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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분말을 첨가한 감귤인절미의 저장 중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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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Gamgyul-Injeulmi with different ratios of Citrus 
mandarin powder(0, 3, 6, 9, 12%) during storage. The moisture contents of the Gamgyul-Injeulmi decreased during storage 
but the moisture content of control(containing 0% Citrus mandarin powder) was almost constant. According to amylograms, 
gelatinization temperatures were lower in the samples containing Citrus mandarin powder compared to the control. More 
additions of Citrus mandarin powder caused lower viscosity and breakdown values but higher setback values. The pH of 
all samples decreased during storage but as more Citrus mandarin powder was added the changes in pH were less. The 
titratable acidity of all samples increased during storage and more additions of Citrus mandarin powder resulted in  higher 
titratable acidity. For the Hunter's color values during storage, L and a values decreased but b values was increased except 
for the control. Textural analyses of the Gamgyul-Injeulmi showed that hardness, gumminess and chewiness increased, 
whereas adhesiveness, cohesiveness and springiness decreased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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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감귤(Citrus mandarin)은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주로 재배되

는 다년생 과수로(Kim CM 2006), 독특한 맛과 향, 색을 지니

고 있을 뿐 아니라 flavonoids, carotenoids, limonoids와 같은 여

러 가지 기능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Lee 등 1987; Whang & 
Yoon 1995; Eun 등 1996; Laura B. 1998; Song 등 1998; Kawaii 등 
1999; Kim 등 1999; Moon 등 2004; Ahn 등 2005; Kim 등 2006).

예로부터 감귤은 과육뿐 아니라 그 말린 껍질 역시 진피라 

하여 한약재 등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는데(Hur CG 2003), 특
히 감귤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hesperidin이나 naringin과 

같은 물질은 여러 연구를 통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Kim & Kim 2003; Yoon & Jwa 2006), 혈관의 건강 증진에 

효과(Son 등 1992; Bok 등 1999; Kim 등 1999: Moon 등 2004)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감귤을 이용한 식품 관련 연구로는 Min 등(2002)의 국내산 

진피 열수추출물의 특성과 진피음료 개발에 관한 연구, 감귤 

과피를 함유한 유과의 품질 특성(Bae 등 2002), 감귤의 건조

에 따른 품질 특성 모니터링(Lee & Yoon 2003), 유색미 제조

용 감귤 과피 물추출 균질액의 제조 조건 최적화(Seo 등 

2003), 제주 감귤식초 발효균주 선발(Kim & Choi 2005), 고령

자용 감귤젤리의 품질 특성 연구(Lee 등 2007), 감귤 분말을 

첨가한 파운드케이크의 품질 특성(Park YS 2007)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인절미는 찹쌀이나 찹쌀가루를 시루에 찐 다음 절구에 찧

어 모양을 만든 뒤 고물을 묻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 떡의 

하나로 첨가하는 부재료나 고물의 종류에 따라 쑥인절미, 콩
인절미, 녹두인절미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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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 1998; Yoon SJ 2001; Shin & Song 2008; Shin & Joung 
2008). 인절미에 관한 연구에는 현미녹차인절미의 녹차 첨가량

에 따른 Texture 특성(Kwon 등 1996), 흑미를 첨가한 인절미

의 품질 특성(Cho & Cho 2000), 다진 대추를 첨가한 대추인

절미의 관능적, 이화학적 특성(Cha & Lee 2001), 구기자가루 

첨가량에 따른 인절미의 품질 특성(Lee 등 2004), 발아콩가루 

첨가가 인절미의 이소플라본 함량 및 특성에 미치는 영향(Jung 
등 2006), 백복령 가루를 첨가한 찰보리쌀 인절미의 품질 특

성(Cho 등 2008), 뽕잎 분말 첨가 비율에 따른 인절미의 품질 

특성(Kang & Hong 2009) 등 인절미에 기능성이 있는 천연재

료를 첨가하여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려는 연구들이 보고되

고 있으나,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감귤의 인절미에의 첨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저자들은 유용한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감

귤을 통째로 건조․마쇄한 감귤 분말을 찹쌀가루에 첨가하

여 감귤인절미(Gamgyul-Injeulmi)를 제조하고, 수분 결합력, 관
능검사, 기계적 품질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감귤 분말을 이

용한 감귤인절미 제조의 가장 적합한 기본 배합비율 등에 대

해 알아보았다(Kim & Song 2009). 
이어 본 연구에서는 감귤 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감귤인절미를 일정기간 저장하면서 수분 함량, pH, 적정 산

도, 색도 및 texturometer에 의한 기계적 품질 특성 등을 측정

하고, 저장 기간 중의 감귤인절미의 품질의 변화에 대해 알아

봄으로써, 감귤 분말을 이용한 기능성 영양성분이 함유된 감

귤인절미의 상품화 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감귤 분말은 2007년 제주 농촌진흥청 난

지농업연구소에서 원형 그대로 동결 건조시켜 100 mesh로 제

조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찹쌀은 일반계 찹쌀(전라

남도 순천산)을 농협하나로 양곡에서 구입하였다. 찹쌀가루

의 제조를 위해 찹쌀 300 g을 3회 수세하고 상온에서 8시간 

불린 후, 체에 건져 20분 동안 수분을 제거한 다음, roller mill
을 사용해서 분쇄하고, 18 mesh로 2회 통과시킨 후 풍건하여 

Table 1. Formulas for Gamgyul-Injeulmi with Citrus mandarin powder                                        (g) 

Samples1)

Classification
Control G1 G2 G3 G4

Glutinous rice flour 100 97 94 91 88
Citrus mandarin powder   0  3  6  9 12
Salt   1  1  1  1  1

1) Control, G1, G2, G3, G4: Injeulmi with 0, 3, 6, 9, 12% Citrus mandarin powder respectively.

사용하였다. 또한 소금(꽃소금, 샘표, 한국)을 구입하여 인절

미 제조에 사용하였다(Kim & Song 2009). 
 
2. 실험방법

1) 인절미의 제조

감귤인절미의 제조를 위한 재료배합 및 비율은 전보와 같

다(Kim & Song 2009). 즉, 전체 중량을 300 g으로 하여 찹쌀

가루에 감귤 분말을 각각 0, 3, 6, 9 및 12%의 비율이 되도록 

첨가하고, 전체 중량의 1%에 해당하는 소금을 첨가한 다음 

18 mesh 체에 2회 통과시킨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Table 1). 
찜기에 물을 붓고 끓여서 증기가 오르면 시루에 젖은 행주를 

깔고 혼합한 재료를 넣어 강한 불로 25분간 찐 다음 5분간 

뜸을 들였다. 쪄진 떡을 꺼내어 즉시 절구에 담아 300회를 친 

다음, 떡을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방랭한 후 3×3×1 ㎝ 크기로 

잘라 각각 랩(크린랩, (주)크린랩, 한국)으로 싼 후 20℃의 incu-
bator에 0, 1, 3, 5일 동안 저장하면서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2) 인절미 일반성분 분석

찹쌀가루에 감귤 분말을 각각 0, 3, 6, 9 및 12% 첨가하여 

제조한 감귤인절미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법(AOAC 1984)
에 따라 분석하였다. 즉, 수분은 105℃ 상압가열건조법, 조단

백질은 Kjeldahl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 조회분은 550℃ 
직접회화법으로 각각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3) 감귤 분말을 첨가한 혼합분의 Amylogram 특성 분석

찹쌀가루에 감귤 분말을 첨가한 혼합분의 amylogram 특성

은 AACC법(AACC 1985)에 따라 Micro-visco-amylogram(D-47055, 
Brabender, Germany)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찹쌀가루에 

감귤 분말을 각각 0, 3, 6, 9 및 12%의 비율이 되도록 첨가하

고, 증류수를 넣어 10% 농도의 현탁액을 제조하였다. 이어, 
제조한 현탁액을 호화용기에 담아 회전속도 250 rpm으로 조

정한 후 30℃에서 95℃까지 5℃/min 속도로 가열하고 95℃에

서 15분간 유지하였다. 또한 5℃/min 속도로 50℃까지 냉각하

여 얻은 amylogram으로부터 호화개시온도, 최고점도, 최고점

도온도, breakdown 및 setback 등의 값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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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장 기간 중 인절미의 품질 특성

찹쌀가루에 감귤 분말을 각각 0, 3, 6, 9 및 12% 첨가하여 

제조한 감귤인절미의 저장 기간 중 품질 특성을 분석하기 위

해 랩으로 싼 감귤인절미를 20℃의 incubator에 0, 1, 3, 5일 

동안 저장하면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수분 함량, pH, 적
정 산도, 환원당, 색도 및 texturometer에 의한 기계적 품질 특

성을 측정하였다. 

(1) 수분 함량 측정

저장 기간 중 감귤인절미의 수분 함량은 각각의 감귤인절

미를 경시적으로 채취하여 AOAC법(AOAC 1984)에 따라 상

압가열건조법으로 측정하였다. 시료 3 g을 취하여 항량을 구

한 칭량병에 담아 105℃ 전기건조오븐에 넣어 3시간 건조 후

에 항량에 도달될 때까지 반복 측정하였다. 

(2) pH와 적정 산도의 측정

저장 기간 중 감귤인절미의 pH는 각각의 감귤인절미를 경

시적으로 채취하여 시료 3 g에 10배의 증류수를 넣고 실온에

서 30분간 교반한 다음, 1.81×103×g에서 30분간 원심분리(MF 
600, Hanil Science Industrial, Korea)하여 상등액을 pH meter 
(Accument 925 pH/ion meter, Fisher Scientific, U.S.A)로 측정

하였다. 또한 저장 기간 중 감귤인절미의 적정 산도는 위의 

상등액을 0.1N NaOH로 중화 적정하고, 소요된 NaOH의 양으

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젖산(㎎/100 g)으로 표시하였다.

적정 산도(㎎/100g) =
V × F × D × 0.009

× 100
S

V: 0.01 N-NaOH 용액의 적정소비량(㎖)
F: 0.01 N-NaOH 용액의 역가

D: 희석배수

0.009: 젖산 계수 값

S: 시료채취량

(3) 환원당 측정

저장 기간 중 감귤인절미의 환원당 함량은 각각의 감귤인

절미를 경시적으로 채취한 후 Somogyi변법(전국식품과학교

수협의회 2004)으로 측정하였다. 

(4) 색도 측정

저장 기간 중 감귤인절미의 색도는 각각의 감귤인절미를 경

시적으로 채취한 다음 색차계(JC 801S, Color Techno System 
Co, Japan)를 사용하여 L(백색도), a(적색도), b(황색도) 값을 

3회 반복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구하였다.

Table 2. Analytical operation condition for texturometer

Classification   Condition
Test speed 1.0 ㎜/sec
Distance 2.0 ㎜
Time 5 sec
Load cell 5 ㎏
Sample height 10.0 ㎜
Calibrate probe 10.0 ㎜ cylinder probe

(5) Texturometer에 의한 기계적 품질 특성

저장 기간 중 감귤인절미의 Texture 특성은 각각의 감귤인

절미를 경시적으로 채취한 다음, texturometer(TA-XT2i, Stable 
Micro System Co, Surrey, U.K)를 사용하여 Table 2와 같은 조

건에서 시료를 압착하였을 때 얻어지는 force distance curve로
부터 시료의 T.P.A(texture profile analysis)를 분석하여 그 결

과로부터 각 시료의 견고성(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탄
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점착성(gumminess) 및 

씹힙성(chewiness) 등을 구하였다.

5) 통계처리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0.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

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

하고, Duncan의 다중범위시험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인절미의 일반성분 함량

찹쌀가루에 감귤 분말을 각각 0, 3, 6, 9 및 12% 첨가하여 

제조한 감귤인절미의 일반성분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수분 함량은 찹쌀가루에 감귤 분말을 전혀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가 4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귤 분말 12% 첨가 

인절미가 41.81%로 가장 낮게 나타나, 감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 함량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Cha & Lee 
(2001)도 또한 찹쌀가루에 다진 대추를 첨가하여 인절미를 

제조한 경우 부재료인 다진 대추의 양이 증가할수록 수분 함

량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Kwon 등(1996)은 현미

찹쌀가루에 녹차가루를 첨가하여 제조한 녹차인절미의 경우

에는 첨가한 녹차의 양이 증가할수록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고 보고하여 본 실험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이들 결과로부터 

인절미의 제조 시 첨가하는 부재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수분 

함량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조단백 함량은 대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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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ximate compositions of Gamgyul-Injeulmi with Citrus mandarin powder                           (%)

Classification
Samples1)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ash

Control 45.37±0.16a 5.39±2.79 0.62±0.34 0.88±0.12
G1 44.25±0.30a 5.20±0.60 0.70±0.06 0.91±0.07
G2 43.21±2.46ab 4.82±0.28 0.70±0.02 0.92±0.03
G3 43.20±0.59ab 4.54±0.41 0.73±0.08 0.88±0.01
G4 41.81±0.15b 3.99±0.73 0.77±0.12 0.96±0.01

1) Control, G1, G2, G3, G4: Injeulmi with 0, 3, 6, 9, 12% Citrus mandarin powder respectively. Values are mean±S.D.
Values withi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가 5.39% 였고, 감귤 분말을 3, 6, 9% 첨가하여 제조한 인절미

의 경우는 각각 5.20, 4.82, 4.54%, 그리고 감귤 분말 12% 첨
가 인절미는 3.99%로 나타났으나, 감귤 분말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찹쌀가루와 감귤 분말

의 일반성분 분석결과에서 찹쌀가루의 조단백 함량은 6.52%, 
감귤 분말의 조단백 함량은 2.57%인 것으로 나타나(Kim & 
Song 2009), 감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찹쌀가루가 차

지하는 분량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조단백 함량이 낮아지

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지방 함량은 감귤 분말 12% 첨가구가 

0.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귤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

조구가 0.62%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조회분 함량은 대조구가 0.88%, 
그리고 감귤 분말을 3, 6, 9, 12% 첨가한 경우는 각각 0.91, 
0.92, 0.88, 0,96%로 나타나 감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감귤 인절미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 
수분 함량과 조단백 함량은 감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졌고, 조지방 함량과 조회분 함량은 감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수분 함량의 경우에

만 시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외 결과에서는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Table 4. Amylogram properties of glutinous rice flour with Citrus mandarin powder

Classification

Samples1)

Intial
pasting

temp.(℃)2)

Maximum 
viscosity

(B.U.) : P

Temp. at
maximum 

viscosity(℃)

Viscosity at
95℃
(B.U.)

Viscosity at 
95℃ After 

15 min.(B.U.)
: H

Viscosity at 
50℃(B.U.)

: C

Breakdown
: P-H

Setback
: C-P

Control 63.10±1.55 428.00±15.72 68.03±0.85 217.00±8.66c  188.33± 8.14 305.00±8.89ab 239.67± 9.29ab
－123.00±7.00

G1 61.30±0.26 449.33± 7.51 68.46±0.30 237.67±1.53b  198.00± 1.00 316.67±3.06a 251.33± 6.51a
－132.67±7.23

G2 62.73±0.83 435.33±12.58 67.83±1.05 248.00±3.46ab 1,985.33± 3.21 313.00±2.00a 240.00±12.12ab
－122.33±13.50

G3 62.43±1.40 420.33±23.03 67.80±1.37 252.67±9.02a  192.00±10.54 305.67±9.50ab 228.33±18.58ab
－114.67±17.79

G4 62.73±0.57 405.67±15.82 67.83±0.50 256.00±3.00a  189.33± 4.16 296.33±4.16b 216.33±11.68b
－109.33±12.50

1) Control, G1, G2, G3, G4: Injeulmi with 0, 3, 6, 9, 12% Citrus mandarin powder respectively.
Temperature at which the intial rise in curve reached 10 B.U.  Values are mean±S.D.
Values withi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감귤 분말을 첨가한 혼합분의 Amylogram 특성

찹쌀가루에 감귤 분말을 각각 0, 3, 6, 9 및 12% 첨가한 혼

합분의 amylogram 특성은 Table 4와 같다. Amylogram 분석 결

과, 찹쌀가루에 감귤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의 호화개

시온도는 63.1℃, 감귤 분말을 첨가한 혼합분의 호화개시온

도는 61.30～62.73℃로 측정되어, 감귤 분말을 첨가한 혼합분

의 호화개시온도가 대조구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시료 간 유

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이는 Kang & Hong(2009)
의 찹쌀가루에 뽕잎 분말을 첨가한 혼합분의 호화특성 실험

에서 뽕잎 분말을 첨가한 시료의 호화개시온도가 뽕잎 분말

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 낮았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

한 경향이었다. 대조구의 최고점도는 428.00 B.U.였고, 감귤 

분말을 3% 첨가한 혼합분의 경우에는 449.33 B.U.로 나타났다. 
또한 감귤 분말을 6. 9, 12% 첨가한 혼합분에서는 각각 435.33, 
420.33, 405.67 B.U.의 값을 보였으나, 감귤 분말 첨가량에 따

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고점도와 95℃에서 

15분 호화액을 유지하였을 때의 점도 차이를 나타내는 breakdown
은 감귤 분말 3% 첨가 혼합분에서 251.33 B.U.로 가장 높았

고, 감귤 분말 12% 첨가 혼합분에서 216.33 B.U.로 가장 낮았

으며, 시료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호화전분의 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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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나타내는 setback 값은 대조구에서 －123.00 B.U.로 나

타났고, 감귤 분말을 3, 6, 9 및 12% 첨가한 혼합분에서 각각 

－132.67, －122.33, －114.67 및 －109.33 B.U.로 나타나, 감
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
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3. 감귤인절미의 저장 중 품질 특성

1) 수분 함량의 변화

찹쌀가루에 감귤 분말을 0, 3, 6, 9 및 12% 첨가하여 제조

한 감귤인절미를 20℃의 incubator에 0, 1, 3, 5일 동안 저장하

면서 수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수분 함량은 대조구를 비롯한 모든 시료에서 0일(제조 당

일)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감귤 분말 3, 6% 첨가 인절미를 제외하고

는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조 당일의 대조구의 

수분 함량은 4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귤 분말 12% 
첨가 인절미에서 41.8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저장 3일
과 5일의 경우에도 대조구의 수분 함량은 각각 44.75%, 44.60% 
그리고 감귤 분말 12% 첨가 인절미의 경우는 각각 40.57%, 

Table 5. Changes of moisture content in Gamgyul-Injeulmi with Citrus mandarin powder during storage

Samples1)

Classification
Control G1 G2 G3 G4

Storage
time

(days)

0 45.37±0.16a 44.25±0.30aA 43.21±2.46ab 43.20±0.59abA 41.81±0.15b

1 44.80±0.15 43.75±0.46AB 42.33±0.45 42.05±0.70AB 41.54±3.94
3 44.75±0.63a 43.23±0.16bBC 40.30±1.10d 41.85±0.32cB 40.57±0.28d

5 44.60±0.52a 42.55±0.53bC 40.44±0.78cd 41.19±0.76cB 39.77±0.49d

1) Control, G1, G2, G3, G4: Injeulmi with 0, 3, 6, 9, 12% Citrus mandarin powder respectively. Values are mean±S.D.
Values withi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d 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addition of Citrus mandarin powder(row).
A～C 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the storage time(column).

Table 6. Changes of pH in Gamgyul-Injeulmi with Citrus mandarin powder during storage

Samples1)

Classification
Control G1 G2 G3 G4

Storage
time

(days)

0 6.28±0.04aA 6.13±0.04bA 5.43±0.01cA 5.18±0.05dA 5.02±0.01eA

1 6.21±0.01aA 5.88±0.03bB 5.14±0.07cB 5.10±0.07cA 4.81±0.05dB

3 5.53±0.07aB 5.11±0.06bC 4.86±0.09cC 4.67±0.01dB 4.69±0.02dC

5 5.19±0.04aC 5.00±0.00bD 4.77±0.01cC 4.56±0.02dC 4.59±0.03dD

1) Control, G1, G2, G3, G4: Injeulmi with 0, 3, 6, 9, 12% Citrus mandarin powder respectively.
Values are mean±S.D. Values withi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e 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addition of Citrus mandarin powder(row).
A～D 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the storage time(column).

39.77% 로 나타나 저장 1일을 제외한 저장 기간 동안 감귤 

분말 첨가 인절미에 비해 대조구의 수분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pH의 변화

찹쌀가루에 감귤 분말을 0, 3, 6, 9 및 12% 첨가하여 제조

한 감귤인절미를 20℃의 incubator에 0, 1, 3, 5일 동안 저장하

면서 pH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제조 당일의 pH는 대조구의 경우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감귤 분말 12% 첨가구가 5.02로 가장 낮게 나타나, 감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0.05). 이 결과는 Lee & Hong 
(2005)의 당절임 유자를 첨가한 백설기의 실험에서 유자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낮아졌다는 보고와 비슷한 경향이

었다. 본 실험 결과, 감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낮

아져 산성이 강해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감귤에 함유되어 

있는 구연산이나 사과산 등의 여러 종류의 유기산에 의한 영

향으로 생각된다(Lee 등 1987; Kang 등 2005). 저장기간에 따

른 pH의 변화를 살펴보면, 저장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모든 

시료에서 pH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귤 분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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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와 감귤 분말을 3% 첨가한 인절미의 

pH는 저장 기간 동안 다른 시료에 비해 큰 폭의 감소를 보였

으나, 감귤 분말 12% 첨가 인절미에서는 가장 작은 폭의 변

화를 나타내어 감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저장 기간에 

따른 pH의 변화는 작아짐을 알 수 있었다. 

3) 적정 산도의 변화

찹쌀가루에 감귤 분말을 0, 3, 6, 9 및 12% 첨가하여 제조

한 감귤인절미를 20℃의 incubator에 0, 1, 3, 5일 동안 저장하

면서 적정 산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제조 당일의 적정 산도는 감귤 분말을 12% 첨가하여 제조

한 인절미에서 0.71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조구에서 

0.35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감귤 분말을 3, 6, 9% 첨가

한 시료에서 각각 0.47, 0.49, 0.68 ㎎%로 나타나, 감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저장 1일과 3
일의 경우에도 대조구의 적정 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감
귤 분말 12% 첨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제조 당일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저장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모든 시료의 적정 

산도는 증가하였으며,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Park 
YS(2007)도 감귤 분말을 첨가한 파운드케이크의 품질 특성 

Table 7. Changes of titration acidity in Gamgyul-Injeulmi with Citrus mandarin powder during storage         (㎎%)

Samples1)

Classification
Control G1 G2 G3 G4

Storage
time

(days)

0 0.35±0.00cB 0.47±0.02bC 0.49±0.04bB 0.68±0.01aC 0.71±0.03aD

1 0.42±0.08dB 0.48±0.05dC 0.62±0.00cB 0.78±0.06bC 0.92±0.04aC

3 0.54±0.02cB 0.64±0.06cB 1.10±0.13bA 1.49±0.05aB 1.58±0.05aB

5 1.11±0.26cA 1.08±0.10cA 1.30±0.17cA 1.72±0.11bA 2.05±0.12aA

1) Control, G1, G2, G3, G4: Injeulmi with 0, 3, 6, 9, 12% Citrus mandarin powder respectively.
Values are mean±S.D. Values withi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c 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addition of Citrus mandarin powder(row).
A～D 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the storage time(column).

Table 8. Changes of reducing sugar in Gamgyul-Injeulmi with Citrus mandarin powder during storage           (㎎%)

Samples1)

Classification
Control G1 G2 G3 G4

Storage
time

(days)

0 10.75±0.23aA 8.59±0.86bA 7.87±0.65bA 8.29±0.11bA 7.49±0.90bA

1  7.39±1.63B 7.35±1.28A 7.37±0.07A 7.78±1.74A 7.39±0.87A

3  1.71±0.52dC 3.75±0.08aB 2.32±0.10cB 2.87±0.03bB 3.35±0.05aB

5  1.51±0.11cC 1.70±0.45cC 2.30±0.10bB 0.35±0.18dC 3.08±0.16aB

1) Control, G1, G2, G3, G4: Injeulmi with 0, 3, 6, 9, 12% Citrus mandarin powder respectively.
Values are mean±S.D. Values withi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d 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addition of Citrus mandarin powder(row).
A～C 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the storage time(column).

실험에서 저장 기간 동안 모든 시료에서 적정 산도는 증가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대조구와 감귤 분말 3% 첨가 인

절미의 경우, 저장 3일 이후에 적정 산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다른 시료는 저장 1일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찹쌀

가루에 첨가한 감귤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적정 산도 

증가폭 역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감귤 분말 첨가량에 따라 

적정 산도의 변화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4) 환원당의 변화

찹쌀가루에 감귤 분말을 0, 3, 6, 9 및 12% 첨가하여 제조

한 감귤인절미를 20℃의 incubator에 0, 1, 3, 5일 동안 저장하

면서 환원당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제조 당일 측정한 환원당 함량은 대조구의 경우 10.75 ㎎%

이었고, 감귤 분말을 3, 6, 9, 12% 첨가한 인절미에서 각각 

8.59, 7.87, 8.29, 7.49 ㎎%이었으나, 감귤 분말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저장 3일째 환원당 측정 

결과에서는, 감귤 분말을 3% 첨가한 인절미의 환원당 함량이 

3.75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조구의 환원당 함량은 

1.71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

가 있었다(p<0.05). 저장기간에 따른 환원당의 변화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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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모든 시료에서 제조 당일 환원당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저장기간 동안 계속 환원당 함량이 감소하였으며, 저장 

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또한, 모든 

시료에서 저장 1일부터 3일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환원당이 

함량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Cha & Lee(2001)의 다진 대추를 

첨가한 대추인절미의 연구에서 저장 48시간 이후에 환원당 

함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

였다. 

5) 색도의 변화

찹쌀가루에 감귤 분말을 0, 3, 6, 9 및 12% 첨가하여 제조

한 감귤인절미를 20℃의 incubator에 0, 1, 3, 5일 동안 저장하

면서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L(백색도)값은 제조 당일, 대조구에서 59.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귤 분말 3, 6, 9% 첨가 인절미에서 각각 56.61, 
54.99, 53.43으로 나타나, 감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

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p<0.05). 이는 뽕잎가루를 첨가한 인절미의 경우 뽕잎가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인절미의 밝기가 감소하였다는 연구결

과(Kang & Hog 2009)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저장 1일째의 

L(백색도)값 역시 대조구가 59.67로 가장 높았고, 감귤 분말 

12% 첨가 인절미에서 50.8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조 당

일에 비하여 모든 시료에서 L(백색도)값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대조구와 감귤 분말 3% 및 12% 첨가 인절미의 경

Table 9. Changes of Hunter's color in Gamgyul-Injeulmi with Citrus mandarin powder during storage

Samples1)

Classification
Control G1 G2 G3 G4

Storage
time

(days)

L value

0 59.91±0.73a2)3)A  56.61±0.39bA  54.99±2.09bc  53.43±0.54c 55.02±0.83bcA

1 59.67±1.06aA  54.96±0.05bB  52.31±2.41bc  52.80±1.83bc 50.83±1.22cB

3 57.23±1.26aB  54.62±0.09bB  52.30±0.17c  52.30±0.62c 50.41±0.46dB

5 55.81±0.99aB  51.75±0.18bC  51.09±0.91b  51.44±1.84b 50.25±0.32bB

a value

0 －1.88±1.27b
－2.16±1.21b

－2.24±1.28b
－1.59±0.79bB  3.00±1.19aA

1 －3.06±0.32c －2.98±0.76c －2.17±0.41bc －1.54±0.43bB  0.51±0.47aB

3 －3.66±0.41c －3.06±0.35c －0.78±0.89b －1.31±0.19abB  0.27±1.01aB

5 －3.84±0.69b －3.02±0.35b －0.73±1.09a －0.17±0.45aA  0.11±0.93aB

b value

0  0.61±0.64e  11.75±1.87d  19.16±0.89c  23.79±1.77b 29.83±1.44a

1  0.53±0.24d  14.50±1.25c  22.96±2.98b  25.79±3.44ab 29.95±3.34a

3  1.58±0.84c  15.64±3.79b  23.85±3.69a  26.03±6.09a 30.44±1.66a

5  0.55±0.17d  17.13±0.50c  24.20±2.03b  30.44±0.89a 30.53±2.38a

1) Control, G1, G2, G3, G4: Injeulmi with 0, 3, 6, 9, 12% Citrus mandarin powder respectively.
Values are mean±SD. Values withi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e 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addition of Citrus mandarin powder(row).
A～C 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the storage time(column).

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a(적색도)값은 제조 당일, 대조구에서 －1.88, 감귤 분말 12% 

첨가 인절미에서 3.0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장 1, 3일째의 

a(적색도)값은 대조구와 감귤 분말 3% 첨가 인절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감귤 분말을 12% 첨가하여 제조한 인절미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저장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b(황색도)값은 제조 당일, 대조구가 0.61로 가장 낮게 나타

났고, 감귤 분말을 3, 6, 9, 12% 첨가하여 제조한 인절미에서 

각각 11.75, 19.16, 23.79, 29.83으로 나타나, 감귤 분말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b(황색도)값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시
료 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저장 1일부터 5일까

지 측정한 b(황색도)값은 제조 당일과 마찬가지로 감귤 분말 

12% 첨가 인절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조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저장 기간에 따른 b(황색도)값의 변화를 살펴

보면 대조구를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b(황색도)값은 저장기

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p<0.05).

6) Texturometer에 의한 기계적 품질 특성의 변화

찹쌀가루에 감귤 분말을 0, 3, 6, 9 및 12% 첨가하여 제조

한 감귤인절미를 온도 20℃의 incubator에 0, 1, 3, 5일 동안 저

장하면서 기계적 품질 특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견고성(hardness)은 제조 당일, 감귤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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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hanges of textural properties in Gamgyul-Injeulmi with Citrus mandarin powder during storage

Samples1)

Classification
Control G1 G2 G3 G4

Storage
time

(days)

Hardness
(g)

0    97.03± 1.51dD   233.61± 5.59cD   253.57± 7.61bD   255.78± 5.41bD   353.31±  8.85aD

1   624.40±43.84eC 2,147.42±37.12dC 2,601.25±68.90cC 4,332.25±50.13bC 4,610.89± 26.46aC

3 1,128.32±15.85eB 3,418.35±49.27dB 4,606.03±86.01cB 5,214.13±26.08bB 5,688.65± 25.03aB

5 2,490.71±50.83eA 3,835.48±21.86dA 5,344.42±17.67cA 6,364.05± 6.05bA 6,560.17±  8.90aA

Adhesiveness
(g)

0 －189.86± 3.70dC －188.63± 6.56dC －167.19± 7.09cB －145.73± 1.29bB －131.60±  8.64aB

1  －71.17± 1.16dB  －36.66± 0.58cB   －4.66± 0.19bA   －5.63± 1.29bA   －2.05±  0.29aA

3   －3.17± 0.15cA   －3.18± 0.16cA   －1.19± 0.06bA   －0.85± 0.01aA   －0.67±  0.02aA

5   －2.40± 0.25bA   －2.06± 0.84bA   －0.85± 0.16aA   －0.69± 0.08aA   －0.41±  1.05aA

Springiness

0     1.02± 0.01aA     0.98± 0.01bA     0.97± 0.01bA     0.97± 0.00bA     0.98±  0.02bA

1     0.97± 0.01aB     0.95± 0.01abB     0.95± 0.01bB     0.94± 0.01bB     0.94±  0.01bA

3     0.96± 0.01aB     0.91± 0.01bC     0.88± 0.01bcC     0.86± 0.01cC     0.74±  0.04dB

5     0.96± 0.01aB     0.89± 0.01bD     0.87± 0.01cC     0.87± 0.01cC     0.71±  0.01dB

Cohesiveness

0     0.73± 0.01bA     0.65± 0.01cA     0.70± 0.04bA     0.71± 0.01bA     0.97±  0.01aA

1     0.54± 0.01aB     0.49± 0.01bD     0.44± 0.01dC     0.46± 0.01cD     0.46±  0.01cD

3     0.53± 0.01abBC     0.55± 0.00aC     0.51± 0.02bB     0.50± 0.01bC     0.51±  0.02bC

5     0.51± 0.00cC     0.57± 0.00aB     0.54± 0.01bB     0.55± 0.00bB     0.56±  0.00aB

Gumminess
(g)

0    71.03± 1.77dD   153.52± 2.65cD   179.61±16.05bD   183.01± 1.72bD   342.98± 11.17aD

1   337.31±27.72eC 1,053.69±25.10dC 1,169.81±39.23cC 2,030.55±47.81bC 2,151.84± 49.73aC

3   599.60±18.62eB 1,891.54±35.35dB 2,381.68±55.07cB 2,631.52±50.97bB 2,952.60±136.19aB

5 1,288.62±34.33eA 2,223.30±12.58dA 2,923.30±58.56cA 3,538.49±46.20bA 3,734.92± 20.49aA

Chewiness
(g)

0    73.07± 2.05dD   150.45± 2.23cD   174.65±15.85bD   178.44± 2.48bD   328.33± 12.97aD

1   327.27±24.47eC 1,010.05±19.35dC 1,116.29±33.41cC 2,921.34±29.91bC 2,039.96± 51.50aC

3   576.89±22.37dB 1,721.10±17.67cB 2,097.02±72.10bB 2,273.00±63.78aB 2,189.88±101.44abB

5 1,231.56±38.38eA 1,980.96±17.36dA 2,547.89±32.75cA 3,082.85±23.69bA 2,657.92± 30.17aA

1) Control, G1, G2, G3, G4: Injeulmi with 0, 3, 6, 9, 12% Citrus mandarin powder respectively.
Values are mean±S.D. Values withi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e 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addition of Citrus mandarin powder(row).
A～D 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the storage time(column).

대조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감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높아져, 감귤 분말을 12% 첨가하여 제조한 인절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장 1일째 측정한 견고성 역시, 제조 

당일과 마찬가지로 감귤 분말 12% 첨가 인절미에서 4610.89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조구에서 624.40으로 가장 낮게 나

타났으며, 제조 당일부터 저장 기간 내내 감귤 분말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견고성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인절미의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견고성은 증가하였는데, 대조구의 경

우 저장 3일 이후에 견고성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감귤 

분말을 첨가한 인절미에서는 제조 당일 이후에 견고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서 감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인절미

가 더 빨리 단단해짐을 알 수 있었다. Cha & Lee(2001)도 찹

쌀가루에 다진 대추를 첨가하여 제조한 대추인절미의 경우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견고성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Lee 
& Cho(2001) 역시 수리취를 첨가한 수리취 인절미의 경우 저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견고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부착성(adhesiveness)은 제조 당일부터 저장기간 내내 대조

구와 G1이 감귤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인절미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또한 저장기간이 1, 3, 5일 경과함에 따라 모든 시료에서 부

착성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대조구와 감귤 분말 

3% 첨가 인절미에서는 저장 1일째까지는 부착성이 나타났으

나, 감귤 분말 6, 9 및 12% 첨가 인절미에서는 제조 당일을 

제외한 저장기간 동안 부착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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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동안 감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부착성은 더 빨

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o 등(2008)이 백봉령가

루를 첨가한 찰보리쌀 인절미의 경우, 저장기간이 늘어날수

록 부착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

였다.
탄력성(springiness)은 대조구에서 제조 당일 1.02로 나타났

고, 감귤 분말을 3%에서 12% 첨가하여 제조한 인절미의 경

우에 0.97부터 0.98의 값을 나타내어 대조구에 비해 감귤 분

말 첨가 인절미의 경우 탄력성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모든 저장기간 동안 대조구의 탄력성이 다른 실험구에 비

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장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모든 시

료에서 탄력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저장기간에 따른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응집성(cohesiveness)은 감귤 분말 12% 첨가 인절미에서 

0.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귤 분말을 3% 첨가 인절미에

서 0.6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저장 1일째 측정한 응집성은 

제조 당일과 비교하여 모든 시료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대조구에서 0.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귤 분말 6% 
첨가구에서 0.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저장 3일째 측정한 

결과에서는 감귤 분말 3% 첨가 인절미의 응집성이 가장 높

았고, 감귤 분말을 9% 첨가하여 제조한 인절미의 경우가 가

장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저장 5일째 측정한 결과에서는 감

귤 분말 3% 첨가 인절미의 응집성이 가장 높았고, 대조구가 

가장 낮게 나타나, 감귤 분말 첨가량에 따른  일관성 있는 변

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저장 기간에 따라 모든 시료에서 제조 

당일 이후에 응집성이 감소하였고, 저장 1일 이후부터는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제조 당일의 경우보다는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응집성은 인절미 내부의 결합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응집성의 감소는 저장기간에 따른 수분 함량

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Kang & Hong(2009)도 

뽕잎 첨가 인절미의 경우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응집성

은 모두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점착성(gumminess)은 견고성(hardness)과 유사한 경향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조 당일부터 저장기간 내내 인

절미의 감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점착성은 높게 나타

났고,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모든 시료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저장 1일째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한
편, Lee & Cho(2001), Cho 등(2008) 그리고 Kang & Hong(2009)
은 각각 데친 수리취, 백복령 가루, 뽕잎 분말을 첨가하여 인

절미를 제조한 경우,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착성은 모

두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결과와 같은 경향을 나타

냈다.
씹힘성(chewiness)은 제조 당일에 대조구에서 73.07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감귤 분말을 12% 첨가하여 제조한 인절미에

서 328.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감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씹힘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저장기간 1, 3, 
5일째의 경우에도 대조구의 씹힘성이 감귤 분말 첨가 인절미

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장기간에 따라 

모든 시료에서 씹힘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유의적

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즉, Texturometer를 이용한 감귤인절미의 기계적 품질 특성 

분석 결과, 저장기간에 따라 경도, 점착성 및 씹힘성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고, 부착성, 응집성 및 탄력성은 감소하였

다.

요약 및 결론

찹쌀가루에 감귤 분말을 각각 0, 3, 6, 9 및 12% 첨가하여 

제조한 감귤인절미의 일반성분 및 저장 중 품질 특성, 그리고 

혼합분의 amylogram 특성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귤 분말을 첨가한 인절미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 수분 

함량과 조단백 함량은 감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

졌으며, 조지방 함량과 조회분 함량은 감귤 분말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감귤 분말을 첨가한 혼합분의 amylogram 특성 분석 결과, 

호화 개시 온도는 감귤 분말 첨가구가 대조구보다 낮게 나타

났다. 또한 최고점도와 breakdown은 감귤 분말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낮았으며, setback값은 감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높았다. 
감귤 분말을 첨가한 인절미의 수분 함량은 저장 기간 동안 

모든 시료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감귤 분말을 첨가

하지 않은 대조구의 경우, 감귤 분말을 첨가한 다른 시료들에 

비해 저장기간 동안 수분 함량의 감소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 분말을 첨가한 인절미의 pH는 저장 기간 중 모든 시

료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감귤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pH 감소폭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 분말을 첨가한 인절미의 적정 산도는 저장 중 모든 

시료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환원당은 저장 중 모든 

시료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감귤 분말을 첨가한 인절미의 색도 측정 결과, L(백색도)

값과 b(황색도)값은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였고, 
a(적색도)값은 감귤 분말을 6, 9% 첨가하여 제조한 인절미에

서는 저장기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외의 시료

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exturometer를 이용한 기계적 품질 특성의 분석 결과, 저

장기간에 따라 경도, 점착성 및 씹힘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고, 부착성, 응집성 및 탄력성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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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귤인절미의 상품화를 위

해서는 앞으로 추후 연구를 통해 감귤인절미의 저장성을 개

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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