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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도별 룩 약주의 품질특성

최정실․여수환․정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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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Characteristics of Yakju as Affected by Rice 
Nuruk  with Different Degrees of Milling

Jeong Sil Choi, Soo Hwan Yeo, and Seok Tae Jeong

Fermented Food Science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ice nuruk prepared from rice with different degrees of 
milling (0, 10, 30, 50, and 70%) on physicochemical qualities of yakju. The results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qualities of yakju prepared using rice nuruk from rice with different degrees of milling. Specially, pH, amino 
acidity, brownness, b value, and color difference were significantly reduced as the degrees of milling increased, whereas 
contents of alcohol and volatile acid, reducing sugar, and L value were increased. Malic acid, succinic acid, and 
lactic acid were the main organic acids in yakju,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reatments in malic 
acid, lactic acid. However, there was no tendency according to different degrees of milling. In addition, contents 
of total free amino acids and nitrogen compounds showed no tendency according to degrees of milling, whereas the 
content of aspartic acid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significantly. The content of 2-phenyl alcohol in the volatile 
flavor components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significantly with higher degree of milling of rice nuruk, whereas 
contents of n-propanol and iso-amyl alcohol tended to decrease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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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전통주 중 약주는 찹쌀이나 멥쌀과 같은 곡류

를 원료로 하고 발효제로 누룩을 사용해서 병행 복발효하여 

제조한 것으로 탁주와 달리 술덧을 여과한 맑은 술을 말한다

(1,2). 누룩은 탁주나 약주 제조 시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원

이고 발효 미생물원으로 미생물을 인위적인 접종 없이 자연

에 존재하는 미생물로 만들어지는 전통누룩과 증자한 전분

질 원료에 순수 배양한 곰팡이를 접종하여 제조하는 개량누

룩으로 분류할 수 있다(3,4). 특히 쌀누룩은 증자한 쌀에 양

조용 곰팡이를 인위적으로 접종, 배양하여 곰팡이에 의해 

생성된 다양한 효소를 포함하고 있어 효소원으로 사용되고 

있다(5). 그러므로 누룩에 따라 생육 미생물이나 효소 활성, 

알코올 발효력, 유기산 생산력이 달라 약주의 품질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6).

한편 쌀은 주성분인 전분이 70% 이상이며 주로 내부에 

존재하고 있고 이외 단백질이나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은 

외층에 존재하고 있다(7). 도정은 탈곡기를 이용하여 벼에서 

왕겨와 미강을 제거하고 정선 과정을 통해 백미로 가공하기 

위한 것으로 쌀의 품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8). 도정 정도

가 증가할수록 쌀알의 바깥 부분에 있는 지방이나 회분 함량

은 감소하게 되고 양질의 전분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3). 

이러한 쌀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주의 품질은 쌀의 도정 정도

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도정에 따라 진양주(9), 소곡주

(8), 찹쌀발효주(7), 막걸리(6) 제조 시 품질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의 고찰 결과를 

토대로 도정이 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술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도정도별 쌀누룩의 품질에도 영향을 줄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도정도를 달리해서 쌀누룩을 

만들거나 그러한 누룩으로 제조된 약주의 품질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도정도를 달리한 쌀누룩으로 약주를 제조하고 도정도에 

따른 쌀누룩이 약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

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쌀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농협 마곡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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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장에서 생산된 오대쌀 백미(Galmal Agricultural Coo-

perative, Cheolwon, Korea)이며, 발효제로는 도정도별(0, 

10, 30, 50, 70%)로 제조한 쌀누룩을 사용하였다. 효모는 

송천효모(Songcheon Yeast Development Institute, 

Cheongyang, Korea)를 사용하여 약주 제조에 앞서 하루나 

이틀 전에 가루 형태의 효모를 활성화하여 배양한 후 사용하

였다. 즉 YPD 액체배지(Becton, Dickinson & Company, 

Sparks, MD, USA) 5 mL에 송천효모를 1 백금이 접종하고 

shaking incubator(SI 600R, Lab Companion Com, Dae-

jeon, Korea)에서 30°C, 100 rpm으로 1일 동안 배양하였

다.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모두 특급시약이었다.

도정도별 쌀누룩 제조

도정된 쌀 각 5 kg을 깨끗하게 씻어서 1시간 동안 수침한 

다음, 1시간 동안 물빼기를 수행하였다. 쌀을 증자기(MS- 

30, Yaegaki Food & System Inc., Himeji, Japan)에 넣고 

김이 올라오기 시작한 후부터 40분간 수증기를 더 가해 고

두밥을 제조하였다. 고두밥을 50°C까지 식히고, 식으면 

0.01% 분말상의 황국 종국 Aspergillus oryzae[Chung 

Moo Fermentation Co., Ulsan, Korea; 20×109/g, 수분 

함량 10% 이하, 30 sp(saccharogenic power, 당화력)]를 

무균적으로 접종하였다. 그리고 35°C, 상대 습도 98%인 발

효조(VS-1203PFHLN, Vision Scientific, Co., Ltd., Dae-

jeon, Korea)에서 43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나면 실온

(25°C)에서 펴서 말린 후 도정도별 쌀누룩으로 사용하였다.

약주 담금

약주는 단담금으로 하였다. 즉 오대쌀 백미 1 kg을 깨끗

하게 씻어서 1시간 동안 수침한 다음 1시간 동안 물빼기를 

수행하였다. 쌀을 증자기(MS-30, Yaegaki Food & Sys-

tem Inc.)에 넣고 김이 올라오기 시작한 후부터 40분간 수증

기를 더 가해 고두밥을 제조하였다. 5 L 유리병에 총 전분질 

원료(쌀과 쌀누룩)의 180% 물(2.7 L), 수침 전 백미 무게 

기준 50%의 쌀누룩(500 g)과 증자미를 넣었다. 이때 도정

도에 따른 쌀누룩 자체의 전분질 함량은 배제하였다. 효모는 

전 배양액 5 mL(효모수 2.064×106/mL)를 같은 생균수로 

접종하였다. 용기의 상부를 랩으로 막고 위에 뚜껑을 가볍게 

닫은 후 랩과 용기 뚜껑을 포함한 총 무게를 측정하였다. 

발효는 25°C 수욕조상(Fermenter, Dasol Scientific Co., 

Hwaseong, Korea)에서 하였다. 매일 1회 유사한 시간에 

잘 저어주며 총 무게를 측정하여 증발 무게를 기록하였다. 

무게 편차가 2 g 미만일 때까지(12일) 발효하였다. 이것은 

Park 등(10)과 Kim 등(11)의 고구마 소주의 술덧 발효 경과

를 술덧에서 발생하여 공기 속으로 날아가는 탄산가스 중량

을 감소 중량으로부터 산출하여 측정한 것에 착안하여 발효

가 끝났을 때는 더 이상의 무게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그 

무게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발효가 끝나면 4°C에서 7,000 

rpm(9,280×g force)으로 30분간 원심분리(Hitachi CR22G 

III, Hitachi Co., Ltd., Tokyo, Japan) 하여 상층액을 약주로 

사용하였다. 

도정도별 쌀누룩의 당화력 측정

도정도별 쌀누룩의 당화력 측정은 당화력 키트(No. 60211, 

Kikkoman Co., Noda, Japan)를 사용하였다. 즉 4-nitro-

phenyl β-maltoside(G2-β-PNP)를 기질로 이용하는 방법

으로 글루코아밀라아제(glucoamylase) 및 알파 글루코시

다제(α-glucosidase)에 의해 1분에 1 μmol의 4-nitro-

phenol(PNP)을 유리하는가를 당화력 1 U로 보는 것이다. 

기질용액 0.5 mL를 첨가하고 37°C에서 5분간 예열(Eyela 

NTT-2200, Tokyo Rikakikai Co., Ltd., Tokyo, Japan)하

였다. 이후 효소액 0.1 mL를 넣고 37°C에서 정확히 10분간 

반응시킨 후 반응 정지액 2.0 mL를 첨가한 다음 40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UV spectrophotometer, JP/UV-2450, 

Shimadzu Co., Kyoto, Japan)하였다. 쌀누룩의 효소 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도정도별 쌀누룩 10 g에 0.5% 염화

나트륨(NaCl)을 함유한 10 mM 초산완충액(pH 5.0) 50 mL

를 가해 실온(20°C)에서 3시간 동안 가끔 흔들어 침출시킨 

후 여과지(No. 5C, Advantec Co., Tokyo, Japan)로 여과하

였다. 이 여과액을 희석하여 사용하였다(12).

약주의 이화학 성분 분석

도정도별 쌀누룩 약주의 이화학 성분 분석은 국세청 주류

분석 규정을 따랐다(13). pH는 pH meter(Orion 3 Star 

Benchtop pH meter,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 USA)로 측정하였다.

총산은 시료 10 mL를 취하여 100 mL용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0.1 N 수산화나트륨(NaOH) 용액으로 pH 8.2가 될 

때까지 적정하여 그 값을 아세트산(acetic acid)으로 환산하

여 나타내었다.

가용성 고형분(°Brix) 함량은 디지털 굴절계(PR-201, 

Atago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알코올 함량은 시료 100 mL를 증류 및 냉각 장치에 연결

하여 가열한 후 증류액을 약 80 mL 이상 받고 100 mL까지 

증류수로 정용하였다. 증류액을 잘 혼합한 다음 주정계

(Dongmyeong, Seoul, Korea)를 사용하여 눈금을 읽고 주

정분 온도 환산표로 15°C로 보정하여 알코올 농도(%, v/v) 

함량으로 나타내었다.

휘발산 함량은 알코올 분석용 증류액 30 mL를 취하여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0.01 N 수산화나트륨으로 pH 8.2가 

될 때까지 적정하여 소비된 0.01 N 수산화나트륨을 아세트

산으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환원당은 dinitrosalicylic acid(DNS)법(14)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희석된 여과액 1 mL에 DNS 시약 3 mL를 

가하여 수욕조(B-490, BUCHI, Flawil, Switzerland)에서 

5분간 가열시킨 후 급랭하고 여기에 증류수 5 mL를 첨가하

여 분광광도계(JP/U-2000 spectrophotometer, Hita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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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ccharogenic power (U/g) of rice nuruks with different
degrees of milling (%).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o., Ltd.)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당 정량은 포도당(glucose)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상

기의 방법으로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환산하였다. 

아미노산도는 시료 10 mL를 100 mL 삼각플라스크에 취

한 후 페놀프탈레인 지시약 2~3방울을 가하여 0.1 N 수산

화나트륨 용액으로 엷은 분홍색이 나올 때까지 적정하였다. 

여기에 중성포르말린 용액 5 mL를 넣어 원래의 색이 나오게 

한 후 다시 0.1 N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엷은 분홍색이 

나올 때까지 적정하여 소비된 용액의 양(mL)으로 표시하였

다(13). 

갈색도는 여과(0.45 μm, Merk Millipore Ltd., Cork, 

Ireland) 후 분광광도계(JP/U-2000 spectrophotometer, 

Hitachi Co., Ltd.)를 이용하여 43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여 나타내었다. 

색도는 색차계(HunterLab UltraScan Pro, Hunters As-

sociates Laboratory, Inc., Reston, VA, USA)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 적색도(redness, a), 황색도(yellow-

ness, b) 및 색차(ΔE) 값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유기산 함량 측정

유기산은 HPLC(LC-20A, Shimadzu Co.)를 사용하였으

며 post column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유기산 분석용 칼럼

(column)은 Shodex RSpak KC-G(6.0 mm×50.0 mm) 가

드 칼럼(guard column)에 RSpak KC-8111(8.0 mm×300 

mm, Showa Denko Co., Tokyo, Japan) 2개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펌프(pump) A의 이동상은 3 mM 과염소산

(perchloric acid)을 사용하였으며, 유속(flow rate)은 0.8 

mL/min, 칼럼 오븐(column oven)의 온도는 63°C로 하였

다. 칼럼을 통과해 나온 분리물은 펌프 B의 이동상(0.2 mM 

브롬티몰 블루(bromothymol blue,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15 mM 인산수소이나트륨(Na2HPO4, 

Sigma-Aldrich Co.), 2 mM 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한 후 UV 

440 nm에서 검출하였다. 이때 펌프 B의 유속은 1.0 mL/ 

min, 반응온도는 30°C로 하였다. 시료는 여과(0.2 μm, Merck 

Millipore Ltd.) 후 사용하였다.

유리아미노산 및 유리질소화합물 함량 측정

유리아미노산 및 유리질소화합물은 아미노산 자동 분석

기(L-8900, Hitachi Co., Ltd.)를 사용하였다. 시료 5 mL에 

5% 트리클로로초산(trichloroacetic acid, 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 5 mL를 첨가한 후 원심분리(4°C, 

12,000×g, 15 min) 하였다. 상층액을 회수한 다음 0.02 N 

염산(pH 2.2)으로 5배 희석하고 여과(0.2 μm, Merk 

Millipore Ltd.)한 것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제조사

의 매뉴얼을 참고하였다(15). 즉 PF#2622(4.6×60 mm, 

Hitachi Co., Ltd.) 칼럼을 사용하였으며 칼럼 오븐의 온도

는 57°C, 반응장치의 온도는 136°C로 설정하였고 발색에는 

닌히드린(ninhydrin, Wako Pure Chemical Industrial, 

Ltd., Osaka, Japan) 용액을 사용하였다.

휘발성 향기성분

휘발성 향기성분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2010, Shi-

madzu C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16). 분석용 칼럼은 

HP-INNOWAX(60 m×0.25 mm i.d.×0.25 μm film thick-

ness, J&W Scientific, Agilent Co., Santa Clara, CA, 

USA)를 사용하였으며 검출기(Flame Ionization Detector, 

FID)로 검출하였다. 칼럼 오븐의 온도는 45°C(5분 정치), 

5°C/min 승온, 100°C(5분), 10°C/min 승온, 200°C(10분)

로 프로그램 하였다. Carrier gas는 N2 가스를 사용하였으

며 유속은 22.0 cm/s(linear velocity), split ratio는 50:1로 

설정하였고 주입기(injector)의 온도는 250°C, 검출기의 온

도는 280°C로 하였다. 시료는 여과(0.2 μm, Merk Milli-

pore Ltd.)한 다음 바로 주입하였다. 

통계 분석

모든 데이터는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 12.0 버전(IBM 

Korea, Seoul, Korea)을 이용하여 처리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처리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경우 α= 

0.05 수준에서 사후검정 중의 하나인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쌀누룩 

제조 약주 품질 특성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도정도를 

연속형 독립변수로 처리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

sis)을 실시하여 경향성을 위한 유의확률 값(P for trend)을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도정도별 쌀누룩의 당화력

당화력은 처리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을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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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weight loss of mash in yakjus as affected by
rice nuruks with different degrees of milling during fermentation.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yakju as affected by rice nuruk with different degrees of milling                 (%)
Degrees of milling (%)

0  10 30  50 70 P value P for trend1)

pH
Total acid (%, w/v)
Soluble solid (°Brix)
Alcohol (%, v/v)
Volatile acid (mg/L)
Reducing sugar (mg/mL)
Amino acidity (mL)

  4.69±0.05a2)

  0.30±0.01b

 16.33±0.06e

 15.87±0.12b

116.07±14.23c

 68.68±1.06d

  6.64±0.13a

  4.72±0.03a

  0.31±0.01b

 17.17±0.06b

 16.53±0.31a

113.67±2.39c

 73.75±3.15c

  6.74±0.08a

  4.66±0.03a

  0.34±0.01a

 16.53±0.21d

 16.87±0.31a

130.80±14.15ab

 69.28±1.43d

  6.40±0.11b

  4.69±0.05a

  0.33±0.01a

 17.50±0.00a

 16.93±0.31a

145.93±2.73a

 81.91±0.45a

  6.41±0.04b

  4.48±0.03b

  0.31±0.01b

 16.73±0.06c

 16.77±0.47a

137.80±7.37a

 77.84±1.00b

  4.88±0.20c

0.000***

0.002**

0.000***

0.014*

0.009**

0.000***

0.000***

0.005 (−)
0.273
0.175
0.007 (+)
0.002 (+)
0.003 (+)
0.000 (−)

1)P for trend was calculated using regression analysis to perform the trend test. The degrees of milling (independent variables)
were treated with continuous variables.

2)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P<0.001.

Table 2. Color properties of yakju as affected by rice nuruk with different degrees of milling                          (%)
Degrees of milling (%)

0 10 30 50 70 P value P for trend1)

Brownness (A430)
L
a
b
ΔE

 0.19
97.34
-1.31
12.55
12.90

±0.01a2)

±0.00e

±0.02d

±0.01a

±0.00a

0.14±0.00b

97.96±0.01d

-1.14±0.00b

9.72±0.01b

10.01±0.00b

0.13±0.00c

98.34±0.01b

-1.08±0.01a

8.33±0.03d

8.57±0.00d

0.13±0.00c

98.33±0.01c

-1.17±0.01c

8.69±0.01c

8.93±0.00c

0.12±0.00d

98.55±0.01a

-1.17±0.01c

7.97±0.01e

8.19±0.00e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
0.000 (+)
0.088
0.000 (−)
0.000 (−)

1)P for trend was calculated using regression analysis to perform the trend test. The degrees of milling (independent variables) 
were treated with continuous variables.

2)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01.

라 10% 도정 쌀누룩을 제외하고 대체로 도정을 많이 한 쌀

누룩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1). 이는 도정률에 

의한 효소 생산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도정률이 높을수

록(도정도가 낮을수록) 당화력(α-amylase, glucoamylase)

이 높다는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 것이라 생각된다(17). 

당화력은 쌀누룩이 전분 원료인 쌀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능력으로 당화력이 작다는 것은 알코올 발효에 쓰일 포도당

을 적게 생산함으로써 알코올의 함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나 Fig. 2에서의 술덧 발효 경과에서 발효 속도나 

발효기간이 비슷한 경향인 것으로부터 도정도별 누룩의 당

화력의 차이는 보이지만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기에는 충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발효기간 설정

매일 같은 시간에 총 무게를 측정하여 2.0 g 미만의 무게 

차이가 날 때까지를 발효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도정도별 누

룩으로 담근 술덧은 비슷한 경향으로 발효가 진행되어 무게 

변화가 더 이상 없는 12일을 발효 종료일로 설정하였다(Fig. 

2). 발효 3일까지는 급속하게 감소를 보이다가 7일까지는 

완만하게 감소를 보였고 그 이후로는 무게 감소율이 차차 

줄어들었다.

약주의 이화학 성분

도정도별 쌀누룩으로 담근 약주의 이화학 성분을 Table 

1과 2에 나타내었다. 약주의 이화학 성분은 모든 처리구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약주

의 이화학 성분 함량 차이는 동일한 조건으로 담금 하였으나 

도정도별 쌀누룩의 효소와 첨가되었을 때 배제되었던 쌀누

룩 유래 전분, 단백질 등의 함량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약주의 pH 및 총산은 발효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기산과 그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6). 도정도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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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누룩 사용 약주의 pH는 4.48~4.72였고 70% 도정 쌀

누룩으로 담금 약주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처리구 

간에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었다(P<0.001). 도정도에 따른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P for trend: 경향성 분석의 유의확률 

값), 도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총산은 풍미와 보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너

무 높거나 낮으면 약주의 품질이 떨어진다. 막걸리 품질인증

기준으로는 0.5%라 하는데 도정도를 달리한 쌀누룩 사용 

약주 모두에서 0.5% 이하인 수치를 보였다(6). 총산 함량은 

처리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나(P<0.01), 도정도

에 따른 경향치는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P for trend(경향

성 분석의 유의확률 값)=0.273>0.05). 특히 도정 30, 50% 

누룩 사용 약주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

를 나타내었다.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처리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나(P<0.001) 도정도에 따른 경향은 나타나

지 않았다. 반면, 환원당 함량은 처리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

를 나타냈으며(P<0.001), 도정도가 클수록 유의적으로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 for trend<0.01, +값). 알코올 

발효에서 알코올의 생성에 관해 멥쌀의 탄수화물 함량이 

79.5%이고 모두 분해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멥쌀 1 kg으

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포도당 함량은 약 882 g이다. 급수 

비율이 160%이고 효모에 의한 알코올 변환율이 97%라고 

하면 술덧의 이론적인 알코올 함량은 24.1%(v/v)라고 한다

(18). 그러나 탄수화물이 모두 분해되기도 어려울뿐더러 고

농도의 알코올에서는 효모가 사멸하여 자가분해를 일으키

기 때문에 술덧의 알코올 농도는 18% 이상 넘기 어렵다(18).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료 백미의 경우 전분가가 85.13%로

(data not shown, 발효제로 사용된 도정도를 달리한 쌀누룩

의 전분가는 배제) 술덧의 알코올 농도를 살펴본 결과 정상

적인 발효를 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시료에 비해 높은 

당화력을 가졌음에도 도정하지 않은 백미 누룩으로 담근 약

주의 알코올 함량이 다른 도정한 쌀을 이용한 누룩으로 담근 

약주보다 적은 알코올을 낸 것은 배제된 쌀누룩의 전분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pH와 아미노산도는 도정도가 높은 누룩을 사용한 약주일

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 for trend(경향

성 분석의 유의확률 값)<0.01, -값, Table 1). 이것은 도정

을 많이 한 누룩을 사용할 경우 쌀 단백질을 분해하여 아미

노산을 생성하는 단백질 분해효소의 함량이 감소함으로 비

롯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선행 연구에서도 도정을 많이 

할수록 쌀누룩의 단백질 분해효소인 산성 프로테아제와 산

성 카르복시-펩티다아제의 함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7). 그뿐 아니라 도정도가 증가할수록 쌀누룩 자체

의 단백질 함량 감소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처리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고(P<0.001) pH

는 70% 도정 쌀누룩 약주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아미노산도는 0, 10%> 30, 50%> 70%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도정도별 누룩 약주의 색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모든 처리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

며(P<0.001), 특히 도정도에 따른 쌀누룩이 약주에 미치는 

영향을 경향성으로 보는 P for trend(경향성 분석의 유의확

률 값) 결과에서 보듯이 도정도가 증가할수록 명도를 제외한 

갈색도, 황색도, 색차는 감소하였다(-값). 반면, 약주의 적색

도는 처리구 간에 차이를 나타내어(P<0.001) 30% 도정 쌀

누룩 약주가 적색도가 가장 높았으나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

았다(P=0.088>0.05). 도정을 달리한 누룩 사용 약주의 색이 

다른 것은 누룩 속에 포함된 효소의 작용으로 원료 성분이 

분해되어 서로 다른 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6). 누

룩 속의 프로테아제는 쌀 단백질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을 생

성하는데 아미노산은 주류의 맛, 색, 향 등에 관여한다(18).

유기산

원료나 미생물의 발효작용으로 생성되는 유기산은 약주

의 감미와 산미에 영향을 주는 주요성분이다(19). 유기산 

중 젖산(lactic acid)과 구연산(citric acid)은 주류 발효에 

적합한 pH를 제공할 뿐 아니라 청량감과 부드러운 신맛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20). 또한, 유기산류는 효모의 

대사과정 중에 알코올류와 반응하여 방향족 에스터 물질로 

바뀌게 되어 술의 풍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알려졌다(21). 일본의 청주와 마찬가지로 약주에서도 통상 

사과산(malic acid), 호박산(succinic acid), 젖산이 주를 이

룬다(22). 도정도를 달리한 쌀누룩으로 제조한 약주의 유기

산 함량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었다(Table 3). 이 

중 약주의 사과산, 젖산 및 아세트산 함량에서 처리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고 나머지 유기산에서는 처리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특히 도정도에 

따른 쌀누룩이 약주의 유기산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경향성

으로 보는 P for trend(경향성 분석의 유의확률 값)는 모든 

처리구에서 경향성을 띠지 않았다. 처리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약주의 사과산은 도정 70% 쌀누룩으로 담근 

약주에서 많은 양을 나타내었고, 반면 아세트산은 도정을 

하지 않은 백미 누룩으로 담근 약주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

었으나 도정을 한 누룩을 사용한 약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

다. 약주의 알코올 발효 중 효모에 의해 생성되는 유기산들

은 환경에 따라 함량이 조금씩 다른데 사과산은 대개 아미노

산 함량이 높으면 생성이 억제된다(23). 

유리질소화합물

술에 있어서 아미노산은 쌀이나 누룩에 함유된 단백질이 

누룩의 효소 등에 의해 생성되며(21) 맛, 색, 향 등에 관여한

다. 특히 맛에 있어서 아미노산 중 아스파르트산(aspartic 

acid)은 약한 산미를 가지고 있고 글루탐산(glutamic acid)

은 감칠맛에 관여하며 알라닌(alanine), 글리신(glycine), 

리신(lysine), 프롤린(proline), 세린(serine), 트레오닌

(threonine)은 단맛에, 아르기닌(arginine), 히스티딘(his-

tidine), 이소류신(isoleucine), 류신(leucine), 메티오닌(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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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centration of organic acids in yakju as affected by rice nuruk with different degrees of milling             (%)
Organic acids 
(mg/100 mL)

Degrees of milling (%)
0 10  30 50 70 P value P for trend1)

Tartaric
Malic
Lactic
Acetic
Citric

Succinic

  9.75±1.372)

  6.67±1.06b

112.33±1.01d

  0.53±0.10a

  1.95±0.27
 27.78±2.29

  7.71±2.80
  8.64±1.67b

140.89±4.26b

  0.00±0.00b

  1.57±0.77
 22.76±10.38

 10.45±0.16
  8.28±0.20b

154.72±0.95a

  0.00±0.00b

  3.42±3.38
 29.89±4.19

 11.02±1.06
  5.40±2.30b

143.55±0.05b

  0.00±0.00b

  4.62±0.60
 24.62±11.00

 11.21±0.89
 14.14±0.28a

122.87±1.76c

  0.00±0.00b

  3.03±0.55
 22.41±7.86

0.282
0.009**

0.000***

0.000***

0.427
0.843

0.225
0.904
0.397
0.381
0.745
0.791

Total 159.00±0.99c 181.58±14.28abc 207.05±0.22a 189.20±13.81ab 173.66±10.24bc 0.034* 0.499
1)P for trend was calculated using regression analysis to perform the trend test. The degrees of milling (independent variables) 

were treated with continuous variables.
2)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P<0.001.

thionine), 페닐알라닌(phenylalanine), 트레오닌(threonine), 

발린(valine)은 쓴맛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18). 이같이 

아미노산은 술에 있어서 맛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아미노

산이 적으면 맛이 가볍고 많으면 잡미가 증가해서 품질을 

저하시키기도 하는데 아미노산 함량에 최적치는 아직 밝혀

진 바가 없다(19). 유리아미노산 및 유리질소화합물 분석 

결과에 따르면(Table 4), 주로 알라닌, 아르기닌, 아스파르

트산, 시스테인(cysteine), 글루탐산, 류신, 페닐알라닌, 발

린 등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아스파르트산과 

글루탐산은 처리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쓴맛에 

관여하는 아미노산 중 메티오닌, 발린은 처리구 간에 유의적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렇지만 아스파르트산의 경향성 분

석에서는 도정도가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값)을 보였다(P for trend(경향성 분석의 유의확률 값) 

<0.05, Table 4). 특히 단맛에 관여하는 아미노산 함량 차이

는 처리구 간에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인 함량

은 처리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P for trend(경향

성 분석의 유의확률 값)에서도 유의적인 경향치를 나타내지 

않았다.

휘발성 향기성분

도정도에 따른 쌀누룩 약주의 향기성분은 Table 5와 같

다. 24가지 휘발성 향기성분을 분석한 결과, 알코올류인 헥

사놀(1-hexanol), 1-옥타놀(1-octanol), 2-옥타놀(2-octa-

nol), 2-페닐 알코올(2-phenyl alcohol), 이소 아밀 알코올, 

이소 부틸 알코올, n-프로판올(n-propanol)이 처리구 간에 

유의성을 나타내었고 이 중 장미향을 가지고 있는 2-페닐 

알코올은 도정도가 큰 누룩을 사용한 약주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 for trend(경향성 분석의 유

의확률값)<0.001, +값, Table 5). 반면, 알코올 향을 띠는 

n-프로판올의 경우는 도정도가 클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고(P for trend<0.05, -값) 이소 아밀 

알코올도 도정도가 클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P for trend<0.05, -값). 이것은 도정도에 따른 

경향치를 보이지 않은 찹쌀 발효주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

었다(7). 지방산 에틸류 중 하나인 카프로산(caproic acid)

은 효모 균체 내 에스테라아제(esterase)에 의해 생성되는

데 포도당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24). 카프로산 함량이 도정

도가 높은 누룩 사용 약주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이 효소가 도정을 많이 한 누룩 사용 약주일수록 높아지는 

환원당 함량(Table 1)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한다.

요   약

도정도를 달리한 쌀누룩이 약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하여 오대쌀 일반미를 기준으로 도정하여 도정도

별(0, 10, 30, 50, 70%) 쌀누룩을 제조하고 그 누룩으로 담

근 약주의 품질 특성을 분석하였다. 도정도별 쌀누룩에 따른 

약주의 품질은 처리구 간에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

다. 특히 약주의 제조 시에 도정도가 큰 누룩을 사용할수록 

약주의 pH, 아미노산도, 갈색도, b값 및 색차 ΔE는 유의적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알코올과 휘발산 함량, 환

원당 및 L값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유

기산의 경우 사과산, 호박산, 젖산이 주를 이루고 처리구 간

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도정도에 따른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전체적인 유리아미노산 및 유리질소화

합물 함량도 도정도에 따른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스

파르트산은 도정도가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휘발성 향기성분 중 2-페닐 알코올 함량은 도

정도가 큰 누룩을 사용한 약주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낸 반면에 n-프로판올과 이소 아밀 알코올 함량은 

도정도가 클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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