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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premature mandarin pressed
juice (PMPJ), premature mandarin pressed cake (PMPC), and whole premature mandarin (WPM) and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using premature mandarin as an industrial raw material. The moisture content of the premature mandarin
was PMPC (15.93%) > PMPJ (14.45%) > WPM (10.98%), the crude ash content was PMPJ (4.28%) > PMPC (3.61%)
> WPM (2.90%), the crude protein content was WPM (13.31%) > PMPJ (12.90%) > PMPC (10.42%), and the crude
fat content was WPM (1.83%) > PMPJ (0.99%) > PMPC (0.59%). The pH was highest in PMPC (3.84) and significantly
lower (3.00) in PMPJ. Acidity was highest in PMPJ (0.64%) and lowest in PMPC (0.21%). Fructose, glucose, and
sucrose were detected, but maltose was not. The free sugar content was highest in PMPJ. The pectin content was
WPM (177.71 mg/g) > PMPC (167.52 mg/g) > PMPJ (119.72 mg/g) and the cellulose content was in WPM (117.29
mg/g) > PMPC (114.52 mg/g) > PMPJ (107.05 mg/g). Aspartic acid, glutamic acid, serine, proline, alanine, leucine,
and lysine were the major amino acids present, while asparagine, aspartic acid, glutamic acid, and serine were major
free amino acids. The total mineral contents were PMPJ (1,897.13 mg%) > WPM (1,706.10 mg%) > PMPC (1,642.10
mg%). The naringin and hesperidin contents were in the order of PMPJ > WPM > PMP and the vitamin C content
was PMPJ (19.58 mg%) > WPM (13.75 mg%) > PMPC (11.82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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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왔다(Seo 등, 2003). 최근에는 감귤류의 암 예방물질에 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flavone류 중에서 polymeth-

감귤은 운향목 운향과(Rutaceae), 감귤나무아과(Auraniti-

oxyflavone류가 감귤류의 특징적인 활성 성분으로 밝혀졌

oideae) 중에서 감귤속(Citrus), 금감속(Fortunella), 탱자

고, 혈소판 응집 억제, 임파구 증식 억제, 항궤양, 항염증

나무속(Poncirus)에 속하는 각종 및 이들 속으로부터 파생

등의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nayente-

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과수용으로는 감귤속에 따른 귤

García와 Castillo, 2008; Kim 등, 2009b; Lee 등, 2011).

종류만 재배되고 있다(Chung 등, 2000). 감귤은 다른 과실

이외에도 감귤 속에 함유되어 있는 carotenoid는 체내에 흡

에 비해서 풍부한 과즙, 독특한 향미 및 고유한 색을 가지고

수되어 비타민 A로 전환되는 pro-vitamin A로서, 면역기능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고기능성 성분이 알려져 있다(Lee

을 항진시키고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등, 2009). 감귤류의 기능성 성분인 flavonoid는 현재까지

려져 있으며(Whang과 Yoon, 1995; Bae와 Kang, 1999),

약 40여종 이상의 구조가 밝혀져 있으며(Gattuso 등, 2007),

폴리페놀류와 비타민류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

주요 flavonoid 화합물로서 naringin, hesperidin, narin-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과육보다 감귤박에 생리활성

genin, hesperetin, nobiletin, tangeretin 등이 있고(Kabe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Li 등, 2009), 감귤박 또한

등, 2005; Valko 등, 2007), hesperidin, neohesperidin,

flavonoid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naringin에 대한 분석과 효능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보고되었고(Choi 등, 2007), pinene, linalool 등의 휘발성
물질이 함유되어 항균작용이 있으며(Benelli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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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otenoids, bioflavonoids와 같은 물질이 항염, 항암, 항
산화 등 다양한 생리적 작용을 나타낸다고 알려진 바 있다
(Erlund, 2004; Kim과 Shin, 2003). 이와 같은 활성 물질이
감귤박에 다량 함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류의 가공 공
정 중 과실의 50% 정도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대부분 폐기되

최미현 ․ 김경희 ․ 육홍선

558

고 있다(Song 등, 2013). 가축 사료의 첨가물에 대한 연구

(4,000 rpm, 20 min, LaboGene 416, LaboGeneTM, Bjar-

(Yang 등, 2008a; Moon 등, 2007b), 귤피 분말 첨가 초콜릿

kesvej, Holstebro, Denmark) 하여 형성된 상층액을 이용

(Park 등, 2015), 미생물 발효 감귤 부산물 추출물의 특성

하였다. pH는 상층액을 pH meter(PH-220L, iSTEK, Inc.,

(Moon 등, 2007a) 등 가축 사료, 기능성 식품 첨가물 등의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산도는 상층액 1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감귤 부산물은 다양한 활용성을 가지

mL를 100 mL로 정용한 다음 10 mL를 취하여 1% phe-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nolphthalein(OCI Company, Ltd., Incheon, Korea)을

감귤류의 부산물은 가공 공정뿐만 아니라 감귤 생육 시

2~3방울 가하고 0.1 N NaOH 표준용액(Samchun Pure

청귤의 형태로도 발생한다. 제주 지역에서 감귤의 생산량

Chemical Co., Ltd., Pyeongtaek, Korea)으로 적정하여 선

감축과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매년 8~10월에 약 5~10만

홍색으로 변하는 시기를 종말점으로 한 후 0.1 N NaOH 1

톤 정도의 청귤을 나무에서 따서 폐기하는 수상 적과를 실시

mL에 상당하는 구연산 함량을 적용하여 결과 값(%)으로 나

하고 있으며, 폐기 처분되는 청귤 대부분이 과수원 주변 환

타내었다.

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Kang 등, 2005).
감귤 미숙과는 완숙과에 비해 유기산, 식이섬유, 폴리페놀

유리당 함량 측정

그리고 flavonoid류인 hesperidin, naringin, rutin 등이 많

유리당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분말 시료 0.1 g에 5% TCA

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과피 중에 식이섬유, essential oil,

용액 1.5 mL를 넣은 후 1분 동안 교반한 다음 원심분리

carotenoids, flavonoids 등의 생리활성 성분이 많이 함유

(10,000×g, 4°C, 15 min) 하여 얻은 상등액을 필터 통과시

되어 있으며 과육보다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킨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였으며, CarboPac

알려져 있다(Park 등, 2011; Kim, 2009; Choi 등, 2007).

을 장착한 high performance anion-exchange chroma-

Song 등(1998)은 hesperidin과 naringin을 생약 소재로 이

tography(HPAEC; Dionex, Sunnyvale, CA, USA)를 이용

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열매따기(적과)에서 얻어

하여 분석하여 정량하였다. Mobile phase A는 150 mM

지는 청귤을 수확하여 가공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

NaOH를, B는 150 mM NaOH 및 600 mM sodium acetate

으나, 현재까지 청귤에 대한 연구로는 풋귤수로 처리한 발아

를 이용하였다. 분리조건은 0~5분, 0% B; 5~15분, 10% B;

콩 유래의 두즙 펩타이드를 포함하는 근력 및 근육량 향상용

15~20분, 100% B; 20~30분, 0% B로 하였으며, flow rate

조성물(Song과 Jang, 2016), 감귤 미숙과 식초의 특성과

는 1 mL/min으로 하였다. 유리당 함량은 glucose, fruc-

항산화 활성(Yi 등, 2014)으로, 감귤박에 비해 연구가 미비

tose, sucrose, maltose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TM

(4×250 mm)

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귤 생산 시 발생하는 청귤을
착즙한 후 생성되는 착즙액, 착즙박, 착즙하지 않은 원물의

Pectin 및 cellulose 함량 측정

형태로 처리한 후 이화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청귤의

Pectin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분말 시료 0.1 g에 에탄올

산업 원료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5 mL를 넣고 교반한 후 원심분리(3,000 rpm, 4°C, 10 min)
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소당류를 제거한 다음, acetone

재료 및 방법

을 1 mL 첨가하고 원심분리(3,000 rpm, 4°C, 10 min) 하여
형성된 상층액을 제거하는 과정을 2회 반복한 후 70°C의

실험재료

dry oven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건조물에 0.05 N

본 실험에 사용된 청귤은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제공받았

NaOH 2 mL를 혼합한 후 1분간 vortexing 하고 상온에서

다. 청귤 전체, 청귤을 착즙한 후 생성된 착즙액 및 청귤박을

30분간 방치한 다음 원심분리(3,000 rpm, 4°C, 10 min)

각각 -70°C에서 24시간 동안 냉각한 후 5일간 동결건조

하여 형성된 상등액을 희석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하였다. 동결건조물을 분쇄한 다음 40 표준체(체눈 크기

시료 200 μL에 5% phenol 200 μL와 sulfuric acid 1 mL를

425 μm)에 내려 분말화하였다.

넣고 혼합한 후 상온에서 20~30분간 방치한 다음 47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성분 측정

Cellulose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분말 시료 0.1 g에 3차

일반성분은 AOAC의 방법(2005)에 준하여 수분은 105°C

증류수 5 mL를 넣고 30초 동안 교반한 후 원심분리(3,000

상압가열건조법, 조회분은 550°C 직접회화법, 조단백질은

rpm, 4°C, 20 min) 하여 당을 제거한 다음, sodium acetate

Kjeldahl 법, 조지방은 에테르를 용제로 한 Soxhlet 추출법

buffer(50 mM, pH 5.0)를 첨가하여 최종량이 5 mL가 되도

으로 측정하였다.

록 하였다. 이에 cellulase 200 μL를 넣고 shaking water
bath를 이용하여 반응(150 rpm, 40°C, 24 h)시킨 후 원심분

pH 및 산도 측정

리(13,000 rpm, 4°C, 10 min) 하여 형성된 상등액을 희석하

pH 및 산도를 측정하기 위해 분말 시료 3 g에 3차 증류수

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시료 100 μL에 증류수 200 μL

를 27 mL 가하여 2~3시간 동안 sonication 한 후 원심분리

와 DNS 시약 900 μL를 넣고 혼합한 후 끓는 물에서 5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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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시키고 15분 동안 냉각한 다음 575 nm에서 흡광도를

건은 0~5분, 5~18% B; 5~30분, 18% B; 30~35분, 100%

측정하였다. Cellulose 함량은 dextrose 표준물질을 이용

B로 하였고 flow rate는 1 mL/min으로 하였으며 injection

하여 정량하였다.

volume은 10 μL로 하여 280 nm에서 검출하였다. Naringin
함량은 표준품 naringin(HPLC grade, Sigma-Aldrich Co.,
2
St. Louis, MO, USA)을 이용하여 표준검량곡선(R =0.9969)

구성 아미노산 및 유리 아미노산 측정
구성 아미노산을 측정하기 위해 분말 시료 0.1 g을 6 N

에 peak의 면적을 적용하여 구하였다.

hydrochloric acid(HCl) 1 mL에 녹인 후 N2 gas를 7분간

Hesperidin 함량은 Davis(1947)의 방법을 참고하여 측

충진시킨 다음 110°C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시켜 가수분해

정하였다. 분말 1 g에 70% methanol(Mallinckrodt Baker,

하였다. 가수분해물을 40°C에서 rotary vacuum evapo-

Inc.) 9 mL를 가하여 24시간 동안 추출한 후 원심분리(3,600

rator로 감압 농축한 후 Na-citrate buffer 용액을 이용하여

rpm, 20 min, LaboGene

일정 비율로 희석하고 0.2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액으로 사용하여 시험용액 0.1 mL에 99% diethylene gly-

다음 아미노산 자동 분석기를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col(DEG,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5 mL와 4

TM

) 하여 생성된 상층액을 시험용

유리 아미노산을 측정하기 위해 분말 시료에 증류수를 7

N NaOH(Samchun Pure Chemical Co., Ltd.) 0.1 mL를

~10배 가한 후 2~3시간 동안 sonication 한 것을 0.2 μm

가한 후 30분간 방치한 다음 3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시

였다. Hesperidin 함량은 표준품 hesperidin(HPLC grade,

험용액과 증류수를 1:1로 희석한 액에 5% trichloroacetic

2
Sigma-Aldrich Co.)을 이용하여 표준검량곡선(R =0.9995)

acid(TCA)를 동량 가한 것을 원심분리(12,000 rpm, 15

에 흡광도를 적용하여 구하였다.

min) 하고 형성된 상층액에 n-hexane을 가하여 비극성 물
질을 제거한 후, 0.2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아미

비타민 C 함량 측정
비타민 C 함량은 Choi 등(2005)의 방법을 참고하여 측정

노산 자동분석기를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하였다. 분말 시료 2.5 mg을 5% 메타인산(Junsei Chemical

무기질 측정

Co., Ltd., Tokyo, Japan) 용액으로 추출한 후 0.2 μm mem-

무기질의 분석은 AOAC의 방법(2005)에 준하여 측정하

brane filter로 여과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HPLC(Young

였다. 분말 시료 1 g을 취해 nitric acid(HNO3) 10 mL와

Lin Instrument Co., Ltd.)로 정량하였다. Mobile phase는

sulfuric acid(H2SO4) 10 mL를 가한 후 600°C에서 2시간

acetonitrile(Mallinckrodt Baker, Inc.)과 50 mM ammo-

동안 회화시키고 충분히 방랭한 다음, HCl 2 mL와 3차 증류

nium dihydrogen phosphate(NH4H2PO4, Samchun Pure

수 60 mL를 가하여 1시간 동안 회화시켰다. 회화된 시료를

Chemical Co., Ltd.)를 6:4로 혼합하여 사용하였고 flow

여과(No. 2, Whatman, Maidstone, UK)한 후 증류수를 가

rate는 1 mL/min, injection volume은 20 μL로 하여 254

해 총 100 mL의 부피로 맞추어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광도

nm에서 검출하였다. 비타민 C 함량은 표준품 ascorbic

계(OPTIMA 7300 DV, PerkinElmer Inc., Waltham, MA,

acid(Samchun Pure Chemical Co., Ltd.)를 이용하여 표준

USA)로 무기질 함량을 측정하였다. RF power 1.3 kW,

2
검량곡선(R =0.9969)에 peak의 면적을 적용하여 구하였다.

plasma argon 15 L/min, auxiliary argon flow rate 0.5
L/min, nebulizer argon flow rate 0.8 L/min, RF gen-

통계처리

erator 27.12 MHz, sample up take 1.5 mL/min으로 설정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실시한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

하여 시료 중 칼슘(Ca), 철(Fe), 칼륨(K), 마그네슘(Mg), 나

었으며, 얻어진 결과는 SPSS 24.0(Statistical Package for

트륨(Na), 인(P), 아연(Zn)을 측정하였다.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
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

Naringin 및 hesperidin 함량 측정
Naringin 함량은 Moon 등(2014)의 방법을 참고하여 측

서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였다.

정하였다. 분말 시료 0.05 g에 methanol(Mallinckrodt Baker,
Inc., Phillipsburg, NJ, USA) 1 mL를 넣고 20분간 sonication 한 후 원심분리(4,000 rpm, 10 min, LaboGene

결과 및 고찰

TM

)

하여 얻은 상층액을 취해 0.2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

일반 성분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high performance liquid chro-

청귤 착즙액 및 착즙박, 청귤의 일반 성분 측정 결과는

matography(HPLC; YL 9100, Young Lin Instrument Co.,

Table 1에 나타내었다. 수분 함량은 착즙박(15.93%)> 착즙

Ltd., Anyang, Korea)로 정량하였다. Mobile phase A는

액(14.45%)> 청귤(10.98%)의 순서로 나타났다. Yang 등

0.5% acetic acid(Mallinckrodt Baker, Inc.)를, B는 ace-

(2008b)이 감귤 착즙박, 껍질, 과육의 수분 함량을 측정한

tonitrile(Mallinckrodt Baker, Inc.)을 사용하였다. 분리조

결과 착즙박의 수분 함량은 채취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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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premature mandarin (%)
PMPJ1)
Moisture
Crude ash
Crude protein
Crude fat

PMPC
b2)3)

14.45±0.50
4.28±0.13a
12.90±0.16b
0.99±0.01b

Table 2. pH and acidity of premature mandarin
PMPJ1)

WPM
a

15.93±0.72
3.61±0.16b
10.42±0.21c
0.59±0.08b

c

10.98±1.18
2.90±0.08c
13.31±0.09a
1.83±0.29a

1)

PMPJ, premature mandarin pressed juice; PMPC, premature
mandarin pressed cake; WPM, whole premature mandarin.
2)
Mean±SD (n=3).
3)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pH
Acidity (%)

PMPC
c2)3)

3.00±0.01
0.64±0.00a

WPM
a

3.84±0.01
0.21±0.00c

3.25±0.01b
0.32±0.00b

1)

PMPJ, premature mandarin pressed juice; PMPC, premature
mandarin pressed cake; WPM, whole premature mandarin.
2)
Mean±SD (n=3).
3)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3.00)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산도는 착즙액(0.64%)이 가
장 높았고 착즙박(0.21%)이 가장 낮게 나타나 시료 중 pH의

존재하며, 과육보다 낮고 껍질보다 높으며 껍질 및 과육의

감소와 산도의 증가 경향을 나타내었다. Riaz 등(2015)은

수분 함량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

숙기에 따른 오렌지를 착즙한 후 착즙액의 pH 및 산도를

서 채취시기가 이른 청귤과 감귤의 수분 함량에는 차이가

측정한 결과, 미숙과인 경우 pH는 2.90~3.60, 산도는 0.90

있었으나, 껍질 및 과육이 일부씩 포함된 청귤 착즙박의 경

~1.40%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성숙도가 높아져 각

우 착즙액이 영향을 미쳐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낸 것으로

각의 값이 적숙인 경우 증가, 감소하며 과숙인 적숙인 상태

생각된다. 또한 Kang 등(2005)이 미숙 온주밀감의 일반 성

보다 감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청

분을 측정한 결과 수분 함량이 7% 내외로써 적과시기에 따

귤은 미숙과의 형태로서 이러한 pH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와 비교하

적과시기가 길어질수록 pH와 산도가 변화할 것으로 생각된

였을 때 본 연구의 수분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Kang

다. 한편 청귤은 착즙박에 비해 낮은 pH, 높은 산도를 나타

등(2005)이 시료 전처리 과정에서 습식분쇄, 전자파 가열,

내었으며, 착즙액은 청귤 착즙박보다 더 낮은 pH와 높은 산

건식분쇄 등의 과정을 거쳐 분말화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

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Chung 등(2004)의 탱자 과피와 과

는 청귤 생 시료를 분쇄 및 건조하였으므로, 감귤 시료의

육의 성분 특성 연구에서 유기산 함량이 과피보다 과육에서

수분 함량은 적과시기뿐만 아니라 전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청귤의 pH와

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산도에는 청귤 착즙박보다 착즙액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조회분 함량은 착즙액(4.28%)> 착즙박(3.61%)> 청귤

것으로 생각된다.

(2.90%)의 순서로, 조단백 함량은 청귤(13.31%)> 착즙액
(12.90%)> 착즙박(10.42%)의 순서로, 조지방 함량은 청귤

유리당

(1.83%)> 착즙액(0.99%)> 착즙박(0.59%)의 순서로 나타

식품 중에 존재하는 당류는 화학적으로 환원성을 갖는 환

났다. Kang 등(2000)이 온주밀감의 조회분을 측정한 결과

원당과 환원성을 갖지 않는 비환원당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미숙과 형태로 8월에 적과된 통밀감의 수분, 조회분, 조단

를 합하여 총당이라고 하며 과실에서 당분은 향기 생성과

백, 조지방 함량은 각각 7.2%, 3.9%, 3.0%, 3.2%였으며 더

감미에 영향을 주는 주요 성분이라 할 수 있다(Kim과 Youn,

늦은 시기에 적과된 감귤일수록 이들의 함량이 점점 낮아진

2013). 청귤 착즙액 및 착즙박, 청귤의 유리당을 측정한 결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ong 등(2013)의 동결 건조 감귤의

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유리당은 fructose, glucose,

통과 및 착즙박의 연구와 비교한 경우 수분 함량이 착즙박에

sucrose가 검출되었고 maltose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유리

서 15.43%, 통과에서 8.33%로 나타나 수치적으로 유사하

당 함량이 착즙액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Song 등(1998)

였고 조회분, 조단백, 조지방 함량이 본 연구의 청귤이 더

은 미숙 형태로써 9월에 재배된 감귤류 착즙액에서 glucose,

높게 나타났으나, 조회분 및 조단백 함량이 통과보다 착즙박

fructose, sucrose가 검출되었으며 sucrose(0.58~2.37%)

에서 더 높으며 조지방 함량은 통과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

> fructose(0.29~1.14%)> glucose(0.25~1.11%) 순서로

인 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청귤은 감귤에
비해 조회분, 조지방, 조단백 함량이 더 높으며 적과시기가

Table 3. Free sugar contents of premature mandarin
1)

PMPJ

늦춰질수록 이들의 함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Fructose
Glucose
Maltose
Sucrose

pH 및 산도
감귤류에 대한 유기산 함량의 차이는 품종이나 숙도의 차
이에 따라 달라지며,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일은 기초적
연구로써 필요하다(Song 등, 1998). 청귤 착즙액 및 착즙박,
청귤의 pH 및 산도 측정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pH
는 착즙박(3.84)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착즙액

1)

88.06±1.01a2)3)
75.68±8.80a
ND4)
83.28±9.97a

(mg/g)

PMPC

WPM

30.05±0.86c
24.04±0.69c
ND
21.80±0.19b

44.49±1.10b
35.51±0.68b
ND
19.05±0.09b

PMPJ, premature mandarin pressed juice; PMPC, premature
mandarin pressed cake; WPM, whole premature mandarin.
2)
Mean±SD (n=3).
3)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4)
Not detected.

청귤의 유효성분 분석

많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착즙액의 결과와 다소
다른 경향이었다. 그러나 수확시기가 9월에서 12월까지 진

Table 4. Pectin and cellulose contents of premature mandarin
(mg/g)
1)

행될수록 감귤의 sucrose 함량이 fructose와 glucose보다
Pectin
Cellulose

더 크게 증가하면서 12월에는 sucrose 함량이 fructose와
glucose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보고하여 8월에 수확
한 본 연구의 청귤 시료와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Yang 등(2008b)의 연구에서도 12월에 재배된 성숙 감귤
과육의 유리당 함량 측정 결과 sucrose(3.97%)> gluc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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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PJ

PMPC

WPM

119.72±2.83b2)3)
107.05±3.73a

167.52±3.10a
114.52±1.90a

177.71±1.83a
117.29±3.84a

1)

PMPJ, premature mandarin pressed juice; PMPC, premature
mandarin pressed cake; WPM, whole premature mandarin.
Mean±SD (n=3).
3)
Different letters (a,b)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

(1.83%)> fructose(1.74%)로 나타나 sucrose 함량이 fructose와 glucose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착즙액(107.05 mg/g)의 순서로 나타났다. Yang 등(2008b)

따라서 청귤 적과시기에 따라 구성 유리당과 함량은 변화하

의 연구에 따르면 cellulose, hemicellulose 등의 총 식이섬

는 것으로 생각되며, sucrose가 주요한 변화 요소로서 작용

유 함량이 신선물 기준으로 껍질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고하였으므로 cellulose 함량은 청귤 착즙액보다 청귤과

한편 청귤의 유리당 함량은 착즙박에 비해 유사하거나 더

착즙박에서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청귤 및 청귤 착즙박은

높았고 청귤 착즙액의 유리당 함량이 시료 중 가장 높았으므

유용한 식이섬유 소재로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로, 청귤의 유리당 종류와 함량은 과피보다 과육에 더 많고

Eun 등(1996)은 감귤의 과육 및 과피의 식이섬유를 측정한

청귤 착즙액이 청귤의 유리당 함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

결과 총 pectin 함량은 과육(1.53%)> 과피(0.94%)이고,

로 생각된다. 또한 Chung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탱자

cellulose 함량은 과육(0.26%)< 과피(3.56%)로 나타났다

과실의 유리당으로써 fructose, glucose, sucrose가 확인

고 하여 본 연구 결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되어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나, 유리당 함량이 과육(약 0.6%)

재배 지역 및 품종의 차이에 의해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에 비해 과피(약 1.2%)에서 2배 높게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

보고하였다. 감귤 과피에는 여러 종류의 식이섬유가 존재하

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같은 감귤

며, 주로 pectin으로 용해성에 따라 여러 가지 성분으로 나

류에 속할지라도 품종과 성숙도에 따라 과육 및 부산물의

누어지고 성숙과 저장 중에 변화된다고 한다(Park 등,

유리당 함량은 다르며, 청귤 착즙액의 유리당 함량은 매우

1996; Kang 등, 2000). 본 연구에서도 청귤을 분쇄 및 건조

높으므로 식품의 향기 및 감미에 영향을 주어 식품 첨가물로

하는 과정에서 함량이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재

사용 시 기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배 및 품종뿐만 아니라 분석 방법 및 시료 전처리 방법에
의해서도 식이섬유 함량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감귤류의

Pectin 및 cellulose
감귤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간지질 함량을 낮추는 효과와

식이섬유 함량을 분석하기 위한 최적 전처리, 분석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admium 투과 억제 능력을 가지며, 다이어트 성분,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및 중금속 해독 기능 등 우수한 성질을 갖

구성 아미노산 및 유리 아미노산

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최근 각종 심장혈관계 성인

아미노산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구성성분으로

병 및 장 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식이섬유에 대한 인식을

서 생리활성의 조절, 삼투압의 항상성 유지, 완충 작용 등의

새롭게 하고 식이섬유를 이용한 여러 종류의 식품들이 개발

작용을 하며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되고 있다(Chung 등, 2000; Kim과 Chung, 1997). 이 중

(Kim 등, 2009a). 청귤 착즙액 및 착즙박, 청귤의 구성 및

펙틴은 잼, 젤리 등의 제조 등의 겔 형성 능력, 점도의 증가,

유리 아미노산 측정 결과는 Table 5와 6에 나타내었다. 구

유화 안정성이 있어 식품 산업에 널리 이용되며(Yang 등,

성 아미노산은 alanine, arginine, aspartic acid, cystine,

2008b),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Kay와 Truswell, 1977)와

glutamic acid, glycine, histidine, isoleucine, leucine, ly-

장내 유용 세균의 증식(Vargo 등, 1985), 혈중 항체의 양

sine, methionine, phenylalanine, proline, serine, threo-

증가(Lim 등, 1997) 등 성인병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약리

nine, tyrosine, valine으로 총 17종이 검출되었으며, 주요

효과가 보고됨에 따라 다이어트 및 의약용 소재로써 개발

구성 아미노산으로서 aspartic acid, glutamic acid, serine,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proline, alanine, leucine, lysine이 존재하였다. 유리 아미

청귤 착즙액 및 착즙박, 청귤의 pectin 및 cellulose 측정

노산은 alanine, ammonia, arginine, asparagine, aspartic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Pectin 함량은 시료 중 청귤

acid, ethanolamine, glutamic acid, glutamine, glycine,

(177.71 mg/g)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착즙박

histidine, isoleucine, leucine, lysine, methionine, orni-

(167.52 mg/g)과 착즙액(119.72 mg/g)은 이보다 낮게 나

thine, phenylalanine, serine, threonine, tyrosine, va-

타났다. Cellulose 함량은 시료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

line, α-amino-n-butyric acid, γ-amino-n-butyric acid

나, 수치적으로 청귤(117.29 mg/g)> 착즙박(114.52 mg/g)>

로 총 22종이 검출되었으며, 주요 유리 아미노산으로서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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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osition amino acid contents of premature mandarin
PMPJ1)
Alanine
Arginine
Aspartic acid
Cystine
Glutamic acid
Glycine
Histidine
Isoleucine
Leucine
Lysine
Methionine
Phenylalanine
Proline
Serine
Threonine
Tyrosine
Valine

b2)3)

375.66±2.60
238.54±3.50c
2,788.07±2.03a
123.88±1.19b
817.08±3.28a
204.14±4.01c
98.47±3.02c
128.66±2.89c
248.51±2.26b
322.05±1.30c
65.37±2.65b
184.39±1.97c
368.98±1.14c
559.97±3.21a
236.13±5.59c
116.31±3.76b
208.07±7.52b

(mg%)
PMPC

WPM

413.38±1.68a
307.68±2.40a
2,681.34±3.70b
147.38±1.70a
708.49±2.01b
313.80±3.79a
147.41±2.80a
194.31±3.51a
385.92±4.53a
416.34±4.41a
75.28±3.80a
283.29±2.85a
464.98±2.50a
553.65±1.62b
306.31±5.57a
198.60±6.12a
291.54±3.90a

356.69±2.60c
268.07±4.07b
1,986.45±6.01c
110.95±2.10c
646.48±0.68c
287.87±2.20b
127.30±2.00b
188.55±1.92b
384.01±3.29a
387.52±4.93b
71.87±1.61a
246.83±4.61ab
379.78±4.26b
437.60±1.67c
268.42±4.03b
190.53±4.47a
282.87±2.55a

Total
7,084.27
7,889.71
6,621.81
PMPJ, premature mandarin pressed juice; PMPC, premature mandarin pressed cake; WPM, whole premature mandarin.
2)
Mean±SD (n=3).
3)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1)

Table 6. Free amino acid contents of premature mandarin
1)

PMPJ
Alanine
Ammonia
Arginine
Asparagine
Aspartic acid
Ethanolamine
Glutamic acid
Glutamine
Glycine
Histidine
Isoleucine
Leucine
Lysine
Methionine
Ornithine
Phenylalanine
Serine
Threonine
Tyrosine
Valine
α-Amino-n-butyric acid
γ-Amino-n-butyric acid

173.14±3.04a2)3)
42.10±0.26a
68.89±1.34a
1,951.13±5.58a
423.46±5.29a
13.88±0.69a
308.03±5.25a
－4)
14.18±0.20b
11.35±0.34b
8.92±0.39b
11.52±0.47b
20.91±0.92b
4.16±0.06
5.22±0.05a
31.84±1.22b
345.18±3.03a
54.04±1.93a
10.71±0.20b
29.43±0.07a
5.13±0.02b
61.35±0.69

(mg%)
PMPC

WPM

133.93±3.90b
11.13±0.02c
54.49±0.70b
1,917.90±7.63b
195.52±4.97b
11.73±0.25b
100.99±2.87b
－
a
17.27±0.27
15.25±0.32a
9.77±0.36a
22.52±0.02a
26.04±0.04a
5.88±0.09
2.86±0.06b
41.19±0.20a
272.38±1.84b
50.68±0.57b
17.88±0.33a
28.64±0.05a
5.12±0.02b
75.75±2.20

53.58±1.50c
23.47±0.07b
10.10±0.89c
835.16±5.10c
94.61±2.50c
8.93±0.06c
5.47±0.35c
27.15±0.44
c
6.63±0.08
2.47±0.12c
4.74±0.22c
9.09±0.20c
5.57±0.17c
－
0.82±0.01c
8.37±0.15c
114.45±0.68c
14.65±0.24c
5.33±0.11c
22.25±0.99b
92.03±1.17a
－

Total
3,594.58
3,016.94
1,344.88
PMPJ, premature mandarin pressed juice; PMPC, premature mandarin pressed cake; WPM, whole premature mandarin.
2)
Mean±SD (n=3).
3)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4)
Not detected.
1)

paragine, aspartic acid, glutamic acid, serine이 존재하

다. Aspartic acid는 신경전달물질과 내분비 기관의 호르몬

였다. 시료 중 착즙액은 구성 아미노산 중 aspartic acid의

분비의 조절인자로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Lamanna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성 및 유리 아미노산 중

등, 2007), serine은 생체 내에서 cystine과 필수 아미노산

serine 및 glutamic acid에서 비교적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

인 methionine의 상호 변환에 관여하며, glutamic acid는

청귤의 유효성분 분석

감칠맛을 내는 성분으로 이용(Kim 등, 2012)되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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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ineral contents of premature mandarin
PMPJ1)

라서 착즙액은 다양한 건강 기능성, 맛 성분으로서의 가치가
Ca
Fe
K
Mg
Na
P
Zn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귤 착즙박은 대부분의 필수아
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아미노산
함량도 가장 높게 나타나, 다양하고 많은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므로 영양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리 아미노산 측정 결과에서는 일부 시료에만 존재하거
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났다. Glutamine은 청귤에서
만 검출된 반면, methionine 및 γ-amino-n-butyric acid
(GABA)는 청귤을 제외한 시료에서 검출되었다. Chung 등
(2004)이 탱자 과피와 과육의 유리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과피에서는 12종, 과육에서는 10종이 검출되었으며

c2)3)

6.83±0.12
1.18±0.03c
1,544.33±3.89a
170.88±3.97a
9.55±0.31b
162.89±4.22a
1.00±0.01b

(mg%)

PMPC

WPM

321.77±2.62a
1.84±0.03b
996.34±4.66c
169.41±4.41a
8.26±0.01c
142.71±2.18b
1.19±0.04a

295.12±2.40b
1.90±0.01a
1,123.72±3.27b
127.21±0.91b
10.29±0.30a
146.51±5.99b
1.14±0.04a

Total
1,897.13
1,642.10
1,706.10
PMPJ, premature mandarin pressed juice; PMPC, premature
mandarin pressed cake; WPM, whole premature mandarin.
2)
Mean±SD (n=3).
3)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1)

proline이 감귤속 과실에서 대표적인 아미노산으로 존재하
였으나 탱자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감귤류 간

매우 높게 나타났다. Yang 등(2008b)은 12월에 수확한 성

아미노산 조성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숙 감귤의 무기성분은 과육보다 과피에 더 많이 들어있다고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차이가 존재하여 시료 간의 아미노산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착즙박, 청귤에 비해 착즙액에

조성 및 함량이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Methionine은 단백

더 많은 무기질의 종류와 양이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Ca과

질 합성에 필수적인 핵산의 구성성분으로 모발, 피부 및 손

Fe, Zn의 경우에는 착즙박 및 청귤에서 더 높은 함유량을

톱의 이상을 예방하는 황의 주요 공급원이며 간의 지방을

나타내었다. Cha 등(2007b)은 성숙단계별 복분자 딸기의

감소시키고 LDL cholesterol을 낮춰주며 머리카락 성장을

무기질을 측정한 결과, 성숙 정도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촉진시키는 발모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Seo,

K 함량이 가장 많았고 수치적으로 미숙과가 완숙과보다 더

2014). Glutamine은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존재하고 인체

높다고 하였으며 Mg과 P의 경우에도 복분자 딸기가 성숙함

골격근의 61%를 차지하는 아미노산이며(Souba, 1985), 아

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Cha

미노산 균형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아미노산 합성에 필요한

등(1999a)의 매실 성숙도에 따른 무기성분 측정 결과에서

대부분의 질소를 공급함으로써 암모니아의 흡수, 저장 및

도 K 함량이 품종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가장 많았고 매실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Lee 등, 2017),

이 성숙함에 따라 Mg 함량과 함께 감소하였다. Jeong 등

탈탄산화 반응을 통해 GABA로 활성화되며 글루탐산과

(2002)은 무화과가 성숙함에 따라 Ca, Fe, Zn 함량이 미숙

GABA는 각각 억제성과 흥분성의 신경전달물질로 작용한

과Ⅰ(63일)에서 미숙과Ⅱ(79일)까지는 증가하다가 완숙과

다(Newsholme, 2003). GABA는 또한 혈류를 개선하여 뇌

(87일)에서는 다소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청귤의

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 뇌의 대사를 촉진하고 기억을 증진

무기질 함량 또한 적과시기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키며, 연수의 혈관 중추에 작용하여 항이뇨 호르몬인 바소

이러한 청귤의 무기질 종류 및 함량은 고르게 나타나기보다

프레신의 분비를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는 한 시료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건강

고혈압 저하 효과가 있다. 그 외에도 호르몬의 분비 조절,

기능성 식품 개발에 있어 적과시기 및 가공 당시 성숙도,

angiotensin-converting enzyme(ACE) 저해 활성, 통증

처리방법에 의해 용도에 적합한 부산물을 선정해야 할 것으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Kim 등, 2013). 결과

로 사료된다.

적으로 청귤 착즙액 및 착즙박, 청귤에는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고 일부 시료에서만 검출되거

Naringin 및 hesperidin

나 검출되지 않은 아미노산이 존재하므로 식품의 이용목적

Naringin은 항산화, 항돌연변이 활성을 지니며(Chen 등,

에 따라 적절한 처리 형태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90; Francis 등, 1989), streptozotocin으로 유도된 고혈
당 쥐의 혈당량과 H2O2, TBARS level을 낮추고, 항산화

무기질

효소들의 활성을 높이며(Pari와 Suman, 2010), hesperidin

청귤 착즙액 및 착즙박, 청귤의 무기질 측정 결과는 Table

은 혈중 cholesterol 농도 상승 억제 작용, 지방간 개선 작용

7에 나타내었다. 시료 중 총 무기질 함량은 착즙액(1,897.13

및 간 종양 세포 증식 억제 작용 등과 그 외 항산화 작용을

mg%)> 청귤(1,706.10 mg%)> 착즙박(1,642.10 mg%)으로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Cha 등, 1999b). 청귤 착즙액 및 착

착즙액이 가장 높았으며, 무기질별 총량은 K(3,664.39 mg%)

즙박, 청귤의 naringin 및 hesperidin 함량 측정 결과는

> Ca(623.72 mg%)> Mg(467.50 mg%)> P(452.11 mg%)>

Table 8에 나타내었다. Naringin 함량 측정 결과 청귤 착즙

Na(28.10 mg%)> Fe(4.92 mg%)> Zn(3.33 mg%)의 순서

액(32.09 mg/g)> 청귤(31.13 mg/g)> 착즙박(22.32 mg/g)

로(data not shown), K 함량이 착즙액(1,544.33 mg%)에서

의 순서로 나타났다. Hesperidin 함량 또한 청귤 착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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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Naringin and hesperidin contents of premature mandarin
(mg/g)
PMPJ1)
Naringin
Hesperidin

PMPC
a2)3)

32.09±0.44
10.69±0.43a

Table 9. Vitamin C contents of premature mandarin

WPM
c

22.32±0.18
7.39±0.47b

b

31.13±0.45
10.52±0.45a

1)

PMPJ, premature mandarin pressed juice; PMPC, premature
mandarin pressed cake; WPM, whole premature mandarin.
2)
Mean±SD (n=3).
3)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Vitamin C

(mg%)

PMPJ1)

PMPC

WPM

19.58±0.67a2)3)

11.82±0.58c

13.75±0.13b

1)

PMPJ, premature mandarin pressed juice; PMPC, premature
mandarin pressed cake; WPM, whole premature mandarin.
2)
Mean±SD (n=3).
3)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숙한 것보다 비타민 C 함량이 높지만 과숙한 경우 감소한다
고 보고하였으며, Jung 등(2013)이 숙기별 꾸지뽕 열매의

(10.69 mg/g)> 청귤(10.52 mg/g)> 착즙박(7.39 mg/g)의

비타민 C 함량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꾸지뽕 열매가 미숙일

순서로 나타났다.

때보다 적숙일 때 비타민 C 함량이 높아졌으나 과숙인 경우

Jin 등(2017)은 미숙 감귤류 과피의 naringin 및 hesper-

함량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달리 Cha 등(2007a)

idin 함량을 측정한 결과, 과피에서 각각 2.07~23.39 mg/g,

은 완숙된 복분자 딸기의 비타민 C 함량이 미숙과나 중간

10.52~25.10 mg/g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청귤 착즙박과

숙과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유사하거나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품종과

보고하였다. 따라서 청귤의 적과 및 가공처리 시기에 따른

재배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품종과 재배 환

비타민 C 함량의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에 관계없이 감귤 완숙과보다 미숙과에서 이들의 함량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Hwang 등(2014)의 연구

요

약

에서 수확시기에 따른 유자의 과즙 및 과피의 naringin과
hesperidin 함량을 측정한 결과 이들의 함량이 미숙기인 7

본 연구에서는 청귤을 착즙액, 착즙박, 원물의 형태로 처리

월에 수확한 것에서 가장 높았고 그 이후로 점점 감소하여

한 후 이화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산업 원료 소재로서

적숙기인 11월에 수확한 것의 함량은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

청귤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분 함량은 착즙박

다고 보고한 것과, Rhyu 등(2002)의 연구에서 9종의 제주

(15.93%)> 착즙액(14.45%)> 청귤(10.98%)의 순서로 나타

감귤류 미숙과의 naringin, hesperidin 함량을 수확시기에

났다. 조회분 함량은 착즙액(4.28%)> 착즙박(3.61%)> 청

따라 측정한 결과 과실 전체를 동결건조 한 분말의 naringin

귤(2.90%)의 순서로, 조단백 함량은 청귤(13.31%)> 착즙액

과 hesperidin 함량이 숙기에 따라 감소한다고 보고한 것과

(12.90%)> 착즙박(10.42%)의 순서로, 조지방 함량은 청귤

유사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naringin이 감귤 생육 초기

(1.83%)> 착즙액(0.99%)> 착즙박(0.59%)의 순서로 나타

에 생성되어 함량이 증가하다가 성숙기에 자연 분해되기 때

났다. pH는 착즙박(3.84)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문으로(Song 등, 1998), 청귤은 성숙된 감귤 또는 감귤 부산

착즙액(3.00)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산도는 청귤 착즙액

물에 비해 flavonoid를 더 많이 함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0.64%)이 가장 높았고 청귤 착즙박(0.2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리당은 fructose, glucose, sucrose가 검출되

비타민 C

었고 maltose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착즙액에서 함량이 가

비타민 C는 항산화제로서 체내에서 산화스트레스에 대해

장 높았다. Pectin 함량은 시료 중 청귤(177.71 mg/g)> 착

강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물질이며(Frei, 1991), 암

즙박(167.52 mg/g)> 착즙액(119.72 mg/g)의 순서로 나타

억제 및 면역체계에 대한 보호 효과도 가지고 있다(Kim 등,

났으며, cellulose 함량은 청귤(117.29 mg/g)> 착즙박

2008). 청귤 착즙액 및 착즙박, 청귤의 비타민 C 측정 결과

(114.52 mg/g)> 착즙액(107.05 mg/g)의 순서로 나타났다.

는 Table 9에 나타내었다. 비타민 C 함량은 청귤 착즙액

주요 구성 아미노산으로서 aspartic acid, glutamic acid,

(19.58 mg%)> 청귤(13.75 mg%)> 착즙박(11.82 mg%)의

serine, proline, alanine, leucine, lysine이 존재하였으며

순서로 나타났으며 모든 시료에서 유의적 차이가 존재하였

주요 유리 아미노산으로서 asparagine, aspartic acid, glu-

다. Chung 등(2004)은 탱자 과육과 과피의 비타민 C 함량을

tamic acid, serine이 존재하였다. 무기질 함량은 착즙액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과피보다 과육의 함량이 더 높게 나

(1,897.13 mg%)> 청귤(1,706.10 mg%)> 착즙박(1,642.10

타나 본 연구에서 청귤 착즙박보다 착즙액의 비타민 C 함량

mg%)으로 착즙액이 가장 높았다. Naringin 함량 측정 결과

이 더 높은 결과와 유사하였다.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 C를

청귤 착즙액(32.09 mg/g)> 청귤(31.13 mg/g)> 착즙박

많이 함유하고 있어 비타민 C의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22.32 mg/g)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hesperidin 함량 또한

본 연구 결과 값은 사과 6.0 mg%, 배 4.0 mg%, 당근 6 mg%,

청귤 착즙액(10.69 mg/g)> 청귤(10.52 mg/g)> 착즙박

오이 10 mg% 등의 과일(Kim 등, 2007)보다 높아, 청귤 착

(7.39 mg/g)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났다. 비타민 C 함량은

즙액, 착즙박, 청귤은 높은 비타민 C 함량을 가지는 것으로

청귤 착즙액(19.58 mg%)> 청귤(13.75 mg%)> 착즙박(11.82

생각된다. 한편 Riaz 등(2015)은 오렌지가 적숙인 경우 미

mg%)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모든 시료에서 유의적 차이가

청귤의 유효성분 분석

존재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청귤 부산물은
유리당, 식이섬유, 각종 아미노산, 무기질, 높은 flavonoid
함량을 나타내었으므로, 가공식품의 첨가물, 건강 기능성 식
품 등의 산업적 활용성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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