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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oactic fermentation (MLF) occurs after completion of alcoholic fermentation and is mediated by lac-
tic acid bacteria (LAB), mainly Oenococcus oeni. Kiwi wine more than commercial grape wine has the
problem of high acidity.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optimal MLF conditions for regulating strong
acidity and improving the quality properties of wine fermented with Kiwi fruit cultivated in Korea.
For alcohol fermentation, industrial wine yeast Saccharomyces cerevisiae KCCM 12650 strains and LAB,
known as MLF strains, were used to alleviate wine acidity. First, the various experimental conditions
of Kiwi fruit, initial pH (2.5, 3.5, 4.5), fermenting temperature (20, 25, 30℃), and sugar contents (24
°Brix), were adjusted, and after the fermentation period, we measured the acidity, pH, and the change
in organic acid content by the AOAC method and HPLC analysis. The alcohol content of fermented
Kiwi wine was 12.75%. Further, total acidity and pH of Kiwi wine were 0.78% and 3.5, respectively.
Total sugar and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Kiwi wine were 38.72 mg/ml and 60.18 mg/ml,
respectively. With regard to organic acid content, the control contained 0.63 mg/ml of oxalic acid, 2.99
mg/ml of malic acid, and 0.71 mg/ml of lactic acid, whereas MLF wine contained 0.69 mg/ml of oxalic
acid, 0.06 mg/ml of malic acid, and 3.12 mg/ml of lactic acid. Kiwi wine had lower malic acid values
and total acidity than control after MLF processing. In MLF, the optimum initial pH value and fermen-
tation temperature were 3.5 and 25oC, respectively. Therefore, these studies suggest that establishment
of optimal MLF conditions could improve the properties of Kiwi wine manufactur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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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참다래(Kiwifruit, Actinidia deliciosa)는 아열대성 낙엽과수

이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주로 Hayward로서

1977년 뉴질랜드에서 종자를 도입하여 남해안 일대와 제주지

역에서 재배되고 있다[7,11]. 국내에서 생산되는 참다래는 과

실의 크기가 크고 맛과 향이 다른 품종에 비해 우수한 것이

특징이며 식이섬유, 비타민 C 함량이 높고, 칼슘, 마그네슘,

인 등의 무기질 함량도 풍부하여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

[2,11,13]. 또한 단백질 분해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육류의 연육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23]. 하지만 수확 후 에틸렌 생성량

의 증가와 호흡 상승으로 인하여 과육이 쉽게 물러져 상품성

이 떨어지는 계절과실이라는 단점[10,19]과 급속한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생산량의 증대로 인하여 저장기간이 장기화되고

저장 중 품질저하라는 큰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18].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내 연구로서 참다래 절편의 저장성

향상[14,17,18]과 참다래를 이용한 쥬스의 이화학적 특성[11],

참다래 발효주의 제조 및 품질특성[5], 참다래 발효주와 참다

래 리큐르 맛술의 관능적 특성 연구[22]에 관한 보고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참다래의 저장성 향상을 위한 연구이

며 참다래 가공품과 산업화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낙과 및 저장 중 품질이 저하된 참다래를 가공하여 상품성

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 참다래를 이용하여 와인을

제조할 경우 참다래 특유의 강한 산미로 인해 와인의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포도주의 경우 강한 산미를 감소시키

기 위하여 화학적인[15] 방법과 미생물학적인[3,4] 방법, 희석

법[8], 침전처리법[21] 등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과실에서 강

한 신맛을 내는 유기산인 malic acid를 감소시키는 malolacitc

fermentation (MLF) [3]은 lactic acid bacteria (LAB)에 의해

이루어지며 malic acid를 부드러운 신맛을 내는 lactic acid로

전환시키고 CO2를 생산하는 공정으로서 외국에서 이미 보편

화된 방법이다. MLF에 관여하는 LAB는 Oenococcus,

Pediococcus, Lactobacillus 등이 있으며 Oenococcus oeni는 높은

알코올함량과 낮은 산도에 강한 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MLF

의 주요 균주로 알려져 있다[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다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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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가치 증가와 우리나라 고유의 과실주개발을 위하여 참다

래 고유의 맛과 향을 살리며 국내산 과실의 특성상 발효 후에

도 남아 있는 강한 신맛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참다래 와인의

MLF 공정 최적조건을 확립하고 최적 발효조건으로 제조된

참다래 와인의 품질특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참다래(Actinidia deliciosa)는 경상남도 사

천에서 2008년 11월에 생산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참다래를

수세하고 분쇄 한 후 80℃에서 20분간 살균하여 참다래 와인

제조에 사용하였다.

발효 균주 배양

참다래 와인의 알코올 발효를 위해 알코올 생성력과 방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1] Saccharomyces cerevisiae KCCM

12650을 YM (Difco, Co., USA) 배지에 배양한 후 YPD (yeast

extract 1%, peptone 1%, glucose 2%, pH 3.8)에 24 시간 동안

진탕배양(30℃, 190 rpm)하여 사용하였으며, MLF 상용 균주

Oenococcus oeni PUS-1는 Acidic Tomato Medium for

Leuconostoc (glucose 1%, peptone 1%, yeast extract 0.5%,

MgSo4·7H2O 0.02%, MnSO4·4H2O 0.005%, Tomato juice 25%,

Agar (if needed) 1.5%)에서 25℃, 48 시간 배양시킨 후 MRS

(Difco, Co., USA) 액체배지에서 25℃, 48 시간 액체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참다래 와인 제조

참다래 2 kg을 물로 깨끗이 세척한 후 파쇄하고 물 2 l를

혼합한 후 Sucrose를 첨가하여 24 °Brix로 보당하고 전배양

시킨 효모를 1% 접종하여 25℃에서 15일간 발효하여 참다래

와인을 제조하였다.

Malolactic fermentation (MLF) 조건 설정

25℃에서 15일간 발효시킨 참다래 와인에 Oenoccocus oeni

(O. oeni)를 1% 접종한 후 초기 pH를 각각 2.5, 3.5, 4.5로 조절

하여 20, 25, 30℃에서 각각 20일간 발효를 진행하면서 2일

간격으로 당도, 산도 및 malic acid 함량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확립된 최적 MLF 조건으로 20일간 발효시키면서 2일

간격으로 malic acid 및 lactic acid 함량의 변화를 측정하고

제조된 참다래 와인의 품질특성을 조사하였다.

pH 및 당도 측정

참다래 와인의 pH는 pH meter (Orion 420A, USA)로 실온

에서 측정하였고, 당도는 hand refractometer (KRÜSS,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산 함량 측정

참다래 와인의 총산 함량은 phenolphthalein을 지시약으로

하여 0.1 N NaOH 용액으로 중화 적정하여 그때까지 소비된

용액의 량을 tartaric acid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알코올 함량 측정

알코올 함량은 참다래 와인 시료를 원심분리(8,000× g, 10

min, Hanil Micro 17R, Korea)하여 침전물을 제거한 후 0.22

μm membrane filter (Millipore, USA)로 여과하고 Sep-pak

C18 (Waters Co., USA)로 여액에서의 색소 성분을 제거한 후

Gas Chromatography (Agilent 6890N, Agilent Technologies,

USA)로 분석하였으며, 표준물질은 Ethanol 99% (Aldrich,

USA)를 사용하였다. 이때 분석용 column은 FFAP (30.0

m×2.5 mm×0.25 μl)를 이용하였고, detector는 flame ioniza-

tion detector (FID)를 사용하였다. 이동상은 nitrate gas를 이

용하였으며 flow rate는 1.0 ml/min이었다. 시료의 1회 주입량

은 20 μl 이었으며 injector temperature와 detector temper-

ature는 각각 200℃이다.

유기산 함량 측정

유기산 함량은 참다래 와인 시료를 원심분리(8,000× g, 10

min, Hanil Micro 17R, Korea)하여 침전물을 제거한 후 0.22

μm membrane filter (Millipore, USA)로 여과하고 Sep-pak

C18 (Waters Co., USA)로 여액에서의 색소 성분을 제거한 후

HPLC (Agilent 1100 Series, USA)로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용

column은 C-610H (300 mm×7.8 mm×9 μm, Supelco)을 이용

하였고, detector는 UV detector를 이용하여 210 nm에서 검출

하였다. 이동상은 0.1% phosphoric acid를 이용하였으며 flow

rate는 0.5 ml/min이었다. 시료의 1회 주입량은 20 μl이었다.

관능 평가

관능검사는 관능평가 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킨 23~40

세 남, 여 20명의 패널을 선정하여 25℃에서 15일간 발효시킨

참다래 와인의 색, 향, 신맛, 떫은맛, 전체적 기호도를 5점 평점

법[5]으로 평가하여 매우 좋다 5, 매우 나쁘다1의 점수로 표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발효 온도에 따른 MLF 참다래 와인의 특성

알코올 발효가 끝난 참다래 와인을 20일간 MLF 시켜 제조

된 참다래 와인의MLF 온도에 따른 당도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MLF가 진행됨에 따라 모든 실험구에서 당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에서 발효시켰을 때

참다래 와인의 당도는 5.90 °Brix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MLF

를 25℃에서 실시하였을 때 당도가 가장 낮은 것은 O. oe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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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sugar contents in Kiwi wine according to

initial temperatures during MLF. ◆: 20℃, ■: 25℃, ▲:

30℃.

PUS-1균주가 최적 생육온도와 유사한 25℃에서 당을 효율적

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9]. 또한 MLF 온도에 따른

총산 함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발효 전 총산 함량이 0.96%에서

발효 20일 후 0.75~0.79%로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총산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발효 온도에 따른 유의적 차이

는 없었다(Fig. 2). Lee 등[12]은 Campbell Early를 이용하여

MLF를 수행하였을 때 초기 산도가 0.77%에서 0.54%로 감소

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참

다래 와인의 malic acid 함량은 발효초기 3.28 mg/ml에서

MLF가 진행됨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으며 모든 실험구에서

malic acid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25℃에서 발효

시킨 실험구에서 발효 20일째 0.05 mg/ml로 가장 낮게 나타났

으며 30℃로 발효시킨 실험구는 발효 완료 시 1.25 mg/ml로

약 40%의 malic acid가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다래 와

인에서 강한 신맛을 내는 malic acid의 감소를 위해서는 25℃

에서 발효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사료된다.

Fig. 2. Changes in acidity in Kiwi wine according to initial tem-

peratures during MLF. ◆: 20℃, ■: 25℃, ▲: 30℃.

Fig. 3. Changes in malic acid contents in Kiwi wine according

to initial temperatures during MLF. ◆: 20℃, ■: 25℃,

▲: 30℃.

초기 pH에 따른 MLF 참다래 와인의 특성

참다래 와인의 초기 pH에 따른 MLF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초기 pH를 2.5, 3.5, 4.5로 조절하여 발효시킨 참다래 와인의

malic acid 함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malic

acid의 함량변화를 확인한 결과 pH 2.5로 조절한 실험구에서

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pH 4.5에서는 발효 완료 시

0.55 mg/ml로 검출되어 약 85% 감소하였다. 또한 초기 pH

3.5로 조절한 실험구는 발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malic acid

함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발효 완료 시 매우 낮게 나타났다.

pH를 달리하여 20일간 MLF를 진행시킨 결과로 미루어 보아

O. oeni에 의한 감산공정을 위한 초기 pH 조건은 pH 3.5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pH가 너무 낮을 경우 O. oeni의 생육을 저해

하여 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Solieri 등[20]은

20가지 이상의 O. oeni균주로 pH와 알코올 내성을 조사한 결

과 pH 3.2~3.5와 알코올 11% 이하에서만 malic acid의 감소를

확인 할 수 있으며 pH 3.2 이하에서는 대부분의 O. oeni균주가

Fig. 4. Changes in malic acid contents in Kiwi wine according

to initial pH during MLF. ◆: pH 2.5, ■: pH 3.5, ▲:

pH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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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ality properties of Kiwi wine fermented by MLF

Acidity (%) pH Alcohol (%) Total sugar (mg/ml) Total polyphenol (mg/ml)

MLF1) 0.78 3.70 12.75 38.72 60.18

Control2) 0.96 3.45 12.20 41.05 59.50
1)

MLF: Oenococcus oeni PUS-1 to initial pH 3.5 of Kiwi wine and then fermented for 15 days at 25℃
2)

Control: Saccharomyces cerevisiae KCCM 12650 to Kiwi must and then fermented for 15 days at 25℃

malic acid을 분해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15일간 발효시킨 참다래 와인의 pH가

3.41~3.69이므로 MLF를 위한 pH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MLF가 malic acid와 lactic acid 함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참다래 와인의 MLF에 의해 malic acid가 lactic acid로 전환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초기 pH를 3.5로 조절하고 25℃에

서 20일간 발효시킨 후 malic acid와 lactic acid의 함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O. oeni를 첨가하여 MLF를 실시한

실험구는 발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malic acid가 급격히 감소

하여 약 14일 후에는 0.08 mg/ml로 나타났으며 대조구에서는

malic acid 함량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lactic acid 함량

을 조사한 결과, MLF를 실시한 구는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lac-

tic acid의 함량이 점점 증가하여 발효 16일에 3.15 mg/ml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MLF균주에 의한 malic acid가 lactic

acid로 전환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발효기간이 증가함에 따

라 대조구의 lactic acid함량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는데 이는 참다래 와인의 숙성 과정 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

는 미생물의 대사과정으로 malic acid가 lactic acid로 전환되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Nancy 등[16]은 S. cerevisiae와 O. oeni를

혼합배양에서 6 g/l의 malic acid가 13일 이내에 소비 될 수

있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최적 MLF 조건으로 제조된 와인의 품질특성 조사

최적 MLF 조건에 따라 초기 pH를 3.5로 조절하고 25℃에서

Fig. 5. Changes in malic acid and lactic acid contents in Kiwi

wine during MLF. △: Malic acid by MLF, ▲: Malic acid

as a control, □: Lactic acid by MLF, ■: Lactic acid as

a control.

15일간 발효시킨 참다래 와인의 품질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총산 함량은0.78%로 대조구의 0.96%보다 다

소 낮게 나타났으며 pH는 3.70로 MLF를 실시하지 않은 대조

구의 3.45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알코올 함량은12.75%, 총

당 38.72 mg/ml, 총폴리페놀 60.18 mg/ml로 대부분 큰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MLF가 잘 완료된 경우 malic acid는 감소하

고 lactic acid는 증가하며 산도가 감소하고 pH가 증가한다고

[19] 보고된 바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

다. MLF를 실시한 참다래 와인과 대조구 와인의 유기산 함량

은 Table 2와 같다. Oxalic acid는 0.69 mg/ml로 대조구와 유

사하게 나타났으며 강한 신맛을 내는 malic acid는 대조구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0.06 mg/ml로 나타났다. 반면 lactic acid

는 대조구보다 4.5배 많은 3.12 mg/ml로 나타났고 citric acid

는 대조구와 유사한 0.26 mg/ml로 나타났다. 색, 향, 신맛, 떫

은맛 그리고 전체적 기호도에 대한 관능평가를 조사한 결과

MLF를 실시한 와인이 대조구 와인에 비해 떫은맛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맛과 전체

Table 2. Organic acid contents of Kiwi wine fermented by MLF

Organic acid (mg/ml)

Oxalic
acid

Malic
acid

Lactic
acid

Citric
acid

MLF 0.69 0.06 3.12 0.26

Control 0.63 2.99 0.71 0.31
1)MLF: Oenococcus oeni PUS-1 to initial pH 3.5 of Kiwi wine

and then fermented for 15 days at 25℃
2)

Control: Saccharomyces cerevisiae KCCM 12650 to Kiwi must

and then fermented for 15 days at 25℃

Table 3. Sensory evaluation Kiwi wine fermented by optimized

MLF condition

MLF
1)

Control
2)

Colors 4.1±0.7
3)

3.9±0.6

Flavor 3.6±0.4 3.5±0.5

Sour 3.9±0.5 3.5±0.6

Astringency 2.9±0.3 3.0±0.3

Overall acceptability 3.8±0.4 3.5±0.5
1)MLF: Oenococcus oeni PUS-1 to initial pH 3.5 of Kiwi wine and

then fermented for 15 days at 25℃
2)Control: Saccharomyces cerevisiae KCCM 12650 to Kiwi must

and then fermented for 15 days at 25℃
3)

Rating scale: 1, bad; 2, not bad; 3, good; 4, very good; 5, ex-

cellent,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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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호도에서 3.8±0.5와 3.9±04로 대조구의 3.5±0.6과 3.5±0.5

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3). 따라서 본 연구 결과 MLF에 의

해 자극적인 산미를 내는 malic acid의 감소를 확인 하였고,

와인의 향미에 영향을 주며 부드러운 신맛을 내는 lactic acid

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알코올 발효가 완료된 참다래

와인을 MLF균주를 이용하여 2차 발효시킴으로써 참다래 특

유의 강한 산미를 감소시켜 보다 우수한 품질의 참다래 와인

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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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참다래 와인의 최적 malolactic fermentation 조건과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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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BK 21 프로그램),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
영농조합법인 오름주가)

본 연구에서는 참다래를 이용하여 국내산 과실 특유의 강한 산미를 감소시켜 고품질 참다래 와인을 제조하기

위하여 MLF 에 의한 산도 및 malic acid 감소 효과를 연구하였다. MLF가 진행됨에 따라 모든 실험구에서 당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에서 발효한 참다래 와인의 당도가 5.90 °Brix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총산

함량은 발효 전 0.96%에서 발효 20일 후 0.75~0.79%로 모든 실험구에서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총산 함량이 감소

하였으나 발효 온도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참다래 와인의 malic acid 함량은 MLF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

하였으며 25℃에서 발효시킬 경우 0.05 mg/ml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참다래 와인의 초기 pH에 따른 malic acid

함량 변화를 확인한 결과 pH 2.5 실험구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pH 4.5에서는 발효 완료 시 0.55

mg/ml로 검출되어 약 85% 감소하였다. 또한 초기 pH 3.5로 조절한 실험구는 발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malic

acid함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발효 완료시 매우 낮게 나타났다. MLF에 의한 malic acid와 lactic acid 함량을 조사

한 결과 O. oeni를 첨가하여 MLF를 실시한 실험구의 malic acid는 급격히 감소하여 14일 후에 0.08 mg/ml로

나타났으며 lactic acid의 함량은 점점 증가하여 발효 16일에 3.15 mg/ml로 나타났다. 초기 pH를 3.5로 조절하고

25℃에서 15일간 발효시킨 참다래 와인의 품질특성을 조사한 결과 총산 함량은 0.78%로 대조구의 0.96%보다 다

소 낮게 나타났으며 pH는 3.70로 MLF를 실시하지 않은 대조구의 3.45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알코올 함량은

12.75%, 총당 38.72 mg/ml, 총폴리페놀 60.18 mg/ml로 대부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Oxalic acid는 0.69

mg/ml로 대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강한 신맛을 내는 malic acid는 대조구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0.06

mg/ml로 나타났다. 반면 lactic acid는 대조구보다 4.5배 많은 3.12 mg/ml로 나타났고 citric acid는 대조구와 유

사한 0.26 mg/ml로 나타났다. 관능평가 결과 MLF를 실시한 와인이 대조구 와인에 비해 떫은맛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맛과 전체적 기호도에서 3.8±0.5와 3.9±04로 대조구의 3.5±0.6과

3.5±0.5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고품질의 참다래 와인을 제조하기 위한 MLF의 최적 조건은 초기pH 3.5

로 조절한 후 MLF 균주인 O. oeni (1×10
6

CFU/ml)를 첨가하여 25℃에서 발효시키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