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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농축 참외와인의 품질 특성과 휘발성 향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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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tioxidant capacities, and volatile flavor compounds of 
oriental melon wine prepared by freeze concentration after heat treatment (HA), ascorbic acid treatment (AAT), and 
heat and ascorbic acid treatment (HAAT) were investigated. During fermentation period, the melon wine by HAAT 
showed greater reduction of soluble solids and reducing sugar contents compared to other treatments. In addition, 
the melon wine treated with HAAT also showed a higher L value and lower browning index compared to other 
treatments. After aging, free sugar including fructose, and organic acids including citric acid, succinic acid, and malic 
acid were detected in all samples. For antioxidant activities and contents, HAAT treated wine showed greater antioxidant 
activities and total phenolic contents than those of others. In GC/MS analysis, a total of 33 volatile flavor compounds 
were identified. In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volatile flavor compounds, principal components 1 and 2 repre-
sented 88.15% of the whole date distribution and showed opposite tendencies. Taken together, HAAT enhanced the 
antioxidant activities and sensory properties of oriental melon wine. Moreover, freeze concentration gave the different 
volatile flavor characteristics in oriental melon w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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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이스 와인은 -7~12°C의 추운 날씨까지 포도를 수확하

지 않고 남겨둔 뒤 포도가 부분적으로 동결이 되면 압착한 

포도 착즙액을 발효시켜 와인을 제조하기 때문에 포도의 유

리수가 이온결정으로 되어 단맛이 강하며 향이 풍부하다(1). 

이러한 특징으로 최근 아이스 와인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포도뿐만 

아니라 사과(2), 토마토(3) 등을 원료로 한 다양한 아이스 

와인이 개발되고 있다. 아이스 와인은 외부환경에 많은 영향

을 받기 때문에 인위적인 농축 과정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 동결농축 방법이다

(2). 동결농축 방법은 용액을 동결시킨 후 해동시키면 순수

한 얼음 결정보다 당분이 먼저 해동되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

으로 다른 농축 방법에 비해 휘발성 향기 성분과 페놀성 화

합물들의 열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4). 그러나 동

결농축 과정에서 착즙, 동결농축, 발효 및 숙성 과정 중 갈변 

현상이 촉진될 수 있으며 당의 함량 증가로 인한 캬라멜 반

응, 마이야르 반응 등의 비효소적 갈변과 polyphenol oxi-

dase(PPO) 활성에 의한 효소적 갈변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

로 갈변을 억제하는 적절한 처리가 요구된다(5).

이러한 갈변 현상은 와인 제조나 보관 시 관능적 특성 및 

영양학적 품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와인 제조 시 갈변을 억제하는 방

법으로는 아스코르브산, 열 처리, polyvinylpolypyrrolidone 

(PVPP) 처리 등의 방법이 있다(6-8). 아스코르브산은 가공

품의 갈변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유기산으로 퀴논 

생성을 억제하여 갈변 저해에 효과적이며 녹차(9), 사탕수수 

주스(10) 등의 제조에 아스코르브산 처리가 갈변 억제에 미

치는 효과가 연구된 바 있다. 또한 열 처리는 갈변 효소인 

PPO 등을 불활성화시킴으로써 갈변을 억제시키며 다양한 

화학적 변화에 생리활성 물질을 증가시킨다(11,12).

본 연구에서는 참외와인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발효 전 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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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액에 열수 처리 및 아스코르브산 처리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참외와인의 갈변 억제 효과와 이화학적 특성 및 휘발성 

향기 성분을 조사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참외(Cucumis melo var. makuwa)는 

경북 성주군에서 2014년 7월경에 수확한 오복 품종을 사용

하였으며, 효모는 Saccharomyces cerevisiae Fermivin 

dry yeast를 와인킷코리아(Chungnam, Korea)에서 구매하

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ascorbic acid, dinitrosali-

cylic acid(DNS), Folin-Ciocalteu's reagent, 1,1-di-

phenyl-2-picrylhydrazyl(DPPH), sodium acetate, fer-

ric chloride, potassium ferricyanide, 2,4,6-tris(2-pyr-

idyl)-1,3,5-triazine(TPTZ), 6-hydroxy-2,5,7,8-tetra-

methylchromane-2-carboxylic acid, gallic acid, glucose, 

(±)catechin, potassium metabisulfite(K2S2O5)는 Sigma- 

Aldrich Co.(St. Louis, MO,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동결농축 참외와인 제조

동결농축 참외와인 제조는 참외를 마쇄, 착즙하여 참외 

착즙액을 제조한 후 potassium metabisulfite를 200 ppm 

첨가하고 -20°C 냉동고에서 동결농축기(Model SVC lOOH, 

Savant Instruments Inc., Hicksville, NY, USA)를 사용하

여 최종 당도가 28°Brix가 되도록 동결농축 하였다. 동결농

축 참외와인 제조 시 열수 처리 및 아스코르브산 처리에 따

른 갈변 억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열수 처리와 아스코르브

산 처리는 발효 전 실시하였다. 열수 처리는 참외 농축액 

대비 끓는 물 2%(v/v)를 고루 살포하여 처리하였으며, 아스

코르브산 처리는 참외 농축액 대비 1%(w/v) 첨가하였다. 

열수/아스코르브산 병용 처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수 

처리 후 아스코르브산을 처리하여 4가지 처리구(CON, 

control; HT, heat treatment; AAT, ascorbic acid treat-

ment; HAAT, heat and ascorbic acid treatment)를 제조

하였다. 대조구는 열수 처리와 아스코르브산 처리를 모두하

지 않은 처리구로 하였으며, 이후 S. cerevisiae Fermivin 

dry yeast를 0.02% 비활성 접종하여 20°C에서 알코올 발

효를 진행하였다. 모든 처리구에서 가용성 고형분 및 환원당 

함량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시점에 발효를 종료하고 이화학

적 특성 및 항산화능, 휘발성 향기 성분을 분석하였다.

이화학적 특성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굴절당도계(N-1E, Atag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환원당 함량은 DNS 비색

법(13)으로 측정하였다. 즉 시료 0.15 mL에 DNS 시약 0.5 

mL를 넣고 water bath에서 5분간 중탕한 후, 증류수 3.5 

mL를 첨가한 뒤 55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UV 1601, 

Shimadzu, Kyoto, Japan)하여 glucose equivalents(GE) 

g/100 mL로 나타내었다. 적정산도는 AOAC 방법(14)에 따

라 0.1 N NaOH로 적정하여 citric acid 함량으로 나타내었

으며, pH는 pH meter(Mettler Toledo MP220, Mettler 

Toledo Co., Greifensee,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색차 측정은 시료를 일정 용기에 담은 후 표준 백색판

(L=97.79, a=-0.38, b=2.05)으로 보정된 Hunter 색차계

(CM-70d, Minolta Co., Osaka, Japan)를 사용하여 10회 

반복하여 측정 후 평균값을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로 나타내었으며, 갈변도

는 갈색색소 측정 범위인 42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여 O.D 값으로 나타내었다. 알코올 함량은 국세청 주류면

허지원센터 주류분석규정(15)에 따라 상징액 100 mL에 증

류수 30 mL를 첨가하여 증류한 뒤 70 mL의 증류액을 받아 

증류수 30 mL를 채워 주정계로 측정한 값을 Gay-Lussac 

표를 이용해 15°C 온도로 보정하여 환산하였다.

참외와인 시료의 유리당 및 유기산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시료를 원심분리 후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였으며, HPLC(Agilent Technologies series 1260 

system, 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 USA)로 

분석하였다. 유리당 분석은 Zorbax-carbohydrat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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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사용하였으며, acetonitrile/water(75/25%, v/v)를 이동

상으로 하여 유속은 1.4 mL/min으로 RI detector에 의해 

분석하였다(16). 유기산 분석은 Aminex HPX-87H col-

umn(7.5×300 mm, 9 m, Bio-Rad, Hercules, CA, USA)을 

사용하였으며, 5 mM sulfuric acid를 이동상으로 하여 유속

은 0.6 mL/min으로 UV detector에 의해 분석하였다(16).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Blois(17)의 방법에 따라 측정

하였다. 시료 20 μL와 100 μM DPPH 용액 980 μL를 넣고 

암실에서 30분 방치한 다음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Trolox equivalents(TE) μM로 나타내었다. FRAP 활성은 

Benzie와 Strain(18)의 방법을 변용하여 측정하였다. 반응

용액은 acetate buffer(pH 3.6, 300 mM), 10 mM TPTZ, 

20 mM FeCl3･6H2O를 10:1:1 비율로 혼합하여 37°C를 유

지하면서, 시료 25 μL에 반응용액 175 μL를 혼합한 뒤 암실

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590 m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Trolox equivalents(TE) μM로 나타내었다.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Folin-Ciocalteu 방법(19)을 변

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시료 50 μL에 2 N Folin-Ciocalteu 

시약 25 μL를 넣은 다음, 20% Na2CO3 150 μL를 가하여 

15분 동안 실온에서 방치하고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여 gallic acid equivalents(GAE) mg/L로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Zhishen 등(20)의 방법을 변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70 μL에 50% EtOH 430 μL를 넣고 5% 

sodium nitrite 50 μL를 혼합한 뒤 실온에서 5분간 방치 후, 

10% aluminum nitrate 50 μL를 넣고 실온에서 5분 반응시

킨 다음 1 N NaOH 500 μL 가한 후 510 nm에서 흡광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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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oluble solid contents of oriental melon wine with freeze
concentration during fermentation depending on pretreatments.
CON, control; HT, heat treatment; AAT, ascorbic acid treat-
ment; HAAT, heat and ascorbic aci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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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ducing sugar contents of oriental melon wine with
freeze concentration during fermentation depending on pretreat-
ments. CON, control; HT, heat treatment; AAT, ascorbic acid
treatment; HAAT, heat and ascorbic aci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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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tratable acidities of oriental melon wine with freeze 
concentration during fermentation depending on pretreatments.
CON, control; HT, heat treatment; AAT, ascorbic acid treat-
ment; HAAT, heat and ascorbic acid treatment. 

측정하여 catechin equivalents(CE) mg/L로 나타내었다.

휘발성 향기 성분 분석

참외와인의 휘발성 향기 성분 분석은 solid phase mi-

croextraction(SPME)을 이용한 head-space 분석법을 이

용하였다. 향기 성분 분석 시료는 head-space vial(20 mm, 

PTFE/silicon septum, magnetic cap)에 5 mL를 넣고 NaCl

을 25% 첨가하여 밀봉한 다음 50°C에서 20분간 교반하여 

시료와 headspace의 휘발성 성분이 평형을 이루게 한 다음 

SPME fiber(50/30μm DVB/CAR/PDMS, Supelco, Belle-

fonte, PA, USA)를 주입하여 40분간 휘발성 향기 성분을 

흡착시켜 GC/MS(Agilent Technologies 7890A GC sys-

tem/5975C inert XL MSD with triple-axis detector)로 

분석하였다(21). GC/MS 분석 조건은 column은 DB-WAX 

(30 m×0.25 mm, 0.25 μm, J&W Scientific, Folsom, 

CA, USA)를 사용하였고, oven의 온도는 40°C에서 20분간 

유지한 다음 2°C/min의 속도로 220°C까지 상승시킨 후 

240°C까지 20°C/min의 속도로 상승시켜 240°C에서 5분간 

머물렀다. Carrier gas의 유속은 1 mL/min(He)으로 유지하

였으며, injector의 온도는 240°C, split ratio 20:1로 분석

하였다. GC/MS로 분리되어 동정된 휘발성 향기 성분은 

Wiley and NIST Mass Spectral Search Program(version 

2.0, FairCom Co., MO, USA)을 통해 분석하였다.

통계 처리

모든 실험 결과는 3회 반복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값을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고(mean±SD), SAS program 

(Version 9.3,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

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과 Dun-

can's multiple range test(P<0.05)를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이용하여 동

정된 향기 성분을 측정변수로, 시료를 관측대상으로 하여 

향기 성분과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PC)과의 연관성

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통계 처리는 SAS program을 이용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전처리한 동결농축 참외와인의 발효 중 이화학적 특성과 

갈변 억제

열수 처리 및 아스코르브산 처리에 따른 동결농축 참외와

인의 발효 중 가용성 고형분 함량 변화는 Fig. 1과 같다. 

초기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28°Brix였으며 모든 처리구에

서 발효 2일차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발효 4일차 

이후 발효가 종료될 때까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열수 처리구가 아스코르브산 처리구에 비해 가용성 고형분 

감소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농축 참외와인의 발효 

중 환원당 함량 변화는 Fig. 2와 같다. 발효 전 초기 환원당 

함량은 15.42~15.70 g/100 mL 범위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며, 환원당 함량 또한 가용성 고형분 변화와 

유사하게 발효 2일차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이

후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열수 및 아스코르브산 

처리에 따른 동결농축 참외와인의 발효 중 산도 변화는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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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 of oriental melon wine with freeze concentration dur-
ing fermentation depending on pretreatments. CON, control; HT,
heat treatment; AAT, ascorbic acid treatment; HAAT, heat and
ascorbic aci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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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lcohol contents of oriental melon wine with freeze con-
centration during fermentation depending on pretreatments.
CON, control; HT, heat treatment; AAT, ascorbic acid treat-
ment; HAAT, heat and ascorbic aci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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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rowning index of oriental melon wine with freeze con-
centration during fermentation depending on pretreatments. 
CON, control; HT, heat treatment; AAT, ascorbic acid treatment;
HAAT, heat and ascorbic acid treatment. 

3과 같다. 산도는 초기 0.67~1.02% 범위로 아스코르브산 

처리구에서 산도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 

0.05), 모든 처리구에서 발효 4일차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산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농축 참외와인의 pH는 Fig. 4에 나타내었다. 

대조구와 열수 처리구에서 발효 4일차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였으며, 아스코르브산 처리구에서는 발효 2일차까지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농축 참외와

인의 발효 중 알코올 함량 변화는 Fig. 5와 같다.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알코올 함량은 발효 2일차 이후 급격히 증가

하기 시작하여 발효 6일차 이후에는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처리구에 따른 알코올 생성은 12.1~13.4% 범위

로 아스코르브산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

다(P<0.05). 발효 전 열수 처리 및 아스코르브산 처리에 따

른 동결농축 참외와인의 발효 중 갈변도 변화는 Fig. 6과 

같다.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모든 처리구에서 갈변도가 상승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조구에서는 발효가 끝나는 10일

차에 값이 2배 증가하였으나 아스코르브산, 열수/아스코르

브산 병용 처리구에서는 발효 6일차까지 유지하다 소폭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코르브산은 효소적 갈변으로 

인한 quinone을 줄여 갈변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22). 처리구에 따른 갈변도 저해 효과는 

HAAT> AAT> HT> CON 순으로 나타났다. 동결농축 참외

와인의 발효 중 색차 변화는 Fig. 7과 같다. L값은 대조구와 

열수 처리구가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반면에 아스코르브산, 열수/아스코르브산 병용 처리구에서

는 값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b값은 대조구와 열수 

처리구에서는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갈변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아스코르브산, 열수/아스코르

브산 병용 처리구에서는 발효 8일차까지 유지하다가 이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스코르브산 처리 

시 녹차의 색도 변화를 억제하였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

다(9).

숙성에 의한 동결농축 참외와인의 이화학적 특성의 변화와 

항산화성

발효 전 열수 처리 및 아스코르브산 처리에 따른 동결농축 

참외와인의 이화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알코올 함량

은 12.17~13.43% 범위로 AAT에서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12.2~13.7%, 환원당 함량은 0.53~ 

0.70 g/100 mL, 적정산도는 0.95~1.08, pH는 4.35~4.46 

범위로 나타났다. 색차는 L값이 54.34~57.35 범위로 아스

코르브산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a값은 

-0.28~-0.55, b값은 16.87~20.6 범위로 나타났다. 갈변도

는 1.070~1.456 범위로 AAT, HAAT 처리구에서 낮은 것

으로 보아 숙성 후에도 아스코르브산이 갈변 억제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농축 참외와인의 유리당 및 유기산 함량은 Table 2

와 같다. 유리당은 fructose만 4.60~26.24 g/L 범위로 검출

되었으며, glucose, sucrose는 검출되지 않았다. Fructose 

함량은 대조구에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아스코르브산 처

리구에서 유의적으로 함량이 적었다(P<0.05). 와인 발효 과

정 중 효모의 당 이용성은 sucrose, glucose, fructose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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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lor values of oriental melon wine with freeze concen-
tration during fermentation depending on pretreatments. CON,
control; HT, heat treatment; AAT, ascorbic acid treatment; 
HAAT, heat and ascorbic acid treatment. 

Table 1. The physicochemical qualities of oriental melon wine treated with freeze concentration after aging during 4 weeks depending 
on the pretreatments

Samples1) Alcohol 
content (%)

Soluble solid 
contents (%)

Reducing 
sugar

(g/100 mL)

Titratable 
acidity (%) pH

Color value Browning
index
(O.D)L value a value b value

CON
HT

AAT
HAAT

12.77±0.23b2)

12.17±0.35c

13.43±0.23a

12.63±0.15bc

13.3±0.1ab

12.2±0.5c

13.7±0.2a

12.8±0.3bc

0.57±0.02b

0.53±0.03b

0.70±0.03a

0.67±0.01a

0.99±0.01b

0.95±0.02c

1.08±0.00a

1.07±0.01a

4.46±0.01a

4.45±0.03b

4.35±0.01b

4.35±0.00b

54.34±0.03d

54.59±0.13c

56.93±0.03b

57.35±0.02a

-0.28±0.02a

-0.55±0.02b

-2.43±0.03c

-2.52±0.02d

 20.6±0.02a

18.57±0.04c

18.68±0.02b

16.87±0.01d

1.456±0.02a

1.298±0.01b

1.163±0.02c

1.070±0.04d

1)CON, control; HT, heat treatment; AAT, ascorbic acid treatment; HAAT, heat and ascorbic acid treatment.
2)Data are shown as mean±SD (n=3). Data with same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로 이용된다고 보고되었으며(23), 본 연구에서도 효모의 당 

이용성이 sucrose, glucose, fructose 순으로 이용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단감 와인(24), 오디 와인(25) 제조 시 

sucrose, fructose가 모두 소비되고 소량의 fructose만 존

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유기산 중 citric 

acid, malic acid는 와인의 향과 맛에 중요한 성분으로 cit-

ric acid는 와인 향의 신선함을 증가시키고 malic acid는 

신맛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23). 유기산은 citric acid 함

량이 6,800.17~7,952.33 mg/L, malic acid가 8.49~395.91 

mg/L, succinic acid가 686.18~1,447.91 mg/L 범위로 아

스코르브산 처리구에서 모든 유기산이 유의적으로 많게 나

타났다(P<0.05). 따라서 아스코르브산 처리는 동결농축 참

외와인의 향과 맛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

다.

열수 및 아스코르브산 처리에 따른 동결농축 참외와인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및 FRAP 활성 결과는 Table 3과 

같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각각 CON 1,337.33 μM 

TE, HT 1,341.33 μM TE, AAT 19,920.00 μM TE, HAAT 

20,800.00 μM TE로 아스코르브산 처리구에서 활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 HAAT 처리구에서 활성이 가장 높았

다. FRAP 활성은 처리구별 각각 CON 1,095.87 μM TE, 

HT 1,211.87 μM TE, AAT 23,277.33 μM TE, HAAT 

24,797.33 μM TE로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결과와 유사

하게 아스코르브산 처리구에서 활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

며 그중 HAAT 처리구에서 활성이 가장 높았다. 아스코르브

산과 같은 항산화제 첨가로 인한 항산화 활성 증가를 시너어

지스트(synergist) 작용이라 하는데, 이들 시너어지스트의 

작용은 강력한 산화촉진제인 미량의 금속들과 킬레이트하

여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26). 본 연

구에서 아스코르브산 처리로 인한 항산화 활성 증가는 아스

코르브산 처리가 갈변 억제의 목적뿐만 아니라 기능성 또한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열수 및 아스코르브산 처리에 따른 동결농축 참외와인의 

총 페놀성 화합물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각각 CON 356.90 mg/ 

L, HT 347.59 mg/L, AAT 1,109.77 mg/L, HAAT 1,168.39 

mg/L로 아스코르브산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매우 높게 함

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91.81 

~114.86 mg/L 범위로 열수 및 아스코르브산 처리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The free sugar and organic acid contents of oriental melon wine treated with freeze concentration depending on the 
pretreatments

Samples1) Free sugar (g/L) Organic acid (mg/L)
Fructose Glucose Sucrose Cit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

CON
HT

AAT
HAAT

25.24±2.12a2)

15.00±4.43b

 7.06±2.88c

 4.60±0.74c

 ND3)

ND
ND
ND

ND
ND
ND
ND

7,434.01±246.73c

6,800.17±329.88d

9,308.97±125.27a

7,952.33±164.77b

 23.95±12.64c

  8.49±0.06c

395.91±16.98a

207.18±23.8b

 686.18±20.65c 

 691.65±75.95c

1,447.91±43.10a

1,346.23±34.55b

1)CON, control; HT, heat treatment; AAT, ascorbic acid treatment; HAAT, heat and ascorbic acid treatment.
2)Data are shown as mean±SD (n=3). Data with same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ND: not detected.

Table 3. The antioxidant activities and antioxidant contents of oriental melon wine treated with freeze concentration depending 
on the pretreatments

Samples1) DPPH
(μM TE)

FRAP
(μM TE)

Total phenolic contents
(mg/L GAE)

Total flavonoid contents
(mg/L CE)

CON
HT

AAT
HAAT

 1,337.33±66.00c2)

 1,341.33±67.21c

19,920.00±80.00b

20,800.00±138.56a

 1,095.87±34.64c

 1,211.87±4.00c

23,277.33±211.66b

24,797.33±80.00a

 356.90±6.55b

 347.59±7.90b

1,109.77±85.88a

1,168.39±29.48a

114.86±5.55a

 91.81±4.64b

108.47±0.83a

 98.47±4.64b

1)CON, control; HT, heat treatment; AAT, ascorbic acid treatment, HAAT; heat and ascorbic acid treatment.
2)Data are shown as mean±SD (n=3). Data with same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Table 4. Volatile flavor compounds in oriental melon wine treated with freeze concentration and non-freeze concentration identified 
by GC/MS                                                                                        (Peak area, %)

Peaks Compounds
Oriental melon wine

FlavorNon-freeze
concentration

Freeze
concentrat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Acetaldehyde
Propanone

Ethyl formate
Hexamethylcyclotrisiloxane

Ethyl acetate
1,1-Diethoxyethane

Ethyl alcohol
Ethyl butyrate

1-Propanol
Isobutyl alcohol
Isoamyl acetate
Butyl alcohol

Decamethylcyclopentasiloxane
3-Penten-2-ol

Isopentyl alcohol
Ethyl caproate
Ethenylbenzene

Dodecamethylcyclohexasiloxane
Ethyl lactate

1-Hexanol
Ethyl octanoate

Acetic aicd
Tetradecamethyl-cycloheptasiloxane

Benzaldehyde
Isobutyric acid
Ethyl decanoate
Ethyl benzoate

2-Methyl-butanoic acid
Diethyl succinate
Methyl salicylate
Phenethyl acetate
Phenethyl alcohol

Octanoic acid

 ND1)

ND
ND
0.10
2.84
ND

72.51
ND
0.12
1.02
0.52
ND
0.31
0.02
4.82
0.24
0.05
0.22
0.13
0.03
0.19
2.24
0.02
ND
ND
0.04
ND
ND
0.17
0.13
0.07
0.99
0.07

0.03
0.02
0.03
0.04
2.01
0.56

76.45
0.10
0.18
0.76
0.23
0.02
0.07
ND
5.19
0.56
0.09
0.07
ND
ND
0.85
0.36
0.02
0.16
0.03
0.08
0.11
0.05
0.02
ND
0.03
0.52
0.04

Pungent

 Raspberry, rum

Pineapple
Malt whisky, sherry

Ethereal 
Apple

Alcohol, pungent
Alcohol

Banana, pear
Fruit

Fruit
Flower, green
Fruity, floral

Sour

Aromatic, sweet 
Cheese

Fruity, grape
Floral

Wine, fruit

Sweat, cheese
The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 (n=3). 1)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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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of volatile flavor compounds in oriental melon wine treated with freeze concentration 
and non-freeze concentration.

동결농축 참외와인의 휘발성 향기 성분 및 주성분 분석

동결 및 비동결 농축 참외와인의 휘발성 향기 성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참외와인의 향기 성분은 총 33종이 

동정되었으며, 항목으로는 과일향의 주요 향기 성분으로 알

려져 있는 ester류가 10종으로 가장 많이 동정되었고 다음

으로 alcohol류 6종, hydrocarbon류 5종, acid류 4종, ke-

tone류 2종, aldehyde류 1종, 기타 5종이 동정되었다. Ethyl 

ester류는 와인에서 중요한 방향족 화합물로 성숙한 과일의 

맛과 향을 나타내며 품질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다고 알려져 있다(27). 비동결농축 참외와인의 향기 성분은 

총 23종이 동정되었으며, 동결농축 참외와인은 총 29종으

로 동결농축 참외와인에서 향기 성분이 6종 더 많이 동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결농축 와인에서는 동결농축 와인에

서 동정된 acetaldehyde, propanone, ethyl formate, ethyl 

butyrate, butyl alcohol 등의 향기 성분이 동정되지 않았다. 

Ethyl formate는 라즈베리의 주요 향기 성분이며, 1,1-di-

ethoxyethane 몰트 위스키, ethyl butyrate는 사과 향, bu-

tyl alcohol은 과일 향을 내는 향기 성분으로 보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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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따라서 동결농축 참외와인은 비동결농축 참외와인에 

비해 더욱 풍부한 향기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동결농축 및 동결농축 참외와인의 향기 성분을 분석하

기 위하여 검출된 향기 성분 peak area(%) 값을 측정변수로 

하고 2가지 참외와인을 대상으로 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

하여 Fig. 8에 나타내었으며 ethyl alcohol 결과는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두 개의 주성분이 분산의 88.15%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첫 번째 주성분(PC1)이 전체 데이터의 66.75%, 

두 번째 주성분(PC2)은 전체 데이터의 21.40%를 대표하고 

있었다. PC1의 오른편, 위쪽으로 동결농축 참외와인이 분포

하고 있었으며, 반대편 PC2 근처에 비동결농축 참외와인이 

분포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PC1은 propanone, ethyl 

formate, butyl alcohol, isobutyric acid 등과 같은 향기 

성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며, PC2는 ethyl lactate, 

1-hexanol, methyl salicylate와 같은 향기 성분을 나타내

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차이는 동결농축 참외와인과 

비동결농축 참외와인의 향기 성분 조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

여주며 동결농축와인에서 동정된 향기 성분이 비동결농축 

와인에서 동정되지 않아 주성분 분석 패턴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참외 착즙액을 동결농축 하여 열수 처리 및 아스

코르브산 처리 후 갈변 억제에 의한 이화학적인 품질 특성과 

휘발성 향기 성분을 분석하였다. 동결농축 공정에 의한 참외

와인은 발효 과정에서 열수 처리가 아스코르브산 처리에 비

해 가용성 고형분 함량 및 환원당 감소가 빠르며, 알코올 

생성 또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갈변도와 색차 측정 결과 

갈변 억제 효과가 열수/아스코르브산 병용 처리구> 아스코

르브산 처리구> 열수 처리구> 대조구 순이었으며, 아스코르

브산 처리 참외와인은 숙성 후에도 갈변 억제 효과가 유지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당은 fructose만 검출되었으

며, 유기산은 cit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 모두 

아스코르브산 처리구에서 함량이 많게 나타났다(P<0.05). 

항산화능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FRAP 활성이 아스코

르브산 처리구에서 높았으며,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아스코르브산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

량은 대조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SPME head-space

법에 의한 비동결농축 및 동결농축 참외와인의 휘발성 향기 

성분 분석 결과 총 33종의 향기 성분이 동정되었으며, ester

류가 10종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 동결농축 참외와인에

서는 총 29종의 향기 성분이 동정되었으며, 비동결농축 참

외와인에서는 총 23종이 동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 향

을 나타내는 ethyl formate, ethyl butyrate, butyl alcohol 

등의 향기 성분이 비동결농축 참외와인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결농축 참외와인은 비동결농축 참외와인에 

비해 과일 특유의 향과 같은 다양한 향기 성분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열수 처리 및 아스코르브산 병

용 처리는 동결농축 참외와인의 갈변 억제에 효과적이며,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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