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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optimal conditions of acetic acid fermentation of aronia using the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Alcohol content of aronia wine was 13.1% after alcohol fermentation of aronia fruits. The optimal conditions of 

acetic acid fermentation were determined by five levels of initial aronia alcohol content, initial acetic acid content, and acetic acid 

bacteria, using the central composite design. The acetic acid yields, residual alcohol contents, pH, and color values (L, a, b) of acetic 

acid fermentation products were very significantly different (p≤0.01), and were 26.34~57.82 g/L, 0.80~1.53%, 3.19~3.43, 47.58~71.00, 

31.77~51.15, and 18.45~48.57, respectively. For the results, the optimal conditions of acetic acid fermentation of aronia were 7.78% of 

the initial alcohol concentration, 1.58% of the initial acetic acid, and 19.39% of the acetic acid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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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건강한 식생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기능성 물질을 함유한 식품, 수퍼푸드, 힐링푸드 등 식품

으로 안전하고 건강에 유익한 제품을 찾고 있다. 블루베

리가 세계 10대 수퍼푸드에 지정되면서 아사이베리, 아로

니아 등 베리류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아로니아(Aronia melanocarpa)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으로 블랙초크베리, 아로니아라고 불리고 습지에서 

잘 자라며 덤불처럼 무성하게 자라며 여름에 검은 열매

가 수확된다. 북미지역이 원산지이나 미국보다 러시아에

서 재배가 시작되어 2차 세계대전 후 시베리아, 동유럽, 

덴마크 등지에서 약용작물로 대량생산되고 있다(Hibler J 

2010). 최근 국내에도 일부 농가에서 아로니아 씨앗을 들

여와 재배를 시작하였으며 최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

증하고 있다.

아로니아에 대한 연구로는 추출물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

로 항산화 활성(Hwang ES와 Do Thi N 2014a, Pilaczynska- 

Szczesniak L 등 2005, Jeong JM 2008)과 심혈관계 관련 

질환(Kowalczyk E 등 2005, Ryszawa N 등 2006), 당뇨병

(Simeonov SB 등 2002, Valcheva-Kuzmanova S 등 2007) 

등에 대한 효능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제품개발 연

구로는 식빵, 청포묵, 양갱을 개발하려는 시도(Hwang ES

와 Lee YJ 2013, Hwang ES와 Do Thi N 2014b, Yoon HS 

등 2014)가 있었으나 쓰고 떫은 맛이 있어서 단순 추출물

로 음료를 제조하거나 추출물 또는 분말을 사용한 제품 

가공시 원료 첨가량에 한계가 있었다.

식초는 동서양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음식의 살균

작용에 대해 알려져 왔으나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

서 단순 조미료 기능에서 마시는 건강음료로서 마케팅되

어 소비량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 1990년대는 100% 

과즙을 사용하거나 주정을 사용하지 않은 발효식초가 다

양한 유기산, 향기성분, 아미노산 조성을 가지고 있고 관

능적인 품질이 우수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받았으며(Jeong 

YJ 2009), 최근 식초의 항암, 항돌연변이, 항노화, 면역기

능에 대한 생리활성이 보고됨에 따라 식품의 일반 산미

료 기능 이외에 기능성 식품으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Hong SM 등 2012, Hashimoto M 등 2013, 

Lee EK 등 2014, Kwon WY 등 2014). 식초의 소재 또한 

현미, 감, 사과, 매실 같은 곡류와 과실류에서 기능성 소

재인 석류, 인삼, 오미자, 복분자 등 다양화되는 추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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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ymbols
Coded variables

-2 -1 0 1 2

Initial alcohol (%) X1 3 4.5 6 7.5 9

Initial acetic acid (%) X2 0.3 0.7 1.1 1.5 1.9

Acetic acid bacteria culture fluid
1)

 (%) X3 5 10 15 20 25

1)
Acetic acid bacteria numbered 9.1×10

6
 CFU/mL in initial culture fluid.

Table 1. Variations and their levels of central composition design for aronia vinegar

(Ko YJ 등 2007, Woo SM 등 2007, Yae MJ 등 2007, 

Kang BH 등 2011, Hong SM 등 2012, Park S 등 2012, 

Mo HW 등 2013, Lee EK 등 2014, Yi MR 등 2014) 아

직까지 아로니아 식초는 개발 사례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베리류인 아로니아 열매를 사용

하여 식초를 제조하기 위해 알코올 발효액을 제조한 후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을 

이용하여 최적 초산 발효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아로니아는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재배된 열매를 농가

로부터 구입하여 냉동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알코올 발

효에 사용된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는 시판 효모

인 Fermivin (Lallemand Inc., Fredericia, Denmark)을 사용

하였고, 초산 발효를 위한 초산균은 농촌진흥청에서 Glu-  

conoacetobacter inermedius CV2를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초산균 배양을 위한 배지 제조시 사용된 yeast extract, 

peptone, agar는 BD Difco (Becton, Dickinson & Co., Paris, 

France)에서, 이를 제외한 모든 시약은 Sigma-Aldrich(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사용 균주 및 배지

아로니아 와인의 초산 발효를 위한 초산균의 고체배지 

조성은 glucose 0.5%, yeast extract 0.5%, Glycerin 1.0%, 

MgSO4�H2O 0.02%, ethanol 5%, acetic acid 1%, agar 2.0%

였으며, 초산균 액체 배지 조성은 glucose 0.5%, yeast 

extract 0.5%, glycerin 1.0%, MgSO4�7H2O 0.02%이었으며 

배양온도는 30°C이었다.

3. 알코올 발효

아로니아 식초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아로니아 열매를 

착즙하여 알코올 발효를 실시하였다. 아로니아 열매를 파

쇄한 후 액상과당을 사용하여 28 °bx가 되도록 보당하고 

효소(Pectinex
Ⓡ

 ultra clear, Novozymes, Hellerup, Denmark)

를 첨가하고, 시판 효모(Fermivin)로 25°C에서 8일간 발

효시킨 후 여과한 여액을 초산 발효 기질로 사용하였다. 

알코올 발효 종료는 알코올 함량과 환원당 함량을 측정

하여 확인하였다.

4. 초산 발효

아로니아 초산 발효를 위해 아로니아 알코올 발효액을 일

정 농도로 희석하고 빙초산으로 초기 산도를 조정한 후 초

산균을 접종하여 30°C에서 14일간 발효시키면서 특성 조사

를 실시하였다. 예비실험을 통해 최소 및 최대 범위를 각각 

아로니아 알코올 발효액의 초기 알코올 함량은 3~9%, 초기 

초산 농도는 0.3~1.9%, 초산균 배양액의 접종량은 5~20%로 

정하였다. 초산발효에 사용한 초산균 배양액의 초기 초산균

의 총균수는 9.1×10
6
 CFU/mL로, 초산균 접종량은 초산발효

액 100 mL당 4.6×10
7
~1.8×10

8
 CFU/mL에 해당된다. 초산 발

효를 위한 알코올 농도, 초기 초산 농도, 초산균 농도 조건을 

알기 위해 Table 1과 같이 3요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5. 특성조사

아로니아 알코올 발효액과 초산 발효액의 발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초산 생성량, 잔류 알코올 함량, pH, 색도

를 측정하였다. 발효조건에 따른 아로니아 식초의 초산 

생성량은 0.1 N NaOH를 이용하여 초산 발효액을 중화 

적정하여 acetic acid를 측정한 후 초기 초산 농도를 빼고 

초산 생성량을 계산하였다(Park S 등 2012). 알코올 함량

은 발효액을 23,193×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균체를 

제거한 후 상등액을 알코올 분석기(Alcolyzer Wine, Anton 

Paar, Graz, Austri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초산 발효액

의 pH는 pH meter (Seveneasy, Mettler-Toledo, Greifensee, 

Switzerlan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색도는 분광색차계

(CM-5, Konica Minolt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L, a, b 

값을 측정하였다.

6. 반응표면분석 조건

아로니아 식초의 초산발효 실험 계획, 분석, 최적화 분석

은 Design Expert 9 (Stat-Easy Co., Minneapolis, MN,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반응표면 실험계획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의 중심합성디자인에 따라 설계하였다. 초산 

발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효 조건(초기 알코올 함

량, 초기 초산 농도, 초산균 접종량)을 Table 1과 같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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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sugar and ethanol contents during alcohol 

fermentation of aronia at 25
o
C for 8 days. Each value re- 

presents the mean (n=3).

Treatment
Variables

1)
Responses

2)

X1 X2 X3 Y1 Y2 Y3 Y4 Y5 Y6

1 -1 -1 -1 35.63 1.51 3.34 63.71 40.23 24.62

2 -1 -1 1 33.33 1.43 3.40 61.50 41.97 27.52

3 -1 1 -1 41.32 1.34 3.26 66.23 36.73 26.67

4 -1 1 1 42.32 1.29 3.28 62.31 39.90 29.42

5 1 -1 -1 41.25 1.30 3.42 51.46 49.03 41.58

6 1 -1 1 42.72 1.25 3.42 51.65 49.81 43.60

7 1 1 -1 53.07 0.80 3.31 52.07 49.10 42.54

8 1 1 1 56.16 0.81 3.35 51.15 49.93 43.50

9 0 0 0 45.24 1.00 3.33 58.68 43.67 32.32

10 0 0 0 42.43 1.11 3.35 56.03 45.77 31.83

11 -2 0 0 26.34 1.53 3.27 71.00 31.77 18.45

12 2 0 0 45.04 0.73 3.38 47.58 51.15 48.57

13 0 -2 0 33.63 1.44 3.43 53.54 48.93 37.92

14 0 2 0 57.82 0.95 3.19 55.96 46.13 37.28

15 0 0 -2 42.04 1.21 3.33 55.58 45.34 39.07

16 0 0 2 44.45 1.13 3.31 57.22 44.21 35.63
1)

Coded variables
2)

Y1=acetic acid yield, Y2=residual alcohol content, Y3=pH, Y4=L, Y5=a, Y6=b

Table 2. Experimental combination and data under various conditions of initial alcohol (X1), initial acetic acid (X2), acetic acid bacteria

(X3) and their responses

각 독립변수로 하고 실험결과인 초산 생성량, 잔류 알코

올 함량, pH, 색도는 반응변수로 설정하였다. 아로니아 

식초의 발효 최적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ANOVA test 및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model의 적합성 여부는 F-test

로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성분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pertubation 

plot와 response surface 3D plot을 이용하였다. 

모형의 최적화는 각 반응에 대한 최소 혹은 최대 제한

점을 결정하여 입력하였을 때 가능한 범위에서 그래프가 

중첩되는 부분으로 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알코올 발효

아로니아 착즙액을 8일간 알코올 발효 시키면서 발효 

과정중 당도와 알코올 함량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았다. 알코올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환원당은 감소

하면서 알코올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환원당은 3

일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여 7일 이후 4~5%에 도달하였

고, 알코올 함량은 3일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13.1%의 아로니아 알코올 발효액이 생성되었다. Park S 

등(2012)과 Choi HS 등(2005)은 복분자 열매를 사용하여 

알코올 발효에 의해 11.78%와 10~11%의 알코올이 생성

되고 당 함량은 감소되었다는 유사한 경향을 보고하였다. 

알코올 발효시 효모는 당을 발효기질로 사용하여 알코올

을 생성하므로(Park S 등 2012) 발효 후기의 당 함량은 

감소하고 알코올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2. 중심합성 계획법에 의한 초산발효 최적조건

아로니아 알코올 발효액의 초산발효 최적 조건을 찾기 

위해 중심합성 실험계획법에 의하여 발효조건이 다른 16

개 실험구와 그것에 따른 아로니아 식초의 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초산 생성량, 잔류 

알코올 함량, pH, 색도(L, a, b)는 반응표면 분석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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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s Polynomial equation R
2

F-value P- value

Acetic acid yield +6.28+10.22A-10.55B-0.65C+2.20AB+0.10AC+0.31BC-0.91A
2
+2.96B

2
0.9859 46.76 <0.0001

Residual alcohol content +2.38-0.13A-0.35B 0.9634 31.64 <0.0001

pH +3.35+0.02A-0.13B 0.9189 36.54 <0.0001

L +80.05-3.93A+1.30B-0.04C 0.9810 34.33 <0.0001

a +23.22+7.10A-19.97B+0.26C+1.20AB-0.06AC+0.09BC-0.36A
2
+4.39B

2
0.9833 39.23 0.0001

b +18.78+4.60A-13.43B-1.21C-0.64AB-0.04AC-0.08BC+0.16A
2
+8.635B

2
+0.05C

2
0.9821 36.58 0.0001

Table 3. Polynomial equations calculated by RSM program for fermentation conditions of aronia vinegar

R2가 0.92~0.99로 높은 편이었으며 p value 결과가 1% 

미만으로 모두 유의성이 인정되었다(Table 3).

1) 초산 생성량

발효 조건이 다른 16개의 알코올 발효액을 14일간 초

산 발효 후 산도를 측정하고 초기 초산농도를 고려하여 

초산 생성량을 계산한 결과 초산 수율이 26.34~57.82 g/L

이었다(Table 2). 초산 생성량은 각각의 독립 변수 간에 교

호작용하는 quadratic 모델이 선정되었고, R
2
 값은 0.9859

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으며, p value는 <0.0001으

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Table 3). Fig. 2에서와 같이 

pertubation plot과 반응표면곡선을 보면 아로니아 알코올 

농도와 초기 초산 함량이 높을수록 최종 초산 농도가 증

가하였다. 초산 생성량의 최적점은 아로니아 알코올 농도 

7.70%, 초산 농도 1.56%, 초산균 접종량 19.87%일 때였

으며, 초산 생성량은 57.87 mg/L로 예측되었다.

알코올은 초산균의 영양원이자 발효기질로 초산발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

로니아 알코올 발효액의 알코올 농도를 3~9%로 조절하

여 초산발효를 진행한 결과 7.70%일 때 최적조건으로 예

측되었다. Kang BH 등(2011)은 사과 식초를 제조한 결과 

초기 알코올 농도가 적정농도 이하와 이상의 농도 에서

는 정상적인 발효가 유도되지 않았으며 특히 고농도의 

기질이 존재할 때에는 알코올에 대한 내성의 약화로 인

해 초산균의 증식 및 발효가 유도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Kim YT 등(1997)은 초기 알코올 함량을 5~9% 범위로 하

여 유자 식초를 제조한 결과 8%에서 초산 생성율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으나, Mo HW 등(2013)은 오미자 식초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초기 알코올 함량이 6%에서 최고 초산 농도를 나타

냈고 8%에서는 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초산 발효는 알코올 농도 10% 부근에서도 

발효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5~8% 의 알코올이 이용되

고 있고, 최적 알코올 농도는 균주 및 발효 조건에 영향

을 받는다고 하였다.

초기 초산 농도는 0.3~1.9%로 조절하여 아로니아의 초

산 발효를 진행한 결과 초기 초산 농도 1.56%일 때 최적 

조건으로 예측하였다. Kang BH 등(2011)은 초기 산도 

0.3%일 때는 낮은 산도로 인해 초기 초산균 생육 유도가 

늦어져 원활한 초산 발효가 저해되었고 사과 식초 초산 

발효시 초기 산도 1%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서 발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Kim YT 등(1997)도 초기 초산 농도는 1.5~2.0% 범위가 

가장 좋은 조건이었고 2.5%, 3.0%는 초기 산도가 너무 

높아 균주의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보고하였다.

 

2) 잔류 알코올 함량

초산 발효 과정 중 알코올이 초산균의 영양원과 발효

기질로 사용되므로 발효 후 잔류된 알코올은 발효에 이

용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16개 실험구의 초산발효 

종료 후 잔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Table 2와 같이 

0.80~1.53%였다. 잔류 알코올 농도는 각 요인들이 독립적

으로 작용하는 linear 모델이 선정되었고, R
2
 값은 0.9634

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으며, p value는 <0.0001으

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Table 3). Fig. 2의 pertubation 

plot과 반응표면곡선을 보면 발효초기 알코올 함량과 초

기 초산농도가 높을수록 잔류 알코올 함량이 감소하였으

며, 잔류 알코올 함량을 최소로 하는 최적 조건은 초기 

아로니아 알코올 농도 7.78%, 초기 초산농도 1.58%, 초산

균 접종량 20.94%였으며 이때 잔류 알코올 함량은 0.76%

로 예측되었다. 이론상 초산 발효는 1분자의 알코올로부

터 1분자의 초산이 생성되고 1.0 L의 알코올은 약 1.0 kg

의 초산이 생성되어야 하나 본 연구 결과 초산 생성량에 

비해 발효 후 잔류된 알코올 함량이 적었다. Kim YT 등

(1997)은 알코올 잔류량이 많은 것은 초산 발효가 원만하

게 진행되지 않은 것이며 순수 초산 수득율에 비해 잔류 

알코올량이 적은 것은 온도와 통기 교반에 의한 알코올 

손실량이 컸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 pH

초산 발효 과정동안 생성된 초산에 의해 아로니아 식

초의 pH는 점차 감소되었다. 초산 발효 조건이 다른 16개 

실험구의 pH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3.19~3.43

이었다. 초산발효액의 pH는 각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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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ertubation plots and response surface plots for optimizing the fermentation condition of aronia vine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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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ertu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for optimization on desirability of the fermentation conditions of aronia vinegar

  

Fig. 4. Overlay plots of the common area for the optimizing the fermentation conditions of aronia vinegar

용하는 linear 모델이 선정되었고, R
2
 값은 0.9189로 모델

의 적합성이 인정되었으며, p value는 <0.0001으로 유의

적인 차이를 나타냈다(Table 3). Fig. 2의 pertubation plot

과 반응표면곡선을 보면 초기 아로니아 알코올 함량이 

높을수록 pH는 증가하고 초기 초산농도가 높을수록 pH

는 감소하였다.

아로니아 식초의 pH는 초산 생성에 따라 감소하는 경

향은 있으나 비례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았으며 초산 생성

량이 더 높은 시료에서 pH가 더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

었다. Baek CH 등(2013)도 현미 식초의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 pH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20°C 발

효구간은 발효종료 후 적정산도가 감소함에도 pH가 상승

하지 않고 유지되었으나, 30°C 발효구간에서는 적정산도

가 감소하면 pH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Yae MJ 등

(2007)도 석류 식초 발효동안 발효 4일까지 적정산도는 

서서히 증가하였으나 pH는 발효 1일째 조금 감소한 후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4) 색도 

아로니아 식초는 초산 발효에 의해 갈변이 진행되므로 

식초의 품질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16개 실험구의 색도

를 측정하였다. 초산 발효액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명도인 

L값은 47.58~71.00,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31.77~51.15,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18.45~48.57이었다(Table 2). 초

산발효의 진행에 따라 초산이 많이 생성된 시료일수록 L

값은 낮고 a값과 b값은 높은 경향이었으며 Fig. 2의 

pertubation plot과 반응표면곡선에서도 초기 아로니아 알

코올 함량이 높을수록 L값은 감소하고 a값과 b값은 증가

하는 경향이었다. Yae MJ 등(2007)은 석류 식초를 발효시

킨 결과 발효 진행에 따라 L값과 a값은 감소하고 b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고하여 아로니아 식초와는 다른 경향

을 나타냈다. Mo HW 등(2013)은 오미자를 초산 발효하

는 과정에서 발효 진행에 따라 L값과 b값은 발효 전 후 

유의성이 없었으나 a값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

서 식초의 색도 변화는 초산발효의 원료와 균주, 발효 조

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5) 아로니아 초산 발효 조건의 최적화

아로니아 식초의 초산 발효 조건의 최적화를 위해 초

기 알코올 함량과 초기 초산 농도, 초산균 접종량에 대한 접

근은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

와 모형적 최적화(Graphical optimization)를 통해 선정하

였다. 독립변수인 초기 알코올 농도와 초기 초산 농도, 

초산균 접종량의 범위 내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낸 

반응변수 중 초산 생성량을 최대로, 잔류 알코올 함량과 

pH를 최저로 설정하여 모델화에 의해 결정된 반응식을 

이용하여 수치점을 예측하였다. 그 중 가장 높은 만족도

를 갖는 최적점을 선택하여 지점 예측을 통해 도출하였

으며, 예측된 최적값은 Fig. 3과 Fig. 4와 같이 초기 알코

올 함량 7.78%, 초기 초산 농도 1.58%, 초산균 접종량 

19.39%였다. Kang BH 등(2011)은 사과식초 발효조건의 

최적화 조건으로 초기 알코올 농도 5%, 초기 산도 1%라

고 보고하였고, Hong SM 등(2012)은 복분자 식초 발효의 

최적 조건을 알코올 함량6%, 초기 산도 2%, 발효기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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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alcohol 

Initial 

acetic acid

Acetic acid

bacteria

Acetic acid yield 5.7959
***

7.0398
***

0.6008

Residual alcohol contents -0.2246
***

-0.1654
***

-0.0251

pH 0.0334
***

-0.0635
***

0.0058

L -7.0064
***

0.6165 -0.2674

a 5.7824
***

-0.8165
**

0.3168

b 9.1579
***

0.2621 0.1307

Table 4. Coefficients table on the independent and 

responsible variables of the fermentation conditions of aronia

vinegar

일이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들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식초를 제조하고자 하는 원료와 초산

균의 종류의 차이가 발효 조건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6) 초산 발효 조건과 반응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아로니아 식초의 초산 발효 조건인 초기 알코올 함량, 

초기 초산 농도, 초산균 접종량과 반응변수인 초산 생성

량, 잔류 알코올 함량, pH, 색도 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Table 4) 발효초기 알코올 함량은 초산 생성

량, pH, 적색도인 a값, 황색도인 b값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잔류 알코올 함량, 명도 L값과 음의 상관관

계에 있었다. 초기 초산농도는 초산 생성량과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지며 잔류 알코올 함량, pH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아로니아의 초산발효에서 중요한 

초산생성량과 발효액의 pH에는 초기 알코올 농도와 초산

농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베리류인 아로니아 열매를 사용

한 식초를 제조하기 위해 아로니아 열매로 알코올 발효

액을 제조하였고, 초산 발효 조건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반응표면 분석을 통해 시험구별로 제조된 초산 발효액의 

특성을 조사한 후 최적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식초 

제조를 위해 아로니아 착즙액을 알코올 발효시킨 결과 8

일 후 13.1%의 알코올이 생성되었다. 초산발효 조건 확

립하기 위해 중심합성계획법에 따라 초기 알코올 함량, 

초기 초산 농도, 초산균 접종량을 독립변수로 하여 실험

을 계획하였고, 발효액의 특성을 반응변수로 하여 분석한 

후 발효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초산 생성량, 잔류 알코올 

함량, pH, 색도(L, a, b)는 반응표면 분석 결과 0.92~0.99

이었고, p value 결과 0.0001 이하로 모두 유의성이 인정

되었다. 14일간의 초산 발효 후 16개 실험구의 초산생성량

은 26.34~57.82 g/L였고, 잔류 알코올 함량은 0.80~1.53%

였으며 pH는 3.19~3.43이었다. 색도는 초산발효 진행에 

따라 명도는 낮아지고 적색도와 황색도는 증가하였다. 분

석 결과 아로니아 식초의 초산발효 최적조건은 초기 알

코올 함량 7.78%, 초기 초산 농도 1.58%, 초산균 접종량 

19.39%였으며, 초기 알코올 함량은 초산생성량, pH, 적색

도, 황색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잔류 알코올 함량

과 명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보아 식초의 초산 발효에는 초기 

알코올 함량과 초산 농도가 식초 발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발효 초기 알코올과 초산이 적정 농도 이상으

로 함유되어 있어야 초산균이 활성화 되는 데 도움을 주

어 원활한 초산 발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로니아 식초 제조의 최적 

조건을 확립하여 표준화된 방법으로 식초 제조를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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