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 1225-4339   eISSN 2287-4992
Korean J. Food Nutr. Vol. 29. No. 6, 962~970 (2016)
https://doi.org/10.9799/ksfan.2016.29.6.962  

THE KOREAN JOURNAL OF
한국식품영양학회지
FOOD AND NUTRITION

- 962 -

양파식초의 발효제조 및 제품의 생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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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mercialized production of onion vinegar, which has biological activities formed through alcohol and acetic acid 
fermentation, requires standardiza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optimal conditions of sugar contents 
(11~15 °Brix) and agitation rate (100~300 rpm) of fermenter in the alcohol-acetic fermentation for producing onion vinegar. 
The alcohol and total acidity contents increased, whereas contents of total sugars decreased during alcohol fermentation. 
Contents of alcohol of 13 and 15 °Brix reactants were about 8% in 36 hr and total acidities of all samples were below 
0.2% in 60 hr. During acetic fermentation, total acidity increased with highest value at 9 days (3.2% in 100 rpm), 10 days 
(4.1% in 200 rpm) and 8 days (4.3% in 300 rpm), respectively. From these results, sugar contents (13 °Brix) were measured 
for alcohol fermentation and agitation rate (300 rpm) for fast fermentation method of vinegar. The contents of total phenols, 
flavonoids and quercetin in onion vinegar were 33.3 mg/100 g, 3.0 mg/100 g and 2.0 mg/100 g, respectively. Onion vinegar 
showed an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Bacillus cereus, Staphylococcus aureus, Listeria monocytogenes, Salmonella 
typhimurium, Escherichia coli and Enterobacter aerogenes. Antioxidant effect of onion vinegar was 26.23% in DPPH radical 
inhibition and 58.58% in superoxide dismutase like activity, respectively. Fibrinolytic activity was 1.51 plasmin unit/mL 
in onion vinegar. In conclusion, onion vinegar processed by alcohol and acetic fermentation had nutritional values and 
potential biologic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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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양파(Allium cepa L.)는 백합목(Liliales) 부추과(Alliaceae) 부
추속(Allium)에 속하는 향미채소로 이용되어 왔다. 재배 역사

는 매우 오래되어 기원전 4,000년에 고대 이집트에서 식용으

로 사용한 기록이 전해진다(Lee HY 2006). 이러한 양파의 대표

적인 영양활성 성분은 정미관련 인자(pyruvic acid, 함황화합

물, 유리당), 생리활성 성분(페놀화합물, 플라보노이드, 비타

민)이 대표적이고 이러한 성분으로부터 양파는 항산화 활성, 

혈행 개선 및 항암에 대해 주된 생리활성이 보고(Park YG 
1995; Jin 등 2005)되고 있으며 이외에 성기능 개선, 뼈 건강, 
면역개선에 관한 기능이 보고되는 식품소재이지만 저장성이 

낮아 저장 유통 시 변색, 연부병, 동해 등에 의한 폐기율이 30% 
이상(IARI 2006)이 되고 있어 양파 출하시기에 대량 소비가 일

어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양파가공품 개발이 요구된다. 
식초는 동서양의 대표적 발효식품으로 동맥경화, 고혈압,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체지방 감소, 피로회복 및 식중독균 살

균효과(Entani 등 1981) 등이 밝혀지면서 음료시장성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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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서양에는 과즙(wine, mango)을 이용한 식초(Gerbi 
등 1992; Garg 등 1995)와 맥아, 증류주가 공존(Aurand 등 

1966; Jones & Greenshields 1969)하고, 일본에서는 알코올 초

외에 쌀, 현미, 곡물, 사과, 매실식초 등이 시판(Furukawa & 
Ueda 1963; Masai H 1980; Kubota 등 1989)되고 있으며, 최근 

식초산업의 고급화로 인해 가고시마 현 흑초와 같은 농가형 

식초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Jeong YJ 2009). 국내에는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빙초산, 물, 향신료, 착색료 등을 혼합한 

합성식초와 초산발효과정을 거쳐 제조하는 양조식초가 있다. 
양조식초에는 사과, 감, 포도, 복숭아, 참외, 유자, 석류 등과 

같은 과실을 이용한 과실식초(Jeong 등 1999; Cho 등 2000; 
Jeong YJ 2000; Kim 등 2004; Lee 등 2005; Kang 등 2006; Yae 
등 2007)와 감자, 현미, 보리와 같은 곡류를 원료로 한 곡물식

초(Kim 등 1985; Lee 등 2000; Shin & Jeong 2003)가 주종으로 

연구 보고되고 있다. 식초의 제조방법은 알코올 발효와 초산 

발효를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2단발효의 경우와 초산 발효만 

실시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원료의 종류 및 제조방법(발효

균주, 발효조건, 숙성조건)에 따라 식초의 영양성분(유리아미

노산, 유기산, 휘발성 향기성분)이 다르다(Yoon HN 1999). 이
에 따라 최근 식초의 고급화 및 다양화 추세에 2단 발효법으

로 제조된 식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Lee KO 
2008). 반면 국내 식초에 대한 연구는 발효균주 및 다양한 원

료를 이용한 속성제조방법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식

초의 기능성 활용도에 따른 연구가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파의 생리활성 성분을 살린 양파식초 

개발함으로써 양파의 가공적성 및 상품성을 높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양파(Allium cepa L.)는 창녕양파(2007. 6. 

5, 지리적표시제 제 30호)를 창녕군 소재 모곡농산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양파의 외형적 특성은 품질기준상 무게 

360.9 g, 높이 8.2 cm, 직경 8.8 cm, 구형지수 93.1%로 원형에 

가까운 대(大) 이상의 양파를 사용되었다. 협잡물을 제거한 

후 수세․세절한 양파를 착즙기(Philips HR1861, Amsterdam, 
Netherlands)로 착즙한 양파즙을 여과(Toyo No 2)한 후 65℃
에서 25분간 살균하여 0.9 L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
통에 나누어 －20℃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사용균주 및 배지
알코올 발효에 사용한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 ATCC 

9763) 및 초산발효에 사용된 초산균(Acetobacter pasteurianus, 
ATCC 9432)을 BRC 생물자원센터(Jeongeup, Korea)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3. 일반성분 및 이화학적 성분 분석
양파의 일반성분은 AOAC법(AOAC 1995)에 따라 수분은 

상압가열건조법, 조단백질은 semi-micro Kjeldahl법, 조지방은 

Soxhlet법 및 회분은 건식회화법으로 분석하였다. 알코올 발

효 및 초산발효 여과액의 pH는 pH meter(530-pH meter, Corning 
Pinnacle Co., Männedorf, Switzerlan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산은 발효여과액 10 mL를 취하여 0.1% phenolphthalein 지
시약을 첨가하여 0.1 N NaOH로 적정하고 acetic acid로 환산

하였다(KFDA 2000). 알코올은 수증기를 증류하여 산화법으

로 정량하였다(NTS 2008). 전당은 Somogyi 변법(KSFSN 2000)
을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4. 양파착즙액주모제조및알코올발효를위한보당농
도 결정

양파의 대표적인 항균물질인 allicin과 같은 물질에 효모를 

적응시켜 효율적인 알코올 발효를 위하여 3회의 전배양 단계

를 거쳐 주모를 제조하였다. 즉 Saccharomyces cerevisiae 균을 

YM 배지(0.3% yeast extract, 0.3% malt extract, 0.5% peptone, 
1.0% dextrose)에 배양(pH 6.2, 30℃, 100 rpm, 24 h, 1단계 배

양)한 후, 배양액과 고압멸균기(121℃, 15분, 15 lbs)로 처리한 

양파착즙액(pH 6.2 조절)을 동비율로 섞어 24시간 배양하였

다(2단계 배양). 2단계 배양액과 멸균된 양파착즙액(pH 6.2
조절)을 1:4 배율로 혼합하여 24시간 배양한 액을 주모로 사

용하였다. 본 배양의 알코올 발효는 양파착즙액에 자당으로 

각각 10, 13, 15 °Brix로 하여(각 pH 6.2로 조절) 고압멸균기

(SW00AV, Sang Woo, Bucheon, Korea)에서 멸균시킨 후 냉각

한 액에 주모를 5%(v/v) 접종하여 배양기(DS-310FL, Dasol 
Scientific Co., Ltd, Hwaseong, Korea)에서 배양(30℃, 100 rpm, 
72 h)하였다.

5. 양파식초의종초제조및초산발효시발효조의교반
속도 결정

초산균 Acetobacter pasteurianus는 YPM 배지(0.5% yeast 
extract, 0.3% peptone, 2.5% mannitol)에서 배양(30℃, 24 h)하
였다. 알코올 원료인 양파알코올 발효액은 원심분리(10,000 
rpm, 20 min, 5℃)한 후 여과(0.45 μm)한 여액(알코올 농도 

7.5%)으로 1단계에서 배양된 초산균 배양액을 10%(v/v, 알코

올 여액 부피비) 첨가하여 배양(30℃, air 0.5 NL/min, 10일)하
였다. 상기배양액 20%(v/v, 알코올 여액 부피비)을 양파알코

올 발효여액에 첨가하여 배양한 액을 종초(30℃, air 0.5 NL/ 
min, 10일)로 사용하였다. 본 배양의 초산발효는 종초 35%(v/v, 
전발효액 부피비)를 양파알코올 발효 여액(알코올 함량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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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종하여 발효조(5 L, KF-5, KFC, Inchon, Korea)에서 발효

시켰다. 

6. 양파식초의 기능성 성분 분석

1) 총 phenolic compounds 분석
항산화물질의 대표적인 총 페놀성 화합물의 분석은 Singleton 

등의 방법(Singleton 등 1999)을 변형한 Dewanto 등의 방법

(2002)으로 UV/visible spectrophotometer(A10934101307, Shimadzu, 
Tokyo, Japan)로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총 

폴리페놀 화합물은 gallic acid(Sigma Co., St. Louis, MO, 
USA)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함량을 구하

였다. 

2) 총 flavonoids 함량 분석
Flavonoid 분석은 건강기능식품공전 방법(KFDA 2008)에 

따라 측정하였다. 표준시약 quercetin dihydrate(Q0125, Sigma, 
St. Louis, MO, USA)로 측정하였고 UV/visible spectrophotometer
를 사용하여 415 nm에서 실험하였다. 

3) Quercetin 함량 분석
Quercetin의 분석은 Jeon 등의 방법(Jeon 등 2009)으로 실험

으로 HPLC(Hewlett Packard 1100, Co., Palo Alto, CA, USA)로 

분석하였다. 분석용 칼럼은 ZORBAX C18(4.6×150 mm, 5 μm, 
XDB-C18, Hewlett Packard, Co., Palo Alto CA, USA)을 사용하였

고, 이동상으로는 water : 5% acetic acid : acetonitrile(40% : 30% 
: 30%), PDA detector(370 nm), flow rate : 1.0 mL/min, injection 
volume: 20 μL였다. 시료 중 quercetin의 함량은 Fig. 1과 같이 

표품과의 retention time을 비교하여 동정하였고 검량선을 이

용한 peak의 면적으로 정량하였다. 

7. 양파식초의 생리활성 측정

1) 항균활성 측정
항균활성은 식품영양 실험핸드북에 제시된 disc 확산법(KSFSN 

2000)에 따라 그람 양성균 Bacillus cereus(KCTC 1012), Staphy-
lococcus aureus(KCTC 1916), Listeria monocytogenes(KCTC 3710) 
3종 및 그람 음성균 Escherichia coli(KCTC 1924), Salmonella 
typhimurium(KCTC 2515), Enterobacter aerogenes(KCTC 2190) 
3종에 대해 실험하였다. 

2)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에 대한 radical 
소거능 측정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al 소거능 측정은 Blois 

Fig. 1. Chromatogram of a standard solution (quercetin, 
A) and fermented onion vinegar (B)

방법(Blois MS 1958)에 의해 UV/visible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으로 시

판 식초음료 2종(A, B)과 비교 분석하였다.

3) SOD 유사활성 측정
SOD의 활성은 Marklund과 Marklund의 방법(Marklund & 

Marklund 1974)을 변형한 방법으로 UV/visible spectrophotometer
를 사용하여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색소에 영향

을 미치는 시료에는 pyrogallol 대신에 완충액만 넣고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으로 시판 식초음료 2종(A, B)과 비교 

분석하였다.

4) 혈전용해능 측정
유자 양파발효음료의 혈전용해 활성 시험은 Astrup과 Mullertz

의 방법(1952)을 일부 변형한 방법으로 대조구로는 정제된 혈

전용해효소인 plasmin(1.0 unit/mL)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조군으로 시판 식초음료 2종(A, B)과 비교 분석하였다.

8. 통계분석
분석시료의 결과는 SPSS 통계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6.0, Statistical Package Inc.,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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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

의성(p<0.05)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

1. 주모 제조및 양파착즙액 알코올 발효를위한 배양액
최적 보당 농도 결정

본 연구에 사용한 양파의 일반성분 함량을 Table 1에 나타

내었다. 수분함량은 91.8%, 조회분 0.5%, 조지방 0.5% 및 조

단백질 1.1%로 측정되었다. 이론적으로 포도당에서 알코올 

수득량은 포도당 1 kg에서 511 g의 ethanol(51%)이 생산된다

(Sung NJ 1999).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파를 알코올 발효

시키면 약 3% 이내의 ethanol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러므로 초산발효에 이용될 충분한 알코올(5~10%)을 수득하

기 위하여 알코올 발효 과정 중 양파착즙액에 보당 함량에 

따른 이화학적 변화(alcohol 함량, pH, 총산, °Brix)를 실험하

Moisture Crude ash Crude lipid Crude protein
91.8±0.11) 0.5±0.0 0.5±0.1 1.1±0.1

1) Mean values±S.D. (n=3)

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onion    (%, w/w)

Fig. 2. Changes in alcohol, sugar, total acidity and pH by Saccharomyces cerevisiae (ATCC 9763) during onion 
fermentation. Symbols; ○: 10 °Brix, ■: 13 °Brix, ▲: 15 °Brix.

였다.

Saccharomyces cerevisiae에 의한 알코올 발효과정 중 보당

함량(10 °Brix, 13 °Brix 및 15 °Brix)에 따른 이화학적 변화

(alcohol 함량, 총산, 당 및 pH)는 Fig. 2와 같다. 알코올 함량의 

경우, 발효 시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특히 

13과 15 °Brix의 경우 36시간 이후 약 8% 이상의 값을 가졌으

나 10 °Brix의 경우는 다른 농도에 비해 낮았다(0.96~4.90%). 
양파착즙액의 보당에 따른 알코올 생성능에 대한 보고(Park 
JH 2007)에서와 같이 보당함량에 비례하여 알코올 함량이 증

가하지만 과한 보당농도(20%) 이상이 첨가되면 오히려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알코올 함량이 떨어진다는 경향과 유사

하였다. 모든 시료의 당함량은 발효 24시간 이후 급격히 감소

하여 발효 60시간 이후에는 0.2% 이하로 감소하였다. 총산의 

경우, 10 °Brix는 24시간에 최대(0.28%)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였다. 13 및 15 °Brix에서는 발효 24시간에 각각 0.28%, 
0.29%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H는 

발효 24시간에 각각 3.64(10 °Brix), 3.52(13 °Brix) 및 3.50(15 
°Brix)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10 °Brix의 경우 3.67~3.83, 13 
°Brix에서는 3.52~3.84, 15 °Brix에서는 3.70~3.84로 나타났다. 
이상의 보당첨가량에 따른 본 연구의 알코올 발효는 13 °Brix
이상의 농도에서 진행이 되어야 8% 이상의 양파알코올 발효

액을 수득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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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산발효 시 발효조 교반속도에 따른 수율 비교
초산발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절되는 인자로는 발

효온도, 초기 알코올 농도, 초기산도, 종초 접종량, 교반속도 

및 영양원(질소원, 무기원) 등으로 대표된다(Kim 등 1996; Kim 
DH 1999; Shin 등 2002; Shin & Jeong 2003; Cheun 등 2005; 
Park JH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산균의 최적 생육온도 

30℃를 유지하였고, 산막효모나 유해균의 생육을 저지하기 

위해 초기 산도가 1% 이상이 요구되므로 종초 접종량을 35%
로 첨가하였으며, 전체 발효조의 알코올 농도를 4.4~4.6%로 

조절하였다. 초산발효의 최적화에 관한 보고는 많으나(Kim 
등 1996; Kim DH 1999; Shin 등 2002; Shin & Jeong 2003; 
Cheun 등 2005; Park JH 2007), 이에 더하여 pilot system이나 

산업적으로 적용할 때 교반속도에 관한 초산 생성에 관한 발

효는 많이 보고되지 않았다(Jeong 등 1998; Lee 등 2003).
초산발효기간 중 교반속도에 따른 수율을 비교하기 위하

Fig. 3. Changes in pH, total alcohol and acidity by 
Acetobacter pasteurianus (ATCC 9432) during onion fer-
mentation. Symbols; ○: 100 rpm, ●: 200 rpm, □: 300 rpm.

여 알코올, pH 및 총산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알코올 농도(4.4~4.6%)는 발효기간에 따

라 교반속도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H의 경우, 
발효기간에 따라 100 rpm에서는 3.8~3.5, 200 rpm에서는 3.7~ 
3.3 및 300 rpm에서는 3.7~3.3 범위를 나타내었다. 반면 총산

의 경우는 발효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00 
rpm의 경우, 초산발효 9일 정도까지 증가(1.3~3.2)하였다가 

감소하였고, 200 rpm의 경우 10일까지 점진적으로 증가(1.4~ 
4.1)하였으며, 300 rpm은 발효 8일까지 증가(1.4~4.3)하였다가 

다소 감소하였다. 최고의 총산함량을 고려한 총산의 생성 수

율을 본다면, 100 rpm의 경우 32.0%, 200 rpm의 경우 47.2% 
및 300 rpm은 51.4% 수율이 얻어졌다. 따라서 효율적인 총산 

생산량을 고려한다면 300 rpm의 교반속도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품공전에서 요구하는 식초는 4% 이상의 총산함

량을 가지는 식품이므로(KFDA 2000) 200 rpm 이상의 교반속

도가 요구됨을 볼 수 있다. 교반속도는 통기량에 영향을 미치

는 인자로 균의 생육도에서 유도기를 단축시키고 생산량을 

증가시킨다고 한다(Kim 등 1996). 반면, 교반속도가 너무 빠

르면 편모의 손실 등으로 초산균의 생육이 억제되거나 또는 

발효가 왕성하지 못한 발효 후기에는 잔류된 알코올과 생성

된 초산의 소실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교반속도를 

낮추는 것도 제안이 된다(Kim & Jo 1981). 그러므로 한 가지 

최적의 교반속도를 결정하기 보다는 식초의 산업화를 위하

여 변이적인 교반속도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양파식초의 기능성 성분
양파식초의 총 phenols, 총 flavonoids 및 quercetin 함량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총 phenols 함량은 양파식초의 경우 

33.3 mg/100 g으로 품종에 따른 차이가 있겠으나 양파(국내

산 양파: 약 50 mg%(gallic acid 기준물질), 미국산 양파: 16.8~ 
104.9 mg/100 g(gallic acid 기준물질))(Yang 등 2004; Lee HY 
2006)에 비해서 다소 적은 함량을 가졌다. 총 flavonoids의 함

량은 3.0 mg/100 g, quercetin은 2.0 mg/100 g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양파의 quercetin(황색양파: 15.24 mg%, 자색양파: 5.70 
mg%)(Jeong 등 2006)과 비교하여 비교적 적은 함량이나 관능

Samples Total phenols Total flavonoids Quercetin 
Fermented 

onion vinegar 33.3±1.042) 3.0±0.2 2.0±0.1

1) Gallic acid was used as a standard of total phenol compounds, and 
quercetin was used a standard of total flavonoids and quercetin.

2) Mean values±S.D. (n=3)

Table 2. Contents of total phenol, total flavonoids and 
quercetin in fermented onion vinegar1)        (mg/1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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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고려된 음용제품이므로 소비가 확대가 되면 양파가 지

닌 quercetin 함량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파의 생리

적 기능 활성물질은 phytochemical(glycosides, flavonoids, saponins, 
sulfur compounds) 중 페놀화합물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그 자체가 reducing agent, hydrogen donators, singlet oxygen 
quencher의 역할을 하며 금속이온에 대해 chelation potential을 

가진다고 보고(Kim KS 2004)되고 있다. 또한 양파의 주된 

flavonoids 성분인 quercetin은 free radical scavenging, 금속이

온의 chelation, lipoxygenase의 억제 등의 기전으로 항산화 효

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De-Groot & Rauen 1998; 
Suzuki 등 1998) 본 연구의 양파식초는 생리적 기능성을 나타

내는 잠재적 화학물로부터 영양학적 가치를 가지는 제품으

로 판단된다.

4. 양파식초의 생리활성 측정

1) 양파식초의 항균활성
양파식초의 그람 양성균 Bacillus cereus, Staphylococcus aureus, 

Listeria monocytogenes 3종 및 그람 음성균 Escherichia coli, 
Salmonella typhimurium, Enterobacter aerogenes 3종에 대한 항

균성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양파식초는 균 6종에 대

해 뛰어난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항균활성은 식초

에 내재된 유기산 및 flavonoids에 의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판

단된다. 식초의 주요 유기산인 acetic acid의 식품부패에 관련

Fermented onion vinegar

Gram
(+)

Bacillus cereus 11
Staphylococcus aureus 13
Listeria monocytogenes 13.8

Gram 
(－)

Salmonella typhimurium 10.8
Escherichia coli 10.5

Enterobacter aerogenes 10

Table 3. Antimicrobial activity of fermented onion vinegar

Samples Fermented onion vinegar Commercial product A Commercial product B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26.23±0.161)a2) 60.03±0.25b 69.85±0.34c

Superoxide dismutase-like activity(%) 58.58±0.25c 53.48±0.65b 9.08±1.13a

Fibrinolytic activity   1.51±0.093)b 1.31±0.08a ND4

1) Mean±S.D. (n=3)
2) Mean values having the same superscripts in each ra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test.
3) The clear zone ratio of sample and plasmin, mean±S.D. (n=3)
4) Not detected

Table 4. In-vitro DPPH (1,1-diphenyl-2-picryl 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superoxide dismutase-like activity and 
fibrinolytic activity of fermented onion vinegar 

한 미생물 활성저지에 관한 연구보고(Garruti 등 2003)에 따르면 

acetic acid는 lactic acid와 같은 다른 유기산에 비해 항균활성

(Salmonella aertrycke, Staphylococcus aureus, Phytomonas phaseoli, 
Bacillus cereus, Bacillus mesentericus, Saccharomyces cereviseae, 
Aspergillus niger)이 강하고, 비교적 낮은 농도에서도 활성을 

가지나 일정농도 이하에서는 효과가 낮아진다는 보고와 유

사하였다. 양파의 항균력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onion oil은 

gram(+)균에 대한 항균력과 Aspergillus fungi(aflatoxin 생성균

주)에 대한 뛰어난 항균력을 가지며 Welsh onion 추출물은 보

존제(sorbate, propionate)보다도 훨씬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

다(Hughes & Lawson 1991; Zohri 등 1995; Augusti K 1996). 
그러므로 양파식초의 향균성은 발효에 의해 생성된 유기산

과 양파로부터 유래되는 활성성분간의 복합적인 효과로 사

료된다.

2) 양파식초의 항산화 활성
본 연구의 양파식초는  26.23% DPPH 라디칼 소거능을 가

졌고, 58.58%의 SOD 유사활성능을 나타내었다(Table 4). 음
료용 시판식초의 경우, DPPH 라디칼 소거능 60.03~69.85%로 

본 연구의 양파식초에 비해 높은 활성을 나타낸 반면, SOD 
유사활성능은 9.08~53.48%로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국내

산 양파(24.9~33.9%의 DPPH radical 소거능, 25.9~39.5% SOD 
유사활성) 및 양파 고농축액(89.4~94.4% DPPH radical 소거

능, 40.8~45.9% SOD 유사활성)의 항산화 활성이 보고(Lee 
HY 2006; Jang HS 2009)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양파식초는 

DPPH radical 소거능은 원료 양파의 활성과 유사하나 고농축

액에 비해서는 낮은 활성을 나타난 반면, SOD 유사활성은 양

파 및 양파 고농축액에 비해 다소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양
파의 항산화성은 여러 연구에서 증명이 되고 있다. 특히 양파

의 대표적인 flavonoids 성분인 quercetin은 free radical scavenging, 
금속이온 전이의 chelation 및 lipoxygenase의 활성 억제 등을 통

한 항산화기능(Rice-Evans 등 1995; Suzuki 등 1998)을 가지고 

양파의 대표적인 휘발성 함황화합물(dipropyl disulfide, diprop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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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sulfide)의 유지산화의 지연 등으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유기산(구연산, 인산류) 등은 유지산화 과정에 

있어서 개시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금속이온에 대한 chelation
을 유도(NRFK 2001)하므로 발효과정에서 생성된 유기산에 

의한 예방형 항산화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양파식초의 혈전용해능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양파식초의 혈전용해능을 측정한 결

과(Table 4), 양파식초의 경우 대조구인 plasmin에 비해 1.5배
의 활성을 가졌고, 음료용 시판식초(시판식초 A 1.31, 시판식

초 B 불검출)보다 높은 혈전용해능을 나타내었다. 혈관의 항

상성은 손상된 부위나 염증 부위에서 정성작인 지혈과 보호

작용을 유지되나, 혈장내의 혈액응고와 관련된 coagulation 
factors의 지나친 활성화, 혈소판 응집 촉진, 적혈구 변형능 이

상은 혈류의 항상을 파괴하여 동맥경화, 뇌졸중 등의 혈행장

애 질환을 유발한다(Ross R 1993; Harker LA 1994). 양파의 

주된 flavonoid 성분인 quercetin(thromboxane A2의 억제) 및 

양파로부터 추출한 paraffinic polysulfide의 혈소판 응집저해 

효과가 보고되었다(Tzeng 등 1991; Makheja & Bailey 1990). 
따라서 다량음용이 가능한 양파식초의 경우 혈전용해능의 

효과를 기대할 수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동서고금을 막론한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식초는 산미를 

갖는 조미료로, 최근 음료로의 이용도가 증가되고 있다. 음료

시장은 신소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증대로 인해 과채류 음

료제품들에 대한 소비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파

로부터 2단 발효 공정을 설정(알코올 발효-보당함량, 초산발

효-교반속도)하여 양파식초를 제조하였다. 
효율적인 알코올 생성을 위하여 착즙된 양파즙에 보당조

건에 따라 Saccharomyces cerevisiae(ATCC 9763)의 알코올 생

성능, 총산, 당 및 pH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배양 시간에 따

라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특히 13과 15 °Brix의 경우 

36시간 이후 약 8% 전후의 값을 가졌다. 알코올 발효 동안 

총산은 0.3% 이내의 값을 나타내었고 당함량은 배양 중 감소

하여 배양 60시간 이후에는 0.2% 이하로 감소하였다. 교반속

도(100~300 rpm)에 따른 초산발효(Acetobacter pasteruianus 
ATCC 9432, 30℃, aeration 0.5 NL/min)에서는 100 rpm의 경

우, 초산발효 9일 정도까지 증가(1.3~3.2)하였다가 감소하였

고, 200 rpm의 경우 10일까지 점진적으로 증가(1.4~4.1)하였

으며, 300 rpm은 발효 8일까지 증가(1.4~4.3)하였다가 다소 감

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2단 발효를 통한 양파식초 제

조를 위해서는 13 °Brix의 보당조건(알코올 발효) 및 300 rpm 

교반속도(초산발효)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양파식초

는 Bacillus cereus, Staphylococcus aureus, Listeria monocytogenes, 
Escherichia coli, Salmonella typhimurium, Enterobacter aerogenes 
6종의 균에 대해 항균성을 가졌고, DPPH 라디칼 소거능 26.2%, 
SOD 유사활성 58.6%의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혈

전용해능의 경우, plasmin의 활성에 대한 1.5배의 활성을 보

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양파식초는 항균성․항산화성․혈전

용해능과 같은 생리활성을 기대할 수 있는 기능성식품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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