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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haracterize and compare makgeolli (a Korean rice wine) made using different raw
materials. Five cultivars of rice and wheat flour were used as starch materials for makgeolli and assessed for
their moisture, crude lipid, crude protein, and crude dietary fiber content. Overall, wheat flour was higher in
crude lipid and crude protein and lower in moisture than rice. Makgeolli characteristics were assessed for pH,
total acids, organic acids, free sugars, color and appearance. We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H and total
acids between makgeolli made from rice and wheat flour. In addition, the major free sugar in the makgeolli made
from rice and wheat flour was glucose, although the content of total free sugars was lower in the wheat flour
makgeolli (67.75 mg/mL) than the rice makgeolli (76.41～84.53 mg/mL). In terms of organic acids content, the
total organic acid content was highest in the wheat flour makgeolli, while the major organic acids of the makgeolli
made from rice and wheat flour were lactic acid and succinic acid, respectivel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
ences in color values among rice makgeolli, but the rice makgeolli was higher in sensory scores (indicating prefer-
ence) than the wheat flour makgeolli. As the degree of milling increased, moisture, crude lipid, and crude protein
in the rice decreased. Acetic acid in the makgeolli also decreased,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H, total acids, free sugars, color values, and sensory scores (except fruitiness). Traditional nuruk (TN) and
cultured nuruk (CN) were compared as fermentation starters. Nuruk is a Korean traditional starter for fermenta-
tion of makgeolli and a raw material for makgeolli making. The pH in the makgoelli made with TN and CN
were 4.29～4.65 and 4.02～4.23, respectively. Total organic acid content was higher in the TN makgeolli (3.5～6.3
mg/mL) compared to the CN makgeolli (2.3～4.3 mg/mL). The content of free sugars in the makgeolli made with
CN was higher (59.44～73.34 mg/mL) than that with TN (56.45～59.75 mg/mL). The Hunter color test showed
that makgeolli made with TN was lighter and higher in red and yellow color compared to CN. Overall sensory
acceptability was higher in the CN makgeolli compared to the TN makgeo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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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막걸리는 전분질의 곡물과 누룩, 입국, 효모와 같은 발효

제를 이용하여 담근 6∼8%의 알코올 도수를 가진 한국의

전통주이다. 전분질 원료로는 멥쌀(1), 밀가루(2), 보리(3),

고구마(4) 등이 사용되며, 곡물의 종류에 따라 색, 향기, 총

산, 알코올 생성량 등과 같은 막걸리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5). 곡물의 전분질은 누룩에 포함된 다양한 곰팡이, 효모,

젖산균과 같은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효소에 의해 아미노

산, 유기산, 유리당, 비타민, 방향물질 등으로 분해된다(6,7).

쌀을 사용하여 막걸리를 담글 때는 도정도가 높은 쌀을 주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쌀의 종피, 호분층, 배아에는 단백질,

지방, 무기질과 비타민이 존재하여 발효 중 각종 미생물의

발육을 촉진시켜 주질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8,9). 하지

만 이러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도정을 많이 하면 원료의

손실과 수율이 감소하게 되므로 막걸리 제조에 적합한 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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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ng quality characteristics of makgeolli
made using different starch materials

(Five cultivars of rice and a wheat flour; cultured nuruk)

↓

Selecting a starch materials which had the highest
score in sensory evaluation

↓

Comparing quality characteristics of makgeolli made
using rice with different milling degrees

(Odae and cultured nuruk)

↓

Selecting a milling degree of rice which had the
highest score in sensory evaluation

↓

Comparing quality characteristics of makgeolli made
using different nuruks

(Odae with 50% milling degree, 3 traditional nuruks
and 2 cultured nuruks)

Fig. 1. Study flowchart.

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룩은 Aspergillus 속 곰팡

이와 Rhizopus 속 곰팡이를 비롯하여 많은 종류의 미생물을

자연 생육하도록 하여 만드는 전통누룩과 살균한 전분질 원

료에 순수 배양한 곰팡이인 Aspergillus kawachii와 Asper-

gillus oryzae 등을 인공적으로 접종하여 만드는 개량누룩이

있다. 전통누룩으로 담근 막걸리는 누룩 중에 생육하는 여러

미생물에 의해 탁주의 풍미가 다양해지며, 개량누룩으로 담

근 막걸리는 변패가 방지되고 안전한 발효가 이루어져 품질

이 균일한 술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누룩 종류에 따라 생육

미생물이나 미생물이 생산하는 효소활성, 알코올 발효력, 유

기산 생산력 등이 상이하여 탁주의 맛, 향기, 색 등의 품질에

차이를 보인다(5).

막걸리의 품질을 결정하는 원료에 관한 연구로는 전분질

원료나 누룩 종류에 따른 막걸리의 휘발성 향기성분에 관한

연구(10,11), 개량누룩 사용에 의한 탁주의 품질 개선 연구

(12) 등이 수행되었으나, 전분의 종류, 특히 쌀 품종과 도정

도에 따른 막걸리의 품질 특성을 비교한 연구는 전무하다.

또한 개량누룩과 전통누룩을 함께 비교한 연구 논문도 검색

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막걸리 담금 시 쌀의 품종, 쌀의

도정도, 누룩 종류에 따른 막걸리의 품질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서로 다른 품종의 쌀로 제조한 막걸리의 품질 특

성을 비교하였다. 이때 밀가루로 제조한 막걸리와의 품질특

성도 비교․검토하였다. 그중 품질 특성이 가장 우수한 쌀을

선택하고 이 쌀의 도정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막걸리의 품질

특성을 비교하였다. 선택된 쌀을 이용하여 누룩의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한 막걸리의 품질 특성을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막걸리 제조에 사용한 전분질 원료는 국내 주요 재배 쌀

품종인 추청(Chucheong, Icheon, Korea), 일미(Ilmi, Jeon-

geup, Korea), 동진1호(Dongjin-1-ho, Sinan, Korea), 오대

(Odae, Cheolwon, Korea), 삼광(Samkwang, Dangjin,

Korea)과 밀가루(Daehan Flour Mills Co.,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밀가루는 중력분으로 시중 마트에서 구입하였

으며, 쌀은 현미 기준으로 10% 도정한 2010년도 햅쌀을 각

지역 농협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도정도에 따른 막걸리

제조에 사용된 원료는 2010년도 오대(Odae, Sacheon, Korea)

쌀이며, 현미 기준으로 10%, 30%, 50% 도정하였다. 누룩별

막걸리 제조에 사용된 누룩은 전통누룩 3종(A, B, C), 개량

누룩 2종(D, E)을 50% 도정한 오대쌀에 사용하여 막걸리를

제조하였다. 쌀 품종과 도정도에 따른 막걸리 제조에는 개량

누룩 D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Fig. 1과 같다.

막걸리 제조

쌀은 2∼3시간 동안 침지한 후, 30분 동안 증자하였다. 입

국(Dongsan, Yongin, Korea)은 증자한 쌀에 백국균(Asper-

gillus kawachii)을 번식시켜 제조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1단 담금은 쌀(8 kg), 입국(2 kg), 누룩(500 g), 건조효

모(100 g), 물(17 L)을 혼합시켜 25
o
C에서 24시간 동안 발효

시켰다. 2단 담금은 쌀(20 kg), 누룩(500 g), 물(33 L)을 25°C

에서 4일간 발효시켰다. 발효는 알코올 함량 16±1%에서

종료시키고, 알코올 함량 6%로 제성하였다. 밀가루 막걸리

는 증자과정을 제외하고 쌀 막걸리 담금 과정과 동일하게

제조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각 시료의 일반성분 함량은 AOAC(13)에 따라 측정하였

다. 수분함량은 105oC 상압가열건조법, 조지방 함량은 Sox-

hlet 추출법, 조단백질 함량은 Kjeldahl 법을 사용하였고, 조

섬유 함량은 조섬유분석기기(Fiber Tecator, FOSS, Höga-

näs, Sweden)로 측정하였다.

pH 및 총산

pH는 pH meter(Orion 3-Star Plus Benchtop pH meter,

Thermo Scientific, Waltham, MA, USA)로 측정하였고, 총

산(14)은 일정량의 시료를 취하여 bromthymol blue(Showa

Chemical Co., Ltd., Tokyo, Japan)와 neutral red(Sig-

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 혼합지시약

2∼3방울 떨어뜨린 다음, 0.1 N NaOH(Samchun Chemical

Co., Seoul, Korea)로 적정하여 acetic acid(%)로 환산하였다.

유기산 분석

유기산 분석은 Jeong 등(15)의 방법을 준용하였다. 시료

13 mL를 취하여 4
o
C, 10,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 2 mL를 10 mL의 0.008 M H2SO4(Matsunoen Chem-

icals, Osaka, Japan) 용액에 혼합하였다. 혼합액을 Sep-Pak

C18 cartridge(Waters Co., Milford, MA, USA)와 0.45 μm

syringe filter(Acrodisc, Pall Life Sciences, East Hills, NY,

USA)로 여과한 후 HPLC(Ultimate 3000, Dionex-Sof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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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raw materials (Unit: %, wet basis)

Raw material Moisture Crude lipid Crude protein Crude dietary fiber

Rice cultivar

Chucheong
Ilmi
Dongjin 1 ho
Odae
Samkwang

12.70±0.75b
12.86±0.12b
12.04±0.96b
12.71±0.06b
13.81±0.11a

0.38±0.02cd
0.27±0.03e
0.34±0.04d
0.45±0.04b
0.43±0.01bc

6.69±0.13bc
6.42±0.12d
6.93±0.18b
6.60±0.14cd
5.58±0.07e

0.26±0.21ab
0.19±0.03b
0.29±0.02b
0.29±0.10a
0.25±0.03a

Wheat flour 9.70±0.20c 0.99±0.04a 9.88±0.16a 0.26±0.03ab

Milling degree
Odae 10%
Odae 30%
Odae 50%

15.09±0.34a
14.85±0.24a
13.64±0.27b

0.26±0.05a
0.06±0.02b
0.07±0.01b

6.62±0.00a
5.98±0.12b
5.44±0.02c

0.29±0.10
0.21±0.07
0.17±0.06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e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GmbH, Germering, Germany)로 분석하였다. C18 column

(Nova-Pak, 250×4.6 mm, 4 μm, Waters Co.)을 사용하였

고, mobile phase는 0.008 M H2SO4(Matsunoen Chemicals),

flow rate은 0.6 mL/min, injection volume은 20 μL이었으며,

UV detector(210 nm)로 분석하였다.

유리당 분석

유리당 분석은 Jeong 등(16)의 방법을 준용하였다. 시료

13 mL을 취하여 4oC, 10,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0.45 μm syringe filter(Acrodisc, Pall Life Scien-

ces)로 여과하였다. 여과액은 HPLC(Ultimate 3000, Dionex-

Softron GmbH)로 분석하였다. 유리당 분석은 carbohydrate

column(Zorbax, 250×4.6 mm, 5 μm, Agilent Technologies
Inc., Palo Alto, CA, USA)을 사용하였고, mobile phase는

acetonitrile : water = 75:25(v/v), flow rate은 1.2 mL/min,

injection volume은 20 μL이었으며, evaporative light scat-

tering detector(ELSD, PL-ELS 2100, Polymer Laborato-

ries, Sophonsire, UK)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색도 측정

색도는 colorimeter(Minolta CM-3500d Chromameter,

Minolta Co., Ltd., Tokyo, Japan)로 L(lightness), a(red-

ness), b(yellowness) 값을 측정하였다.

관능평가

관능평가를 위한 검사원은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

학원생 20∼30대 17명(남자 6명, 여자 11명)이 참여하였다.

검사원들은 사전에 묘사 용어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했고,

채점표와 척도에 대한 학습과 훈련을 실시하였다. 관능평가

분석은 막걸리의 향, 맛, 외관, 종합적 기호도에 대해 매우

좋다 5, 매우 나쁘다 1의 5점 평점법으로 평가하였다. 시료는

세 자리 난수표로 코드화하여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플라스

틱 뚜껑을 덮어 제시하였으며, 평가는 각각의 부스가 분리된

관능검사실에서 수행하였다.

통계학적 분석

모든 분석 결과 값은 SPSS program(version 19.0, SPSS,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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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하였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5%

(p<0.05) 유의수준에서 평균 간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원재료의 일반성분 특성

실험에 사용한 쌀과 밀가루의 일반성분은 Table 1과 같

다. 쌀과 밀가루 간에는 일반성분 함량에 차이가 있었다. 밀

가루가 쌀보다 조지방과 조단백질 함량이 높았던 반면, 수분

함량은 낮았다. 쌀의 경우 도정도가 증가할수록 수분, 조지

방, 조단백질 함량이 감소했다. 이는 단백질 및 지방이 쌀의

외각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며(8), Cheigh 등(17)과

Eun 등(1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쌀의 일반성분 조성을 농촌진흥청 식품성분표(19)와 비교

해 본 결과, 수분 10.8∼17.2%, 지질 0.1∼1.0%, 단백질 5.7∼

7.7%, 섬유질 0.2∼0.4%였으며, 국내산 중력밀가루는 수분

13.0%, 조지방 1.1%, 조단백질 11.5%, 조섬유 0.2%로 일반성

분 함량이 밀가루보다 쌀 품종별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막걸리의 품질 특성

pH 및 총산: 원료를 달리하여 제조한 14종 막걸리의 pH

및 총산 함량은 Table 2와 같다. 막걸리의 pH는 막걸리의

발효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기산의 종류와 농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발효진행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20). 전분질의 종류와 도정도에 따른 막걸리의 pH

및 총산함량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전통누룩으로 담근

막걸리의 pH는 4.29∼4.65이었고, 개량누룩으로 담근 막걸

리는 pH 4.20∼4.23 정도로 전통누룩으로 담근 막걸리가 개

량누룩으로 담근 막걸리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누룩에

포함된 미생물들의 유기산 생성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

각하며, 막걸리에서 유기산을 생성하는 인자 중 누룩의 영향

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통 막걸리의 pH는 4.0∼4.6

인데, 본 연구결과 막걸리의 pH가 모두 이 범위 내의 값으로

이는 정상발효가 진행된 결과로 보인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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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 and total acids of makgeolli (6% alcohol ad-
justed)

Sample pH
Total acids
(acetic acid %)

Rice
cultivar

Chucheong
Ilmi
Dongjin 1 ho
Odae
Samkwang

4.35±0.20
4.31±0.15
4.32±0.14
4.29±0.23
4.40±0.15

0.28±0.04
0.26±0.04
0.26±0.03
0.27±0.04
0.24±0.04

Wheat flour 4.40±0.17 0.25±0.05

Milling
degree

Odae 10%
Odae 30%
Odae 50%

4.41±0.12
4.25±0.20
4.19±0.25

0.37±0.05
0.36±0.04
0.37±0.05

Nuruk

TN1) A
TN B
TN C
CN

2)
D

CN E

4.39±0.07b
4.65±0.05a
4.29±0.10c
4.23±0.05cd
4.20±0.10e

0.27±0.02
0.27±0.02
0.27±0.03
0.26±0.02
0.26±0.02

1)TN: Traditional nuruk. 2)CN: Cultured nuruk.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e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3. Organic acids in makgeolli (Unit: mg/mL)

Sample Malic acid Lactic acid Acetic acid Citric acid Succinic acid

Rice cultivar

Chucheong
Ilmi
Dongjin 1 ho
Odae
Samkwang

0.6±0.7a
0.5±0.2ab
0.2±0.2b
0.2±0.2b
0.1±0.1b

1.9±0.4b
2.3±0.4ab
2.5±0.8a
2.1±0.5ab
2.1±0.5ab

1.2±0.7abc
1.9±0.9ab
1.9±1.4a
1.3±0.9abc
1.0±0.5bc

0.1±0.1
0.1±0.1
0.1±0.0
0.1±0.1
0.1±0.1

1.0±0.4b
0.8±0.5b
0.7±0.4b
0.9±0.4b
0.7±0.4b

Wheat flour 0.3±0.5ab 0.7±0.5c 0.3±0.5c 0.1±0.2 2.1±1.5a

Milling degree
Odae 10%
Odae 30%
Odae 50%

1.0±1.0
1.2±0.9
1.5±0.2

2.0±2.7
1.9±2.3
3.0±2.2

1.2±1.1ab
1.7±1.8a
0.2±0.3b

0.2±0.1
0.2±0.1
0.2±0.1

1.1±1.4
1.2±1.0
1.2±0.9

Nuruk

TN
1)
A

TN B
TN C
CN2) D
CN E

0.4±0.2b
0.1±0.1c
0.3±0.3bc
0.7±0.2a
0.4±0.2b

0.9±0.5
0.9±0.5
0.9±0.5
0.8±0.4
0.5±0.4

0.9±0.4ab
1.0±0.1a
0.6±0.2c
1.0±0.2a
0.7±0.1bc

0.1±0.1
0.1±0.1
0.1±0.1
0.1±0.1
0.1±0.1

4.0±1.0a
2.4±0.9b
1.6±0.5b
1.7±0.8b
0.6±0.1c

1)
TN: Traditional nuruk.

2)
CN : Cultured nuruk.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c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막걸리를 포함한 주류의 산도는 술의 풍미와 보존성에 영

향을 주며(22), 주류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막걸리의 산도가 너무 높으면 초산발효와 같은 이상 발효가

진행된 것이고, 산도가 너무 낮으면 술 특유의 산미를 잘

느낄 수 없게 된다(23). 14종 막걸리의 총산 함량은 0.24∼

0.37%로 술 품질인증기준인 0.5% 이하에 부합하였으며(24),

국내 시판 막걸리의 총산 함량을 측정한 연구(25)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유기산

원료를 달리하여 제조한 14종 막걸리의 유기산 함량 및

조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막걸리에 함유된 유

기산 중 malic acid, lactic acid, acetic acid, citric acid, suc-

cinic acid가 검출되었으며, 그 함량은 원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총 유기산 함량은 쌀로 담근 막걸리(4.0∼5.6 mg/

mL)가 밀가루로 담근 막걸리(3.5 mg/mL)보다 높았으며, 밀

가루와 쌀로 담근 막걸리의 주된 유기산은 각각 succinic

acid와 lactic acid였다. 본 연구 결과는 succinic acid와 lactic

acid가 발효과정 중 주요 유기산이라 보고한 Lee와 Lee(22)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위 결과로 볼 때, 쌀로 담근 막걸

리가 밀가루로 담근 막걸리보다 산미가 다소 강할 것으로

보인다. 도정도를 달리한 막걸리에서는 도정을 많이 할수록

acetic acid 함량은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acetic acid

외 4종류의 유기산은 도정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전통누룩과 개량누룩으로 담근 막걸리의 총 유기산 함량은

각각 3.5∼6.3 mg/mL와 2.3∼4.3 mg/mL로 전통누룩으로

담근 막걸리의 유기산 함량이 높았다. 특히 개량누룩 D로

담근 막걸리는 malic acid의 함량이, 전통누룩 A로 담근 막

걸리는 succinic acid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 이와

같이 발효제의 종류에 따라 막걸리의 주된 유기산의 종류가

달라진 이유는 유기산 생산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종류가 서

로 다르기 때문이다(12). 막걸리에 존재하는 유기산은 술의

맛과 향 및 산성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5). 본 연구결과

는 막걸리 발효 시 생성되는 유기산이 대부분 lactic acid,

acetic acid, succinic acid, citric acid라는 Choi 등(26)의 연

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 lactic acid의

함량이 malic acid의 함량보다 많았는데, 이는 막걸리 발효

중 malic acid를 분해시켜 lactic acid를 생성시키는 Lacto-

bacillus와 Leuconostoc 등과 같은 특정 유산균에 의한 것으

로 생각된다(27). 시판되는 비살균 막걸리의 유기산 함량을

분석한 Lee 등(27)의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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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ee sugars in makgeolli (Unit: mg/mL)

Sample Fructose Glucose Maltose Lactose

Rice cultivar

Chucheong
Ilmi
Dongjin 1 ho
Odae
Samkwang

0.19±0.10b
0.19±0.05b
0.18±0.45b
0.19±0.10b
0.21±0.12b

78.38±12.19a
80.60±12.15a
82.43±10.38a
79.35±10.71a
74.18±13.05ab

0.71±0.12b
0.73±0.13b
0.75±0.07b
0.70±0.11b
0.64±0.05b

1.34±0.39
1.20±0.42
1.17±0.45
1.35±0.48
1.38±0.21

Wheat flour 0.45±0.40a 63.92±11.11b 1.92±1.85a 1.46±1.30

Milling degree
Odae 10%
Odae 30%
Odae 50%

0.16±0.12
0.18±0.14
0.18±0.16

72.28±16.39
73.72±15.55
70.25±14.42

0.53±0.15
0.52±0.15
0.43±0.15

1.47±0.31
1.90±0.72
1.77±0.62

Nuruk

TN
1)
A

TN B
TN C
CN

2)
D

CN E

ND
3)

ND
ND
ND
ND

51.88±3.19b
54.80±5.34b
49.46±10.48b
70.91±6.32a
53.83±10.43b

3.86±2.22a
2.00±1.09b
4.05±2.84a
0.80±0.17b
1.39±0.77b

2.67±1.12b
2.95±1.17b
2.94±0.47b
1.63±0.38c
4.22±1.51a

1)
TN: Traditional nuruk.

2)
CN : Cultured nuruk.

3)
ND: Not detected.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c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5. Color values (L, a and b) of makgeolli

Sample
Color value

L a b

Rice
cultivar

Chucheong
Ilmi
Dongjin 1 ho
Odae
Samkwang

44.6±4.7
44.6±6.1
45.2±5.0
44.6±4.7
42.5±4.6

-1.3±0.0a
-1.3±0.1a
-1.3±0.0a
-1.3±0.1a
-1.3±0.0a

-1.2±0.4b
-1.2±0.6b
-1.2±0.4b
-1.2±0.5b
-1.2±0.3b

Wheat flour 43.8±4.5 -1.6±0.1b 1.4±0.8a

Milling
degree

Odae 10%
Odae 30%
Odae 50%

47.2±2.0
46.1±1.9
46.9±2.7

-1.6±0.2
-1.6±0.1
-1.5±0.2

0.7±0.8
0.4±0.7
0.3±0.5

Nuruk

TN
1)
A

TN B
TN C
CN

2)
D

CN E

51.9±2.8ab
50.9±4.0b
54.2±3.7a
44.7±2.0d
47.6±1.2c

-0.9±0.1a
-0.8±0.2a
-0.9±0.1a
-1.3±0.5b
-1.4±0.1b

3.8±0.9a
4.1±1.3a
4.0±1.2a
0.5±0.9b
0.7±0.3b

1)
TN: Traditional nuruk.

2)
CN: Cultured nuruk.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d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의 lactic acid와 citric acid 함량이 다소 낮았는데, 이는 막걸

리의 주재료인 쌀, 누룩과 살균처리 유무에 따라 막걸리의

주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리당

막걸리의 감미는 주로 전분 분해에 의해 생성된 glucose

에서 기인하며, 막걸리의 발효 과정 중 유리당 함량의 변화

는 담금 방법이나 전분질 원료와 누룩의 배합비에 따라 차이

를 나타낸다(16). 원료를 달리하여 담근 14종 막걸리의 유리

당 함량 및 조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반적으

로 glucose의 함량은 49.46∼82.43 mg/mL 수준으로 유리당

중 그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fructose, maltose, lactose도

소량 검출되었는데, 이는 Jeong 등(16)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 쌀 품종 간에는 유리당 함량에 차이가 없었으며, 밀가

루로 담근 막걸리가 쌀로 담근 막걸리보다 glucose 함량은

낮고 fructose와 maltose의 함량은 높았다. 쌀의 도정비율을

달리하여 담근 막걸리의 유리당 함량에는 차이가 없었다.

누룩의 종류를 달리하여 담근 막걸리의 경우, 개량누룩 D로

담근 막걸리의 glucose 함량이 유의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미도가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걸리 중의 유리당은

알코올 발효기질로 이용되고 주류의 향기 생성과 감미도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다(28). 본 실험 결과, 누룩의 종류가 유

리당 함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전분질 원료 또한

영향을 미쳤다.

색도

원료에 따른 막걸리 14종의 색도를 비교하여 Table 5에

나타냈다. a와 b 값은 쌀 품종 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쌀과

밀가루로 담근 막걸리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밀가루로

담근 막걸리의 b 값이 쌀로 담근 막걸리의 b 값보다 높아

황색이 진했다. 이는 밀가루의 색소 성분인 carotenoid 때문

이다. 쌀의 도정도를 달리한 막걸리의 색도 값은 도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전통누룩으로 담근 막걸리는 개량누룩

으로 담근 막걸리보다 L, a, b 값이 높았다. 누룩별로 색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누룩 제조 시 사용하는 전분원료 및

누룩 속에 포함된 다양한 미생물의 효소작용으로 원료성분

이 분해되어 서로 다른 색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보인다(29).

관능평가

막걸리 14종에 대한 관능적 기호도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5종의 쌀과 밀가루로 담근 막걸리의 시각적, 후각적,

향미적, 종합적 기호도 점수는 쌀로 담근 막걸리가 밀가루로

담근 막걸리보다 높았다. 특히 밀가루로 담근 막걸리의 단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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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호도가 낮았는데, 이는 유리당 함량이 쌀로 담근

막걸리보다 밀가루로 담근 막걸리에서 더 낮기 때문이다

(Table 4). 쌀 품종 간 종합적 기호도 점수에는 차이가 없었

는데, 이는 전분질 원료인 쌀의 일반성분 차이가 막걸리의

관능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중

최종 쌀 품종으로는 단맛, 쓴맛, 탄산미에 대한 점수가 높았

던 오대미를 선택했다. 도정도에 따른 막걸리의 기호도 점수

는 과실향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도정도가 증가할수록 과실향에 대한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도정도가 가장 높은 50%를 최종 도정도로 선택했다. 누룩의

종류에 따른 막걸리의 관능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전통누룩

보다는 개량누룩으로 담근 막걸리의 기호도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량누룩이 쌀 입국 탁주보다 색상, 향,

맛에서 품질 특성이 우수하다고 한 Song 등(20)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으며, 그 원인은 전통누룩에 있는 불필요한 미생

물의 증식은 억제하고 특정 미생물만을 배양한 개량누룩의

사용으로 막걸리의 맛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개량누룩 중에서는 glucose 함량이 가장 많으면서 단맛에

대한 기호도가 높았던 개량누룩 D로 담근 막걸리를 최종

누룩으로 선택했다. 또한 시각적 요인과 관능적 특성과의

관계를 보면, 색도 측정 시 b 값이 높았던 밀가루와 전통누룩

으로 담근 막걸리는 색상과 탁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

다. 따라서 흰색에 가까운 막걸리보다 황색을 나타내는 막걸

리에 대한 기호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전분질의 종류와 도정도, 누룩의 종류가 막걸리의 향

기, 맛, 색상 등 품질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전분원료의 종류, 쌀의 도정도, 누룩의 종

류를 달리하여 담근 막걸리의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밀가

루는 쌀보다 조지방과 조단백 함량이 높았으며 수분함량은

낮았고, pH 및 총산함량은 쌀과 밀가루로 담근 막걸리 간에

차이가 없었다. 쌀과 밀가루로 담근 막걸리의 주된 유기산은

각각 lactic acid와 succinic acid였으며, 총 유기산 함량은

각각 4.0∼5.6 mg/mL와 3.5 mg/mL로 쌀로 담근 막걸리의

유기산 함량이 더 많았다. 쌀과 밀가루로 담근 막걸리의 주

된 유리당은 glucose였으며, 쌀과 밀가루로 담근 막걸리의

총 유리당 함량은 각각 76.41∼54.53 mg/mL와 67.75 mg/

mL로 쌀로 담근 막걸리의 유리당 함량이 더 많았다. 색도는

쌀 품종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며, 밀가루로 담근 막걸리의

b 값은 양의 값으로 황색이 진했다. 관능평가 결과, 쌀로 담

근 막걸리가 밀가루로 담근 막걸리보다 기호도 점수가 더

높았다. 쌀의 도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분, 조지방, 조단백

질, acetic acid의 함량은 감소하나, pH, 총산, 유리당, 색도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쌀의 도정도는 과실향을

제외한 기호도 점수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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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누룩과 개량누룩으로 담근 막걸리의 pH는 각각 4.29∼

4.65와 4.20∼4.23으로 전통누룩으로 만든 막걸리의 pH가 더

높았으며, 총 유기산 함량도 전통누룩으로 담근 막걸리(3.5

∼6.3 mg/mL)가 개량누룩으로 담근 막걸리(2.3∼4.3 mg/

mL)보다 높았다. 총 유리당 함량은 개량누룩으로 담근 막걸

리(59.44∼73.34 mg/mL)가 전통누룩으로 담근 막걸리(56.45

∼59.75 mg/mL)보다 많았다. 색도는 전통누룩으로 담근 막

걸리가 개량누룩으로 담근 막걸리보다 L, a, b 값이 높았으

며, 관능적 기호도 점수는 개량누룩으로 담근 막걸리가 더

높았다. 본 연구 결과, 쌀로 담근 막걸리가 밀가루로 만든

막걸리에 비해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보이나, 쌀의 품종에

의한 품질 차이는 없었다. 쌀의 도정도에 따른 막걸리의 품

질은 향미의 관능적 특성 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도정을 많이 할수록 막걸리의 향미가 좋아졌다. 누룩 종류에

따른 막걸리의 품질 특성 분석 결과, 전통 누룩에 비해 개량

누룩으로 담근 막걸리의 관능적 특성이 더 좋았다. 위 결과

를 종합해 볼 때, 도정도가 높은 쌀을 전분질 원료로 하고

개량누룩을 사용하여 막걸리를 담근다면 품질이 우수한 막

걸리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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