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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ccuracy and efficiency of different methods used for the
fermentable sugar assay in the production of Makgeolli sul-dut. In the initial stage of fermentation, Ipguk treatment
produced a higher alcohol content compared to the Nuruk treatment. However, the alcohol conten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starters at the final stage of fermentation. Acidity in the Ipguk treatment was higher than that
of Nuruk throughout the fermentation period. After analyzing the fermentable sugars using dinitrosalicylic acid (DNS),
Fehling’s method, refractometer, glucose kit, and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it was confirmed that
the HPLC method was the most accurate for fermentable sugar quantification. In both types of starters, DNS and Fehling’s
methods showed results comparable to HPLC in terms of fermentable sugar content, while the glucose kit and
refractometer analyses showed relatively large discrepancies, indicating that the Fehling’s method could also be effective
for the analysis of fermentable sugars in the manufacture of Makgeo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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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막걸리는 쌀 등의 곡물과 누룩을 원료로 담금하여 만드는 술

로, 누룩 미생물 중 곰팡이가 생산하는 아밀레이즈(amylase)에 의

한 쌀 녹말의 당화 공정과 발효성 당의 알코올(alcohol) 발효 기

능을 가진 효모에 의한 에탄올(ethanol)로의 전환과정 등 여러 미

생물의 제 효소 반응의 조화에 의해 병행복발효시켜 만드는 양

조주이다(1). 전통적 막걸리의 원료는 쌀, 찹쌀, 보리쌀, 현미, 옥

수수, 고구마 등이며, 곡류의 주성분인 전분질을 당분으로 전환

시켜 술을 제조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생산하는 효소가 필요하며

당화효소원인 발효제로 누룩이 이용되고 있다(2). 전분질의 당화

는 글루코아밀레이즈(glucoamylase) 또는 알파아밀레이즈(α-amylase)

와 같이 작용하는 메커니즘(mechanism)이 상이한 아밀레이즈의

상호 보완 작용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3). 알파아밀레이즈는 전

분내의 알파-1,4-글루코시드(α-1,4-glucosidic) 결합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로서 다양한 미생물과 식물, 동물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4).

누룩은 제조방법에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접종, 번식되어 만들어지는 재래누룩과 살균한 전분질 원료에

Aspergillus luchuensis, Aspergillus oryzae 등 순수 배양한 균을 접

종하여 만드는 개량누룩 또는 입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3), 일

부 막걸리 양조업체에서 재래누룩이나 개량누룩을 사용하고 있

기는 하나 대부분의 막걸리 양조업체에서는 A. luchuensis를 쌀에

배양한 입국을 주발효제로 사용하고 있다(5). 막걸리 술덧 양조

와 같은 병행복발효에서는 발효성 당의 생성과 알코올 발효 속

도의 조절이 정상발효와 설계품질의 구현에 핵심기술이므로 발

효 과정에서 술덧 중 알코올과 발효성 당의 분석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술덧 또는 막걸리의 성분 분석에 관한 연

구로는 막걸리의 원료 외 누룩에 따른 막걸리의 품질특성(6,7),

막걸리의 발효과정 중 성분 변화에 대한 연구, 저장 방법에 따른

막걸리의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8,9), 누룩종류를 달리하여 담금

한 탁주 술덧의 휘발성 향기성분 특성(10)에 관한 연구 등 막걸

리의 이화학분석에 관한 연구들은 모두 발효제에 따른 특성의 차

이, 산도, 고형분, 색도, 알콜, 발효성 당의 차이를 확인하고 품질

개선 및 저장성 향상을 위한 막걸리 술덧 양조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다수의 막걸리 양조업체에서 발효성 당 분석

시 굴절계(refractometer)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 정

확도 검증 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막걸리 양조업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발효제

인 입국과 개량누룩을 이용한 막걸리 술덧 양조 시 발효성 당 함

량의 경시적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HPLC 분석결과를 기

준으로 DNS (Dinitrosalicylic acid)법, 펠링(Fehling)법, 포도당키트

(D-glucose kit), 굴절계를 사용한 분석결과와의 유의성 검정을 통

하여 분석방법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하여 영세

규모 막걸리 양조업체에서도 용이하게 발효성 당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분석방법 적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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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쌀은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소재의 농협에

서 구매한 국내산 안성마춤 쌀(추청)을 사용하였으며, 입국은 조

은곡식(Ipguk, Joeun Cereal, Hwaseong, Korea)에서 구입하였고,

개량누룩은 한국효소 주식회사에서 구입한 바이오 누룩(Bio Nuruk,

Korea Hyosowon, Hwaseong, Korea)을 사용하였으며, 효모는 La

Parisienne Brown (S.I. Lesaffre, France)을 사용하였다.

막걸리 술덧 발효

개량누룩과 입국을 발효제로 사용한 담금 레시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백미는 물로 5번 정도 수세 후 물 온도 25oC에서 2

시간 침지한 다음 체로 30분간 물 빼기 후 증미기(Model-1,

Bluebrew Lab, Seongnam, Korea)를 이용하여 100oC에서 2시간

동안 증미 한 다음 30분 냉각 한 뒤 담금 원료로 사용하였다. 개

량누룩을 발효제로 사용한 술덧 발효의 경우, 1단 담금 시 효모

를 접종하는 2단 담금 방식을 적용하였고, 입국을 발효제로 사용

한 술덧 발효는 효모를 접종하여 모액 담금 후 1단 및 2단 발효

를 실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Fig. 1).

발효제의 이화학적 특성

발효제의 산도는 국세청기술연구소 주류분석규정(11)에 따라

분석하였다. 시료 10 g을 취하여 물 50 mL를 가해 30oC에서 3시

간 이상 침출한 다음 여과 후 여액 10 mL에 혼합지시액(Bro-

mothymol blue 0.2 g 및 neutral red 0.1 g을 알코올 300 mL에 녹

임) 2-3방울을 가하여 0.1 N 수산화소듐(NaOH) 용액으로 담홍색

에서 담록색으로 될 때까지 적정하여 적정에 소비된 0.1 N NaOH

용액량을 산도로 하였다. 발효제의 전분 당화력은 국세청기술연

구소 주류분석규정(12)에 따라 각 발효제에 1% 염화소듐(NaCl)

용액을 가하여 30oC에서 3시간 침출시킨 액 또는 이의 희석액을

효소 시료로 하고, 2% 전분 용액을 기질로 사용하였다. 기질용

액 50 mL와 아세트산염 완충액 30 mL를 55oC 수욕조에서 10분

간 방치한 다음 시험용액 10 mL를 가해주고 60분 후 0.5 N

NaOH를 가하여 효소반응을 중지시킨 다음 상온으로 냉각하고

물을 가해서 100 mL로 조정 후 이 액 10 mL와 시험용액대신 물

을 취하여 동일하게 처리한 대조액 10 mL를 각각 취하여 발효성

당을 측정하였다. 발효성 당 측정은 펠링 용액 10 mL, 물 40 mL,

포도당 표준용액 10 mL를 가해주고 끓여주면서 포도당 표준용액

으로 적정하였다. 황산구리의 청색이 거의 없어지면 메틸렌블루

시약 4-5방울을 더 가하여 적정을 계속하였고, 종말점은 메틸렌

블루의 청색이 없어지는 점으로 하였다. 따로 펠링 용액 10 mL,

물 40 mL, 대조액 10 mL 및 포도당 표준용액 10 mL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 다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녹말 당

화력을 구하였다.

S: 소비된 포도당 표준용액의 소비 mL수

B: 공시험에 소비된 포도당 표준용액의 소비 mL

2: Factor (20/10)로서 포도당 표준용액(2 mg/1 mL)과 사용된

표준용액 10 mL의 양에서 산출된 수치임

W: 시험용액 10 mL에 함유된 검체의 양(g)

SP: Saccharogenic Power (unit: SP)

글루코아밀레이즈 활성도(glucoamylase activity)는 Kim 등(13)

의 방법에 준하여 기질 1% 녹말 용액(pH 7.4) 1 mL에 0.2 M 아

세트산 완충용액(acetate buffer) 0.2 mL를 넣고 40oC에서 5분간 예

열한 후 효소 시료 100 µL를 첨가한 다음 40oC에서 20분간 반응

SP
B S–( ) 2×

W 1×
---------------------------=

Fig. 1. Schematic diagram for the preparation of Makgeolli by
Nuruk (A) and Ipguk (B) methods.

Table 1. Ingredients of experimental Makgeolli (Unit: g)

Step Sample materials Nuruk method Ipguk method

Seed mash

Ipguk 264.0

Yeast 11.3

Water 396.0

First mash

Nuruk 23.4

Ipguk 1086.0

Yeast 11.3

Water 2250.0 1854.0

Rice 1500.0 150.0

Second mash

Nuruk 46.8

Water 4500.0 4500.0

Rice 30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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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 N NaOH 100 µL를 넣고 중화한 다음 생성된 발효성 당을

정량하여 구하였으며, 녹말로부터 1 mg의 포도당을 생성하는 효

소 활성을 1 unit으로 하였다. 알파아밀레이즈 활성도(α-Amylase

activity)는 Kim 등(13)의 방법에 준하여 1% starch 2 mL을 시험

관에 취해, 40oC에서 5분간 예열한 후 효소 시료 100 µL를 첨가

한 다음 반응을 개시하였다. 반응액 0.1 mL을 넣어둔 시험관에

넣어 혼합한 후 25oC에서 2분간 방치하고 670 nm에서 투과율 T%

를 측정하였다. 효소의 활성도는 아래의 식으로 산출하였다.

U (unit/g koji)=(12.75×(T30 min–T0 min)/30 min)×5(희석비율)

T30 min: 30분간 효소반응을 시킨 후의 투과도

T0 min: 효소반응을 시키기 전의 투과도

술덧 알코올 함량 및 산도

술덧의 알코올 함량은 국세청 주류분석규정(14)에 따라 시료

100 mL을 메스실린더에 취하고 500 mL 삼각플라스크에 옮긴 다

음 메스실린더에 다시 증류수 30 mL을 가하여 씻은 후 삼각플라

스크에 옮긴 다음 소포제를 넣고 증류장치에 연결하여 증류액이

메스실린더에 80 mL 이상이 될 때 회수한 다음 증류수를 가하여

100 mL 로 맞춘 후 Density meter (DMA 35 Portable Density

Meter, Anton Paar, Graz, Austria)를 이용하여 20oC에서 측정하였

다. 술덧의 산도는 발효제의 산도 측정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주

류분석규정(11)에 따라 10 mL의 시료를 취하여 혼합지시약(Bro-

mothymol Blue 0.2 g, Neutral Red 0.1 g, 95% ethyl alcohol

300 mL)을 2-3방울 떨어뜨린 다음 0.1 N NaOH로 중화 적정 후

적정에 소비된 0.1 N NaOH 용액량을 산도로 하였다.

발효성 당 함량

술덧을 4,5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한 다음 상층액을 취하

여 여과(Whatman No. 2) 후 0.45 µm의 나일론(Nylon) 필터

(Agela Technologies, Wilmington, DE, USA)로 여과한 다음 발효

성 당 함량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고, HPLC, DNS법, 펠링법, 굴

절계 및 포도당 키트(K-GLUC, Megazyme, Wicklow, Ireland) 분

석 방법 등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방법 모두 3반

복으로 실시하였다. 술덧 중 포도당(glucose), 엿당(maltose) 함량

은 식품공전(15)의 방법을 변형하여 HPLC (Alliance 2690, Waters

Corp., Milford, MA,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 주입량

은 20 µL였으며, 컬럼은 Shodex Asahipak NH2P-50 4E (10 µm,

3.9×300 mm) HPLC column (Shoko America Inc., Torrance, CA,

USA), 검출기는 Waters 410 RI detector (Waters Corp.)를 사용하

였다. 컬럼의 온도는 30oC, 유속은 1.0 mL/min으로 유지하였다.

Mobile phase는 acetonitrile과 증류수(distilled water)를 75:25 (v/v)

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표준당은 D-(+)-glucose, D-(+)-maltose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표준품으로 사용하여 각

각 1 g씩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정밀히 달아 3차 증류수로 정

용한 다음 농도 별로 희석한 표준용액으로 검량선을 작성하여 함

량을 분석하였다. DNS법을 사용한 발효성 당 분석은 Chae 등

(16)의 방법을 참조하여 실시하였다. 시료 1 mL에 DNS 용액 3 mL

을 넣고 100oC에서 10분간 가열하여 식힌 다음 분광광도계

(Genesys 10-S,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측정하였으며, 표준당은 D-(+)-

glucose (Sigma-Aldrich)을 사용하였다. 펠링법에 따른 발효성 당

분석은 국세청주류분석규정(17)의 직접환원당법의 변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당도(brix)는 와인 굴절계(HI 96811, Hanna Instru-

ments, Woonsocket, RI,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술덧 중 포도당 분석은 시판 포도당 키트를 사용하여 실시하

였다. Reagent blank는 GOPOD reagent 3.0 mL+증류수 0.1 mL,

glucose standard는 GOPOD reagent 3.0 mL+D-glucose standard

0.1 mL, 시료는 GOPOD reagent 3.0 mL+sample 0.1 mL을 각각

혼합하여 40oC에서 20분간 발색시켰다. 이후 분광광도계를 이용

하여 510 nm에서 측정하였다.

D-(+)-glucose (µg/0.1 mL)=

통계처리

3회 반복실험을 통한 실험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SAS Package

(Ver. 9.0) program으로 이용하여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던

컨시험(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p<0.05 수준에서 각

실험 군 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발효제 분석

막걸리 술덧 발효에 사용된 개량누룩과 입국의 pH, 산도 및

당화력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누룩의 pH와 산도는 각각 5.08

및 0.85이었고, 입국의 pH와 산도는 각각 3.10 및 1.95로 입국의

산도가 개량누룩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판

입국 배양에 적용된 백국균, A. luchuensis가 유기산 생성능이 높

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8). 개량누룩은 입국에 비해

당화력이 약 20배 높은 1,241 SP으로 나타났는데 배양에 사용된

곰팡이의 당화효소 생성능 차이로 생각된다.

발효제에 따른 당화효소활성

Kim 등(18)과 Hwang 등(19)은 누룩에 존재하는 알파아밀레이

즈, 글루코아밀레이즈가 당화 과정 중 쌀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포도당과 엿당이 주로 생성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발효제의 당화 효소 활성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글루

코아밀레이즈 활성도는 개량누룩이 14.05 unit/g, 입국이 5.32 unit/

g으로 개량누룩이 2.6배 이상 높은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알파아밀레이즈 활성도는 개량누룩 576.58 unit/g, 입국 8.08

unit/g으로 누룩의 알파아밀레이즈 활성이 70배 이상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알파아밀레이즈와 글루코아밀레이즈의 활성 비율은 개

량누룩 41.05, 입국 1.52로 개량누룩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개량누룩의 총 당화력이 입국 대비 약 20배 정도 큰 것으로 확

인된 바 있으므로(Table 2) 술덧 발효 중 개량누룩의 당화력은 알

파아밀레이즈 활성도, 입국의 당화력은 글루코아밀레이즈 활성도

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Sample

∆AD-glucose standard 100 µg( )

------------------------------------------------------------------- 100×

Table 2. Characteristics of Koji

pH Acidity (mL)1) SP2)

Nuruk 05.08±0.12a* 0.85±0.05b 1,241±79.3a

Ipguk 3.10±0.19b 1.95±0.08a 061.8±1.97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a-bMeans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test.
1)Acidity: Titratable acidity
2)SP: Saccaharogenic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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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제에 따른 막걸리 술덧의 알코올 함량, pH 및 산도

알코올은 막걸리의 주질을 좌우 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발효제의 아밀라아제의 작용으로 인해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고,

효모의 발효기질로 이용되어 일정기간 에탄올 함량이 상승하게

된다(20). 개량누룩과 입국을 발효제로 사용한 술덧의 발효 과정

중 알코올 함량 변화를 Fig. 2(A)에 나타내었다. 입국 시험구의

경우 7일차에 알코올 발효가 완료되었고, 발효기간 동안 두 시험

구의 술덧 간 알코올 함량의 경시적 차이가 관찰되기는 하였지

만 발효 9일차에는 18.1%로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입국을 사용한 처리구보다 개량누룩을 사용한 시험구의 알

코올 생성 속도가 늦은 것으로 확인된 Park 등(21)의 보고와 유

사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막걸리 술덧의 pH와 총산 함량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기산의 종류와 농도 등에 영향을 받

으므로, 발효진행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22)이며,

풍미와 보존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술덧의 발효 과

정 중 pH 변화와 산도의 변화는 각각 Fig. 2(B)와 Fig. 2(C)에 나

타내었다. 입국을 발효제로 사용한 술덧에서 개량누룩 대비 담금

초기뿐 아니라 발효 종료 시에도 pH는 낮고, 총산 함량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입국 배양 시 종균으로 사용된 A.

luchuensis균의 특성상 유기산 생성력이 높고 내산성 당화효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pH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23). 결과

적으로 두 시험구 모두 9일간의 발효기간 동안 정상적인 발효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정상적인 발효과정 중에 발

효성 당 함량의 경시적 변화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분

석방법간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분석방법에 따른 막걸리 술덧 중 발효성 당 함량의 비교

발효제에 의해 전분질이 당화되고 당화된 포도당이 효모에 의

해 알코올로 전환되는 병행복발효 과정에서 발효성 당의 함량과

알코올 함량과는 상관성이 크고, 정밀한 발효 경과의 확인 및 발

효관리를 위하여는 발효성 당 함량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발효성 당은 염기성 용액에서 알데하이드 또는 케

톤을 형성하는 당의 일종으로 포도당, 엿당, 과당, 젖당 등이 속

한다(24). 본 연구에서 막걸리 술덧의 발효성 당 함량을 개량누

룩과 입국을 발효제로 사용하여 9일간의 발효 기간 동안 HPLC

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다양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얻

은 결과를 Table 4와 5에 나타내었다.

HPLC 분석 결과, 개량누룩 시험구에서는 발효1일차 전체 발

효성 당 함량이 74.41 mg/mL로 측정되었고 발효가 진행됨에 따

라서 서서히 감소되었다. 또한 발효 초기 4일차까지는 포도당과

엿당이 함께 검출되었으나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엿당의 함량이

줄어 발효 5일차부터는 포도당만 검출되었다(Table 4). 입국 시험

구에서는 발효 1일차 전체 발효성 당 함량이 8.88 mg/mL 로 낮

게 측정되었으나 2일차에 28.99 mg/mL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3일

차부터 다시 감소되었다(Table 5). 입국 시험구에서는 개량누룩

시험구와 달리 전체 발효과정 중에 엿당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

는데(<1 mg/mL) 이는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개량누룩

의 당화력은 알파아밀레이즈 활성도, 입국의 당화력은 글루코아

밀레이즈 활성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끼치는 당화효소 활

성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DNS 방법을 이용한 술덧

중 발효성 당 분석 결과, 입국 시험구 1일차 분석 결과를 제외

하면 개량누룩과 입국 시험구에서 공히 HPLC를 사용한 분석 결

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국 시험구 1

일차에서의 분석 불안정성은 입국 시험구 술덧의 1일차 산도가

높아 DNS 방법 적용 시 발효성 당이 알데하이드를 형성하는 염

기성 조건 유지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펠링

법을 이용한 술덧 중 발효성 당 분석 결과, 개량누룩 시험구에서

발효성 당 함량이 높은 발효 초기에는 HPLC 및 DNS 분석 방

법 대비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전반적으로 HPLC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포도당 키트를 이용한

포도당 분석 결과, 개량누룩 시험구와 입국 시험구에서 모두 전

반적으로 HPLC, DNS 및 펠링분석 방법 대비 낮은 값을 나타내

었으나 그 차이는 개량누룩 시험구에서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

는데 이는 분석 과정에서의 효소 반응에 Table 3에 나타낸 것처

Table 3. Characteristics of enzyme activity

Glucoamylase 
(unit/g)

α-Amylase 

(unit/g)

α-Amylase/
Glucoamylase ratio

Nuruk 14.05±0.27a* 576.58±16.23a 41.05±1.43a

Ipguk 5.32±0.12b 08.08±0.44b 01.52±0.10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a-bMeans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test.

Fig. 2. Changes in alcohol contents (A), pH (B) and acidity (C)

during fermentation of Makgeolli by Nuruk (●) and Ipg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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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개량누룩과 입국의 효소 활성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현재 대부분의 영세규모 업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굴절계를 이

용한 당도 분석 결과, 개량누룩 시험구와 입국 시험구에서 모두

다른 분석방법으로 실시한 결과값보다 매우 큰 값을 보였으며 발

효 전주기를 통하여 경시적 변화가 크지 않았다. 특히 발효성 당

이 대부분 소비되는 발효 말기에도 매우 높은 당함량을 나타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막걸리 제조를 위한 병

행복발효 술덧 중 발효성 당 분석 시 굴절계를 이용한 당도 분

석은 적합하지 않으며, 술덧 발효 관리 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HPLC 분석결과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DNS와 펠링법 중

에서 분광광도계와 같은 별도 분석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시

료간 측정값이 동등 수준으로 용이하게 발효성 당 분석을 실시

할 수 있는 펠링법의 적용이 양조업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막걸리 양조업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발효

제인 입국과 개량누룩을 이용한 막걸리 술덧 양조 시 발효성 당

함량의 분석방법간 결과 비교를 통하여 다수의 막걸리 양조업체

에서 발효성 당 분석 시 적용하고 있는 굴절계 분석 방법의 정

확도 검증 및 HPLC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DNS법, 펠링법, 포도

당 키트를 사용한 분석결과와의 유의성 검정을 통하여 분석방법

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영세 규모 막걸리 양조업체에서도 정밀

분석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용이하게 발효성 당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분석방법 적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DNS

법과 펠링법은 발효성 당 분석 기준으로 설정한 HPLC 분석 결

과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포도당 키트와 굴절계를

사용한 분석결과는 HPLC 분석 결과와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특히, 굴절계를 사용한 분석 결과의 경우 발효 전

주기를 통하여 경시적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효성 당이

대부분 소비되는 발효 말기에도 매우 높은 당도를 나타내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 다수의 막걸리 양조업체에서 발

효성 당 분석 시 적용하고 있는 굴절계를 이용한 당도 분석은 적

합하지 않으며, 술덧 발효 관리 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

능성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분광광도계와 같은 별도의 분석 장

비를 사용하지 않고 용이하게 발효성 당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펠링법의 적용이 양조업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효

율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Table 4. Comparative data of fermentable sugar in Nuruk Makgeolli by different analysis methods (Unit: mg/mL)

Sample day

Reducing sugar

HPLC
DNS Fehling Glucose Kit Refractometer

Total Glucose Maltose

Nuruk

1 74.41±0.95b 53.92±1.71 20.49±0.76 70.39±2.49c* 64.04±2.60d 18.03±0.17e 124.0±0.00a

2 62.65±0.13b 44.60±0.44 18.04±0.31 54.47±0.54c 54.27±1.65c 12.61±0.25d 123.3±0.60a

3 45.19±0.60b 32.96±0.81 12.23±0.21 43.27±1.39c 37.88±0.21d 06.56±0.25e 132.0±0.00a

4 37.47±0.58b 36.43±0.58 01.04±0.00 19.07±0.32c 19.05±0.95c 10.06±0.05d 113.7±0.60a

5 19.30±0.57b 19.30±0.57 15.47±0.72c 15.29±0.67c 03.93±0.06d 105.0±0.00a

6 10.51±0.05b 10.51±0.05 07.68±0.07c 06.33±0.34d 02.57±0.10e 094.7±0.60a

7 07.02±0.15b 07.02±0.15 05.73±0.02c 04.75±0.27d 02.73±0.09e 091.7±1.20a

8 04.04±0.05b 04.04±0.05 03.28±0.05c 02.50±0.40d 01.45±0.03e 090.0±0.00a

9 02.23±0.01b 02.23±0.01 02.40±0.01b 02.42±0.37b 00.97±0.04c 093.7±0.60a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a-eMeans in the same row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test.

Table 5. Comparative data of fermentable sugar in Ipguk Makgeolli by different analysis methods (Unit: mg/mL)

Sample day

Reducing sugar

HPLC
DNS Fehling Glucose Kit Refractometer

Total Glucose Maltose

Ipguk

1 8.88±0.10c 8.88±0.10 11.28±0.22b* 9.87±1.36c 7.70±0.21d 091.3±0.60a

2 28.99±0.37b0 28.99±0.370 27.25±0.13c0 25.27±0.23d0 20.23±0.32e0 088.7±0.60a

3 16.08±0.24b0 15.42±0.230 0.67±0.03 15.46±0.92b0 16.32±1.21b0 8.73±0.14c 101.7±0.60a

4 10.61±0.12b0 10.27±0.110 0.34±0.01 7.67±0.21c 8.33±1.76c 7.50±0.13c 103.3±1.50a

5 7.36±0.07b 6.87±0.06 0.49±0.01 6.56±0.20c 6.96±0.90bc 4.43±0.14d 105.7±0.60a

6 6.36±0.02b 5.75±0.01 0.61±0.01 06.01±0.07bc 5.59±0.67c 3.87±0.05d 105.7±0.60a

7 4.91±0.03c 4.91±0.03 5.19±0.04b 5.11±0.16b 3.60±0.05d 106.7±0.60a

8 4.79±0.01b 4.79±0.01 4.90±0.06b 4.60±0.42b 3.51±0.06c 106.3±0.60a

9 5.75±0.02b 5.75±0.02 5.86±0.08b 5.38±0.08c 4.45±0.06d 112.7±1.50a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a-eMeans in the same row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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