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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of Makgeolli Using Rice Treated with Gaeryang-Nur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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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emperature changes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Makgeolli produced using rice treated with Gaeryang-Nuruk 
(commercial improved Nuruk) extract were investigated. During fermentation, the treated rice maintained a lower 
temperature than the control and then rose after the fifth mashing day. For all the treatments, the numbers of 
yeast, LAB and AAB colonies increased on the second mashing day, and then gradually decreased. As the fermentation 
proceeded, the pH gradually increased from the third mashing day, and eventually became higher than that on 
the initial mashing day. The total acid contents increased on the first mashing day, but as the fermentation progressed, 
they showed little change. The amino acidity and soluble solid contents during overall fermentation and reducing-sugar 
contents was reduced until the first mashing day, and increased from the day after. As for the alcohol content, 
that of the control was 6.87% on the first mashing day, and then gradually increased, nuruk-extract-treated rice 
began with 9～10% alcohol content and then increased as the fermentation proceeded. Among the organic acid 
contents, lactate was the main material. In the sensory evaluation, the 24 h-, 48 h- and 72 h- treated rice samples 
showed somewhat good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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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막걸리는 삼국시대부터 사용 기록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서 가장 오래된 술로서 발효 중 다른 공정을 거치지 않고

막 걸러 마신다고 하여 막걸리라 불리었다(1-3). 막걸리의

현대적 정의를 찾아보면 주세법상 탁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곡류, 곡류 외의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않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으

로 되어 있다(3). 막걸리는 발효 과정에서 누룩에 의해 원료

성분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여러 가지 당분, 아미노산, 유기

산 등에 의한 향미 성분과 효모에 의한 알코올 발효로 풍미

가 더해져서 조화된 맛을 이룬다(4,5). 오늘날 막걸리를 제

조함에 있어 재래누룩과 개량누룩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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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재래누룩을 사용하여 발효주를 제조할 경우 술에 다양

한 향미를 부여하는 장점은 있지만 누룩의 원료, 디디는

시기, 띄우는 환경 등에 따라 효소 역가, 효모균체수 등이

불안정하여, 발효주 제조 시 제품의 균일성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6).

한편, 특정 누룩 곰팡이를 인위적으로 배양한 개량누룩

으로 술을 제조하면 재래누룩보다 향미가 단순하지만 제품

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산업

체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개량누룩은 증자용과 무증자용

이 사용되고 있는데, 증자용 개량누룩은 증자한 쌀에 이용

되며 쌀을 증자할 경우 100℃ 이상의 수증기로 찌는 과정에

서 쌀에 포함된 많은 영양분이 파괴되고 신선미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에 가열취를 동반하는 등 다소 품질

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5). 이에 비해 무증자용 개량누룩

을 이용한 알코올발효법은 곡류를 증자하지 않고 생전분

입자에 효과적으로 흡착 및 당화시킬 수 있는 발효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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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공정이 있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 에너지 효율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증자용 개량누룩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7,8).

현재까지의 무증자 발효에 관한 연구를 산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증자 전분의 당화에 관한 연구(7,9), 무증자 알

코올발효의 개발현황과 향후 전망(8), Chitin 유도체가 타피

오카의 무증자 알코올발효에 미치는 영향(11), 타피오카와

현미 알코올발효에 관한 연구(12,13), 무증자 발효 탁주의

아미노산 함량에 관한 연구(14), 콩분말 첨가가 타피오카의

무증자 알코올발효에 미치는 영향(15), 증자 혹은 무증자

탁주 및 약주의 품질특성 및 발효관련 미생물 분석(5), 무증

자 흑미를 이용한 적색주의 제조(16) 등이 있다. 기능성

측면에서는, 암세포에 대한 무증자 효소 유래 전통약주의

세포독성 효과(17), 무증자 발효에 의하여 제조된 시판 약주

의 농축물이 마우스 유래 흑색종과 인체 유래 대장암 유래

세포의 성장 및 전이 억제활성(17,18)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연구되고 있는 무증자 발효는 대부분 생전분을 단순히

발효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무증자효소를 생쌀에

일정시간 흡착시켜 당화과정을 거친 다음 건조하는 전처리

가 포함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판되는 무증

자용 개량누룩을 추출한 효소 추출액을 쌀에 인위적으로

흡착하여 기질에 대한 효소의 반응을 별도로 처리함으로써

기존의 무증자용 개량누룩을 직접 첨가하여 제조한 술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 술이 제조되었는바,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원료쌀은 강원도 철원에서 생산된 오대쌀(2010)을 사용

하였으며 누룩은 주식회사 한국효소(Hwaseong, Korea)에

서 구입한 시판 무증자용 개량누룩을 사용하였다. 효모는

주식회사 비젼바이오켐(Seoul, Korea)에서 구입한

Saccharomyces cerevisiae (La Parisienne, France)을 사용하

였으며, 음용수는 수질검사를 받아 음용할 수 있는 지하수

를 사용하였다.

무증자용 개량누룩 추출액 제조

무증자용 개량누룩 추출액은 무증자용 개량누룩 25 g에

증류수 100 mL를 가한 다음 실온에서 3시간동안 120 rpm으

로 교반하였다. 교반이 끝난 후 여과망(80 mesh)으로 걸러

서 추출액만 취하였다. 이때, 무증자용 개량누룩 추출액의

당화력은 2,730 SP로 측정되었다.

누룩물처리쌀 제조

‘누룩물처리쌀’ 제조 공정은 Fig. 1과 같다. 쌀 1 kg을

10회 세척한 후 1시간 물 빼기 하여 무증자용 개량누룩

추출액 80 mL를 골고루뿌리고 쌀에잘흡착되도록 하루에

4～5회 교반하면서 25℃ 배양기에서 시간별(0, 24, 48, 72시

간)로 배양 처리 하였다. 그 후 50℃ 건조기에서 6시간 건조

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막걸리 제조

위의 방법대로 제조한 각각의 누룩물처리쌀 1 kg을 5

L 용기에 담은 뒤, 끓여식힌 물 1.5 L와 효모 8 g을 넣고,

골고루섞어 25℃ 배양기에서 7일 동안 발효시켰다. 대조구

(control)로서, 쌀을씻은 후 물빼기하고 50℃ , 6시간 건조시

킨 생쌀 1 kg을 분쇄하지 않고 5 L 용기에담은뒤, 끓여식힌

물 1,420 mL와 무증자 개량누룩 추출액 80 mL, 효모 8

g을넣은 후 골고루섞어 25℃항온기에서 7일 동안 발효시

켰다.

누룩물처리쌀의 가용성 고형분 및 환원당 함량

누룩물처리쌀 10 g에 증류수 20 mL를 가한 후

Homoginizer (PT-MR 2100, Polytron
®
, Taiwan)로 2분 동안

균질화한 뒤 여과하여(Advantec, No. 2, Japan) 가용성고형

물 및 환원당 측정을 하였다. 가용성 고형분은 Hand

Refractometer (PR101, ATAGO
®
, Japan)를 이용하여 °Brix

로 나타내었다. 환원당은 DNS (dinitrosalicylic acid) 방법으

로 분석하였다. 희석한 시료용액 1 mL에 DNS 시약 3 mL를

넣고 5분 동안항온수조에서끓인 다음 실온에서 냉각하였

다. 이에 21 mL의 증류수를넣고잘혼합한 후 spectrometer

(JP/U-2000 spectrophotometer, Hitachi Ltd, Tokyo, Japan)로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glucose standard curve

를 이용하여 환원당 함량(%, w/v)을 계산하였다(26).

술덧 발효 중 품온 측정

발효중 품온변화는 HOBO
®
사의 data logger U12-013,

water temp pro v2(U22-001)를 이용하여 술덧의 온도를 각

각 6시간 간격으로 기록하였다.

미생물 colony 측정

모든 처리구에서 미생물 colony counting은 2일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효모수 측정은 yeast peptone dextrose(Difco,

Co, USA) 배지를 사용하여 평판계수법으로 30℃에서 48시

간 배양한 후 생성되는 colony 수를 측정하였다(1,19). 젖산

균(lactic acid bacteria, LAB) 및 초산균(acetic acid bacteria,

AAB) 균총수는 Lactobacilli MRS agar(Difco, Co, USA)를

사용하여 37℃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생성되는 colony 수를

평판계수법으로 측정하였다(1,5,20,21).

총산 및 pH 측정

pH는 pH meter (Metrohm 691, Metrohm, Herisau,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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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s of processing method of Makgeolli using the rice treated with Gaeryang-Nuruk extract.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총산은 Sample 10 mL를 취한 후

혼합지시약(Bromothymol Blue 0.2 g과 Neutral Red 0.1 g을

95% ethyl alcohol 300 mL에 용해) 2∼3방울을 가하고 용액

이 담록색으로 변화하는데 소비된 0.1 N NaOH 용액의 mL

수를 초산으로 환산하였다(22-25).

아미노산도 측정

아미노산은 phenolphthalein을 3∼4방울 가하여 0.1 N

NaOH로 중화한 다음 중성포르말린 용액 5 mL를 가하여

유리된 아미노산을 0.1 N NaOH 용액으로 적정하여 선홍색

으로 변화하는데 소비된 mL수로 하여 측정하였다(25).

가용성 고형분 함량

가용성 고형분은 Hand Refractometer(PR101, ATAGO
®
,

Japan)를 이용하여 °Brix로 나타내었다.

환원당 및 알코올 함량

환원당은 DNS (dinitrosalicylic acid) 방법으로 분석하였

다(26). 알코올 함량은 주류분석규정의 주정분석에 따라

시료 100 mL를 취하여 70 mL까지 증류한 다음 증류수로

100 mL까지 채우고, 15℃로 온도조절을 한 상태에서 주정

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3).

유기산 조성 분석

유기산 분석은 시료를 HLB-plus Sep-pak cartridge

(Waters Co, USA)를 통과 시킨 후 0.22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한 후 HPLC (LC-20 series, Shimazu Co, Japan)로 분석

하였으며, Column은 Rspak KC-811(80 mm ID × 300 mmL,

Japan) 을 이용하였다, 이동상은 0.1% H3PO4를 0.6 mL/min

로 흘렸으며, injection volume 10 µL로 하였다. Detect wave

length는 210 nm로 측정하였다.

관능평가

관능평가는 25명의패널이 4가지 항목(색, 맛, 향, 전반적

인 기호도)을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통계처리

SPSS program (version 12.0)을 이용하여 실험군당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실험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누룩물처리쌀의 가용성 고형분 및 환원당 함량

누룩물처리쌀에서 당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용성 고형분과 환원당 함량을 측정하였다(Table 1). 가용

성 고형분과 환원당 함량은 생쌀보다 24, 48, 72시간 동안

누룩물을 처리한 쌀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누

룩 추출물 배양 시간이 길수록 가용성 고형분과 환원당

함량이 증가였는데, 이는 처리 시간에 비례하여 효소에 의

한 생전분 분해물이 증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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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luble solid and reducing sugar contents of the rice
treated with Gaeryang-Nuruk extract

Samples
Soluble solid

(°Brix)
Reducing sugar

(%, w/v)

Raw rice 0.57±0.06e1) 0.16±0.01d

0 hr 3.13±0.21d 1.95±0.14c

24 hr 6.33±0.12c 4.33±0.17b

48 hr 7.70±0.00
b

5.77±0.40
a

72 hr 8.07±0.15
a

5.68±0.51
a

1)Values are mean±SD
a-e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술덧 발효 중 품온 변화

누룩물처리쌀을 이용한 막걸리 제조시 술덧의 품온변화

는 Fig. 2와 같다. 대조구의 경우 발효 5일차까지 평균 26.

5℃(data not shown)이상으로 지속되었다. 이는 증자쌀을

원료로 한 술덧이 발효될수록 발효열이 떨어진다는 Park

등(26)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무증자 개량누룩 추출물과

효모에 의해 생전분이 발효기간 전반에 걸쳐끊임없는 당화

와 알코올발효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에 비해 0, 24, 48, 72시간 누룩물처리쌀은 대조구보다

실내 온도이하로 떨어진 시기가 빠른데 이 경우는 전분질

당화작용이 이미 일어난 것으로, 그만큼효모에 의한 발효

가 비교적빨리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반

적으로 대조구보다 낮은 품온을 유지하였고, 2차 담금 후

술덧발효 5일차부터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무증자

개량누룩 추출액을 직접 첨가한 대조구와 비교했을때 생쌀

에 분무․배양하고 건조(50℃, 6 hr)한 누룩물처리쌀은 제

조공정상 효소역가가 상당부분 실활되어 기질이 뒤늦게

분해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48시간 누룩물처리쌀은 발효 1, 2일차에 대조구

보다 높은 품온을 보였는데, 이는 미리 전분분해과정이 진

행되어 생성된 당이 알코올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온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결

Fig. 2. The internal temperature changes of the Makgeolli treatments
during fermentation times at 25℃.

과를얻기 위해서는 향후 실험에서 술덧의 초기온도를 실내

온도보다 낮은 온도(25℃ 이하)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술덧 품온은 48시간 효소처리구가

가장 빨리 상승하였으며, 이는 누룩물처리쌀의 처리 시간

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술덧 내 미생물 균총수 변화

모든 처리구에서 효모수(Fig. 3)는 발효 2일째에 최고치

(7.0×108～3.6×109)에 도달하였다(data not shown). 각 술덧

별 효모수 변화를 보면, 각 시료간의 큰 차이는 없었으며,

이는 Park 등(26)과 So 등(19)의 연구결과에서 발효 초기

효모수가 증가하다 2일 후부터 감소한다는 보고와 일치하

였다. 젖산균과 초산균의 경우는 Table 3와 Fig. 4를 종합하

여 고려해볼때, 0시간 누룩물처리쌀의 경우 초산균이 생육

한 것으로 보이며, 대조구의 경우 젖산균과 초산균이 같이

생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의 처리구에서는 젖산균이

술덧 내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 3. Changes in yeast colony counts during fermentation of
Makgeolli using the rice treated with Gaeryang-Nuruk extract.

Fig. 4. Changes in LAB and AAB colony counts during fermentation
of Makgeolli using the rice treated with Gaeryang-Nuruk extract.

대조구에서 젖산균, 초산균의 colony 수는 So 등(19)의

연구결과와 같이 1일째 가장 높았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4). 대조구와 0시간 누룩물처리쌀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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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시료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은 젖산균, 초산균 colony

수를 나타냈으며, 24, 48, 72시간 누룩물처리쌀에서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누룩 추출물을 흡수시킨 쌀

을 일정시간 배양하는 과정과 건조를 거치면서 젖산균과

초산균의 생육이 저해된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술

덧 발효 2일차부터 다소 젖산균과 초산균의 colony수가 낮

아졌는데 이는 So 등(19) 연구에서 발효 3일차부터 감소한

결과에서와 유사한 양상으로, 술덧 발효 중 알코올 함량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pH 및 총산 함량의 변화

술 중에 적당한 산은 맛을좋게 하고 술덧을 발효 하는데

잡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약주와 탁주

의 술덧은 산 함량의변화가 적은 것이 정상적이며, 산 함량

이급격히 상승하면 술덧 제조에 있어서 이상발효가 일어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26).

총산의변화에 있어 24, 48, 72시간 누룩물처리쌀이 대조

구와 0시간 누룩물처리쌀에 비해 초기총산 함량이 높았는

데, 이는 누룩추출액 처리시 젖산균, 초산균 또는 잡균에

의한 유기산 생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Fig. 5). 전체적

인 술덧 발효기간에 있어 변화를 살펴보면, So 등(19)의

연구결과와 같이 발효 1일차까지는 총산함량이 급격히 증

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변화가 미미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

Fig. 5. Changes in total acid during fermentation of Makgeolli using
the rice treated with Gaeryang-Nuruk extract.

Table 2.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Makgeolli using the rice treated with Gaeryang-Nuruk extract

Samples pH Soluble solid
(°Brix)

Alcohol
(%, v/v)

Total acid
(%, w/v)

Amino acidity
(mL)

Reducing sugar
(%, w/v)

Control 4.67±0.06
a1)

16.07±0.50
b

14.93±0.31
ab

0.45±0.04
c

7.09±0.26
b

5.99±0.42
b

0 hr 4.13±0.06c 13.23±0.38c 10.13±0.61c 1.03±0.07a 8.08±0.22a 3.98±0.46c

24 hr 4.63±0.06a 17.97±0.29a 15.73±0.23a 0.48±0.01c 6.21±0.04c 7.72±0.30a

48 hr 4.47±0.06b 17.87±0.92a 14.63±0.85b 0.51±0.03c 6.70±0.50bc 7.78±0.80a

72 hr 4.50±0.00b 18.43±0.15a 15.27±0.31ab 0.58±0.02b 7.99±0.19a 7.66±0.20a

1)Values are mean±SD
a-c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는 젖산균 및 초산균의 균체수가 술덧 발효 1일차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결과와 상통하였다(Fig. 4). 0시간 누룩

물처리쌀은 전 발효기간동안(0～7일) 지속적으로 총산 함

량이 증가하였고(Fig. 5), 여과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

데(1.54±0.11), 이는 젖산균과 초산균의 번식에 의한 이상발

효로 보인다. 24～72시간 누룩물처리쌀의 경우 0시간 보다

총산이 낮았는데 이는 알코올이 1일차에 많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젖산균과 초산균의 증식이 억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Table 2).

pH는 함유되어 있는 유기산 종류에 따른 수소이온의 해

리도에 의한 것이며, pH가 낮은 술덧의 경우 발효 과정

중에젖산이나 초산 등이 미생물에 의하여 많이 생성되었음

을 짐작할 수 있다(29). 본 실험에서도 pH는 유기산 함량

변화와 그 연관성이 있으며, 유기산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pH는 대체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술덧 발효 0일차부

터는 대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낮은 pH(4.0 부근)에서 시

작되었으며, 대조구도 1일차 이후로는 다른 처리구와 같은

변화를 보였다(Fig. 6). 대조구의 경우 술덧의 발효가 시작

되지 않고 단순히 물과 섞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전처리가 된 다른 누룩물처리쌀에 비해 pH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발효 3일차 이후부터 pH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유기산과 함께 누룩 미생물 및 효모의 발효작

용으로 인한 대사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주로 단백

Fig. 6. Changes in pH during fermentation of Makgeolli using the
rice treated with Gaeryang-Nuruk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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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분해에 의한 아미노산 증가와 당류, 알코올 성분들이

술덧의 pH를 완충시켜 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19,28).

이렇듯유기산과 pH는 술덧의 성분변화를쉽게 알 수 있는

요소이며 알코올 생성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생성되므로 발

효진행 상황과 알코올 생성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23,25).

아미노산도 측정

아미노산도는 주원료인 쌀과 누룩 중에 함유된 단백질이

발효과정 중 미생물이 생산하는 acidic protease와 peptidase

등의 단백질 분해 효소작용으로 생성되어 발효주의감칠맛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5). 아미노산도는

전반적으로 발효가 진행될수록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Fig. 7). 24, 48, 72시간 누룩물처리쌀의 경우에는 초기 아미

노산도(3.99±0.30, 5.28±0.21, 5.68±0.24)가 높은 것에 반해

control과 0시간 누룩물처리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0.60±0.09, 1.88±0.27), 이는 누룩물처리쌀의 전

처리 시간이짧거나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Table 2). 발효

가 종료된 후에는 처리구간의 미미한 차이를 보이며 모든

처리구의 아미노산 함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Han 등(24)의

탁주에서의 아미노태 질소가 발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증가한다는 보고와 부합된다. 또한 Park 등(25)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7. Changes in amino acidity during fermentation of Makgeolli
using the rice treated with Gaeryang-Nuruk extract.

가용성 고형분 함량

당류를 포함한 가용성 고형분은 주로, 술의 단맛에 영향

을 주는 성분으로 신맛, 감칠맛 등과 조화되어 발효주의

특성을 결정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25,30,31). 가용성

고형분은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처리구에서 발효

가진행됨에 따라 점차증가하였다. 이는 발효 초기 가용성

고형분이 증가하다가 발효 중기부터는 점차 감소한다는

Choi 등(30)과 Park 등(25)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Park 등(31)은 탁주 발효 중 원료내의 전분질이 당화

amylase의 작용으로 인하여 당분으로 분해됨과 동시에 미

생물의 영양원이나 발효기질로 이용되므로 발효 후기에

당도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는데, 이 역시 본 연구결과

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다른 연구와는 달리, 증자한 쌀이

아니라 생전분을 분해하는 반응이므로, 호화전분의 분해속

도보다느릴수밖에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당화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가용성 고형분은 72시간 누룩물

처리쌀(18.43±0.15)이 가장 높았으며 0시간 누룩물처리쌀

(13.23±0.38)이 가장 낮았다(Table 2).

Fig. 8. Changes in soluble solid during fermentation of Makgeolli
using the rice treated with Gaeryang-Nuruk extract.

환원당 및 알코올 함량

술덧의 숙성 중 환원당의 감소는 효모수 및 알코올의

생성과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특히 발효 과정 중에는 당의

생성과 알코올로의 전환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원당의 감소와 비례하여 알코올 농도가 증가한다(16).

환원당 함량은 24, 48, 72시간 누룩물처리쌀에서 초기에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물이 첨가되면서 낮아졌다가 최종

발효까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9). 이는 발효

가 진행됨에 따라 효모에 의해 알코올로 전환되기 때문에

발효 후기에는 환원당이낮아진다는 Lee 등(28), Han 등(24)

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알코올 함량은 누룩물처리쌀의 경우 1일차부터 9~11%

로 높은 알코올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최종적으로 0시간

처리구를 제외하고는 15%내외까지 상승하였다(Fig. 10).

이는 발효 초기에는 누룩에 의해 전분질 당화 작용이 일어

나는데(24,26), 누룩물처리쌀의 경우 전분질 당화작용이 이

미 일어났기 때문에(Table 1) 효모가 쉽게 당을 이용하여

알코올 생성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29). 0시간 누룩물처리쌀의 알코올 함량은 9%에 그쳤는

데, 이는 누룩 추출물이 쌀에 흡착하여 당화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누룩곰팡이보다는 젖산균과 초산

균의 생육이 더 활발하였기 때문에(Fig. 4) 발효술 제조에

있어서 이상발효가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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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hanges in reducing sugar during fermentation of Makgeolli
using the rice treated with Gaeryang-Nuruk extract.

Fig. 10. Changes in alcohol during fermentation of Makgeolli using
the rice treated with Gaeryang-Nuruk extract.

유기산 조성 분석

술덧의 유기산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항목으

로는 oxalic, citric, tartaric, malic, succinic, lactic, furmaric,

acetic acid는 모든 시험구에서 검출 되었다. Lactic acid는

0시간 누룩물처리쌀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0시간 누

룩물처리쌀의 경우 acetic acid의 함량이 다른 처리구에 비

해 지나치게 높았는데, Fig. 4 및 5 의 세균 집락수와 총산

함량변화와 비교해볼때 초산균에 오염되어 알코올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Organic acid contents of Makgeolli using the rice treated with Gaeryang-Nuruk

Samples　
Organic acid (mg%)

Oxalic acid Citric acid Tarta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 Lactic acid Furmaric acid Acetic acid

Control 2.29±0.20
abc

99.73±2.72
c

30.30±0.27
c

214.07±3.40
c

170.87±25.42
c

44.75±0.51
d

0.03±0.01
d

40.46±1.89
d

0 hr 2.16±0.03
c

37.00±0.34
d

23.60±0.58
d

177.32±0.72
d

109.40±0.31
d

- 0.02±0.00
d

240.20±5.72
a

24 hr 2.51±0.14
a

193.02±6.01
b

44.46±0.27
b

227.82±4.88
b

223.20±10.96
b

937.23±3.12
a

0.37±0.01
b

90.22±3.04
b

48 hr 2.43±0.17
ab

206.91±19.79
b

45.12±3.64
b

224.30±13.96
b

217.21±0.12
b

769.07±0.12
c

0.31±0.02
c

73.83±12.10
c

72 hr 2.23±0.07
bc

339.78±7.35
a

122.19±4.05
a

271.17±1.98
a

250.47±5.75
a

877.86±29.06
b

0.42±0.02
a

95.44±2.76
b

1)Values are mean±SD
a-d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24, 48, 72시간 누룩물처리쌀은 다른 유기산에 비해 가장

많은 양의 lactic acid가 검출 되었는데(769.07～937.23

mg%), 이는 술덧 발효 중젖산균의집락수가 많았음을 의미

한다. Oxalic acid는 2.16～2.51 mg%, malic acid는 177.32～

271.17 mg%로 모든 시험구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유

기산 함량을볼때 대체적으로 24, 48, 72시간 누룩물처리쌀

에서 다양하고 많은 양의 유기산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기

호도평가에서 술덧의 향미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판단된다.

관능평가

관능평가는 25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색은 0시간 누룩물처리쌀에서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

다. 향은 72시간 누룩물처리쌀이 5.41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맛과 전반적인 기호도에서는 24, 48, 72시간 처리구

모두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맛과 전반적인 기호도에

서 0시간 누룩물처리쌀이 가장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초산발효가 일어나서 신맛이 강하게느껴졌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대조구는 강한 신맛 때문에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0시간을 제외한 누룩물처리쌀은 보통 이상의 평

가를 받았는데, 이는 누룩물 처리시 쌀의 당화작용으로 인

한 당성분과 젖산균, 초산균의 산이 적절한 비율로 생성되

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Makgeolli using the rice treated
with Gaeryang-Nuruk

Sample
Sensory evaluation1)

Color Flavor Taste Overall acceptability

Control 3.88±1.36cd2) 3.06±1.43c 3.12±1.58b 3.00±3.93b

0 hr 5.76±1.20
a

4.24±1.48
b

2.24±1.09
b

2.59±1.37
b

24 hr 3.41±1.54d 4.24±1.39b 4.59±1.77a 4.47±1.46a

48 hr 4.71±1.26
bc

4.35±1.00
b

4.71±1.45
a

4.76±1.09
a

72 hr 4.82±1.01b 5.41±1.00a 4.71±1.49a 4.82±1.19a

1)
Estimated by 7 point scale, where 7, excellent; 6, good; 5, just good; 4, fair; 3,
not good; 2, poor; 1, very poor and unacceptable.

2)Values are mean±SD
a-d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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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증자 개량누룩 추출물을 흡착처리한 쌀을 이용한 막걸

리의 온도변화와 품질특성을 분석 하였다. 술덧 발효 기간

중 대조구에 비해 누룩물처리쌀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품온

을 유지하였고, 술덧발효 5일차부터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

다. 처리구 모두 효모, 젖산균, 초산균의 colony 수는 발효

초기 증가하다가 2일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였다. pH는 발

효 초기 낮았으나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발효 3일차부터

상승하기 시작 하여 최종적으로는 초기보다 높은 양상을

보였다. 총산함량은 발효 1일차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변화가 미미하였다. 전체적으로, 아미노산도와

가용성 고형분은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 하였으며, 환

원당은 발효 초기 낮아지다가 1일차부터 증가하였다. 알코

올 함량은 대조구는 1일차에 6.87%로 시작하여 점차 증가

하였으며, 이에 비해 누룩물처리쌀의 경우 1일차부터 9∼

11%로 높은 알코올 함량을 보이며 점차 증가하다가 발효

5일차이후에는 알코올 발효가 종료되었다. 최종 발효 후

술덧 내 유기산은 lactic acid가 주를 이루었다. 기호도평가

에서는 24, 48, 72시간 누룩물처리쌀이 다른 처리구에 비해

맛과 전반적인 기호도에 있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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