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3월호 | 13 |

기획특집

오늘날급속한경제성장및다양한사회활동으로인해주

류소비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특히막걸리, 약주, 기타

과실주와같은우리나라전통발효주는세계주류품평회에

서도좋은성적을거두는등국제주류시장에서의입지와

위상이점점높아지고있다. 현재우리발효주에대해세계

주류시장에선보일품질인증제도는시행되고있지만안전성

을입증할수있는기초자료및미생물기준·규격등의제

도적장치가불충분하여국제교역에걸림돌이될수있는실

정이다. 발효주류에서안전성문제가제기될경우수출및

관련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는상당할것으로예상되며한

식세계화를적극추진하는시점에서국가적신뢰도저하에

따른손실을초래할수있다. 한편주류의환경(높은알콜함

량, 낮은pH, 제한된 양, 높은CO2 함량, 항균물질함유

등)에서는미생물이생존할수없다는일반적인인식으로인

해주류관련업계및학계에서위해미생물의검출및저감화

연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다(Kourtis, 2001,

March 등, 2005, Menz 등, 2009). 또한발효주류는주로

중·소규모, 세 생산업체에서 지역별, 생산자의 특성에

따라비정형화된방법으로생산되는경우가많아공정및미

생물학적위해와관련된과학적·체계적자료가매우불충

분한실정이다. 발효주류의미생물학적위해요소연구및관

리방안의부재는국내유통발효주류에대한소비자의불안

감을조장할수있으며, 발효주류산업의발전과질적성장

도모를위해서는지속적인관련연구및소비자계도가필요

하다. 이에본고에서는발효주류의정의및분류, 국내외기

준·규격, 발효주류의위해미생물검출현황, 위해미생물의

발효주류내생존추이, 발효주류생산단계의위해미생물

저감효과에대한고찰을토대로발효주류의위생안전관리

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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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효주류의 정의 및국내외기준·규격

대한민국주세법제3조에서는‘주류’라함은“주정과알

콜분1도이상의음료를말하며약사법에의한의약품으로서

알콜분6도미만의것을제외한다.”라고정의하고있다(국가

법령정보센터, 2012). 식품공전에서는주류를‘곡류, 서류,

과일류및전분질원료등을주원료로하여발효등제조·가

공한양조주, 증류주등주세법에서규정한주류를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발효주류는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

실주로분류되며각각의종류및특징은다음표1과같다.

2010년국세청이전담해왔던주류의위생·안전관리업

Ⅱ. 본론

기획특집

표 1. 대한민국 주세법 상 발효주류의 종류 및 정의

분분류류 특특징징

탁주

1) 곡류와국및물을원료로하여발효시킨술덧을여과하지아니하고혼탁하게제성한것
2) 곡류외의전분이포함되어있는물료와국및물을원료로하여발효시킨술덧을여과하지아니하고혼탁하게제성

한것
3) 곡류·곡류외의전분이포함되어있는물료와국및물을원료로하여발효시킨술덧을여과하지아니하고혼탁하게

제성한것
4) ‘1)’내지‘3)’의규정에의한주류의원료에당분을첨가하여발효시킨술덧을여과하지아니하고혼탁하게제성한것
5) ‘1)’내지‘4)’의규정에의한주류의발효·제성과정에대통령령이정하는물료를첨가한것

약주

1) 곡류와국및물을원료로하여발효시킨술덧을여과·제성한것
2) 곡류외의전분이포함되어있는물료와국및물을원료로하여발효시킨술덧을여과·제성한것
3) 곡류·곡류외의전분이포함되어있는물료와국및물을원료로하여발효시킨술덧을여과·제성한것
4) ‘1)’내지‘3)’의규정에의한주류의원료에당분을첨가하여발효시킨술덧을여과·제성한것
5) ‘1)’내지‘4)’의규정에의한주류의발효·제성과정에대통령령이정하는물료를첨가한것

청주

1) 곡류중쌀(참쌀을포함한다)·국및물을원료로하여발효시킨술덧을여과·제성한것또는그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정하는물료를첨가한것

2) ‘1)’의규정에의한주류의발효·제성과정에대통령령이정하는주류또는물료를혼합하거나첨가하여여과·제성
한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알콜분의도수범위안의것

맥주

1) 엿기름( 엿기름을포함한다. 이하같다)·홉(홉성분을추출한것을포함한다. 이하같다) 및물을원료로하여발효
시켜제성하거나여과·제성한것

2) 엿기름과 홉, 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전분·당분 또는 캐러멜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
시켜제성하거나여과·제성한것

3) ‘1)’또는‘2)’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정하는 주류 또는물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탄산가스가포함되도록하여제성한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알콜분의도수범위안의것

과실주

1) 과실(과실즙과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과 물을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여과·제성하
거나나무통에넣어저장한것

2) 과실을주된원료로하여당분과물을혼합하여발효시킨술덧을여과·제성하거나나무통에넣어저장한것
3) ‘1)’또는‘2)’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또는 당분을 첨가하여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

가포함되도록하여제성한것
4) ‘1)’또는‘2)’의규정에의한주류의발효·제성과정에과실즙을첨가한것또는이에대통령령이정하는물료를첨

가한것
5) ‘1)’또는‘2)’의규정에의한주류의발효·제성과정에대통령령이정하는주류또는물료를혼합하거나첨가한것

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알콜본의도수범위안의것
6) ‘1)’내지‘5)’의규정에의한주류의발효·제성과정에대통령령이정하는물료를첨가한것

(출처: 주세법시행령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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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식품의약품안전처에이관되었다. 식품공전상에는모

든발효주류주종에대해일반세균수, 대장균군, 위해미생물

에대한미생물기준은부재하며살균탁주, 살균약주에한해

개별규격으로진균수음성기준만이존재한다. 한편식품공

전의공통규격으로‘제5. 식품별기준및규격’에서는더이

상의가공, 가열조리를하지않고그대로섭취하는가공식품

에대하여Bacillus cereus 3 log CFU/g 이하의기준을

적용하고있다. 

식품관련국제기구및미국, 캐나다, 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베트만등의정부부처

및주류관련협회에문의하여발효주류의미생물기준및규

격에대하여조사한결과중국과베트남을제외한대부분의

국가에서기준·규격을설정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

다. 중국에서는 Salmonella와 Staphylococcus

aureus에대하여n, c, m법을적용한정량기준을규정하고

있다(n=5, c=0, m=0/25 ml)(China’s Ministry of Health,

2011). 베트남에서는keg beer와알콜함량25도이하의저

도주류에대해미생물규격을적용하고있는데(Vietnam’s

Ministry of Health, 2010), keg beer의경우총세균수

1,000 CFU/ml 이하, 효모및진균류100 CFU/ml 이하

로관리하고있으며Escherichia coli와 Clostridium

perfringens에대해서는음성규격이존재한다(표2). 저도

주류는총세균수10 CFU/ml 이하, E. coli, S. aureus,

Streptococci faecal, Pseudomonas. aeruginosa, C.

perfringens불검출로관리하고있다.

2. 발효주류 내 위해미생물검출수준

발효주류의미생물검출연구는위해미생물보다는발효

미생물및부패세균에집중되어수행되어국내발효주류의

위해미생물검출현황연구가미비한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본연구진이용역과제의일환으로수행한국내유통발효주

류의위해미생물검출실태분석결과를소개하고자한다(식

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2). 총 636건의 발효주류(생맥

주, 자가생산맥주, 유통맥주, 청주, 포도주, 기타 과실주,

생탁주, 살균탁주, 약주)에대한총세균수, 젖산균, 초산균,

진균류, 대장균군의검출률과평균검출량을그림 1과 2에

각각나타내었다.

발효주류의 미생물학적 위해요소 [ ]기 획 특 집

표 2. 베트남의 발효주류 미생물 기준·규격

분분류류 Keg beer 캔캔맥맥주주, 병병맥맥주주, 25도도 이이하하
알알콜콜음음료료

호기성
세균

1,000 CFU/ml 이하 10 CFU/ml 이하

식중독
세균

Escherichia coli, 
Clostridium per-
fringens 음성/ml

Escherichia coli, Staphylococ-
cus aureus, Streptococci fae-
cal, Pseudomonas aeruginosa,
Clostridium perfringens 음성
/ml

효모, 
곰팡이

100 CFU/ml 이하 -

(출처: Vietnam’s Ministry of Health, 2010)

그림 1. 국내 유통 발효주류의 미생물 정량분석 결과: 검출률

aND, not detected.

(출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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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별 총세균수는 자가생산맥주(100.0%)와 생탁주

(100.0%)의모든시료에서검출되었으며, 그다음으로생맥

주(88.9%), 살균탁주(85.4%), 약주(74.2%), 기타과실주

(64.2%), 청주(50.0%), 유통맥주(34.8%), 포도주

(34.4%) 순으로검출률이높게나타났다(그림1). 총세균수

평균검출량은생탁주에서7.8 log CFU/ml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자가생산맥주(4.6 log CFU/ml), 살균탁주(3.3

log CFU/ml), 생맥주(1.2 log CFU/ml), 생약주(1.5

log CFU/ml), 살균약주(0.1 log CFU/ml) 순으로나타났

다(그림2). 그외청주, 포도주, 기타과실주의경우25 ml

당10 CFU 미만의미미한수준의총세균수가검출되었다(그

림2). 

젖산균의경우유통맥주와청주시료에서는검출되지않

았으며, 생탁주(100.0%)의검출률이가장높았고그다음으

로 자가생산맥주(81.0%), 살균탁주(37.8%), 생맥주

(27.8%), 기타 과실주(12.3%), 약주(10.5%), 포도주

(2.0%) 순으로나타났다(그림1). 젖산균검출량은불검출인

유통맥주와청주시료이외에포도주, 기타과실주, 약주시

료에서는미미한검출량을보 으며, 생탁주에서 7.7 log

CFU/ml로가장높았다(그림2). 

초산균은 생탁주, 자가생산맥주, 생맥주, 살균탁주에서

검출되었으며검출수준은생맥주(3.6 log CFU/ml)에서가

장높았다(그림1, 2). 

진균류는별도의살균공정이없고발효미생물로효모나

누룩을사용하는생맥주, 자가생산맥주, 생탁주에서는모든

검사대상시료에서검출되었다(그림1). 진균류검출량은생

탁주(7.1 log CFU/ml)에서가장높았으며, 자가생산맥주

(4.4 log CFU/ml), 살균탁주(4.0 log CFU/ml), 생맥주

(3.2 log CFU/ml), 청주(1.9 log CFU/ml) 순이었으며,

유통맥주, 포도주, 기타과실주, 약주의경우25 ml 당 10

CFU 미만수준의미미한검출량을나타냈다(그림2). 검출

된진균류의균총분석결과알콜발효에사용된위해성이없

는 효모(S. cerevisiae)와 곰팡이(Penicillium spp.,

Aspergillus spp.)가대부분인것으로나타났다.

위생지표세균인대장균군의경우자가생산맥주(23.8%),

살균탁주(3.7%), 생탁주(3.5%)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며,

그외주종에서는검출되지않았다(그림1). 특이적으로대장

균군은자가생산맥주에서평균2.2 log CFU/ml의높은검

출량을 보 으며, 그 외 생탁주, 살균탁주에서는 10

CFU/ml 이하로검출되었다(그림2). 

미생물검출률및검출량이높은일부탁주시료에대한

B. cereus정량분석결과생탁주20건(42.6%), 살균탁주

14건(30.4%)에서검출되었으며, 평균검출량은각각0.7,

1.4 log CFU/ml 수준이었다. B. cereus는흙에기인하는

재배작물인곡류에검출될가능성이크며, 쌀, , 과실을

주원료로하는발효주류의특성상필연적으로검출될수있

다. 식중독을일으킬수있는B. cereus의수준은설사형식

중독의경우105-107 cells, 독소형식중독의경우105-108

기획특집

그림 2. 국내 유통 발효주류의 미생물 정량분석 결과: 평균 검출량

aND, not detected.

(출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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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s로보고되고있다(Granum 등, 1997). 하지만B. cereus

검출량이 100 CFU/ml 이하(생탁주 평균: 0.7 log

CFU/ml, 살균탁주평균: 1.4 log CFU/ml)로나타나실

제로주류를섭취하여인체에노출되는양은식중독을일으

킬수있는위해수준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었다.

다양한발효주종중우리전통발효주인탁주의미생물균

총이가장풍부하 으며, 균총의대부분은젖산균, 효모등

의발효미생물인것으로판단된다. 다만별도의살균공정을

거치지않는생탁주의경우대부분의미생물농도가살균탁

주에비해더높을뿐만아니라술의품질을저해하는초산

균의검출량도더높게나타나기때문에탁주의품질관리를

위한업체특성별표준을마련하고, 전략적관리방안을도출

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E. coli및8종위해미생물(B. cereus, Camphylobacter 

jejuni, C. perfringens, E. coli O157:H7, Listeria

monocytogenes, Salmonella spp., S. aureus, Yersinia

enterocolitica)의 정성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B.

cereus는 모든 주종에서 검출되었으며 특히 살균탁주

(61.0%), 생탁주(55.3%), 자가생산맥주(54.8%), 생약주

(50.0%)에서의검출률이높게나타났다. E. coli는생탁주

2건(전체1.2%, 생탁주내2.4%)에서검출되었으며이외의

위해미생물은검출되지않았다.

B. cereus는독소형식중독을유발하는균으로, 이균이

생성하는독소는diarrhoeal type(설사형식중독유발),

emetic type(구토형식중독유발)의두가지형태로보고되

고있다(Granum, 1997, Ehling-Schulz 등, 2004). 설

사형식중독은B. cereus가소장에서증식하는동안생성되

는이열성독소(heat labile enterotoxin)에의해유발되며,

현재까지hemolysin BL(hblC, hblD, hblA에의해전사),

nonhemolytic enterotoxin(nheA, nheB, nheC에의

해전사), cytotoxin CytK(cytK에의해전사) 세종류의

장독소(enterotoxin)가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주요 독소

로알려져있다. 최근에는enterotoxin FM(entFM유전

자에의해전사) 또한식중독유발가능성이있는독소로보

고되고있다(Dohmae 등, 2008). 구토형식중독의경우에

는cereulide라불리는single heat stable peptide toxin

에 의해 발생하며, 최근 연구에 의해 cereulide 독소가

ces gene의 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Ehling-Schulz 등, 2005, 2006). 

다양한발효주류에서분리된185개의B. cereus분리균

주의독소유전자분포분석결과9개의독소유전자(hblA,

hblC, hblD, nheA, nheB, nheC, entFM, ctyK,

ces) 중nheC가169개균주(91.4%)에서분리되어가장검

출률이높게나타났으며, 이어entFM(151균주, 81.6%),

nheB(116균주, 62.7%), nheA(106균주, 57.3%)로

NHE complex 독소를가장빈번하게보유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2). 이 외에도 hlb,

cytK 또한반이상에서검출되어발효주류에서분리된B.

cereus는다양한장독소유전자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생

각된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2). 반면구토형독소는

매우 낮은 검출률(2.2%)을 보 다. 따라서 발효주류에서

식중독이발생한다면구토형보다는설사형으로나타날가능

성이큰것으로판단된다. 

발효주류의 미생물학적 위해요소 [ ]기 획 특 집

표 3. 국내 유통 발효주종별 미생물 정성분석 결과

주주종종
양양성성시시료료수수/전전체체시시료료수수(검검출출률률, %)

Bacillus cereus Escherichia coli 기타a

생맥주 1/18 (5.6) NDb ND

자가생산맥주 23/42 (54.8) ND ND

유통맥주 1/46 (2.2) ND ND

청주 7/28 (25.0) ND ND

포도주 9/105 (8.6) ND ND

기타과실주 13/106 (12.3) ND ND

생탁주 47/85 (55.3) 2/85 (2.4) ND

살균탁주 50/82 (61.0) ND ND

생약주 37/124 (29.8) ND ND
aCampylobacter jejuni, Clostridium perfringenes, Escherichia coli
O157:H7, Listeria monocytogenes, Salmonella spp., Staphylococcus
aureus, Yersinia enterocolitica; bNot detected.

(출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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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효주류 내 주요위해미생물의저장중생존추이

발효주는다양한원료에발효미생물을접종하여생산하는

생합성제품으로(Lea와Piggott, 2003) 생산공정중미생

물의증식및활성유지에적합한환경이꾸준히유지되어

위해미생물의생존에도호의적인환경을제공할수있다. 보

통발효주류의pH는3.5-4.0, 알콜함량은4-13% 수준으

로 미생물의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Kourtis, 2001, March 등, 2005, Menz 등, 2009), 선

행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환경에서 다양한 위해미생물(E.

coliO157:H7, Salmonellaspp., L. monocytogenes등)의

장기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Zhao 등, 1993;

Miller와 Kaspar, 1994; Oyarzabal 등, 2003; 김

등, 2008). 특히미생물이주류의발효과정과같이산도가

서서히 감소하는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산에 대한 적응

(acid adaptation)을통해높은내산성을보유할수있다.

뿐만아니라발효주의생산과정에서는알콜뿐만아니라당,

유기산, 아미노산등각종 양성분이생성되기때문에위

해미생물이 이러한 양성분을 기반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발효주류(맥주, 청주, 적포도주, 백포도주, 생탁주,

살균탁주)에 주요 위해미생물(B. cereus, E. coli

O157:H7, S.Typhimurium, S. aureus, L. monocytogenes) 

및B. cereus포자를접종한후생존추이를관찰하는모의

실험결과는그림3과같다(Kim 등, 2014a, 2014b). 발효

주류에접종된위해미생물및포자의균수는증가하지않고

점진적으로줄어들거나유지되어유통중발효주류에서위

해미생물은증식할수없는것으로나타났지만생존이불가

능할것이라는일반적인인식과는달리일부주종에서위해

미생물의장시간생존이관찰되었다. 

위해미생물생존추이는1) 미생물의형태( 양세포vs 포

자), 2) 미생물의종류, 3) 발효주류의종류에따라다르게나

타났다. B. cereus 양세포의경우저장기간에따라유의

적으로감소한반면, 포자의수는28일저장시감소하지않

고초기농도를유지하 다(그림3). B. cereus포자는스트

레스환경에서 양세포보다더높은저항성을보유하고있

어장시간생존이가능한것으로판단되며, 이는발효주류

생산과정중포자가생성된다면제품이판매되는동안생존

할수있는가능성을시사한다. 따라서유통제품에서다수

검출되는B. cereus는 양세포보다는포자형태로존재하

는것으로추측할수있다. 맑은술(맥주, 청주, 포도주)에서는

E. coli O157:H7이다른위해미생물보다높은생존을나타

내었으며E. coliO157:H7의높은산저항성때문으로추정

된다. 일반적으로위해미생물의생존은맥주 > 살균탁주 >

생탁주> 청주> 적포도주, 백포도주순으로높게나타났다

(그림3). 맥주는다른주종에비해낮은알콜함량과높은pH

를보유하고있어비교적위해미생물의생존이용이한것으

로판단되며, 탁주의경우다른주종에비해풍부한 양성

분과고형물이미생물생존에부분적으로긍정적인 향을

미친것으로생각된다. 살균탁주의경우생탁주보다높은미

생물생존이관찰되었는데이는생탁주에존재하는미생물

(젖산균등)의경쟁에의해접종위해미생물의생존이저해

된것으로생각된다. 포도주의경우제품에존재하는다양한

항미생물 성분 (ferulic acid, methyl gallate,

epicatechine, synaptic acid, p-hydroxybenxoic acid,

gallic acid, vanillic acid, tryptophol, cumaric

acid, caffeic acid 등)에의해위해미생물이빠르게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Fernandes 등, 2007, Gan~an 등,

2009, García-Ruiz 등, 2012, Rodríguez Vaquero 등,

2007). 

4. 발효주류 생산 공정의위해미생물저감효과

발효주는 과실의 당분이나 곡류의 탄수화물을 미생물이

분비하는효소로분해함으로써알콜을비롯한다양한성분

(유기산, 아미노산, 단당류등)을생성하여특유의향과맛을

내는방식으로생산된다(Lea와Piggott, 2003). 따라서유

통과정중발효주가특유의향과맛을유지할수있도록제

품의균총을적정수준으로유지하면서부패및위해미생물

의증식을제어하고품질을유지할수있어야한다. 이에발

효주류를생산하는다양한업체에서는발효주내미생물에

의한지속적인발효로인해발생하는문제점을해결하고발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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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주의저장성을연장시키고자저온가열법, 여과법등을도

입해왔다. 본고에서는유통발효주류의위해미생물분석결

과를기반으로탁주와자가생산맥주를고위해주종으로선

정하여제품생산공정의위해미생물저감효과조사결과(식

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2)를소개하고자한다.

탁주제조공정중증자(steaming)는쌀에100℃이상의

강한수증기로전분을호화시켜각종효소의작용을용이한

형태로만드는공정으로미생물의사멸이예상된다. 30분간

의증자에의해쌀에고농도로접종된미생물 양세포(B.

cereus, E. coli,S. aureus)는모두사멸되었으며, B. cereus

포자를 고농도(7.13 log)로 접종한 경우에는 3.9 log

CFU/g, 저농도(3.7 log)로 접종한 경우에는 2.5 log

CFU/g의저감효과가나타났다(표4). 탁주생산에사용되는

쌀에서의B. cereus검출량은1.5-2.4 log CFU/g으로낮

으며(7개업체방문조사결과) 실제탁주생산공장에서증

자단계이후B. cereus가모든시료에서검출되지않은것

으로추측했을때(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2), 증자단계

를적절히처리한다면쌀에존재하는B. cereus를제어하는

데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결과로미루어추정해

볼때최종제품에잔존한B. cereus는제조공정중환경으

로부터오염되거나증자단계이후첨가된다양한재료에서

오염된것으로판단된다. 

가열살균은발효주의저장성을연장시킬수있으나쓴맛

의발현, 강한악취생성, 변색및층분리등제품의품질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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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발효주류 내 위해미생물 및 Bacillus cereus 포자의 냉장온도(4°C)에서의 생존 추이

(출처: Kim 등, 2014a, 2014b)

표 4. 증자에 의한 쌀 내 위해미생물 및 Bacillus cereus
포자의 저감효과

미미생생물물및및 포포자자
Bacterial population (log CFU/g)

증증자자전전 증증자자후후

Bacillus cereus 7.1 ± 0.08 NDa

Escherichia coli 8.1 ± 0.04 ND

Staphylococcus
aureus 8.0 ± 0.03 ND

Bacillus cereus
spore 고농도 7.1 ± 0.53 3.2 ± 0.30

Bacillus cereus
spore 저농도 3.7 ± 0.39 1.2 ± 0.21

aND, not detected (detection limit = 1 log CFU/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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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악 향을 미쳐 상품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이 등,

1991; 목등, 1998). 이등(1991)은생탁주를60℃이하로

처리할경우저장3일이후부터산도가완만하게증가하고

변패가나타나65℃이상온도에서처리해야하며, 75℃이

상고온처리시에는온도가높아질수록화독냄새와쓴맛

이증가하여전체적인기호도가저하되기때문에80℃수준

에서23초간가열살균하는것이적합하다고보고하 다. 살

균탁주는일반적으로생탁주에비해발효기간은5-7일정도

더거친후열을가하는살균처리가이루어지며, 주세사무처

리규정에65℃이상에서30분이상가열하거나이와동등

이상의효력이있는방법으로살균한다고명시되어있다. 국

내살균탁주생산업체를방문조사한결과업체마다표5와

같은고유의살균법을보유하고있었다.

E. coli, S. aureus, Saccharomyces cerevisiae,

Lactobacillus casei 균주를탁주에접종하여내열성을측

정한 결과, 60℃에서 D-value가 각각 2.3, 9.1, 3.0,

5.0초로 식염수에 접종한 미생물의 D-value(각각 7.0,

18.0, 13.9, 11.0초)에비해낮게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 2012). 발효주류의높은알콜함량및낮은pH 특성

에의한열처리와의조합작용으로인해탁주에서미생물의

열저항성이크게감소되는것으로추측할수있다. 통상적으

로 멸균개념으로 사용되는 12 × D-value인 Thermal

Death Time(TDT)을 고려했을때탁주살균에사용되는

65℃, 30분의열처리또는일반적인저온살균조건인60℃,

30분의열처리는탁주내존재하는미생물멸균에충분한것

으로판단된다. 실제로E. coli및S. aureus를접종한탁주

를 병에 주입한 후 60℃에서 10분간 저온살균처리 결과

E. coli와S. aureus모두불검출된것을확인하 다. 이외

에도 HTST(High Temperature Short Time),

UHT(Ultra High Temperature)에 의해서도 위해미

생물을 충분히 제어 할 수 있었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2).

맥주생산공정중자비(boiling)는맥아즙내에존재할수

있는미생물및효소작용을억제하고맥주고유의쓴맛을형

성하기위해맥아즙을약1-2시간동안끓이는공정이다. 맥

아즙에위해미생물및B. cereus 포자를임의접종하여자비

(1시간) 전/후의미생물수를비교한결과자비공정에의해

위해미생물 양세포는모두사멸되어처리후시료에서는

검출되지않았다(표6). B. cereus포자를고농도(8.25 log

CFU/ml)로접종한경우에는5.25 log CFU/ml의저감효

과가나타났고저농도(3.06 log CFU/ml) 접종시에는모두

사멸되었다. 맥아즙의B. cereus의검출수준을고려했을때

(3개 업체 방문조사 결과 한 업체의 원료에서만 1.0 log

CFU/g의 B. cereus 검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2) 올바른자비공정을수행한다면B. cereus포자까지

제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기획특집

표 5. 국내 탁주 제조 업체의 탁주 살균 조건

업업체체 살살균균방방법법

대규모 A 1차: 85℃ 1분→ 2차: 85℃ 2분

중·소규모

B 저온살균(65-70℃ 30분)

C 2차: 85℃2분→2차: 저온살균(65-70℃30분)

D 85℃ 3분

세규모

E 저온살균(65-70℃ 30분)

F 1차: 85℃ 1분→ 2차: 85℃ 2분

G High Temperature Short Time(95℃1분이내)

(출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2)

표 6. 자비에 의한 맥아즙 내 위해미생물 및 Bacillus cereus
포자의 저감효과

미미생생물물및및 포포자자
Bacterial population (log CFU/ml)

자자비비전전 자자비비후후

Bacillus cereus 7.4 ± 0.30 NDa

Escherichia coli 7.8 ± 0.04 ND

Staphylococcus
aureus

7.9 ± 0.03 ND

Bacillus cereus
spore 고농도

8.3 ± 0.14 3.0 ± 0.71

Bacillus cereus
spore 저농도

3.1 ± 0.08 ND

aND, not detected (detection limit = 1 log CFU/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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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효주류의 미생물학적위해요소관리방안

(1) 과학적·체계적근거기반으로한고위해발효주류선

정 및 우선관리 필요

발효주류는 발효미생물의 첨가, 발효공정, 복잡한 제조

공정, 제품특성에의해미생물의분포가주종별로매우다

양하기때문에주종별적합한안전관리가필요하다. 유통맥

주, 청주, 포도주, 기타과실주, 약주는미량의미생물이검

출된반면생탁주, 살균탁주, 생맥주, 자가생산맥주는다량

의미생물이검출되어탁주, 자가생산맥주등특정품목의

안전성에관한추가검토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이처럼

주류의종류및품목에의해발생할수있는위생·안전성

문제를고려하여우선관리대상고위해주종및품목을선정

한후순차적으로관리대상을확대해나가야한다. 

(2) 위해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미생물 기준·규격 필요

현식품공전에는살균탁주, 살균약주에한해미생물규격

으로진균류만명시되어있다. 살균탁주및살균약주에서검

출된진균류의균총분석결과, 검출된진균류대부분이위해

성이없는효모나곰팡이로나타났으며, 진균류는질병발생

과직접적인연관이없기때문에현재의진균류규격으로제

품의위생·안전성을판단할수는없을것으로생각된다. 이

에현행진균류음성규격보다는현재의검출수준을반 한

위생지표세균또는위해미생물에대한규격신설이미생물

학적안전성확보에유효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한편 B. cereus, C. jejuni, C. botulinum, C.

perfringenes,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

Salmonella spp., S. aureus, Y. enterocolitica와같

이식중독을일으킬수있는위해미생물은다수의식품에서

정량·정성 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중 B.

cereus, C. perfringens, S. aureus와같이위해도가낮

고제품의특성및공정상필연적으로검출되거나완전제

어가불가능한위해미생물에대해서는대국민섭취량, 미생

물의특성(보관·유통시균의생육, 위해도, 독소등)을고려

한위해평가를통해정량규격을설정하고있는추세이다. 국

내유통발효주류에서는B. cereus만검출되고그외의위해

미생물은모든제품에서검출되지않았다. 또한위해미생물

의발효주류내생존추이를관찰한결과시간이경과함에따

라사멸하는것으로나타나위해미생물이제품에존재하더

라도질병을일으킬수있는균체량으로증식하거나독소를

생성하기에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B. cereus를

제외한위해미생물에대한규격신설은비합리적이고실효

성이미비할것으로생각된다. 

B. cereus는발효주류의특성상필연적으로검출될수있

으며국내유통발효주류에검출된수준이식중독을일으키

는유효량보다매우낮은수준이었다. 식중독을일으키는독

소를생성하려면호기적조건에서의발아및증식이수반되

어야하지만발효주류의환경이미생물성장에용이하지않

으므로증식하여독소를형성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

다. 따라서B. cereus의기준·규격은현재의검출수준과위

해성을고려하여정량적으로설정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3) 올바른 미생물 제어공정 수행 및 오염 예방

본연구진의모의실험결과위해미생물 양세포는현재

발효주류산업에서적용하는증자, 자비, 살균방법으로충분

히제어가가능하므로올바른공정을수행함으로써발효주

류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만 B.

cereus 포자는 양세포보다스트레스에대한내성이크기

때문에B. cereus가고농도로오염된경우에는완전제어가

어렵다. 포자를제어하기위해서는물리·화학적처리를높

은강도로수행해야하지만높은강도로처리하는것은제품

의품질변화및효모생존에큰변화를야기한다. 또한발효

주류는주세법상첨가할수있는물질의제한이있고(주세

법제2조제1항), 제품의품질(특히맛과향)이항미생물제제

의첨가로인해쉽게변질될수있기때문에실제로적용가

능한물질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B. cereus포자는오염

된제품에서제어를하는것보다는원재료및제조공정중

에서의오염을원천적으로제어하는방법이더욱효율적일

것으로판단된다.

발효주류의 미생물학적 위해요소 [ ]기 획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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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국내유통발효주류의미생물학적안전성실

태를파악하고위생관리방안을도출하고자국내외발효주

류현황및미생물관리실태분석, 국내유통발효주류의총

체적미생물평가및분리된B. cereus의독소분포, 저장중

발효주류내위해미생물및B. cereus포자의생존, 발효주

류생산공정의위해미생물저감효과에대한조사를수행하

다. 발효주류가미생물생존및성장이어려운환경(높은

알콜함량, 낮은pH, 제한된 양, 높은CO2함량, 항균물질

함유등)임에도불구하고탁주, 자가생산맥주와같은특정

주종에는 B. cereus가 다수 검출되었으며 위해미생물의

장시간생존이가능한것으로나타나일부주종에대한관리

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또한발효주류의미생물학적안

전성연구는국제적으로미흡한분야로향후발효주류환경

에서의미생물생존특성, 발효주류에서분리된균주의특성

연구, 발효주류의위해미생물저감화기술개발과같은후발

연구가수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는발효주류

의실질적이고체계적인미생물기준·규격설정및관리방

안마련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가능하며향후발효주류관

련연구의초석이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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