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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utritional components of astringent persimmons according to growing region (five different regions) 
and cultivar (Daebong and Bansi) were analyzed. The analyzed nutritional components were proximate compositions, 
insoluble and soluble dietary fibers, vitamin C, carotenes (β-carotene and lycopene), free sugars (glucose, fructose, 
and sucrose), sugar alcohols (xylitol, sorbitol, and mannitol), minerals (Na, Mg, K, Ca, Mn, Fe, and Zn), organic 
acids (tartaric acid, malic acid, citric acid, and succinic acid), tannic acid, total phenolic compounds, and flavonoids. 
Daebong and Bansi, which are representative cultivars of astringent persimmons grown in Korea, exhibi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nutritional components. Insoluble dietary fibers, β-carotene, fructose, sucrose, mannitol, potassium, malic 
acid, succinic acid, and total phenolic compounds were present at higher levels in Daebong as compared to Bansi. 
On the other hand, Bansi was rich in moisture, crude protein, vitamin C, Ca, Mn, tartaric acid, and flavonoids. Nutritional 
components were highly influenced by growing region. Daebong grown in region A was greater in β-carotene, sorbitol, 
mannitol, zinc, and total phenolic compounds among the all other tested persimmons grown in five different regions. 
The crude protein, Na, Ca, Mn, tartaric acid, and flavonoids were highest in Bansi grown in 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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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감(Diospyros kaki)은 동양이 원산지인 과실로 한국, 일

본, 중국 등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으며 아열대부터 온대에 

이르기까지 넒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후 풍

토에 적합하여 일부 산간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어디서나 널

리 재배되고 있다(1,2). 감은 떫은감과 단감으로 분류되며 

떫은감에는 고종시, 반시, 사곡시, 분시, 월하시, 대봉시 등

이 있고, 단감에는 부유시, 차란시, 선사환, 부사시, 평무핵, 

의문시 등이 있다(3). 단감은 주로 생과로 소비되고 있으며 

떫은감은 식용으로 이용하기 전에 탈삽처리로 떫은맛을 제

거한 후 생과로 소비하거나 건시를 만들어 소비되고 있다

(4). 떫은감 이용률은 곶감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연시, 

감식초이며, 최근에는 곶감과는 달리 절단하여 건조한 감말

랭이로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5). 떫은감 중 국내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종은 갑주백목(대봉감)과 반

시이다. 대봉감은 떫은감 품종 중 하나로 예로부터 대봉시, 

대알감, 장두감으로 불렀으며 과실의 무게가 250 g인 대과

종으로 전남 영암, 광양, 장성, 경남하동과 진주 등에 주산지

가 형성되어 있다(4). 반시 역시 떫은감 품종 중 하나로 육질

이 연하고 씨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곶감, 말랭이 등의 

가공제품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경북 청도와 상주 등에 

주산지를 형성하고 있다(5). 

감은 영양가치가 매우 높은 과일 중의 하나로 주성분은 

탄수화물로서 포도당과 과당의 함유량이 많으며 단감과 떫

은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감은 비타민 C 함량

이 사과에 비하여 4~5배 높으며 무기질과 비타민 A, 비타민 

B1, 판토텐산, 엽산 등이 풍부한 알칼리 식품으로 알려져 있

다(6). 감에는 gallic acid, catechin, epigallocatechin gal-

late 등과 같은 기능성 페놀화합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dispyrin이라는 떫은맛을 내는 수용성 탄닌 성분을 함유하

고 있어 조직의 손상방지, 노화방지,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8). 

감에 대한 주요 연구는 감 과실의 떫은맛을 제거하기 위한 

탈삽에 관한 연구(9), 감의 항산화 및 항암 활성에 대한 연구

(1,10), 다양한 감 가공제품으로의 개발 연구(2,5,6)가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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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단감과 떫은감에 대한 영양

성분에 대한 연구(11-13)는 진행되어 왔으며 국내에서 생

산되는 떫은감의 대표적인 두 가지 품종인 대봉감과 반시의 

영양성분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두 품

종의 영양성분들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단일지역에서의 생산된 떫은감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으나 여러 재배지역별 영양성분 특성에 대한 

비교 연구 역시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떫은감의 대표적인 품종인 대봉감

과 반시의 일반성분 및 영양성분을 분석하고 비교하였으며 

재배지역별 영양성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감 시료로 2013년 10월에 생산된 대봉

감은 A, B, C 지역에서 구입하였고, 반시는 D, E 지역에서 

구입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숙성 정도는 비슷한 감 시료를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감 시료는 씨와 꼭지를 제거한 

다음 동결건조기(Industrial Vacuum Freeze Dryer, SFDTS 

10K, Samwon Freezing Engineering Co., Seoul, Korea)

를 이용하여 동결건조 하였다. 건조된 시료는 분쇄기(Hood-

mixer, KEM-J700WS, Kitchenflower, Seoul, Korea)를 

이용하여 분말화하여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및 식이섬유 

감 시료의 수분 함량은 105°C의 건조기(F600M; Jeio 

Tech Co., Seoul, Korea)에서 상압가열건조법으로, 조회분

은 550°C 회화로를 이용한 직접회화법으로, 조단백질은 

micro-Kjeldahl법으로, 조지방은 에틸에테르를 용매로 Sox-

hlet 추출법으로 분석하였고, 탄수화물은 100에서 수분, 조

회분, 조단백 및 조지방를 제외한 값으로 나타내었다. 불용

성과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은 AOAC(14)법인 효소중량

(enzymatic-gravimetric method)으로 측정하였다. 

비타민 C 함량

시료 2 g에 20 mL의 10% 메타인산을 가하고 10분간 

현탁시킨 후 30 mL의 5% 메탄인산 용액을 가하고 100 mL

로 정용한 다음 원심분리(3,000 rpm, 15분) 하였다. 분리된 

상층액을 0.22 μm 필터로 여과한 후 HPLC(1200 series, 

Agilent Co., Santa Clara, CA, USA)로 분석하였다. Col-

umn은 Zobax Eclipse XDB-C18(4.6×150 mm)을 사용하

였고 이동상으로 0.05 M KH2PO4 : acetonitrile(60:40)을 

1.0 mL/min의 유속으로 흘려주었으며, 시료 주입량은 15 

μL이었고 검출은 UV 254 nm로 하였다(7).

카로틴 함량

카로틴으로 β-carotene과 lycopene 함량은 Veberic 등

(15)의 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분석하였다. 2 g 시료에 ethyl 

ether와 petroleum ether 혼합용액(1:1) 10 mL를 가하여 

균질화한 후 원심분리(2,500 rpm, 15분) 하고 상층액을 분

리하였으며, 침전물에 동일 혼합용액을 가하여 재추출하였

다. 상층액을 모두 합하여 회전진공증류기(rotary vacuum 

evaporator)에서 감압농축 하고 methanol과 propanol 혼

합용액(8:2)으로 용해시킨 다음 0.45 μm 필터로 여과한 후 

HPLC(1200 series, Agilent Co.)로 분석하였다. Column

은 Zobax Eclipse XDB-C18(4.6×150 mm)을 사용하였고 

이동상으로 methanol : propanol(60:40)을 1.0 mL/min의 

유속으로 흘려주었고 시료 주입량은 15 μL였으며, 검출은 

UV 452 nm로 하였다.

유리당 및 당알코올

유리당과 당알코올 함량 분석을 위하여 시료 1 g에 10 

mL의 80% 에탄올을 가하여 환류냉각기에서 60°C, 45분 

동안 추출한 다음 원심분리(2,500 rpm, 10분) 하여 상층액

을 얻었다. 상층액을 미리 activation 시킨 sep-pak C18 

cartridge를 통과시켜 색소 및 단백질 성분을 제거하고 

0.45 μm 필터로 여과한 후 HPAEC-PAD(DX-600, Dionex 

Co., Sunnyvale, CA, USA)로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으로 

column은 guard column(4.0×50 mm)을 장착한 Dionex 

CarboPac PA10(4.0×250 mm)을 사용하였고 이동상은 50 

mM NaOH, 유속은 1.5 mL/min, 시료 주입량은 25 μL였으

며, 검출은 ED50 Pulsed amperometry로 하였다.

무기질 분석

시료의 무기성분 분석은 동결건조 된 시료 1 g을 도가니에 

담아 4시간 동안 건식회화 하여 얻은 회분에 4 mL의 HNO3 

용액(HNO3 : H2O=1:1)을 가한 후 hot plate에서 증발, 건조

시켰다. 이를 다시 500°C에서 3시간 동안 회화하고 10 mL의 

HCl 용액(HCl : H2O=1:1)에서 완전히 용해시켜 100 mL로 

정용한 다음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

meter(ICP/MS-LC, NexION 350X, Perkin Elmer, Can-

ada)로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은 RF generator는 40 MHz 

free-running solid state RF, RF power는 1,600 W, gas 

flows는 분무기 0.92, 보조기 1.25, 플라스마 19 L/min이었다.

유기산 분석

시료의 유기산 분석은 시료 4 g에 100 mL의 증류수를 넣

어 균질기로 균질화한 다음 원심분리(2,500 rpm, 10분) 하

여 상층액을 얻은 후 0.22 μm 필터로 여과하였고 sep-pak 

C18로 색소 및 단백질 성분을 제거한 후 HPLC(1200 ser-

ies, Agilent Co.)로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으로 column은 

Polaris 5 C18-ether(4.6×150 mm), 이동상은 0.1% phos-

phoric acid, 유속은 0.5 mL/min, 주입량은 15 μL, 검출기

는 UV 210 nm로 하였다. 표준 유기산(Bio-Rad Lab., Her-

cules, CA, USA)으로 구연산(citric acid), 사과산(ma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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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astringent persimmons
Growing 

region-cultivar
Moisture

(g/100 g FW1))
Crude fat

(g/100 g FW)
Crude protein
(g/100 g FW)

Crude ash
(g/100 g FW)

Insoluble dietary fiber
(g/100 g DW)

Soluble dietary fiber 
(g/100 g DW)

A-Daebong
B-Daebong
C-Daebong

D-Bansi
E-Bansi

79.2±0.5ab2)3)

76.1±0.2d

78.6±0.6c

80.4±0.6a

79.7±0.3ab

0.86±0.02b

1.34±0.06a

0.55±0.03c

0.77±0.01b

0.89±0.07b

0.69±0.05b

0.77±0.00ab

0.57±0.01c

0.78±0.06ab

0.83±0.05a

0.40±0.09a

0.42±0.11a

0.51±0.06a

0.42±0.07a

0.36±0.12a

2.13±0.07a

1.94±0.09a

1.94±0.01a

1.23±0.21b

1.07±0.00b

0.49±0.01a

0.48±0.01a

0.53±0.11a

0.27±0.04b

0.45±0.02a

1)FW: fruit weight, DW: dry weight. 2)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3)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c)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id), 호박산(succinic acid), 주석산(tartaric acid)을 사용

하였다.

탄닌, 총 페놀화합물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료 2 g에 20 mL의 80% 에탄올을 가하여 상온에서 100 

rpm으로 교반하면서 24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원

심분리(2,500 rpm, 10분) 하여 상층액을 얻었다. 침전물에 

다시 20 mL의 80% 에탄올을 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

한 후 상층액을 모두 합하여 여과지(Whatman No. 1, GE 

Healthcare Ltd., Little Chalfont, UK)로 여과하고 회전진

공농축기로 40°C에서 감압농축 하였다. 그 농축물은 적당한 

농도로 희석해서 탄닌, 총 페놀화합물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에 사용하였다. 

탄닌 함량은 Vanillin법(16)으로 측정하였다. 추출한 시

료 1 mL에 1 mL의 빙초산과 5 mL의 vanillin 시약(1% va-

nillin 용액과 8% HCl 용액을 혼합한 시약)을 잘 혼합한 다음 

30°C 항온수조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50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tannic acid을 사용하였다.

총 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17)에 따라 분석하였다. 

추출물 1 mL에 증류수 9 mL를 가한 후 1 mL의 Folin-Cio-

calteu 시약을 첨가하고 5분간 정치하였다. 10 mL의 7% 

Na2CO3 용액과 4 mL의 증류수를 가한 다음 상온에서 90분

간 정치한 후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흡

광도는 tann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총 페놀 함량을 계산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시료 추출액 0.5 mL에 95% 에탄

올 1.5 mL를 가하고 10% aluminium chloride 용액 0.1 

mL와 1 M potassium acetate 용액 0.1 mL, 증류수 2.8 

mL를 차례로 첨가하고 혼합하여 실온에서 30분간 정치한 

다음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흡광도를 

quercetin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을 계산하였다(18).

통계처리

일반성분의 결과들은 과실 중량(fruit weight, FW)으로 

나타냈으며 나머지 영양성분 결과들은 건물 중량(dry 

weight, DW)으로 나타냈다.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측

정하여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측정 결과의 유의성 

검정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s,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program을 이용하여 P<0.05 수준에

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및 식이섬유

5개 지역 대봉감과 반시의 일반성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수분은 76.1~80.4 g/100 g FW, 조지방은 0.55~ 

1.34 g/100 g FW, 조단백질은 0.57~0.83 g/100 g FW, 

조회분은 0.36~0.51 g/100 g FW로 나타났다. 반시는 대봉

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분과 조단백 함량을 보였으며, 반

대로 탄수화물 함량은 다소 낮았다. 감 품종 중에서는 B지역 

대봉감은 다른 지역 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조지방과 탄수화

물 함량을 보였으며 그에 비해 낮은 수분 함량을 나타냈다. 

Jeong 등(7)이 장성대봉감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 수분 

79.98%, 조지방 0.80%, 조단백 0.47%, 조회분 0.23%가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실험에서 사용된 3지역의 

대봉감 시료가 조단백과 조회분의 함량이 다소 높게 나타났

다. Lee 등(19)이 청도반시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 수분 

77.52%, 조지방 0.14%, 조단백 0.32%, 조회분 0.52%로 보

고하였으며 본 실험에서 사용된 청도반시와 비교할 때 조지

방과 조단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대봉감과 반시의 식이섬유 함량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냈다. 식이섬유 함량의 결과는 건물 기준으로 나타

내었다.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은 3지역 대봉감은 1.94~2.13 

%(g/100 g DW)로 2개 지역 반시품종의 1.07~1.23%에 비

해 다소 높은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을 보였다. 수용성 식이

섬유 함량은 D지역 반시가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나머지 지역 감 품종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Gorinstein 등(20)은 감의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소 함량

을 각각 0.71%, 0.77%로 보고하였다. 본 보고와 다른 결과

는 품종과 재배 조건에 따른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타민 C와 카로틴 함량

5개 지역 대봉감과 반시의 비타민 C 함량을 분석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5개 지역 감의 비타민 C 함량은 72.7~ 

115.9 mg/100 g DW였고 대봉감(72.7~82.9 mg/100 g 

DW)은 반시(113.1~115.9 mg/100 g DW)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비타민 C 함량을 나타냈다. 대봉감 중에서는 A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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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itamin C and carotene contents of astringent persim-
mons                                   (mg/100 g DW1))

Growing
region-cultivar Vitamin C β-carotene Lycopene

A-Daebong
B-Daebong
C-Daebong

D-Bansi
E-Bansi

 82.9±3.9b2)3)

 73.6±8.5b

 72.7±3.9b

113.1±3.7a

115.9±4.2a

64.6±1.7a

56.0±0.1b

46.5±2.6c

36.2±0.3d

43.3±1.3d

0.71±0.00b

0.73±0.00a

0.55±0.00c

0.50±0.00d

0.72±0.01b

1)DW: dry weight. 
2)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3)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d)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Free sugar and sugar alcohol contents of astringent persimmons                                  (g/100 g DW1))
Growing 

region-cultivar Glucose Fructose Sucrose Xylitol Sorbitol Mannitol

A-Daebong
B-Daebong
C-Daebong

D-Bansi
E-Bansi

1.50±0.29a2)3)

0.91±0.04b

0.81±0.04b

1.75±0.08a

1.55±0.03a

 9.83±0.15a

10.30±0.14a

 8.95±0.01b

 5.92±0.11c

 8.43±0.59b

 8.82±1.39ab

10.07±1.42a

 8.45±0.01ab

 4.15±0.14c

 7.82±0.33b

1.38±0.07b

1.76±0.11a

1.44±0.01b

1.29±0.03b

1.50±0.22ab

1.18±0.01a

0.88±0.03d

0.98±0.01c

1.11±0.02b

0.88±0.01d

0.33±0.02a

0.14±0.01b

0.15±0.01b

0.10±0.00c

0.09±0.02c

1)DW: dry weight. 2)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3)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d)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역 대봉감이 다른 두 지역 대봉감에 비해 다소 높은 비타민 

C 함량을 보였다. 기존에 보고된 결과는 Shin 등(13)이 진영 

단감의 비타민 C 함량을 171.01 mg/100 g으로 보고하였고 

Jeong 등(7)이 하동 대봉감의 비타민 C 함량을 25.14 mg/ 

100 g으로 보고하였으며, Yang 등(21)은 청도반시의 비타

민 C 함량을 8.13 mg/100 g으로 보고하였다. 기존 보고는 

과실 기준으로 보고하였으며 품종과 재배지역도 다르기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본 실험의 결과를 과실 기

준(습량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봉감은 15.6~17.6 mg/100 

g FW, 반시는 22.2~23.5 mg/100 g FW로 Jeong 등(7)과 

Yang 등(21)의 보고와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감에 

존재하는 주요 카로티노이드는 베타카로틴으로 알려져 있

다(22). 5개 지역 감의 베타카로틴 함량은 36.2~64.6 mg/ 

100 g DW로 나타났으며 베타카로틴 함량은 품종과 재배지

역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품종에 따른 차이를 살

펴보면 대봉감은 46.5~64.6 mg/100 g DW로 반시 36.2~ 

43.3 mg/100 g DW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베타카로틴 

함량을 보였다. 대봉감 품종 중에서도 A지역이 가장 높은 

베타카로틴 함량을 보였으며 반시 품종 중에서는 D지역에

서 가장 낮은 베타카로틴 함량을 나타냈다. Veberic 등(15)

은 슬로베니아의 11개 감 품종의 베타카로틴 함량을 분석한 

결과 과실 기준으로 과피는 2.3~8.7 g/kg, 과육은 0.26~ 

0.47 g/kg이었다. 

5개 지역 감의 리코펜 함량은 0.50~0.73 mg/100 g DW

였으며 품종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재

배지역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A, B, E 지역의 

감 품종이 C, D 지역 감 품종에 비해 높은 리코펜 함량을 

나타냈다.

유리당과 당알코올 함량

5개 지역 대봉감과 반시의 유리당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기존 보고와 같이 주종을 이루는 유리당은 

포도당, 과당, 자당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당과 자당이 주

를 이루었으며 포도당은 다른 두 유리당에 비해 낮은 함량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존 문헌에서는 포도당과 과당이 주를 

이루고 자당은 낮은 함량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이

유는 과일이 숙성됨에 따라 자당이 전화효소(invertase)의 

작용을 받아 과당과 포도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되고 있다(12). Jeong 등(7)은 대봉감의 자당과 과당의 함량

은 거의 비슷하나 반시에서 연시로 숙성되면서 과당과 포도

당의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기존 연구와 본 보고에

서의 유리당 함량 순서가 다른 이유는 감 과실의 숙성 정도

와 측정하는 기기조건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5개 지역 감 품종의 포도당의 함량은 0.81~1.75 g/100 

g DW의 함량을 보였으며 비교적 대봉감보다는 반시가 다소 

높은 함량을 보였다. B와 C 지역 대봉감이 다른 지역 감 

품종에 비해 다소 낮은 포도당 함량을 나타냈다. 과당의 함

량은 감 시료에서 5.92~10.30 g/100 g DW로 비교적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대봉감 품종이 반시에 비해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특히 D지역 반시 품종의 경우 다른 지역 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과당의 함유량을 보였다. 자당의 함량은 

감 시료에서 4.15~10.07 g/100 g DW로 대봉감 시료가 반

시보다는 높은 함량을 보였다. D지역 반시 품종은 E지역 

반시보다 낮은 함량을 보였으며 유의적으로 다른 시료에 비

해 낮은 자당의 함유량을 보였다. 

과실의 가용성 고형물의 함량은 일반적으로 당도를 나타내

며 식미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된다(7,22). 포도당, 

과당, 자당을 포함하는 유리당의 함량은 D와 E 지역의 반시

보다는 A, B, C 지역의 대봉감이 높은 함유량을 보였다. D와 

E 지역 반시 품종에서는 E지역 반시가 D지역 반시에 비해 

높은 유리당 함량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유리당 함량은 품

종과 재배지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봉감과 반시에서 검출된 당알코올류는 자일리톨, 솔비

톨, 만니톨이었으며 올리고당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된 

3종류의 당알코올 중에서 자일리톨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솔비톨이었고 만니톨은 자일리톨과 솔비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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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ineral contents of astringent persimmons                                                   (mg/100 g DW1))
Growing 

region-cultivar Na Mg K Ca Mn Fe Zn

A-Daebong
B-Daebong
C-Daebong

D-Bansi
E-Bansi

 99.1±1.4b2)3)

 98.1±1.0b

 97.6±1.0b

 97.3±1.2b

101.5±1.4a

39.1±0.2c

35.0±0.3d

33.1±0.1e

39.7±0.6b

43.1±0.5a

1,076±13b

1,099±17b

1,138±21a

 926±24d

1,018±9c

55.6±0.8c

47.0±2.0d

45.8±0.5d

62.2±1.5b

66.8±1.0a

1.63±0.05c

1.63±0.04c

1.66±0.05c

3.52±0.13a

3.38±0.14b

3.55±0.13a

2.35±0.27c

2.48±0.20c

2.89±0.21b

3.31±0.19a

1.42±0.07a

1.06±0.18c

1.28±0.16ab

1.15±0.05bc

1.19±0.10bc

1)DW: dry weight. 2)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3)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d)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비해 낮은 함량을 나타냈다. 자일리톨 함량은 감 시료에서 

1.29~1.76 g/100 g DW이었으며 대봉감과 반시의 품종 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Table 3). 자일리톨 함

량은 5개 지역 감 중에서 B지역 대봉감이 비교적 높은 함량

을 보였으며 나머지 4지역의 감 시료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내지는 않았다. 솔비톨 함량은 감 시료에서 0.88~1.18 

g/100 g DW를 나타냈으며 대봉감과 반시 품종 간의 차이보

다는 재배지역에 따른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A지역 

대봉감 시료는 다른 지역의 감 시료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솔비톨 함유량을 보였으며 B지역 대봉감 시료와 E지역 반시 

시료가 다른 시료에 비해 낮은 솔비톨 함량을 보였다. 만니

톨 함량은 감 시료에서 0.09~0.33 g/100 g DW를 나타냈다

(Table 3). 만니톨 함량은 대봉감(0.14~0.33 g/100 g DW)

이 반시(0.09~0.10 g/100 g DW)에 비해 다소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A지역 대봉감 시료는 다른 지역 감 시료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만니톨 함량을 보였다. 당알코올류는 당류

와 비슷한 감미도를 갖지만 인체 내에서 100% 대사되지 않

기에 많은 식품에서 설탕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다. 품종과 

재배지역에 따른 당알코올류 함량 차이는 감을 활용한 가공

품 생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무기성분

대봉감과 반시의 감 시료 무기성분 분석 결과를 Table 

4에 나타냈다. 분석한 7개의 무기성분 중에서 칼륨이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순

으로 나타났으며, 철, 망간, 아연은 미량성분이었다. Choi 

등(12)도 감 시료에서 칼륨이 전체 무기질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순이었다는 

보고하였다. 

무기성분 중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하는 칼륨은 감 시료에

서 926~1,138 mg/100 g DW 함량을 나타냈다. 감 시료의 

칼륨 함량은 품종과 재배지역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

냈는데 대봉감 시료가 반시보다는 높은 칼륨 함량을 보였다. 

감 시료 중에서는 C지역 대봉감이 가장 높은 칼륨 함량을 

보였으며 반대로 D지역 반시가 가장 낮은 칼륨 함량을 나타

냈다. 무기성분 중 두 번째 높은 함량을 보이는 나트륨은 

감 시료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E지역 반시 시료

가 다른 지역감에 비해 다소 높은 나트륨 함량을 보였다. 

무기성분 중 세 번째로 높은 함량을 보이는 칼슘은 감 시료

에서 45.8~66.8 mg/100 g DW의 함량을 나타냈다(Table 

4). 반시가 대봉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냈

다. 또한 재배지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대봉감 

시료 중에서는 A지역 대봉감이 다른 두 지역 대봉감에 비해 

높은 칼슘 함량을 나타냈다. 감의 주요 무기성분 중에 하나

인 마그네슘은 감 시료에서 33.1~43.1 mg/100 g DW의 

함량을 나타냈다. 반시 품종이 대봉감 시료에 비해 비교적 

높은 마그네슘 함량을 보였으며 E지역 반시가 다른 지역 

감 시료에 비해 가장 높은 마그네슘 함량을 나타냈다. 

감의 미량 무기성분 중에서 망간은 반시 품종(3.38~3.52 

mg/100 g DW)이 대봉감(1.63~1.66 mg/100 g DW)에 비

해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대봉감과 반시 시료의 

재배지역에 따른 망간 함량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감의 

미량 무기 성분 중에서 철분은 품종에 따른 차이보다는 재배

지역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A와 E 지역 감 시료가 다른 

지역 감 시료에 비해 높은 철분 함량을 나타냈다. 감의 미량 

무기성분 중 아연은 1.06~1.42 mg/100 g DW의 함량을 

나타냈다. D와 E 지역의 반시 품종은 비슷한 아연 함량을 

나타냈으며 대봉감 시료는 A지역> C지역> B지역 순으로 

나타나 대봉감 시료의 재배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감 시료의 무기성분 결과를 정리해보면 대봉감 시료들과 

반시 시료 간의 품종과 5개의 재배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이

는 성분이 많았다. 본 연구의 무기성분 함량은 기존 연구 

결과의 과실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유사한 결과와 함량 

순서를 보였으며 감은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알칼리성 이온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식품원료로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과일이기에 품종이나 

재배지역에 따른 무기성분의 차이는 감의 활용에 고려되어

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된다.

유기산 함량

5개 지역 대봉감과 반시의 유기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4종의 유기산이 분리, 동정

되었다. 호박산이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사과산, 구연산, 주석산 순으로 함유되어 있었다. Jeong 등

(7)은 하동 대봉감의 유기산 함량을 측정한 결과 5종의 유기

산이 분리, 동정되었고 호박산이 가장 높은 함량은 보였으

며, 다음으로 사과산, 구연산, 주석산, 옥살산 순으로 본 보

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Choi 등(12)은 울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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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rganic acid contents of astringent persimmons                                                    (mg/100 g DW1))
Growing region-cultivar Tartaric acid Malic acid Citric acid Succinic acid

A-Daebong
B-Daebong
C-Daebong

D-Bansi
E-Bansi

 8.1±1.2c

 9.9±2.4c

 6.3±0.9c

34.8±2.7b

55.5±6.5a

257±18b

320±22a

268±24b

131±9d

221±15c

 76.2±6.6c

130.3±8.1a

120.9±6.8a

 67.3±1.1c

100.0±11.0b

399±20bc

517±51b

714±97a

421±2bc

357±17c

1)DW: dry weight. 2)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3)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d)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6. Tannic acid, total phenolic compounds, and flavonoids
contents of astringent persimmons              (mg/100 g DW1))

Growing 
region-cultivar Tannic acid Total phenolic 

compounds Flavonoids

A-Daebong
B-Daebong
C-Daebong

D-Bansi
E-Bansi

66.8±2.3b

73.7±1.8b

43.0±2.9d

86.7±4.0a

60.4±2.5c

293±5a

220±3b

 235±13b

198±4c

180±8c

28.0±0.6c

24.8±0.6c

26.3±3.0c

39.2±2.6b

54.0±4.3a

1)DW: dry weight. 
2)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3)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d)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에서 생산된 단감 과피와 과육의 품종별 유기산 함량을 분석

한 결과 사과산 함량이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구연산, 사과산, 푸마르산 순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Shin 

등(13)은 구연산, 사과산, 푸마르산, 젖산 등이 분리, 검출되

었고 젖산이 전체 유기산 함량의 79%을 차지한다고 보고하

여 본 보고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호박산은 357~714 mg/100 g DW의 함량을 나타냈다

(Table 5). A지역 대봉감을 제외하면 대봉감 품종이 반시 

품종보다는 높은 호박산 함량을 나타냈다. 특히 C지역 대봉

감은 다른 지역 대봉감이나 반시 품종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사과산은 대봉감 시료들(257~320 

mg/100 g DW)이 반시 시료들(131~221 mg/100 g DW)에 

비해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재배지역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

를 나타냈는데 대봉감 시료들 중에서는 B지역 대봉감이 높

은 사과산 함량을 나타냈으며, 반시 품종 중에서는 E지역 

반시가 D지역 반시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사과산 함량을 나

타냈다. 구연산은 A지역과 D지역 감 시료에서 다른 세 지역 

감 시료에 비해 낮은 함량을 보여 품종에 따른 차이보다는 

재배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주석산은 대봉감과 반시 

품종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대봉감 시료는 6.3~9.9 mg/ 

100 g DW이었으나 반시는 34.8~55.5 mg/100 g DW를 

나타내어 거의 5배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대봉감 시료 

간에는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E지역 반시가 D

지역 반시에 비해 높은 주석산 함량을 보였다.

4종류의 유기산을 합한 총 유기산 함량은 대봉감이 반시

에 비해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세부적으로 사과산과 호박

산은 대봉감이 반시에 비해 높았으며, 주석산은 반대로 반시

가 대봉감에 비해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대봉감 시료에서는 

A지역 대봉감이 B와 C 지역에 비해 낮은 총 유기산 함량을 

나타냈으며 반시 시료에서는 E지역 시료가 D지역 시료에 

비해서는 높은 총 유기산 함량을 나타냈다.

탄닌, 총 페놀성화합물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대봉감과 반시를 포함하는 5개 지역 감 시료의 탄닌, 총 

페놀화합물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결과를 Table 

6에 나타냈다. 감에서의 다양한 기능성 페놀화합물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Lee 등(10)은 감에는 gallic acid, ρ-cou-

maric acid 및 ferulic acid의 함량이 높아 이들에 의한 항산

화 효능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하였고, Jo 등(1)은 감의 떫은 

맛이 수용성 탄닌인 kaki-tannin에 의한 것이며 이는 cat-

echin, catechin-3-gallate, gallocatechin, gallocatechin- 

3-gallate로 이루어졌다고 보고했으며 감에는 tannin, cat-

echin류 등의 기능성 페놀성 화합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고 보고하였다. 

감의 떫은맛 성분인 탄닌의 함유량은 43.0~86.7 mg/100 

g DW였다(Table 6). 대봉감과 반시에 의한 차이보다는 재

배지역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시료 중에서는 D지

역 반시가 가장 높은 탄닌 함량을 보였으며 C지역 대봉감이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냈다. 총 페놀화합물은 180~293 

mg/100 g DW였으며 대봉감 시료는 220~293 mg/100 g 

DW의 함량을 보여 반시 시료의 180~198 mg/100 g DW보

다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다. 대봉감 시료 중에는 A지

역 대봉감 시료가 다른 두 지역 대봉감 시료에 비해 유의적

으로 높은 총 페놀화합물 함량을 보였다. Kim 등(22)은 동결

건조 한 감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을 44.07~196.98 mg/100 

g DW로 보고하였으며, Lee 등(10)은 단감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을 38.36~77.53 mg/100 g DW로 본 보고에서 다소 

높은 함량을 보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24.8~54.0 mg/100 g DW로 나

타나 총 페놀화합물과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시 품종

(39.2~54.0 mg/100 g DW)이 대봉감 품종(24.8~28.0 mg/ 

100 g DW)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을 나타냈다. 감 시료 중에서는 E지역 반시가 다른 감 시료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나타냈다. 

Lee 등(10)은 단감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11.81~12.00 

mg/100 g DW로 보고했으며, Choi 등(12)은 단감의 총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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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노이드 함량을 19.62~60.79 mg/100 g DW로 보고하

여 본 보고와 비슷한 함량을 나타냈다. 페놀, 총 페놀화합물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품종 간 그리고 재배지역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감의 생리활성을 예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떫은감의 대표적인 품종인 대봉감과 반시의 

일반성분 및 영양성분을 분석하고 비교하였으며, 대봉감과 

반시의 재배지역별 영양성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영양성분은 품종에 따라 다른 함량을 나타냈는데 대봉감 품

종은 불용성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과당, 자당, 만니톨, 칼

륨, 사과산, 호박산, 총 페놀화합물이 반시 품종에 비해 유의

적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반대로 반시 품종은 수분 

함량, 조단백질 함량, 비타민 C, 칼슘, 망간, 주석산,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이 대봉감 품종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

을 보였다. 재배지역에 따라 많은 성분들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함량을 보이는 영

양성분은 A지역은 베타카로틴, 솔비톨, 만니톨, 아연, 총 페

놀화합물, B지역은 조지방 함량, 리코펜, 자당, 자일리톨, 

사과산, C지역은 호박산, D지역은 수분 함량, 망간, 탄닌, 

E지역은 조단백질 함량, 나트륨, 망간, 칼슘, 주석산,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떫은감은 품종이나 재

배지역에 따라 많은 영양성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런 차이는 떫은감을 활용한 가공제

품 생산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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