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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veratrol이 포도주의 능평가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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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effect of resveratrol concentration on wine taste was investigated. Content of resveratrol in 
14 different wines were quantified using HPLC. The resveratrol concentrations in the Australian wine samples 
(grape species: Syrah) with 3 vintage years were analyzed and different concentrations of resveratrol were 
observed (2.89~3.84 mg/L). Variation in wine grape species with the same wine manufacturer (Chile, 2006) 
and variation in different manufacturing country of origin with same wine grape species (Cabernet Sauvignon, 
2006) also produced the variations in resveratrol concentration. The preference analysis (color, aroma, taste, 
astringency and overall acceptability) of the sample wines were determined by 15 panelists using 5-point hedonic 
scale. Whe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resveratrol concentrations in the sample wines were compared with 
the preference analysis of sample wines, the resveratrol concentration in the wine produced the positive effects 
in the wine preference analysis in the factors of aroma, taste and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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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Resveratrol(3,5,4'-trihydroxystilbene)은 다양한 식물에

서 발견되는 폴리페놀계의 phytoalexin 의 하나로서, 세균 

 곰팡이 등의 감염을 포함하는 병충해로부터 자신을 보호

하기 하여 합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Resveratrol

은 오디, 땅콩 그리고 포도를 포함한 최소 72종 이상의 식물

체에서 발견되는데, 신선한 포도 껍질에는 g당 약 50～100 

μg의 resveratrol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도 재배 품종, 그곳의 

지리 인 상황과 곰팡이 감염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달라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포도주 제조공정에서 포도 껍질과 함께 발효시킨 시간은 

포도주의 resveratrol 함량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다

(2,6). 포도주에는 시 되는 같은 양의 포도주스보다, 평균 

2배의 resveratrol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는데 

이것은 포도주를 만드는 공정에서 2차 발효와 병숙성을 통

하여 포도주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phenol 화합물이 늘어남

과 동시에 resveratrol의 함량이 증가되는 것 때문이라고 보

고되었다(7-9). 

Resveratrol은 항암 작용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고

(10-15), 유해한 물질들의 독성을 완화시키며, 비정상 세포

들의 증식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18). 한 resveratrol은 cytokines의 생산 

억제  free radical 소거기능과 같은 항산화작용, cyclo-

oxygenase 해 등의 항염증 작용, 소  응집 해, LDL 

(low density lipoprotein)의 산화 억제, 동맥경화방지 등

(19,20) resveratrol에 한 각종 생리효과가 알려지면서, 포

도나무의 부 별 함량, 포도주 제조 과정  resveratrol의 

함량 등, 포도와 포도주의 resveratrol에 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 까지 resveratrol의 함량 변화가 능

 특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자료는 미비한 실정이

다. 한 resveratrol를 포함하는 포도주의 각종 phenol 화합

물 성분은 포도껍질에 많이 존재하며, 포도주 제조 시 발효

로 생성된 에탄올에 의하여 포도주에 용출되어, 포도주는 

백포도주보다 그 함량이 많고, 일반 으로 포도주는 1700～

1900 mg/L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phenol계 물질

들은 포도주의 숙성에 많은 향을 미칠 뿐 아니라 포도주

의 색, 향, 맛 등 능  특성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되었다(21-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시 되고 있는 14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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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포도주를 포도주 생산 연도별(2003, 2006, 2007), 포도주

를 만든 포도 품종별(Malbec, Carmenere, Merlot, Syrah, 

Cabernet Sauvignon, Chardonnay), 포도주 생산 나라별(남

아 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호주, 미국, 칠 )로 비하여 

각각의 포도주에 한 resveratrol의 함량을 HPLC로 분석하

고, 능평가를 실시하여, resveratrol의 함량이 포도주 맛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때, 향(나무냄새, 페놀

향), 맛(떫은맛), 색(붉은색, 황 색), 수렴성(쓴맛)과 무게감

을 심으로 한 포도주에서의 phenol의 향과 계가 있는 

인자를 선택하여 평가하 다(7). 이 연구를 통하여 고농도의 

resveratrol이 함유된 높은 풍미의 포도주를 제조하거나 선

택 구매하고자 할 때 기 이 되는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실험 재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포도주를 구입하여 실

험에 사용하 다. 이때 포도주 생산 지역별, 포도주가 생산

된 연도, 포도 품종을 구분하고 분석에 이용하 으며, 알코

올 농도는 13～14.5%(v/v)인 포도주로 한정하여 사용하

다. 포도주 생산 지역별 구분은, 포도주의 경우 Cabernet 

Sauvignon 품종으로 남아 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미국, 

칠 , 호주(5종)에서 각각 제조한 것을 사용하 다. 포도주 

생산 연도별 포도주는 호주지역 동일 제조회사, Syrah 포

도품종으로 제조된 2003, 2006, 2007년산 3종을 구입하여 사

용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포도주는 2004, 2005년도에는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기년도 3종의 trans-resveratrol 

함량을 측정하 다. 포도 품종별 포도주는 칠 지역 동일 

제조사의 2006년에 생산된 포도주로 Malbec, Carmenere, 

Merlot, Syrah, Cabernet Sauvignon, Chardonnay 품종으

로 제조된 6종의 포도주를 구입하여 사용하 다. 모든 실험

에 사용한 포도주는 서울 시내 소재(주) 명주류에서 구입

하 다. 

시약

Resveratrol(trans-resveratrol) 표 시약은 Cayman Co. 

(Michigan, USA) 제품을 사용하 으며, Acetonitrile, water 

등 HPLC의 이동상은 Mallinckrodt Baker Co.(Phillipsburg, 

USA)를, 그 외의 시약은 모두 특  는 일  시약을 사용하

다.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분석조건 

모든 sample은 실험 기간 동안 갈색 용기를 사용하여 실

험 직 까지 4
oC에 보 하 다. 14종의 포도주 원액을 50 

mL 취하여 pH meter와 0.1 M HCl을 사용하여 pH 2.0으로 

조 하고, 50 mL ethyl acetate를 가한 후 상온에서 교반기

를 사용, 20분간 180 rpm으로 교반하고, 상층의 에틸 아세테

이트 층을 회수하 다. 남아있는 시료에 하여 동량의 eth-

yl acetate를 다시 첨가하여 resveratrol이 충분히 추출될 수 

있도록 하 다. Ethyl acetate 시료는 vacuum evaporator를 

사용하여 10배 농축하 다. 농축 후 시료는 MeOH : wa-

ter(1:1)/mL mixture에 용해시켜 HPLC 분석에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HPLC(12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의 column은 TC-C18(4.6×250 mm, 
Agilent Technologies)을 사용하 다. 이동상은 acetonitrile

과 water를 22%:78%(v/v)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 으

며, 유속은 0.4 mL/min, column의 온도는 40
oC를 유지시켰

다. 사용한 검출기는 UV detector(1200SD series, Agilent 

Technologies) 으며 305 nm에서 측정하 다. 시료의 분석

은 3회 이상 실시하여 평균값을 취하 다.

능검사

능평가는 건국 학교 산업 학원 와인학과 학생 15명

을 상으로 14종의 포도주를 생산한 연도별, 포도주를 제조

한 포도 품종별, 포도주 생산국에 따라 3회 실시하 다. 평가

를 한 포도주 시료는 100 mL씩 동일 규격의 포도주용 잔

(200 mL)에 제공하여 평가하 다. 이때 각 포도주잔의 시료

는 난수표를 이용하여 표시하여 평가자들이 알아볼 수 없도

록 하 다. Resveratrol은 포도주의 phenol 화합물질 의 

하나이므로, 능평가의 인자들은 phenol의 향을 많이 받

는 색(붉은색, 퍼 색, 황 색), 향기성분(나무냄새, 페놀향), 

맛(떫은맛)의 기타특성(수렴성, 량감), 체  품질을 각

각 1(매우 약함)～5(매우 강함) scale로 표시하여 분석  

능평가를 실시하 다(2,7,23). 이때 복된 숫자는 허용하지 

않았다. 한 tannin은 떫은맛과 astringency(수렴성)는 쓴

맛으로 구분하 다. 평가된 결과는 각각의 항목의 총 을 

내고, 그 총 을 총인원 15명으로 나  평균을 구하 다. 

결과  고찰

포도주 생산 연도별, 품종별 resveratrol 함량

Syrah 품종의 포도를 사용하여 호주에서 2003, 2006, 2007

년에 각각 생산된 포도주의 resveratrol 함량을 분석한 결과

를 Fig. 1에 표시하 다. Resveratrol의 함량은 2006년도에 

생산된 포도주에서 평균 3.84 mg/L이 검출되었으며, 2003년 

 2007년에 생산된 포도주에서는 각각 3.29 mg/L, 2.89 

mg/L 검출되었다. 이러한 실험은 동일한 제조사, 지역, 기술

이라도 매년 기후, 강수량, 병충해 등 여러 환경 요건에 의하

여 resveratrol 함량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보고(5,7,21)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포도주 제조에 사용된 포도의 

품종에 따른 resveratrol의 함량을 조사하기 하여 Malbec, 

Carmenere, Merlot, Syrah, Cabernet Sauvignon, Chardonnay 

등의 포도 품종을 사용하여 제조된 칠 산 포도주(2006년산, 

알코올 농도 13%)를 구입하고 이들을 분석하 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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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veratrol concentrations in the three vintages 
wines.  The wines were manufactured using same species of 
grape at the same country and the manufacturer. (manufactured 
in Australia using Syrah, alcohol concentration: 13.5%). 

Fig. 2. Resveratrol concentrations in the various wine 
grapes. The wines were manufactured using different grape spe-
cies at the same country and the same manufacturer (manu-
factured in 2006 at Chile, alcohol concentration: 13%). *C/S: 
Cabernet Sauvignon. 

실험 결과, Syrah가 3.18 mg/L으로 가장 많은 함량을 나타

났으며, Cabernet Sauvignon(2.87 mg/L), Merlot(2.39 

mg/L), Carmenere(1.94 mg/L), 백포도주 생산용 포도인 

Chardonnay(1.20 mg/L), 그리고 Malbec(1.15 mg/L)의 순

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포도주의 phenol 성분이 포도의 

껍질  씨의 두께에 계가 있다는 보고(8,22)  포도주의 

resveratrol 함량이 포도의 품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보고(21)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 Chardonnay는 백포도주 생산용 포도 품종 에 

포도주와 같은 2차 발효, 병숙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하는 

Fig. 3. Resveratrol concentrations in the different wine man-
ufacturing countries.  The wines were manufactured using 
Cabernet Sauvignon at five different countries (Cabernet 
Sauvignon, 2001, alcohol 14.5%). 

포도 품종으로 Fig. 2의 씨가 굵고 껍질이 두꺼운 백포도 

품종인 Chardonnay(1.20 mg/L)가 껍질이 얇은 포도 품종

인 Malbec(1.15 mg/L)보다 0.05 mg/L 높은 함량을 나타난 

것은, 품종의 특성과 2차 발효  병에서의 보  시의 숙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22).

포도주 생산 지역별 resveratrol 함량

포도주 생산 지역별 resveratrol의 함량을 조사하기 하

여 Cabernet Sauvignon을 사용하 으나 서로 다른 지역(미

국, 아르헨티나, 남아 리카 공화국, 호주, 칠 )에서 제조된 

2001년산 포도주(알코올 농도 14.5%)를 구입한 후 resvera-

trol의 함량을 분석하 다(Fig. 3). 

분석 결과, 미국에서 Cabernet Sauvignon 품종 포도주

를 사용하여 제조된 resveratrol 함량이 1.39 mg/L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아르헨티나(1.00 mg/L), 남아 리카 

공화국(0.72 mg/L), 호주(0.60 mg/L), 칠 (0.59 mg/L) 순이

었다. Fig. 2와 Fig. 3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같은 포도 품종

이라도 그 포도가 자라난 지역의 기후, 토양, 강수량, 연도 

등 여러 다른 자연환경의 차이가 resveratrol 함량의 변화에 

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5,6,21). 특히 resveratrol은 환경

의 변화에 한 포도나무에서 생산되는 자기방어 물질로서

(3) 지역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포도에 포함되는 함량

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포도주 생산 연도별 능검사에 한 resveratrol 농도

의 향

Syrah 품종을 사용하여 호주의 동일 회사에서 2003, 2006, 

2007년에 각각 생산된 포도주(알코올 농도 13.5%)를 사용하

여 aroma(grape, oak, phenolic flavor), taste(tannin), col-

or(red, purple), body와 astringency(bitter), total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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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목에 한 능검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resveratrol

의 함량과 비교분석 하 다. 능검사 결과, 5항목의 총  

평가 순 는 2006년산 포도주가 aroma(grape, oak, phe-

nolic flavor)에서 4.3 , taste(tannin)에서 4 , color(red, 

purple)에서 3 , body와 astringency(bitter)에서 2 , total 

evaluation에서 3.3 으로 가장 높은 평가 결과로 나타났고, 

2007년산이 2순 로 aroma 2 , taste 3.6 , color 3.3 , 

body와 astringency 2.2 , total evaluation 4.4 으로 총 

15.5 으로 2순 로 평가되었고, 2003년산은 총 15.3으로 2

순 의 2007년산과 0.1의 미비한 차이로 3 로 평가되었다

(Fig. 4). 구체 으로 aroma 항목에서는 2006년 생산 포도주

가 4.3 , 2003년 생산포도주가 3 , 2007년 생산 포도주가 

2 으로 평가되었다. Taste 항목에서는 2006년 생산 포도주

가 4 , 2007년 생산 포도주가 3.6 , 2003년 생산포도주가 

2 을 얻었다. Color 항목에서의 능평가는 2003년 생산 

포도주가 3.6 , 2007년 생산 포도주가 3.3 , 2006년 생산 

포도주가 3 으로 나타났다. Body와 astringency 평가 결과

는 2003년 생산 포도주가 2.3 으로 1순 로 평가되었고, 

2007년 생산 포도주가 2.2 으로 그 다음 순 로 평가되었으

며, 2006년 생산 포도주가 2 으로 마지막 순 로 평가되었

지만,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Total evaluation

에서는 2003년 생산 포도주와 2007년 생산 포도주가 4.4 으

로 같은 수로 평가되었고, 2006년 생산 포도주가 3.3 으

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동종의 포도주에 한 re-

sveratrol의 함량을 조사한 Fig. 1의 결과와 비교하면 re-

sveratrol 함량이 높을수록 능평가의 총 이 높이 평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esveratrol 

함량이 능평가의 부문  aroma(grape, oak, phenolic fla-

Aroma
(grape, oak, phenolic flavor)

total 
evaluation

taste
(bitter, 
tanin)

body,
astringency

color
(red, purple)

Fig. 4. The preference analysis of the three vintage red wines 
(2003, 2006, 2007).  Australia wine, Syrah, alcohol 13.5%. The 
preferences of color, aroma, taste, astringency and overall accept-
ability were determined by 15 panelists using 5-point hedonic 
scale. 

vor)와 taste(tannin)  color(red, purple) 그리고 body와 

astringency(bitter)의 평가에 향을 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한 resveratrol 함량이 높을수록 포도주의 능평가

에서 정 인 면에서의 수증가에 향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도주 생산용 포도의 품종별 능검사에 한 resvera-

trol 농도의 향

6종의 상이한 포도를 사용하여 동일국가에서 동일년도에 

제조된 포도주(2006년산, 칠  포도주, 알코올 농도 13%)에 

한 능검사를 aroma(grape, oak, phenolic flavor), taste 

(tannin), color(red, purple), body와 astringency(bitter), to-

tal evaluation의 항목에 하여 실시하고 이 결과를 Fig. 3의 

resveratrol 농도와 비교분석 하 다. 

Fig. 5에 능검사의 결과를 표시하 다. Syrah가 aroma 

항목에서 4.7 , taste 항목에서 4.3 , color 항목에서 3.8 , 

body와 astringency 항목에서 4.1 , total evaluation에서 

2.3 으로 총 21.2 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2순 는 

Cabernet Sauvignon 품종으로 aroma 항목 4.4 , taste 항목 

4.2 , color 항목 3.9 , body와 astringency 항목 3.4 , total 

evaluation 항목 4.4 으로 총 20.3 이었고, 3순 는 Merlot

이 aroma 항목 3.2 , taste 항목 3.6 , color 항목 3.4 , 

body와 astringency 항목 3.3 , total evaluation 항목 4.3

으로 총 17.3 이었으며, 4순 는 Carmenere가 aroma 항목 

3.8 , taste 항목 3 , color 항목 3.2 , body와 astringency 

항목 2 , total evaluation 항목 2.6 으로 총 14.6 이었고, 

유일하게 백포도 품종인 Chardonnay가 5순 로 총 12.3

을 얻었다. 마지막 6순 인 Malbec 품종은 총 11.4 으로 

평가되었다.

Aroma
(grape, oak, phenolic flavor)

total 
evaluation

taste
(bitter, 
tanin)

body,
astringency

color
(red, purple)

Fig. 5. The preference analysis of the wine with different 
grape species (2006, Chile wine, alcohol 13%).  The prefer-
ences of color, aroma, taste, astringency and overall acceptability 
were determined by 15 panelists using 5-point hedonic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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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 본 실험에서 사용된 백포도 품종인 Char-

donnay보다 껍질이 얇은 것으로 알려진 Malbec을 제외한, 

모든 포도 품종으로 제조한 포도주가 색, 향, 맛 등 능  

평가의 높은 수로 평가되었다. 이는 각종 phenol 화합물이 

포도껍질에 많이 존재하며 포도주 제조 시 발효로 생성된 

에탄올에 의하여 포도주에 용출되기 때문에 부분의 포

도주는 백포도주보다 그 함량이 높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2,4,5,8,21). 한 포도주의 각종 phenol 화합물 성

분은 포도주의 색, 향 맛 등 능  특성에서도 향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의 숙성에 많은 향을 다는 선행 

연구(22)를 재확인 하 다.

한 Fig. 2에서 Syrah 품종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포도 

품종 에서 껍질이 가장 두껍고 씨가 가장 큰 품종으로써,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포도주에 resveratrol의 함량이 다른 

포도주들보다 많은 것(8,22)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resvera-

trol을 포함하는 각종 phenol 화합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색

이 진하고 향이 강하며 맛과 무게감에서도 높은 수로 평가

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와는 별도로 총 평가 4순  

Carmenere가 3.8 으로 향 평가에서 2순 로 평가를 받은 

것은 이 품종 특유의 매콤하고 독특한 진한 향의 향인 것

으로 보인다.

포도주 생산 지역별 능검사에 한 resveratrol 농도

의 향

포도주 생산 지역별 능검사  이에 한 resveratrol의 

향을 조사하기 하여 Cabernet Sauvignon을 사용하 으

나 서로 다른 지역(미국, 아르헨티나, 남아 리카 공화국, 호

주, 칠 )에서 제조된 2001년산 포도주(알코올 농도 14.5%)

에 한 능검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Fig. 3에 표시된 

resveratrol 함량에 한 결과와 비교분석 하 다. 

능검사의 결과는 Fig. 6에 표시하 다. 이 결과 미국 포

도주가 aroma 항목에서 4.4 , taste 항목 4.1 , color 항목 

3.9 , body와 astringency 항목 3.3 , total evaluation 항목 

4.8 으로 총 20.5 으로 1순 로 평가되었다. 2순 로는 아

르헨티나 지역의 포도주가 aroma 항목 4.2 , taste 항목 3.2

, color 항목 3 , body와 astringency 3 , total evaluation 

3.8 으로 총 17.2 으로 평가되었고, 3순 로는 남아공 지

역 포도주가 aroma 항목 3.8 , taste 항목 3.3 , color 항목 

3 , body와 astringency 2.1 , total evaluation 2.8 으로 

총 15 으로 평가되었다. 4순 로는 호주 지역 포도주가 총 

14.8 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 5순 로는 칠  지역 포도주

가 총 13.9 으로 평가되었다. 능검사 결과, 미국이 taste 

(tannin)와 total evaluation에서 4.1 , 4.8 으로 높은 평가

를 받으면서 지역의 포도주가 능평가에서 1순 로 평가되

었다. Fig. 6의 능평가는 Fig. 3의 지역별 5종(Cabernet 

Sauvignon 품종, 2001년산, 알코올 농도 14.5%)의 resvera-

trol 함량(미국 1.39 mg/L, 아르헨티나 1.00 mg/L, 남아 리

aroma (grape, oak, 
phenolic flavor)

total 
evaluation

taste 
(bitter, 
tannin)

color 
(red, purple)

body, 
astringency

Fig. 6. The preference analysis of the wines from the five 
different countries (2001, Cabernet Sauvignon (C/S) wine, 
alcohol 14.5%). The preferences of color, aroma, taste, as-
tringency and overall acceptability were determined by 15 panel-
ists using 5-point hedonic scale. 

카 공화국 0.72 mg/L, 호주 0.60 mg/L, 칠  0.59 mg/L) 순

와 일치하기 때문에 포도주의 resveratrol 농도와 능평가

는 일정한 수 의 계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re-

sveratrol 함량이 능평가의 인자  phenol 성분의 향을 

많이 받는 aroma(grape, oak, phenolic flavor)와 taste(tan-

nin)  color(red, purple) 그리고 body와 astringency 

(bitter)의 평가에 향을 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한 

resveratrol 함량이 많을수록 phenol 화합물의 함량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능평가에서 높은 수를 

받을 수 있는 맛과 향이 우수한 포도주의 경우, 상 으로 

높은 농도의 resveratrol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에 한 보다 

구체 인 생리학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 

향후 resveratrol이 높은 농도로 함유된 고품질의 포도주에 

한 연구와 상품 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시 되고 있는 14종의 포도주를 

포도주 생산 연도별(2003, 2006, 2007), 포도 품종별(Malbec, 

Carmenere, Merlot, Syrah, Cabernet Sauvignon, Chardon-

nay), 포도주 생산 지역별(남아 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호주, 미국, 칠 )로 비하여 각 포도주의 resveratrol 함량

을 HPLC로 분석하 다. 분석을 통하여 동일 회사, 동종 포

도주라도 연도에 따라서 resveratrol 함량이 다르고, 같은 품

종이라도 지역에 따라, 같은 자연환경이라도 품종에 따라 

resveratrol 함량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 다. 그리고 포도

주 생산 연도별(2003, 2006, 2007), 포도주를 제조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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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도 품종별(Malbec, Carmenere, Merlot, Syrah, Cabernet 

Sauvignon, Chardonnay), 포도주를 생산한 나라별(남아

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호주, 미국, 칠 )로 능평가를 

실시하여 resveratrol 함량이 포도주에서 향(나무냄새, 페놀

향), 맛(떫은맛), 색(붉은색, 황 색), 수렴성(쓴맛)과 무게감 

등에 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결과, 부분의 

포도주는 resveratrol 평균 함량 0.2～5.8 mg/L 범주에 있

었고, 백포도주는 부분의 포도주보다 낮은 함량으로 확

인되었다. Resveratrol 함량의 분석 결과와 능평가를 비교

한 결과 phenol 화합물의 한 종류인 resveratrol 함량이 높을

수록 능평가의 수도 평균 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14종

의 포도주를 능평가에서 백포도주는 부분의 포도주

보다 모든 항목에서 낮은 수를 얻었고, 포도주는 껍질이 

두껍고 씨가 굵고 많은 품종일수록 능평가의 각 항목에서 

평균 으로 높은 수로 평가되었다. Resveratrol를 포함하

는 포도주의 각종 phenol 화합물 성분은 포도껍질에 많이 

존재하며, 포도주 제조 시 발효로 생성된 에탄올에 의하여 

포도주에 용출되어, 포도주는 백포도주보다 그 함량이 많

고, 일반 으로 포도주는 1700～1900 mg/L의 농도를 가지

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 resveratrol 농도 비례 계에 있는 

phenol계 물질들은 주로 포도주에서 붉은 색깔과 쓸하

고 텁텁한 맛의 평가에 향을 주고, 포도주의 숙성에 많은 

향을 미칠 뿐 아니라 포도주의 향  나무 냄새, 페놀 향에 

향을 주며, 수렴성과 무게감 등 능평가에 정 인 향

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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