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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종  제조에 합한 산균의 분리  발효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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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etic acid bacteria strains were isolated from commercial natural vinegar. Ten isolated strains were 
identified using 16S rRNA gene sequencing data after evaluating the ethanol- and sulfur-tolerance. Eight of the strains 
isolated were identified as Acetobacter pasteurianus. A. pasteurianus JAC002, JAC005, and JAC008 strains, which 
showed a high ethanol tolerance, were selected for making “Makgeolli seed-vinegar”. Rice wine vinegars were manufac-
tured with the selected strains through fermentation, and their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antimicrobial activities 
were evaluated. A. pasteurianus JAC002 strain showed the highest oxidation ability to acetic acid from ethanol on 
the twentieth day of fermentation, resulting in 4.21% total acidity, 3,791.77 mg% acetic acid content, and 2,931.78 
mg% ethanol consumption content. Rice wine vinegar manufactured with the A. pasteurianus JAC002 strain showed 
increased antimicrobial activities against Staphylococcus aureus (KACC1927) and Escherichia coli (KACC10115). As 
a result, A. pasteurianus JAC002 strain was found to be the most suitable strain for “Makgeolli seed-vine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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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권에서는 다양

한 곡류를 재료로 하여 술을 빚는 문화가 발달되었고, 이러

한 곡류주 중 전통가양주인 막걸리는 상온에서 발효시켜 막

걸리 식초로도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막걸리는 

비타민 B군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미노산 및 유기산을 함유

하고 있어 고유 풍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 기능성으로 항암작용과 지질개선 효과가 보고된 바 있

다(2,3). 이와 같은 특성이 있는 막걸리로 식초를 제조한다

면 막걸리의 기능성과 더불어 식초의 기능성(항비만 효과, 

염증 억제 효과)이 보강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5). 그러나 막걸리를 이용한 식초 제조에 대한 보고가 많

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식초 제조의 주 발효균인 초산균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

자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과실주를 원료로 하는 식초의 경

우 초산균의 에탄올 저항성과 아황산 저항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6,7), 옻, 미나리, 복분자 등의 기능성 

원료를 첨가한 건강 기능성 식초 제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

어 왔다(4,5,8). 특히 고에탄올에서 acetic acid 생성능이 

우수한 Acetobacter pomorum, Acetobacter aceti 등이 

보고되었지만(9,10) 식품원료로 허가된 균주(Acetobacter 

pasteurianus)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식품원료로 허가된 균주이면서 산 생성능

이 우수하고,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A. pasteurianus 

초산균주를 확보하는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A. 

pasteurianus균이라 하더라도 acetic acid의 동화작용

(assimilation), acetic acid의 유기산(citric acid, lactic 

acid, succinic acid 등)으로의 전환, 세포 안에 축적된 ace-

tic acid의 세포 밖으로의 유출(efflux) 등에 관여하는 초산

균의 능력이 균주마다 다르기 때문에(11) 배양을 통한 발효

특성(에탄올 저항성, 초산 저항성, 이화학적 성분 변화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자연발효식초는 곡류주나 과실주를 공기가 통하는 환경

에서 초산발효를 유도시켜 제조한 것으로 양조식초라고도 

한다(9). 이때 생성되는 acetic acid 양은 에탄올을 acetic 

acid로 전환시키거나 당을 acetic acid로 산화시키는 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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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초산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ace-

tic acid 이외에도 유기산류, 아미노산류, 에스테르류 등의 

성분 변화가 일어난다(8,11). 한편 Alauzet 등(12)은 초산

균 중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병원성 균주가 분리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Granulibacter bethesdensis를 비롯하여 병원

성 초산균이 보고됨에 따라 균주의 안전성이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13). 또한, 환경에 따라 우점하는 초산균이 다

르기 때문에 품질이 균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14). 따라

서 발효특성이 검증된 균주를 사용하여 종초를 제조할 경우 

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균주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

에 식품 유해요소 생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발효식초로부터 에탄올 및 아황산 저

항성을 보유한 A. pasteurianus를 선발하였고, 선발된 균주

를 막걸리에 접종하여 발효기간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을 분

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막걸리 종초 제

조에 적합한 초산균을 선발하고 제조조건을 구축하는 자료

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약

초산균 분리를 위한 시료는 자연발효식초로 제조 판매되

고 있는 전북 및 전남 지역의 식초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막걸리 종초 제조를 위한 막걸리는 쌀막걸리(구림, 순창군)

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균주를 배양하기 위한 배지 조성 

성분인 yeast extract, agar는 BD사(Becton, Dickinson & 

Co., Franklin Lakes, NJ, USA), glucose, potassium di-

sulfite는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 cal-

cium carbonate는 삼천(Pyeongtaek, Korea), ethanol은 

대정화금(Siheung, Korea)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총산도 실험을 위한 phenolphthalein, 0.1 N NaOH sol-

ution은 대정화금, 항균 활성 측정용 배지인 nutrient agar 

(NA), nutrient broth(NB)는 BD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유리당 및 유기산 분석 표준물질로 사용한 glucose, 

fructose, sucrose, oxalic acid, citric acid, malic acid, 

tartaric acid, lactic acid, acetic acid는 Sigma-Aldrich 

Co.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그 밖의 시약들은 HPLC grade를 

사용하였다.

균주 분리

식초 시료를 GYE broth(1% yeast extract, 5% glucose, 

6% ethanol)에서 활성화시켜 이를 GYCE agar(1% yeast 

extract, 5% glucose, 6% ethanol, 1.5% calcium carbo-

nate, 2.5% agar)에 도말(100 µL)하여 정치배양(30°C, 5

일)한 후 콜로니 주위로 clear zone이 생긴 콜로니를 선발하

였다. Clear zone이 생성된 콜로니는 6% 에탄올이 첨가된 

GYCE에 수차례 획선도말하여 단일콜로니를 얻었고, 1 백

금이를 취하여 GYE broth 3 mL에 접종한 후 진탕배양

(30°C, 120 rpm, 2일)하여 50% glycerol과 1:1 혼합하여 

-70°C에 냉동보관하면서 실험균주로 사용하였다.

에탄올 저항성과 아황산 저항성 

에탄올 저항성은 6%, 10% 에탄올이 첨가된 GYE broth

에서, 아황산 저항성은 6% 에탄올과 350 ppm의 potassium 

disulfite를 함유한 GYE broth에서 총산도 증가를 통해 평

가하였다. 냉동보관균주를 GYCE(1% yeast extract, 5% 

glucose, 6% ethanol, 1.5% calcium carbonate, 2.5% 

agar)에서 활성화시킨 후에 GYE(1% yeast extract, 5% 

glucose, 6% ethanol) 3 mL에 초산균 1 백금이를 접종하고 

진탕배양(30°C, 120 rpm, 5일)하여 전배양액으로 하였다. 

전배양액 1 mL를 각 실험구에 접종하여 진탕배양(30°C, 

120 rpm, 10일)하면서 2일 간격으로 샘플링한 후 총산도를 

측정하였고, 총산도의 증가를 저항성으로 평가하였다. 총산

도는 시료 1 mL에 0.1 N NaOH를 첨가하여 pH 8.3에 도달

할 때까지 소모된 양을 초산 함량으로 산출하였다.

분리균주의 동정

분리된 균주의 16S rRNA 유전자의 염기서열에 의한 동

정을 위해 universal primer 27F(5’-AGAGTTlTGATCC 

TGGCTCAG-3’)와 1492R(5’-GGTTACCTTGTTACGA 

CTT-3’)을 사용하여 유전자를 증폭한 다음 이 PCR 산물을 

정제한 후 염기서열을 해독하였다. 이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BLASTN search(15)와 Ribosomal Database Project(RDP, 

ver.11)의 SeqMatch program에서 서열 일치도가 높은 표

준균주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을 얻었고, 염기서열 

간의 상호비교를 위해 CLUSTAL W(16)를 사용하였다. 계

통도 분석은 균주들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들을 정

렬하고 chromatogram의 비교와 수작업으로 gap이 최소화

되게 보정한 후 Tamura-Nei model에 기초한 Maximum 

Likelihood 방법(17)을 사용하였고, 각각의 계통수에서 각 

분자에 대한 통계적 신뢰의 산출은 bootstrap을 1,000회 

설정하여 MEGA program(18)을 사용하여 계통분석 tree

를 작성하였다.

막걸리 종초 제조

막걸리는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취해 70°C에서 30분간 

살균시켜 실험에 사용하였다. 에탄올 및 아황산 저항성과 

동정 결과를 이용하여 최종 선발된 초산균주 3종을 6% 에탄

올이 첨가된 GYE 배지 50 mL에 접종하고 진탕배양(30°C, 

120 rpm, 5일)하였다. 이들 배양액의 균체량을 측정한 후 

균주별로 동일한 균체량을 막걸리 시료에 접종하여 진탕배

양(30°C, 120 rpm, 20일)하면서 5일 간격으로 샘플링하여 

이화학적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화학적 특성 측정

pH는 pH meter(PP-15, Sartorius, Goettingen, 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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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당도는 당도계(pal-1, Atag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산도는 시료 1 

mL에 0.1 N NaOH를 첨가하여 pH 8.3에 도달할 때까지 

소모된 양을 초산 함량으로 산출하였다.

유리당 분석

유리당은 Oh 등(19)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분석을 위

해 시료를 2배 희석하여 Sep-pak C18 cartridge(Waters, 

Milford, MA, USA)에 통과시킨 다음, 0.22 μm membrane 

filter(Futecs Co., Ltd., Daejeon, Korea)로 여과하여 

HPLC(Futecs Co., Ltd.)로 분석하였다. 분리된 유리당의 

각 peak는 동일조건에서 분석한 표준물질 mixture의 peak 

면적비율과 retention time을 비교하여 함량을 산출하였다. 

Asahipak NH2P-50 4E column(Showa Denko America, 

Inc., Lexington, NY, USA) 및 ELSD detector(Chrom 

Tech, Inc., Bad Camberg, Germany)를 사용하여 이동상 

75% acetonitrile, 유속 0.8 mL/min, column oven 온도는 

30°C의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유기산 및 에탄올 분석

유기산 및 에탄올은 Kim과 Song(20)의 방법으로 측정하

였다. 분석을 위해 시료를 10배 희석하여 Sep-pak C18 

cartridge(Waters)에 통과시킨 다음, 0.22 μm membrane 

filter(Futecs Co., Ltd.)로 여과하여 HPLC system(Shi-

madzu Co., Kyoto, Japan)으로 측정하였다. 분리된 유기산 

및 에탄올의 각 peak는 동일조건에서 분석한 표준물질 mix-

ture의 peak 면적비율과 retention time을 비교하여 함량을 

산출하였다. HPLC system의 분석조건은 Aminex HPX- 

87H Ion Exclusion column(300×7.8 mm, 9 μm, Bio-Rad 

Labs., Richmond, CA, USA), 이동상은 0.008 M H2SO4, 

유속은 0.6 mL/min, column oven 온도는 35°C, 검출기는 

UV-VIS detecter(SPD-10A, Shimadzu Co.) 및 검출 파장

은 210 nm였다.

항균 활성 분석

식품 유해균에 대한 항균 활성은 paper disc(ø6 mm, 

Toyo Roshi Kaisha, Ltd., Tokyo, Japan)를 이용한 agar 

diffus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유해균주는 

Staphylococcus aureus KACC1927과 Escherichia coli 

KACC10115로 각각의 균주는 NB에 진탕배양(37°C, 200 

rpm, 18시간)하여 활성화시킨 후 멸균된 면봉으로 NA에 

도말하였다. 균이 도말된 NA의 표면에 6 mm paper disc를 

올려놓고, 그 위에 시료를 20 µL 점적하여 37°C에서 18시

간 동안 정치배양 하였다. Paper disc 주위에 형성된 clear 

zone을 측정하여 항균력을 확인하였고, 항균 활성은 paper 

disc의 직경에 대한 clear zone의 직경 비율로 나타내었다.

통계분석

각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얻은 결과를 SPSS package pro-

gram(Ver. 12.0K,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

하여 평균±표준편차로 Table에 나타내었고, 오차막대를 표

현하기 위해 각 평균값의 표준오차를 Fig. 1에 표시하였다. 

각 시료 간의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one-way ANOVA

로 분산분석한 후에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비교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분리 균주의 에탄올 및 아황산 저항성

식품공전에 따르면 식초의 품질규격 중 총산 함량은 4.0~ 

20.0 w/v%(acetic acid)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다(21). 이는 

에탄올로부터 acetic acid로 전환되는 이론적 전환율이 100 

%이기 때문에(6), 초기 배양액에 함유된 에탄올의 함량이 

4% 미만일 경우 4% 이상의 acetic acid가 생성되기 어렵다. 

또한, 막걸리는 6% 이내의 에탄올을 함유하고 있는 곡류주

기 때문에 막걸리 종초 제조에 적합한 초산균 선발을 위해서

는 6% 에탄올이 첨가된 합성배지(GYCE agar)에서 acetic 

acid의 생성 유무를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산균 집락 주위로 생성된 clear zone(투명환)의 유무로 

acetic acid 생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각 시료에서 가장 큰 

투명환이 생성된 집락을 분리한 후 수차례의 획선도말을 이

용하여 최종 분리된 단일 콜로니 10개를 선택하였다.

선택된 10개 균주의 에탄올 저항성과 아황산 저항성을 평

가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6~10% 에탄올이 첨가된 GYE 

broth에 10일 동안 배양하면서 총산도 변화를 측정하였을 

때 JAC008 균주의 경우 6% 에탄올에서(Fig. 1A) 총산도가 

4.78%까지 상승하였고, 10% 에탄올에서는(Fig. 1B) 3.63% 

(10일 경과)를 나타내어 에탄올 저항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JAC002 균주와 JAC005 균주의 경

우 에탄올 저항성은 JAC008 균주보다 낮았지만 배양기간 

중 총산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아황산에 대한 저항성(Fig. 

1C)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주를 비롯한 과실주에

는 효모의 에탄올 생성능을 최대화시키고 저장성을 증가시

키기 위하여 아황산을 첨가하기 때문에 적정 농도의 아황산 

내성을 보유한 초산균이 종균으로서 더 유용하다고 판단된

다(6,22). 따라서 아황산 저항성이 우수한 JAC002와 JAC005 

균주는 아황산이 첨가된 과실주의 종균으로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에탄올 저항성은 JAC008 균

주가 가장 우수하였으나 넓은 영역의 종균으로서 사용가능

성은 JAC002와 JAC005 균주가 더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리 균주의 동정 결과

RDP(Ribosomal Database Project)의 SeqMatch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10개 균주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과 가장 가까운 표준균주들을 선정한 뒤 MEGA progra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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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total acidity of the acetic acid bacteria iso-
lated from commercial natural vinegar. (A) with 6% (v/v) of 
ethanol, (B) with 10% (v/v) of ethanol, (C) with 6% (v/v) of 
ethanol and 350 ppm of K2S2O5. Error bar indicates the standard 
error of the mean, and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
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Fig. 2. Phylogenetic tree of the strains isolated from commercial natural vinegar through the maximum likehood method based 
on the 16S rRNA gene 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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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Makgeolli seed-vinegar manufactured with selected Acetobacter pasteurianus strains

Properties Sample Incubation time (day)
      0 5 10 15 20

Total acidity
(%)

 Con.1)

JAC002
JAC005
JAC008

0.21±0.00aA2)-4) 
0.21±0.01aA

0.21±0.00aA 
0.20±0.00aA

0.20±0.01aA

1.05±0.02dB

0.62±0.01bB

0.87±0.02cC

0.21±0.00aA

1.79±0.02dC

0.61±0.01bB

0.86±0.02cBC

0.21±0.01aA

2.89±0.02dD

0.60±0.03bB

0.84±0.02cBC

0.21±0.01aA

4.21±0.02dE

0.60±0.01bB

0.82±0.02cB

pH

Con.
JAC002
JAC005
JAC008

3.72±0.01bB

3.72±0.01bE

3.72±0.01bC 
3.69±0.01aD

3.72±0.01dB

3.23±0.01aD

3.34±0.01cA

3.26±0.01bA

3.71±0.01dA

3.06±0.01aC

3.35±0.01cAB

3.27±0.01bB

3.70±0.01dA

2.88±0.01aB

3.35±0.01cAB

3.28±0.01bBC

3.70±0.01dA

2.74±0.01aA

3.36±0.00cB

3.29±0.01bC

°Brix

Con.
JAC002
JAC005
JAC008

 3.7±0.1aA

 3.7±0.1aA

 3.7±0.1aA

 3.7±0.1aA

 3.7±0.1aA

 3.8±0.1aA

 3.7±0.1aA

 3.8±0.1aA

 3.8±0.0aB

 3.9±0.0bB

 3.8±0.0aA

 3.8±0.1aA

 3.8±0.0bB

 4.0±0.0cC

 3.7±0.1aA

 3.7±0.0aA

 3.7±0.1aA

 4.0±0.1bC

 3.7±0.3aA

 3.7±0.2abA

1)Con. is control of non-inoculated rice wine, stored at 4°C.
2)Values are mean±SD (n=3).
3)Different lower-case letters (a-d) in the same column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4)Different upper-case letters (A-E) in the same row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서 계통도를 분석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분리균주 중 JAC 

001 균주는 표준균주 Acetobacter syzygii(99%)와 근연관

계가 가장 가까웠으며, JAC002, JAC003, JAC004, JAC005, 

JAC006, JAC008, JAC009, JAC010 균주들은 서열일치도

가 98% 이상으로 A. pasteurianus와 근연관계가 가장 가까

웠다. 또한, JAC007 균주는 Komagataeibacter oboediens 

strain LTH 2460(99%)과 근연관계가 가장 가까웠다. 결과

적으로 선택된 10개의 균주는 A. pasteurianus 균주 8종, 

A. syzygii 균주 1종, K. oboediens 균주 1종으로 A. pas-

teurianus 균주가 주를 이루었다.

선발 균주로 제조한 막걸리 종초의 이화학적 특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A. pasteurianus 종만을 식초 

제조에 제한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에탄올 

저항성이 우수한 3개 균주(JAC002, JAC005, JAC008) 모

두 A. pasteurianus로 확인되어 종초 제조용 종균으로 유용

하리라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들 3개의 균주를 막걸리에 접

종하여 발효특성을 평가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비살균 막걸

리에 초산균주를 접종하여 진탕배양(30°C, 120 rpm)하였

을 때 효모와 유산균 모두 증식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막

걸리를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층액을 열처리(70°C, 30분)한 

결과 효모와 유산균의 증식이 억제되었다. 따라서 막걸리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처리한 후 A. pasteurianus인 JAC 

002, JAC005, JAC008 균주를 접종하여 20일간 진탕배양

(30°C, 120 rpm)하면서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Table 

1). 식초의 품질규정(총산 함량 4.0~20.0 w/v%, acetic 

acid 기준)에 적합한 시료로는 총산도가 4.21%(20일 경과)

인 A. pasteurianus JAC002 균주 발효물이었으며, 나머지 

균주는 총산도가 미미하게 증가하여 1%를 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A. pasteurianus JAC002 균주의 막걸리 발

효물 pH는 3.72(0일 경과)에서 2.74(20일 경과)까지 낮아

졌으며, 당도는 3.7°Brix(0일 경과)에서 4.0°Brix(20일 경

과)로 높아졌다. 반면에 A. pasteurianus JAC005와 A. 

pasteurianus JAC008 균주의 pH와 총산도의 변화는 5일 

경과 이후에는 발효물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당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선발 균주로 제조한 막걸리 종초의 유리당 함량

막걸리 종초의 발효기간에 따른 유리당의 함량 변화는 3

가지 표준물질(fructose, glucose, sucrose)을 이용하여 정

량화한 정량곡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조구를 포함하여 A. pasteurianus JAC 

002, A. pasteurianus JAC005, A. pasteurianus JAC008 

균주의 발효물에서 sucrose peak의 머무름 시간에 검출되

는 peak는 확인되지 않았다. Park 등(23)이 보고한 막걸리

의 유리당 분석 결과에서는 sucrose뿐만 아니라 fructose

도 검출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막걸리에서는 su-

crose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fructose와 glucose는 각각 

18.85 mg%와 25.38 mg%로 검출되었다. 또한, 초산균을 

접종한 발효물에서는 발효기간에 따른 유리당의 변화량이 

대조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초산균이 세포 내에서 당을 

산화하여 acetic acid를 생성하였기보다는 함유된 에탄올로

부터 acetic acid를 생성하였기 때문에(11) 발효과정 중 막

걸리에 함유된 당의 이용률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발 균주로 제조한 막걸리 종초의 유기산 및 에탄올 함량

막걸리 종초의 유기산 함량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막걸리 종초의 유기산은 대조구와 초산균 3종의 접종구에서 

oxalic acid, citric acid, tartaric acid, malic acid, lactic 

acid, acetic acid 등 6종이 검출되었다. 총 유기산 함량은 

발효 20일이 경과되었을 때 A. pasteurianus JAC002 균주 

발효물이 3,951.18 mg%로 가장 높았으며 대조구(1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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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e sugar contents of Makgeolli seed-vinegar manufactured with selected A. pasteurianus strains        (Unit: mg%)

Sugar Sample
Incubation time (day)

10 15 20

Fructose

 Con.1)

JAC002
JAC005
JAC008

18.85±0.29aA2)-4)

22.14±0.65cA

19.21±0.40aA

20.87±0.47bA

19.41±0.21aA

23.72±0.29cB

21.12±1.21abA

21.84±0.40bA

19.13±0.24aA

20.66±0.65abA

21.61±1.09abA

22.61±1.30bA

Glucose

Con.
JAC002
JAC005
JAC008

25.38±0.17bA

28.54±0.73cA

23.15±0.29aA

25.78±0.71bA

26.48±0.37aB

33.48±0.52bB

26.37±0.82aB

27.46±0.80aAB

25.64±0.23aAB

33.42±0.94cB

26.42±0.95aB

28.79±0.84bB

1)Con. is control of non-inoculated rice wine, stored at 4°C.
2)Values are mean±SD (n=3).
3)Different lower-case letters (a-c) in the same column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4)Different upper-case letters (A,B) in the same row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3. Organic acid and alcohol contents of Makgeolli seed-vinegar manufactured with selected A. pasteurianus strains 
(Unit: mg%)

Organic acid Sample
Incubation time (day)

10 15 20

Oxalic acid

 Con.1)

JAC002
JAC005
JAC008

   0.44±0.05aA2)-4)

   0.49±0.06aA

   0.44±0.05aA

   0.48±0.04aA

   0.44±0.05aA

   0.40±0.06aA

   0.45±0.13aA

   0.62±0.33aA

   0.53±0.05aB

   0.42±0.05aA

   0.45±0.10aA

   0.42±0.04aA

Citric acid

Con.
JAC002
JAC005
JAC008

  66.11±3.27aA

  79.47±12.80aA

  72.84±1.85aA

  79.45±2.44aA

  65.42±6.39aA

  78.88±19.37aA

  78.55±4.47aA

  76.63±3.25aA

  68.08±1.94aA

  80.37±16.43aA

  77.76±4.83aA

  74.91±2.74aA

Tartaric acid

Con.
JAC002
JAC005
JAC008

   0.58±0.12aA

   3.74±1.15cA

   0.75±0.66abA

   2.10±0.71bA

   0.45±0.39aA

   5.36±0.90cAB

   2.12±0.86bA

   1.64±0.61abA

   0.79±0.22aA

   6.60±0.41cB

   1.81±0.55bA

   1.26±0.21abA

Malic acid

Con.
JAC002
JAC005
JAC008

  13.81±0.07aA

  53.57±9.81bA

 174.85±3.96dA

 133.74±1.77cA

  13.94±0.95aA

  57.48±3.57bA

 187.08±5.01dB

 134.42±2.99cA

  26.42±0.95aA

  58.12±2.37bA

 189.77±5.32dB

 134.99±2.50cA

Lactic acid

Con.
JAC002
JAC005
JAC008

  53.21±3.55cA

  15.57±3.78aA

  34.17±4.58bA

  28.91±0.48bA

  55.52±8.61dA

  16.91±1.48aA

  40.58±1.10cB

  27.90±4.92bA

  54.06±1.99dA

  13.91±3.43aA

  40.87±1.59cB

  29.26±1.18bA

Acetic acid

Con.
JAC002
JAC005
JAC008

  15.35±1.55aA

1,368.52±254.171dA

 390.07±16.02bA

 652.64±12.34cA

  18.18±6.46aA

2,552.45±134.001dB

 412.35±7.69bA

 636.62±18.41cA

  16.71±0.97aA

3,791.77±72.93dC

 403.70±13.05bA

 604.29±39.20cA

Total organic 
acids

Con.
JAC002
JAC005
JAC008

 149.51±8.39aA

1,521.35±281.57cA

 673.13±21.95bA

 897.32±10.40bA

 153.96±22.66aA

2,711.49±158.09dB

 721.13±18.94bB

 877.83±29.93cA

 153.58±5.34aA

3,951.18±90.50dC

 714.36±24.53bAB

 845.13±45.50cA

Ethanol

Con.
JAC002
JAC005
JAC008

4,381.52±375.90cA

2,975.46±547.60aB

3,655.22±117.23bAB

3,771.29±49.15bcB

4,431.89±986.32bA

2,361.08±125.17aB

3,761.68±57.94bB

3,639.11±89.80bB

4,280.23±139.66cA

1,348.45±22.81aA

3,547.48±97.53bA

3,349.06±201.95bA

1)Con. is control of non-inoculated rice wine, stored at 4°C.
2)Values are mean±SD (n=3).
3)Different lower-case letters (a-d) in the same column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4)Different upper-case letters (A-C) in the same row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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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timicrobial activity of Makgeolli seed-vinegar manufactured with selected A. pasteurianus strains

Strain Sample
Incubation time (day)

10 15 20

Staphylococcus aureus
(KACC1927)

 Con.1)

JAC002
JAC005
JAC008

 ND2)

  1.63±0.14a3)4)

ND
ND

ND
2.78±0.18b

ND
ND

ND
3.34±0.16c

ND
ND

Escherichia coli
(KACC10115)

Con.
JAC002
JAC005
JAC008

ND
3.24±0.09a

ND
1.72±0.11b

ND
4.07±0.26b

ND
1.76±0.13b

ND
4.24±0.31b

ND
1.50±0.04a

1)Con. is control of non-inoculated rice wine, stored at 4°C.
2)ND is not detected.
3)Values are mean±SD (n=3).
4)Different lower-case letters (a-c) in the same row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mg%)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검출된 유기산 중에서

는 acetic acid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citric acid, 

malic acid, lactic acid, tartaric acid, oxalic acid 순이었

다.

초산균에 의해 과잉 생성된 acetic acid는 초산 내성 기작

과 관련하여 acetyl-CoA를 거쳐 citric acid, malic acid 

등의 유기산으로 전환된다(11). 발효 20일 경과 후 A. pas-

teurianus JAC005와 A. pasteurianus JAC008 균주의 

acetic acid 함량은 각각 403.70 mg%와 604.29 mg%로 

A. pasteurianus JAC002 균주의 3,791.77 mg%보다 크게 

낮았으나, citric acid 함량은 대조구와 초산균 발효물 간에 

유의차가 없었다. 반면에 malic acid 함량은 A. pasteur-

ianus JAC005와 A. pasteurianus JAC008 균주에서 각각 

189.77 mg%와 134.99 mg%로 A. pasteurianus JAC002 

균주의 58.12 mg%보다 높았다. Lactic acid 함량은 대조구

가 54.06 mg%로 가장 높았으며, A. pasteurianus JAC002 

균주는 13.91 mg%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곡류주는 

발효 시 혐기적 조건에서 효모에 의해 에탄올이 생성될 뿐만 

아니라 유산균 발효에 의해 lactic acid가 생성되는데, 곡류 

식초에서 이는 군덕내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21,24). 

따라서 A. pasteurianus JAC002 균주 발효물의 lactic acid 

함량이 대조구에 비해 1/3 이상 감소하였기 때문에 막걸리 

식초의 군덕내가 감소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총산도와 유기산의 변화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4% 이

상의 총산도를 보인 A. pasteurianus JAC002 균주 20일차 

발효물은 총유기산에 대한 acetic acid의 함량비가 대략 

96%로 acetic acid에 의해 총산도가 결정되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에탄올 함량은 A. pasteurianus JAC002 균주 20일

차 발효물이 1,348.45 mg%로 대조구(4,280.23 mg%)에 비

해 2,931.78 mg%의 감소를 보였으나 acetic acid 함량은 

3,775.06 mg%가 증가하여 에탄올로부터 acetic acid로의 

전환율이 가장 우수한 균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A. pasteurianus JAC002 균주는 생성된 acetic 

acid를 다른 유기산으로 전환하는 능력보다는 acetic acid

를 축적하는 능력이 높은 균주로 막걸리 종초에 사용될 수 

있는 초산균 종균으로 유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선발 균주로 제조한 막걸리 종초의 항균 활성

막걸리 종초의 항균 활성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식품유해 지표세균 중 그람양성인 S. aureus(KACC1927)

와 그람음성인 E. coli(KACC10115)에 대한 막걸리 종초의 

발효기간별 증식 억제 활성은 A. pasteurianus JAC002 균

주 발효물이 가장 우수하였다. Budak 등(25)은 식초의 ace-

tic acid가 세포벽 및 세포막 손상을 유발하여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유해균주인 S. aureus와 E. 

coli는 일정농도까지 acetic acid 내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 사용된 S. aureus(KACC1927)의 경우 A. pas-

teurianus JAC002 균주 발효물은 총산도 1.79%(10일 경

과)에서 1.63의 활성을, 총산도 4.21%(20일 경과)에서 3.34

의 활성을 보였으나 1% 미만의 총산도에서는 항균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E. coli(KACC10115)의 경우 A. 

pasteurianus JAC008 균주 발효물은 총산도 0.86%(10일 

경과)에서 1.72의 활성을 나타냈다. 또한, A. pasteurianus 

JAC002 균주 발효물에서는 총산도 농도 의존적으로 항균 

활성이 증가하였고, 특히 총산도 4.21%(20일 경과)의 발효

물에 대한 항균 활성이 4.24로 가장 높았다. Woo 등(26)은 

식초 처리에 의해 식품유해균인 S. aureus와 E. coli의 세포

가 팽윤되어 세포벽이 파괴되었다고 보고하였고, 따라서 막

걸리 종초의 항균 활성은 acetic acid의 생성량 증가에 따른 

pH의 저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Bearson 등

(27)은 pH 2.5에서 생존이 가능한 E. coli 같은 장내미생물

의 산(acid) 저항성에 대해 강산이 아닌 약산의 존재가 세포

의 분자적 조절시스템의 균형을 깨뜨려 생육을 저해하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A. pasteurianus JAC008 균주 

발효물의 경우 pH가 A. pasteurianus JAC005와 유의적 차

이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E. coli(KACC10115)에 항균 활성

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acetic acid의 함량 변화에 의한 영향

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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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A. pasteurianus JAC002 

균주의 경우 총산도가 발효 20일 경과까지 유의적으로 증가

함에 따라 유해균 억제능과 선형상관관계가 성립됨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A. pasteurianus JAC002 균주를 막걸리 종

초 제조를 위한 종균으로 사용하였을 때 이상발효를 일으키

는 잡균의 증식을 제어하여 품질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자연발효식초로부터 acetic acid 생성능이 우수한 10종의 

균주를 분리한 후 에탄올 저항성과 아황산 저항성을 평가하

였고, 16S rRNA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균주를 동정한 다음 

명명하였다. 분리 동정된 10종의 균주 중 식품원료 사용 가

능 균주인 Acetobacter pasteurianus는 8종으로 확인되었

다. A. pasteurianus 8종 중 에탄올 저항성이 우수한 JAC 

002, JAC005, JAC008의 세 균주를 이용하여 막걸리 종초

를 제조하였다. 진탕배양(30°C, 120 rpm) 조건에서 20일 

동안 발효시키면서 막걸리 종초의 이화학적 특성, 유리당과 

유기산의 변화, 유해균에 대한 항균 활성을 측정하였다. 선

발 균주 중 A. pasteurianus JAC002 균주는 발효 20일 경

과 후 총산도 4.21%, acetic acid 함량 3,791.77 mg%, 에탄

올 소모량 2,931.78 mg%로 대조구나 다른 초산균에 비해 

에탄올의 acetic acid 전환능이 우수하였다. 식품유해 지표균

인 Staphylococcus aureus(KACC1927)와 Escherichia 

coli(KACC 10115)에 대한 항균 활성은 A. pasteurianus 

JAC002 균주가 접종된 막걸리 종초의 발효기간이 20일까

지 경과했을 때 acetic acid 농도의 증가와 더불어 유의적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A. pasteurianus 

JAC002 균주를 막걸리 종초 제조를 위한 종균으로 사용하

였을 때 acetic acid 생성능이 우수하여 우점화가 유리하며 

에탄올로부터 acetic acid로의 전환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이 막걸리 종초를 사용하여 다양한 원료의 

식초를 제조한다면 식초의 풍미를 유지하면서 기능성을 증

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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