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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술을 안정적으로 제조하기 위하여서는 좋은 밑술을 제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밑술을 제조 하는데 있

어서 재료형태에 따라 죽, 구멍떡, 백설기, 고두밥을 만들고, 이를 이용한 밑술을 제조 하였다. 밑술의

제조에 있어서 발효시간, 재료의 형태에 따른 이화학적 성분을 분석하였고, pH는 재료의 형태에 관계

없이 24시간 후부터 전부 4이하였으며, 총산은 36시간 까지는 급격히 증가되었다가 유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당도는 24시간 까지 증가하였다가 발효에 따라 감소하여 알코올로 전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총당과 환원당도 발효에 따라 알코올로 전화됨으로써 당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효모수는 초기

에는 9.2×106～3.0×107 CFU/mL 수준 이였고, 죽구의 경우 담금 초기에는 6.9̴̴̴×106 CFU/mL 에서 24시간

후에는 2.1×108 CFU/mL 으로 다른 구 보다 더 상승 하다가 60시간에서 72시간째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발효 48시간 후 에는 8.7×10
7
～1.9×10

8
CFU/mL 수준으로 존재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48시간부

터는 밑술로 사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1. 서론
술 빚기에 있어 밑술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모(酒母)라고도 하는데 개량식 술 빚기에서 별

도로 만들어 두는 주모와는 구별된다. 주모는 술덧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효모를 배양한 것이 주모이나 탁·

약주 발효는 개방발효이므로 술덧을 건전하게 만들고

우량한 탁주를 빚기 위해서는 주모의 역할이 아주 중

요하다1)2). 곡물을 주재료로 하는 전통주 제조에 있어

전분의 당화와 발효는 누룩에 있는 누룩곰팡이와 효모

균의 대사 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다. 밑술

이란 것을 만들어 우수한 효모의증식과 성장을 유도하

고, 여기에 한번 더 전분을 투입함으로써 증식하고 성

장한 효모로 하여금 본격적인 발효를 통하여 알코올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밑술 빚는 법에 따른 쌀의

가공형태방법은 죽, 개떡, 인절미, 물송편, 구멍떡, 백설

기, 범벅, 고두밥 등이 있다3).

술이란 탄수화물이 미생물의 분해 작용을 받아 알코

올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분이 생긴 일종의 발효음료

이다. 약․탁주는 우리나라 술 가운데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전통주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양조법이 발달되

었으며 각 지역별 또는 가문마다 술을 빚어 어느 나라

보다 다양한 술이 존재하였다4)5).

술의 종류는 대단히 많으나 제조방법에 따라 분류하

면, 크게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로 구분할 수 있다. 양

조주는 발효주라고도 하고 발효가 끝난 술덧을 그냥

또는 여과하여 음용하는 술이다. 증류주는 술덧 또는

주류를 증류하여 만든다. 혼성주는 알코올이나 발효주

에 착색료, 향료, 감미료, 의약성분 또는 조미료 등 기

타성분을 혼합시킨 주류이다 6).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우수한 주조기술과 다양한

음주문화를 향유하여 왔으나 근래에 서구문화의 확산

에 우리의 문화유산이 단절될 위기에 있으며 이들 전

통적인 주류들을 발굴하여 재현하고 보존하며 계승하

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국민생활 수준이 향

상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건강 지향적 고급 주류와

복고적 취향이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전통주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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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집중되고 있다7).

본 연구에서는 다른 4가지의 종류 죽, 구멍떡, 백설

기, 고두밥으로 다른 형태의 밑술을 제조하여 발효의

특성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발효기

간에 따른 이화학적 성분분석을 함으로써 보다 질 높

은 맛의 선호도를 대중화시키고 세계 경쟁력을 촉진시

키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누룩은 송학곡자(주) 구입하여 사

용 하였고, 쌀은 충남 예산군에 속한 정미소로부터

2010년산 일반미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물은 제주

산 삼다수를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밑술 제조
본 연구를 위한 밑술의 제조는 멥쌀을 깨끗이 씻어

12시간 불린 후 물기를 뺀 후 1kg은 증자하여 완전히

식힌 후 고두밥으로 사용하였고, 3kg은 가루를 내어

죽, 구멍떡, 백설기로 각각 1kg을 사용하였다. 누룩

600g과 물을 추가하여 전체중량을 8kg로 맞추어 혼화

한 다음 10ℓ용기에 넣어 25℃항온기에 넣은 후 3시간

후부터 시료로 사용하여 72시간 발효시켜 밑술을 제조

하였다.

pH 및 총산
pH는 pH meter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였고, 총산

은 시료 10 mL에 증류수를 50 mL가해 1％ 페놀프탈

레인을 지시약으로 하여 0.1 N NaOH용액으로 미적색

(pH 8.3)이 될 때까지 적정하고 적정소비량에 0.009를

곱하여 시료중의 산을 lactic acid(％)로 계산하였다.

당도 
당도는 당도계(Pocket refractometer PR-32, ATAGO

Co., Japan)를 사용하여 Brix(%)를 측정하였다.

총당 및 환원당
총당은 phenol-H2SO4법으로 정량하였다. 환원당은

Dinitrosalicylic acid(DNS)법으로 측정하고 55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알코올 함량
알코올 함량은 시료 200 mL를 냉동 원심분리를 이

용하여 4℃에서 8000×g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취한

상등액 100 mL에 증류수 100 mL를 가하여 500 mL증

류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시켜 증류액이 70 mL이 되면

증류를 정지하고 증류수를 보충하여 100 mL 눈금까지

정용한 후 주정계로 측정하고 Gay-Lussac표에 의해

15℃로 보정하여 %(v/v)로 표시하였다.

효모수
각 시료를 균일하게 혼합한 후 무균적으로 1 mL 취

하였다. 이를 멸균 생리식염수 용액을 이용하여 10배

희석법으로 일정 농도로 희석하고 배지에 도말한 후

배양하였다. 효모는 PDA(potato dextrose agar)배지에

주석산 용액을 넣어 25℃에서 2일간 배양한 후 생성되

는 colony수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pH 및 총산
전통주의 pH와 총산의 변화는 발효과정의 오염정도

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전통주의

발효 진행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이용

된다8). 곡물의 처리방법에 의한 밑술의 발효과정 중

술덧의 pH는 표 1, 총산은 그림 1과 같다. 담금 직후

pH는 6.61～6.68이었으나 발효 12시간에 4.06～4.80로

크게 저하된 후 24시간 후부터 72시간 사이에는 큰 변

화는 없었다. 밑술 담금 24시간째에 죽으로 만든 밑술

이 3.80이며, 72시간째에도 3.72로 가장 낮은 pH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1. 발효시간에 따른 밑술의 총산 변화

표 1. 발효시간에 따른 밑술의 pH 변화
시료

발효 시간(hrs)

0 12 24 36 48 60 72

죽 6.64 4.07 3.80 3.73 3.73 3.72 3.72

구멍떡 6.61 4.06 3.81 3.74 3.74 3.74 3.75

백설기 6.84 4.18 3.87 3.75 3.75 3.76 3.76

고두밥 6.68 4.14 3.85 3.76 3.76 3.76 3.76



201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1066 -

밑술에 있어서 총산의 함량이 너무 많으면 이상발효

에 의해 밑술이 산패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

다. 밑술 발효과정 중 총산은 담금 후에는 0.02～0.04%

였고, 36시간에 1.15～1.22%로 크게 증가하여 급격한

저하 시점과 일치하였으며, 재료형태에 따른 밑술에 따

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발효 36시간까지는 급격히 증

가 하다가 이후에는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당도 
당도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밑술 담금 초기에

는 5.90～9.87% 로 고두밥이 낮았으며, 발효 12시간 까

지는 급격히 상승하였다. 발효 24시간 후 부터 36시간

까지는 당도의 함량이 급격히 감소를 하였으며, 발효

72시간에 6.20～6.83%를 나타내었다.

[그림 2] 발효시간에 따른 밑술의 당도 변화

총당 및 환원당
발효 과정 중 밑술의 총당 및 환원당 함량은 그림 3,

4와 같다. 총당 함량은 담금직 후에 0.094～0.139 g/mg

이었으며, 발효 36시간에 0.090～0.121 g/mg로 감소하

였다. 시험구별로는 발효 12시간에는 백설기구가 총당

함량이 가장 높고 죽구가 총당 함량이 가장 낮은 편이

었다.

[그림 3] 발효시간에 따른 밑술의 총당 변화

환원당 함량은 담금직 후에 0.055～0.114 g/mg이었으

나 발효 12시간에 0.130～0.168 g/mg로 증가하였고, 발

효 36시간에 0.012～0.020 g/mg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발효 36시간에 에탄올함량이 급격히 증

가한 사실과 부합이 된다.

[그림 4] 발효시간에 따른 밑술의 환원당 변화

알코올 함량
본 실험 결과 재료형태를 달리하여 담금 한 밑술의

발효 과정 중 알코올 함량은 그림 5와 같다. 담금 직후

의 알코올 함량은 0%의 함량을 보였다. 발효 12시간에

구멍떡, 백설기, 고두밥은 0%로 알코올 함량의 변화가

없었으나 죽은 1.4%로 증가를 보였다. 발효 36시간에

모든 시험구가 3.7～4.3%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밑술

발효 72시간에는 6.1～6.5%에 달하였다. 시험구별 에탄

올 함량은 구멍떡구, 죽구, 고두밥구, 백설기구의 밑술

순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밑술의 제조 시 재료의 형

태에 따라 발효기간 중에 생육하는 효모의 활성도가

상이하여 밑술중에 에탄올 함량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생각된다.

[그림 5] 발효시간에 따른 밑술의 알코올 변화

효모수
효모수의 변화는 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담금 초

기에는 9.2×10
6
～3.0×10

7
CFU/mL 수준 이였고 죽구의

경우 담금 초기에는 6.9̴̴̴×106 CFU/mL 에서 24시간 후

에는 2.1×10
8
CFU/mL 으로 다른 구 보다 더 상승 하

다가 60시간에서 72시간째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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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효 48시간 후 에는 8.7×10
7
～1.9×10

8
CFU/mL 수

준으로 존재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밑술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48시간부터는 밑술로 사용을 해도 충분하다

고 생각된다.

[그림 6] 발효시간에 따른 밑술의 효모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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