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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obacter pasteurianus A8를 이용한 우리밀(금강밀) 식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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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of Korean Domestic Wheat (keumkangmil)
Vinegar with Acetobacter pasteurianus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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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tested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Korea domestic wheat (winter wheat variety “keumkangmil”) as a source
of vinegar production. After saccharification of the whole-wheat flour with wheat malt, the saccharized liquid undergoes
alcoholic fermentation, followed by acetic fermentation. Acetic acid bacterium A8, which showed the highest acetic acid
production (4.56%) with domestic wheat as substrate, was selected from conventional vinegars. The strain A8 was
identified as Acetobacter pasteurianus A8 through phylogenetic study using 16S rDNA sequencing analysis. The optimal
condition for the malt enzyme was found to be 15oC for germination periods of 6 days; its amylase activity was 608.4
U. Acetic acid production from domestic wheat substrate supplemented with 5% ethyl alcohol reached 5.8% after 24 days
of static fermentation at 30oC with a seeding rate o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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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초는 술과 함께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발효 식

품 중 하나이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나라에서 조미료뿐만 아

니라 건강용 식품으로도 이용되고 있다(1).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

품인 식초는 당이 알코올 발효를 경유하여 초산 발효로 생산된

초산을 주성분으로 발효 기질에 따라 각종 유기산과 다양한 당

류, 아미노산류 및 에스테르 등을 함유하고 있다(2). 또한 식초는

식욕증진, 소화액 분비촉진, 노화방지, 당뇨, 피로회복,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 효과, 체지방 감소 및 식중독균의 살균효과 등이 밝

혀지면서 기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어 다양한 용도로 개발되고 있

다(2-4). 국내의 식초는 주정을 희석하고 무기염류를 첨가한 발효

식초, 과즙 30% 이상을 함유하는 과실 식초, 곡물 함량 4% 이

상을 함유하는 곡물 식초가 대부분 이었으나 식초가 단순한 조

미료에서 기능성이 부과된 건강음료로 소비패턴이 변화되면서

100% 과실 식초 및 곡물 함량이 높고 유기산뿐만 아니라 아미

노산이 풍부한 곡물 발효 식초가 등장하고 있다(3,5).

최근 경제 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생활에도 많

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

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으며,

소비 역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밀은 당질, 단백질 및 비타민

등이 우수한 영양 식품이고 신라, 백제시대의 유적 등에서 발견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작물이다(6,7). 국내 소비되는 밀

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7년 기준 우리

나라 쌀 자급률이 92.5%에 비해 밀의 자급률은 0.2%에 불과한

실정이나(6), 우리밀 재배 면적이 2005년 2395 ha에서 2010년에

는 1만 2000 ha로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산업차원에서 유휴지를 활용하여

밀 재배면적을 늘려 2017년에는 자급률 10%를 목표로 하고 있

다(6). 현재 우리밀을 활용한 가공품으로는 제빵, 국수 및 파스타

제조가 시도되어 우리밀 소비에 기여하고 있으나 소비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밀 자급률 증대에 따른

소비촉진을 위해 새로운 가공품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7-9).

본 연구에서는 우리밀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일환으로 경남 지

역에서 재배한 우리밀(금강밀)을 이용한 식초 발효를 시도하였으

며 이를 위해 우리밀 식초 발효용 초산균 분리 및 동정, 우리밀

을 이용한 엿기름 제조와 우리밀 식초 발효 조건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우리밀은 2010년 6월에 경남 고성군에서 수확된 우리밀(품종

명: 금강밀)을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고 식품공전법에 따라 수

분, 탄수화물, 조단백질, 조지방 및 회분을 분석하였다. 초산균 분

리와 보존용 배지는 GYCEA (3% glucose, 0.5% yeast extract,

1% CaCO
2
, 4% ethanol, 1.5% agar)로 구성된 배지를 사용하였다.

효모 배양 배지는 우리밀 통분말 30% 현탁액에 엿기름 분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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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하여 60oC에서 5시간 당화 후 얻은 상등액에 0.2% yeast

extract, 0.01% MgSO
4
· 7H

2
O, 0.01% K

2
HPO

4 
첨가한 것(우리밀

30% 당화액 배지)을 사용하였고 초산균 배양은 효모 배양용 배

지에 에탄올 2%를 첨가한 것을 사용하였다.

종균배양

알코올 발효를 위한 효모는 GYPA (2% glucose, 0.5% yeast

extract, 0.5% peptone, 1.5% agar) 배지에서 보관 중인 Saccharo-

myces cerevisiae KCCM 11215를 사용하였다. 알코올 발효를 위

한 효모 배양은 우리밀 30% 당화액 50 mL이 들어 있는 250 mL

Erlenmyer flask에 접종하고 25oC 진탕배양기(IS-971RF model,

Jeiotech Co., Seoul, Korea)에서 150 rpm으로 3일간 진탕하여 배

양하였다. 초산 발효를 위한 초산균 배양은 2% 에탄올이 첨가된

우리밀 당화액 50 mL이 들어 있는 250 mL Erlenmyer flask에 접

종하고 25oC 진탕배양기(IS-971RF model, Jeiotech Co.)에서 150

rpm으로 3일간 배양하였다.

Acetobacter sp. A8 분리 및 동정

경남지역의 가정에서 재래식 방법으로 제조한 식초 시료를 수

집하여 GYCEA 배지에 도말하고 30oC에서 배양한 후 다양한 초

산균을 순수분리 하였다. 선발된 초산균은 우리밀을 기질로 사용

하여 제조한 알코올 발효액(알코올 농도 약 6%)에 접종하여 초

산 생성능을 검토하였고 이로부터 우리밀 식초 발효를 위한 초

산균으로 초산 생성능과 풍미가 우수한 균주 A8을 최종 선정하

였다.

A8 균주를 GYE (3% glucose, 0.5% yeast extract, 4% ethanol)

액체배지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Intron Genomic DNA Purification

Kit(Intron Biotechnology Co., Suwon, Korea)를 사용하여 genomic

DNA를 분리하고 이를 주형으로 하여 16S rDNA(1.5 kb)를 증폭

하였다. 증폭은 94oC에서 1분간 변성, 55oC에서 30초간 풀림, 72oC

에서 1분 30초 신장으로 30 cycle로 수행하였다. 16S rDNA 단편

증폭을 위한 PCR primer는 5'-CGGAGATTTGATCCTGG-3' (for-

ward)과 5'-TACGGCTACCTTGTTACGAC-3' (reverse)을 사용하였

다(10). 증폭된 16S rDNA PCR 산물은 1% agarose에 전기영동하고

1.5 kb 단편을 회수 정제하고 pGEM-T Easy (Promega, Madison,

WI, USA)를 사용하여 클로닝하여 Escherichia coli DH5α에 형질

전환 후 형질전환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순수 분리하였다. 순수

분리된 형질전환체를 50 µg/mL의 ampicillin이 함유된 LB 액체배

지에 접종하여 37oC에서 16시간 배양한 후 균체를 수확하고

Plasmid Purification Kit (Intron Biotechnology Co.)에 기술된 대

로 plasmid를 분리 정제하였다. 분리된 plasmid를 주형가닥으로

사용하여 DNA 염기서열을 결정하였다. 핵산 염기서열은 PRISM

Ready Reaction Dye terminator/primer cycle sequencing kit를 사

용한 dideoxy chain termination metho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6S rDNA 염기서열은 BLAST network service와 nonredundant

DNA sequence database를 제공하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

에서 얻은 다른 균종의 16S rDNA와 비교 분석하였다. 16S rDNA

유사성 값은 DNAMAN analysis system (Lynnon Biosoft, Que-

bec, Canada)를 사용하여 alignments, evolutionary distance로부터

계산하였다. Phylogenetic tree는 neighbour-joining method와 dis-

tance matrix data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우리밀 엿기름 제조

정선한 우리밀을 15oC의 물에 2일간 침지한 후 천을 깔아놓은

채반에 약 0.5 cm 두께로 담고 그 위에 젖은 천을 덮어 15-30oC

의 항온기에서 발아시켰다. 발아 중 12시간 간격으로 물을 분무

하여 습도를 유지시켰다. 발아한 싹의 길이가 낱알의 1.5-2.0배

길이로 신장(약 1.6-2.2 cm)하였을 때 수확하여 50oC 열풍건조기

에서 수분함량이 15%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 후 싹과 뿌리를 제

거하였다.

건조한 발아 밀은 분쇄기(RT-04 model, Mill Powder Tech.,

Tainan, Taiwan)로 분쇄하고 40 mesh 표준체로 사별하여 엿기름

을 제조하여 −40oC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우리밀 엿기름의 amylase 활성 측정

분쇄한 동결 건조 엿기름 1 g을 0.5% NaCl 용액 20 mL에 넣

고 20oC에서 2.5시간 추출하고 원심분리한 상등액을 조효소액으

로 사용하였다. 1% 가용성 전분 용액 0.5 mL과 40 mM 인산완충

액(pH 6.0) 0.5 mL을 시험관에 넣고 37 항온수조에서 5분간 예열

한 후 조효소액 50 µL 넣고 5분간 반응시킨 후, 0.1 N HCl 1 mL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0.5 mL에 5 mL 요오드 용액(증류수 100

mL에 I
2
 0.5 g과 KI 0.5 g을 용해시킨 것)을 가하여 OD

700 nm
에서

측정하였고 amylase 1 unit는 1분간에 가용성 전분 1 µg을 분해

하는 효소의 양으로 정의하였다(11). 각 실험은 3회 반복 수행하

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우리밀 당화액 제조 및 알코올 발효

정선 수세한 우리밀을 50oC 열풍건조기에서 수분함량 15% 이

하가 되도록 건조시킨 후 분쇄하고 80 mesh 채로 걸러 우리밀 통

밀가루를 제조하였다. 정제수 5 L에 통밀가루 1.5 kg을 분산시키

고 우리밀 엿기름을 250 g을 첨가하여 60oC에서 5 h 당화시켰다.

당화액을 100oC에서 30분 열처리 시킨 후 천(cheese cloth)으로

여과하여 알코올 발효를 위한 기질로 사용하였다.

우리밀 당화액에 효모 종균을 2.5%(v/v) 접종하여 25oC에서 6

일간 정치 발효시켜 우리밀 알코올 발효액을 얻었다.

초산발효

배양한 초산균을 우리밀 알코올 발효액 500 mL이 들어 있는

1 L 광구병(SCHOTT, Mainz, Germany)에 25 mL 접종하고 25oC에

서 24일간 정치하여 초산 발효를 유도하였다.

당, 알코올 및 초산 분석

당 분석은 HPLC(Agilent 1200 series, Agilent Co., Forest Hill,

Vic, Australi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 5 g에 물 25 mL를 가

하여 녹인 후 acetonitrile로 50 mL까지 채웠다. 이 용액을 sep-pak

NH
2
 column (Waters Co., Milford, MA, USA)과 0.45 µm mem-

brane filter (Dismic-25CS, Toyoroshikaisha, Ltd., Tokyo, Japan)로

여과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당 분석 column (Polyamine

II, 4.6×150 mm, µm, YMC Co., Kyoto, Japan)에 시험용액 20

µL을 주입하고 35oC에서 이동상 용매(acetonitrile : water = 70 : 30

(v/v))를 1.0 mL/min 속도로 이동시키면서 refractive index (RI,

Agilent 1200 series) 검출기 상에서 당을 검출하였다. 각 실험은

3회 반복 수행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알코올 분석은 여과한 시료 100 mL에 동량의 증류수를 가한

후 증류한 다음 주정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Gay Luccac

Table을 이용하여 15oC로 보정하였고 알코올 함량은 백분율로 표

시하였다. 각 실험은 3회 반복 수행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초산 분석은 Cho 등(10)의 방법에 준하여 HPLC (Agilent 1200

series, Agilent Co.)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발효액을 원심분

리한 후 상등액을 0.2 µm-membrane filter (Dismic-25CS, T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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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oshikaisha, Ltd.)로 통과시켜 입자를 제거하였다. 초산 분석

column (Rezex 8u 8% H. Org Acid, 7.8×300 mm, Phenomenex,

Torrance, CA, USA)에 전처리한 시료 20 µL을 주입하고 30oC에

서 이동상 용매(0.1% phosphoric acid)를 1.0 mL/min 속도로 이동

시키면서 UV 검출기(Agilent 1200 series, Agilent Co.) 210 nm에

서 초산을 검출하였다. 표준품 초산(0, 25, 50, 75, 및 100 mg/g)

으로 상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하여 검량곡선을 구하고 이와

비교하여 시료의 초산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각 실험은 3

회 반복 수행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우리밀 식초 발효를 위한 초산균 선발은 경남 지역에서 수집

한 재래 식초를 적당히 희석하여 GYCEA 배지에 도말하여 30oC

에서 배양하여 clear zone을 형성하는 집락을 초산균으로 추정하

고 순수 분리하였다. 일반적으로 GYCEA 배지에서 초산균이 생

육하면 초산이 생성되어 CaCO
3
를 분해하여 그 결과로 clear zone

이 형성되게 되는데 clear zone의 크기가 클수록 초산 생성력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2). 우리밀 알코올 발효액(알코올

농도 6%)에 선발된 초산균을 접종하여 30oC에서 20일 동안 정

치배양한 후 산도를 측정한 결과 A8를 제외한 균주들은 4.0-4.30%

수준 이었고 A8 균주는 4.56%로 가장 높은 초산을 생성하여 우

리밀 식초 발효를 위한 균주로 선정하였다. A8 균주의 16S rDNA

염기서열(1,498 bp)을 분석하여 연관이 있는 균주와 비교한 결과

는 Fig. 1과 같다. A8 균주는 Acetobacter pasteurianus NCRC

105185(AB682238)와 염기서열이 99.7% 일치하여 유연관계가 가

장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발된 A8 균주는 A.

pasterurians 또는 그 근연종으로 판단되어 A. pasteurianus A8로

동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금강밀의 일반성분은 수분 9.93%, 조단백질

13.79%, 조지방 1.47%, 회분 1.28% 및 탄수화물 73.08%로 분석

되었다.

우리밀 당화효소 제조를 위해 먼저 우리밀을 이용하여 엿기

름 제조를 시도하였다. 우리밀 엿기름의 제조를 위해 발아 온도

를 15-30oC로 조정하여 발아 온도 조건에 따른 amylase 활성은

Fig. 2와 같다. Amylase 활성은 발아 일수 경과에 따라 증가하

였으며, 발아 경과 6일 이후에는 발아 온도가 높을수록 더욱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5oC에 발아한 경우 발아 1일째에는

46.0 unit로 활성이 가장 낮았으나 발아 6일째 608.4 unit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5oC에서 6일간 발아시켜 제조한 엿기름 250 g을 우리밀 현탁

액(우리밀 통밀가루 1.5 kg을 5 L 정제수에 현탁)에 가하여 60oC

에서 5시간 당화시킨 우리밀 당화액의 유리당을 분석한 결과

glucose 16.9 g/L, maltose 123.1 g/L 및 maltotriose 20.8 g/L를 함

유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엿기름의 제조방법(발아 조건, 건조

방법 등)에 따라 amylase 활성과 이에 따른 당화력의 차이가 발

생을 한다. 한편 우리밀 엿기름의 건조 방법과 저장 중 엿기름의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

른 amylase 활성과 당화력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 pasteurianus A8이 우리밀 알코올 발효액의 초산 발효에 미

치는 온도, 균 접종량 및 초기 알코올 농도의 영향을 검토한 결

과 Fig. 3과 같다. 우리밀 알코올 발효액에 A. pasteurianus A8 종

균을 5%(v/v) 접종하여 20-35oC에서 정치배양으로 발효를 진행시

키면서 시간 경과에 따른 초산 생산을 측정한 결과 Fig. 1A와 같

다. 그 결과 30oC에서 가장 높은 초산 생산을 나타냈다. 30oC에

서 발효한 경우 초산 농도가 초기에 0.5%에서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여 발효 21일째 4.0% 이상이 생성되었고 발

효 종기(24일째) 4.68% 생성되었다. 이로부터 우리밀 알코올 발

효액의 초산 발효는 30oC가 최적임을 알 수 있었다. Muraoka 등

(13)과 Hekmat와 Vortmeyer(14)는 초산 발효 시 배양액의 온도가

낮으면 균주 성장이 억제되고, 높으면 균주의 성장은 활발하나

초산 생성능이 떨어짐과 동시에 오염 현상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Kim 등(12)의 양파 식초 제조를 위한 Acetobacter sp. APJ-

3, Kang 등(15)의 유자 식초 제조를 위한 Acetobacter sp. V-16

및 Kim과 Choi(16)의 매실 식초 제조를 위한 Acetobacter sp.

SK-7 균주의 최적 온도는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30oC로 보고되

었다.

Fig. 1. Neighbour-joining tree reflecting the phylogenetic

position of the strain A8 within the acetic acid bacteria based on
almost partial 16S rDNA gene sequences. Numbers above each
node are confidence levels generated from 1,000 bootstrap trees.

Fig. 2. Effect of amylase activity on the different germin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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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steurianus A8 종균을 1-10%(v/v) 범위로 접종하여 접종량

이 우리밀 알코올 발효액의 초산 발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Fig. 1B와 같다. 균 접종량이 증가할수록 초산 생성량은 증

가하여 발효 24시간째 균 접종량이 1%(v/v)인 경우 3.58%의 초

산이 생산되었으나, 2.5%(v/v) 접종량에서는 4.41%, 5.0%(v/v)에

서는 4.61% 및 10.0%(v/v)에서는 4.88% 초산이 생성되었다. 균

접종량과 초산의 생성량을 고려할 때 5.0%(v/v) 이상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밀 당화-알코올 발효액의 알코올 농도를 각각 5.0%(v/v),

7.5%(v/v), 및 10.0%(v/v)로 조정한 후 A. pasteurianus A8을

5.0%(v/v) 접종하여 30oC에서 각각 24일 정치배양하면서 초산 생

산량을 측정한 결과 Fig. 1C와 같다. 알코올 농도 5.0%에서 초산

생산량이 5.78%로 가장 높았으며, 알코올 농도 7.5%(v/v)에서는

초산 생산 속도가 지연되어 4.4%가 생산되었으며, 초기 알코올

농도가 10%(v/v)인 경우에는 초산 생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발효 초기 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으면 초산균의 생

육이 저해되어 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Kang

등(15)은 Acetobacter sp. V-16 균주를 사용한 유자 식초 제조에

서 초기 알코올 농도가 5%(v/v)일 때 가장 높은 초산이 생성되

었고 7%(v/v)에서 초산 생성이 지연되었고 9%(v/v)에서는 초산

발효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하였다. 한편, Kim 등(12)의 Acetobacter sp. APJ-3 균주를 이용한

양파 식초 제조에서, 그리고 Kim과 Choi(16)는 Acetobacter sp.

SK-7 균주를 이용한 매실 식초 제조에서 초기 알코올 농도가 4-

6%(v/v)일 때 가장 높은 농도로 초산이 생산되었다고 보고하였

다. Park 등(17)은 감식초 발효용 4종의 Acetobacter sp.의 경우 초

기 알코올 농도가 6-8%(v/v)에서 초산 생산량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여 초산균과 발효 조건에 따라 알코올 내성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과실 함량이 높은 과실 식초는 일반 식초에 비하여 풍부

한 유기산을 가지고 있으며 곡물함량이 높은 현미 식초와 보리

등의 잡곡 식초 등은 유기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리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 기능적 특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 우리밀은 현미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보리 등의 잡곡과

는 유사한 함량을 지니고 있어 우리밀로 제조된 식초는 유기산

과 더불어 다양한 유리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

었다. 향후 우리밀 식초에 대한 유리당, 유기산, 유리아미노산 및

향기성분 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발된 A. pasteurianus A8는 발효 온도 30-35oC,

초산균 접종량 5.0%(v/v) 이상 및 초기 알코올 농도 5.0-7.5%(v/v)

에서 4.5-5.8%의 초산이 생산되었다. 식품위생법에서 양조 식초

의 규격을 초산 함량이 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

pasteurianus A8을 이용한 우리밀 식초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우리밀 식초를 상업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밀

식초의 관능적 특성과 물리·화학적 특성, 저장 안정성, 및 생리

활성과 관련된 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되었다.

요 약

우리밀(금강밀)을 기질로 사용한 식초 생산을 위하여 초산 생

성능이 우수한 초산균을 재래 식초로부터 분리하여 A. pasteurianus

A8으로 동정하였다. 우리밀 엿기름의 제조를 위해 발아 조건을

살펴본 결과, 15oC에서 6일간 발아 시킨 밀의 amylase 활성이

608.4 unit으로 가장 높았다. A. pasteurianus A8 균주를 종균으로

사용하여 우리밀 알코올 발효액의 초산 발효 조건을 살펴본 결

과, 발효온도 30oC, 초기 알코올 농도 5.0%, 및 종균 접종량 5.0%

에서 24일간 정치 발효하여 5.8%의 초산을 생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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