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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hydrogel was prepared using undried citrus pomace. Although the citrus
pomace has several functional materials, including vitamin C, its utilization is very
limited, and its disposal has become one of the serious problems in the citrus juice industry
after the prevention of ocean disposal. The morphological properties of undried citrus
pomace required the fine grinding treatment, which resulted in the homogeneous structure
of hydrogel with the citrus pomace. The appearance of hydrogel before and after the addition
of the treated citrus pomac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xcept for the color. The addition
of the citrus pomace resulted in the decrease of the gelation content and in the hydrogel
swelling capacity. Moreover, the higher citrus pomace addition induced the higher vitamin
C content in the hydrogel. The gel strength could be increased via nanocellulose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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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물리적 가교결합을 일으키거나, 겔화제를 이용한 화학적
가교결합을 통해 제조된다.2) 제조의 용이성으로 주로 겔

하이드로겔은 구조체 내 다량의 수분이 포함된 3차원

화제를 이용하여 하이드로겔이 제조되며, 이때 겔화제

망상구조를 가지면서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구조

로는 아가(agar), 카라기난(carrageenan), 젤라틴(gel-

1)

체를 총칭하며, 히드록시기, 카복실기, 아미노기 등의

atine), 펙틴(pectin), 콜라겐(collagen) 등이 이용되고

친수성기를 가지는 원료들을 pH, 온도, 광에너지 등으로

있다.3,4) 이렇게 겔화제를 적용하여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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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결합을 형성함으로써 외부의 환경변화에도 결합이

유효성분을 활용하기 위해 추출물의 종류에 따른 성분

잘 끊어지지 않는 불용해성을 지니며, 여러 가지 구조적

분석,9) 감귤박의 사료로의 활용10)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장점으로 하이드로겔은 향장용소재, 생체소재, 창상치

된 바 있으나, 감귤박의 활용을 위한 건조과정이 대부분

료제, 약물전달체, 콘텍트렌즈 등 다양한 제품과 용도에

적용됨에 따라 감귤박의 다양한 기능성 물질의 건조과정

사용되고 있다.5,6) 하지만 하이드로겔 자체로는 친수성

중 파괴되거나 감소됨에 따라 최종 산물의 기능성이 크게

이외에 기능성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능성을

감소될 수 있다.

포함시키기 위해 기능성 추출 수용액을 혼합하여 하이드

본 연구에서는 감귤박 하이드로겔 제조 시 미건조 감귤

로겔을 제조하거나, 분말 형태의 기능성 소재를 하이드

박의 유용한 기능성 물질들의 손실이나 파괴를 최소화

로겔의 제조 시 첨가하여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품을 만

하기 위해 별도의 건조과정 없이 착즙 이후 배출되는 감귤

들게 된다. 특히 천연물 기반의 기능성 하이드로겔의 제

박을 그대로 활용한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조가 가능한지

조를 위해서는 천연물을 겔화제와 함께 혼합하는데, 천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감귤박을 미세화

연물의 균일한 혼합을 위해 대체적으로 천연물을 건조,

처리하였으며, 겔화제로는 친수성물질로 강한 겔화능을

7)

분말화한 상태로 적용하여 제조하게 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과일 중 하나인 감귤은 제주도를
포함한 일부 남부지방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데 2017년

보유하여 수분흡수성, 응고성, 보수성 등 우수한 성질을
가지는 아가를 이용하여,11)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았다.

기준 약 57만 6천 톤 가량이 생산되었으며, 실제 매년 약
50만 톤 이상의 감귤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감귤은

2. 재료 및 방법

생산량 중 70%가 생과로 이용되며, 30%는 가공용으로
활용되는데,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감귤은 착즙공정을
거쳐 착즙물은 감귤쥬스로 판매되고, 착즙 후 남은 부산

2.1 재료

물인 감귤박은 폐기된다. 감귤 착즙과정 중 발생되는 감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서 생산된 감귤의 착즙 가공

박은 착즙 후 원물의 약 50% 정도가 발생되는데 실제

공정에서 발생한 착즙부산물인 감귤박을 제주 A사에서

국내에서는 매년 약 5-7만 톤의 감귤박이 발생된다. 감귤

착즙 직후 분양받아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이드로겔을

박은 가공 시 착즙된 후 세척과정 없이 그대로 배출되기

제조하기 위한 겔화제로는 아가(agar powder, Samchun,

때문에 감귤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대부분은 감귤즙

Korea)를 사용하였고 하이드로겔 제조 시 물리적 특성을

이며, 감귤 내 다양한 유효성분들이 모두 남아있게 된다.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슬러리 형태의 농도 2% 활엽수

이러한 감귤박은 현재 퇴비 및 사료 등으로 일부 활용되고

나노셀룰로오스를 M사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있으나 대부분 폐기되고 있으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그 처리비용이 매년 높아짐에 따라 적절한 활용방

2.2 감귤박 처리 및 특성 평가

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귤박은 플라보노

2.2.1 감귤박의 형태적 특성 평가

이드계 성분, 비타민 C, D-리모넨, 펙틴, 카로티노이드,

감귤의 착즙과정 중 다양한 형태의 입자들로 분쇄 및

나린진(narinjin) 등 다양한 기능성 물질들을 포함하고

압착되어 배출되는 감귤박의 활용을 위하여 감귤박을

있으며, 그 중 항산화, 항암, 항염증을 가지고 있는 플라보

구성하는 입자들의 형태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감귤박을

노이드류와 비타민 C는 대표적인 기능성 물질이라고 할

20, 40, 60, 80, 100, 140, 200 mesh를 이용하여 구성

8)

수 있다. 특히 비타민 C 함량은 감귤의 껍질 부분이 과육

성분의 크기별 분급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감귤박 구성성

보다 약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타민 C는

분들이 분급 시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형태의 변형이

항산화물질을 포함하여 피부노화방지와 함께 미백효과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단계별 분급 시 청수로

등이 있어 화장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잘 알려진

여러 번 희석하면서 분급을 진행하였다. 분급이 진행된

성분인 D-리모넨은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이후 각각의 메쉬 단계에 모아진 분급분의 무게를 측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이용해 기능성 화장품, 세제

하여 구성성분의 크기분포를 평가하였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감귤박의 다양한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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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감귤박의 미세화 처리

따라 제조된 하이드로겔 시료를 각각 증류수에 3일간

감귤박으로 그대로 겔화제와 함께 혼합하여 하이드로

침지한 후 블로팅 페이퍼를 이용하여 하이드로겔 구조체

겔을 제조 시, 감귤박 구성성분들이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외의 수분을 제거하고 열풍건조기를 이용하여 60℃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일하고 일정한 형태와 특성을 가

48시간 건조시킨 후 침지 전 하이드로겔의 무게(Wd)와

지는 하이드로겔의 제조가 어렵다. 이에 200 mesh에서

건조 후 남은 무게(Wi)를 이용하여 다음 Eq. 1에 의거하여

걸리는 크기를 가지는 감귤박 분급분의 경우 PFI mill을

겔화율을 계산하였다.

이용하여 미세화 처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용성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식물세포 내 액포에 포함되어 있는
12)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Gelation content (%) =

감귤박 세포의 과도한 물리적

처리는 감귤박 구성세포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고 이에

Wd
×100
Wi

 [1]

2.4.2 팽윤도 측정

따라 세포 내 기능성 성분의 용출 및 감소를 가져올 수

하이드로겔의 침지에 의한 수분흡수특성을 평가하기

있다. 이에 따라 감귤박의 PFI mill 처리 시 과도하지

위하여 팽윤도를 측정하였는데 수분 흡수용도 등으로

않은 정도로 유지하면서 미세화 처리를 진행하였고 처리

하이드로겔의 적용 시 팽윤도는 매우 중요한 품질평가

후 200 mesh 통과 고형분 및 추출액을 활용하여 하이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팽윤도는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로겔을 제조하였다.

증류수에 48시간 이상 충분이 충분히 침지시킨 후, 침지
된 하이드로겔의 내부 구조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외부

2.2.3 미세화된 감귤박 입도 분석

수분을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고(Ws), 열풍건조기를

미세화 처리된 감귤박의 200 mesh 통과 분의 입자 크기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 Flow CAM(fluid imaging

이용하여 65℃에서 48시간 동안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한
후(Wd) 다음 Eq. 2를 이용하여 팽윤도를 계산하였다.14)

technology) 장치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Flow CAM은
액체에 혼합된 상태에서 cell을 통과할 때 레이저의 산란

Swelling capacity (%) =

되는 광으로 입자의 분포 및 부피 등의 측정하는 장치로서
대체로 0.1-1,000 µm의 입자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13)

Ws-Wd
×100
Wd

 [2]

2.4.3 비타민 C 함량 측정
감귤박의 비타민 C 함량 평가를 위해 요오드 적정법을

2.3 하이드로겔 제조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15) 아가 2%(W/V)에 감귤

하이드로겔을 제조하기 위하여 겔화제인 아가의 농도를

박을 4%, 8%(W/V)를 혼합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고,

1-5%(W/V)로 하여 증류수와 혼합한 후 85℃ 이상에서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분쇄처리하여 30 mesh 통과분을

호화를 시킨 후 용매를 약 60℃로 냉각시켰다. 이후 미세

실험에 이용하였다. 비커에 증류수와 함께 감귤박과 녹말

화된 감귤박을 4% 및 8%(W/V) 각각 첨가하여 하이드로

지시약을 넣고, 요오드화칼륨과 요오드용액으로 제조된

겔을 제조하였다. 이러한 감귤박 하이드로겔 제조 시 나노

적정시약을 감귤박이 포함되어 있는 용액에 떨어뜨려

셀룰로오스를 0.1-0.3%(W/V)로 각각 추가적으로 첨가

종말점에 해당하는 부피를 비타민 C 함량으로 환산하여

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이후 준비된 혼합용액을

비타민 C 함량을 측정하였다.

25±1℃로 냉각시킨 후 2시간 동안 충분히 겔화를 진행
시켜 하이드로겔 시료를 각각 제조하고 각각의 조건에서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2.4.4 겔 강도 특성 평가
감귤박 및 나노셀룰로오스 혼합에 의한 겔 강도를 측정
하였다. 겔 강도는 하이드로겔의 소재로의 활용에 있어

2.4 감귤박 적용에 따른 겔 특성변화 평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이드로겔의 겔 강도를 측정하기

2.4.1 겔화율 평가

위해 Texture analyer(Stable Micro System TAXT2i

겔화제인 아가와 감귤박 혼합조건별 제조된 하이드로

Texture analyzer, England)를 적용하였으며, 겔 강도

겔의 겔화 정도 및 가교결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겔화

평가를 위해 시편 두께 3.0-3.5 mm, 넓이는 20 cm2로

14)

율을 다음의 과정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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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하여 측정하였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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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수용액상에서 섬유 뭉침 등이 발생하여 균일한 하이드로
겔 제조가 불가능하기에 미세화 처리를 진행하였다.

3.1 감귤박의 형태적 특성 및 미세화 처리
3.1.1 감귤박의 형태적 특성

3.1.2 감귤박의 미세화 처리 특성 평가

감귤박의 활용을 위해 포함하고 있는 함수율과 크기

감귤박의 조대입자들의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200 mesh

분포 특성을 확인하였다. 착즙 이후 배출되는 감귤박의

미통과분에 대한 미세화 처리를 실시하였다. 미세화 처리

함수율은 약 7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 배출

시 식물세포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PFI mill을 이

되는 감귤박 구성성분들의 형태적 특성 평가를 위한 크기

용해 처리하였으며, 처리 이후 200 mesh 통과분을 최종

별 분급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감귤박의 구성성분

처리분으로 활용하였다. 미세화 처리된 감귤박의 입도분

중 20 mesh 에 걸리는 크기의 물질들이 약 31.8% 정도

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섬유입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 mesh를 통과하는 미

자의 크기 평균값은 약 22 µm 정도로 하이드로겔 제조

세한 물질들과 용해성 성분들이 약 56.74%를 차지하고

시 균일한 분포 및 품질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있었다. 20-200 mesh 사이의 크기의 분급분은 상대적

었다.

으로 그 양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은 각의 크기별로 분급된 감귤박 구성성분의 상태
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 mesh 이상의 큰 입자들의 경우

3.2 감귤박의 겔화특성
3.2.1 겔화제의 첨가량에 하이드로겔 특성 평가
천연 겔화제인 아가의 첨가량에 따른 제조된 하이드로

Table 1. Classification of citrus pomace depending
on Size

겔의 외관 특성을 Fig. 2에서 나타내었다. 겔화제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겔의 투명도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Fraction (%)

데, 이는 겔화제의 함량이 높아지면서 내부의 가교결합

① Citrus pomace (X) >20 mesh

31.8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투명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

② 20 mesh> X >40 mesh

3.9

었다.

③ 40 mesh> X >60 mesh

0.8

겔화제의 첨가량에 따른 수분 흡수 특성을 평가하기

④ 60 mesh> X >80 mesh

3.7

위하여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 3에

⑤ 80 mesh> X >100 mesh

0.6

나타내었다. 하이드로겔 구조 내로 수분의 흡수량이 높아

⑥ 100 mesh> X >140 mesh

1.6

질수록 팽윤도는 높게 나타나는데, 겔화제의 첨가량이

⑦ 140 mesh> X >200 mesh

0.8

⑧ 200 mesh> X (Fines and solubles)

56.7

<A>

<B>

Table 2. Particle size of citrus pomace after the
fine grinding treatment
Sample

Average (µm)

Min (µm)

Max (µm)

>200 mesh

22.07

1.01

39.59

<C>

Fig. 1. Morphology and distribution in water
solution of citrus pomace depending on
size classification
(A: X >20 mesh, B: 20> X >200 mesh,
C: 200 mesh> X).

<1%>

<2%>

<3%>

<4%>

<5%>

Fig. 2. The appearance of the hydrogel depending on the contents of the gel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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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겔 적용성이 개선되었다. 따라서 하이드로겔 제조에
미건조 감귤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세화 처리가 선행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감귤박 첨가 하이드로겔의 기능성 변화
3.3.1 겔화율 변화
감귤박의 첨가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변화를 측정
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감귤박의 첨가는 하이드로
겔의 겔화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감귤

Fig. 3. Changes in swelling capacity of hydrogel
in respect with the dosage of gellant
(agar).

박으로 인해 겔화 시 내부 가교결합이 방해되어 겔화율이

증가할수록 팽윤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생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정 정도의 겔화율이 감소
된 이후 추가적인 감귤박의 첨가로 인한 겔화율 저하는

겔화제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하이드로겔 구조 내 가교
율이 높아지면서 내부로 수분의 유입이 감소하여 팽윤

3.3.2 팽윤도 변화

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감귤박을 이용한

감귤박의 첨가량에 의한 팽윤도 변화를 평가하여 Fig. 6

하이드로겔 제조 시 겔화제인 아가의 첨가량은 2%로 조절

에 나타내었다. 팽윤도는 하이드로겔 내부의 공극으로

하여 주었다.

수분이 추가적으로 흡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감귤박의

3.2.2 감귤박 첨가에 따른 하이드로겔 특성변화
겔화제 첨가량을 2%로 한 후 미세화 처리 전후의 감귤
박을 각각 4%씩 첨가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 후 외관특
성을 알아보았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처리 감귤
박을 적용하여 제조된 하이드로겔에서는 감귤박의 뭉침
현상 등으로 하이드로겔에서 균일한 분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감귤박을 미세화 처리
후 제조된 하이드로겔에서는 균일한 감귤박의 분포가
나타남으로써 표면 및 외관 특성이 감귤박을 적용하지
않은 하이드로겔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미세화 처리에 의해 미건조 감귤박의 하이드

<A>

Fig. 5. Change in the gelation content depending
on the addition amounts of citrus pomace.

<B>

<C>

Fig. 4. The appearance of the hydrogel depending on the addition of citrus pomace (A: agar 2%, B: agar
2%+treated citrus pomace 4%, C: agar 2%+treated citrus pomac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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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박 하이드로겔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하이드로겔 내부의 공극을

비타민 C 함량을 감귤박 첨가량에 따른 비로 환산할 경우

감귤박 입자들이 메우면서 수분의 추가적인 흡수공간이

감귤박 1 g 첨가당 약 0.59±0.1 mg/g 의 비타민 C가

감소하게 됨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되었다.

하이드로겔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3 감귤박 첨가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비타민 C
함량

3.3.4 나노셀룰로오스 첨가에 따른 하이드로겔 강도
변화

감귤박을 각각 4%(4 g) 및 8%(8 g) 첨가하여 제조된 하

감귤박의 첨가에 따른 겔화제의 가교결합감소를 보완

이드로겔의 비타민 C 함량을 측정하여 Fig. 7에 나타내

하고 추가적인 겔 특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나노셀룰

었다. 비타민 C 함량은 감귤박을 4% 첨가 시 2.35 mg,

로오스의 추가적인 첨가를 통한 하이드로겔 강도변화를

감귤박 8% 첨가 시 4.69 mg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노셀룰로오스

확인되었는데, 감귤박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귤박

첨가에 따라 겔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이드로겔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C 함량은 증가하는

감귤박의 첨가는 겔화율 자체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겔

Fig. 6. Change in the swelling capacity depending
on the addition amounts of citrus pomace.

Fig. 7. The contents of vitamin C in the hydrogel
depending on the addition amount of
citrus pomace.

Fig. 8. Change in hydrogel hardness depending on the addition amounts of citrus pomace and
nanocellulose.
J. of Korea TAPPI Vol.51 No.3 May-Jun. 2019

113

미건조 감귤박 적용에 따른 하이드로겔 특성변화

강도에서는 겔화제만 단독으로 적용하여 제조된 하이드

opment of porous cellulose-hydrogel system for

로겔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나노셀룰로오스의

enhanced transdermal delivery of quercetin and

첨가는 이러한 하이드로겔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rutin, Polymer (Korea) 37(3):347-355 (2013).

확인되었다. 감귤박의 첨가 후 나노셀룰로오스를 적용

2. Lee, E. J. and Kim, Y. H., Synthesis and thermo

하는 경우 겔화제 단독으로 제조되는 경우에 비해 강도

-responsive properties of amino group terminated

증가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oly(N-isopropylacrylamide) and sodium
alginate-g-poly(N-isopropylacrylamide),
Polymer (Korea) 37(4):539-546 (2013).

4. 결 론

3. Kim, E. M. and Lee, H. G., Development of
lemon pyun by the addition of various gelling

본 연구에서는 비타민 C 등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함유
하고 있는 감귤박을 화학적 처리 또는 건조 등의 열처리

agents, Korean Journal of Food and Cookery
Science 19(6):772-776 (2003).

없이 물리적 처리만을 통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함으로써

4. Park, G. Y., Ra, H. N., Cho, Y. S., Kim, H. Y.,

감귤박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들의 손실 없이 기능성 하이

and Kim, K. M., Effects of addition of mixed

드로겔 제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감귤의

gelling agent on quality of peach (Prunus persica

착즙과정 중 발생되는 감귤박은 대체로 20 mesh 이상의

L. Batsch) jell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적절한

Food Culture 33(5):448-453 (2018).

미세화 처리를 통해 쉽게 200 mesh 통과분으로 미세화

5. Kim, H. J., Cho, N. Y., Cho, S. W., Kim, Y. G.,

되었다. 이러한 미세화된 감귤박을 첨가하여 제조된 하이

Ryu, H. W., and Jeong J. H., Tuning the hy-

드로겔의 경우 겔화율과 팽윤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drophobicity of agar hydrogel with substituent

수 있었으나 겔 강도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

effect, Polymer (Korea) 40(2):321-327 (2016).

았다. 감귤박을 포함하는 하이드로겔의 경우 비타민 C를

6. Jang, H. N., Chung, Y. B., and Kim, S. S.,

함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노셀룰로오스의 첨가로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ilicone

하이드로겔의 겔 강도가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hydrogel lens containing poly(ethylene glycol),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감귤박의 기능성 물질들을

Polymer (Korea) 33(2):169-174 (2009).

손실 없이 적용한 하이드로겔의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할

7. Yun, W., Lee, Y., Kim, S., Kim, J., Sung, J.,

수 있었고 향후 하이드로겔의 기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Lee, H., Son, H., Hwang, D., and Jung. Y.,

첨가제의 적용과 관련 제조기술이 보완된다면 다양한

The preparation of mask-pack sheet blended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감귤박 하이드로겔의 제조가 가능

with Styela clava tunics and natural, Polymer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9(1):45-54 (2017).
8. Senevirathne, M., Jeon, Y. J., Ha, J. H., and
Kim, S. H., Effective drying of citru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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