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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ee different granule powders of Citrus Hallabong were prepared with different ratios of fresh juice 
and citric acid (J10C3=10.0:3.08, J08C4=8.75:4.33, J07C5=7.5:5.58) at fixed quantities of juice powder (70%), pressed 
cake powder (10%), and additives (6.92%), and their physicochemical properties were measured and compared with 
targeted commercial product (CP). The moisture content of Hallabong granules (HG) was 5.08∼5.44% (w/w), which 
was two times higher than that of CP. Titratable acidities increased with higher citric acid content and were 1.7∼2.3 
times lower in HG compared to that of CP. Soluble solids of HG increased with higher citrus juice content (90∼98°Brix) 
and were slightly lower than that of CP. Vitamin C contents of HG increased with higher citrus juice content and 
were 5.8∼7.6 times lower than that of CP. In terms of color difference, L and b values of HG were higher while 
a value was lower than those of CP. Bulk and compaction densities of HG were 0.541∼0.660 g/mL and 0.561∼0.689 
g/mL, respectively and were similar to those of CP. Water solubility and swelling capacity were 66.6∼72.0% and 
3.84∼6.40 g/g, respectively, and were similar to those of CP. Hygroscopicity of HG after an hour of elapsed time 
was 1.6∼1.8 times higher than that of CP. Sensory evaluation test showed that color, sweetness, and overall acceptance 
of HG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CP, whereas flavor and bitterness of HG were lower than those 
of CP. In conclusion, convenient food granules could be made with Citrus Hallabong juice and pressed cake, which 
is similar to the commercial product.

Key words: Citrus Hallabong, granule, physicochemical property, flow property

Received 30 December 2013; Accepted 12 February 2014
†Corresponding author. 
E-mail: sblim@jejunu.ac.kr, Phone: +82-64-754-2136

서   론

한라봉 감귤은 본래 1973년 일본농림수산성 과수시험장

에서 청견(Citrus unshiu×Citrus sinensis)에 폰칸(Citrus 

reticulata)을 교배하여 육성된 교잡종으로 부지화라고 부른

다(1). 제주에는 1991년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일본 사가

현 과수육종품종센터에서 접수를 도입하여 재배하기 시작

하였으며, ‘한라봉’이라는 명칭은 과실 모양이 한라산 백록

담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라봉의 과형은 도란

형(倒卵刑)∼편구형(扁球刑)으로 과형지수는 100∼120으

로서 만다린 타입의 과(중량 250∼300 g)에 속하고 과실

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12.5∼15.8°Brix로 다른 감귤 품

종보다 높은 편이고 박피가 용이하고 독특한 향기가 있다

(2,3). 한라봉 감귤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1988년에 134 

ha와 841톤에서 2012년에는 1,362 ha와 41,451톤으로 크

게 증가하였는데(4), 이는 한라봉 감귤의 맛과 향이 뛰어나 

소비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한라봉 감귤의 과

잉생산으로 생과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생과의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부 과잉생산 되는 한라봉 감귤

을 가공 제품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라봉 감귤에 한 연구로는 한라봉 감귤의 향기 성분 

분석 및 관능평가(2), 가온 재배한 한라봉 감귤의 성분 분석

(3), 가온 재배한 한라봉 감귤의 품질특성(5) 등이 있으나 

한라봉 감귤의 가공 제품화에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한라봉 가공 제품은 ‘한라봉차’(액상차), 

한라봉 분말을 첨가한 초콜릿 제품 등이 상품화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연구 없이 중소업체의 경험적인 방법들에 의존하

여 제품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한라봉의 주산지인 구마

모토의 경우 비상품 한라봉을 이용한 제빵류, 제과류, 주스

류, 간장 제품 등 다양하게 지역특화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

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6).

한편 한라봉 감귤의 과육에는 나리루틴(narirutin), 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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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xing ratio (%) of Hallabong granules
        Sample name J10C3 J08C4 J07C5

Fluidized bed dried juice powder
Freeze dried press cake powder
Fresh juice
Citric acid
Additives1)

Total

70.0
10.0
10.0
3.08
6.92
100

70.0
10.0
8.75
4.33
6.92
100

70.0
10.0
7.50
5.58
6.92
100

1)Xylitol (4.62%), vitamin C (2.0%), collagen (0.13%), calcium
pantothenate (0.07%), vitamin E (0.07%), vitamin B2 (0.03%).

페리딘(hesperidin) 등 기능성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많아 

식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높다(3). 특히 

생과로서 비상품용 한라봉 감귤(소형과, 결점과 등 규격 외 

품)을 건조하여 분말 과립화하면 간편 편의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건조 분말은 주로 동결건조법과 유동층 건조법에 

의해서 제조할 수 있다. 

동결건조법은 냉동된 재료로부터 승화에 의해 수분이 제

거되는 공정으로써 최소한의 부피 감소로 본래 제품의 형태

와 구조를 유지할 수 있으며 품질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7,8). 그러나 동결건조법은 건조 제품의 

제조에 있어서 에너지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유동층 건조법은 물질전달과 열전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정으로써 가열 공기가 유동층 건조기에 보내

지면 시료 입자가 다공판에서 가열 공기에 의해 부유되면서 

건조되는 공정이다. 열전달과 물질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

어지고 다공판 위에서 시료의 혼합이 균일하게 이루어지며, 

에너지 경제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7,8). 유동층 건

조법도 영양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온에서 건조 속도

를 증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건조 분말을 제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분과 의약품 산업에서도 널리 이

용되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한라봉 감귤을 착즙하여 주스와 착즙박으

로 분리한 후 동결건조와 유동층 건조하여 분말을 제조하였

으며, 여기에 첨가물을 첨가하여 과립 시제품을 제조한 후 

과립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유동성을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한라봉 감귤 주스와 착즙박의 건조 분말 제조

한라봉 감귤 주스와 착즙박은 제주도내 감귤농가에서 채

취한 한라봉 감귤을 세척한 후 착즙기(#HCM-12,500, pul-

verization-screw press type juice extractor, Hansung 

Pulverizing Machine Co., Ltd.,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한라봉 감귤 주스 분말은 한라봉 감귤 주스 10 

g과 anhydrous dextrose(Daesang Co., Seoul, Korea) 90 

g을 혼합한 후 유동층 건조기(Jeil Machine Co., Ltd., 

Gyeonggi, Korea)로 40°C에서 8분간 건조하였고, 착즙박 

분말은 착즙박을 -70±1°C에서 급속 동결 후 동결건조기

(PVTFD101A; Hucom Systems, Gwacheon, Korea)에서 

72시간 동안 동결건조 하였으며, 가정용 믹서기(HR1396, 

Philips Co., Istanbul, Turkey)로 분쇄하여 분말을 제조하

였다. 특히 감귤 주스인 경우는 소량의 액체인 주스에 다량

의 고체인 anhydrous dextrose를 첨가한 경우이므로 동결

건조 신 산업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유동층 건조법을 

사용하였으며, 착즙박은 기능성 성분의 파과를 방지할 목적

으로 동결건조법을 사용하였다.

한라봉 감귤 분말 과립 시제품의 제조

한라봉 감귤 주스 분말과 착즙박 분말을 이용하여 Table 

1과 같은 배합 비율로 세 가지 형태의 과립 시제품을 제조하

였다. 즉 예비실험 결과에 의거하여 먼저 동일 양의 주스 

분말(70%)과 착즙박 분말(10%)을 혼합한 후 여기에 동일 

양의 첨가물(6.92%)(자일리톨 4.62%(Roquette, Merville, 

France), 비타민 C 2.0%(HEBEI Welcome Pharmaceutical 

Co., Ltd., Shijiazhuang, China), collagen 0.13%(C&A 

Biotech, Chungbuk, Korea), calcium pantothenate 0.07 

%(BASF AG, Ludwigshafen, German), vitamin E 0.07% 

(HEBEI Welcome Pharmaceutical Co., Ltd.), vitamin B2 

0.03%(BASF AG))을 가하였다. 여기에 한라봉 감귤 주스와 

구연산(Jungbunzlauer Austria AG, Vienna, Austria)을 총 

10.08% 가하였는데, 각각의 비율은 시제품 J10C3이 10.0%, 

3.08%이었고 시제품 J08C4가 8.75%, 4.33%이었으며, 시

제품 J07C5가 7.50%, 5.58%이었다.

이 혼합물은 90%가 고체이고 10%가 액체이므로 동결건

조보다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40°C에서 12시간 동안 열풍건

조 하였으며 그 후 가정용 믹서기(HR1396, Philips Co.)로 

분쇄하였고 표준체(Chunggyesanggongsa, Seoul, Korea)

를 사용하여 입자 크기가 100 mesh 이하인 것을 실험재료로 

하였다. 한편 조구로는 시판되고 있는 미립상 비타민 C 

산재인 L제품(Kyungnam Pharm. Co., Ltd., Seoul, Korea)

을 마트에서 구입한 후 한라봉 감귤 과립 시제품의 입자 크기

와 마찬가지로 100 mesh 이하인 것을 비교용 시료로 하였다.

수분 함량, 적정산도, pH, 당도 측정

수분 함량은 105°C 상압 가열 건조법으로 측정하였다. 

적정산도는 시료 1 g을 증류수 100 mL에 용해한 후 페놀프

탈레인 0.5 mL를 첨가한 다음 0.1 N NaOH 용액으로 적정

하여 측정하였다(9). pH는 시료 1 g을 증류수 10 mL에 용해

한 후 pH 미터(SevenEasy, Mettler Toledo, Greifensee, 

Switzerland)로 측정하였다. 당도는 시료 5 g을 증류수 45 

mL에 용해한 후 굴절당도계(0~32%, Atago, Tokyo, Japan)

로 측정한 후 희석 배수를 곱하였다.

비타민 C 함량 측정

비타민 C 함량은 먼저 시료 0.5 g에 6% meta-p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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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isture content, titratable acidity, pH, soluble-solids, and vitamin C contents of Hallabong granules
Sample name Moisture content (%) Titratable acidity (%) pH Soluble solids (°Brix) Vitamin C (g/100 g)

J10C3
J08C4
J07C5
CP1)

5.44±0.63b2)

5.08±0.31b

5.13±0.15b

2.39±0.35a

 4.35±0.04a

 4.73±0.02b

 5.88±0.03c

10.32±0.15d

2.70±0.02b

2.57±0.01a

2.54±0.02a

2.59±0.02a

 98±0.7c

 94±0.9b

 90±0.8a

100±0.5d

1.60±0.01c

1.52±0.02b

1.22±0.01a

9.31±0.62d

1)CP: commercial product. 2)Mean±SD (n=3).
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horic solution 50 mL를 첨가한 후 균질화하였고 4°C에서 

10분간 6,000×g로 원심분리 하였다. 그 후 상층액을 회수

하여 0.45 μm syringe filter(Toyo Roshi Kaisha, Ltd., 

Tokyo, Japan)로 여과한 후(10), HPLC(Waters 2695, 

Milford, MA, USA)로 분석하였다. 분석 칼럼은 μBondapakTM 

NH2(3.9×300 mm, 10 μm, Waters, Wexford, Ireland)이

었고, 이동상은 5 mM KH2PO4(pH 4.6)와 acetonitrile 

(30:70)로 유속은 1 mL/min이었고, 검출기는 UV로 분석 

파장은 254 nm이었고, 시료 주입량은 10 μL이었다(11).

색도 측정

색도는 색차계(CR-300 Series, Minolta Co., Osaka, 

Japan)를 이용하여 명도 L, 적녹도 a, 황청도 b로 나타내었

다(12). Total color difference(ΔE)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

하였다. 여기서 표준 색도는 각각 L0 96.98, a0 0.19, b0 1.95

이었다.

△E =      

겉보기 밀도 측정

겉보기 밀도(bulk density)는 시료의 질량과 부피로부터 

계산하였다(13,14). 시료의 부피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

다. 즉 화학저울(Type AX 200, Shimadzu Co., Kyoto, 

Japan)에 100 mL 메스실린더를 놓은 후 영점을 맞추었고, 

저울 옆에 스탠드를 설치하고 깔때기(75 mm×140 mm)를 

고정시켰다. 과립 약 15 g을 깔때기에 천천히 부은 후 천천

히 흘러내려 100 mL 메스실린더에 쌓이면 실린더의 눈금을 

읽어 부피로 하였고, 질량을 읽은 후 질량과 부피의 비로 

겉보기 밀도를 나타내었다.

다짐 밀도와 Hausner ratio 측정

겉보기 밀도 측정에서 시료가 담긴 100 mL 메스실린더를 

Recipro Shaker(RS-1, Jeio Tec, Daejeon, Korea)를 이

용하여 300×g에서 1분간 진동시킨 후 실린더의 눈금을 읽

고 질량과 부피의 비로 다짐 밀도(compaction density)를 

계산하였으며, Hausner ratio는 다짐 밀도와 겉보기 밀도의 

비로 나타내었다(13,14).

용해도와 팽윤력 측정

용해도(solubility)와 팽윤력은 Dubois 등(15)과 Leach 

등(16)의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시료 0.1 g과 증류수 10 

mL를 50 mL 코니컬 튜브에 넣고 균일하게 혼합한 후 60°C 

항온수조에서 30분간 방치한 다음 3분간 냉각하여 5,0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과 침전물을 분리하였

다. 용해도는 회수된 상층액을 105°C에서 3시간 동안 건조

한 후 건조 무게로부터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고, 팽윤력은 

침전물의 무게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용해도(%)=(B/A)×100

여기서, A는 시료의 무게(g), B는 건조된 상층액의 무게(g)

Swelling capacity(g/g)=[C/{A×(100-solubility)}]×100

여기서, A는 시료의 무게(g), C는 침전물의 무게(g)

흡습성 측정

흡습성(hygroscopicity)은 Chung 등(17)의 방법으로 측

정하였다. 시료 0.5 g을 가습된 컨테이너에 넣고 20°C 배양

기에 놓았다. 과립의 무게는 배양기에 넣기 전에 초기 무게

를 측정한 후, 배양기에 넣어 7시간 동안 매시간 측정하였으

며, 시료의 흡습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흡습성(%)={(A-B)/B}×100

여기서, A는 일정시간 후 시료의 무게(g), B는 초기 시료의 

무게(g)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식품생명공학과 학부생으로 구성된 20명의 

패널을 상으로 한라봉 감귤 과립 시제품(J10C3, J08C4, 

J07C5)과 시판 제품(CP)에 하여 5점 기호척도법(1점: 매

우 싫음, 5점: 매우 좋음)으로 평가되었다. 이때의 평가 항목

은 색도(color), 풍미(flavor), 단맛(sweetness), 쓴맛(bit-

terness) 및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이었다.

통계 분석

실험결과에 한 통계처리는 통계패키지 SPSS(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으며, 시

료 간 유의성 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유의수준 P<0.05에서 이루어졌다.

결과 및 고찰

수분, 적정산도, 당도, 비타민 C 함량

한라봉 감귤 과립 시제품의 수분, 적정산도, pH, 당도, 비

타민 C 함량은 Table 2와 같다. 수분 함량은 5.08~5.4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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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lor of Hallabong granules
Sample
name

Color value
L a b ΔE

J10C3
J08C4
J07C5
CP1)

92.75±0.55d2)

92.10±0.03bc

91.55±0.21ab

90.82±0.59a

-6.17±0.19b

-6.92±0.14a

-7.22±0.12a

-0.17±0.20d

45.42±0.84b

47.35±0.51c

48.68±0.58d

43.86±0.32a

44.1±0.9b

46.1±0.5c

47.6±0.6d

42.4±0.4a

1)CP: commercial product.
2)Mean±SD (n=3).
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

ferent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4. Flow properties of Hallabong granules
Sample
name

Bulk density
(g/mL)

Compaction 
density (g/mL)

Hausner 
ratio

J10C3
J08C4
J07C5
CP1)

 0.541±0.005a2)

0.580±0.002b

0.660±0.013c

0.549±0.003a

0.561±0.005a

0.603±0.002b

0.689±0.014c

0.616±0.009b

1.037±0.000a

1.040±0.000b

1.045±0.001c

1.121±0.021d

1)CP: commercial product.
2)Mean±SD (n=3).
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

ferent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서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조구인 시판 제품

(CP)의 2.39%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적정산도는 J10C3, 

J08C4, J07C5가 각각 4.35%, 4.73%, 5.88%로서 구연산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시판 제품에 

비해 약 1.7~2.3배 낮은 수준을 보였다. pH는 2.54~2.70으

로 시판 제품의 2.59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는데, 시판 제

품의 적정산도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pH가 시제품과 유사한 

것은 시판 제품의 부재료들에 의한 완충 효과에 기인한 것으

로 추정되었다. 당도는 J10C3, J08C4, J07C5가 각각 98, 

94, 90°Brix로 한라봉 감귤 주스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시판 제품에 비하여 약 2~10°Brix 낮

은 값을 보였다.

한라봉 감귤 과립 시제품의 비타민 C 함량은 J10C3, 

J08C4, J07C5가 각각 1.60, 1.52, 1.22 g/100 g으로 한라

봉 감귤 주스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높았으며, 시판 제품의 

비타민 C 함량인 9.31 g/100 g에 비하여 약 5.8~7.6배 낮았

는데, 이러한 결과는 시판 제품은 외부에서 비타민을 다량 

첨가하여 제조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한라봉 감귤 과립 

시제품에서 비타민 C 함량이 낮은 이유는 과립 분말 제조 

시 열풍 건조 공정에서 비타민 C의 산화에 의해 일부가 손실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18).

색도

한라봉 감귤 과립 시제품의 색도는 Table 3과 같다. 색도 

중 L값은 J10C3, J08C4, J07C5가 각각 92.75, 92.10, 

91.55로 한라봉 감귤 주스의 첨가량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한라봉 감귤 주스를 7.50% 첨가한 시제품인 J07C5의 경우 

시판 제품(CP)과 유사하였다. 색도 중 a값도 J10C3, J08C4, 

J07C5가 각각 -6.17, -6.92, -7.22로 한라봉 감귤 주스의 

첨가량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시판 제품의 -0.17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았다. b값은 J10C3, J08C4, J07C5가 각각 

45.42, 47.35, 48.68로 한라봉 감귤 주스의 첨가량이 높을

수록 낮았으며, 시판 제품의 43.86에 비하여 모두 유의적으

로 높았다. 따라서 한라봉 감귤 과립 시제품은 시판 제품에 

비하여 L값과 b값에서는 높았지만 a값은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라봉 감귤 과립 시제품이 시판 제품에 비하여 약간 

더 밝고 좀 더 녹색이며 약간 더 노란색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였다. 일반적으로 식품에서 L값과 a값은 갈변도의 평

가에 이용되는데(19), 한라봉 감귤 과립 시제품의 높은 L값

과 낮은 a값은 시판 제품에 비하여 갈변이 덜 되었음을 의미

하였다.

겉보기 밀도, 다짐 밀도, Hausner ratio

과립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으로서 겉보기 밀도(bulk den-

sity), 다짐 밀도(compaction density), Hausner ratio로 

표되는 유동성은 분말의 가공, 저장, 운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중요하다(20). 한라봉 감귤 

과립 시제품의 겉보기 밀도, 다짐 밀도, Hausner ratio는 

Table 4와 같다. 겉보기 밀도는 J10C3, J08C4, J07C5가 

각각 0.541, 0.580, 0.660 g/mL로 한라봉 감귤 주스의 첨가

량이 높을수록 감소하였으며, 한라봉 감귤 주스를 10% 첨가

하여 제조한 시제품인 J10C3은 시판 제품(CP)의 0.549 g/ 

mL와 유사하였다. 과립의 겉보기 밀도는 각 입자들의 크기

와 표면 특성을 나타내며, 특히 고형분 함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13), 본 연구에서도 구연산의 첨가

량이 많을수록 과립의 겉보기 밀도가 높았다. Peleg(13)에 

의하면 부분의 식품 분말의 겉보기 밀도는 0.3~0.8 g/mL

라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한라봉 감귤 과립의 겉보

기 밀도는 이 범위에 들어 있었다.

한라봉 감귤 과립 시제품의 다짐 밀도는 J10C3, J08C4, 

J07C5가 각각 0.561, 0.603, 0.689 g/mL로 구연산 첨가량

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구연산을 4.33 

% 첨가한 시제품인 J08C4의 경우 시판 제품의 0.616 g/mL

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한라봉 감귤 과립 시제

품의 Hausner ratio는 1.037~1.045로 시료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었으며, 시판 제품의 1.121에 비하여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Hausner ratio는 유동성을 나타

내는 지표로서, 한라봉 감귤 과립 시제품이 시판 제품에 비

하여 유동성이 다소 낮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용해도와 팽윤력

한라봉 감귤 과립 시제품의 물에 한 용해도(water sol-

ubility)와 팽윤력(swelling capacity)은 Table 5와 같다. 물

에 한 용해도는 J10C3, J08C4, J07C5가 각각 72.0%, 

66.7%, 66.6%로 한라봉 감귤 주스를 10% 첨가한 시제품인 

J10C3은 8.75%와 7.50%를 첨가한 시제품인 J08C4와 J07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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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Water solubility and swelling capacity of Hallabong 
granules

Sample name Water solubility
(%)

Swelling capacity
(g/g)

J10C3
J08C4
J07C5
CP1)

 72.0±2.7b2)

66.7±0.3a

66.6±2.3a

75.6±1.5b

3.84±0.48a

5.42±0.56b

6.40±0.30c

3.47±0.68a

1)CP: commercial product.
2)Mean±SD (n=3).
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

ferent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6. Sensory attributes of Hallabong granules
Sample name Color Flavor Sweetness Bitterness Overall acceptance

J10C3
J08C4
J07C5
CP1)

 3.57±0.75a2)

3.52±0.68a

3.43±1.01a

3.33±1.11a

2.29±0.85a

2.38±0.97a

2.49±1.72a

3.29±1.31b

3.43±0.87a

3.38±0.92a

3.16±0.96a

2.86±1.06a

2.86±1.01a

2.81±0.87a

3.05±1.86a

3.95±0.86b

3.00±1.00a

3.00±0.84a

3.21±0.71a

3.52±0.93a

1)CP: commercial product.
2)Mean±SD (n=3) and five point hedonic scale (1: dislike extremely, 5: like extremely).
a,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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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ygroscopicity of Hallabong granules over elapsed time.
CP: commercial product.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이 한라봉 감귤 주스의 첨

가량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은 이유는 한라봉 감귤 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당 성분이 흡습성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21). 한편 시판 제품(CP)의 물에 한 용해도는 

75.6%로 한라봉 감귤 주스를 10% 첨가한 시제품인 J10C3

과 유사하였다.

한라봉 감귤 과립 시제품의 물에 의한 팽윤력은 J10C3, 

J08C4, J07C5가 각각 3.84, 5.42, 6.40 g/g으로 한라봉 감

귤 주스의 첨가량이 낮을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한

라봉 감귤 주스를 10% 첨가한 시제품인 J10C3은 시판 제품

(CP)과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

(20)은 한라봉 감귤 생과 분말에 함유되어 있는 당 성분이 

먼저 수분에 용해된 다음 감귤박 분말에 함유되어 있는 불용

성 성분이 흡습된 수분에 의해 팽윤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시판 제품보다 시제품의 팽윤력이 높

은 것은 한라봉 감귤박 분말에 함유되어 있는 불용성 성분에 

의해 팽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흡습성

한라봉 감귤 과립 시제품의 시간 경과에 따른 흡습성

(hygroscopicity)은 Fig. 1과 같다. 시제품의 흡습성은 

J10C3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 J08C4와 J07C5 순으로 한라

봉 감귤 주스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

데, 이는 수분 흡수력이 높은 당 성분이 각각 98, 94, 

90°Brix로 한라봉 감귤 주스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당 성분

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시

판 제품(CP)과 비교하여 볼 때 한라봉 감귤 주스를 10%와 

8.75% 첨가한 시제품인 J10C3과 J08C4는 흡습성이 높은 

반면, 한라봉 감귤 주스를 7.50% 첨가한 시제품인 J07C5는 

시판 제품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시간 경과 후 

흡습량은 J10C3과 J08C4는 각각 30.1%와 27.1%로 시판 

제품의 16.8%에 비하여 1.8배와 1.6배 높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제조한 시제품에는 다공질의 동결건조 착즙박이 

10% 함유되어 있어서 수분과 맞닿으면 수분이 구멍에 흡착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흡습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22). 결국 시판 제품과 같은 제품 유형인 한라봉 감귤 과립 

시제품은 물에 타먹는 형태가 아니고 직접 섭취할 수 있는 

분말 형태의 과립이기 때문에 유동성과 흡습성은 용해도와 

팽윤력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관능검사

한라봉 감귤 과립 시제품의 색도(color), 풍미(flavor), 단

맛(sweetness), 쓴맛(bitterness) 및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에 한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한라

봉 감귤 과립 시제품(J10C3, J08C4, J07C5)의 세 가지 시료 

간에는 색도, 풍미, 단맛, 쓴맛은 물론 전체적 기호도에 있어

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판 제품과 

비교하여 볼 때 시제품은 색, 단맛, 전체적인 기호도에 있어

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향과 쓴맛에 있어

서는 시판 제품보다 시제품이 유의적으로 기호도가 낮았는

데, 이는 한라봉 고유의 향이 과립제조 단계의 열풍건조 과

정 중 소실되었으며, 또한 시제품에는 한라봉 착즙박이 함유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체적으로 관능검

사 결과 표준편차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관능검사 요원들

의 개별적인 기호도에 있어서 차이가 큼을 의미하였다.

한편 시판 제품에 한 성분조성이나 제조공정에 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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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제품과 특성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시판되고 있는 제품 중 본 연구에

서 목적으로 하는 제품과 다소 유사한 타깃 제품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라봉 감귤 유동층 건조 주스 분말과 동결건

조 착즙박 분말을 주원료로 하고 여기에 첨가물을 혼합하여 

열풍건조한 한라봉 감귤의 과립 분말은 시판 제품과는 달리 

감귤 주스 유래의 천연 비타민과 감귤 착즙박 유래의 천연 

기능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형태적

으로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립 타입의 제품화가 가능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요   약

한라봉 감귤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다양화 방안으로 감귤을 

건조한 후 분말 과립화하여 간편 편의식품을 제조하기 위하

여, 한라봉 감귤 주스 분말 70%, 착즙박 분말 10%, 첨가물 

6.92%로 고정하였고, 한라봉 감귤 주스와 구연산의 비율

(J10C3=10.0:3.08, J08C4=8.75:4.33, J07C5=7.5:5.58)

을 달리하여 세 가지 과립을 제조한 후 물리화학적 특성과 

유동성을 측정하여 시판 제품과 비교하였다. 수분 함량은 

5.08~5.44%로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조구

인 시판 제품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적정산도는 4.35~ 

5.88%로 구연산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으며, 시판 제품에 비해 약 1.7~2.3배 낮았다. 당도는 

90~98°Brix로 감귤 주스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시판 제품에 비하여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 

비타민 C 함량은 1.22~1.60 g/100 g으로 감귤 주스의 첨가

량이 많을수록 높았으며, 시판 제품에 비하여 약 5.8~7.6배 

낮았다. 색도는 시판 제품에 비하여 L값과 b값에서는 높았

지만 a값은 낮았다. 겉보기 밀도는 0.541~0.660 g/mL로 

한라봉 감귤 주스의 첨가량이 높을수록 감소하였으며, 시판 

제품과 유사하였다. 다짐 밀도는 0.561~0.689 g/mL로 구

연산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시판 제품과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물에 한 용해도는 66.6~72.0%이

었고, 물에 의한 팽윤력은 3.84~6.40 g/g으로 시판 제품과 

유사하였다. 한 시간 경과 후 흡습량은 시판 제품에 비하여 

1.6~1.8배 높았다. 관능검사 결과 시제품은 색, 단맛, 전체

적인 기호도에 있어서는 시판 제품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지만, 향과 쓴맛에 있어서는 유의적으로 기호도가 

낮았다. 결론적으로 한라봉 감귤 유동층 건조 주스 분말과 

동결건조 착즙박 분말을 이용하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립 타입의 유사한 제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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