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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과의 성숙도에 따른 유기산, 유리당  향기 성분의 변화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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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llected 120 figs, classified them into six degrees of maturity according to hardness values, 
and analyzed contents of organic acids and free sugars. Volatile compounds in figs were investigated using the sol-
id-phase microextraction method of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For measurement of texture, elasticity in-
creased up to stage 4 and decreased again. Cohesiveness and brittleness increased with maturation. Organic acids 
in figs were mainly composed of citric acid, malic acid, and tartaric acid in the final stage. Fructose and glucose 
were the major sugar components of figs. Fructose content decreased from stage 1 to stage 4 and then increased 
significantly. One hundred and nineteen volatile compounds were identified in figs, and classes were 14 acids, 15 
alcohols, 23 aldehydes, 10 esters, 33 hydrocarbons, 11 ketones, four aromatics, six miscellaneous, and five terpenes. 
The dominant volatile components in figs were hexadecanoic acid, hexane, dodecanal, DL-limonene, 2-hexanal, nonanal, 
and 6-methyl-5-hepten-2-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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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무화과(Ficus carica L.)의 원산지는 소아시아의 카리카

(Carica) 지방으로 오늘날 세계적인 주요 산지는 미국과 지

중해 부근으로 비교적 비가 많고 배수가 잘되는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1). 우리나라의 주 생산 품종은 보통계 품종

(common type fig)인 봉래시(Horaish)와 승정도후인(Masui 

Dauphine)으로 가을에 수확되며 병충해가 적고 번식도 용

이한 다 수확성 과수이나 저장기간이 길지 않는 단점이 있다

(2). 무화과는 민간에서 발진 및 궤양, 치질 등에 무화과 유

액을 사용해 왔고 소화 촉진, 변비 완화, 주독이나 어독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건과로 

하여 청열해독(淸熱解毒)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3). 무화

과는 수분이 많고 유기산 함량이 적으며 단맛이 강하게 느껴

지는 과일로 단백질 분해 효소인 ficin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

며(4,5) 식이섬유, 무기질, 폴리페놀(polyphenol)의 우수한 

급원으로, 특히 칼슘 함량이 매우 높고 지방과 나트륨 함량

이 적으며,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피토스테롤(phytos-

terols)인 라노스테롤(lanosterol)과 스티그마스테롤(stig-

masterol) 등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 과일로 알려져 있다(1). 

무화과에 관한 연구로는 무화과나무의 잎, 줄기 및 목질부에 

항균 물질과 항산화 물질이 존재한다는 보고(6-8)와 무화과 

과실에 대한 이화학적 성분(2,5,9), 식중독균에 대한 항균 

활성(10), ficin의 연육 효과(11), 퓨레, 잼 및 와인 제조에 

관한 연구(12-14) 등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무화과는 독특

한 향을 가지고 있는 과일로 숙성에 따른 향이나 맛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무화과를 채취하여 성숙 정

도에 따른 향미 성분을 측정하고 무화과의 향미 성분에 대한 

특징을 확립함으로써 그 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초자

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준비

본 실험에 사용한 무화과는 전남 여수시 감도 무화과농장

에서 재배한 것으로 8월에 10그루의 무화과나무에서 무작

위로 총 120개를 채취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무화과의 생장

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외형이 정상적인 것만 선별하여 직접 

채취하였다. 성숙도는 texture를 측정하여 견고성의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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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6단계로 분류하여 껍질을 제거한 후 과육을 마쇄하고 

-85°C에서 동결시킨 후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무화과의 texture 측정

무화과에 대한 texture는 Rheometer(COMPAC-100, 

SUN Scientific,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측정 조건에서 test type은 mastication test, dis-

tance 6 mm, plunger diameter 15 mm, adaptor type cir-

cle, table speed 60 mm/s, load cell(max) 10 kg의 조건으

로 무화과 표면을 동일 간격으로 6등분하여 6회 측정하고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성숙도에 따른 무화과의 분류는 무화

과를 120개 채취하여 견고성을 측정하고 견고성의 평균값

이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도록 무화과를 6개군으로 분류

하였는데 각 군의 무화과 수는 6개씩 선별하였다(Table 1).

유기산 및 유리당 분석 시료 조제

무화과 5 g을 homogenizer(Tissue grinder, IKA, Stau-

fen, Germany)에 넣고 80% ethanol 20 mL를 가하여 균질

화시킨 다음 250 mL의 정용플라스크에 옮기고 80% etha-

nol(v/v) 80 mL를 가한 후 환류냉각기에 연결하였다. 수욕

상에서 3시간 동안 환류 추출한 후 6,000 rpm(650×g)으로 

30분간 원심분리 하고, 여과지(Whatman No.1,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로 여과하였다. 여액은 ro-

tary evaporator(CCA 1110, EYELA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완전히 ethanol을 휘발시켜 약 1 mL로 

농축한 후 증류수를 사용하여 10 mL로 정용하였다. 이 용액 

3 mL를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유기산과 

유리당의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HPLC에 의한 유기산 분석

유기산 분석은 무화과로부터 환류 추출하여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시료 용액을 Shimadzu 유기산 분석기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유기산 분석기의 구성은 Shimadzu 

LC-20AD pump, CTO-20AC oven, Sil-20AC auto-sam-

pler, CDD-10A detector, CBM-20A system controller, 

LC Workstation software로 Shimadzu Co.(Kyoto, Japan) 

제품을 이용하였다. Column은 ion exchange Shim-pack 

SPR-102H(7.8×250 mm)를 2개 직열로 연결하고 Shim- 

pack SPR-H guard column(7.8×50.0 mm)을 사용하였다. 

이동상은 4 mM p-toluenesulfonic acid를 사용하였고 유

속은 0.8 mL/min으로 설정하였으며, 시료는 10 μL를 주입

하였다. Post-column 방법을 이용하여 유기산을 유도체화

한 후 CDD 검출기를 사용하였다. 반응시약으로 4 mM p- 

toluenesulfonic acid와 100 μM EDTA를 포함하는 16 mM 

Bis-Tris 용액을 반응시약으로 사용하였다(15). 총 분석시

간은 30분이었으며 유기산 표준 물질을 탈 이온화 증류수에 

용해시켜 0.1~30 μL/mL 범위의 표준 용액을 조제하여 

HPLC 분석을 실시하고 peak area로부터 검량선을 작성하

여 정량하였다.

HPLC에 의한 유리당 분석

무화과의 환원당 분석은 Shimadzu 환원당 분석기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환원당 분석기의 구성은 Shimadzu LC- 

20AD pump, CTO-20AC oven, Sil-20AC auto-sampler, 

RF-10AXL fluorescence detector, CBR-6A chemical 

reaction box, CBM-20A system controller, LC Work-

station software로 Shimadzu Co. 제품을 이용하였다. 환

원당 분리는 ion exchange Shim-pack ISA-07(4.0×250 

mm) 분석 column과 Shim-pack ISA guard column(4.0× 

50.0 mm)을 사용하였다. 이동상은 A용액으로 potassium 

borate(pH 8)와 B용액으로 potassium borate(pH 9)를 사

용하였는데 B용매를 0분에서 0%로 시작해 50분에 100%로 

증가하여 15분간 100%로 유지하다가 65분 이후에 0%로 

감소하여 총 90분의 분석 시간으로 하였다. 이동상 유속은 

0.6 mL/min, 반응시약 유속은 0.5 mL/min으로 설정하였

고, 시료는 10 μL를 주입하였다. Post-column 방법을 이용

하여 환원당을 유도체화한 후 형광 검출기(Ex=320, Em= 

43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반응시약으로 1% arginine과 

3% boric acid를 함유하는 용액을 사용하였고 CBR-6A 

chemical reaction box를 이용하여 150°C로 반응시켜 유

도체화하였다(15). 환원당 표준 물질을 탈 이온화 증류수에 

용해시켜 0.5~20 μL/mL 범위의 표준 용액을 조제하여 

HPLC 분석을 실시하고 peak area로부터 검량선을 작성하

여 정량하였다.

무화과 휘발성 성분의 포집

SPME에 의한 휘발성 성분 분석: 무화과의 향미 성분을 

분석하기 전에 적합한 SPME(solid-phase microextrac-

tion) resin(Supelco, Bellefonte, PA, USA) 선택을 위한 

실험을 하였다. 4종의 SPME resin[polydimethylsiloxane 

(PDMS)/divinylbenzene(65 μm), polydimethyl siloxane/ 

carboxen(75 μm), PDMS(100 μm), divinylbenzene/car-

boxen/PDMS(50/30 μm)]을 사용하여 무화과 시료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 가장 많은 휘발 성분을 포집하는 divin-

ylbenzene/carboxen/PDMS resin을 선정하여 무화과의 

휘발 성분 분석용 resin으로 사용하였다. 휘발 성분 포집은 

무화과 과육을 잘게 다진 후 40 mL vial에 약 2 g을 넣고 

-85°C에 동결시킨 후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휘발 성분 

포집은 동결된 시료에 20초간 helium gas로 vial 내의 공기

를 치환하고 마개로 밀폐하였다. Heating mantle을 이용하

여 시료 vial을 가온하고 50°C에 도달할 때 SPME resin- 

needle을 vial의 headspace에 30분 동안 노출시켜 휘발성 

물질을 포집하고, 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

ter(GC/MS)의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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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xtural characteristics of fig (Ficus carica L.) during maturation stage
Maturation stage

       1 2 3 4 5 6
Strength (kg/cm2)
Springiness (kg/cm2)
Cohesiveness (%)
Gumminess (g)
Brittleness (g)

528.8±55.74a1)2) 
 11.1±0.68d 
 21.7±1.86c 
 58.8±3.70c 
110.9±14.96cd 

437.5±68.68b 
 33.8±5.28c 
 37.1±5.49b 
254.0±39.72a 
 83.8±23.10d 

340.0±47.82c 
 69.1±12.28b 
 47.5±8.48b 
167.8±22.21b 
154.1±27.98c 

248.3±29.19d 
 93.3±11.58a 
 47.6±4.89b 
132.2±22.54b 
283.9±29.42b 

150.0±9.43e 
 84.8±9.66a 
 78.3±9.38a 
 59.1±4.55c 
431.4±57.60a 

 61.1±18.66f 
 21.0±3.11cd 
 90.9±12.91a 
 18.7±2.56d 
419.6±53.12a 

1)Values are means±SD (n=6).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GC/MS 분석방법

휘발 성분의 주입은 240°C의 GC/MS(GSMS-QP2010, 

Shimadzu Co.) 시료 주입구에서 5분간 탈착하여 휘발 성분

을 주입하였으며 splitless mode를 사용하였다. 휘발성 물

질의 분리는 ZB-5MS capillary column(30 m×0.25 mm 

i.d.×0.25 μm film thickness, Phenomenex, Torrance, 

CA, USA)을 이용하였다. 이동상 기체는 helium으로 유속

은 0.8 mL/min, linear velocity는 32.2 cm/min, column 

pressure를 31.9 kPa로 설정하고, oven 온도는 35°C에서 

5분간 머무른 후 200°C까지 4.0°C/min으로 승온하고 50분

간 유지시켰다. MS 분석 조건은 capillary direct interface 

온도는 200°C, ion source 온도는 200°C, mass range는 

40~350 m/z, electron multiplier voltage는 1,000 V, MS 

ionization voltage는 70 eV 그리고 scan rate는 1/s로 하

였다. 향기 성분의 동정은 휘발 성분의 지체시간(retention 

indices, RI)이 표준물질의 지체시간과 일치하거나 휘발 물

질의 mass spectra와 Wiley 8 mass spectral database 

(Shimadzu Co.)의 mass spectra를 비교하여 물질을 확인

하였다. RI는 C6~C24(n-Paraffins, Sigma-Aldrich Co., 

Milwaukee, MN, USA)를 이용하여 시료와 동일 조건에서 

결정하였다. 휘발성 물질의 함량은 total ion chromato-

gram(TIC)에서 나타난 각 peak 면적을 1,000,000으로 나

누어 표기하였다. 모든 시료는 3회 반복하여 휘발성 물질을 

분석하고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평균치로 나타내었으며, 유의

성 검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 package(version 

19)를 사용하여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무화과의 성숙도에 따른 texture의 특징

과일류의 성숙도에 따른 휘발성 성분의 연구에서 승도복

숭아(16,17)는 크기, 색 및 견고성 정도, 사과(18)는 크기, 

외관, 과즙의 고형분, 적정산도, 딸기(19)는 색도를 기준으

로 성숙도를 분류하였다. 또한 살구, 복숭아, 배의 숙성도는 

과즙의 고형분 함량과 적정산도 비율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20). 무화과는 크기, 색도, 적정산도와 성숙도 간에 유의성

이 높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무화과의 외관을 고려하여 견고

성 정도에 따라 6단계로 분류하였다(Table 1). 복숭아와 배

의 경우처럼 성숙도가 증가할수록 견고성이 감소하는 과일

도 있지만(16,21) snake fruit의 경우처럼 성숙도가 증가할 

때 견고성도 증가하다 최종 성숙 단계에서 견고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과일도 있다(22). 탄력성은 초기에는 낮았다가 성

숙될수록 서서히 증가하여 4, 5단계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

다가 6단계에서는 다시 감소하였다. 응집력은 성숙될수록 

점차 증가하였고, 점착성은 초기에는 낮았다가 2단계에서 

유의적으로(P<0.05) 높아졌으며 3단계부터 서서히 감소되

어 성숙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깨짐성은 3단계 이

후에는 유의적으로(P<0.05)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유기산 조성

Table 2는 무화과의 성숙도에 따른 유기산 함량을 분석

한 결과이다. 또한 Fig. 1은 무화과의 초기와 마지막 단계에 

대한 유기산의 HPLC chromatogram을 나타내었다. 무화

과의 주된 유기산 성분은 구연산과 사과산이었으며, 주석산

의 경우 1, 2, 3단계까지는 검출되지 않았다가 4단계부터 

나타나 완숙 단계에 나타나는 주된 유기산임을 알 수 있었

다. 성숙도에 따른 변화에서는 구연산의 경우 초기에 비해 

4단계에서 최고값을 나타낸 다음 서서히 감소하였고, 사과

산은 초기에 비해 3단계에 최고를 나타낸 다음 서서히 감소

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무화과의 수산, 구연산, 사과산은 

숙성될수록 점차 증가하다가 3, 4단계일 때 최고값을 나타

내고 그 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산과 호박

산은 성숙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숭아(17,23), 딸기(19), 배(21)의 주요 유기산

은 구연산과 사과산으로 나타났으며 복숭아와 배에서는 사

과산이 구연산보다 많은 함량을 보였으나 딸기는 구연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었다. 이들 모두 숙성이 진행될 때 증가하

다가 완전히 숙성하는 시점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19,21,23). 호박산은 배가 숙성될 때 초기에는 나타나

지 않았지만 숙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는데(21) 무

화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Kim 등(2)은 무화과의 



무화과의 성숙도에 따른 유기산, 유리당 및 향기 성분의 변화에 관한 연구 1019

Table 2. Organic acid contents of fig (Ficus carica L.) during maturation stage                                (mg/100 g)

Organic acid
Maturation stage     

1 2   3   4   5 6
Oxalic acid
Phosphoric acid
Citric acid
Tarta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
Lactic acid
Formic acid
Acetic acid

  14.00±0.41e1)2) 
  10.36±0.23f

 480.55±10.87d

      －
 205.46±3.22d

  16.65±0.35c

-308.45±8.57
   2.90±0.06c

   2.83±0.06a 

 14.13±0.34e 
 13.22±0.26e 
412.98±8.86e

     －
307.58±6.19b

 20.85±0.52b

     －
  2.94±0.07c

  2.44±0.06b

  25.10±0.48a 
  20.77±0.44d 
 652.46±8.28c

  31.53±0.87d

 559.94±15.99a 
  21.53±0.57b

      －
   5.98±0.15a 
   1.91±0.06e

  21.88±0.63c 
  41.94±1.32c 
 925.92±21.11a 

 196.09±4.47c

 298.95±6.75b

  22.67±0.68a 
      －

   2.80±0.07c

   2.20±0.05c

  18.29±0.36d 
  48.79±1.31b 
 713.77±4.77b

 224.41±1.77a 
 257.42±3.77c

  23.68±0.31a 
      －
   2.59±0.02d

   2.12±0.00d

 23.79±0.58b 
 52.79±1.16a 
281.29±5.55f

212.76±4.51b

267.45±8.57c

 23.41±0.61a 
     －
  5.55±0.08b

  1.93±0.05e

   Total  835.72±26.57d 774.14±17.92e 1,287.68±29.53b 1,512.45±32.72a 1,241.07±11.91c 806.98±14.62de

1)Values are means±SD (n=6).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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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PLC chromatograms of organic acids 
for maturation stage 1 (A) and 6 (B) of fig.

유기산 조성은 대부분이 구연산과 주석산으로 구성되어 있

음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구연산과 사과산으로 나

타났고 주석산은 완숙된 이후에 나타나 Kim 등(2)의 연구가 

두 종의 유기산만 측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와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주석산은 아보카도, 자두, 라임 및 배 등에 함유되

어 있으며(24), 포도에서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함량이 높아

지는 유기산으로 포도주 제조 중 석출되는 산이기도 하다

(25).

유리당 조성

무화과 성숙도에 따른 유리당의 조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Fig. 2는 무화과의 유리당에 대한 

HPLC chromatogram이다. 무화과에서 가장 많은 함량을 

나타낸 것은 과당이었으며, 다음으로 포도당, 자당 순으로 

나타났다. 포도당과 과당의 경우 초기에 최고치를 나타냈으

며 완숙될수록 서서히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자당

의 경우 2, 3단계에서 최고를 나타내다가 그 이후에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의 숙성기간 중 당 함량의 변

화(21)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과당과 포도당이 중간 성숙 

단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반면 자당은 감소하다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복숭아는 숙성과정 중 과당과 

포도당은 감소하는 반면 자당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17), 딸기는 과당, 포도당, 자당이 숙성기간 중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19) 과일에 따라 숙성 중 유리당의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Kim 등(2)은 무화과 과즙의 당 

조성이 주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고, 다른 과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당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본 실험에서는 자당이 세 번째

로 많은 당으로 나타나 본 실험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화과의 성숙도에 따른 휘발성 성분

무화과의 성숙도에 따른 휘발 성분은 잘게 다진 과육을 

SPME에 의하여 분석하였으며, 예비 실험에서 내부 표준 물

질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나 반복 시료 간 표준편차가 내부 

표준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방법보다 높게 나타나 내부 표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과육에 내부 표준 물질을 균

질하게 혼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추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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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ee sugar contents of fig (Ficus carica L.) during maturation stage                                  (mg/100 g)

Free sugar
Maturation stage

1   2   3   4   5   6
Sucrose
Cellobiose
Maltose
Lactose
Rhamnose
Ribose
Mannose
Fructose
Galactose
Xylose
Glucose

 136.04±2.86c1)2) 
   1.61±0.04b 
   0.65±0.01a 
       －
   1.36±0.03a 
   1.64±0.04a 
   6.18±0.13a 
2,295.12±54.37a 
       －
   0.04±0.00d 
1,699.68±40.91b 

 167.53±4.00a

   1.54±0.03c 
   0.20±0.01b 
      －
   1.34±0.04a

   1.26±0.03b 
   2.86±0.07c 
2,164.16±65.81b 
      －
   0.06±0.00b 
1,863.12±22.26a 

 167.22±5.05a 
   1.37±0.04d 
      －
   0.02±0.00a 
   0.98±0.02b 
   0.62±0.02d 
   2.20±0.05e 
1,746.16±39.47c 
      －
   0.05±0.00c 
1,546.44±30.85c 

 150.11±3.57b 
   1.76±0.04a 
   0.12±0.00c 
   0.01±0.00b 
   0.93±0.01c 
   0.95±0.03c 
   6.06±0.14a 
1,516.84±33.10e 
      －
   0.07±0.00a 
1,371.00±37.19e 

 150.05±1.32b 
   1.39±0.01d

   0.02±0.00d 
   0.02±0.00a 
   0.87±0.01d 
   0.98±0.01c 
   2.54±0.02d 
1,623.48±22.78d 
      －
   0.06±0.00b

1,332.40±33.71e 

 132.55±2.85c 
   1.57±0.03bc 
   0.01±0.00de

   0.01±0.00c 
   0.98±0.0b 
   1.01±0.02c 
   3.73±0.04b 
1,730.76±34.64c 
      －
   0.05±0.00c 
1,430.80±35.99d 

   Total 4,142.33±103.81a 4,202.07±81.86a 3,465.05±90.98b 3,047.85±62.80d 3,111.80±21.41d 3,301.48±52.56c 
1)Values are means±SD (n=6).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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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PLC chromatograms of free sugar for
maturation stage 1 (A) and 6 (B) of fig. 

커피를 1개월간 저장하면서 headspace의 향기 성분을 분석

한 연구(26)에서는 내부 표준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8개 구

간의 저장기간 시료를 통계분석 하였으며, thyme의 향기 

성분을 분석한 연구(27)에서도 내부 표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내부 표준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Table 4와 같이 성숙도에 따른 휘발 성분의 변화에 대하여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무화과에서 확인된 그룹별 화합물을 

보면 acid류 14종, alcohol류 15종, aldehyde류 23종, ar-

omatic류 4종, ester류 10종, hydrocarbon류 33종, ke-

tone류 9종, 기타 화합물류는 6종, terpene류는 5종이었으

며, 총 119개의 휘발성 성분이 확인되었다. 

무화과에서 검출된 14개의 acid류 중 가장 많은 양이 검

출된 hexadecanoic acid는 성숙될수록 유의적으로(P< 

0.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onanoic acid와 do-

decanoic acid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들이 성숙도가 증

가할수록 초기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xade-

canoic acid는 매실(28)과 muskmelon(29)의 주된 성분이

라고 알려져 있으며, muskmelon의 hexadecanoic acid는 

저장 중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숭아의 숙성 과정에서

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23) 무화과의 경우는 반대

되는 경향을 보였다. 총 유기산의 양은 무화가가 성숙해질수

록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반면 총 휘발성 지방산의 양은 감소

하였다.

Alcohol의 경우 15종이 확인되었으나 양적으로는 다른 

휘발 성분에 비해 비교적 적게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nonanol이었고, 다음으로 (Z)-farnesol, 

2-butoxyethanol 순으로 나타났다. 성숙도에 따른 변화에

서는 세 성분 모두 초기에는 높았으나 중간 단계에서는 낮아

졌다가 마지막 6단계에서는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Hexenol 성분은 초기에는 낮았으나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의적으로(P<0.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딸

기에서는 숙성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19) 복숭아에서

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17). 복숭아의 숙성

에 따른 nonanol은 muskmelon의 주요 성분으로 알려져 있

으며 저장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는데(29) 

무화과에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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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ehyde류의 경우 23종 중 가장 많은 양을 나타낸 것은 

dodecanal이었으며, 다음으로 2-hexenal, nonanal 순으로

나타났다. Dodecanal 성분은 2단계에 가장 높았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멜론에서도 성숙 단계에 do-

decanal과 nonanal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2- 

Hexenal, nonanal은 초기에 비해 성숙도에 따라 점차 증가

하다가 5단계에서 가장 높았으며, 6단계에서는 감소되는 경

향을 보였다. 반면 hexanal, (E,Z)-2,4-heptadienal, tri-

decanal은 성숙될수록 계속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2-Hexenal은 주로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풋한 향기의 

원인 물질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고(31), 주로 복숭아(32), 

포도(33), 양다래(31), 사과(34), 배(35) 등 거의 모든 과실

에서 나타나며 숙성될수록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Hexanal은 green 향의 특성을 지니는 성분(18)으로 초기에 

증가하였으나 성숙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었는

데 사과의 경우 품종에 따라 증가(Golden Delicious), 감소

(Braeburn), 증가-감소(부사)의 다양한 경향을 보였다(18). 

5단계로 나누어 성숙도에 따른 배의 향기 성분 변화를 관찰

한 연구에서는 hexanal이 주요 휘발 성분이었으며 무화과

와 유사하게 마지막 5단계에서 감소하였다(21).

Aromatics류는 4종이 검출되었는데 그중 ethylbenzene

과 cymene이 가장 많았으며 초기에는 높았다가 성숙 마지

막 단계에서는 모두 유의적으로(P<0.05)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레몬오일(36)에서 gasoline-like의 향을 부여하는 

cymene은 구아바 과일에서는 완전 성숙 단계에서 나타나

는 성분으로 보고하였으나(37) 무화과에서는 감소하였다.

Esters류는 10종으로 그중 ethyl acetate와 methyl sal-

icylate가 약간 많았는데, ethyl acetate의 경우 성숙 3단계

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였으며, methyl 

salicylate는 성숙 2단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냈다. 배에서 ethyl acetate와 butyl acetate가 주

요한 향기 성분으로 성숙기간 중 유사한 함량을 보였으나

(21) 무화과에서는 이들 함량이 초기에 약간 증가하다 감소

하였다. Methyl salicylate는 minty, sweet, medicinal 등 

다양한 향 특성을 지니는 성분(37)으로 토마토(38), 자두

(39), 키위(40), 포도(41) 등 잘 익은 과일과 발효차(42), 식

초(43), 포도주(44) 등 발효식품 등에 널리 분포하는 성분으

로 알려져 있다. 

Hydrocarbons의 경우 33종이 검출되었으며 hydro-

carbon 중 가장 많은 양이 검출된 hexane은 초기에 비해 

점차 증가하여 3단계에서 최고치를 나타냈다가 다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많은 성분이 2-methyl-

heptadecane으로 초기에 비해 5단계까지는 유의적으로

(P<0.05) 감소하였다가 6단계에서 다시 증가하였다. 일부 

hydrocarbon은 시료의 오염이나 지방산의 자동산화에 기

인된다고 하였고(45), 줄기, 잎, 꽃 등의 표피 wax로부터 

기인한다고 하였다(46). Hydrocarbons는 다른 휘발성 물

질에 비교해 높은 역치(threshold value)를 갖고 있어(47, 

48) 무화과를 구성하는 화합물 중 hydrocarbon의 종류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나 향미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Ketones류는 10종이 확인되었으며 6-methyl-5-hepten- 

2-one 성분이 가장 많았으며, 초기에 비해 4단계까지는 유

의적으로 감소되었다가 그 이후 서서히 증가되는 경향을 나

타냈다. 이 휘발성 성분은 사과 주스에서 off-flavor(earthy, 

spicy, unpleasant)에 기인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49). 또

한 성숙한 사과, 파프리카, 토마토, 수박 등에서 나타나는데 

lycopene, farnesene, citral 등의 물질이 산화나 분해에 의

해서 생성되기도 한다(50). 3-Hydroxy-2-butanone은 mil-

ky, buttery 등의 향 특성을 가지며 두유(51), 꿀(52), 버섯

(53) 등에서 주요 향미 성분으로 구아바에서는 성숙 초기 

단계에 미량이 확인되었는데 성숙한 과일에서는 주요 향미 

성분으로 증가하였다(37). 무화과에서 3-hydroxy-2-bu-

tanone은 중간 숙성 단계에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였

다.

기타 성분으로 6종이 검출되었으며, 그중 p-xylene, ner-

ylacetone, dibutylformamide가 약간 많았고, p-xylene과 

nerylacetone의 경우 초기에 비해 성숙 단계에서 감소하였

으나 3단계 이후부터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Dibu-

tylformamide는 초기에 비해 감소하다가 6단계에는 오히

려 초기에 비해 유의적으로(P<0.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Terpene류의 경우 5종이 검출되었으며 DL-limonene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초기에 높은 함량이 감소된 후 3단계

부터는 감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α- 

pinene, β-pinene 순이었으나 양적으로는 많지 않았으며 

성숙 단계별 경향은 DL-limonene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

다. 북미, 서인도제도에 분포하는 아세로라는 미숙한 과실에

서 limonene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성숙 과정에서 검출되었

다(54). Limonene은 floral, green, lemon-like 향 특성을 

나타내며(55) 감귤류의 중요한 향기 물질로 유자의 과피에 

79.78%, sweet orange에 83~97%, mandarin에 65~94% 

함유되어 있다는 보고(56,57)가 있으며, 무화과에도 감귤류

의 향기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무화과는 hexadecanoic acid> hexane> 

dodecanal> DL-limonene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또한 성

숙도에 따라서는 hexadecanoic acid, DL-limonene은 초

기에 높았다가 완숙됨에 따라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dodecanal, hexane은 초기에 비해 중간 단계에 높아졌다가 

완숙 단계에서는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요   약

무화과의 성숙도에 따른 유기산과 유리당, 휘발성 향기 성분

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한 농장에

서 무작위로 120개 채취하여 견고성을 모두 측정한 후 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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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6개군으로 무화과를 분류하고 각 군이 유의적 차

이가 나도록 무화과를 각 군에 6개씩 선별하였다. 견고성에 

따라 6단계로 분류된 무화과의 물성 특성에서 탄력성은 초

기에는 낮았다가 4, 5단계일 때 가장 높았으며 6단계에서는 

다시 감소되었다. 응집력은 숙성될수록 계속 증가하였고, 점

착성은 초기에는 낮았다가 2단계에서 가장 높았고 그 이후

부터 서서히 감소되었다. 깨짐성은 3단계 이후에는 유의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무화과의 주된 유기산 성분

은 구연산과 사과산이었으며, 주석산은 초기에는 검출되지 

않았다가 완숙 단계에서 나타났다. 수산, 구연산, 사과산은 

숙성될수록 점차 증가하다가 중간 단계일 때 최고로 나타났

다가 완숙 단계에서는 감소하였다. 반면 인산과 호박산은 

성숙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화과

의 주된 당은 과당과 포도당이었으며, 초기에는 함량이 높았

으나 완숙될수록 서서히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휘발성 

향기 성분의 경우 acid류 14종, alcohol류 15종, aldehyde

류 23종, aromatic류 4종, ester류 10종, hydrocarbon류 

33종, ketone류 9종, 기타 화합물류는 6종, terpene류는 

5종이었으며, 총 119개의 휘발 성분이 확인되었다. 가장 주

된 성분은 hexadecanoic acid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hexane, dodecanal, DL-limonene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hexadecanoic acid, DL-limonene 성분은 초기에 높았다

가 완숙됨에 따라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dodecanal, 

hexane은 초기에 비해 중간 단계에 높아졌다가 완숙단계에

서는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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