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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cultivar and milling degree of barley on quality 
characteristics of Makgeolli as well as compare differences between barley Makgeolli and rice Makgeolli. Saessal-bori 
groups (Ss-4, Ss-12, and Ss-18) showed dry lees contents of 92.3 g, 69.4 g, and 63.8 g, respectively, whereas 
Huinchalssal-bori groups (Hcs-6, Hcs-14, and Hcs-20) showed contents of 62.3 g, 42.2 g, and 32.2 g.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quality characteristics between milling degrees and cultivars (P<0.05). The moisture, ash, 
crude protein, and crude fat contents of raw materials decreased with elevated milling degree. Especially, ash content 
of raw materials had a direct effect on Makgeolli. The pH, total acidity, and amino acidity milling with elevated 
decreased degree.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otal sugar or alcohol content in Makgeolli according to milling degree 
of barley, wherea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ultivars. Barley Makgeolli showed total sugar and alcohol 
contents of 10.7∼11.8°Brix and 14.07∼15.07%, respectively, which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12.0∼12.2°Brix 
and 17.27∼17.77% in rice Makgeolli (P<0.05). Differences in colors of raw barley according to milling degree had 
effects on chromaticity of Makgeolli; as milling degree increased, L and b values increased. Lactic acid bacteria counts 
were 7.21, 6.99, and 6.67 log CFU/mL in Ss-4, Ss-12, and Ss-18, respectively, as well as 6.14, 5.39, and 5.65 log 
CFU/mL in Hcs-6, Hcs-14, and Hcs-20, which suggests significant reductions with increased milling degree (P<0.05). 
The same trend was observed in yeast as a key quality of Makgeolli. Suspension stability differed depending on 
milling degree, so it is expected that suspension stability can be improved by adjusting milling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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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 규정하는 주류에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등의 식품유형이 

있으며 그중 막걸리가 포함되는 탁주는 전분질 원료와 국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혼탁하게 제성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 막걸리(Makgeolli, Korean rice wine)는 

빠른 시간 안에 술을 제조하고 탄산에 의해 시원한 청량미를 

주며 영양성분이 많아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인들에게 사랑받

는 가장 한국적인 술로 함께 하였다(2). 과거 쌀을 주원료로 

하였으나 한때 쌀 수급량 저하로 막걸리 가공에 쌀 이용이 

금지되면서 밀 막걸리가 일반화되었다(2). 그러나 최근 영양

이나 기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전분원료 즉, 조(3), 수수(4), 

팥(5), 흑미(6), 현미(7,8), 찹쌀(8), 고구마(9) 등과 감(10), 

석류(11), 포도(12), 블루베리(13), 크랜베리(14), 아로니아

(15) 등의 부재료를 이용한 주류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쌀과 함께 대표적 식량자원으로 알려진 보리는 미진

한 수준이다. 

보리(Hordeum vulgare L.)는 벼목 화본과에 속하며 성

숙 후 껍질의 종실 밀착 여부에 따라 겉보리와 쌀보리로 나

뉜다. 영양성분은 쌀과 비교하여 당질이 77%로 다소 낮은 

반면,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와 관련된 식이섬유는 밀가루의 

5배, 쌀의 16배에 해당하고 한국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칼

슘과 철은 각각 8배, 5배 수준이다(16). 전분 특성을 달리하

는 찰보리와 메보리는 가공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내며, 

타 곡물에 비해 원곡 도정에 따라 영양소의 유실율도 적다고 

알려져 있다. 원료곡 도정률에 따른 주류 가공연구(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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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earance of the grain with differ-
ent milling degree and cultivars.

Table 1. Sample abbreviation of grains with different milling 
degrees and cultivars

Material     Cultivar Degree of 
milling (%)

Sample 
abbreviation

Rice Seolgaeng
Sindongjin

 8
 8

Sg-8
Sdj-8

Barley Saessal-bori  4
12
18

Ss-4
Ss-12
Ss-18

Huinchalssal-bori  6
14
20

Hcs-6
Hcs-14
Hcs-20

는 대부분 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정률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 및 회분 함량이 크게 감소하고(20) 쌀가루의 물 

결합능력, 팽윤력과 용해도는 증가하는 반면에 아밀로그람

에서 초기 호화온도는 낮아지고 최고 점도가 높아지는(21) 

한편, 발효 시 알코올 함량은 감소하고 환원당은 증가하는

(17) 등의 결과로 곡물의 도정률이 식품가공에 미치는 영향

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도정된 새쌀보리와 흰찰쌀보리

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막걸리 품질 특성을 살펴 품종이나 

도정률이 막걸리의 품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 막걸리와의 원료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양조 적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설갱과 일반쌀

인 신동진을 대조구로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보리 품종인 새쌀보리(Saessal-bori, 

Suwon, Korea), 흰찰쌀보리(Huinchalssal-bori, Suwon, 

Korea), 쌀 품종인 설갱(Seolgaeng, Andong, Korea)은 농

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2014년에 관행재배 된 작물

을 수확하여 사용하였다. 또 하나의 대조구로 쌀 품종인 신

동진(Sindongjin, Kimje, Korea)을 사용하였으며 동김제농

협으로부터 구매하였다. 막걸리 제조를 위한 발효제로 입국

은 천일산업(Cheonil Co., Yeosu, Korea)에서 탁주제조용

을 구입하였고, 누룩은 우리밀로 제조한 재래누룩(Nuruk, 

Jinjugokja, Jinju, Korea), 효모는 건조형태로 상품화된 

Saccharomyces cerevisiae(La Parisienne, Societe In-

dustrielle Lesaffre, Marcq en Baroeul, France)를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원료 도정

원료 보리는 도정기(Barley mill DK 108, Dongyang 

Techtool Co., Daegu, Korea)를 이용하여 도정하였다. 도

정 전후의 무게 차이로 계산된 도정률은 새쌀보리 4%, 12%, 

18%이고 흰찰쌀보리는 6%, 14%, 20%였다. 그 외 대조구

인 쌀은 8% 도정된 백미를 받아 사용하였다(Fig. 1). 원료곡

의 종류, 품종, 도정률에 따른 시료 약어는 Table 1과 같다. 

막걸리 제조

원료곡의 종류, 품종, 도정률에 따른 막걸리의 특성 차이

를 살펴보고자 막걸리는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제조하였다

(Fig. 2). 도정된 보리는 세척 후 3배 부피의 물에 3시간(쌀

은 2시간) 동안 침지하였고 1시간 동안 물빼기 하였다. 100 

°C에서 1시간 증자 후 실온으로 식은 원료곡에 생 원료 무게 

대비하여 입국은 20%(w/w), 재래누룩은 1%(w/w), 가수량 

180%(w/w), 효모는 생 원료와 물 첨가량을 합한 양의 

0.05%(w/w)를 첨가하였다. 25°C 발효실에서 7일간 발효

시켰으며 발효 3일차까지 1일 1회 술덧을 고루 저어 섞어 

주었고 7일차에 거르기 한 후 거른 여액을 시료액으로 분석

하였다.

주박량 및 주박함수율 측정

주박량 측정을 위하여 술덧 전량을 거름망에 걸러 남은 

주박을 모아 알루미늄 용기(25×15 cm)에 펼친 후, 100°C 

드라이오븐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건조된 주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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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d rice Barley

Milling

Raw grain (500 g)

Washing (10 times)

Soaking (2∼3 h)

Water draining (1 h)

Steaming (100°C, 1 h)

Cooling (25°C, 30 min.)

Inoculation
(Water 900 mL, Koji 100 g, 

Nuruk 5 g, Yeast 0.7 g) 

Fermentation (25°C, 7 days)

Filtration

Makgeolli Jubak

Analysis

Fig. 2. Schematic diagram of Makgeolli using barley different 
milling degree and cultivar.

30분 방랭하여 측정된 무게를 주박량(g)으로 하였고, 주박 

함수율(%, w/w)은 건조 전 주박 무게를 대비한 건조 전후 

무게 차이로 나타냈다. 

일반성분 분석

도정률을 달리한 막걸리와 원료의 수분정량은 상압건조방

법으로 105°C에서 건조하여 정량하였고, 조회분은 600°C

에서 직접회화법으로 회화 후 측정하였다. 조단백질은 semi-

micro-Kjeldahl법으로 자동 단백질 분석기(Kjeltec 2400 

AUT, Foss Tecator, Mulgrave, Australia)로 분석하였으

며, 조지방은 Soxhlet 추출기(Soxtec System HT 1043 

extraction unit, Foss Tecator)를 사용하여 diethyl ether

로 추출하여 정량하였다. 탄수화물은 시료 100 g에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값을 감하여 산출하였다.

pH, 총산 및 아미노산도 측정

pH는 pH meter(Metrohm 691, Metrohm, Herisau, 

Switzerland)로 상온에서 측정하였고, 총산은 시료 10 mL

에 0.1 N NaOH(F=1.000) 용액을 넣어 pH 8.2가 될 때까지 

소비된 NaOH의 mL를 측정하여 젖산(lactic acid) 함량으로 

환산하였다. 아미노산도는 시료액 10 mL에 중성 form-

aldehyde 5 mL를 가하여 유리된 아미노산을 0.1 N NaOH 

용액으로 적정하고 pH 8.2까지 소비된 NaOH의 mL를 측정

한 후 글리신(glycine) 함량으로 환산하였다.

가용성 고형분 및 알코올 함량 측정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시료액을 취하여 당도계(PAL-3, 

ATAG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알코올 

함량은 시료액 100 mL에 증류수 100 mL를 혼합하여 증류

하였다. 증류액 약 90 mL를 받고 증류수로 100 mL로 정용

한 후 증류액을 15°C로 조정한 다음 주정계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22). 

색도 측정

시료의 색도는 색도계(Ultra Scan Pro Spectrophotom-

eter, Hunter Lab, Reston, VA, USA)를 이용하였으며 

RTRAN-regular transmission 모드에서 Hunter's value

인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값으로 평가하였다.

미생물 측정

균일하게 혼합된 시료를 saline 용액에 단계 희석한 후 

유산균은 MRS agar(Difco, Franklin Lakes, NJ, USA)를 

이용하여 37°C에서 48시간 배양하였고, 효모는 YPD agar 

(Difco)를 이용하여 25°C에서 72시간 배양하여 계수한 값을 

log CFU/mL로 나타냈다.

현탁안정성 측정

So와 Lee(23)의 방법을 응용하여 시료액과 증류수를 1:1 

(v/v)로 혼합한 후 100 mL 메스실린더에 100 mL를 넣고 

15°C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탁주의 불투명층의 부피를 1시

간 간격으로 측정하여 전체 부피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

다.

통계처리

모든 분석 결과 값은 SPSS program(version 12.0, SPSS,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고 평균값은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로 

비교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5%(P<0.05) 유의 수준에서 평균 간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

다. 그 외 두 집단 간 유의성 비교는 독립표본 T-검정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품종 및 도정률이 다른 막걸리의 주박량 및 주박함수율

4%, 12%, 18% 도정된 새쌀보리와 6%, 14%, 20% 도정

된 흰찰쌀보리를 원료곡으로 하여 막걸리를 제조하였으며 

술덧 전량을 거른 후 얻은 주박을 건조시켜 주박 무게와 함

수율을 비교하였다(Fig. 3). 건조된 주박의 양은 도정률 증

가에 따라 새쌀보리는 92.3 g, 69.4 g, 63.8 g이었고, 흰찰쌀

보리는 62.3 g, 42.2 g, 32.2 g으로 나타나 보리 두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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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ried lees weight (A) and lees water contents (B) of Makgeolli with different milling degrees and cultivars. Variety of 
groups are same as Table 1.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Different letters (a-g) on the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
ences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모두 도정을 많이 할수록 주박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P<0.05). 보리 품종 간 주박량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Ss- 

18과 Hcs-6은 같은 그룹(c그룹)으로 분류되나 도정률 차이

를 보여 새쌀보리보다 흰찰쌀보리가 같은 도정 수준에서 더 

적은 주박량을 나타냈다. 이러한 주박량 결과로 메성보리보

다는 찰성보리의 작업효율이 더 용이하나 주박을 부산물로 

이용한다면 메성보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러

한 차이는 발효과정 중 내부 전분질 등의 용출도 및 발효과

정 중 전분의 당화에 따른 차이로 사료된다. 한편 대조구 

중 신동진은 7.7 g으로 도정률이 유사했던 Ss-12나 Hcs-6

의 11%와 24% 수준을 나타내 막걸리 원료에 따른 주박량의 

큰 차이를 보였다. 

주박을 건조하기 전후의 무게로부터 얻은 주박함수율은 

보리 도정률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P<0.05). 즉 도정률 증가에 따라 새쌀보리는 72.7%, 

75.7%, 79.3%였고, 흰찰쌀보리는 71.3%, 74.7%, 77.1%로 

두 품종 모두 도정을 많이 할수록 주박함수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이것은 도정을 적게 할수록 불용성 물

질 입자가 많아지고 주박의 입자 크기가 커서 물의 보유력이 

감소하여 주박량은 많고, 주박함수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생

각된다. 한편 쌀 품종 간 비교에서도 설갱과 신동진의 주박

함수율은 67.8%, 74.9%로 나타나 주박량이 적었던 설갱이 

높은 주박함수율을 나타냈다. 관련 연구에서 탁주 제조 시 

발효제의 종류(24)나 혼합비율(23)을 달리하였을 때 생성되

는 주박량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본 연구에서의 품목이나 품

종, 도정률 외에 발효제도 주박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임

을 알 수 있었다. 

주박은 청주나 약주를 빚은 후 술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탁주로부터 분리된 주박은 식량이 부족

했던 시기에 대체식품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최근 뇌경

색, 심근경색 및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알레르기 체질 개선,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등에 따른 건강식품과 기능성 식품, 

기능성 미용소재료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25-29). 술 제

조 시 용도 다양화에 따라 술 이외 주박의 2차 가공이 필요하

다면 원료곡 종류, 품종, 도정률, 발효제 등의 선택으로 부산

물의 양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품종 및 도정률이 다른 막걸리와 원료의 일반성분

보리의 품종과 도정률이 막걸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자 원료와 막걸리의 일반성분을 분석하여 Table 2에 나타

내었다. 보리 원료의 모든 일반성분은 두 품종 내 도정률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고(P<0.05), 도정률 증가에 따라 

탄수화물은 증가, 그 외 성분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Lee 등(18)과 Chun 등(19)의 도정도에 따른 원료곡의 일반

성분 변화와 일치하였다. 이는 도정에 따라 외피와 호분층이 

제거되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지방 등이 함께 

제거되고 상대적으로 내부 전분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도

정률에 따라 상반된 조성을 갖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원료곡 도정률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막걸리 품질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일반성분은 회분으로 두 가지 보리 

막걸리에서 도정률 증가에 따라 모두 유의적 감소를 보여, 

원료에서 유래하는 회분 함량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품종 및 도정률이 다른 막걸리의 pH, 총산 및 아미노산도

품종 및 도정률에 따른 막걸리의 특성 차이를 원료곡 수준

에서 살피기 위하여 모든 이화학 및 미생물 분석은 제성을 

하지 않은 막걸리를 시료액으로 하였다. pH는 막걸리의 발

효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기산의 종류와 농도 등에 영

향을 받으므로 발효 진행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

표이다(30). 보리의 도정률 증가에 따른 pH는 새쌀보리가 

도정도에 따라 각각 4.04, 3.88, 3.87이었고 흰찰쌀보리가 

도정도에 따라 각각 4.37, 4.13, 4.09로 유의적 감소(P< 

0.05)를 나타냈다(Table 3). 이는 원료곡 도정률에 따른 차

이로 생성되는 유기산 종류와 농도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 따른 산 해리도의 차이에 원인을 둘 수 있겠

다. Kim 등(17)의 도정도에 따른 찹쌀 발효주 연구와 Lee 

등(18)의 오대쌀 도정도에 따른 막걸리 품질 연구에서 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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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of raw materials and Makgeolli from rice and barley having different milling degree and cultivars 
(unit: %)

Sample Variety1) Moisture Ash Crude protein Crude fat Carbohydrate

Raw 
material

Sg-8
Sdj-8
t-value

12.53±0.122)

11.80±0.12
  7.571**

0.46±0.02
0.40±0.02
  4.256*

 4.83±0.02
 5.99±0.07
 -27.558***

1.08±0.08
0.82±0.04
  4.839**

81.09±0.23
80.99±0.05
   0.770

Ss-4
Ss-12
Ss-18

11.36±0.04a3)

10.70±0.02b

10.63±0.01c

1.23±0.02a

1.06±0.01b

0.86±0.03c

 8.80±0.11a

 8.57±0.07b

 8.08±0.13c

0.51±0.01a

0.34±0.02b

0.27±0.03c

78.10±0.12c

79.34±0.06b

80.16±0.08a

Hcs-6
Hcs-14
Hcs-20

 8.78±0.12a

 8.13±0.12b

 8.03±0.08b

1.71±0.01a

1.32±0.02b

1.00±0.07c

10.82±0.21a

10.47±0.25a

 9.86±0.03b

3.52±0.18a

1.69±0.03b

1.23±0.05c

75.17±0.29c

78.39±0.22b

79.87±0.11a

Makgeolli

Sg-8
Sdj-8
t-value

92.70±0.59
92.67±0.13
  0.097

0.08±0.01
0.12±0.01
 -4.221*

 2.66±0.08
 2.29±0.03
  8.011***

0.03±0.00
0.05±0.01
 -4.000*

 4.54±0.64
 4.87±0.10
  -0.901

Ss-4
Ss-12
Ss-18

92.70±0.03b

92.76±0.02b

92.86±0.03a

0.28±0.05a

0.20±0.01b

0.17±0.03b

 3.02±0.06b

 3.12±0.01a

 3.05±0.01ab

0.06±0.01
0.07±0.01
0.05±0.01

 3.95±0.07
 3.86±0.00
 3.87±0.03

Hcs-6
Hcs-14
Hcs-20

92.50±0.24
92.66±0.14
92.76±0.05

0.35±0.05a

0.25±0.02b

0.18±0.01c

 3.45±0.13a

 3.25±0.05c

 3.28±0.09ab

0.05±0.01
0.05±0.01
0.05±0.01

 3.65±0.21
 3.79±0.16
 3.74±0.13

1)Variety of groups are same as Table 1.
2)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3)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P<0.05, **P<0.01, ***P<0.001.

Table 3. Chemical properties of Makgeolli brewed from rice and barley having different milling degree and cultivars

Variety1) pH Total acidity
(%, lactic acid base)

Amino acidity
(%, glycine acid base)

Total sugar contents
(°Brix)

Alcohol contents
(%)

Sg-8
Sdj-8

4.06±0.07bc2)3)

3.99±0.05c
0.93±0.02a

0.85±0.00bc
1.07±0.02bc

0.99±0.04e
12.20±0.17a

12.00±0.20a
17.77±0.06a

17.21±0.06a

Ss-4
Ss-12
Ss-18

4.04±0.03bc

3.88±0.02d

3.87±0.01d

0.91±0.01ab

0.87±0.04bc

0.88±0.01abc

1.09±0.02ab

1.07±0.03bc

1.04±0.02cd

10.93±0.15cd

10.73±0.21d

11.17±0.15c

15.00±0.00b

15.07±0.12b

15.00±0.53b

Hcs-6
Hcs-14
Hcs-20

4.37±0.12a

4.13±0.03b

4.09±0.02bc

0.94±0.04a

0.90±0.01abc

0.85±0.05c

1.11±0.01a

1.07±0.02bc

1.02±0.01de

11.57±0.06b

11.67±0.21b

11.67±0.12b

14.07±0.12c

14.27±0.12c

14.20±0.10c

1)Variety of groups are same as Table 1.
2)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3)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도를 증가시켰을 때 pH 감소 경향을 나타내 본 결과와 일치

함을 보였다.

보리의 총산 함량은 새쌀보리가 0.91~0.88%, 흰찰쌀보

리가 0.94~0.85%를 나타냈고, 도정률 증가에 따라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Table 3). 이는 종피, 호분층, 배아 등에 

다양한 영양소 구성으로 미생물 증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도정률이 낮을수록 미생물 증식과 관계된 총산 함량이 증대

된 것으로 생각된다.

아미노산도는 Ss-4, Ss-12, Ss-18이 1.09%, 1.07%, 

1.04%를 나타냈고 Hcs6, Hcs-14, Hcs-20이 1.11%, 1.07 

%, 1.02%를 나타내어 도정률 증가에 따라 유의적 감소를 

나타냈으나(P<0.05)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able 3). 

한편 전분 구조가 둥글고 연질미로 알려진 설갱(31)은 신동

진보다 높게 나타나, 막걸리의 맛과 관련된 품질지표인 아미

노산도는 원료곡의 품종, 도정률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Kim 등(17)의 연구에서도 찹쌀 도정도에 따른 발효주에서 

도정도 증가에 따라 낮은 아미노산도를 보여 본 결과와 일치

함을 보였는데, 이는 도정률 증가에 따라 원료곡 단백질 함

량도 함께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사료된다(18,19).

품종 및 도정률이 다른 막걸리의 가용성 고형분 및 알코

올 함량

가용성 고형분은 발효에 중요한 인자로 발효기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며 알코올 생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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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lor value and microorganism of Makgeolli brewed from rice and barley having different milling degree and cultivars

Variety1) Color value Microorganism (log CFU/mL)
L a b Lactic acid bacteria Yeast

Sg-8
Sdj-8

2.05±0.10b2)3)

2.20±0.05a
0.91±0.12d

1.11±0.08bcd
2.66±0.20a

2.83±0.06a
5.73±0.25d

5.60±0.14d
6.37±0.02c

6.46±0.17c

Ss-4
Ss-12
Ss-18

1.17±0.08e

1.33±0.16d

1.47±0.06d

0.98±0.16cd

0.84±0.23d

0.92±0.25d

1.67±0.13c

1.81±0.24bc

1.85±0.06bc

7.21±0.15a

6.99±0.02ab

6.67±0.23b

7.40±0.04a

7.28±0.02ab

7.18±0.05b

Hcs-6
Hcs-14
Hcs-20

1.36±0.06d

1.77±0.08c

1.85±0.03c

1.30±0.17ab

1.53±0.12a

1.27±0.12abc

2.05±0.18b

2.64±0.21a

2.81±0.08a

6.14±0.17c

5.39±0.02d

5.65±0.21d

6.51±0.10c

6.35±0.01c

6.16±0.04d

1)Variety of groups are same as Table 1.
2)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3)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원료곡에서 유래하는 전분으로부터 당화과정을 거쳐 단당

류 생성이 이루어지며 단당류로부터 알코올이 생성된다. 따

라서 알코올 발효에 앞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전분의 당화과

정이며 당화가 잘되지 않으면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지 않아 

산패로 될 가능성이 있다(2). 보리 도정률에 따른 막걸리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새쌀보리가 10.73~11.17°Brix, 흰찰

쌀보리가 11.57~11.67°Brix로 도정률 간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품종 간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P<0.05). 한편 대

조구인 설갱과 신동진은 품종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보

리 막걸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3).

고형분 함량과 유사한 경향으로 보리 도정률에 따른 막걸

리의 알코올 함량도 새쌀보리가 15.00~15.07%, 흰찰쌀보

리가 14.07~14.27%였고 도정률 간 차이는 없었으나 품종 

간 차이를 보였다. 새쌀보리와 흰찰쌀보리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과 알코올 함량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용성 고형분 함량

이 낮았던 새쌀보리가 유의적으로 높은 알코올 함량을 나타

냄으로써 당 소비에 의한 알코올 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그러나 쌀 막걸리와 보리 막걸리를 비교했을 때 

가용성 고형분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음에도 높은 알코올 

함량을 나타냈던 것은 원료인 쌀과 보리의 전분 함량, 전분 

구조, 당화 정도, 수분흡수율 등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한편 1949년 이전까지 시판 막걸리의 알코올 도수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나 1949년 이후 제성한 막걸리의 알코올 

분 규정을 따로 마련하였으며 현재는 3도 이상으로 규정짓

고 있다(2).

품종 및 도정률이 다른 막걸리의 색도 및 미생물

도정률을 달리하는 보리 막걸리와 대조구인 쌀 막걸리의 

색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L값은 Sg-8과 Sdj-8이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 원료곡에 따른 보리와 쌀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보리의 도정률에 따른 색도는 도정률 

증가에 따라 L값과 b값이 유의적 증가를 보였다(P<0.05). 

Eun 등(32)의 연구에서 쌀의 도정도 증가에 따라 L값의 증

가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보였으나 b값은 감소함을 보

여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함을 보였고, 쌀과 보리 원료 차이에 

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생물은 유산균과 효모의 생균수를 측정하였으며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유산균수 분석 결과 Ss-4, Ss-12, Ss- 

18은 7.21, 6.99, 6.67 log CFU/mL였고 Hcs-6, Hcs-14, 

Hcs-20은 6.14, 5.39, 5.65 log CFU/mL로 두 품종 모두 

도정률 증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P<0.05) 품종 

간 비교에서 새쌀보리가 흰찰쌀보리와 비교하여 10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효모수 측정에서도 같았

으며 새쌀보리가 7.18~7.40 log CFU/mL, 흰찰쌀보리가 

6.16~6.51 log CFU/mL를 나타냈다. 대조구인 쌀은 6.37, 

6.46 log CFU/mL를 나타냈으며 쌀 품종 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정을 달리한 막걸리 원료곡의 배유

(endosperm), 배아(embryo) 구성 차이에 따라 미생물 증

식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 지방, 무기질 및 비타민 함량에 

기인할 것으로 사료된다. 

품종 및 도정률이 다른 막걸리의 현탁안정성

막걸리에서 현탁안정성은 시간당 부유물의 부피 변화 즉, 

막걸리를 흔들어 균질한 상태에서 시간경과에 따라 부유물 

침전에 의하여 변화하는 탁한 부분의 부피나 높이를 측정하

여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현탁안정성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단위시간당 탁한 부분의 부피나 높이의 변화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료곡 도정률 차이가 현탁안정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모든 처리구를 물과 1:1로 희

석한 후 단위시간당 탁한 부분의 부피를 측정하여 Fig. 4에 

나타냈다. Fig. 4A에 Ss-8과 Sdj-8의 현탁안정성은 1시간 

경과에 70.0, 69.3%였으나 2시간 경과 후에는 48.0, 43.3%

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보리 막걸리의 2시간 후 현탁안정

성은 Fig. 4B에서 Ss-4, Ss-12, Ss-18은 52.7, 56.3, 54.7 

%를 나타냈고, Fig. 4C에서 Hcs-6, Hcs-14, Hcs-20은 

44.3, 45.7, 55.7%를 나타내어, 새쌀보리는 쌀 막걸리와 비

교하여 현탁안정성이 우수하였다.

또한 보리의 도정률에 따른 현탁안정성은 흰찰쌀보리에

서  도정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새쌀보

리에서도 4시간 이후에 같은 결과를 나타내 품종에 따른 일



보리의 품종과 도정률이 막걸리의 품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 1845

0

20

40

60

80

100

0 1 2 3 4 5 6 7 8

Sg-8 Sdj-8

*** *** ***

A

0

20

40

60

80

100

0 1 2 3 4 5 6 7 8

S
us

pe
ns

io
n 

st
ab

ili
ty

 (%
)  .

Ss-4 Ss-12 Ss-18

aa
b a a

b a ab a a
b a

a
b

B

0

20

40

60

80

100

0 1 2 3 4 5 6 7 8

Time (hour)

Hcs-6 Hcs-14 Hcs-20

b
b

a
bb

a

bb

a

bb

a

bb

a

bb

a

bb

a

bb

a

b

C

Fig. 4. Suspension stability of Makgeolli brewed from rice and 
barley having different milling degree and cultivars. Variety of 
groups are same as Table 1.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Asterisks (***) on the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01) by t-test. Different letters (a,b) on the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부 차이를 나타내며, 대체적으로 도정을 많이 한 처리구에서 

현탁안정도가 높았다(Fig. 4B, 4C). 이는 도정률을 증가시

킴에 따라서 막걸리 현탁용액 내에 부유할 수 있는 크고 무

거운 입자가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관련 이론으로 

수층에서 입자의 침전 속도는 입자 크기와 밀도에 의해 결정

되며, 입자가 크고 밀도가 높을수록 침전 속도가 증가한다는 

Stokes 법칙을 통해 도정률로 인한 입자 크기가 현탁안정성

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33). 한편 So 등(24)의 

연구에서는 개량누룩의 상용을 달리한 탁주에서도 현탁안

정성이 큰 차이를 보여 도정률 외 발효제에 의해서도 현탁안

정성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계면에 고정

되는 이온층과 용액 내부 전위차를 나타내는 제타전위(zeta 

potential)는 콜로이드 용액의 안정도와 관련되는데, 일반적

으로 0~±5 mV이면 용매에서 빠르게 응집하여 침전하고 

±30~±60 mV일 때 분산이 잘되며 ±61 mV 이상이면 매우 

안정한 상태를 나타낸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34). Paik 등

(35)의 연구에서 칼슘의 나노 및 마이크로 입자의 제타전위

가 ±10 mV 이하로 나타났으며 응집과 침전이 쉽게 이루어

진 것을 확인하였고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마이크로 칼슘 

입자가 좀 더 불안정하였다. 향후 도정률에 따른 현탁안정성

을 구명하기 위해서 도정률과 입자 크기, 제타전위, 점도 등

과의 상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보리의 품종 및 도정률이 막걸리 품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과 대조구인 기존 쌀 막걸리와 보리 막걸리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건조주박량은 새쌀보리 그룹인 

Ss-4, Ss-12, Ss-18이 92.3 g, 69.4 g, 63.8 g을 나타냈고, 

흰찰쌀보리 그룹인 Hcs-6, Hcs-14, Hcs-20은 62.3 g, 

42.2 g, 32.2 g을 나타내 도정률과 품종 간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냈으며(P<0.05), 주박함수율은 도정률 증가에 비례하

였다. 한편 Ss-8, Sdj-8의 주박량은 19.0 g, 7.7 g으로 쌀과 

보리 원료에 따른 큰 차이를 나타냈다. 원료 도정률 증가에 

따라 탄수화물은 증가, 그 외 성분은 감소하였고, 그중 회분

은 막걸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pH, 

총산 함량, 아미노산도는 도정률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는데,  

이는 도정 정도를 달리하는 원료 특성에 따라 생성되는 유기

산과 함유된 영양성분의 차이에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보리 

도정률에 따른 막걸리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과 알코올 함량

은 도정률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품종 간 차이를 

보였고 보리 막걸리는 10.7~11.8°Brix, 14.07~15.07%로 

쌀 막걸리 12.0~12.2°Brix, 17.27~17.77%와 비교하여 유

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도정에 따른 원료곡의 색 

차이는 막걸리의 색도에도 영향을 주어 도정률 증가에 따라 

L값과 b값이 증가하였다. 발효와 관련한 유산균수는 Ss-4, 

Ss-12, Ss-18이 7.21, 6.99, 6.67 log CFU/mL였고, Hcs- 

6, Hcs-14, Hcs-20은 6.14, 5.39, 5.65 log CFU/mL로 

도정률 증가에 따른 유의적 감소를 나타냈다(P<0.05). 이러

한 결과는 효모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고, 특히 막걸리의 

주요 품질로 현탁안정성이 도정률에 따른 차이를 보여 도정

률 조정으로 현탁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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