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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veloped a high-utility type of vinegar from Rubus coreanus by optimizing its fermentation conditions. 
In the alcohol fermentation process, the optimal conditions for the maximization of the alcohol contents were an 
initial sugar concentration of 15 °Brix, a temperature of 30℃ and 4 days. The optimal conditions for the acetic 
acid fermentation were 9 days of fermentation at 30℃ and 200 rpm, with 6% alcohol and 2% initial acidity. The 
sucrose, fructose, and glucose contents were 952.90, 491.01, and 386.62 mg%, respectively. The free organic acids 
were acetic, malic, succinic, malonic, oxalic, and lactic acids. The total free amino acid content was 104.33 μg/mL, 
with alanine, glutamic acid, γ-amino-N-butyric acid, and o-phospho-ethanolamine as the major amino acids. The 
K, Na, and Mg contents were 1,686.10, 172.50, and 69.33 ppm, respectively. The total phenolic and anthocyanin 
contents were 25.19 and 80.71 mg/100 mL, respectively. The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ere approximately 65 and 94%, respectively. Moreover, the vinegar’s β-carotene bleaching activity and reducing 
power showed that it had strong anti-oxidant properties. These results show that Rubus coreanus vinegar has anti-oxidant 
properties and may be used as functional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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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식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이용되어 온 발효

식품으로, 식품에 첨가되는 기초산미료이며 의약품 및 미

용재료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1). 이러한 식초는 미생물

을 이용하여 당류나 전분질을 함유하고 있는 여러 원료들을

알코올 및 초산 발효시켜 제조되며, 신맛을 내는 초산성분

을 비롯하여 유기산과 아미노산, ester 및 각종 영양물질이

함유되어 있다(2,3). 위와 같은 식초성분들은 콜레스테롤

저하 및 체지방을 감소시켜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젖

산 분해에 따른 피로회복 및 식품성분 내의 비타민 C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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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4,5).

국내 식초 산업은 1970년대에 빙초산을 희석하여 만든

저가의 합성식초가 주를 이루었으며(4-6), 80년대에는 주정

을 희석하여 과즙, 무기염을 첨가한 양조식초의 소비가 증

가하였다(7). 이후 90년대부터는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100% 과실을 원료로 하는 천연 양조식초의 생산이 시작되

어(8), 최근에는 단기간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2단계 발효

및 병행복발효법을 통해 참다래(9), 사과(10), 양파(6) 등을

이용한 다양한 천연 양조식초의 개발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복분자(Rubus coreanus Miq.)는 장미과에 속하는 산딸기

의 일종으로 반구형의 검붉은색 열매를 맺는 다년생 식물이

다(11). 동의보감에 의하면 복분자는 신(身)과 간(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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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고 눈을 밝게 하며, 신정(腎精) 보강 및 정력 감퇴 치료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복분자에는 인,

철, 칼륨, 유기산, 비타민 C 등의 영양성분(13)과 gallic acid,

tannin, catechin, quercetin 등의 유용성분이 풍부하게 함유

되어 있어(14,15), 항암 활성(16), 면역증진 효과(17), 항균

효과(18) 및 혈관신생억제 효과(19)와 같은 다양한 생리활

성을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복분자는 1993년부터 재배되기 시작하여 복분자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매년 11,000톤 이상의 생과가 생산 유통되고

있어 많은 농가의 소득원이 되고 있다(20). 그러나 최근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폭락과 복분자의 주 소비시장을 이루

고 있는 과실주의 소비 감소로 그 활용이 문제시 되고 있다

(21).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분자를 이용한 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초콜릿, 면, 떡, 식빵 등과 같은 단순

가공 수준의 제품만이 제시되고 있을 뿐 과잉으로 생산되는

복분자를 대량적으로 활용할 방안으로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잉산물인 복분자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2단계 발효를 통한 복분자

식초를 제조하고 그 이화학적 성분분석 및 항산화 효과를

조사하여 복분자 식초를 기능성 식품 소재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연구에 사용된 복분자(Rubus coreanus Miq)는 2008∼

2009년 7월 전남 장흥군에서 수확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

였으며, 분쇄기(CM-3000, Samyang Electronics Co, Ltd,

Gunpo, Korea)로 파쇄한 후 착즙한 것을 원료로 사용하

였다.

사용균주 및 배지조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알코올 발효 균주는 한국생명자원센

터에서 분양받은 Saccharomyces cerevisiae (KCTC 7904)를

YPD 평판배지(YPD agar, Becton, Dickinson and Co, Le

Pont de Claix, France)에 계대배양한 후, YM 액체배지(YM

broth, Becton, Dickinson and Co, Le Pont de Claix, France)를

이용하여 24℃에서 24시간 정치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초

산균은 경북과학대학 전통식품연구소에서 보관중인

Acetobacter sp. PA 97를 0.5% yeast extract, 0.5% glucose,

1.0% glycerin, 0.02% MgSO4 ·7H2O, 5.0% ethanol, 1.0%

acetic acid의 배지 조성으로 30℃에서 72시간 진탕 배양하

여 사용하였다.

주모 및 종초

주모는 복분자를 파쇄하여 착즙한 것에 100% 사과농축

액(72 °Brix)으로 초기 당도를 15 °Brix로 조절한 후,

Saccharomyces cerevisiae KCTC 7904를 접종하여 30℃에서

48시간 정치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종초는 주모 제조 시

동일 방법으로 제조된 복분자 알코올 발효액을 여과한 후,

그 여액에 초산균주 Acetobacter sp. PA97를 접종하여 30℃

에서 200 rpm으로 72시간 진탕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알코올발효

복분자 착즙액 30%, 사과농축액(72 °Brix) 및 정제수로

초기 당도를 15 °Brix로 조절한 후, 주모 5% (v/v)를 접종하

여 항온 배양기(HB-103MP, Hanbaek Scientific Co,

Bucheon, Korea)를 이용하여 6일간 배양시켰으며, Kim 등

(22)의 방법을 참고하여 초기 당도(10∼20 °Brix)와 온도(20

∼30℃)를 각각 조절한 후 알코올 및 당도의 변화를 조사하

였다.

초산발효

여과된 복분자 알코올 발효액에 종초 10% (v/v)를 접종한

후 30℃에서 진탕 배양기(LSI-3106R, Daihan Labtech Co,

Ltd, Namyang, Korea)를 이용하여 200 rpm으로 9일간 배양

하였다. Kim 등(1)의 방법을 참고하여 초기 산도(1∼3%),

알코올 농도(4∼8%) 및 온도(25∼35℃)를 각각 조절한 후

초산 함량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알코올 함량 및 당도

알코올 함량은 시료 100 mL를 취하여 증류한 다음

Gay-Lussac 주정환산표를 이용하여 15℃로 보정하여 측정

하였다. 당도는 300 μL를 취하여 당도계(Atago Pocket

PAL-3, Atago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산도 및 pH

총 산도는 6배로 희석한 시료 5 mL를 pH 8.3이 될 때까지

0.1 N NaOH용액으로 적정하여 acetic acid의 양으로써 표시

하였으며, pH는 시료 10 mL를 취하여 pH meter (pH-200L,

Istek Co,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유리당 및 유기산 분석

유리당 및 유기산 분석은 시료액을 원심분리 시킨 후

Sep-pak C18 cartridge (Water Associate, Maple Street/

Milford, Ma 01757, USA)로 통과시키고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색소 및 단백질 성분을 제거한 다음 HPLC

로 분석하였다. 유리당 분석 column은 Zorbax Carbohydrate

Analysis column (4.6 × 150 mm, 5 μm, Agilent Technologies

Inc., USA), 이동상은 acetonitrile : H2O (80:20)를 사용하였

고, flow rate는 1.0 mL/min, injection volumn은 10 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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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or는 1200 series ELSD detector를 사용하였다. 유기산

분석 column은 Inertsil ODS-3V (4.6 × 250 mm, 5 μm, GL

Sciences Inc., Tokyo, Japan), 이동상은 0.1 M ammonium

dihydrogenphosphate와 phosphoric acid (pH 2.5)를 사용하였

고, flow rate는 1.0 mL/min, injection volumn을 20 μL,

detector는 UV(210nm) detector를 사용하였다.

유리아미노산 분석

복분자 식초 10 mL에 25 mg sulfosalicylic acid (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첨가하여 4°C에서 4시

간 동안 방치시킨 후 원심분리하여 단백질 등을 제거하고,

상징액을 0.22 μm meme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얻은 여액을

아미노산 자동분석기(Biochrom 30, Pharmacia Biotech,

Stockholm, Swede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olumn은

Ultrapac Ⅱcation exchange resin (11±2 μm, 220 mm)를 사용

하였고, 0.2 N Na-citrate buffer 용액(pH 3.20, 4.25 및 10.00)

의 flow rate는 25 mL/hr, ninhydrin 용액의 flow rate는 20

mL/hr이며, pH 2.80(32℃ 02:00)-pH 3.00(32℃, 29:15)-pH

3.15(40℃, 16:00)-pH 3.15(54℃, 01:30)-pH 3.50(74℃,

25:30)-pH 3.55(74℃ 37:00)으로 분석하였다.

무기성분 분석

식초 용액 100 mL에 분해제(HClO4 : H2SO4 : H2O2 =

9 : 2 : 2, v/v) 25 mL를 가하여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가열하

여 완전하게 분해한 후 여과시켜 100 mL로 정용하였다.

이를 시료로 하여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n scan

25, Thermo Jarrell Ash Co, Franklin, MA,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조건 중 RF power는 1,300 W이며, analysis

pump flow rate는 1.5 mL/min으로 하였고, gas flows는

plasma : 15, auxiliary : 0.2, nebulizer : 0.8 L/min으로 하여

분석하였다(23).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방법에 따라 측정하

였다(24). 즉, 시료 0.1 mL에 증류수 8.4 mL과 2 N

Folin-Ciocalteu 시약(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0.5 mL를 첨가하고 20% Na2CO3 (Junsei Chemical

Co, Ltd, Japan) 1 mL를 가하여 2시간 방치하였다. 반응물의

흡광도는 725 nm에서 spectrophotometer (U-1800, Hitachi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gallic acid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이용한 표준곡선

으로 양을 환산하였다.

총 안토시아닌 함량 측정

총 안토시아닌 함량은 pH-differential metho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5). 안토시아닌은 pH의 변화에 따라 가역적인

구조적 변형을 일으켜 유색의 oxonium 형태는 pH 1.0에서,

무색의 hemiketal 형태는 pH 4.5에서우세하며, pH-differential

method는 이 반응에 기초를 두었다. 시료를 0.025 M

potassium chloride (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

buffer (pH 1.0)와 0.4 M sodium acetate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buffer (pH 4.5)에 각각혼합하여 반응액

의 흡광도값을 510 nm 및 700 nm에서 측정하였다. 복분자

식초의 총 안토시아닌 함량(mg/100 mL)은 cyanidin-3-

glucoside의 몰흡광계수(ε=26,900 M
-1

cm
-1

)를 이용하여 다

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
××

A (Absorbance)=(A510 nm–A700 nm)pH 1.0 - (A510 nm–A700 nm)pH 4.5,

MW (Molecular weight of cyanidine-3-glucoside) = 449.2

ε(cyanidin –3-glucoside molar absorbance) = 26,900 M-1cm-1,

V = final volume of sample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시료에 대한 DPPH 라디칼 소거능은 a,a'-diphenyl-β

-picrylhydrazine (DPPH)의 환원성을 이용하여 540 nm에서

UV/Vis-spectrophotometer (U-1800, Hitachi Co, Ltd, Tokyo,

Japan)로측정하였다. 대조구로사용한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와 α

-tocopherol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농도는

0.1%가 되게 조제하였으며, 시료 1 mL와 5×10
-4

M DPPH

용액 3 mL를 5초 동안 혼합하고 이를 암실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는 시료대신

ethanol 1 mL를 첨가하였으며,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대조

구에 대한 흡광도의 감소 비율로 나타내었다(26).

ABTS
˙+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ABTS
˙+

radical 소거활성은 Re 등(27)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7.0 mM 2,2'-azino-bis (3-ethylbenzthiazoline-6-

sulfonic acid) (ABTS,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혼합한 후 23°C의

암소에서 16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ABTS˙+ 용액의 농도는

734 nm에서 흡광도가 0.700±0.005 정도가 되도록 조정하였

다. 시료 0.1 mL와 ABTS
˙+
용액 3.9 mL를혼합한 후 23°C에

서 6분간 반응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환원력 측정

시료들의 환원력은 Yildirim 등(28)의 방법을 약간 변형

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2.5 mL에 0.2 M phosphate 완충용액

(pH 6.6) 2.5 mL과 potassium ferricyanide (1%, w/v) 2.5 mL

를 첨가하여혼합한 후 5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반응시켰

다. 반응액에 trichloroacetic acid (10%, w/v) 2.5 mL를 첨가

하여 섞은 후 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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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액의 1 mL를 취해 시험관에담고 증류수 1 mL와 FeCl3

(0.1%, w/v) 0.2 mL를 첨가하여 흡광도 700 nm에서 환원력

을 측정하였다.

β-Carotene bleaching 측정

β-Carotene linoleate systems을 이용한 항산화 효과의 측

정은 Mattaus(29)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클로로포

름 10 mL에 β-carotene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1 mg을 용해하여 β-carotene용액을 만든 후 β

-carotene용액 10 mL를 100 mL 둥근 플라스크에 취하고,

linoleic acid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20

mg 및 tween 40(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200 mg을 첨가하여 40℃ 진공회전농축기로 클로로포름을

제거한 후 증류수 100 mL를 첨가한 다음 진탕하여 에멀전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 에멀전 용액 0.2 mL에 시료 첨가군,

에탄올(대조구) 및 positive control인 0.1% α-tocopherol과

0.1% BHT 용액 8 μL를 첨가하여 50℃ 배양기(HB-103MP,

Hanbaek Scientific Co, Bucheon, Korea)에서 저장하였다.

저장기간 중 0분에서 180분 동안 30분 간격으로 49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알코올발효 중 초기 당도의 영향

2단계 발효 시 glucose 1 g에 대한 알코올 및 초산의 수득

율은 이론상 각각 0.51 g과 0.67 g이라고 보고된바있어(30),

복분자(6.0 °Brix) 자체만으로 총 산도 4.0% 이상의 식초

제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선호도를

감안하여 사과농축액을 보당액으로 사용하여 당도를 높였

다. 알코올발효를 위한 최적 초기 당도를 설정하기 위해

복분자 착즙액의 초기 당도를 조절하여 알코올 함량과 당도

를 측정하였다(Fig. 1A). 초기 당도 10, 15 및 20°Brix에

대한 알코올 함량은 각각 4.7, 6.6, 및 8.4%로 당도가높을수

록 높게 나타났으며, 당도는 각각 3.7, 6.1, 및 7.9 °Brix로

당도가 높을수록 크게 감소했다. Kim 등(31)과 Ko 등(32)은

초산발효를 진행하기 위한 초기 알코올 함량은 6%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함량 6.6%을 나타낸 15 °Brix를 최적 초기 당도로선정하여

차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알코올발효 중 발효 온도의 영향

알코올발효를 위한 최적 온도를 설정하기 위해 복분자

착즙액의 초기 온도를 조절하여 알코올 함량과 당도를 측정

하였다(Fig. 1B). 초기 온도 20, 25 및 30℃에 대한 알코올

함량은 각각 5.8, 6.6 및 7.2%로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였

으나, 35℃에서는 알코올 함량이 6.0%로 25℃와 30℃ 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발효 후 당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크게 감소했다. Son 등(33)은 발효온도 25∼30℃

범위에서 알코올 생성량이 가장 우수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Rhee 등(34)

(A)

(B)

(C)

Fig. 1. Optimum condition for alcohol fermentation using Rubus
coreanus juice.

Data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A) Comparison
of alcohol and sugar contents on alcohol fermentation by different Rubus coreanus
juice concentration. (B) Comparison of alcohol and sugar contents on alcohol fermentation
by different temperature. (C) Effect of fermentation times on alcohol fer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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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대사속도가 빨라져 초기 발효

속도는 증가하지만 알코올 생산율은 낮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어 35℃ 이상에서는 오히려 알코올 함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분자 식초의 알코올 발효를 위한

최적 발효 온도는 30℃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된다.

알코올발효 중 발효 시간의 영향

최적 알코올발효 시간 설정을 위하여 사과농축액(72

°Brix)으로 초기 당도를 15 °Brix로 조절한 후, 주모 5%(v/v)

를 접종하여 30℃에서 6일간 정치 배양시키면서 24시간

간격으로 알코올 함량변화 및 당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1C와 같다. 알코올 함량은 발효 2일째급격히 증가하여

4.6%로 나타났으며 4일째부터는 6.6%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당도는 2일째 7.3 °Brix로 급격하게 당도가 감소하

였으며, 4일째부터는 6.2 °Brix로 더 이상 감소하지 않았다.

포도 식초(35)의 알코올 발효는 3일째에, 양파(6)와 석류

식초(36)의 알코올 발효는 5일째에 알코올이 최대로 생성

된다고 보고되어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초산발효 중 초기 산도의 영향

초기 산도가 초산 발효 시 초산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Fig. 2A와 같다. 초기 산도 1%와 1.5%에서

초산 생성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에서는 발효 9일

째에 초산 생성량이 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초기 산도 2.5%와 3%에서는 4일째부터 유도기가 길어져

2%보다 산 생성능이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초산발효를 진행하기 위한 최적 초기 산도는 2%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오디식초(37)와 매실 식초(38)의 제조에서

초기 산도 2%가 가장 적당하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초산발효 중 초기 알코올 농도의 영향

일반적으로 초산 발효는 알코올 함량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초산 발효에 요구되는 알코올의 최적 농도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Fig. 2B와 같이 알코올 함량 4%에서는 5일

째에 산도 값이 4.4%로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가

하지 않았으며, 6%일 때는 2일째부터 산도가 증가하여 9일

째에 6.96%로 가장높게 나타났다. 한편, 알코올 함량 8%에

서는 알코올 함량 6%보다 초산 발효 속도가 지연되면서

9일째에 산도 값이 6.1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알코올 농도가 6%일 때 가장 높은 수율을 얻었다는 Ko

등(39)과 Kim 등(40)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또한 Kim 등(1)

은 초기 알코올 농도가 8%일 때 초산 발효 속도가 지연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한바있어, 초기 알코올 농도가너무

높으면 초산 생성이 저해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분자

식초의 초산 발효 최적 알코올 농도는 6%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B)

(C)

Fig. 2. Optimum condition for acetic acid fermentation using Rubus
coreanus wine.

Data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A) Effect of
initial acetic acid concentration on acetic acid fermentation. (B) Effect of initial ethanol
concentration on acetic acid fermentation. (C) Effect of initial temperature on acetic
acid fermentation.

초산발효 중 초기 온도의 영향

초산 발효 중 초기 온도가 초산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Fig. 2C와 같다. 초기 온도 25℃에서 다른

온도보다 낮은 초산 함량을 나타냈으며, 30℃에서 2일째부

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가장 높은 초산 함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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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5℃에서는 1일째부터 초산 함량이 높아지다가 6일

째 이후부터는 30℃에서 보다 낮아졌다. Kim 등(1)과 Kim

등(40)은 25℃에서 초산균 증식시간이 길어지고 35℃이상

에서 알코올의 손실량이 커져 초산의 수율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복분자 식초의 최적 초산 발효 온도는

30℃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된다.

유리당

최적 조건으로 발효된 복분자 식초의 유리당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복분자 식초의 주요유리당 성분은

sucrose, fructose 및 glucose로 나타났으며, 그 함량은 각각

952.90, 491.01 및 386.62 mg%이었다. Cha 등(41)의 보고에

의하면 복분자 과실의 주요 유리당은 fructose, glucose 및

sucrose로 그 함량이 각각 1.41, 0.90 및 0.08 g%로 나타나,

복분자의 유리당이 알코올 발효 시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분자 착즙액의 알코올 발효

시 유리당이 발효에 의해 소실되어 미량으로 나타났다는

Choi 등(42)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한편, Jang 등(43)은 사과

를 이용하여 제조한 식초의 유리당은 fructose와 glucose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보당액으로 사용된 사과

농축액이 복분자 식초의 유리당 함량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 Contents of free sugars in Rubus coreanus vinegar

(Unit: mg%)

Free sugars Contents

Sucrose 952.90±10.29

Fructose 491.01±10.01

Glucose 386.62±15.02

Total free sugars 1,830.53±15.34

Data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유기산

복분자 식초의 유기산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복분자 식초의 주요 유기산은 acetic acid이었으며, 그 함량

은 5,321.71 mg%로 나타났다. 이어서 malic acid, succinic

acid 및 malonic acid가 각각 348.26, 140.91 및 105.81 mg%

로 높았으며, 그 외에는 미량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분자 열매의 주요 유기산이 citric acid, succinic acid 및

malic acid로 나타났다는 Cha 등(41)의 보고와 복분자 착즙

액의 알코올 발효 시 citric acid와 malic acid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는 Choi 등(42)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한편, Seo

등(10)은 사과 식초에서 acetic acid을 제외한 유기산 중

malic acid의 함량이 575.19 mg%으로 가장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보당액으로 사용된 사과농축액이

복분자 식초의 유기산 함량을높이는데기여한 것으로 생각

된다.

Table 2. Contents of organic acids in Rubus coreanus vinegar

(Unit: mg%)

Free organic acids Contents

Acetic acid 5,321.71±200.42

Malic acid 348.26±15.09

Succinic acid 140.91±9.56

Malonic acid 105.81±5.46

Oxalic acid 38.81±3.90

Lactic acid 23.80±3.01

Total oranic acids 5,979.30±201.44

Data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유리아미노산

복분자 식초의 유리아미노산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복분자 식초의 유리아미노산 성분은 23종으로 총 함

량은 104.33 μg/mL로 나타났다. 주요 아미노산은 alanine,

glutamic acid, γ-amino-N-butyric acid 및 o-phosphoethanolamine

로 나타났으며, 그외에는 미량으로 나타났다. Cha 등(41)은

복분자 열매의 주요 유리아미노산이 aspartic acid, glutamic

acid, leucine 및 alanine로 그 함량은 각각 546.55, 452.22,

284.10 및 232.27 mg%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Yukimichi 등(44)은 원료의 유리아미노산이 식초 제조 중

크게 감소된다고 보고하였는데본 연구에서 제조한 복분자

식초의 유리아미노산은 발효 중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다른 과실 식초와 비교 시 매실 식초에서는

asparagine(31), 석류 식초에서는 glutamic acid, histidine 및

Table 3. Contents of free amino acids in Rubus coreanus vinegar

(Unit: μg/mL)

Free amino acids Contents Free amino acids Contents

L-Alanine 25.37±1.82 δ-Hydroxylysine 1.78±0.35

L-Glutamic acid 12.85±2.16 Citrulline 1.56±0.15

γ-Amino-N-butyric acid 12.14±0.90 L-Serine 1.49±0.51

O-Phosphoethanolamine 11.75±1.55 L-Leucine 1.44±0.11

L-Ornithine 5.52±0.25 L-Tyrosine 1.27±0.17

L-Lysine 5.41±0.20 L-Arginine 0.93±0.07

L-Proline 4.53±0.39 L-Phenylalanine 0.86±0.09

L-Valine 3.53±0.39 β-Alanine 0.74±0.17

L-Cystine 2.62±0.39 L-α-Aminoadipic acid 0.64±0.09

Glycine 2.29±0.22 L-Isoleucine 0.55±0.25

L-Histidine 2.19±0.26 L-Sarcosine 0.38±0.17

Cystathionine 1.81±0.24 L-Methionine 0.25±0.11

Total free amino acids 104.33±7.25

Data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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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artic acid(36)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 식초마다 유리아미

노산의 함량 및 구성성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차이는 초산균의 종류, 원료, 발효방법 및 재료 배합

비의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무기성분

복분자 식초의 무기성분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과 같

다. 복분자 식초의 무기성분은 K가 1,686.25 ppm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그 외에는 Na, Mg, Ca 및 Fe이

각각 172.50, 69.33, 65.91 및 0.19 ppm으로 나타났다. Lee

등(45)의 보고에 의하면, 복분자 과실의 무기성분 함량은

복분자 식초와 마찬가지로 K가 38,789 ppm으로 가장 높았

고, 이어서 Mg, Na 및 Ca이 각각 6,857, 3,122 및 2,415

ppm으로 나타났다. 또한, Jeong 등(46)은 과실식초에서 주

요무기성분은 K이며, 그외의 성분은 식초 제조 시 부재료

의 사용 및 원료의 차이에 의해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초산과 작용하여 색을 변색시켜 식초가공식품의 가

치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Fe는 본 연구에서

미량으로 나타났다(47).

Table 4. Contents of minerals in Rubus coreanus vinegar

(Unit: ppm)

Minerals Contents

K 1,686.25±15.10

Na 172.50±9.91

Mg 69.33±0.99

Ca 65.91±1.51

Fe 0.19±0.06

Data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총 폴리페놀 및 안토시아닌 함량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에 노출되어 손상되

는 DNA의 보호나 세포 구성 단백질 및 효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항산화능에크게 기여하는 물질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48). 복분자 식초의 총 폴리페놀 및 안토시아닌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복분자 식초의 총

Table 5. Contents of total phenolics and anthocyanins in Rubus
coreanus vinegar

(Unit: mg/100 mL)

Rubus coreanus vinegar Contents

Total phenolics 25.19±0.65

Total anthocyanins 80.71±0.96

Data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폴리페놀 함량은 25.19 mg/100 mL로 나타났고, 총 안토

시아닌 함량은 80.71 mg/100 mL로 나타났다. Kim (49)은

시판 되고 있는 복분자 식초의 폴리페놀 및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각각 87.25 mg/100 mL과 13.21 mg%으로 나타났다

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제조된 복분자 식초의 함량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용된 원료, 배합비

율 및 제조방법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항산화 효과

제조한 복분자 식초의 항산화 활성을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 환원력 및 β-carotene bleaching 측정법으

로 확인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에 사용되는 DPPH

는 비교적 안정한 free radical로써 항산화제, 방향족 아민류

등에 의해 환원되어 탈색되는데, 이것은 다양한 천연소재

로부터 항산화 물질을 검색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50).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 함께

항산화 활성을 screening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51).

복분자 식초의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각각

65%와 95%로 높게 나타났으며(Fig. 3A, Fig. 3B), 특히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이 DPPH 라디칼 소거활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차이는 자유라디칼인 DPPH와 양이

온 라디칼인 ABTS·+에 결합하는 페놀물질의 종류가 다르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52). Labuza(53)는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등의 함량이 우수할수록 DPPH 및 ABTS·+

라디칼 활성이 우수하다고 보고하여, 복분자 식초의 높은

항산화 활성은폴리페놀및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

들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환원력은 potassium ferricyanide reduction method을 사용

한 화합물의 환원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reduction의 항산화

반응은 수소 원자를 제공함으로써 자유 라디칼 연쇄를 변환

시키며, 과산화의 전구물질과 반응하여 과산화 형성을 방

해한다(51). 환원력에서의 흡광도 수치는 그자체가 시료의

환원력을 나타내며, 높은 환원력을 가지는 물질은 흡광도

수치가높게 나타난다(54). 복분자 식초의 환원력은 positive

control인 0.1% BHT 및 α-tocopherol과 유사하게 높은 활성

을 나타내었다(Fig. 3C).

β-Carotene bleaching assay는 β-carotene이 lipid peroxyl

radical (LOO·)의 첨가에 의하여 탈색화 되는 것을 측정한

방법이다(55). Fig. 3D와 같이 에탄올을 첨가한 무첨가군에

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흡광도의 감소 값이 크게 나타난

반면, 0.1% BHT와 0.1% α-tocopherol이처리된 양성 대조군

은 처리시간 동안에 흡광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한편,

복분자 식초군은 양성 대조군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lipid peroxyl 라디칼 소거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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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 Antioxidant activities of Rubus coreanus vinegar.

Date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The result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the three groups. (A) DPPH radical scavenging. (B)
ABTS

.+
radical scavenging activity. (C) Reducing power effect. (D) β-Carotene bleaching assay.

요 약

과잉으로 생산되는 복분자의 소비촉진과 신수요창출을

위해 복분자 식초를 제조한 후 이화학적 성분분석 및 항산

화 효과를 조사하였다. 알코올 발효의 최적 조건은 당도

15 °Brix, 온도 30℃, 발효기간 4일이었으며, 초산 발효의

최적 조건은 초기 알코올 함량 6%, 초기 산도 2%, 온도

30℃, 발효기간은 9일이었다. 최적 조건으로 발효된 복분자

식초의 유리당은 surcose, fructose 및 glucose로 확인되었으

며, 주요 유기산은 acet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 및

malonic acid로 나타났다. 또한 유리아미노산 총 함량은

108.03 μg/mL로 alanine, glutamic acid, γ-amino-N-butyric

acid 및 o-phosphoethanolamine가 주된 성분으로 나타났으

며, 무기성분은 K, Na, Mg, Ca과 같은 알칼리성 원소를

다량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분자 식초의 총 폴리페놀

및 안토시아닌의 함량은 각각 25.19, 80.71 mg/100 mL이었

으며, DPPH, ABTS
·+
라디칼 소거 활성, 환원력, β-carotene

bleaching의 실험에서 복분자 식초는 양성 대조군과 유사한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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