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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many types of traditional grape wine have existed starting from seven hundred years ago and 
horse-blossom-like-grape (mayu-podo) was mainly cultivated. Korean traditional wine (KTW) was manufac-
tured by a unique method in which grape juice-added porridge made from glutinous rice was fermented by 
nuruk as a starter for brewing. Unfortunately, KTW making was discontinued in 20th century; thus, restoration 
of Korean wine culture is needed. KTWs were prepared by four traditional methods, and their qualities were 
compared to commercial wine made by sugaring grape juice. Ethyl alcohol contents, total acidity, pH and amino 
acid of the four KTWs were 9.2〜11.2%, 0.93〜1.20 mg/100 mL, 3.02〜3.48 and 0.80〜0.88 mg/100 mL respec-
tively. The KTWs showed higher values in total acidity and amino acid than those of commercial grape wine. 
KTWs were rich in maltose, acetic acid and lactic acid. L, a and b value in Hunter's color value ranged 3.59〜
3.69, 20.63〜38.06, and 1.20〜1.56, respectively. Sensory quality properties in color, flavor, taste and overall 
of KTWs were not different from commercial dry wine. Contents of total phenolic compounds and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using DPPH of KTWs were 599.6〜652.2 mg/100 mL and 50.59〜56.7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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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의 포도주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포도주는 지금

부터 8,000년 전 오늘날의 Georgia와 Kurdistan지역인 

Caucasus산맥의 척박한 지역에서 제조되기 시작하여 매년 

30,000,000 kL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가장 매혹적이고 일반

화된 주류이다(1,2). Kang(3)은 이색의 시를 인용하여 포도

의 재배가 고려 말부터 일반화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서양

의 포도주는 13세기경의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전하여진 

것으로 고찰된다(4). 한국에는 700년 전부터 포도주가 양조

되었으며 수운잡방(1500년 초엽), 지봉류설(이수광, 1613), 

류원총보(김육, 1644), 산림경제(홍만선, 1715경), 증보산림

경제(유중임, 1766), 임원십육지(서유구, 1827경), 농정회요

(최한기, 1830경), 양주방(1837경), 군학회 등(1850경), 조선

무쌍신식요리제법(이용기, 1943) 등에 기록이 남아 있으나, 

근세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포도주의 제조가 중단되었다. 수

운잡방에 의하면 건포도 분말을 이용하여 백미 3말을 여러 

번 씻은 다음 곱게 가루 내어 죽을 만들고 식힌 후에 누룩가

루 7되를 같이 섞어 1차 담금한다. 술이 익으면 백미 5말을 

씻어 찌고 식힌 후에 누룩 3되와 포도가루 1말을 1차 담금한 

술에 혼합하여 2차 담금하여 제조한다. 다른 방법으로 생 

포도를 짓이겨 포도즙 10 L를 만들고, 찹쌀 5되(10 L)로 죽을 

만들어 식힌 다음 누룩가루 5홉(1 L)과 같이 석어 독에 담아 

빚고 맑기를 기다려 음용한다. 양주자사의 자리도 걸어 볼만

하다. 고 하였다(5).

산림경제와 증보산림경제는 葡萄酒: 葡萄熟者採取汁 同

粘米飯白麴 和釀之自然成酒 味亦美好 山葡萄亦可 익은 포

도를 으깨어 즙을 만들고, 찹쌀밥, 흰누룩과 함께 섞어 빚으

면 자연이 술이 되는데 맛이 훌륭하다. 하였고(6), 임원16지

는 葡萄酒 有二樣 有燒酒 有釀酒釀法 取葡萄汁同大麴 如常

釀 有米飯法 無汁用乾葡萄末 亦可 魏文帝 所謂 葡萄釀酒甘

於 麴米醉而易醒者之 或云 葡萄久貯亦自成酒 芳甘酷烈 此

眞葡萄酒也.法用 葡萄子取汁一斗 用麴四兩 攪勻入瓮內封口 

自然成酒 更有異香 포도를 오랫동안 저장해 놓으면 자연 발

효하여 술이 되는데 이 술은 달 뿐만 아니라 매우 독하며 

진짜 포도주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포도즙 1말(20 

L)에 누룩 4냥(150 g)을 항아리에 넣고 저어주고 밀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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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히 술이 되고 향기가 그윽하다. 고 하였다(7). 

한국의 전통포도주는 포도과즙에 쌀을 첨가하고 누룩으

로 발효시키는 세계의 포도주 제조방법 중 유일한 방법이다. 

포도주에 관한 논문은 많으나 포도에 쌀을 첨가한 전통포도

주에 관한 보고는 Bae 등(8)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

다. 한국의 전통포도주의 독특한 양조방법은 과학적 연구와 

민족의 식문화유산을 보존․발전시키는 측면에서 매우 중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운잡방, 임원16지, 조선무쌍신식요

리제법에 기록된 전통포도주의 다양한 제조방법 중에서 제

조방법이 상세하게 기록되고, 오늘날 응용이 가능한 수운잡

방의 방법, 술의 고형분 함량을 줄이고 발효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수운잡방의 방법을 변형한 2가지 양조방법 및 임원16

지의 방법에 따라 4종류의 전통포도주를 제조하여 제조과정

의 경과를 분석하고 포도와 설탕으로 담금한 포도주와의 품

질을 비교함으로써 산업화가 가능한 전통포도주 제조방법

을 확립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포도는 2006년 9월 경북 상주에서 수확한 Campbell Early 

품종의 포도를 사용하였으며, 찹쌀은 농협(전남 목포시 소

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시료포도의 당도는 13.08 
oBrix였고, 찹쌀의 전분가는 76.06%였다. 누룩은 금정산성

누룩(부산광역시)을 사용하였고 누룩의 총당은 56.604%였

고, 당화력(SP)은 320이었다. 누룩 추출액은 누룩 75 g에 200 

mL의 물을 가해 3시간 추출 후 바로 여과하여 누룩추출액으

로 하였다. 종효모는 Saccharomyces bayanus KCCM 12633

을 한국종균협회에서 구입하였으며 전배양 후 세정 및 제경

하여 파쇄한 신선한 포도즙과 물을 1:1로 섞어 1 N-KOH로 

pH 4.5로 조절한 포도즙에 1 mL를 접종하여 25oC에서 48시

간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포도주 시료제조

수운잡방(1500년대)의 생포도를 이용한 포도주 제조방법

에 따라, 찹쌀 500 g을 수세한 후 2시간 동안 침지시키고 

1시간 물을 뺀 후 분쇄하여 물 500 mL를 넣고 약하게 가열

하여 묽게 찹쌀죽을 제조한다. 냉각시킨 찹쌀죽에 포도파쇄

액 1 L와 누룩을 분쇄한 누룩가루 75 g을 가하고 물을 가하

여 총 2.5 L로 하여 시료 A를 제조하였다. 시료 A의 누룩가

루 대신에 누룩추출액 50 mL를 넣어 시료 B를 제조하였고, 

시료 C는 시료 B에 S. bayanus 배양액 100 mL를 접종하여 

제조하였다. 시료 D는 임원16지의 방법에 따라 찹쌀죽을 넣

지 않고 포도 파쇄액 2.3 L에 누룩 150 g(4량)을 넣고 S. 

bayanus 배양액 100 mL를 접종하여 2.5 L를 담금하고, 시료 

E는 일반 포도주의 양조방법에 따라 포도 파쇄액 1 L에 설

탕 400 g을 넣고 물로 2.5 L로 담금 하여 대조구로 하였다

(Fig. 1).

포도 파쇄액은 Bae 등(8)의 방법과 같이 깨끗이 씻은 포도

를 제경, 파쇄한 포도 파쇄액 1 L에 pectinase 0.1 g, 메타중아

황산칼륨 0.1 g을 첨가하여 12시간 방치한 후 사용하였으며 

시료 A B, C, D, E를 가스트랩을 부착한 유리병에 넣고, 25oC

에서 7일 동안 발효시켜 앙금을 제거한 후 후발효를 유도하

고자 하였다. 상법에 따라 장기간 주발효를 할 경우 예비실

험에서 이취와 이미가 생성되어 주발효 기간을 단축하기 위

하여 누룩의 사용량과 담금 배합율을 조정하고 배양효모도 

사용하였다.

이화학 성분의 분석

포도주의 발효 중 이화학적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발효 

중인 포도주를 거즈로 거른 후 3,000 rpm으로 15분간 원심분

리 하여 그 상층액을 시험액으로 사용하였다. 포도주의 당도

는 당도계(ATAGO-PR210)로 측정하였고, pH는 pH me-

ter(Istek, model 730, USA)로 측정하였다. 알코올 함량은 

국세청 주류분석법(9)에 따라 시료 100 mL를 알코올 증류장

치를 이용하여 80 mL 이상 되게 수증기 증류하여 증류액을 

100 mL로 정용한 후 주정계로 측정하여 Gay-Lussac 주정

환산표에서 15oC 온도로 보정하였다. 산도는 시험액 10 mL

를 비이커에 취하고 0.1 N-NaOH로 pH 8.4가 될 때까지 중

화시키는데 소비된 0.1 N-NaOH의 mL량으로부터 총산(to-

tal acidity, %)＝0.1 N NaOH mL×0.1 N NaOH fac-
tor×tartaric acid(0.0076)×희석배수×100/시료 mL로 tar-

taric acid로 산출하여 총산함량(%)으로 표시하였다(10). 총

아미노산 함량은 Formol 적정법을 이용하여 포도주 시험액

을 300 mL 삼각플라스크 2개에 25 mL씩 취한 후 한쪽엔 

중성 포르말린 용액 20 mL와 물 20 mL를 가하고 다른 쪽은 

공시험으로서 물 40 mL를 가한 후 phenolphthalein 약 6방울

Grapes Glutinous rice

Crusher/destemer

water

Soaking/grinding

water, heating

Grape juice Glutinous rice porridge

Nuruk extract

Yeast(Saccharomyces bayanus)

Mashing

Fermentation 

Racking Filtering

Storage Aging 

Fig. 1. Scheme for preparation procedure of Korean tradi-
tional grape w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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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하여 0.05 N-NaOH 용액으로 적정하여 그 적정수의 

차이를 아미노산도 a라 하고, 아미노산 glycine g/100 mL＝

a×0.0075×4로 계산하여 %로 표시하였다. 전도도와 총고

형분 함량은 Neometer(Istek, model 470, USA)를 이용하였

고, 포도주의 색도는 7일간 발효 후, 앙금질하여 앙금을 제거

한 후 Hunter colorimeter(Hunt Associates Laboratory,Inc., 

USA)를 사용하여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값으로 표

시하였으며 이때 증류수(L: 99.97, a: 0.01, b: 0.06)를 대조구

로 하였다.

유리당과 유기산함량 측정

포도주 발효가 끝난 후 2일간 앙금질하여 앙금을 제거한 

후 다시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사용하였다. 

유리당 함량의 측정은 Woo 등의 방법(11)에 따라 포도주 

시료 5 mL를 acetonitril : water(1:1)로 10배 희석하여 0.45 

μm millipore filter로 여과한 후 HPLC(Water M2487, 

Waters Co., USA)로 Superco LC-NH2(4.6 mm×25 cm) 
column을 사용하여 RI(M410 RI) detector로 측정하였다. 이

때 flow rate는 1.0 μL/min, injection volume은 10 μL로 하였

다. 유기산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시료를 Sep-pak(C18)으로 

처리하여 0.45 μm millipore filter로 여과하여 HPLC(Water 

M2487, Waters Co., USA)로 μ-Bondapak C18(3.9 mm×30 
cm) column을 이용하여 3.6% KH2PO4-H3PO4 buffer(pH 

2.2)를 mobile phase로 하여 214 nm에서 측정하였다. 이때 

flow rate는 1.0 μL/min, injection volum은 10 μL로 하였다.

총 페놀화합물 측정

Forin-Dennis 법(12)에 따라 50배로 균질화하여 희석한 

시료 1 mL에 2 N-Folin & Ciocalten's phenol reagent 0.5 

mL를 넣고 20% 포화탄산나트륨 용액을 혼합하여 25oC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HP 

8452A, Hewlett Packard, USA)로 735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측정된 흡광도는 표준물질로 tannin acid를 이용

하여 작성한 표준검량곡선으로부터 페놀화합물 함량을 정

량하였으며 mg/L로 나타내었다.

전자공여능에 의한 항산화 활성

전자공여능(electron-donating ability, EDA)은 Kang 등

(13)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시료들을 원심분리한 

포도주와 11% 에틸알코올, 대조구로 L-ascorbic acid 100 

μg/mL를 각각 0.2 mL를 취하여 4×10-4 M 1,1-diphenyl- 
2-picryl-hydrazyl(DPPH)의 methanol 용액 3 mL를 가한 

후 vortex mixer로 가볍게 진탕한 다음 암소에서 10분간 반

응시켜 Spectrometer(HP 8452A, Hewlett Packard, USA)로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포도주 시료첨가구와 시료

를 첨가하지 않고 순수한 11% 에틸알코올 첨가구 사이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14.0K program을 이용하

여 분석하여 mean±SD로 표시하였으며, 각 군간 평균치의 

통계적 유의성은 one-way ANOVA로 검증한 다음 α=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전통포도주 제조과정 중 Brix와 알코올 함량의 변화

수운잡방의 방법(5)에 따라 생포도를 찹쌀, 누룩과 같이 

포도주 시료 A, B, C를 담금하고, 임원16지의 방법에 따라 

생포도와 누룩으로 포도주 시료 D를 담금 하였다. 시료 B는 

누룩의 물 추출액을 사용하고, 시료 C는 시료 B와 같이 담금 

하면서 배양효모 S. bayanus 배양액을 접종하였고, 생포도

와 설탕으로 담금한 포도주 시료 E를 대조구로 하였다. 포도

주양조에 관여하는 효모균주는 20개 속에 약 150종에 달하

지만 중요한 균주는 S. cerevisiae와 S. bayanus 균주이고 

자연효모로 Kloeckera apiculata가 가장 많지만 알코올 발

효력이 4～5%에 그친다. 효모는 배양효모를 이용하기도 하

지만 S. cerevisiae나 S. bayanus의 건조효모를 진공포장하

거나 액체배양상태로 상업화된 제품을 사용한다. 효모들은 

Port, Sherry, Tokay, Malaga, Champagne, Sauternes, 

Pommard, Burgundy 포도주들이 생산되는 지역의 포도로

부터 분리되어 시험실 배양을 거쳐 제품화되지만 많은 사람

들은 빵효모나 양조효모를 대용으로 포도주를 제조한다

(14). 전통포도주 제조는 많은 양의 찹쌀을 사용함으로 앙금

의 양이 많아 장기간 주발효를 할 경우 예비실험에서 이취와 

이미가 생성되어 주발효 기간을 단축하고 앙금을 제거한 후 

후발효를 유도하기 위하여 25
o
C에서 7일 동안 발효시켰다. 

술덧 발효액의 Brix
o
와 ethyl alcohol의 변화는 Fig. 2,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시료 A, B, C, D, E의 Brix는 초기의 17.1, 

17.1, 17.1, 15.2, 21.2에서 각각 5.4, 5.8, 5.4, 4.8, 5.2로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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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o
Brix during fermentation of Korean tra-

ditional grape wine. A: Traditional grape wine by nuruk, B: 
Traditional grape wine by nuruk extract, C: B plus yeast starter, 
D: Traditional grape wine by Imwon-16Ji, E: Ordinary wine pre-
pared by grape and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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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ethyl alcohol content during fermentation 
of Korean traditional grape wine. A: Traditional grape wine 
by nuruk, B: Traditional grape wine by nuruk extract, C: B plus 
yeast starter, D: Traditional grape wine by Imwon-16Ji, E: 
Ordinary wine prepared by grape and sugar.

였다. 초기 알코올 농도는 각각 0.6, 0.4, 0.4, 0.6, 0.2%에서 

7일간 발효 후 각각 11.0, 10.4, 11.2, 9.2, 11.8%로 증가하였다. 

찹쌀을 첨가하여 담금한 시료 A와 시료 B, C는 발효 2일째 

Brix가 18.7, 18.0, 18.3o로 증가한 다음 다시 감소하였으며 

감소정도가 시료 D와 E에 비하여 늦었다. 이것은 찹쌀의 

전분이 당화됨으로써 Brix가 일시 증가하고, 복발효 상태에

서 감소속도가 늦은 것으로 고찰된다. 배양효모를 첨가한 

시료 C는 누룩만으로 담금한 시료 A, B에 비하여 Brix의 

감소가 늦고 알코올 생성량이 많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배양효모가 누룩의 발효력보다 우수한 때문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시료 A, B와 같이 누룩과 포도에 존재하는 효모만으

로도 전통포도주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우리나라의 포도주 제조방법 중 수운잡방의 포도주 제조

방법은 쌀과 누룩, 건포도로 제조하는 방법과 생포도를 이용

하여 제조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포도주양조에서 보

당(sugaring=chaptalization)은 설탕이나 70% 당을 갖는 포

도과즙 농축액으로 한다. 보당의 양은 규정이 없는 곳도 있

지만, 법적으로 발효초기의 자연포도과즙의 당도를 15 Brix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당된 설탕은 효모에 의하여 발효

되기 전에 과즙액(must)에 존재하는 inversion enzyme에 의

하여 단당류로 가수분해 되어 발효된다(14). 오늘날 당 함량

이 부족한 포도즙을 설탕으로 보당하는 일반적인 포도주 제

조방법(15) 대신에 전분질인 찹쌀죽으로 보당하는 방법으로 

설탕이나 꿀 등 당질재료가 없는 경우 가장 합리적으로 보당

할 수 있는 포도주 제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고찰된다. 

전통포도주 제조과정 중 총산과 pH의 변화

총산과 pH의 변화는 Fig. 4, 5와 같다. 포도주 시료 A, 

B, C, D, E의 산도는 초기의 0.28, 0.30, 0.30, 0.38, 0.28에서 

각각 1.20, 1.19, 0.97, 0.93, 0.87로 증가하였고 pH는 초기 3.92

〜4.45에서 3.01〜3.48로 변화하였다. 포도와 찹쌀, 누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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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total acidity during fermentation of 
Korean traditional grape wine. A: Traditional grape wine by 
nuruk, B: Traditional grape wine by nuruk extract, C: B plus yeast 
starter, D: Traditional grape wine by Imwon-16Ji, E: Ordinary 
wine prepared by grape and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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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of pH during fermentation of Korean tradi-
tional grape wine. A: Traditional grape wine by nuruk, B: 
Traditional grape wine by nuruk extract, C: B plus yeast starter, 
D: Traditional grape wine by Imwon-16Ji, E: Ordinary wine pre-
pared by grape and sugar.

담금한 시료 A와 B, C, D의 총산은 1.20〜0.93 g tartaric 

acid/100 mL로 포도와 설탕으로 제조한 시료 대조구 E의 

0.87 g tartaric acid/100 mL보다 높았다. 시료 A, B, C의 

pH는 3.01, 3.02, 3.12로 D의 3.48, E의 3.38보다 낮았다. 포도

과즙의 산은 주로 L(+) tartaric acid와 L(-) malic acid이다. 

Malic acid는 일반적으로 모든 과실 중에 들어 있지만 tarta-

ric acid는 포도에만 특이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 tartaric 

acid로 산출하였다. 포도가 익기 시작할 때 tartaric acid와 

malic acid의 비율이 1:1이지만 숙성되어가는 과정에서 

malic acid가 호흡에 의하여 감소하여 숙성 중에 포도의 산

도가 감소하게 되고, tartaric acid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수

확기에는 tartaric acid/malic acid 비는 2〜4이고 과즙의 유

기산은 위의 두 종류의 산으로 적정산도는 3〜15 g/L이라고 

하였다(16,17). 포도주 양조에서 총산의 증가와 pH의 변화는 

안전한 발효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후발효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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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grape wine

Sample
1)

A B C D E

Alcohol
pH
Acidity (%)
Amino acidity (%)
Free sugar (mg/mL)

11.00±0.172)c3)
 3.01±0.01a
 1.20±0.00d
 0.80±0.09b
13.91±0.06c

10.40±0.00b
 3.02±0.00a
 1.19±0.01d
 0.87±0.04b
15.64±0.05e

11.20±0.10d
 3.12±0.01b
 0.97±0.02c
 0.88±0.06b
14.64±0.02d

9.20±0.10a
3.48±0.00d
0.93±0.01b
0.09±0.03a
8.05±0.04a

11.80±0.00e
 3.38±0.00c
 0.87±0.20a
 0.05±0.02a
12.35±0.04b

1)
A: Traditional grape wine by nuruk, B: Traditional grape wine by nuruk extract, C: B) plus yeast starter, D:

 
Traditional grape 

wine by Imwon-16Ji, E: Ordinary wine prepared by grape and sugar. 
2)
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3)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Free sugars and acids of Korean traditional grape wine (unit: mg/100 mL)

Sample
1)

A B C  D E

Maltose
Glucose
Fructose
Acetic acid
Lactic acid
Tartaric acid
Malic acid
Citric acid

565.2±0.32)b3)
398.6±0.2d
425.2±0.2a
120.5±0.3e
148.2±0.3e
116.1±0.3a
109.4±0.3c
 51.3±0.4b

634.8±0.3d
388.4±0.4a
468.6±0.3d
112.8±0.2d
138.4±0.2c
122.0±0.3b
101.3±0.6a
 50.6±0.2a

624.6±0.4c
396.5±0.3c
449.2±0.3b
102.2±0.4c
140.3±0.3d
125.4±0.3c
103.5±0.3b
 53.1±0.5c

    NDa

394.4±0.2b
453.8±0.3c
 88.2±0.2b
 62.5±0.2b
147.2±0.3d
119.2±0.3d
 53.4±0.4d

    NDa

584.6±0.3e
620.8±0.3e
 15.6±0.2a
 49.8±0.2a
158.7±0.4e
121.6±0.2e
 58.6±0.3e

1)
A: Traditional grape wine by nuruk, B: Traditional grape wine by nuruk extract, C: B) plus yeast starter, D:

 
Traditional grape 

wine by Imwon-16Ji, E: Ordinary wine prepared by grape and sugar. 
2)
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3)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지 않는 제조방법에서 높은 산도는 포도주의 품질을 저하시

킨다. 국내산 Campbell Early로 제조한 포도주의 총산이 

Park 등(18)은 7.0〜8.4 g/L이라고 하였고, Lee와 Kim(15)이 

0.77 g/100 mL라고 한 보고보다는 높았으며, 같은 보고에서 

숙성과정을 거치면서 0.74 g/100 mL로 감소하였다고 하였

다. 일반 포도주와 비슷한 산도를 가지는 전통포도주의 제조

를 위하여서는 아황산 첨가하거나, malo-lactic fermenta-

tion을 유도하여 감산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고찰된다.

전통포도주의 품질

시료로 제조한 4종류의 전통포도주와 대조구를 7일간 발

효한 품질특성은 Table 1, 2와 같았다. 전통포도주 A, B, C, 

D의 알코올 함량은 11.0, 10,4, 11.2, 9.2%로 대조구 E의 

11.8%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전통포도주의 산도는 1.20, 

1.19, 0.97, 0.93으로 높아 제조방법의 개량이 필요하였다. 찹

쌀을 첨가하여 담금한 전통포도주의 아미노산 함량은 0.80, 

0.87, 0.88%로 높았으나 임원16지의 방법(7)으로 담금한 포

도주는 0.09%, 포도와 설탕으로 담금한 포도주는 0.05%로 

낮았다. 시료 중의 유리당은 대조구 E의 경우 glucose, fruc-

tose의 함량이 각각 584.6, 620.8 mg/100 mL로 전통포도주

보다 많이 함유하였으나 전통포도주에 565.2～634.8 mg/ 

100 mL로 많이 함유된 maltose는 분석되지 않았다. 이들 

결과는 전통포도주 제조에 찹쌀을 첨가하여 담금한 효과로 

고찰되었다. 전통포도주의 유기산은 acetic acid와 lactic 

acid가 각각 102.2〜120.5, 140.3〜148.2 mg/100 mL로 대조

구의 15.6, 49.8 mg/100 mL보다 월등하게 많았으며 tartaric 

acid와 malic acid는 적었다. Lee와 Kim(15)은 포도주의 유

기산 함량에 의하여 총산이 결정되고 포도주의 유기산은 

tartaric acid, malic acid, citric acid이지만 citric acid 함량

은 상대적으로 낮아 포도주의 신맛은 주로 tartaric acid와 

malic acid가 결정한다고 하였다. 적포도주의 중요한 관능적 

요소인 색도의 밝기는 Table 3과 같으며 대조구의 L값이 

4.26인데 비하여 A, B, C, D가 각각 3.59, 3.62, 3.60, 3.69로 

대조구에 비하여 약간 어두운 색조를 나타내었다. 적색색조

도 대조구의 a값이 49.92이었으며 시료 A, B, C, D의 경우 

각각 20.63, 25.20, 31.94, 38.06으로 대조구에 비하여 낮은 

적색도를 보였다. 임원16지에 의한 전통포도주 시료 D는 대

조구에 근사한 적색도를 띄었다. 황색도 b값은 1.51, 1.56, 

1.48, 1.20으로 대조구의 1.76과 비슷하였다. 시료들은 전분

질 원료인 찹쌀을 첨가하고, 완전한 청징을 거치지 않았기

에 Lee와 Kim의 보고(15)보다 밝기와 적색도가 낮은 것으

로 고찰되었다. 포도주 품평에서 중요한 요소인 색도는 품질

평가의 지표중의 하나이고 발효과정과 숙성정도, 색조의 조

정을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 Kim 등(10)은 여러 가지 당을 

첨가하여 발효한 포도주에서 발효 8일까지 이소말토스를 첨

가한 시험구의 a값이 33.54〜35.20이었으며 고과당첨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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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lor and physical properties of Korean traditional grape wine

Sample1)
Hunter value Solid content

mg/L
Conductivity

μs/cmL  a b

A
B
C
D
E

3.59±0.012)a3)
3.62±0.01c
3.60±0.01b
3.69±0.00d
4.26±0.00e

20.63±0.00a
25.20±0.01b
31.94±0.02c
38.06±0.02d
49.92±0.02e

1.51±0.02c
1.56±0.05d
1.48±0.03b
1.20±0.04a
1.76±0.01e

358±2e
304±1c
304±1d
278±0b
257±1a

505±1e
438±0d
429±0c
411±0b
374±1a

1)
A: Traditional grape wine by nuruk, B: Traditional grape wine by nuruk extract, C: B) plus yeast starter, D:

 
Traditional grape 

wine by Imwon-16Ji, E: Ordinary wine prepared by grape and sugar. 
2)
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3)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적색이 설탕첨가구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였고, Lee와 Kim 

(15)이 적포도주의 색소가 산화와 총페놀 함량의 변화, SO2 

첨가량, 여과, malo-lactic fermentation에 의하여 손실될 수 

있다고 인용 보고한 바와 같이 전통포도주의 색조와 보당과 

쌀의 사용방법, lactic acid와 acetic acid 등의 유기산생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시료들의 고형분 함량은 전통포도주 

A, B, C, D의 358, 304, 304, 278 mg/L로 대조구인 E의 257 

mg/L보다 많았으며, 이에 따라 전기전도도도 505, 438, 429, 

411 μs/cm로 대조구의 374 μs/cm보다 높았다(Table 3). 물질

은 성분조성에 따라 서로 다른 전자기학적 특성을 가지며 전

기전도도는 물질의 성분조성과 이온성 성분함량에 따라 물질

의 전도성을 나타낸다. 희석된 시료 중의 약전해질인 유기산 

함량의 증가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증가하고 당이 전기전도도

를 낮추는 성질을 이용하여 시료의 전기적 물리특성을 측정

하는데 이용된다. 

페놀화합물 함량과 전자공여능

페놀화합물들은 적포도주의 숙성과 포도주의 색과 향, 맛 

등 관능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19), 포도와 포도주에 

함유된 페놀화합물들은 항산화제로서 페놀 함량과 항산화

력, 슈퍼옥사이드 소거능과 환원력은 높은 상관관계로 생리

활성 기능을 나타낸다(20,21). 전자공여능은 생체내의 산화

성 free radical에 전자를 제공하여 산화의 진행과정을 억제

시켜 생체내의 산화물 축적이나 DNA손상을 방지하여 free 

radical이 생체 내에서 야기하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

를 지연시키는 등 많은 기능을 갖는다. 전통포도주 시료 A, 

B, C, D의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은 Table 4와 같이, 각각 

652.2, 641.2, 630,2, 599.6 mg/L로 대조구 E의 580.4 mg/L보

다 높았으나 모두 로제포도주 수준이었으며(22), Lee와 Kim 

(15)의 보고와 부분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Koh(22)

는 한국산 적포도주, 로제포도주, 백포도주와 외국산 적포도

주(Bordeaux, France/Calenzano, Italy), California백포도주

의 총 페놀 함량을 분석하여 적포도주의 페놀 함량은 1,330.7 

～2,741.4 GAE mg/L이었고, 백포도주는 298.7～362.5 GAE 

mg/L 로제포도주는 650.0 GAE mg/L로 중간정도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적포도주의 총 페놀 함량에 관한 보고

Table 4. Total phenolic compounds and DPPH radical scav-
enging activities of Korean traditional grape wine

Sample
1) 

Total phenolic 
compounds
(mg/L GA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A
B
C
D
E

652.2±1.12)e3) 
641.2±1.6d
630.2±1.4c
599.6±1.3b
580.4±1.4a

56.58±1.3d
56.75±1.2e
55.14±1.3c
50.09±1.2b
47.60±1.5a

1)
A: Traditional grape wine by nuruk, B: Traditional grape wine 
by nuruk extract, C: B) plus yeast starter, D:

 
Traditional grape 

wine by Imwon-16Ji, E: Ordinary wine prepared by grape and 
sugar. 
2)
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3)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a column are sig-
nificant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보다는 아주 낮았다(23,24). 페놀화합물들은 발효과정 중에 

포도의 과피에서 용출되며 포도주의 종류에 따른 특징을 부

여하기 때문에 숙성기간 품질에 영향을 준다. 포도주의 향과 

색, tannin compounds는 과피에서 유래된다. Tannin은 

phenyl alcohol에서 유래된 phenolic compounds로 적포도주

에서는 2～5 g/kg, 백포도주에서는 0.2～0.5 g/kg 정도 함유

한다(13). 시료의 전자공여능에 의한 항산화활성은 Table 4

와 같다. 항산화활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포도주의 알코올함

량인 11% 에틸알코올과 L-ascorbic 100 μg/mL의 항산화활

성과 비교하였다. 항산화물질은 free radical에 전자나 수소

를 공여하여 복합체를 만든다. DPPH는 항산화물질로부터 

전자나 수소를 받아 불가역적으로 안정한 분자를 형성함으

로 전자공여능으로부터 항산화활성을 추정할 수 있는데 항

산화물질과 반응하면 radical이 소거되며 DPPH 고유의 청

남색이 엷어지는 특성이 있고 이 색차를 비색 정량하여 전자

공여능력을 측정한다(25). 전통포도주 시료 A, B, C, D의 

항산화활성은 Table 4와 같이 각각 56.58, 56.75, 55.14, 

50.59%로 설탕과 포도로 담금한 대조구 E의 47.6%보다는 

높았으나 L-ascorbic의 77.18%에 비하여 모두 낮았다.

요   약

한국에서는 700년 전부터 포도주가 양조되어 왔으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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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경제, 증보산림경제, 임원십육지 등 많은 문헌에 기록이 

남아 있으나 근세에 한국의 전통적인 포도주의 제조가 중단

되었다. 한국의 전통포도주는 포도과즙에 쌀을 첨가하고 누

룩으로 발효시키는 세계의 포도주제조방법과는 다른 독특

한 방법으로 제조되었다. 수운잡방의 양조방법을 변형한 세 

가지 방법과 임원16지의 방법에 따라 전통포도주를 제조하

여 제조과정의 경과를 분석하고 포도와 설탕으로 담금한 포

도주와 품질을 비교하였다. 발효 7일후 Brix는 4.8～5.8로 

낮아졌고 전통포도주의 알코올 함량은 9.2〜11.2%로 대조

구 포도주의 11.8%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산도는 0.93〜

1.20 mg/100 mL로 비교적 높았다. 전통포도주는 glucose와 

fructose의 함량이 적고 maltose의 함량이 많았으며, 유기산

중 acetic acid와 lactic acid가 많이 함유되었으며 tartaric 

acid, malic acid는 적었다. 찹쌀과 포도로 담금한 전통포도

주의 아미노산은 0.80〜0.88 mg/100 mL로 높았다. 적포도주

의 중요한 관능적 요소인 색도는 대조구의 L값이 4.26인데 

비하여 3.59〜3.69를 나타내었으며, 적색도 a는 20.63〜38.06

이었으며 황색도 b값은 1.20〜1.56이었다. 고형분 함량은 

278〜358 mg/L이었으며 전기전도도는 411～505 μs/cm이

었고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은 599.6〜652.2 GAE mg/L로 

로제포도주 수준이었으며 항산화활성은 각각 50.59〜

56.75%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수운잡방의 제조방법에 주

모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방법이 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며, 일반 포도주와 비슷한 산도를 가지는 전통포도주의 

제조를 위하여서는 아황산을 첨가하거나, malo-lactic fer-

mentation을 유도하여 감산을 위한 개선된 제조방법을 적용

할 경우 한국 특유의 전통포도주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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