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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changes in the quality of rice wine (Makgeolli) treated with UV-C and 
electron beam (EB) irradiation during its storage at 4℃ for 15 days. The EB irradiation was found to be more 
effective than the UV-C irradiation for microbiological control. The pH tended to be increased by UV-C, EB irradiation, 
and storage period. Acid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rice wine treated with EB irradiation than those of control 
and UV-C irradiation during storage period. The L*-value of the samples treated with UV-C and EB irradiation 
tended to be proportionately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but this was not consistent during storage period. 
The a*-value of the sample treated with EB was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s, but this was not consistent during 
the storage period. The reducing sugar content was higher in the control at day 0, but it rapidly decreased compared 
with the control during the storage. The results indicate that EB irradiation was more effective than UV-C irradiation 
in controlling microorganisms of rice wine. However, a further study is needed to minimize the rice wine quality 
deterioration caused by UV-C or EB irradiation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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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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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유 발효주인 막걸리는 곡류를 이용한 발효

식품으로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다양한 맛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한류 열풍과 함께 막걸리 전체 수출량의 89%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막걸리 다이어트가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1). 또한 국내에서도 막걸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막걸리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출시하고 있고 해외 수출

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막걸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막걸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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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모와 유산균이 살아있는 막걸리는 상온에서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미생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품질저하에

따른 변질을 일으켜 국내 유통 뿐 아니라 수출과정에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온 살균, 초고압 및 UV-C 등을 이용하여 저장기간을 연장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2-4), 살균효과도 적을 뿐

만 아니라 관능적인 품질저하를 야기시켜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선 조사는 식품의 저장 중 병원성 및 부패성 미생물

을 사멸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에 이용가능한

방사선 조사선원의 형태는 감마선, 전자선 및 엑스선이 있

으며 FAO, IAEA 및 WH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방사선

조사는 미생물학적, 영양학적 및 독성학적으로 안전하다고

공인되었다(5). 그 중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식품의 저장성

및 품질 변화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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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에 이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소비자들

의 불안감 증폭으로 인해 감마선 조사의 대안으로서 전자선

조사를 이용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6). 전자선은 감마선

에 비해 투과력이 약해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식품

성분 변화를 최소화하고 설비비용이 감마선 조사시설보다

저렴하며 처리시간이 매우 짧고 조사선량의 조절이 용이하

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수단

으로 감마선 조사 대체 기술로 이용되고 있다(7,8).

한편, ultraviolet (UV)은 파장 100～400 nm 범위의 전자

기파를 말하는데 그 중 식품의 살균 및 소독에 사용되는

파장은 UV-C (100～280 nm)로 미생물의 DNA base에 손상

을 일으켜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비열처리 기술이다(9,10).

UV-C 조사는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이

적고, 또한 온도와 수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설치

및 조사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11), 미국 식품의

약품안전청은 식품 표면의 살균 목적으로 UV-C 조사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전자선 및 UV-C를 개별적으로 다양한

식품에 조사하여 그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여러 차례 발표

된 바 있으나, 막걸리와 같은 전통주에 적용한 사례 및 두

에너지간의 비교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품질변화를 최소화 하면서 저장성

이 증가된 막걸리의 제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연구

의 일환으로 제조한 막걸리를 UV-C 및 전자선 조사한 후

저장기간에 따른 미생물학적 및 이화학적 변화를 측정하였

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UV-C 및 전자선 조사

실험재료는 시판되고 있는 생막걸리(Sungkwang Co.,

Dangjin, Korea)와 대조군으로서 살균 탁주(Woorisool Co.,

Gapyung, Korea)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준비된 시료를 각각 20 g씩 취하여 멸균된 polyethylene

bag (14 cm × 18 cm; Sunkyung Co., Seoul, Korea)에 넣은

다음 UV-C 조사를 실시하였다. UV-C 조사는 자체 제작된

UV chamber (70 cm × 25 cm × 22 cm)의 중앙에 grahm

condenser (400 mm)를 위치시키고 253.7 nm 파장의

unfiltered germicidal emitting lamps (G20, Sankyo denki,

hiraska, Japan)를 condenser로부터 약 10 cm 위치한 곳에

4개를 직렬로 설치하였으며 condenser에 진공펌프를 연결

하여 UV chamber를 통과시켜 사용하였다(Fig. 1). UV-C

강도는 UV light meter (YK-37UVSD, Lutron Electronic Co.,

Taipei, Taiwan)를 사용하여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때 사용된 UV-C 조사선량은 5.32, 10.64 및 15.96 kJ/m
2
이었

고 조사시간은 10, 20 및 30분이었다.

전자선 조사는 electron-beam accelerator (model ELV-8,

2.5 MeV, EB-Tech, Daejeon, Korea)를 이용하였다. 가속

전류 5 mA, 속도 10 m/min으로 하여 총 흡수선량은 0, 0.5,

1, 2 및 3 kGy로 각각의 선량률은 0, 0.6, 1.1, 2.2 및 3.3

kGy/s의 선량률로 조사하였다. 이때의 흡수선량은 cellulose

triacetate (CTA) dosimeter로 확인하였다.

UV-C 및 전자선 조사한 막걸리는 4℃에서 0, 5, 10 및

15일 동안 저장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1. Diagram for UV sterilizer used for this study.

미생물 분석

시료 5 g에 멸균된 식염수(0.85%, NaCl) 45 mL을 첨가하

여 Bag mixer
Ⓡ

(Model 400, Interscience, France)를 사용하여

120초 동안 혼합한 후 십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희석액을

배지에 도말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배지는 일반 호기성

미생물은 total plate count agar (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를 사용하였고 효모는 멸균된 10% citric acid가

첨가된 YM agar (Difco)를 사용하였다. 미생물의 증식은

표준한천배양방법으로 일반호기성미생물은 37℃에서 48

시간, 효모는 25℃에서 5일간 배양한 후 30～300개의 집락

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내었다.

pH

시료 20 mL을 원심분리(3,000 rpm, 15분)하여 얻은 상등

액을 pH meter (Mettler-Toledo, GmbH, Schwerzenbach,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평균값을 환산하여 나타

내었다.

산 도

UV-C 및 전자선 조사된 막걸리를 여과(Whatman No.

4)한 후 5 mL을 삼각플라스크에 취한 다음, 0.1%

phenolphthalein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Siheung,

Korea) 지시약을 2～3방울 떨어뜨렸다. 그 다음 burret을

이용하여 0.1 N NaOH 용액으로 시료가 미적색이될때까지

적정하여 다음 식을 이용하여 시료중의 총산을 lactic acid로

환산하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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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젖산) =
0.009 × NaOH 소비량(mL) × NaOH 역가

× 100
시료의 부피

색 도

막걸리의 색도는 지름 50 mm의 투명 용기에 넣은 후

Color Differencemeter (Model CM-3500d, Minolta,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기계는 측정 전 표준흑판과

표준백판을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으며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및 황색도(b*, yellowness)값으로 나타

내었다. 측정된 값은 Spectra Magic Software (Minolta Cyber

Chrom Inc., Osaka, Japan)을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환원당

환원당은 dinitrosalicyclic acid (DNS)법(13)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2 mL을 test tube에 넣고 DNS reagent

2 mL을 혼합한 후 끓는 물에서 15분 동안 중탕 시켰다.

그 다음 상온에서 충분히 냉각한 후 spectrophotometer (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당 정량은 glucose를 표준물질

로 사용하여 상기방법으로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환산

하였다.

통계처리

본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 12.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program을

사용하여 각 실험구간의 유의성을 검증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실험군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미생물 분석

UV-C 및 전자선 조사한 막걸리의 일반호기성미생물 및

효모 실험 결과를 Table 1 및 2에 제시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일반호기성미생물 및 효모가 각각 8.42 및 8.16 log

CFU/g이 검출되었고, 대조군으로 사용한 살균막걸리는

5.79 및 5.29 log CFU/g이 검출되었으며 모든 처리군에서

저장기간에 따라 각각의 미생물의 수가 감소하였다. Mok

등(14) 및 Lim 등(3)의 연구결과에서도 저장기간이 증가함

에 따라 막걸리의 미생물 수가 감소하여 본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저장기간 중에 유기산의 생성과

영양분의 저하로 세균의 성장에 영향을끼쳤다고 판단되었

다. UV-C 조사의 경우, 일반호기성미생물이 대조군에 비하

여 0.16～0.34 log CFU/g이 감소하였으며 조사시간이 증가

할수록 미생물의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모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UV-C 조사군이 저장기간

동안 대조군보다 다소 낮은 균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Lee 등(4)의 연구에서 허니컴방식의 UV 살균기를 이용

하여 탁주의 살균효과를 측정한 결과곰팡이 및 일반호기성

미생물이 감소되었다고 발표한것으로볼때, 본 처리 살균

기와는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막걸리에 UV-C 처리 시 균수

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자선 조사군의 경우,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균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 kGy 전자선 조사

시에는 미생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저장 10일 이후

에는 2 kGy 이상에서 미생물이검출되지 않는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실험에 사용한 UV-C 조사보다

전자선 조사가 막걸리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Microbial population (log CFU/g) of the electron beam
and UV irradiated rice wine

Treatment1
Storage period (day)

SEM
2

0 5 10 15

Control 8.42aw 8.37ax 8.31ay 8.09az 0.016

Sterilized rice wine 5.79gx 5.74gxy 5.71fy 5.29fz 0.035

UV 10 min 8.26bx 8.24bx 8.18bx 8.03aby 0.039

UV 20 min 8.16cx 8.13cx 8.05cy 8.00bcz 0.022

UV 30 min 8.08dx 8.04dx 8.00cy 7.92cz 0.018

EB 0.5 kGy 6.85ex 6.77ex 6.63dy 6.18dz 0.059

EB 1 kGy 6.04
fx

6.00
fx

5.96
ex

5.65
ey

0.039

EB 2 kGy 2.65
hx

2.44
hy

ND3
gz

ND
gz

0.041

EB 3 kGy ND
i

ND
i

ND
g

ND
g

-

SEM
3

0.027 0.028 0.038 0.042
1
Control, a commercial non-sterilized rice wine; Sterilized rice wine, a commercial

sterilized rice wine; UV 10 min, Control treated by UV-C for 10 min; UV 20 min,
Control treated by UV-C for 20 min; UV 30 min, Control treated by UV-C for
30 min; EB 0.5 kGy, Control treated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at 0.5 kGy; EB
1 kGy, Control treated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at 1 kGy; EB 2 kGy, Control
treated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at 2 kGy; EB 3 kGy, Control treated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at 3 kGy.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 = 16),

3
(n = 36).

4
Viable with no growth at a detection limit < 10

1
CFU/g.

a-i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w-z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pH

막걸리에서 pH는 저장 중 발효 정도 및 미생물에 의한

오염 정도를 측정할수 있는 지표가 되며, 막걸리 품질 변화

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품질 평가 시 반드시 측정되어야

할 실험항목이라 할 수 있다(15). 저장 0일차에서의 pH는

대조군은 3.48, UV-C 처리군은 3.42～3.50 이었으며 전자선

조사군은 3.55～3.72 정도로 UV-C 처리시간 및 전자선 조

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대조군

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살균막걸리의 경우, pH는 4.30으로 다소 높은 pH를 보였다

(Table 3). 실험에 사용한 살균막걸리보다 생막걸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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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Yeast population (log CFU/g) of the electron beam and
UV irradiated rice wine

Treatment1
Storage period (day)

SEM2

0 5 10 15

Control 8.16aw 8.11ax 8.05ay 7.98az 0.015

Sterilized rice wine 5.29ex 5.27exy 5.23ey 5.14fz 0.025

UV 10 min 8.04
bw

7.99
bx

7.92
by

7.84
bz

0.018

UV 20 min 7.92
cw

7.85
cx

7.70
cy

7.50
dz

0.024

UV 30 min 7.78
dw

7.66
dx

7.54
dy

7.31
ez

0.043

EB 0.5 kGy 8.06
bw

7.98
bx

7.93
by

7.81
bz

0.022

EB 1 kGy 7.96
cw

7.86
cx

7.73
cy

7.63
cz

0.030

EB 2 kGy 2.38
fx

2.25
fy

ND3
fz

ND
gz

0.041

EB 3 kGy NDg NDg NDf NDg -

SEM3 0.022 0.028 0.021 0.035
1See Table 1.
2Standard error of the means (n = 16), 3(n = 36).
4Viable with no growth at a detection limit < 101 CFU/g.
a-g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w-z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UV-C 또는 전자선 조사군의 pH가 낮은 이유는 본 실험에

사용된 생막걸리 조성에 구연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로 판단된다.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에서는 모든시료 처리군에서 저장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pH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대

조군 및 UV-C 처리군에 비하여 전자선 조사군의 pH 변화가

가장큰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2)과 Lee 등(4)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탁주의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pH가 증가한

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Table 3. The pH changes of rice wine treated by electron beam
and UV irradiation

Treatment1
Storage period (day)

SEM2

0 5 10 15

Control 3.48gy 3.60ex 3.60ex 3.63fx 0.011

Sterilized rice wine 4.30az 4.38ax 4.38ax 4.33ay 0.000

UV 10 min 3.42hz 3.52fy 3.52fy 3.54gx 0.005

UV 20 min 3.42
hz

3.52
fy

3.52
fy

3.54
gx

0.005

UV 30 min 3.50
fz

3.62
ey

3.62
ey

3.65
ex

0.005

EB 0.5 kGy 3.59
dz

3.69
dy

3.69
dy

3.81
dx

0.011

EB 1 kGy 3.55
ez

3.83
cy

3.83
cy

3.90
cx

0.011

EB 2 kGy 3.63
cz

3.94
bx

3.94
bx

3.91
cy

0.006

EB 3 kGy 3.72
by

3.92
bx

3.92
bx

3.92
bx

0.010

SEM3 0.011 0.008 0.008 0.005
1See Table 1.
2Standard error of the means (n = 16), 3(n = 36).
a-h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x-z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보였다. 이는 단백질 분해로 생성된 아미노태 질소를 비롯

하여 아미노산과 펩타이드의 완충작용으로 pH가 저장 중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6).

산 도

막걸리에서의 산도 함량은 다른 산미의 원인물질이며

막걸리의 산패 정도를 알아볼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17).

UV-C 및 전자선 조사에 따른 막걸리의 저장기간에 따른

산도변화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저장 초기에는 처리군에

따른 변화는 일관적이지 않았으나, 대조군은 저장기간에

따라 산도가 증가하여 저장 15일에 0.44%의 산도를 보였다.

UV-C 처리군의 경우, 10분 처리 시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20～30분 처리군의 경우 저장 15일차에서 0.39～

0.40%로 산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자선 조사 처리

군의 경우, 저장기간 중 대조군 또는 UV-C 조사군에 비하여

산도변화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선량

에 따른 경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산도가 증가하면 pH는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산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에

도 불구하고 pH가 증가하였다. So 등(16)의 연구결과에 따

르면 유기산이 막걸리 중 고형분 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단백질의 분해로 생성된 아미노산과 펩타이드 등의

완충력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온화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조사로 인해 발생되는 간접작용으로

라디칼이 생성되고, 생성된 라디칼은 강한 반응성을 가지

고 있어(18), 다른 화학적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되며 보다 더 정확한 규명을 위한 후속연구가 요구된

다.

Table 4. Acidity (% lactic acid) changes of rice wine treated by
electron beam and UV irradiation

Treatment1
Storage period (day)

SEM2

0 5 10 15

Control 0.34
cy

0.33
dy

0.41
cx

0.44
bx

0.008

Sterilized rice wine 0.36
aby

0.35
cdy

0.36
dy

0.40
cx

0.013

UV 10 min 0.35abcy 0.36cxy 0.37dx 0.37dx 0.008

UV 20 min 0.36aby 0.36cy 0.36dy 0.40cx 0.007

UV 30 min 0.36
aby

0.36
cy

0.36
dy

0.39
cdx

0.010

EB 0.5 kGy 0.37
az

0.44
ay

0.46
bxy

0.48
ax

0.014

EB 1 kGy 0.37az 0.45ay 0.47abx 0.43by 0.013

EB 2 kGy 0.34bcz 0.41by 0.47abx 0.48ax 0.014

EB 3 kGy 0.37
az

0.42
by

0.48
aw

0.46
abx

0.013

SEM
3

0.010 0.012 0.011 0.011
1See Table 1.
2Standard error of the means (n = 12), 3(n = 36).
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w-z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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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도

UV-C 또는 전자선 조사에 따른 막걸리의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 변화를 Tables 5-7에 제시하였다. 명도의 경우

살균막걸리가 다른 처리군에 비해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또한 UV-C 및 전자선 조사에 의해 그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Table 5). 적색도의 경우(Table 6), 전자선 처리군이 다른

처리군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으며,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

는 일관적인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색

도에서는 대조군의 경우, 초기에는 8.96이었으며 저장 중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한편, UV-C 및 전자선 조사에

따른 황색도의 변화에서는 일관적이지 않았으나 저장기간

에 따라 대조군과 마찬가지로황색도가 소폭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Table 7).

Table 5. Hunter L*-values of rice wine treated by electron beam
and UV irradiation

Treatment
1 Storage period (day)

SEM
2

0 5 10 15

Control 69.78c 69.56ab 69.63ab 69.86a 0.379

Sterilized rice wine 63.64ez 65.70cx 64.56cy 64.64cy 0.226

UV 10 min 71.23
ax

69.82
aby

69.45
aby

68.07
bz

0.301

UV 20 min 70.82abcx 70.05aby 68.78abz 68.54abz 0.089

UV 30 min 69.89
bcxy

70.28
abx

68.97
abyz

68.53
abz

0.261

EB 0.5 kGy 70.58abcw 69.49bx 68.37aby 67.53bz 0.164

EB 1 kGy 70.66
abcx

71.45
ax

68.57
abxy

65.80
cy

0.895

EB 2 kGy 68.47
d

68.96
bc

68.03
b

68.81
ab

0.495

EB 3 kGy 70.93ab 69.83ab 69.80a 68.67ab 0.613

SEM
3

0.428 0.784 0.690 0.581
1See Table 1.
2Standard error of the means (n = 12), 3(n = 36).
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w-z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Kim 등(19)은 일반적으로 막걸리 저장 시 술덧이 미생물

에 의한 발효 또는당함량 변화 및 알코올 발효 등 화학적

반응이 나타남에 따라 색변화가 불안정하게 나타난다고

발표하였으며 Lee 등(15)은 막걸리 저장 중 미생물에 의한

발효가 침전물과 당 함량이 높은 상층액 부분이 혼합되어

있어 미생물 발효가 빨리 진행되어 황색도의 변화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Kim(20)은 광펄스 처리에 의해 막

걸리 속의 반응성이 큰 lysine과 같은 아미노산이 당류와

반응하여 갈색물질을 생성하는 amino-carbonyl 반응이 강

한 빛에 의해 촉진되어 갈변현상이 일어나 적색도는 일부

감소하고 황색도는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Table 6. Hunter a*-values of rice wine treated by electron beam
and UV irradiation

Treatment1
Storage period (day)

SEM2

0 5 10 15

Control -0.80by -0.62cy -0.34bcx -0.29abcx 0.048

Sterilized rice wine -1.84c -1.82d -1.86e -1.89f 0.037

UV 10 min -0.83
bz

-0.59
cx

-0.56
cdx

-0.68
dey

0.022

UV 20 min -0.79
b

-0.63
c

-0.70
d

-0.76
e

0.041

UV 30 min -0.52
by

-0.16
bx

-0.56
cdy

-0.50
cdy

0.055

EB 0.5 kGy 0.30
ax

-0.08
by

-0.11
aby

-0.36
bcz

0.033

EB 1 kGy 0.31
a

0.37
a

0.13
a

-0.22
ab

0.194

EB 2 kGy 0.33
a

0.26
ab

0.10
a

-0.06
a

0.114

EB 3 kGy 0.14a -0.01bc 0.03a -0.07a 0.063

SEM3 0.144 0.101 0.121 0.108
1See Table 1.
2Standard error of the means (n = 12), 3(n = 36).
a-f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x-z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7. Hunter b*-values of rice wine treated by electron beam
and UV irradiation

Treatment
1 Storage period (day)

SEM
2

0 5 10 15

Control 8.96
aby

9.14
by

9.87
ax

9.80
ax

0.147

Sterilized rice wine 7.90
c

8.40
c

7.93
d

7.65
c

0.299

UV 10 min 8.96
ab

9.02
bc

9.29
ab

8.68
abc

0.189

UV 20 min 8.90
abxy

9.19
bx

8.76
bcxy

8.54
bcz

0.151

UV 30 min 9.42
ay

10.21
ax

9.30
aby

9.49
aby

0.094

EB 0.5 kGy 8.70b 8.81bc 8.60bc 8.35bc 0.150

EB 1 kGy 8.74bxy 9.90ax 8.77bcxy 7.70cy 0.372

EB 2 kGy 8.34bc 8.80bc 8.56cd 8.97ab 0.358

EB 3 kGy 8.83ab 8.98bc 9.22abc 9.34ab 0.239

SEM3 0.254 0.292 0.282 0.486
1See Table 1.
2Standard error of the means (n = 12), 3(n = 36).
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x-z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환원당

막걸리의 저장 중 환원당 함량 변화는 막걸리의 산미,

감칠맛 및 알코올 생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다

(21). UV-C 및 전자선 조사에 따른 막걸리의 환원당변화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모든처리군에서 저장기간이 증가함

에 따라 그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저장 초기

UV-C 및 전자선 조사에 의해 환원당함량이높았으나, 저장

기간에 따른 변화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Jeong 등(17)은 환원당의 감소는 저장 중

알코올 발효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서 효모의 영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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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당이 이용되기 때문에 환원당 함량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막걸리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생산하

는 α-amylase 와 glucoamylase의 생성으로 환원당이 생성되

지만 효소에 의해 생성된 환원당 함량 보다 미생물의 영양

원으로 이용되는 환원당 함량이 많아 전체 환원당 함량이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22). 하지만 UV-C

및 전자선 조사한 막걸리에서의 환원당함량 변화는 살균에

의하여 미생물이 감소 및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원당

의 함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살균처리 방법과

환원당의 물리화학적 변화에 대해서 차후 연구가더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볼때, 전자선 조사가 UV-C

조사보다 막걸리 내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어할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막걸리에의 전자선 또는 UV-C 조사로

인해 발생되는 품질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8. Reducing sugar content (%) changes of rice wine treated
by electron beam and UV irradiation

Treatment
1 Storage period (day)

SEM
2

0 5 10 15

Control 20.09
ex

14.25
dey

18.37
cx

19.09
bx

1.143

Sterilized rice wine 72.49
ay

68.58
az

71.92
ay

73.42
ax

0.264

UV 10 min 27.36
bw

20.93
bx

19.92
by

15.11
cdz

0.391

UV 20 min 27.55
bw

19.64
bcx

16.60
dy

15.67
cz

0.260

UV 30 min 21.06ex 18.94cy 19.26bcy 14.85cdz 0.354

EB 0.5 kGy 23.63dx 17.99cy 16.40ez 15.82cz 0.330

EB 1 kGy 24.89cw 19.26bcx 14.96ey 11.79ez 1.262

EB 2 kGy 16.29fx 12.76ez 14.43ey 14.62cdy 0.282

EB 3 kGy 21.10ex 15.04dyz 16.84dy 13.63dz 0.814

SEM3 0.595 0.811 0.550 0.732
1See Table 1.
2Standard error of the means (n = 12), 3(n = 36).
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w-z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요 약

UV-C 및 전자선 조사에 의한 막걸리의 품질변화를 측정

하기 위하여 생막걸리를 UV-C 및 전자선 조사하고 4℃에서

15일간 저장하여 이에 따른 품질 변화를 측정하였다. UV-C

및 전자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 분석 결과, 전자선 조사가

UV-C 조사보다 막걸리 내 미생물을 제어하는 데더효과적

인 기술로 확인되었다. UV-C 또는 전자선 및 저장기간에

따라 pH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도 측정 결과, 저장기

간에 따라 UV-C 및 전자선 조사군이 대조군보다 산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명도의 경우 UV-C

및 전자선에 의해 그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저장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적색도는

전자선 처리군이 다른 처리군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으며,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는 일관적이게 나타나지 않았다. 황

색도는 UV-C 및 전자선 조사에 따른 변화는 일관적이지

않았으나 저장기간에 따라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환원당 함량 측정 결과 저장 초기 UV-C 및 전자선 조사에

의해 함량이 높았으나, 저장기간에 따라 대조군에 비해 빨

리 감소하였다. 따라서, 전자선 조사가 UV-C 조사보다 막

걸리 내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막걸리에의 UV-C 또는 전자선 조사로 인해 발생되

는 품질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및 UV-C 또는 전자선

조사에 의한 화학적 특성 변화의 규명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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