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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도에 따른 찹쌀발효주의 이화학적 특성 및 휘발성 향기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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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fferent milling degrees on the quality of glutinous rice wines,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volatile compounds of various wines were evaluated. Sample wines prepared from
glutinous rice with 90, 80, and 70% milling yields were analyzed for ethanol, pH, total acids, amino acids, soluble solids,
coloring degree, UV absorbance, reducing sugars, organic acids, free sugars and volatile compounds. After fermentation
for 17 days, ethanol contents in the wines ranged from 15.2 to 15.85%, while total acid levels ranged from 0.31 to 0.35%.
The amino acid contents in four samples ranged from 0.63 to 0.73%, while soluble solid contents ranged from 11.4 to
13.1oBx. The wine prepared from glutinous rice with a 30% degree of milling showed the highest coloring degree, UV
absorbance and reducing sugar content among four samples. Furthermore, this wine had the highest levels of malic acid
and acetic acid, while the glutinous rice wine prepared from rice with a 0% degree of milling had the highest levels of
succinic acid and lactic acid. In all the glutinous rice wines tested, the most abundant free sugar was glucose followed by
maltose. With increasing degree of milling, the alcohol, amino acid and organic acid contents of the glutinous rice wines
decreased, whereas soluble solids, coloring degree, UV absorbance, reducing sugar and free sugar contents increased.
Volatile compounds were identified using GC-MSD, and thirty-nine esters, seven alcohols, six acids, one aldehyde, four
alkanes, one alkene and two miscellaneous compounds were identified in the glutinous rice wines. Using relative peak
area, it was determined that other than ethyl alcohol, hexadecanoic acid ethyl ester was the major component and was
primarily found in the range of 11.566-18.437%. Succinic acid diethyl ester and isoamyl laurate decreased with an
increasing degree of milling, whereas hexanoic acid ethyl ester and 2-octenoic acid ethyl ester increased. Overall, it was
shown that different milling degrees greatly affected the physicochemical and volatile characteristics of the glutinous rice
w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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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쌀(Oryza sativa L.), 찹쌀(Oryza sativa. L. var. glutinosa mat-

sumura)은 우리나라의 오랜 주식이었으나 최근 그 소비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쌀 소비 확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

한 방안으로 쌀을 주원료로 하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주의 연구

개발은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일반적으로 쌀의 주성분은 전분

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곡립의 내부에 존재하고 단백질

(7-8%), 지방(1-3%), 비타민, 무기질은 내부 보다는 외층에 존재

한다고 보고되었다(1). 현미에서 미강이 완전히 제거된 백미는 식

미가 높아질 뿐 아니라 유통 중 지방 산패에 의한 변질이 최소

화될 수 있다(2). 일본의 대표적인 술인 청주는 별도의 술 빚는

쌀로 만들고 50%까지 도정해서 쓰는 것도 있다. 이는 쌀알의 바

깥부분에 있는 단백질, 회분, 지질을 깎아 내고 양질의 전분이 들

어있는 심백(心白)만을 원료로 쓰기 위해서이다.

쌀을 주원료로 하는 우리 전통주는 일반적으로 자연상태의 곰

팡이, 효모 및 세균을 이용하여 제조한 누룩을 발효에 필요한 효

소 및 미생물 원으로 사용하여 곡물위주의 병행복발효 방식으로

양조되었다(3). 현재까지 전통주 제조에 이용되는 곡물 중 찹쌀

원료에 관한 연구로는 찹쌀주인 진양주의 찹쌀 벼 도정도(4), 발

효온도(5), 찹쌀과 멥쌀 원료비교에 관한 보고(6)와 찹쌀 보리쌀

탁주의 향기성분에 관한 Lee 등(7)의 보고, 첨가원료 종류에 따

른 발효주에 관한 연구(8)가 있다.

우리나라 전통주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우수 균주 탐색, 균주 개량 등의 종균에 관한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하고 원료 선별, 원료 처리방법, 최적 발효조건 설정, 관

능개선 등의 연구와 품질 면에서 맛 성분과 함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향기성분에 관한 연구가 최종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료 곡물 특성상 찹쌀의 경우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분이 amylopectin 95% 이상으로 이루어

져 있어 멥쌀과 차이를 보이고 지방질 또한 Shin 등(9)의 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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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두 배정도 높은 함량을 나타내므로 찹쌀의 구성성분 중

미량이지만 발효 후 향기성분에 영향을 미칠 지방질의 함량을 도

정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달리하여 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10)의 누룩에서 분리한 알코올과 유기산, 향기 생성능이 우

수한 보유효모를 발효주 제조 시 starter로 첨가하여 찹쌀 도정도

에 따른 발효주의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당, 유기산 등의 맛

성분과 발효과정 중 생성된 향기성분 특성의 차이를 조사하여 우

리나라 전통주 품질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원료 찹쌀은 치악산 일반계(Shinlimnonghyup, Wonju, Korea),

맥아는 엿기름가루 쌀보리100%(Buannonghyup, Sangseo, Buan,

Korea), 누룩은 진주곡자(SP 300, Jinju, Korea)를 사용하였다. 효

모는 전국에서 수집한 누룩에서 분리한 보유효모 중 선행연구

(10)의 Saccharomyces cerevisiae 중에서 유기산 생성능이 우수한

Y90-9(Hapcheon, Korea)를 사용하였다.

도정 및 조지방 함량

원료 찹쌀(100%)을 도정기(Testing rice mill VP-31T, Fujihara

Factory, Tokyo, Japan )를 이용하여 1100 rpm으로 도정하여 수율

을 기준으로 10%도정(90%), 20%도정(80%), 30%도정(70%)하여

시료로 사용하였고 도정된 찹쌀의 조지방 함량은 AOAC방법(11)

에 따라 Soxhlet 추출법으로 측정하였다.

찹쌀 발효주 제조

전체 술 양의 2%로 주모(효모 0.01%, 찹쌀:누룩(SP 300):물=

1:0.2:1.4)를 20oC에서 1일간 배양하고 그 주모에 찹쌀:누룩(첨가

량의 5배 물로 1시간 교반 후 착즙, SP 300):물=1:0.4:11.27로 전

체 술 양의 66%로 밑술을 하여 15oC에서 4일간 발효한 후 찹쌀

:누룩:엿기름=1:0.037:0.029로 전체 술 양의 32%로 덧술을 하여

15oC에서 17일간 발효하여 찹쌀 발효주를 제조하였다.

성분 분석

알코올 함량은 시료를 0.45 µm syringe filter(Xpertek, Rivonia,

Republic of South Africa)로 여과하여 GC(Hewlett Packard Co.,

6890N, Palo Alto, CA, USA)로 분석하였다. Column은 DB-

ALC2(30m length×0.53 mm I.d×2 µm film thickness: J & W

Scientific, Folsom, CA, USA)를 사용하였고 Oven 70oC, Inlet

200oC, Detector FID 250oC, 그리고 carrier gas로 helium을 사용

하였으며 표준물질 농도와 peak area로부터 표준곡선을 작성하여

각각의 알코올 함량을 산출하였다.

고형분 함량은 hand refractometer(ATAGO Pocket PAL-1, Tokyo,

Japan)로 측정하여 oBx로 표시하였고 pH는 pH meter(Orion Model

EA 940, Boston, M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산은 시료 10 mL에 phenolphthalein 지시약 2-3방울을 가하여

표준 후탈산수소칼륨으로 표정한 0.1 N NaOH 용액으로 담녹색

을 나타낼 때까지의 적정 mL수를 succinic acid로 나타내었고 아

미노산은 시료 10 mL을 취해 phenolphthalein 지시약 2-3방울을

가하여 중화한 후, 중성 formalin 용액 5 mL을 가하여 유리된 아

미노산을 표준 후탈산수소칼륨으로 표정한 0.1 N NaOH 용액으

로 담홍색을 나타낼 때까지 적정한 mL수를 glycine으로 나타내

었다(12).

착색도는 시료를 43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흡광도/셀의

두께(mm)×10에 의해, 자외부흡수는 시료를 25배 희석하여 28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흡광도/셀의 두께(mm)×10×희석배수

에 의해 산출하였으며(13) 환원당은 Dinitrosalicylic acid 방법에

따라UV/VIS spectrophotometer(Diod-Array) HP 8453(Hewlett

Packard Co., Palo Alto, CA, USA)을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고 표준물질 glucose(Sigma, St. Louis, MO, USA)를

농도별로 제조하여 정량하였다(14).

유리당·유기산 분석

유리당은 시료 1 mL을 0.45 µ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Aminex HPX-87C(300 mm×7.8 mm, Bio-rad, Hercules, CA, USA)

column을 사용하였고 이동상 흐름속도 0.6 mL/min, column oven

온도 60oC, injection volume 10 µL, RI(Refractive Index) detector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15). 유기산은 시료 1 mL을 0.45 µ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Aminex HPX-87H(300 mm×7.8 mm, Bio-

rad) column을 사용하였으며 이동상 흐름속도 0.6 mL/min, column

oven 온도 35oC, injection volume 10 µL, UV 210 nm에서 분석하

였다(16). 기기는 HPLC(Jasco Co., UV-975 UV/VIS detector,

Tokyo, Japan)를 사용하였다.

휘발성 화합물 분석

발효액 20 mL를 60oC에서 20분 동안 평형시킨 후 40분 동안

100 µm polydimethylsiloxane fiber에 포집하여 SPME(Solid Phase

Microextraction)를 이용하여 GC에 1분 동안 주입하였다. 휘발성

화합물 분석은 Hewlett Packard 7890A GC/Hewlett Packard

5975C mass selective detector(MSD)(Hewlett Packard Co.)를 사

용하였다. Column은 Stabilwax®-DA(30 m length×0.25 mm I.d×

0.25 µm film thickness: Restek Corp., Bellefonte, PA, USA)를

사용하였고 oven 온도는 50oC에서 5분간 유지한 후 200oC까지

3oC/min의 속도로 승온시켰으며 injector 250oC, carrier gas는

helium을 사용하였고 flow rate는 2 mL/min 조건이었다. MSD 조

건은 capillary direct interface temperature 250oC, ion source

temperature 230oC, EI ionization voltage 70 eV, mass range 45-

550 a.m.u, 그리고 scan rate 2.2 scan/sec였고 휘발성 화합물 동정

은 retention indices(RI), mass spectra와 aroma properties를 비교

하여 확인하였다.

통계처리

이화학적 특성 분석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s for Windows 7.2)를 이용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과 Fisher’s Least Significant Difference(LSD)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도정도에 따른 찹쌀발효주의 이화학적 특성

원료 찹쌀의 도정도에 따른 조지방 함량은 0% 도정찹쌀(대조

구)이 0.84±0.49%로 가장 높았고 Eun 등(7)의 찹쌀 현미(100%)

일 때 7분 도미(94.4%)의 조지방 함량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식

품 성분표(17)에 제시되는 찹쌀백미 지질함량 0.4%의 두 배 정

도를 나타냈다. 일본의 청주나 국내에서 소량이지만 50%까지 도

정한 쌀을 이용하여 고급주를 제조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7분 도미(도정도 5.6%) 대조구 찹쌀을 수율 기준으로 30%(도정

도 35.6%)까지 도정하여 실험한 결과 조지방 함량은 10% 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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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이 0.25±0.11%, 20% 도정찹쌀이 0.14±0.05%, 그리고 30%

도정찹쌀이 0.07±0.13%로 나타났다.

원료 찹쌀의 도정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찹쌀 발효주의 발효기

간 중 pH, 총산 그리고 고형분 함량 변화를 Fig. 1-3에 나타내었

다. 덧술 직후 pH는 3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만이 4.23

±0.18로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모두 4.43-4.51 수준을 보였으

며 발효 3일째 3.65-3.75로 급격히 떨어졌다가 발효 5일째 다소

증가하게 나타났고, 발효 12일째에는 3.78-3.69로 도정도가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총산은 pH가 가장 높은 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가 발효 3일째 0.26±0.05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발효 12일째 도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발효기간 경과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여 발효 10

일에 모든 술이 최고치를 나타냈다.

고형분 함량은 덧술 직후 5.9-6.5oBx에서 발효 3일째 모든 술

이 15.2±0.1oBx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나타났고 도정도가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멥쌀을 사용한 Han 등

(18)의 결과보다 낮고 차조를 사용한 Kim 등(19)의 결과보다 높

았으며 발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당 성분이 미생물의 영양원으

로 이용되어 감소하게 나타났다.

원료 찹쌀의 도정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찹쌀 발효주의 발효종

료 후 분석결과는 Table 1, 2에 나타내었다. 알코올 함량은 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가 15.85±0.35%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도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3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는 15.2%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Eun 등(4)이 찹쌀

벼 도정 수율을 100%에서 92%까지 하여 실험하였을 때 92%로

제조한 시험구의 알코올 함량이 15.4%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

와 일치하였고 도정수율 92%, 즉 10분도미로 제조한 찹쌀발효주

의 알코올 함량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도정수율 70%까

지의 도정은 0.55% 감소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알코올

함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pH는 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가 3.86±0.01로 유의적

인 차이가 있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도정도에서는 3.75-

3.79로 나타나 Park 등(6)이 보고한 찹쌀주의 결과보다 다소 낮은

값을 보였으며(p<0.05), 총산은 2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

주가 0.35±0.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0.31-0.33%로

근사한 값을 보였다.

아미노산은 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가 0.41±0.01%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정도가 증가함에 따

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지방함량을 줄인 원료의 단백질 함량

도 줄어 단백질의 분해물인 glycine 함량이 줄어드는 경향으로 나

타난 것으로 생각된다(p<0.05).

고형분 함량은 3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가 13.1±0.14
oBx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p<0.05), 도정

도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당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멥쌀을 사용한 Han 등(18)의 결과 보다

높게 나타났고 선행연구(10)에서 찹쌀을 이용한 발효주가 가장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원료 찹쌀의 도정도가 증가할수록

고형분 함량이 높게 나타나 관능적으로 중량감이 높을 것으로 여

겨진다.

착색도와 자외부 흡수는 3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가

0.21±0.05, 5.52±0.03로 가장 높았고 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가 0.16±0.03, 3.76±0.08로 가장 낮았으며 도정도가 증가할

수록 증가하게 나타났다. 착색도는 선행연구(20)의 효모 90-9를

사용한 찹쌀 발효주와 0% 도정찹쌀(대조구)을 원료로 한 발효주

가 유사하게 나타났고 도정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방향족 아미노산의 지표가 되는 자외부 흡수는 모든 실험구에서

높게 나타나 아미노산이 높게 나온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도정도

Fig. 1. Changes in pH of glutinous rice wines prepared from rice

with different milling degrees during fermentation time. ◆:
glutinous rice wine prepared from rice with 0% degree of milling, ■:

glutinous rice wine prepared from rice with 10% degree of milling,
▲: glutinous rice wine prepared from rice with 20% degree of
milling, ●: glutinous rice wine prepared from rice with 30% degree
of milling.

Fig. 2. Changes in total acid content of glutinous rice wines

prepared from rice with different milling degrees during

fermentation time. Symbols are the same as described in Fig. 1.

Fig. 3. Changes in soluble solid content of glutinous rice wines
prepared from rice with different milling degrees during

fermentation time. Symbols are the same as described in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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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9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환원당 함량은 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가 11.97±1.18

mg/mL로 가장 낮게 그리고 고형분 함량이 가장 높았던 30% 도

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가 23.23±1.03 mg/mL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So 등(21)과 Han 등(18)의 결과와 유사하였다(p<0.05).

유기산은 중 citric acid는 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가

0.05 mg/mL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0.03±0.01 mg/mL로

동일한 함량을 보였으며 malic acid는 3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가 0.23±0.05 mg/mL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Succinic acid

는 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가 2.21±0.02 mg/mL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정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lactic acid 또한 도정률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게 나타나 0% 도정

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 4.11 mg/mL에서 30% 도정찹쌀을 원료

로 한 발효주 2.71±0.15 mg/mL을 나타냈다. Acetic acid는 3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에서 0.13±0.08 mg/mL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pyroglutamic acid는 모든 술에서 0.01-0.02 mg/mL로 미

량성분임을 알 수 있었으며 도정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

발효가 진행되면서 생성되는 유리당 성분 중 maltose와 glucose

는 환원당 함량이 가장 높았던 3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

주에서 2.75±0.26, 19.02±1.25 mg/mL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게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도정도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fructose는 0.52±0.01 mg/mL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게 가장 적게

나타났고 도정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원료 찹쌀의 도정도를 0%에서 30%로 하여 발효주를 제조한

결과 도정도가 증가할수록 알코올 함량과 아미노산은 감소하였

고 고형분 함량, 착색도, 자외부흡수, 환원당은 증가하였으며, 이

러한 결과는 맛 성분 중 입안의 중량감과 단맛을 나타내는 유리

당 함량은 증가하고 상큼하고 신맛을 나타내는 유기산 함량은 감

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도정도에 따른 찹쌀발효주의 휘발성 향기성분

GC와 GC-MSD를 사용한 휘발성 향기성분 분석결과 alcohol 7

종, ester 39종, acid 6종, aldehyde 1종, alkane 4종, alkene 1종,

기타 2종으로 60종이 검출되었다(Table 3). 모든 실험구에서 술의

주성분인 ethyl alcohol을 제외하고 hexadecanoic acid ethyl ester

의 면적비율이 11.566-18.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달콤하면서

견과류의 향 특성(22)을 나타내는 decanoic acid ethyl ester의 면

적비율이 11.553-14.513%로 그 다음을 나타내 long chain의 ester

면적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도정도가 증가할수록 과일, 와인 향

특성을 나타내는 hexanoic acid ethyl ester, 2-octenoic acid ethyl

ester의 면적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succinic acid diethyl

ester, isoamyl laurate의 면적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매

우 부드럽고 Orris, Violet과 같은 oil 특성(23)을 나타내는 tetrade-

canoic acid ethyl ester와 향은 거의 없고 부드럽고 달콤한 oil 특

성(22)을 나타내는 ethyl oleat, ethyl linoleate의 면적비율은 2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까지 감소하다 30% 도정찹쌀을 원

료로 한 발효주에서는 일정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

다(Fig. 4).

술의 향기성분에 크게 관여하는 ester류 외에 도정도가 증가할

수록 acid류 중 propanoic acid의 면적비율은 증가하게 나타났고

n-caprylic acid의 면적비율은 감소하게 나타났으며 alcohol류 중

1-hexanol과 2,3-butanediol의 면적비율은 증가하게 나타났다.

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의 휘발성 향기성분 면적비

율(peak area%)은 alcohol류 40.154%, ester류 59.179%, acid류

0.430%, alkane류 0.088%, alkene류 0.018%, 기타 0.132%로 나타

났고 alcohol류의 면적비율이 가장 적고 ester류의 면적비율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Ester류 중 강한 과실 향으로 발효 중 술덧에

함유되는 저급지방산이 효모나 세균의 작용으로 에스테르화 되

어 생성되는 ethyl acetate의 면적비율이 0.329%로 실험구 중 가

장 적게 나타났고, 과일 향과 꽃잎 향 그리고 oil 향 특성(22)을

Table 1. Chemical contents of glutinous rice wines prepared from rice with different milling degrees

Degree of 
milling (%)

Alcohol (%) pH**
Total acid1)

(%)
Amino acid* 2)

(%)
oBx***

Coloring 
degree3)

UV
absorbance****4)

Reducing sugar***  
(mg/mL)

0 015.85±0.355) 3.86±0.01a 0.33±0.02 0.41±0.01a 11.4±0.14c 0.16±0.03 3.76±0.08c 11.97±1.18 c

10 15.70±0.28 3.75±0.00c 0.35±0.01 c0.38±0.01ab 11.8±0.14b 0.17±0.03 3.88±0.03c 15.22±0.40 b

20 15.55±0.07 c3.78±0.02bc 0.31±0.00 c0.35±0.03bc c11.7±0.07bc 0.17±0.06 4.31±0.13b 16.14±0.51 b

30 15.20±0.00 3.79±0.01b 0.32±0.02 0.32±0.02c 13.1±0.14a 0.21±0.05 5.52±0.03a 23.23±1.03 a

1)Total acid contents described as succinic acid.
2)Amino acid contents described as glycine.
3)Absorbance at 430 nm.
4)Absorbance at 280 nm.
5)Mean±SD of 3 replications.
*p<0.05, **p<0.01, ***p<0.001, ****p<0.0001.
abcMeans with different letters vertical in the lin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by Fisher’s LSD test.

Table 2. Organic acid and free sugar contents of glutinous rice wines prepared from rice with different milling degrees (mg/mL)

Degree of 
milling (%)

Cit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 Lactic acid Acetic acid
Pyroglutamic 

acid
Maltose* Glucose* Fructose**

0 00.05±0.001) 0.19±0.04 2.21±0.02 4.11±0.00 0.04±0.02 0.02±0.00 1.77±0.27 b 11.99±1.18b 1.39±0.23a

10 0.03±0.00 0.22±0.04 2.13±0.03 3.78±0.06 0.09±0.04 0.02±0.00 c2.22±0.19 ab 14.69±0.90b 1.04±0.04 b

20 0.03±0.00 0.20±0.03 2.12±0.20 3.24±0.17 0.05±0.00 0.01±0.00 c2.32±0.09 ab 14.25±1.80b 0.68±0.06c

30 0.03±0.01 0.23±0.05 2.09±0.05 2.71±0.15 0.13±0.08 0.01±0.00 2.75±0.26a 19.02±1.25a 0.52±0.01c

1)Mean±SD of 3 replications.
*p<0.05, **p<0.01.
abcMeans with different letters vertical in the lin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by Fisher’s LS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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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olatile compounds of glutinous rice wines prepared from rice with different milling degrees (Unit: peak area%)

No. RT RI1) Compounds 0% 10% 20% 30%

1 3.144 <1000 Ethyl acetate 0.3292) 0.699 0.536 0.818 

2 3.882 <1000 Ethyl alcohol 35.593 38.539 39.208 34.999 

3 5.15 1005 Acetic acid isobutyl ester 0.027 0.061 0.129 0.110 

4 5.713 1029 Butanoic acid ethyl ester 0.104 0.122 0.274 0.093 

5 7.429 1101 Propanoic acid 0.115 0.139 0.154 0.169 

6 7.776 1112 Isoamyl acetate 0.142 0.611 0.356 1.052 

7 7.902 1117 Pentanoic acid ethyl ester 0.020 -3) - - 

8 10.728 1210 Isoamyl alcohol 3.238 4.224 4.135 4.093 

9 10.987 1218 n-Amyl alcohol - - 0.020 - 

10 11.278 1226 Hexanoic acid ethyl ester 0.740 0.777 0.808 0.841 

11 14.613 1334 Heptanoic acid ethyl ester 0.025 0.036 0.040 0.038 

12 15.139 1353 Lactic acid ethyl ester 0.041 0.033 0.044 0.020 

13 15.311 1359 1-Hexanol 0.012 0.014 0.023 0.021 

14 16.437 1400 Tetradecane 0.018 0.034 - 0.018 

15 17.955 1440 Octanoic acid ethyl ester 3.565 3.712 4.167 4.089 

16 18.668 1459 Isoamyl caproate 0.044 0.072 0.060 0.090 

17 18.702 1460 Acetic acid - - 0.016 - 

18 21.121 1533 Nonanoic acid ethyl ester 0.091 0.112 0.178 0.163 

19 21.211 1536 2,3-Butanediol 0.009 0.012 0.016 0.021 

20 21.585 1550 Octanoic acid isobutyl ester 0.031 0.032 0.068 0.035 

21 21.639 1552 2-Octenoic acid ethyl ester - 0.011 0.020 0.032 

22 22.965 1600 Hexadecane 0.040 0.026 0.016 0.008 

23 24.248 1639 Decanoic acid ethyl ester 11.608 11.553 14.513 12.674 

24 24.81 1657 Isoamyl octanoate 0.296 0.342 0.460 0.308 

25 25.141 1667 Benzoic acid ethyl ester 0.011 0.017 0.018 0.018 

26 25.39 1675 Succinic acid diethyl ester 0.031 0.023 0.024 0.018 

27 25.767 1686 4-Decenoic acid ethyl ester 0.014 0.024 0.060 0.020 

28 26.653 1716 Decanoic acid propyl ester 0.016 0.011 0.019 - 

29 27.143 1733 Undecanoic acid ethyl ester 0.018 0.027 0.031 0.027 

30 27.519 1747 Decanoic acid isobutyl ester 0.103 0.130 0.190 0.115 

31 27.617 1750 Isoamyl nonanoate - 0.018 0.029 0.016 

32 29.275 1811 Acetic acid 2-phenylethyl ester 0.071 0.201 0.164 0.244 

33 29.982 1838 Dodecanoic acid ethyl ester 7.861 6.617 7.056 5.271 

34 30.4 1854 Isopentyl decanoate 0.446 0.449 0.548 0.301 

35 31.714 1904 Phenylethyl alcohol 1.275 1.249 1.658 1.291 

36 31.991 1915 Benzyl oxy tridecanoic acid 0.009 0.019 0.015 0.015 

37 32.563 1938 Ethyl tridecanoate 0.024 0.056 0.030 0.055 

38 32.877 1950 Isobutyl laurate 0.025 0.017 0.021 0.015 

39 34.416 2012 2-Dodecanone 0.010 0.015 0.016 0.012 

40 34.519 2016 Nootkatone 0.020 0.029 0.035 0.032 

41 35.165 2043 Tetradecanoic acid ethyl ester 7.379 6.842 5.661 6.480 

42 35.412 2053 n-Caprylic acid 0.073 0.062 0.071 0.051 

43 35.525 2058 Isoamyl laurate 0.085 0.053 0.055 0.036 

44 36.455 2097 1,3-Cyclododecadiene 0.018 0.017 0.018 0.012 

45 37.128 2126 Pentadecanal - 0.014 0.013 0.011 

46 37.53 2143 Pentadecanoic acid ethyl ester 0.097 0.092 0.078 0.100 

47 37.798 2155 E-11-Hexadecenoic acid ethyl ester 0.061 0.062 0.055 0.047 

48 37.997 2164 6-Undecylamine 0.055 0.083 0.065 0.098 

49 39.965 2251 Hexadecanoic acid ethyl ester 13.297 12.149 11.566 18.437 

50 40.283 2265 n-Capric acid 0.208 0.185 0.221 0.194 

51 40.466 2273 Ethyl 9-hexadecenoate 0.283 0.223 0.240 0.182 

52 42.256 2347 Heptadecanoic acid ethyl ester 0.015 - - 0.015 

53 42.544 2358 Hexadecanoic acid 2-methyl propyl ester 0.027 0.021 0.027 0.056 

54 42.771 2366 1-Hexadecanol 0.027 0.029 0.03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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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dodecanoic acid ethyl ester의 면적비율이 7.861%로 실

험구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는 alcohol류 44.067%, ester

류 55.192%, acid류 0.405%, aldehyde류 0.014%, alkane류

0.105%, alkene류 0.017%, 기타 0.199%로 나타났다. 퓨젤유 성분

중 아미노산인 leucine으로부터 생성되는 바나나 향의 감미성 방

향을 지니며 맥주의 향미와 음용에 영향이 큰 고급 알코올 성분

으로 중요시되는 isoamyl alcohol의 면적비율이 4.224%로 실험구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24), ester류 중 ethyl tridecanoate, E-11-

hexadecanoic acid ethyl ester의 면적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는 alcohol류 45.097%, ester

류 54.146%, acid류 0.477%, aldehyde류 0.013%, alkane류

0.067%, alkene류 0.018%, 기타 0.18%로 나타났고 실험구 중

alcohol류의 면적비율이 가장 높고 ester류의 면적비율이 가장 적

게 나타났다. Alcohol류 중 ethyl alcohol을 제외하고 장미, 오렌

지 꽃과 같은 천연 정유에 발견되며 장미향, 벌꿀 향 특성(25)을

갖는 phenylethyl alcohol이 가장 높았으며 면적비율이 1.658%로

실험구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는 alcohol류 40.453%, ester

류 58.755%, acid류 0.429%, aldehyde류 0.011%, alkane류

0.07%, alkene류 0.012%, 기타 0.269%로 나타났다. Ester류 중 미

미한 waxy odor, 극도로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실제적으로 맛은

거의 느낄 수 없고 입안에 creamy한 특성(22)을 부여하는 hexa-

decanoic acid ethyl ester가 ethyl alcohol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

면적비율 18.437%로 도정도에 따른 시험구 중 월등히 높게 나타

나 중량감이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한 과실 향과 브랜

디와 같은 향을 나타내지만 고농도일 경우는 불쾌감을 주는 특

성(22)을 나타내는 ethyl acetate와 달콤하고 신선한 과일 향 특성

(22)을 나타내는 isoamyl acetate의 면적비율이 시험구 중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요 약

원료 찹쌀의 도정도가 발효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0% 도정찹쌀을 대조군으로 수율 기준으로 10, 20, 30% 도정한

찹쌀을 이용하여 발효주를 제조하여 이화학적 특성 및 휘발성 향

기성분을 비교하였다. 원료 찹쌀의 도정도에 따른 조지방 함량은

도정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게 나타났고 17일 발효 후 최종 알

코올 함량과 아미노산은 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가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도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pH는 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가, 총산은 1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형분 함량, 착색도, 자외부

흡수 및 환원당 함량은 3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가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도정도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유기산 중 malic acid와 acetic acid는 3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uccinic acid와 lactic acid는 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정도가 증

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리당에서 maltose와 glucose

는 30% 도정찹쌀을 원료로 한 발효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

정도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fructose는 도정도가 증가

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원료 찹쌀의 도정도를

달리한 발효주는 도정도가 증가할수록 알코올 함량과 아미노산

은 감소하였고 고형분 함량, 착색도, 자외부 흡수, 환원당은 증가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맛 성분 중 입안의 중량감과 단맛을 나

타내는 유리당 함량은 증가하고 상큼하고 신맛을 나타내는 유기

산 함량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GC와 GC-MSD를 사용

한 휘발성 향기성분 분석 결과, alcohol 7종, ester 39종, acid 6종,

aldehyde 1종, alkane 4종, alkene 1종, 기타 2종으로 60종이 검출

되었다. 술의 주성분인 ethyl alcohol을 제외하고 hexadecanoic acid

ethyl ester의 면적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달콤하면서 견과류

향 특성을 나타내는 decanoic acid ethyl ester의 면적비율이 그 다

음을 나타냈다. 도정도가 증가할수록 과일, 와인 향 특성을 나타

Table 3. Continued

No. RT RI1) Compounds 0% 10% 20% 30%

55 43.081 2379 4-Octadecylmorpholine 0.077 0.116 0.116 0.171 

56 44.719 2433 Phenylcarboxylic acid 0.025 - - - 

57 45.281 2450 Octadecanoic acid ethyl ester 0.619 0.470 0.562 0.722 

58 45.997 2472 Ethyl oleate 5.098 3.902 2.206 2.240 

59 47.809 >2500 Ethyl linoleate 6.394 5.534 3.788 3.907 

60 50.631 >2500 Ethyl linolenate 0.138 0.081 0.061 0.069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1)Retention indices were determined using C10-C25 as external reference.
2)Average of relative percentage of total peak area.
3)Not detected.

Fig. 4. Peak area (%) of major esters in glutinous rice wines

prepared from rice with different milling degrees. □: glutinous
rice wine prepared from rice with 0% degree of milling, ▒:

glutinous rice wine prepared from rice with 10% degree of milling,
■: glutinous rice wine prepared from rice with 20% degree of
milling, □: glutinous rice wine prepared from rice with 30% degree
of milling. OAEE: octanoic acid ethyl ester, DAEE: decanoic acid
ethyl ester, DDAEE: dodecanoic acid ethyl ester, TDAEE:
tetradecanoic acid ethyl ester, HDAEE: hexadecanoic acid ethyl
ester, EO: ethyl oleate, ELA: ethyl linoleate.



도정도에 따른 찹쌀발효주의 이화학적 특성 및 휘발성 향기성분 81

내는 hexanoic acid ethyl ester, 2-octenoic acid ethyl ester의 면

적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향은 거의 없고 부드럽고 달

콤한 oil 특성을 나타내는 ethyl oleat, ethyl linoleate와 succinic

acid diethyl ester, isoamyl laurate의 면적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Ester류 외에 도정도가 증가할수록 acid류 중 propanoic

acid의 면적비율은 증가하였고 n-caprylic acid의 면적비율은 감소

하였으며 alcohol류 중 1-hexanol과 2,3-butanediol의 면적비율은 증

가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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