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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uza (Citrus junos) had 3 varieties and they had variable physiochemical properties. This study analyzed free sugar,  
hesperidine, naringin, flavonoid contents and antihypertensive activities according to variety and harvest time of Yuza. Three 
Yuza varieties, native (C. junos I), improved I (C. junos I + Poncirus trifoliata), improved II (C. junos I + C. junos II) were 
used. Harvest time could influence biochemical properties of Yuza such as acidity and °brix. When the Yuza harvested at 
behind of season, the sugar/acid ratio went up because the acidity was decreased but sugar content was increased. Fructose 
content was dramatically high at November, Yuza of the season. Total flavonoids was high in pulp parts of improved II and 
in juice of native one harvested at October. The content of hesperidin and naringin in peels and juices were high in immature 
fruits fresh-picked at July since then they were decreased steadily and there were no difference according to varieties. The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inhibition was powerful at pulp of Yuza in particular native one picked at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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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자는 운향과 감귤류속, 상록관목의 황색 열매로 연평균 

기온 13~15도에서 자라고, 국내 생산량은 기후에 따라 차이

가 있으나, 연간 만 톤 이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0). 유자는 다른 감귤

류에 비해 과즙과 과육의 비가 적고, 종자와 과피의 비율이 

높으며, 신맛이 강해 과육의 식용보다는 과피의 다양한 방향

성분을 이용한 가공 식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제주를 포함, 고흥, 완도, 고성, 남해 등 남해안 일대에

서 재배되고 있는데(Doosan Word Encyclopedia 1996), 특유의 

진한 향과 레몬보다 3배나 많은 비타민 C 그리고 카로티노이

드, 무기질, 구연산 등의 함량이 높아 건강식품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 차, 음료 및 요리, 제과·제빵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Ji 등 2008). 한의학에서는 감기약, 고미건위제, 진해거담제

로, 그 약리효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Nanba T 1980), 
최근에는 유자의 미백기능을 이용한 화장품에도 사용되고 

있어 그 활용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으나(Kim 등 2010), 현
재는 생산량의 대부분이 유자차 제조를 위한 당 절임 형태의 

유자청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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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

자는 2000년 이후에는 개량종 유자가 널리 보급되면서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는데(Ministry of Agri-
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0), 실제 여러 지역에서 재

배되고 있는 재래종 유자(Citrus junos I), 재래종 유자와 탱자

를 접붙여 개량한 개량종(C. junos I+P. trifoliata), 재래종 유

자와 또 다른 유자를 이용한 개량종(C. junos I+C. junos II) 
등에 대한 연구(Hwang 등 2013; Kim 등 2003; Shin 등 2009)
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통 재배지역의 이름을 붙

인 고흥유자, 남해유자, 고흥유자 등으로 불리워지며, 품종의 

특징을 살리지 못한 채로 재배, 유통, 판매되고 있다. 
11월에서 12월, 한 달 여 남짓한 짧은 수확시기와 과육을 

섭취하는 형태로 소비되지 않는 유자의 특성상, 유자의 소비

는 생산량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Shin 등 2009). 그러

므로 제품 재료로서의 유자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노

력들이 시도되고 있고(Lee 등 1997), 완숙기 이전 미숙과로서

의 소비촉진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노력 또한 절실하다.
감귤류에 60여 종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플라보노이드

는 식품의 제조, 가공 시 백탁의 원인물질로 관심을 받아왔으

나, 최근에는 비타민 P라고 불리면서 혈관투과성, 항산화, 지
방의 과산화 억제 등의 효과가 알려지고 있어 식품 및 제약분

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Chen 등 1990; Guengerich 
등 1990). 또한 다른 여러 식품과 한약재와 유사하게 유자의 

씨에서 항고혈압 활성을 보인다는 결과(Lee 등 2009)도 있어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8월 덜 익은 유자에서부터 11월 완

숙된 유자까지 품종에 따른 수확시기별 이화학적인 변화, 헤
스페리딘, 나린진, 플라보노이드 함량, ACE 저해 효과를 분

석하고, 필요에 따라 유효성분이 가장 많은 시기의 유자를 적

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유자는 2013년에 전라남도에서 수확한 

재래유자(C. junos I)와 유자+탱자(C. junos I+P. trifoliata, 개
량종 I), 유자+유자(C. junos I+C. junos II, 개량종 II) 3종을 구

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재래유자는 128.18±8.77 g, 개량

종 I은 111.43±12.95 g, 개량종 II의 무게는 92.43±10.33 g이었다.

2. 실험방법

1) 시료의 전처리
과육이 손상되지 않게 박피한 후 종실을 제거하고, 쥬서기

를 사용하여 착즙한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제거된 과피는 

50℃에서 24시간 동안 건조기(KMC-1202D, Vision)에서 건조

시킨 후 mortar를 이용하여 마쇄한 후 50 mesh 체를 통과시킨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2) 가용성 고형분 및 산도 측정
가용성 고형분은 굴절당도계(N.O.W., Tokyo, Japan)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산도는 0.1 N NaOH 용액으로 pH 8.0이 

될 때까지 적정하여 NaOH 용액의 소비된 용량(mL)을 구한 

다음 구연산으로 환산하였다.  

3) 유리당의 분석
유리당의 분석은 유자의 과피 및 과즙을 10% alcohol를 가

하고, 30℃의 water bath에서 1시간 추출 후에 12,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하여 membrane filter(gelman 
LC13, 0.45 μm)로 여과하여 HPLC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column은 YMC-Pak Polyamin II(4.6×250 mm), mobile phase는 

acetonitrile/H2O를 75:25인 용액을 사용하였고, Flow rate 1.0 mL/ 
min, injection volumn 10 μL, 26℃에서 실험하였다. 유리당의 표

준물질은 Sigma 사(St Louis, MO,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4) Flavonoids 측정

(1) 시료액의 조제
과피 또는 과즙액 1 g을 취하고, 여기에 50% methanol 50 

mL를 가하여 80℃ 수조에서 1시간 환류냉각하면서 추출하고 

실온으로 냉각하여 여과한 후 100 mL로 정량하였다.

(2) Total flavonoid 분석
Kim 등(2012)의 방법에 따라 시료용액 0.5 mL를 시험관에 

취하고, 여기에 diethylene glycol(Junsei Chemicals, Tokyo, Japan) 
5 mL를 가하여 잘 혼합한 후 1 N NaOH 0.5 mL를 가하여 다

시 잘 혼합하고, 37℃ 수조에서 1시간 방치한 후 420 nm에서 

UV/Vis spectrophotometer(V-550, Jasco, Japan)로 흡광도를 측

정하여 정량하였다. 정량을 위한 검량선은 rutin을 50% methanol
에 녹여 최종 농도가 25, 50, 100, 150, 200, 250 μg/mL가 되도

록 조제한 후 시료용액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42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작성하였다.

(3) Naringin 및 hesperidin의 측정
감귤과즙의 naringin과 hesperidin의 측정은 Davis법(Ting 등 

1986)에 의해서 측정하였다. 시험관에 원심분리액 0.1 mL를 

취해서 99% DEG(diethyl glycol) 5 mL와 4N NaOH 0.1 mL를 

가한 다음, 10분간 방치한 후 420 nm에서 naringin의 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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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고, hesperidin은 30분간 방치 후 360 nm에서 측정하

였다. 검량선은 naringin과 hesperidin(Sigma, GR)의 표준품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 항고혈압 활성 검색(ACE 저해 효과)

(1) 시료액 조제
유자 과피 및 과즙시료 1 g을 100 mL의 메탄올로 12시간 

추출한 후 Whatman filter paper(Whatman Co.) No.1 여과지로 

여과하고, 25℃, 83 mmHg에서 감압증류(Eyela N-1000,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하여 9 mL가 될 때까지 농축하였

다. 여기에 50 mL의 물을 가하고 diethyl ether로 30 mL씩 3회 

추출하였다. Diethyl ether 분획에 MgSO4를 가해 흔들면서 1
시간 방치하여 탈수하였다. 다시 여과지로 여과하고 감압증

류하여 얻은 추출물을 메탄올에 용해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 ACE(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효소 및 기질
용액조제

ACE rabbit lung acetone powder에 10배의 300 mM sodium 
borate buffer를 가하여 24시간 교반한 후, 7,500×g에서 1시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징액을 효소로 사용하였다. ACE의 기

질은 hippuryl-L-histidyl-L-leucine(Hip-His-Leu) 25 mg을 pH 8.3
의 450 mM sodium borate buffer 2.5 mL에 녹여서 사용하였다.

(3) ACE 저해 효과 측정
ACE 저해 작용 측정은 Cushman & Cheung(1971)의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소정의 농도 시료 50 μL와 기질 Hip-His-Leu 
용액 50 μL 및 pH 8.3의 sodium borate buffer 100 μL를 37℃에

서 10분간 preincubation 시켰다. 여기에 ACE 용액 50 μL를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Citrus junos according to harvest date and variety           

Harvest date (month)
8 9 10 11

Citrus junos I   
Acidity (%) 3.655±0.114a 3.162±0.203b 2.445±0.110c 2.137±0.172d

Soluble solid (°Brix) 5.053±0.415a 5.518±0.523b 7.426±0.566c 8.725±0.454d

°Brix/acidity 1.51±0.35a 1.75±0.36b 3.04±0.38c 4.08±0.28d

Citrus junos I +
Poncirus trifoliata 

Acidity (%) 3.259±0.131a 2.874±0.144b 2.196±0.223c 2.009±0.251d

Soluble solid (°Brix) 5.849±0.329a 6.420±0.336b 8.021±0.402c 8.893±0.304d

°Brix/acidity 1.79±0.22a 2.33±0.25b 3.65±0.31c 4.43±0.28d

Citrus junos I +
Citrus junos II

Acidity (%) 3.519±0.142a 2.984±0.167b 2.635±0.155c 2.305±0.163d

Soluble solid (°Brix) 5.641±0.423a 6.215±0.318b 7.914±0.311c 8.403±0.415d

°Brix/acidity 1.60±0.36a 2.08±0.28b 3.00±0.24c 3.65±0.30d

All values are mean±S.D. (n=5).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가하여 30분간 반응을 시킨 후, 100 μL의 1.75 N HCl을 넣어 

반응을 정지시켰다. 대조구(control)는 시료 대신에 증류수 50 
μL를 사용하였고, 바탕시험(blank)은 1.75 N HCl을 100 μL 가
한 후, ACE 용액 50 μL를 가하였다. 여기에 ethylacetate 1 mL
를 가하여 15초간 교반한 후 상층액 0.5 mL를 취해, 이것을 

100℃에서 1시간 완전히 건조시킨 후, 증류수 1 mL에 녹여 

228 nm에서 흡광도를 spectrophotometer(V-550, Jasco, Japan)
로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ACE 저해율을 나타내었다. 

ACE inhibition rate(%) = C－S  ×100C－B

B: Absorbance of blank 
S: Absorbance of sample
C: Absorbance of control

6) 통계처리
각 시료는 3회 반복 측정되었으며, 결과는 평균±표준편

차로 나타내었다. SPSS 12.0을 사용, 분산분석 후 p<0.05 수
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결과 및 고찰

유자의 수확시기별 산도, 가용성 고형분 그리고 과일의 맛

을 좌우하는 당도와 산도의 비율인 당산비(°brix and acidity 
ratio) 변화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산도는 3가지 유자시료 

모두 8월에 수확한 것 3.26~3.66보다 9월에는 2.87~3.16, 10월
에는 2.20~2.64, 수확기인 11월에 2.01~2.31로 점차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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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ee 등(1994)과 Jeong 등(1994a), Lee 
등(2010)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었다. 가용성 고형분으로 

측정한 당 함량은 미숙과인 8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증가하

여(p≦0.05), 8월에는 5.05~5.85였으나, 9월에는 5.52~6.42, 10
월에는 7.43~8.02, 제철 수확기인 11월에는 8.40~8.89로 크게 

증가함을 보였다. 따라서 당산비는 수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다. 8월에는 1.51~1.79였으나, 9월에는 1.75~2.33, 
10월에는 3.00~3.65, 제철 수확기인 11월에는 3.65~4.43으로 

증가하였다. 개량종과 재래종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
는 유자와 비슷한 감귤류에서 덜 익은 시기에 수확했을 때보

다 12월 완숙기에 수확했을 때 유기산의 함량 비율이 크게 

감소함을 보여준 Song 등(1998)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

여진다. 
수확시기에 따른 품종별 유리당 함량은 Table 2와 같다.  
발견된 유리당은 과당, 포도당, 서당으로, 재래종에서는 다

소 등락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수확시기가 늦

어질수록 유리당의 함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숙

과인 8월에는 과당, 포도당, 서당의 함량이 0.88~1.91%로 비

교적 적게 나타났으나, 그 후 포도당과 서당은 1.07~2.11로 수

확시기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았고, 과당은 제철 수확시기인 

11월 수확 유자에서 2.94~4.14로 크게 증가하였다. 8월의 유

자에서 Song 등(1998)은 감귤류의 유리당은 과실이 숙성됨에 

따라 그 함량이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과당의 경우는 본 결과

와 일치하고 있었다. Lee 등(1987)과 Kim 등(2003), Lee 등
(2010)의 유리당 함량은 과피와 과육에서 다량 함유된 순서

나 함량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유리당 함량은 품종뿐 아

Table 2.  Changes in free sugars of Citrus junos according to harvest date and variety                   (Unit: %)

Harvest date (month)
8 9 10 11

Citrus junos I   

Fructose 1.42±0.16 1.19±0.25 1.31±0.16 2.94±0.24a

Glucose 1.03±0.08 0.96±0.11 1.00±0.14 1.07±0.21
Sucrose 1.09±0.06 0.60±0.14 0.71±0.09 2.11±0.05a

Total 4.54 2.75 3.02 6.12

Citrus junos I + 
Poncirus trifoliata 

Fructose 1.90±0.19 2.26±0.27 2.34±0.23 4.14±0.30a

Glucose 0.88±0.03 1.10±0.07 1.14±0.12 1.13±0.11

Sucrose 1.13±0.09 1.14±0.08 1.35±0.13 1.79±0.17a

Total 3.91 4.50 4.83 7.06

Citrus junos I + 
Citrus junos II

Fructose 1.91±0.22 2.08±0.29 2.15±0.20 3.21±0.26a

Glucose 0.94±0.06 0.99±0.05 1.05±0.06 1.22±0.13
Sucrose 1.15±0.09 1.09±0.06 1.19±0.11 1.14±0.16

Total 4.00 4.16 4.39 5.57

All values are mean±S.D. (n=5).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니라, 생육조건, 일조량 같은 환경조건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

내는 것으로 보인다. 유자는 다른 감귤류보다 단맛이 떨어지

고 신맛이 강한 과일인데, 다른 유효성분을 이용하기 위해 제

철보다 일찍 수확한 유자를 이용할 때에는 더욱 단맛이 낮아

져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확시기별 유자의 과피 및 과즙 중의 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은 Fig. 1과 같다. 과피의 총 플라보노이드는 312~357 μg 
rutin/mL로 개량종 II만 10월 수확분에서 다른 종류보다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조

금씩 감소함을 보였다. 과즙에서는 64.1~183.7 μg rutin/mL로 

모든 종류에서 10월 수확한 유자에서 가장 플라보노이드 함

량이 높았고, 유자의 일반적인 수확시기인 11월에는 오히려 

다소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제철에 수확한 유자의 플라보노

이드 함량을 분석한 Shin 등(2009)의 결과, 과육에서는 1.95~ 
3.93, 과피에서는 9.67~11.87mg%를 나타냈는데, 본 실험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과육보다 과피에서 2.81~4.96
배 높은 함량을 보였다는 경향은 일치하였다. 

플라보노이드 중 하나이지만 통조림 제조 시 시럽 백탁의 

원인으로 알려진 hesperidin과 감귤류에서 쓴맛을 나타내는 

naringin을 유자의 과피에서 측정하였더니 Fig. 2와 같았다. 7
월에 수확한 유자에서 hesperidin 695~722 μg/mL, narigin 504~ 
527 μg/mL로 가장 높았고, 그 이후로 점점 감소하여 11월에

는 hesperidin은 절반 정도로 naringin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Fig. 3은 전체 플라보노이드에서 차지하는 hesperidin과 naringin
의 비율을 %로 나타내었다. 품종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완숙 시 유자를 연구한 Shin 등(2009)의 결과인 hesperi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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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 junos I
□, ■ ; C. junos I + P. trifoliata
○, ● ; C. junos I + C. junos II 

Fig. 1. Changes in total flavonoids of Yuza according to 
harvest time and variety.

45.3~85.7, naringin 28.7~45.0 mg/100 mL보다는 다소 높게 나

타났으나, 과실이 성숙함에 따라 9월에서 12월까지 hesperidin 
11.7%에서 7.8%, naringin 3.52%에서 2.46%로 감소하는 것은 

Song 등(1998)의 결과와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Moon 등(2013)
도 미숙한 유자에서 hesperidin과 naringin이 높게 검출되었는

데, 재배지역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플라

보노이드의 일종인 hesperidin과 naringin을 유효성분으로 이

용하고자하는 경우는 완숙 전 7월 유자를, 시럽 제품의 품질

이나 유자의 씁쓸한 맛을 고려할 때는 완숙 후 11월 유자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유자의 과즙과 과피에서 항고혈압 활성을 나타내는 ACE 

저해 효과를 측정하였더니 그 결과는 Fig. 4와 같다. ACE 저
해 효과는 과피에서는 24~42%, 과즙에서는 17~21%로 과즙

보다 과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과즙에서는 유자의 품종별, 
수확시기별 차이가 없었으나, 재래종 유자(42%)는 제철인 11
월에 수확했을 때 과피의 ACE 저해 효과가 최고로 나타났다. 
이는 개량종 I의 과피(24%), 개량종 II의 과피(28%)와 비교해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항고혈압 활성이 

부위, 품종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유자

의 과즙, 과피 모두에서 전 수확기간 동안 상당한 수준의 활

△, ▲ ; C. junos I
□, ■ ; C. junos I + P. trifoliata
○, ● ; C. junos I + C. junos II 

Fig. 2. Changes in hesperidin and naringin of Citrus 
junos peel according to harvest time and variety.

성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과피에서의 함량은 한약재로 사용되

는 까마귀머루(35.5%), 율무(34.8%), 컴프리(33.9%), 해바라기

(34.2%), 호두나무(39.4%), 도꼬마리(34.8%), 둥글레(35.2%), 
방풍(33.5%), 원추리(39.7%)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Yun 등 2003). 개량종 I과 개량종 II는 수확시기에 따라 ACE 
저해 효과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유자씨 추출물에서의 

ACE 저해 효과는 31.63%로 나타나(Lee 등 2008), 과피의 경

우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ACE 저해 효과는 유

산균 발효 김치(Yu 등 2009), 한약재 파고지 추출물(Do 등 

2005), 마늘 추출물(Kim 등 2005) 등에서 확인된 바 있는데, 
유자도 동일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유자는 이외에도 생리활성능(Shin 등 2009), 항산화(Yoo 
등 2005; Lee 등 2008; Kim & Song 2009), 항암(Yoo & Hwang 
2004), 아질산 소거능(Song 등 2002; Lee 등 2005; Shin 등 

2004)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어 다양한 효능을 가진 식

재료로 밝혀지고 있다. 
Yoo & Hwang(2004)의 연구에 따르면 12월 중순 과성숙된 

유자 과피에서 항산화성이 가장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미성숙된 유자뿐 아니라, 과성숙된 유자의 효능도 앞으로 연

구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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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 junos I
□, ■ ; C. junos I + P. trifoliata
○, ● ; C. junos I + C. junos II 

Fig. 3. Changes in hesperidin and naringin of Citrus 
junos peel according to harvest time and variety.

; C. junos I
; C. junos I + P. trifoliata
; C. junos I + C. junos II

Fig. 4. Inhibition rate of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in Citrus junos according to harvest date and variety.

요 약

재래유자(C. junos I), 개량종 I(C. junos I+Poncirus trifoliata), 
개량종 II(Citrus junos I+C. junos II) 세 가지 유자의 종류별 

수확시기에 따른 유리당, 헤스페리딘, 나린진,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항고혈압 활성을 알아보고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
확시기가 늦을수록 산도는 감소하고 당도는 증가하여 당산

비는 증가하였고, 포도당, 서당은 수확시기에 따른 변화가 크

지 않았으나, 과당은 유자가 충분히 익는 11월에 급격히 증가

함을 보여주었다. 개량종 II는 10월 수확한 과피에서, 재래종은 

10월 수확한 과즙에서 다른 품종보다 총 플라보노이드가 높았

으며, 유자 과피의 hesperidin과 naringin은 유자가 미성숙했을 

시기인 7월에 가장 높았고,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 총 플라

보노이드 중에서 hesperidin과 naringin이 차지하는 비율도 미

숙과인 7월보다 11월에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CE 저해 효과는 과즙과 과피에서 모든 수확시기에서 높게 

나타났다. 과즙보다 과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품종별, 수확

시기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제철 11월에 수확한 재래

종 과피에서 ACE 저해 효과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hesperidin과 naringin을 이용하고자 할때는 미숙과를, 당도나 

ACE 저해 효과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완숙과를 이용하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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