 과피에 있는 유효성분을 용이하게 섭취할 수 있다(Shin 등,

2010). 과실의 과피에 존재하는 세포벽을 구성하는 식이섬유로는

용해성에 따라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로 나눌 수 있

다(Lee 등, 1995). cellulose, hemicellulose, lignin등은 불용성 식이

섬유로 인간의 신체에서 이용될 수 없고(Park과 Yoon, 2015), 수

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감소,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인슐

린자극의 혈당반응 감소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한다(Gunness와

Gidley, 2010). 하지만 최근에는 유자를 가공 후 다량의 유자박이

폐기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Cellulose,

hemicellulose, lignin과 같은 고분자물질을 저분자로 전환하기 위

해서는 화학적, 물리학적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환경오염과

에너지 비용의 문제들로 인해 최근에는 효소를 이용한 생물학적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Im 등, 2016). 효소를 이용한 불용성 식이

섬유 분해에 대한 연구로는 메밀 껍질의 수용성 식이섬유 생산

및 기능성 분석(Im 등, 2016), 효소적 분해에 의한 배추부산물

hemicellulose 분획으로부터 수용성 식이섬유 생산 연구(Park과

Yoon, 2015), 고구마소주 제조를 위한 식이섬유 분해효소선별 연

구(Takamin 등, 2012) 등 다양하지만 유자의 불용성 식이섬유 효

소처리에 대한 연구로는 미미한 실정이다.

유자는 자몽, 감귤, 오렌지 등이 과육 위주로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껍질째 먹는 과실로 성숙과는 과즙의 비율 (8-12%)이 낮은

편이며, 과즙과 과씨가 제거된 과실박은 전제과실의 55-60%로 대

부분 슬라이스 절단하여 설탕과 혼합해 유자차로 소비되는 실정

이다. 이때 생산되는 유자박 조차도 25%는 비상품과로 폐기되는

데 유자박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pectin함량은 20-30%를 함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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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불용성 식이섬유인 cellulose, hemicellulose 등도 높게 함유되

어 있어 기능성 식이섬유 소재로 가치가 높다고 보고된다(Park

등, 2001). 또한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

능성 물질을 포함한 제품개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Chung, 2019).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유자박분말(yuzu pulp powder, YP)에 효소

처리를 하여 용해성이 향상된 유자박분말(enzyme treated yuzu

pulp powder, EYP)을 획득하고 이를 활용해 유자과립을 제조하

였으며, 유자과립의 이화학적 특성, 제형안정성과 기능성을 조사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서 사용된 유자(Citrus junos)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시험장 완도시험지(Wando, Jeonnam Province, Korea)에

서 2018년 11월 남해품종의 유자를 채취하였으며, 유자를 착즙하

고 남은 유자박을 동결건조(MLB-9003, Mareuda Co., LTd,

Gwangju, Korea)시켜 분말화하여 사용하였다. 1,1-Diphenyl-2-
picrylhydrazyl (DPPH), ascorbic acid, galacturonic acid, glucose,

fructose, sucrose, arabinose, NaOH는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제품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 시약은 90%이상의 순

도를 가진 시약을 사용하였다.

효소선발과정과 유자박분말(YP) 제조

효소선발과정은 예비실험으로 cellulase, pectinase, glucanase등

의 활성을 가진 11가지 상업용 효소에 유자박 10%를 첨가해 6

시간 반응시켜 용해율을 구했고, 그 중 선택된 5가지 상업용 효

소[Viscozyme (Viscozyme, Novozymes, Bagværd, Denmark), CL
(ROHAMENT CL, AB Enzymes, Darmstadt, Germany), BG2

(LAMINEX BG2, Danisco, København, Denmark), 2000P

(Pluszyme 2000P, Vision biochem, Seoul, Korea), AC (Sumizyme

AC, Vision biochem, Seoul, Korea)]를 유자박분말(YP) 10 g에 물

100 mL와 각 효소 0.5 mL를 넣은 후 50oC에서 12시간 반응시켰

다. 그 후 원심분리를 8,000×g, 15분간 진행하여 상등액은 버리

고 남은 침전물의 무게를 측정, 아래의 식을 이용해 용해율을 계

산하여 가장 높은 용해율을 가지는 효소를 선발하였다. 효소처리

된 유자박분말(EYP)은 YP 30 g에 물 300 mL와 선발된 효소

1.5 mL (0.5%, v/v)를 가하여 50oC에서 12시간 반응 후 전체를 동

결건조 시켜 EYP를 제조하여 성분분석 및 유자과립 제조에 사

용하였다.

[Solubilzation (%)={1−Enzyme treatment weight (g)/Enzyme not

treatment weight (g)}×100]

효소처리된 유자박분말 (EYP)의 FE-SEM을 이용한 구조 관찰

YP와 EYP의 미세구조는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Gemini 500,

Zeiss, Oberkochen, Germany)으로 관찰하였다. 건조상태인 시료를

백금 코팅 후 가속전압 15 kV, 400배 배율에서 관찰하였다.

일반성분분석

회분은 YP와 EYP를 muffle oven (Thermolyne Benchtop
muffle Furnaces,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

에서 550°C로 5시간 회화시켜 분석하였다. 조단백질은 kjeldahl법

에 준하여 Kjeldahl/Nitrogen analyzer (K-424/B-324, BÜCHI,

Flawil,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정량하였으며, 식이섬유는 Prosky

등(1988)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불용성 식이섬유(IDF,

Insoluble dietary fiber) 함량은 시료 1 g을 phosphate buffer (pH

6.0) 50 mL에서 혼탁하고 95oC에서 내열성 α-amylase, 60oC에서

protease와 amyloglucosidase를 순서대로 효소 처리하였다. 항량된

규조토에 효소처리 된 시료를 여과시킨 후 여과된 잔사를 75%

ethanol, 95% ethanol 및 acetone으로 세척하고 12시간 건조시켜

단백질과 회분함량을 제외시킨 값으로 측정하였다. 수용성 식이

섬유(SDF, Soluble dietary fiber)는 규조토에 여과시킨 여액에 60oC

의 95% ethanol를 1:4 비율로 첨가하여 1시간 반응시킨 후, 재여

과시켜 남은 잔사의 건조 무게를 측정하였다. 총 식이섬유(TDF,

Total dietary fiber) 함량은 잔사의 불용성 및 수용성 식이섬유 함

량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Acid deter fiber (ADF), Neutral detergent fiber (NDF),

Lignin, pectin의 정량

ADF와 NDF는 Nam 등(2021)의 방법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시

료 0.5 g을 200 mL 산성계면활성용액(20 g의 acetyl trimethyl

ammonium bromide를 1 N 황산 1 L에 녹인 용액)과 200 mL 중성

계면활성용액(30 g의 SDS, 18.61 g의 EDTA, 6.81 g의 sodium

borate, 4.56 g의 disodium hydrogen phosphate, 2-ethoxy ethanol

10 mL를 물에 녹인 용액)에 혼합하여 100oC에서 1시간 여과하고,

물(90oC) 40 mL와 acetone 40 mL를 이용해 잔사의 색이 없어질

때까지 세척한 후 105oC에서 12시간 건조 및 무게를 측정하였다.

ADF와 NDF는 잔사의 무게에서 시료의 무게를 나눠서 계산하였

다. lignin은 시료 0.5 g에 72% 황산 15 mL를 가해 2시간동안 섞

은 뒤 증류수 356.5 mL를 가해 황산을 3%까지 희석했다. 100oC

에서 3시간 여과하고 뜨거운 물 150 mL로 세척한 뒤 105oC의 오

븐에서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lignin은 침전물의 무게를 시

료의 무게로 나눠서 계산하고, cellulose는 ADF와 lignin의 함량

차이로 계산하였으며, hemicellulose는 ADF와 NDF의 함량차이로

계산하였다. pectin은 Megazyme사의 pectin 측정 kit (pectin

identification kit, Megazyme, Ireland)를 이용해 측정하였으며 검량

곡선은 감귤류에서 추출한 low ester pectin을 표준물로 사용하였다.

유리당 측정

YP와 EYP에 있는 유리당은 LC-20A HPLC (Simadzu, Kyot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olumn으로는 SUPERCOGEL C-

610H (7.8×300 nm; SUPERLCO, Bellefonte, PA, USA)을 사용하

였고, 이동상용매로는 증류수에 인산을 0.1% 혼합한 water를 사

용하였다. column oven 온도 40oC, 주입량 10 μL, 유속 0.5 mL/

min을 유지한 상태에서 45분간 측정하였고, 표준물질은 galacturonic

acid, glucose, fructose, sucrose, arabinose를 사용하였다. 검출기로

는 RID-10A (Shimadzu, Kyoto, Japan)를 사용하였다.

유자과립 제조

EYP를 이용한 기능성 유자과립을 제조하기 위해 농도별로 0%

(I), 5% (II), 10% (III), 15% (IV), 20% (V)와 유자펙틴, 유자즙

분말, 유자올리고당,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유산균 9종(10억마

리 함유) 분말을 각각 과립화 후 배합하여 분말스틱을 제조하였

다. 유자과립의 원료조성은 Table 1에 나타냈으며 5가지 조합으

로 배합하였고, 배합이 완료된 시료에 95% 주정을 결합제로 이

용하여 혼합한 뒤 표준체(ChungGye Sieve Co., Ltd, Seoul,

Korea) 20 mesh에서 균일화시켰다. 50oC에서 6시간 열풍건조시킨

뒤 표준체 20 mesh로 다시 한번 균일화했다. 상업용 시료는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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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gkeundang healthcare Co., Ltd, Seoul, Korea)과 CPB

(Teazen, Haenam, Korea)을 사용하였다.

유자과립의 물리적특성

색도는 Hur과 Kim (2018)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

다. 색차계(Handheld color spectrophotometer 45/0 NS 800,

Shenzhen 3nh Technology Co., Ltd, Shenzhen, China)를 이용해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ΔE (Total color

difference)를 측정하였다. 표준백색판의 색도값은 L=96.39, a= −0.43,

b=1.33 였으며, ΔE=[(L-L0)
2
−(a-a0)

2
−(b−b0)

2]1/2식을 이용해 구하였

다. 당도, pH, 산도는 시료 1 g을 증류수에 10% (v/v)로 용해시킨

후 측정하였다. 당도는 용해시킨 시료를 굴절당도계(Digital hand-

held PAL-1, ATAGO Co., Ltd, Tokyo, Japan)로 측정하였다. pH

는 용해시킨 시료를 pH meter (Benchtop pH Meter, Mettler

Toledo, Columbus, OH, USA)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산도는 용해

된 시료에 1% (v/v) phenolphthalein (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을 2-3방울을 넣은 후 0.1 N NaOH를 이용해 적정

하였다. 흔들었을 때 지시약이 선홍색으로 20-30초간 지속하는

때를 종점으로 하여 NaOH 소비량을 측정한 후 시료의 총 산도

를 citric acid로 환산하였다.

유자과립의 제형 안정성

수분보유력(WHC), 팽윤력(SC)은 Wang 등(2015)의 방법을 일

부 변형하여 조사하였다. 수분보유력은 건조시료 0.5 g을 물 10

mL과 혼합한 뒤(1:20, w/v) 25oC에서 24시간 동안 정치했다. 원

심분리기(Combi 514R, Hanil Scientific Inc. Gimpo, Korea)를 이

용해 4000×g로 15분간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제외한 침전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아래의 식을 이용해 수분보유력을 측정하였으

며, Wdry는 건조시료의 질량, Wwet은 침전물의 질량이다. 유지보

유력은 Zheng과 Li (2018)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건조시료 0.5 g을 올리브유 5 mL과 혼합(1:10, w/v)한 뒤 4oC에서

1시간 동안 정치해 두었다. 그 후 4000×g로 15분간 원심분리하

여 상등액을 제외한 침전물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유지보유력은

아래의 식을 이용해 측정하였고, Wdry는 건조시료의 질량, Wpellet

은 침전물의 질량이다. 팽윤력은 건조시료 0.5 g을 물 10 mL과 혼

합(1:20, w/v)한 뒤 4oC에서 18시간 정치해 두었다. 시료가 차치

하는 부피를 측정한 뒤 아래의 식을 이용해 팽윤력을 계산하였

으며, Vwet은 수화 된 시료의 부피, Vdry는 건조시료의 부피, Wdry

는 건조시료의 질량이다. 용해도 측정은 Cheng 등(2017)의 방법

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0.5 g에 물 10 mL를 넣고 60

rpm으로 60분간 반응시킨 후, 400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시켜

상등액은 버린 후 침전물을 105oC에서 건조시켜 무게를 측정하

였다. 아래의 식을 통해 용해도를 계산하였으며, Wdry는 건조 후

시료의 무게, Wsample은 시료무게를 나타냈다. 유자과립 20 g을 취

하여 입구지름 72 mm, 출구지름 7 mm의 깔대기를 통해 100 mm

아래에 위치한 평판한 유리바닥에 부어 생기는 원뿔모양의 높이

(H)를 지름(R)으로 나눠 측정하였다.

수분보유력(WHC) (g/g)=(Wwet−Wdry)/Wdry

유지보유력(OHC) (g/g)=(Wpellet−Wdry)/Wdry

팽윤력(SC) (mL/g)=(Vwet−Vdry)/Wdry

용해도 (%)=(1−Wdry/Wsample)×100

유자과립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HPLC)

유자과립의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은 narirutin, naringin,

hesperidin, neohesperidin을 측정하였으며 1216 Infinity LC

(Agilent Technologies, Inc., Santa Clara, CA, USA)를 사용하였다.

Column으로는 C18 (Eclipse plus C18, 4.6×250 nm, Zorbax)을 사

용하여 280 nm에서 확인하였고, 시료 주입량은 10 μL, column

oven은 35oC를 유지하였다. 이동상용매로는 MeOH과 acetonitrile

의 1:1 혼합물(A), 증류수에 formic acid를 0.1% 혼합한 water

(B)를 사용하였으며, 유속을 0.5 mL/min을 유지한상태에서 시작

할 때 A: 20, B: 80; 5-10분일 때 A: 40, B: 60; 10-15분일 때

A: 50, B: 50; 15-20분일 때 A: 70, B: 30; 20-25분일때 A: 100,

B: 0으로 25분간 분석하였다. 표준품으로 사용된 narirutin, naringin,

hesperidin, neohesperidin은 ChromaDex (Irvine, CA, USA)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유자과립 DPPH radical 소거활성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Jin 등(2008)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

여 측정하였다. 96-well microplate에 1 mM 1,1-diphenyl-2-

picrylhydrazyl (DPPH) reagent 250 μL와 MeOH 추출한 시료 50

μL을 혼합한 후 37oC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Biotek Epoch. Winooski, VT, USA)를 이용해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아

래의 식을 이용해 계산했으며 표준용액은 ascorbic acid를 사용하

였다.

Radical scavenging activity (%)=(1−Abssample/Abscontrol)×100

유자과립 Tyrosinase 저해활성

Tyrosinase 저해활성측정은 Hwang 등(2012)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0.01 M DOPA (3,4-Dihydroxy-L-phenylalanine)

(Sigma, St. Louis, MO, USA)를 기질로 사용하였다. 0.1 M Na-

Phosphate buffer (pH 7) 100 μL에 mushroom tyrosinase (100 U/

mL) 50 μL와 시료용액 50 μL을 넣고 37°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뒤 0.01 M DOPA 50 μL을 넣고 37°C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465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로는 arbutin을

사용하였으며, tyrosinase 저해활성은 아래의 식을 이용해 시료용

액의 첨가구와 대조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y (%)=(1−Abssample/Abscontrol)×100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 3회 반복 측정한 값을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결과분석은 SPSS 프로그램(v26.0, IBM Company,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산분석(ANOVA)하였으며, 시료

간의 유의성 차이를 검정하기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p<0.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YP 효소처리

예비실험으로 11가지 상업용 효소를 이용해 용해율을 구한 결

과 13.2-51.9%를 나타냈으며, 그중 25% 이상의 용해율을 보이는

5개의 상업용 효소를 선발하였다. YP에 5가지 상업용효소를 반

응시켜 원심분리 후 상등액은 TLC분석하였고(Fig. 1a), 침전물은

무게를 측정해 가용화 정도를 확인(Fig. 1b)하여 용해율이 높은

효소를 선택하였다. 상등액에는 glucose와 fructose가 주를 이루고

있고, sucrose와 소량의 rhamnose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저

분자의 isomaltooligosaccharides와 maltooligosaccharides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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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가용화 수율의 경우 CL로 반응했을 때 48.68%로

가장 높은 가용화 정도를 나타냈고, 다른 효소들과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사용된 CL 효소는 cellulose를 가수분해하는데 효

과적인 효소로 알려져 있으며 루핀의 식이섬유 변형연구에 사용

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Cornfine 등, 2010; Opiz 등,
2013).

YP와 EYP의 미세구조 관찰(FE-SEM)

YP와 EYP의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 사진을 Fig.

2에 나타냈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YP보다는 EYP의 색이 전체

적으로 진해짐을 확인하였으며, FE-SEM으로 보았을 때 EYP의

표면이 균일하지 않고 불규칙하며 다공성의 모습을 띄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EYP는 YP보다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이 뛰어나

기능적으로 우수해졌는데, 이는 입자의 표면적이 커지고 표면이

불균일해지면서 수분보유력이 증가되며 입자의 표면적이 커지면

서 용해성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용성이 향상된 식이섬유

는 담즙산 결합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고되었다(Cadden, 1987;

Cornfine 등, 2010; Lundberg 등, 2014).

일반성분, 식이섬유, 유리당조성

YP와 EYP의 조단백질, 회분, 총 식이섬유(TDF), 불용성식이섬

유(IDF), 수용성식이섬유(SDF), 유리당의 함량을 측정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YP의 조단백질은 10.21%에서 효소처리 후 8.93%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회분의 경우 4.82%에서 4.51%감

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Lee 등(2017a)의 조단백질과 회분 함량

결과와 유사하였다. 총 식이섬유는 효소처리 전과 후가 34.48%,

34.25%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IDF는 17.37%에서 8.81%로 약 50%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SDF는 17.11%에서 25.44%로 증가하는

Fig. 1. Solubilization of yuzu pulp powder using commercial enzymes. (A) TLC analysis of supernatants obtained from enzyme treated (1%)
yuzu pulp (100 mg/mL) at 12 h. (B) Solublization rates were obtained by difference between remaining yuzu pulp weight and crude yuzu pulp
weight. FS, fructose and sucrose; RG rhamnose and glucose; D, Dextrin; IMO, isomaltooligosaccharides series; MO, Maltooligosaccharides
series. 5 commercial enzymes (A-E) are viscozyme (A), CL (B), BG2 (C), 2000P (D) and A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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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였다. 또한 SDF/IDF 비율이 0.98%에서 2.97%로 3배까

지 증가함을 보였다. 효소처리된 식이섬유분말의 수용성이 올라

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호박고구마 효소분해물의 분무건

조 분말 제조 및 물리화학적 품질특성연구에서 효소처리에 의해

호박고구마의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이 증가한다는 보고와 경향

이 유사하였다(Lee 등, 2017b). 효소처리를 통해, 불용성 식이섬

유인 hemicellulose, cellulose, lignin은 70-50%가 감소해서 수용화

되었으며 수용성 식이섬유인 pectin은 거의 감소가 없었다. 유리

당은 대부분 증가되었으며, YP에서 분석되지 않았던 당종류인

galacturonic acid와 arabinose는 EYP에서 각각 1.61 mg/g과 2.91

mg/g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galacturonic acid는 pectin의 구성성분

으로, arabinose는 hemicellulose의 구성성분으로 효소처리로 각각

분해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Kang 등, 2005; Yoon 등,

2003). 설탕의 경우 1.71 mg/g에서 효소처리 한 후 1.20 mg/g으로

유리당 중에서 유일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포도당과 과

당은 각각 19.35 mg/g과 15.48 mg/g으로 증가함을 보여 설탕이 포

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됨을 고려할 수 있었다. 특히 포도당은 약

2배 증가해, 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높았다.

Lee 등(2012)은 CL이 당화합물을 단당류로 분해하는 능력이 높

고 cellulose를 분해하여 포도당을 생산한다고 보고하였다.

유자과립의 물리적 특성

EYP를 농도별로 0% (I), 5% (II), 10% (III), 15% (IV), 20%

(V)를 첨가해 유자펙틴, 올리고당, 유자즙분말, 이소말토, 유산균

등을 배합해 유자과립 5종을 제조한(Table 2) 후 이들의 물리적

특성인 pH, 산도, 당도, 색도를 조사하였다(Table 3). 유자과립의

pH는 3.25-3.28로, 상업용 제품 CPA, CPB의 3.58, 3.66과 유사함

을 보였으며, 한라봉으로 만든 과립의 pH 보다는 약간 높은 수

준이었다(Lee 등, 2014). 유자과립의 산도는 3.42-3.84%로 나타났

고, 산도 1.26%인 상업용 제품 CPA는 보다는 3배 높았으며, 이

는 Kim (2003)이 보고한 유자박분말의 산도 4.6%과는 유사한 수

치다. 상업용 제품과 유자과립의 산도가 차이가 많지만 pH가 비

슷한 이유는 Lee 등(2014)의 보고에 따르면 상업용 제품에 첨가

되는 다양한 부재료들이 완충역할을 한 걸로 판단된다. 유자과립

Fig. 2. Crude or enzyme treated yuzu pulp powder and their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analysis.

(400x) (A) crude yuzu pulp (YP), (B) enzyme treated yuzu pulp
(EYP).

Table 1. Dietary fibers and free sugars composition profiles of crude or enzyme treated yuzu pulp powder

Compound
Crude yuzu pulp powder

(YP)
Enzyme treated yuzu pulp powder

(EYP)

General Compositions
(%)

Crude protein 10.21±0.694)a5) 08.93±0.50b

Ash 04.82±0.34 04.51±0.09

TDF1) 34.48±1.33 34.25±0.64

IDF2) 17.37±0.37a 08.81±1.66b

SDF3) 17.11±0.96b 25.44±1.02a

SDF/IDF 00.98±0.03b 02.97±0.69a

Dietary fiber Compositions
(mg/g DW)

Hemicellulose 61.35±0.55a 20.29±0.60b

Cellulose 47.70±2.30a 20.62±0.97b

Lignin 46.84±0.45a 33.06±0.28b

Pectin 102.89±8.43 99.28±1.20

Free sugars
(mg/g DW)

Galacturonic acid 00.00±0.00b 01.64±0.12a

Glucose 11.00±0.38b 19.35±2.80a

Fructose 13.72±0.37 15.48±1.57

Sucrose 01.71±0.17 01.20±0.12

Arabinose 00.00±0.00b 02.91±0.28a

TDF: Total dietary fiber
IDF: Insoluble dietary fiber
SDF: Soluble dietary fiber
All values are Mean±SD (n=3).
Values within each row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test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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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당도는 8.7-8.9oBrix로 상업용 제품 CPA의 8.6oBrix와 비슷하였

다. 유자박의 당도는 6.1°Brix로 보고되어있으며, 유자과립 제조

시 첨가된 이소말토와 유당이 당도를 높인것으로 여겨진다(Kim,

2003; Park 등, 2017).

유자과립의 밝기(L 값)는 III이 84.85로 가장 밝았으며, 적색(a

값)은 III이 −1.47로 가장 높았다. EYP의 함량에 따른 유자과립

의 밝기와 적색도의 변화 경향이 일정하지 않았다. 황색(b 값)의

경우 I이 21.07로 가장 낮았고, V가 23.71로 가장 진한 황색을 나

타내며, EYP의 첨가량에 비례하여 황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이는 Kim과 Kong (2006)의 유자과피 첨가량 따른 황색도

값 증가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III, IV, V 유자

과립이 상업용 제품과 유사한 pH, 당도를 나타내며 산도가 높고

밝은 황색으로 유자를 연상시키는 색으로 물리적 특성이 우수했다.

제형안정성 측정

EYP를 첨가한 유자과립의 제형안정성은 수분보유력, 유지보유

력, 팽윤력, 용해도, 흐름성을 조사하여 상업용 제품과 비교 분석

하였다(Table 4). 식이섬유의 분해정도와 생리적 기능은 수분보유

Table 2. Manufacture of yuzu granules using EYP

Compositions
Sample (%)

I II III IV V

Yuzu pulp powder (EYP) 0 5 10 15 20

Yuzu pectin 6 5 3 1 0

Yuzu juice powder 10 10 10 10 10

Yuzu oligosaccharide 15 15 15 15 15

Isomalt, Lactose 61 57 54 51 47

Vitamin C 3 3 3 3 3

Probiotics1) 5 5 5 5 5

Total 100 100 100 100 100

Probiotics (1.5 × 1010 cfu/g of 9 kinds of microorganisms (L. plantarum, L. acidophilus, L. casei, L. rhamnosus, L. pentosus, B. breve, B. bifidum,
B. animalis ssp. lactis, L. mesenteroides)

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yuzu granules using EYP

Sample pH
Acidity

(%)
Soluble solids

(oBrix)

Hunter color values

L a b ΔE

I 3.25±0.01d 3.42±0.001)b2) 8.9±0.0a 83.09±0.00c -1.63±0.00cd 17.71±0.00d 21.07±0.00e

II 3.28±0.02cd 3.62±0.03b 8.9±0.0a 83.01±0.00c -1.75±0.00d 18.62±0.00c 21.85±0.00d

III 3.27±0.01cd 3.70±0.18b 8.7±0.0b 84.85±0.00a -1.47±0.00c 21.33±0.00b 23.08±0.00c

IV 3.28±0.01cd 3.84±0.00b 8.7±0.1b 84.43±0.00ab -1.65±0.00d 21.36±0.01b 23.32±0.01bc

V 3.27±0.00cd 3.73±0.02b 8.7±0.1b 84.03±0.00b -1.79±0.00d 21.57±0.00a 23.71±0.00b

CPA
3) 3.58±0.03b 1.26±0.18c 8.6±0.2b 80.32±0.00d -5.65±0.00a 01.22±0.00f 17.09±0.00f

CPB 3.66±0.02a 27.71±0.58a 8.0±0.1c 69.15±0.72e -4.37±0.25b 10.51±0.12e 29.05±0.75a

All values are Mean±SD (n=3).
Values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CP

A
 is commercial product that uses probiotics and CP

B
 is commercial product that uses lemon juice powder.

Table 4. Product stability of yuzu granules using EYP

Samples 
Water holding capacity

(g/g)
Oil holding capacity

(g/g)
Swelling capactiy

(mL/g)
Solubility

(%)
Flowability4)

(Arctano)

I 0.67±0.03d 2.44±0.02a 1.30±0.00d 93.0±0.82b 18.25±0.59c

II 0.74±0.04c 2.41±0.03a 1.60±0.00c 94.0±0.00b 19.89±0.20b

III 0.97±0.04b 2.40±0.01ab 2.00±0.00b 99.0±2.44a 19.92±0.10b

IV 1.07±±0.01a 2.36±0.04bc 2.60±0.00a 90.0±1.63c 20.09±0.38b

V 1.08±0.021)2)a 2.32±0.02c 2.60±0.00a 93.0±0.81b 20.17±0.34b

CPA
3) 0.27±0.01e 1.90±0.04d 1.60±0.00c 95.0±0.82b 17.05±0.12d

CPB 0.04±0.02f 1.58±0.01e 0.00±0.00e 100±0.81a 21.46±0.21a

All values are Mean±SD (n=3).
Values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CP

A
 is commercial product that uses probiotics and CP

B
 is commercial product that uses lemon juic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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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팽윤력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수분보유력은 식이섬유

의 생리적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Lui 등, 2021; Zhang 등, 2005). 본 실험에서 유자과립의 수분보

유력은 I이 0.67 g/g으로 가장 낮았으며, V가 1.08 g/g으로 가장 높

아, EYP가 많이 함유된 유자과립일수록 수분보유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지보유력은 I이 2.44 g/g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

였고, V가 2.32 g/g으로 가장 낮았으며, EYP의 함량이 많은 유자

과립일수록 유지보유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수분보유력과 유지보유력이 서로 상반된다는 Kim (199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팽윤력은 IV, V가 2.6 mL/g으로 가장 높은 값

을 나타냈고, EYP 첨가량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Baenas 등(2020)에 따르면 팽윤력은 가용성 식이섬유 함량과 비

례하여 식이섬유의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고, 더 나아가 포

만감, 장 운동성에 영향을 미친다. 용해도는 III에서 99%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90~94%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III의 용해도는 CPB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흥미롭게도

EYP가 10% 첨가된 III에서 용해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이때

첨가된 올리고당 15%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유된 EYP 10%의

비율이 적절하여 용해도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Choi,

2012). 또한 본 연구에서 제조한 유자과립의 용해도는 Lee 등

(2014)의 연구결과인 한라봉 과립의 용해도보다 높은 경향을 나

타냈다. Hua 등(2020)에 따르면 식이섬유는 용해도가 높을수록

간에서 콜레스테롤 제거를 가속화시킨다. 흐름성은 입사각의 크

기가 작을수록 좋고, 흐름성에 따라 편의성이 증진된다(Shin과

Lee, 2012). 본 실험에서 제조한 유자과립의 흐름성은 V의 입사

각이 가장 높은 20.17으로 흐름성이 좋지 않으며, I의 입사각이

18.25로 가장 작아 흐름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리적 특성

이 좋은 III, IV, V의 유자과립 중, IV 유자과립이 용해도를 제외

한 수분보유력, 유지보유력, 팽윤력, 흐름성에서 가장 양호해 제

형안정성이 가장 높았다.

유자과립의 기능성 플라보노이드 함량(HPLC)

유자의 기능성 성분인 narirutin, naringin, hesperidin, neohesperidin

등 4종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C18 역상 HPLC로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에 나타냈다. 플라보노이드 중 narirutin이 2.23-

3.41 mg/g으로 함량이 높았으며, 유자과립 중에서는 V가 narirutin,

naringin, hesperidin, neohesperidin이 각각 3.41, 1.00, 2.25, 1.02

mg/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났다. 플라보노이드 총량은 I이

5.02 mg/g으로 가장 낮았고, I, II, III, IV, V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V가 7.69 mg/g로 가장 함량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V과 IV가 다

이어트효능이 있는 narirutin과 혈액순환, 모세혈관보호등의 작용

으로 미백효과가 알려진 hesperidin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Kim과 Kim, 2004). 유자의 과육, 씨, 과즙보다 유자박에

naringin과 hesperidin이 많으며(Kim과 Kim, 2004), 12월에 재배한

유자재래종의 naringin은 0.33 mg/g, hesperidin은 0.69 mg/g, 총 플

라보노이드가 6.15 mg/g으로 보고되었다(Moon 등, 2015; Nam 등,

2021). 결과적으로는 유자를 유자차로 섭취하는 대신 유자과립을

통해 유자 식이섬유와 기능성 플라보노이드를 높게 섭취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항산화능 측정 및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

DPPH 소거능으로 유자과립의 항산화능을 측정하였으며, 멜라

닌 생성 효소 tyrosinase의 저해활성을 통해 미백 효능을 측정했

다. 대조구는 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결과로는(Fig. 3a) III,

IV, V가 67.5-68.4%로 높은 항산화능을 보였고 유의적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II, I 순으로 항산화능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Tyrosinase 저해활성(Fig. 3b)에서는 V가 85%로 가장

높은 수준임을 보였으며, II, III, IV가 tyrosinase 저해활성이

82.5%로 2.5 mM ascorbic acid와 유사한 미백효과를 나타냈지만,

I을 제외한 시료들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시료 중

III, IV, V 시료가 항산화능과 미백효과 모두 우수하였으며, 전체

적으로 EYP가 많이 첨가된 과립이 항산화능과 미백효능이 뛰어

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Jin 등(2008)의 유자과피를 첨가함에 따

라 전통주가 높은 항산화능을 가진다는 내용과 유사했다. 유자박

은 유자의 즙이나 씨보다 높은 항산화활성능을 가지고 감귤류의

과피에는 페놀,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C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

다고 보고되어있다(Lee등, 2017a; Park 등, 2008). 본 연구에서 제

조된 유자과립은 EYP함량이 높을수록 총 페놀, 플라보이드의 함

량이 높아지며 항산화능과 tyrosinase 저해 활성이 증가되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유자박분말(YP)에 효소처리하여 불용성 식이섬

유를 수용성 식이섬유로 전환시키고, 효소처리한 유자박분말(EYP)

을 이용하여 유자과립을 제조 후 이의 이화학적특성, 제형안정성

과 기능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유자박분말에 CL을 처리할때

48.68%로 가장 우수한 가용화정도를 나타냈다. FE-SEM으로 YP

와 EYP의 미세구조 관찰결과 효소처리 후 표면 불규칙하고 다

공성이 됨을 확인하였다. YP에서 EYP로 변함에 따라 총 식이섬

유의 함량은 비슷하지만 SDF는 1.5배 증가하였고, IDF는 2배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SDF/IDF는 3배 증가하였다. 식이섬유

의 구성성분인 hemicellulose는 3배 감소하였고, cellulose는 2.5배

감소하였다. 유리당은 YP에서 galacturonic acid와 arabinose가 없

었으나 효소처리 후 각각 1.64, 2.91 mg/g DW 생성되었다. 효소

Table 5. Flavonoid contents of Yuzu granules by HPLC

Sample
Narirutin Naringin Hesperidin Neohesperidin Total

(mg/g)

I 2.23±0.231)c2) 0.68±0.01c 1.48±0.12b 0.63±0.04c 5.02±0.40c

II 2.46±0.12bc 0.75±0.04bc 1.65±0.09b 0.70±0.08c 5.56±0.33bc

III 2.81±0.34b 0.84±0.02b 1.86±0.14ab 0.82±0.01b 6.33±0.51b

IV 3.36±0.25a 1.00±0.09a 2.23±0.31a 1.00±0.02a 7.60±0.67a

V 3.41±0.31a 1.00±0.08a 2.25±0.42a 1.02±0.09a 7.69±0.90a

All values are Mean±SD (n=3).
Values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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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에 따라 설탕은 30% 감소하였으며, 포도당은 2배 증가함을

보였다. EYP를 이용하여 5가지 유자과립을 제조하였고, 이화학

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유자과립의 pH는 3.25-

3.28, 산도는 3.42-3.84%, 당도는 8.7-8.9oBrix를 나타냈다. 색도는

Ⅴ의 황색이 21.57로 가장 높았으며, EYP의 함량에 비례해 황색

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제형안정성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5% EYP를 함유한 Ⅳ가

용해도를 제외한 수분보유력, 유지보유력, 팽윤력, 흐름성에서 각

각 1.07, 2.36, 2.60 g/g, 20.09 Arctano으로 제형안정성이 우수하였

다.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narirutin, naringin, hesperidin, neohesperidin

을 측정하였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EYP의 함량에 따라 증

가하여 IV (15% EYP)와 V (20% EYP)가 7.69 mg/g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항산화능과 tyrosinase저해활성능은 IV에서

각각 68.4, 82.5%로 우수함을 보여, 전체적으로 유자박이 많이 첨

가된 과립이 항산화능과 미백효능이 뛰어났다. 본 연구의 데이터

를 종합적으로 볼 때 유자박분말에 효소처리를 통해 수용성이 높

아지는 유자박분말을 생산하였고, 이를 이용해 제조한 유자과립

은 기능성식품으로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능성물질을 포함한 제품 개

발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본 연구에서 제조한 유자과립은

naringin, narirutin, hesperidin, neohesperidin 등의 기능성 플라보노

이드, 식이섬유,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어 산업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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