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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룩 유래 효모의 종류에 따른 증류주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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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우리술연구팀

Quality characteristics of distilled spirits by different nuruk-derived y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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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lcoholic Beverage Research Team,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select a yeast strain for optimizing the quality of distilled spirits. The brewing and
distilling properties of 4 KFRI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yeasts (Y88-4, Y98-4, Y172-6, Y192-4) and 2 industry
yeasts (C1, C2) were compared. For investigating the possibility of using these strains on an industrial scale, diverse
analytical methods were applied to assess parameters associated with distilled spirit quality such as alcohol content, pH,
total acidity, and soluble solid content. After 11 days of fermentation, the alcohol strength obtained using six yeast strains
reached 13.9-16.4% (v/v), while pH was 3.9-4.0, and total acid was 0.40-0.52%. To compare GC-MSD Volatile flavor
components, all the distilled spirit samples were diluted to 20% (v/v) alcohol strength. Seven fusel alcohols, 26 esters, 2
acids, and 3 miscellaneous compounds were detected in the distilled spirits. Y88-4 had the most abundant volatile flavor
component and scored the highest overall preference in sensory evaluation. After analyzing the various properties of yeasts,
strain Y88-4 was finally selected as the best strain for producing distilled spir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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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전통 증류식 소주는 고려 시대부터 전승되어 왔으며

쌀, 보리, 밀 등의 곡류 원료와 누룩 등의 발효제를 사용하여 발

효한 후 소주고리를 이용하여 증류하였다. 주류를 포함하여 전통

적인 방법에 의한 발효식품 제조는 원료자체에 있는 미생물에 의

존한 형태였다. 발효식품이 제품화 되면서 고품질의 발효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잡균에 의한 오염방지와

향미의 개선, 높은 발효력, 제품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단일 균을

접종하여 발효시킨 발효식품이 개발되었고 이에 따라 품질 향상

을 위한 우수한 발효 미생물의 확보가 중요시되었다. 효모는 알코

올 발효에 관여하는 주요 발효미생물로 효모가 생성하는 주된 향

기성분 중 대부분의 증류식 소주에 함유되어 있는 에스터류는 소

주발효 과정에서 알코올 외에 퓨젤유를 생성하여 소주의 풍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성분이 된다(1). 현재 국내 주류시장은 자체보유

효모를 사용하는 소수의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효모생산 업체

에서 생산하는 동일한 양조효모에 의존하고 있어(2) 주류의 품질

이 획일화된 경향이 있다. 경쟁력 있는 주류생산을 위해서는 알코

올 발효의 기본이 되는 유용한 미생물 자원의 확보 및 특성조사

가 필수적이다. 2011년 이후 국내 막걸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짐

에 따라 막걸리용 효모 선발 등 발효미생물에 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어 왔다. 전통누룩으로부터 효모를 분리하고 알코올 발

효력이 우수한 균주를 선발하여 최적배양 조건을 확립하였고(3),

여러 지역에서 전통막걸리를 수집하고 효모를 분리하여 발효특성

과 발효에 따른 미생물 군집 변화를 관찰하였으며(4,5), 구기자 등

을 첨가한 고품질 막걸리 제조에 적합한 효모를 선발하고(6), 막

걸리의 발효 기간 및 저장 기간에 따른 품질의 특성과 미생물의

변화를 연구하는(7,8) 등 막걸리의 품질향상을 위한 발효미생물 관

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증류식 소주의 술덧은 재료나 발효

과정이 막걸리의 담금과 유사하여 막걸리관련 효모를 주로 사용

하고 있지만 특색 있고 경쟁력이 높은 증류식 소주를 제조하기 위

해서는 증류식 소주용 효모의 개발이 불가피하다. 현재 우리나라

증류식 소주에 대한 연구로는 감압과 상압으로 증류한 술의 특성

을 비교한 연구(1), 증류 및 여과 방법을 달리한 증류식 소주의 품

질특성연구(9), 구리증류기를 이용한 과실 증류주의 품질 특성연

구(10), 증류식 소주의 급수변화에 따른 수율 및 향미에 관한 연

구(11), 시판 증류식 소주의 관능적 분석에 관한 연구(12) 등 증류

방법과 기존제품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통

증류식 소주 제조를 위한 효모선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증류주의 제조에 적합한 증류식 소주 전용효모를 선

발하고 선발된 효모와 시판 소주효모의 발효 및 증류 특성을 비

교 분석함으로써 선발효모의 상품화 가치를 평가하고 더불어 고

품질 증류주 제조에 기여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효모동정

효모의 동정은 18s rDNA sequencing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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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순수분리가 확인된 균주 각각의 whole genomic DNA를 분

리한 후 PCR (C 1000DNA thermal cycler, Bio-Rad, CA, USA)

을 이용하여 증폭하였다. Ribosomal DNA (rDNA)의 complete

internal transcribed spacer (ITS) 영역의 염기서열을 ITS1 (TCCG-

TAGGTGAACCTGCGG)과 ITS4 (TCCTCCGCTTATTGATATGC)

프라이머(primer)를 이용하여 증폭하였고 PCR 조건은 95oC에서

5분, 94oC에서 45초, 55oC에서 1분, 72oC에서 1분, 72oC에서 10

초의 사이클을 총 35회 반복하였다. PCR product의 분석은 ABI

3730XL DNA Analyzer (Applied Biosystems, Carlsbad, CA,

USA) sequencing기계를 이용하였다. 분석된 염기서열을 BioEdit

sequenc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lignment 시킨 후 그 결과를

NCBI의 data base와 비교하여 동정하였다.

담금 및 발효

담금 용 백미는 철원오대쌀(Cheolwonnonghyup, Cheolwon,

Korea)을 사용하였고, 발효제로는 조은곡식(Hwaseong, Korea)에

서 구입한 입국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효모는 전통누룩

에서 분리한 보유 효모 중 알코올 발효력이 높았던 Y88-4, Y98-

4, Y172-6, Y192-4를 사용하였으며, 소주효모로 사용되고 있는

두 종류의 효모(C1, C2)를 일본양조협회에서 분양받아 대조군으

로 사용하였다. 밑술은 입국 513 g에 718 mL의 물을 가하고 효

모배양액(108 CFU/mL) 10 mL과 함께 잘 섞은 후 25oC에서 5일

간 발효시켰다. 효모배양액은 입국배지에 효모를 0.1% 접종한

후 30oC에서 24-36시간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담금은 밑술에 증

자미 1,436 g과 1,744 mL의 물을 가하여 25oC에서 11일간 발효

시켰다.

발효액의 분석

당도는 당도계(Pocket PAL1, ATAGO, Kyoto, Japan)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고, pH는 pH meter (D-51, Horiba Ltd., Kyot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산도는 시료 10 mL에 0.1% 페

놀프탈레인(phenolphthalein)을 지시약으로 하여 발효액의 경우 0.1

N 수산화소듐 (NaOH)용액으로 적정하여 소비된 용액의 양을 아

세트산(acetic acid)으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아미노산도는 주류

분석 규정에 따라 검체 10 mL를 취하여 페놀프탈레인 지시약 몇

방울을 가하고 0.1 N 수산화소듐으로 담홍색이 될 때가지 중화한

후 여기에 중성포르말린용액 5 mL를 가하여 유리된 산을 0.1 N

수산화소듐으로 담홍색이 될 때까지 적정하여 소비된 용액의 양

을 글리신으로 환산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13). 알코올 함량

은 발효액 100 mL과 약 100 mL의 증류수를 250 mL의 삼각 플

라스크에 넣고 증류기기에 연결 하여 증류한 후 증류액이 70-80

mL이 되면 증류를 중지하고 증류액에 물을 가하여 100 mL로 정

용한 다음 잘 흔들어 덴시티미터(densitymeter, DMA 4500A,

Anton Paar GmbH, Austria)을 이용하여 알코올함량을 측정하였

다. 유기산은 Bio-5rex resin을 사용하여 전처리한 시료를 0.45 µm

membrane filter를 사용하여 여과한 후 Agilent 1260 HPLC/DAD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로 분석하였다. 분

석용 칼럼으로 ZORBAX SB-Aq (4.6 mm×150 mm×5 µm film

thickness: Agilent)를 사용하였으며 detection wave-length/window

210/8 nm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오븐(oven)의 온도는 35oC였으

며 사용된 용매는 20 mM 인산완충용액(aqueous phosphate buffer)

pH 2.0/아세토나이트릴(acetonitrile)=99/1 (v/v) 였고 흐름속도는

1.0 mL/min였다.

발효액의 증류

발효액 2,000 mL를 감압 증류법을 이용하여 증류하였다. 냉각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직선이던 기존 리비히 냉각기의 내관을 스

프링 모양으로 둥글게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증류관내 압력은

110±20 mmHg였고, 발효액 온도는 50-60oC, 냉각수 온도는 4oC를

유지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증류액 유출 온도는 25oC를 넘지 않도

록 하였다. 목적 본류의 알코올 함량은 45%가 되도록 하였다.

증류액 휘발성 향기성분 분석

증류액의 알코올 함량이 20% (v/v)가 되도록 희석한 후 SPME

(solid phase microextraction) 방법을 이용하여 휘발성 향기성분을

분석하였다. 시료 5 mL을 60oC에서 20분간 평형 시킨 후 50/30

µm DVB/CAR/PDMS (divinylbenzene/carboxen/polydimethylsiloxane)

(Supelco, Bellefonte, PA, USA)이 코팅된 fiber를 이용하여 40분간

향을 포집하여 Stabilwax-DA column (30 m×0.25 mm I.d.×0.25

µm film thickness: Restek Corp., Bellefonte, PA, USA)이 장착된

Hewlett-Packard 7890A GC/HP-5973N mass selective detector

(MSD) (Hewlett-Packard Co., Palo Alto, C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용된 GC의 오븐 온도는 60oC에서 5분간 유지 후

200oC까지 3oC/min의 속도로 상승시켰으며 주입구(injector) 온도

는 250oC, 운반가스(carrier gas)로 헬륨(helium)을 사용하였다.

MSD 조건은 capillary direct interface temperature 250oC, ion

source temperature 230oC, ionization voltage 70 eV, mass range

33-350 a.m.u. 그리고 scan rate 2.2 scan/sec를 이용하였다. 휘발성

향기 성분의 동정은 retention indices (RI), 질량스펙트럼(mass

spectra)과 aroma properties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관능검사

증류액의 관능검사는 한국식품연구원 우리술연구팀의 훈련된

30-40대 패널 9명(여자 5명, 남자 4명)을 대상으로 2회 반복하여

진행하였으며 증류액의 알코올 함량이 20%가 되도록 희석하여

향에 대한 기호도를 9점 척도로 표시하였고 관능검사 결과의 통

계처리는 SPSS ststistics (ver. 20, SPSS,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평균값은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로 비교하여 Duncan’s multiple rage test로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효모의 1차 선발 및 동정결과

증류식 소주제조에 적합한 효모를 선발하기 위하여 본 연구원

내에 보관 중인 누룩에서 분리한 300개의 효모를 대상으로 알코

올 발효능 실험을 진행하였고, 300개의 효모 중 높은 알코올 발

효능을 보인 4개의 균주(Y88-4, Y98-4, Y172-6, Y192-4)를 1차

선발하였다. 1차 선발된 4 균주와 시판 소주효모 2종(C1, C2)의

18s rRNA 염기서열을 이용한 동정결과 Saccharomyces cerevisiae

로 동정되었다(Table 1).

발효액의 분석

발효액의 알코올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담금 1

일째 Y88-4의 경우 4.8±0.1%로 가장 높은 알코올 함량을 나타냈

고,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최종 발효 시에는 14.1±0.1%의 알코올

함량을 나타냈다. Y98-4는 발효 4일째 12.0±0.1%로 높은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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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을 나타냈지만 이후 더디게 증가하여 최종발효 시 13.9±0.1%

로 알코올 함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조군인 소주효모 C1은

발효 초기 알코올 함량은 4.0±0.1%였지만 최종 발효 시 16.4±

0.01%로 가장 높은 알코올 함량을 나타내었다. 발효액의 정상 발

효 유무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pH (Fig. 2)와 총산(Fig. 3)의 함

량은(14) 모든 실험구 및 대조군에서 각각 pH 3.9-4.0, 0.40-0.52 g/

100 mL로 나타났다. 이는 시판 중인 막걸리의 pH가 3.6-4.7, 산

도는 0.28-0.57 g/100 mL의 범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Park 등(15)

의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정상적인 발효가 진행된 것으로 판

단된다. 유리당, 유기산과 함께 발효액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9), 술의 감칠맛을 부여하는(16) 아미노산 함량

(Fig. 4)은 모든 실험구와 대조군이 초기 0.10-0.12 g/100 mL에서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대체로 증가하여 0.26-0.30 g/100 mL로 나

타났고 가용성 고형분(oBx) (Fig. 5)은 모든 실험구와 대조군이 담

금 1일째 5.9-7.3 oBx에서 발효 4일째 12.8-17.8 oBx로 증가한 뒤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대체로 알코올 함량이 높을

수록 가용성 고형분의 함량은 낮게 나타났다.

발효액의 신맛을 나타내는 주요한 성분이며 미량으로 존재할

Table 1. Identification of yeast from traditional Nuruk

Yeast No. Nearest neighbor strain Similarity (%) Accession nuber Data base

Y88-4 Saccharomyces cerevisiae 99 EF620858 gb

Y98-4 Saccharomyces cerevisiae 98 JN093142 gb

Y172-6 Saccharomyces cerevisiae 98 DQ347487 gb

Y192-4 Saccharomyces cerevisiae 99 KC254083 gb

C1 Saccharomyces cerevisiae 99 KC515364 gb

C2 Saccharomyces cerevisiae 99 KC183726 gb

Fig. 3. Changes of total acid during fermentation of mash made

with various yeast strains. ●: Y88-4, ○: Y98-4, ▼: Y172-6, ▽:
Y192-4, ■: C1, □: C2

Fig. 4. Changes of amino acid during fermentation of mash

made with various yeast strains. ●: Y88-4, ○: Y98-4, ▼: Y172-
6, ▽: Y192-4, ■: C1, □: C2

Fig. 1. Changes of alcohol content during fermentation of mash

made with various yeast strains. ●: Y88-4, ○: Y98-4, ▼: Y172-
6, ▽: Y192-4, ■: C1,  □: C2

Fig. 2. Changes of pH during fermentation of mash made with

various yeast strains. ●: Y88-4, ○: Y98-4, ▼: Y172-6, ▽: Y192-
4, ■: C1, □: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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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발효액의 맛과 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유기산(17)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유기산 표준물질로 사용한 옥살

산(oxalic acid), 말산(malic acid), 젖산(lactic acid), 시트르산(citric

acid), 석신산(succinic acid) 및 아세트산(acetic acid) 중에서 옥살

산의 경우 Y98-4와 C2에서 발효 말 각각 0.27±0.02 mg/mL,

0.28±0.03 mg/mL이 검출되었고 말산은 Y88-4를 제외한 모든 실

험구 및 대조군에서 최종 발효 시 0.22±0.23-0.49±0.02 mg/mL로

나타났다. 젖산은 C2효모가 발효 말 0.56±0.03 mg/mL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알코올 발효 시 Lactobacillus sp. 와 같은 특정 유

산균에 의하여 말산이 젖산으로 전환되는데 이는 산도의 감소와

Fig. 5. Changes of soluble solid during fermentation of mash

made with various yeast strains. ●: Y88-4, ○: Y98-4, ▼: Y172-
6, ▽: Y192-4, ■: C1, □: C2

Fig. 6. Preference of distilled spirits made with various yeast

strains. a-cMean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2. The organic acid content of during fermentation of mash made (mg/mL)

Organic acid
Fermentation 
period (day)

Yeast No.

Y88-4 Y98-4 Y172-6 Y192-4 C1 C2

Oxalic acid

1 ND1) ND ND ND ND ND

4 ND ND ND ND ND ND

8 ND 00.25±0.032) ND ND ND 0.21±0.02

11 ND 0.27±0.02 ND ND ND 0.28±0.03

Malic acid

1 ND ND 0.09±0.02 0.08±0.00 0.11±0.02 ND

4 ND ND ND 0.25±0.03 0.38±0.03 ND

8 ND 0.41±0.00 0.48±0.02 0.33±0.03 0.50±0.18 0.16±0.12

11 ND 0.39±0.02 0.45±0.06 0.41±0.21 0.49±0.02 0.22±0.23

Lactic acid

1 0.05±0.02 0.04±0.29 ND 0.01±0.32 ND ND

4 0.37±0.02 0.47±0.02 0.19±0.03 0.06±0.09 0.04±0.03 0.63±0.02

8 0.43±0.02 0.36±0.04 0.12±0.02 0.07±0.06 0.11±0.02 0.42±0.02

11 0.37±0.07 0.31±0.08 0.09±0.00 0.3±0.03 0.14±0.02 0.56±0.03

Citric acid

1 1.49±0.01 1.24±0.08 2.1±0.07 2.07±0.04 2.12±0.02 1.92±0.02

4 1.76±0.05 1.72±0.06 1.92±0.03 1.87±0.03 1.93±0.11 1.85±0.03

8 1.99±0.01 2.05±0.02 2.34±0.01 2.09±0.01 2.24±0.03 1.79±0.01

11 2.25±0.25 1.99±0.08 2.24±0.07 2.08±0.04 2.18±0.03 1.76±0.02

Succinic acid

1 0.33±0.14 0.32±0.13 0.21±0.11 ND 0.21±0.01 0.04±0.02

4 0.48±0.02 0.65±0.04 0.40±0.26 0.37±0.04 0.45±0.00 0.68±0.03

8 ND 0.94±0.00 0.66±0.19 0.56±0.03 0.75±0.00 1.04±0.15

11 1.03±0.00 1.0±0.06 0.69±0.00 0.82±0.16 0.83±0.03 1.23±0.12

Acetic acid

1 1.00±0.15 0.77±0.10 0.82±0.03 0.75±0.06 0.61±0.05 0.65±0.11

4 0.74±0.18 0.55±0.03 1.95±0.08 1.45±0.07 1.00±0.00 0.87±0.00

8 1.51±0.02 0.71±0.00 1.40±0.00 0.69±0.03 1.14±0.03 0.71±0.09

11 1.09±0.21 0.95±0.00 1.42±0.03 1.58±0.00 1.87±0.00 1.64±0.12

1)Not detected
2)Mean±SD of 3 re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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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주질의 부드러움을 강화시키고 풍미를 개선하며 발효 중 미

생물학적 안전성을 높여준다(18). 발효액의 안정적인 발효에 영

향을 주는 시트르산은(19) 모든 실험구에서 다른 유기산보다 가

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고 그 중에서 Y88-4가 2.25 mg/mL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석신산은 C2 효모가 발효말 1.23±0.12 mg/mL로

가장 높았다. 다량 존재하게 되면 발효과정에서 알코올성분의 산

화로 인해 초산발효단계로 진행되어 발효액의 품질을 저하시키

는 요인으로(17) 향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아세트산은 소주

효모 C1과 C2에서 각각 1.87±0.00, 1.64±0.12 mg/mL로 다른 효

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증류액의 휘발성 향기성분

증류주의 향기성분은 품질지표로써 중시되며(20), 특히 양조 효

모에 의해 알코올, 에스터, 아민 등의 화합물을 생성시켜 향기성

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증류액의 휘발성 향기

성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37개의 휘발 성분이 확인되었

고 작용기별로 분류하면 알코올류 7종, 에스터류 26종, 산(acid)

류 1종, 기타 3종이었다. 높은 area %를 나타낸 것은 에틸앝코올

(ethyl alcohol), 카프릴산에틸(ethyl caprylate), 아밀알코올(amyl

alcohol) 등이다. 미량만으로도 증류주의 풍미를 좌우하며 향기성

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급 알코올류인 노말프로판올(n-

propanol), 아이소뷰탄올(isobutanol)은 Y172-6이 0.61%area,

1.01%area로 다른 효모에 비해 높았으며 맥주의 방향족 알코올

성분 중 가장 중요한 향기 성분인 페닐에틸알코올(phenylethyl

alcohol)(21,22)은 대조군으로 사용한 시판소주 효모인 C2가

4.1%area, Y192-4가 2.91%area였다. 에스터류는 적은 양만 존재하

Table 3. Volatile compound in distilled spirits  (Unit: peak area %)

　 RT Compound 88-4 98-4 172-6 192-4 C1 C2

1 3.484 Ethyl acetate 1.861) 0.95 2.72 2.03 2.56 1.39

2 4.663 Ethyl alcohol 32.97 40.15 46.56 50.26 51.82 51.72

3 6.522 2-Methyl propyl acetate 0.07 0.03 0.09 - 0.08 -

4 7.287 Ethyl butyrate 0.07 - - 0.05 0.06 -

5 7.497 n-Propanol 0.21 0.51 0.61 0.14 0.10 0.37

6 9.715 Isobutanol 0.65 0.94 1.01 0.74 0.85 0.65

7 10.145 Isoamyl acetate 1.88 1.48 2.22 2.04 3.79 2.41

8 11.742 1-Butanol -2) 0.08 - - - -

9 12.17 Dodecane 0.02 0.02 0.03 0.03 - -

10 13.810 amyl alcohol 5.23 6.81 7.66 8.73 9.22 8.45

11 14.318 Ethyl caproate 2.60 1.24 1.20 1.36 2.18 1.46

12 17.999 Ethyl enantate 0.02 0.03 0.04 0.04 0.04 0.04

13 18.619 Isobutyl caproate 0.03 0.03 - - - -

14 19.598 3-Ethoxy-1-propanol - 0.04 0.02 - - -

15 19.933 2-Nonanone 0.10 0.04 0.07 0.09 0.07 0.08

16 21.586 Ethyl caprylate 18.92 12.92 11.42 11.17 14.79 12.59

17 22.060 Acetic acid 0.16 0.25 0.38 0.28 0.11 0.14

18 22.242 Isopentyl caproate 0.17 0.13 0.10 0.10 0.09 0.08

19 24.215 Propyl caprylate 0.05 0.06 0.04 0.02 - 0.03

20 24.749 Ethyl pelargonate 0.05 0.06 0.06 0.06 0.04 0.06

21 25.214 Isobutyl caprylate 0.09 0.06 0.03 - - -

22 26.685 2-Undecanone 0.03 - - 0.02 - -

23 27.931 Ethyl caprate 10.46 8.00 5.06 4.05 3.19 3.58

24 28.430 Isoamyl octanoate 0.33 0.27 0.12 0.08 0.03 0.06

25 29.042 Ethyl succinate 0.05 0.09 0.11 0.10 0.11 0.08

26 31.174 Isobutyl decanoate 0.13 0.13 0.03 - - -

27 32.109 Ethyl benzeneacetate 0.02 0.03 0.03 0.03 0.03 0.04

28 32.930 Phenethyl acetate 3.66 2.94 2.64 2.20 3.76 2.26

29 33.681 Ethyl laurate 7.96 7.23 3.01 1.95 0.21 0.97

30 34.117 Isoamyl decanoate 0.75 0.67 0.29 0.22 - 0.08

31 35.376 Phenylethyl alcohol 1.39 1.66 1.77 2.91 2.55 4.10

32 35.841 Propyl caprate 0.02 0.02 - - - -

33 36.609 Isobutyl laurate 0.03 0.02 - - - -

34 38.938 Ethyl myristate 7.23 9.07 8.63 7.58 1.76 5.22

35 39.281 Isoamyl laurate 0.03 0.03 0.02 - - -

36 43.679 Ethyl palmitate 2.63 3.83 3.95 3.67 2.57 4.09

37 49.287 Ethyl oleate 0.07 0.13 0.07 0.05 - 0.04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Average of relative percentage of total peak area.
2)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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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량의 향기성분으로도 향미기여도가 알코올, 알데하이드류

(aldedyde) 보다 커서 관능에 중요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일향으로 묘사되는 아세트산에틸(ethyl acetate)은 C1이

2.56%area로 가장 높고, Y98-4가 0.95%area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바나나향으로 묘사되는 아세트산아이소아밀(isoamyl acetate)

은 C1이 3.79%area로 가장 높고, Y98-4가 1.48%area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특히 Y88-4로 담금한 증류식 소주에서 에틸앝코올

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파인애플향으로 묘사되는 달콤한 과일

향을 나타내는 카프릴산에틸, 신선한 과일향을 나타내는 카프론

산에틸(ethyl caproate), 장미향으로 묘사되는 카프르산에틸(ethyl

caprate) 등이 다른 실험구 및 대조군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

다. 이들 에스터 물질은 낮은 문턱 값으로 소량으로도 소주에 향

긋하고 좋은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3).

증류액의 향기호도 조사

증류액의 알코올 함량이 20%가 되도록 희석하여 향에 대한 기

호도를 9점 척도로 표시한 결과 Y88-4, C2, Y98-4, C1, Y172-6,

Y192-4 순으로 Y88-4가 6.80±1.23의 점수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

은 기호도를 나타냈고 Y192-4가 4.60±0.74의 점수로 가장 낮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Y88-4향기호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

를 보였고 증류액의 휘발성 향기성분 중 소량으로도 향긋하고 좋

은 향을 주는 카프릴산에틸, 카프론산에틸, 카프르산에틸 등의 에

스터 물질이 다른 실험구 및 대조군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난

Y88-4균주가 증류식소주 제조에 가장 적합한 효모라고 판단 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통 증류식 소주 제조를 위한 최적의 효

모를 선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누룩에서 분리한 효모와 시판 소

주효모의 발효 및 증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리한 4개의 균

주(Y88-4, Y98-4, Y172-6, Y192-4)와 대조구로 사용한 시판 소주

효모 2종(C1, C2)은 Saccharomyces cerevisiae로 동정되었다. 발효

액의 최종 알코올 함량은 13.9±0.1-16.4±0.01%로 C1효모가 가장

높은 알코올 함량을 나타냈고 6개의 실험구의 pH와 총산의 함량

은 각각 pH 3.9-4.0, 0.40-0.52 g/100 mL로 정상적인 발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아미노산 함량은 초기 0.10-0.12 g/100 mL에서 발

효가 진행됨에 따라 대체로 증가하여 0.26-0.30 g/10 0mL로 나타났

다. 유기산의 변화는 옥살산의 경우 Y98-4와 C2에서 발효 말 각

각 0.27±0.02, 0.28±0.03 mg/mL 검출되었고 말산은 Y88-4를 제외

한 모든 실험구 및 대조군에서 최종 발효 시 0.22±0.23-0.49±0.02

mg/mL로 나타났다. 젖산은 C2효모가 발효 말 0.56±0.03 mg/mL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발효과정 중 주요 유기산으로 감칠맛과 관련

있는 석신산은 C2효모가 발효 말 1.23±0.12 mg/mL로 가장 높았

다. 발효액의 품질저하와 관련 있는 아세트산은 소주효모 C1과

C2에서 각각 1.87±0.00, 1.64±0.12 mg/mL로 다른 효모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 증류액의 휘발성 향기성분분석 결과 37개의 휘발 성

분이 확인되었고 작용기별로 분류 하면 알코올류 7종, 에스터류

26종, 산류 1종, 기타 3종이었다. 높은 area%를 나타낸 것은 에틸

알코올, 카프릴산에틸, 아밀알코올 등이다. 증류액의 향기호도 조

사결과 Y88-4>C2>Y98-4>C1>Y172-6>Y192-4 순으로 나타났다. 효

모의 특성조사를 통해 풍부한 휘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향

기호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Y88-4가 증류식 소주

제조에 적합한 효모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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