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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temperature treatments to control sugar consumption by
yeasts during makgeolli fermentation
막걸리 발효 시 효모의 당분 소비 억제를 위한 고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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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ntrol sugar consumption during makgeolli
fermnetation using high temperature treatments after 3 days of fermentation at
normal temprature. makgeolli fermentation was performed at 25℃ for the initial
3 days and at 34, 37, 40, and 43℃, respectively, for the next 4 days. When
fermented at 25℃ (control), the alcohol content increased up to 16.5%; however
the alcohol content of makgeolli treated at elevated temperatures reduced by 13.8
%. In the control group, typical saccharification and fermentation proceeded
simultaneously, and the reducing sugar content remained low due to sugar
consumption by active yeast. However, at high fermentation temperatures, the nuruk
enzymes functioned normally and saccharification proceeded well; however the
conversion of fermentable sugars to alcohol was inhibited, possibly due to a
decrease in yeasts activity. The viable cell count of yeasts was 4-6 log CFU/mL
regardless of the fermentation temperature. These results indicate the possibility of
producing sweet live-yeast makgeolli without the addition of artificial sweeteners
through a temperature-controlled makgeolli fer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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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막걸리는 전분질을 원료로 담금하며, 누룩 미생물 중 곰팡이가 분비한 효소에 의한 전분의 당화
공정에서 분해된 발효성 당이 효모에 의해 알코올로 전환되는 병행복발효주이다(Lee 등, 2010a;
Lee 등, 2010b). 막걸리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단백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발효
제인 누룩의 단백질분해효소에 의해 다양한 아미노산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So 등, 1999a). 특
히 살균을 하지 않은 생막걸리에는 살아 있는 효모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일반 주류와는
다른 영양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So 등, 1999b). 국내 시판 막걸리의 품질 특성을 분석한 결
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막걸리에 사용 가능한 감미료인 아스파탐(aspartame)과 페닐알라닌
(phenylalanine)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ark 등, 2011). 아스파탐은 L-aspartic
https://doi.org/10.11002/kjfp.2022.29.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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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와 L-phenylalanine이 결합된 dipeptide의 methtyl

cerevisiae (La Parisienne, S. I. Lesaffre Co., Marcq-

ester로 설탕의 약 200배의 단맛을 지닌 인공감미료로 막걸

en-Baroeul, French)를 사용하였다. 발효제는 역가 300

리 제조 시 폭넓게 사용되어 왔으나(Yeo와 Jeong, 2010),

SP 이상의 진주곡자(Jinju-Gokja, Jinju, Korea)와 60 SP

최근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막걸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이상의 쌀알누룩(JEGS Co., Ltd., Hwaseong, Korea)을

이 증가함에 따라, 적정 수준의 단맛을 함유한 감미료 무첨

사용하였다. 막걸리는 팽화미에 쌀알누룩과 재래누룩의 당

가 생막걸리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화력(sp)을 고려하여 전분질 원료 g당 30 sp가 되게 첨가

미생물의 성장과 대사활동은 생육온도와 밀접하게 연관

하였고, 건조효모는 전체 술덧량의 0.05%, 급수율은 150%

되어 있다. 발효온도가 높을 경우, 효모는 온도 조절을 위한

로 조정하였다. 발효는 초기 3일 동안 25℃에서 진행한 이

세포 내 메커니즘이 없으므로 필수 영양소의 투과성 감소,

후, 후기 고온처리 온도(25, 34, 37, 40, 43℃)에서 4일을

원형질막의 유동성 증가 등 세포 손상이 확장되는 결과를

추가로 발효하였다. 발효 과정에서 경시적인 시료의 채취는

초래한다(Bleoanca와 Bahrimo, 2013).

발효액을 균일하게 혼합한 다음 일정 분량을 취해 거름망으

미생물의 생육온도가 효소 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로 여과한 뒤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보고되었는데, 양조용 효모인 Saccharomyces cerevisiae
의 alcohol dehydrogenase의 활성은 생육온도에 따라 크

2.2. pH 및 총산 함량 측정

게 2-3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Jones와 Hough,

pH는 pH meter(Thermo scientific orion 3 star,

1970). 효모에 의한 알코올 생성 또한 발효온도에 직접적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총산은 막걸리 발효액 10

인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S. cerevisiae는 40℃까지

mL를 0.1 N NaOH 용액으로 pH 8.2까지 중화시키는 데

알코올 생성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

소요되는 0.1 N NaOH의 소비 mL를 젖산(lactic acid) 함

으로 냉각 시스템이 없던 시절의 일본의 사케 양조는 발효

량으로 환산하여 total acid(%, w/v)로 표시하였다.

온도를 10-15℃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겨울에 수행되었
고(Hashimoto 등, 2006), 맥주 발효 또한 라거와 에일 제

2.3. 알코올 및 환원당 함량 측정

조 시 각각 6-14℃, 15-20℃의 온도(Bamforth, 1998)에

알코올 함량은 증류 플라스크에 막걸리 발효액 100 mL

서 진행된다. 막걸리의 발효 온도는 일반적으로 25℃에서

와 증류수 50 mL를 혼합 후 증류하여 100 mL 메스실린더

진행되는데, 현재까지 막걸리 발효온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에 90 mL까지 증류액을 받은 후, 증류수로 정용하여 알코

연구에서는 10-25℃와 같이 저온에서 탁주의 향기성분에

올 분석기(Digital Alcohol Meter DA-155, Kyoto

관련된 연구(Song 등, 2020)나, 원료 및 발효제 등에 따른

Electronics Manufacturing Co., Ltd., Japan)를 이용해

온도별 발효특성(Baek 등, 2013; Kim 등, 2012; Kim 등,

측정하였다. 환원당 함량은 DNS(dinitrosalicylic acid)법

2020; Shin 등, 2017)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으며, 발효 후반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희석한 시료 용액 0.2 mL에 DNS

부의 고온처리가 막걸리의 품질 특성 및 당분의 소비 억제에

시약 0.6 mL를 넣고 끓는 수욕 중에서 5분 동안 중탕한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다음, 냉각하여 증류수 4.2 mL를 넣고 혼합한 뒤 분광광도

연구에서는 막걸리 제조 시 발효 후기의 고온처리로 효모에

계(UV spectrophotometer JP/UV-2450, Shimadzu

의한 당분의 소비가 억제되는 동시에, 효모가 살아 있는 생

Co. Ltd., Kyoto, Japan)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

막걸리의 제조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를 측정하였다. 환원당 함량은 포도당 표준 검량선을 이용
하여 Reducing sugar(g/100 mL)로 표시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재료 및 막걸리 제조
막걸리 제조에 사용된 효모는 건조분말 형태의 S.

https://www.ekosfop.or.kr

2.4. 효모 생균수 측정
효모 생균수는 자동 효모세포카운터(Luna-ⅡYFTM,
Logosbiosystems, Anyang,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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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막걸리 시료를 버퍼 용액과 적정 비율로 혼합한 다음,

다. 발효 온도가 높아질수록 에탄올 생성량이 감소하는 특

발색시약을 첨가하여 10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킨다. 반

성은 Torija 등(2003)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응이 완료되면 측정용 셀에 10 μL를 분주하여 생균수 및
생존율을 측정한다.

3.2. 발효 온도에 따른 pH 및 총산 함량 변화
막걸리 발효 후기의 고온 발효에 따른 pH 및 총산 함량

2.5. 통계처리

의 변화는 Fig. 2와 같다. pH는 발효 3일 차까지 소폭 감소

통계분석은 SPSS 12.0.1 (SPSS Inc., Chicago, IL,

하였는데, 이는 효모에 의한 유기산 생성으로 인한 것으로

USA)을 이용하여 분석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판단되며, 이후 4.0-4.2 수준을 유지하였다. 막걸리의 pH

세 그룹 이상의 시료 간 유의적 차이는 일원배치분산분석

는 일반적으로 3.5-4.5 수준으로(Kang 등, 2014), 이는

(ANOVA)으로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젖산균 등 다른 세균류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조건이다.
막걸리 발효 후기에, 고온 처리에 의한 pH의 변화는 비슷

3. 결과 및 고찰

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막걸리 발효가 진행되면서 알코올

3.1. 발효 온도에 따른 알코올 함량 변화

이 생성됨에 따라 총산 함량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 Fig. 3

막걸리 발효 후기의 온도 차이에 따른 알코올의 함량 변

에서 볼 수 있듯이 총산 함량은 발효 초기 3일까지 크게 증

화는 Fig. 1과 같다. 발효 초기의 3일 동안은 25℃에서 동

가하였는데, 이는 효모의 알코올 발효가 왕성해지면서 유기

일하게 발효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알코올이 생성됨을 확

산의 생성으로 사료되며, 생성된 총산 함량은 막걸리의 풍

인하였고, 이후 발효 온도가 증가할수록 알코올 생성이 현

미와 보존성과 관련된다. 발효 3일 이후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대조구인 25℃의 경우, 발

총산 함량이 빠르게 감소되었는데, 이는 누룩 속에 젖산균

효 7일 차에 알코올이 16.5%까지 생성된 반면, 발효 온도

을 포함한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유기산의 재흡수가 진행되

가 높아질수록 알코올 함량이 13.8%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어 일부 영양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전통적으로 양조용 효모의 최적 발효 온도는 28-33℃이며,
일반적으로 36℃ 이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Babiker 등,

3.3. 발효 온도에 따른 환원당 함량 변화

2010), 고온 발효에 의한 효모의 대사생리 활성이 저해되

막걸리 발효 후기의 고온 처리에 따른 환원당 함량 변화

어 알코올 생성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사료된

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대조구인 25℃에서는 다른 고온

Fig. 1. Changes of alcohol content by high temperature
treatments after 3 days of makgeolli fermentation at 25℃.

Fig. 2. Changes of pH by high temperature treatments after 3
days of makgeolli fermentation at 25℃.

468

https://doi.org/10.11002/kjfp.2022.29.3.466

Korean J Food Preserv, 29(3) (2022)

하였다. 이는 누룩에서 유래한 액화 및 당화효소 작용의 온
도 범위는 대부분 30-50℃이기 때문에(Kim 등, 1998), 고
온에서 발효할 경우 전분의 분해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환원
당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양조용 효모의 발효는 30℃ 전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고
온 발효를 할 경우, 효모의 에너지 대사가 저해되어 발효성
당분의 소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로 알코올 생성은 저해되면서 당분은 크게 증가
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3.4. 발효 온도에 따른 효모 생균수 변화
Fig. 3. Changes of total acid content by high temperature
treatments after 3 days of makgeolli fermentation at 25℃.

막걸리 발효 후기의 고온 발효에 의한 효모의 생균수 변화
를 Fig. 5에 나타내었다. 대조구인 25℃ 발효의 경우, 효모
생균수는 5.5-6.4 log CFU/mL, 생존율은 99.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 Saccharomyces cerevisiae는 알
코올 내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발효 후반부
에 알코올 함량이 높은 조건에서도 효모 생존율이 높게 나타
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막걸리 후기의 고온 발
효를 4일 동안만 진행했기 때문에 효모 생균수의 유의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없었지만, 고온에서 발효가 지속될 경우
일반적으로 효모의 자기소화가 더 많이 발생하는 등(Lee 등,
2010a) 죽은 균수가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Min 등
(2011)은 막걸리를 20℃에서 30일 동안 저장했을 때 초기
효모 생균수의 약 89%가 감소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결

Fig. 4. Changes of reducing sugar content by high temperature
treatments after 3 days of makgeolli fermentation at 25℃.

발효 처리구에 비해 비교적 낮은 0.52-1.38 g/100 mL 수
준의 환원당 함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막걸리
발효는 전분의 당화 과정과 알코올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는
병행복발효이다(Lee 등, 2010a; Lee 등, 2010b). 이는 누
룩에 있는 전분 분해 효소에 의해서 쌀 전분이 발효성 당으
로 분해되는 동시에, 효모가 이를 소모해서 에탄올로 전환
하는 것으로, 25℃에서는 효모에 의한 알코올 발효가 활발
하게 진행되면서 잔여 당분이 적게 남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막걸리 발효 후기의 고온 처리구의 경우, 환원당 함량이
3.91-4.96 g/100 mL 수준으로 대조구에 비해 크게 증가

https://www.ekosfop.or.kr

Fig. 5. Changes of viable yeast number by high temperature
treatments after 3 days of makgeolli fermentation a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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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rvival rate of yeasts by high temperature treatments after 3 days of makgeolli fermentation at 25℃
Temperature (℃)

Fermentation period (day)
4

5
1)a

6
a

7
a

25

99.9±0.0

99.7±0.2

99.9±0.1

99.7±0.2a

34

99.1±0.7a

99.3±0.6a

99.6±0.2a

99.7±0.2a

37

99.9±0.0a

99.8±0.1a

98.8±1.0a

99.9±0.1a

40

99.8±0.2a

99.8±0.1a

99.3±0.2a

99.7±0.2a

43

98.6±0.9a

99.5±0.6a

99.6±0.4a

99.7±0.1a

1)

Data are means±SD (n=3).
Values followed by the same superscript letter in the same column and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

과적으로 막걸리 발효 후반부의 높은 알코올 조건과 단기간
의 고온 발효가 효모의 사멸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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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different temperatures and mixing ratio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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