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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는 사전적 의미로 미생물이 유기 화합물을 분해하

여 알코올류, 유기산류,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1) 발효액은 미생물에 의해 발효과정이 완료된 액체로 

정의되고, 또한 식물체 원료와 설탕을 혼합한 후 일정 제

조기간을 거쳐 추출 혹은 발효된 고농도의 음료를 대표하

여 부르는 용어이기도 하다. 이러한 발효액은 현재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제조법이 간단하여 흔히 가정

에서 자가제조하여 섭취하고 있다. 관련 법규의 변화를 

살펴보면, 몇 년 전 발효액은 건강기능식품에 속하여 ‘식

물추출물발효’ 식품유형으로 분류되었으나, 2011년 식

품위생법「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에 따라 일반식

품으로 분류되어 발효액 관련 식품유형의 신설 없이 액상 

차, 과일･채소류 음료, 발효음료류, 기타음료, 효소식품 

등 다양한 식품유형으로 제품화되고 있다(2). 이와 관련 

하여 발효액은 불리는 명칭 또한 다양하여, 발효액, 효소, 

발효효소, 발효음료, 발효엑기스, 청 등 여러 가지 용어의 

혼재 속에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발효액 기능 및 효능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이러

한 제품을 발효액이 아닌 ‘효소’로 보는 것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발효액 원료의 다양

한 기능성과 발효과정 중 생성되는 발효 대사산물이 줄 

수 있는 기대효과를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어떤 견지에

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발효액 관련 연구는 타 발효식품에 비해 기초연구

나 기술개발이 미진하여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선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발효액’에 대한 정의나 기

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1은 최근 발효액

의 국내 연구현황을 살펴 연구내용에서 제시된 시료 제조

방법과 주요한 연구목적을 제시하였다(3-17). 시료 제조

방법은 관련 연구의 산업 현장과의 연계성을 알 수 있으

며 연구목적은 발효액 연구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겠다. 

조사된 연구현황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는 그림 

1에 나타냈다.

연구대상이 되는 시료제조방법은 특정 발효미생물의 

이용 여부로 분류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산업 현장이나 

가정에서 제조하는 자연발효법으로 제조한 발효액 시료

는 69%로, 현장에서 제조하는 발효액에 접근 가능한 결

과를 도출하였다(6,7,10-16). 그러나 세부적으로 당 첨

가율이나 총 제조량 등의 기준이 제조현장과 차이를 보

여, 차후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발효액은 대부분의 식물체 원료가 이미 기능성을 가지

고 있으며 일정 발효과정을 통해 생성된 발효 대사체를 

통하여 새로운 기능성을 추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발효액 연구 목적은 발효액 기능성을 구명하는 

것이며, 본 조사에서도 기능성 구명을 목적으로 하는 연

구가 73%를 차지하였다(5-8,11-17). 그 외 제조조건별 

시험을 통해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련 현황 조

사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3,4). 한편 연구 결과를 

세부 활용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현장응용이 54%

를 차지하여, 현재 무엇보다 시급한 현장 실용연구와 기

초기반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유사하거나 같은 제조법으로 만드는 것을 고려하면 단

일 식품유형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효액은 현재 여러 

가지 식품유형으로 제품화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효액이 갖는 고유의 품질특성을 고

려한 기준과 식품안전을 위한 제한 규격을 설정하여 발효

액에 적합한 식품유형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내에서 제품화되고 있는 

발효액의 품질특성을 살피는 것이다. 이는 향후 관련 제

조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

다. 현재 발효식품 중 시판 제품의 품질특성 연구는 막걸

리(18-21), 장류(22-25), 식초(26-29), 김치(30-32) 등

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시판 발효액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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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 발효액 관련 국내 연구현황

연도 제       목 제조방법1) 연구목적2)

2013
2012
2012
2012 
2012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0
2010

2010
2010

발효액 기술 동향
국내 식물발효액의 현황 및 전망
쇠비름 추출물 발효액이 Campylobacter jejuni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
발효기간에 따른 마늘 발효액의 기능성
산야초 발효액의 항산화 활성
산수유 유산균 발효액의 모발성장 효과
쌀누룩 첨가비율에 따른 순무 발효액의 품질특성
원료 배합비율을 달리한 순무 발효액의 품질특성
강황 발효액이 고지방 섭취 흰쥐의 비만에 미치는 효과
자연발효 함초액의 이화학적 특성 및 생리활성
미나리 프락토올리고당 발효액의 발효기간에 따른 품질특성 및 간암세포 증식억제효과
오미자 발효액의 항산화 및 항균 활성과 미용효과
약용 식물 발효액(들빛)의 항산화,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저해 및 Nitric 
Oxide 생성 조절 효과 
함초 발효액으로부터 항산화 활성 물질의 분리 및 동정
한방 생약재 발효액의 항산화 활성 및 tyrosinase 저해활성

C
C
A
B
B
A
A
B
B
B
B
B
B

B
A

c
c
a
a
a
a
b
b
a
a
a
a
a

a
a

1)A: 종균발효(균주 이용함), B: 자연발효(균주이용안함), C: 기타.
2)a: 기능성구명, b: 기술개발, c: 기타

그림 1. 최근 발효액 관련 국내 연구현황 분석
표 1에 제시된 15종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 시료제조방법에서 현황관련 연구는 제외하고 분석. 결과활용은 표 1에 제시된 
A-a를 기초과학, A-b, B-b를 현장실용, B-a를 현장응용, C-c를 기초기반으로 분류하였음.

그림 2. 발효액의 재료로 이용되는 각종 식물체 원료들

통되고 있는 발효액을 수집하여 개별 분석을 통한 발효액

의 품질특성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발효액은 제조에 이용되는 원료(그림 2)의 범위가 매우 

넓어 아직까지 제조법이 표준화되지 못하고, 발효액이라

는 식품유형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된 과학적 기초기반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정으로 제조방법이나 제조기간도 생산자

에 따라 다양하여 각 제품의 특성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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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기술의 개발이나 

기초기반 연구를 위하여, 현재 유통되고 있는 발효액의 

품질특성 분석을 통하여 발효액 제품의 현황을 살피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과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 및 제품외관 특성 조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발효액 중에서 판매 허가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구매

를 통해 총 56종을 수집하여 분석시료로 사용하였으며 

제품에 표기된 정보와 박스포장, 내용량, 용기재질 등의 

외관 특성과 제품정보를 조사하였다. 

pH, 총산 및 당도 분석

pH는 시료를 취하여 pH meter(Titroline Easy, 

Schott-Duran, Bath, UK)로 실온에서 3회 측정하였다. 

산도는 시료액 10 mL에 3차 증류수 40 mL를 가하여 0.1 

N NaOH로 적정하여 pH 8.3이 될 때까지 NaOH 용액의 

소비 mL로 정의하였으며 총산 함량은 초산을 기준으로 

나타냈다. 당도는 당도계(PAL-3, ATAGO, Tokyo, Japan)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Bx로 3회 반복하여 얻은 평

균값으로 하였다. 

알코올과 총 휘발성유기산 분석

수집된 발효액 100 mL를 증류 및 냉각 장치에 연결하

여 가열하면서 발생된 증류액을 약 80 mL 이상 받고 100 

mL까지 증류수로 정용하였다. 증류액을 잘 혼합한 다음 

주정계를 사용하여 눈금을 읽고 주정분 온도 환산표(33)

로 온도를 보정하여 알코올 농도(%, v/v)로 나타내었다. 

알코올 분석이 끝난 증류액 30 mL로 총산분석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휘발성유기산 분석을 하였고, 결과는 초

산으로 환산하여 나타냈다.

점도 측정

점도는 Brookfield Viscometer(DV-II+PRO, Brookfild 

Engineering Laboratories, Inc., Middleboro, MA, 

USA)를 이용하였다. 용기에 시료를 취하고 온도를 25±3 

°C로 유지시켰다. Spindle 61, speed 50 조건으로 1분간 

측정한 후 cP 단위로 나타내었다.

색도 측정

색도는 색도계(Ultra Scan Pro, Hunter lab, USA)를 

이용하여 Hunter's value인 L(명도), a(적색도), b(황색

도) 값으로 평가하였으며 5배 희석한 시료를 3반복으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미생물수 측정

시료액을 10진법에 따라 멸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다

음 일반세균은 petri film(Aerobic count plate, USA)을 

사용하여 37°C 항온기에서 24±4시간 배양하여 생성된 

집락수를 계수하였고, 효모는 YPD(Difco TPD Agar, 

BD, USA) 고체 배지에 도말법을 이용하여 30°C 항온기

에서 48±4시간 배양하여 생성된 집락수를 계수하였다. 

결과는 집락수를 log로 환산하여 colony forming unit 

(CFU)/mL로 나타냈다. 

유해미생물에 대한 항균효과 검정

발효액의 항균활성능을 조사하기 위하여 병원성 식중

독균인 Staphylococcus aureus(KACC10778), Bacillus 

cereus(KACC10004), Escherichia coli(KACC 13821), 

Listeria monocytogenes(ATCC 15313)를 검정균주로 

사용하였으며 항균활성능은 디스크 확산법으로 분석하

였다. 사용된 균주는 한국농업미생물자원센터와 한국미

생물보존센터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분양받은 균주

는 nutrient broth(NB, Difco Co., USA)에서 2회 계대 

배양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계대 배양된 균주는 nu-

trient agar(NA, Difco Co.) 배지에 각각 접종하였고, 멸

균한 8 mm disk에 발효액 시료를 30 μL씩 처리하였다. 

처리한 disk는 37°C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이후 

균체 주위에 형성된 생육저지대(clear zone)의 크기를 

mm 단위로 측정하여 항균활성 수준을 나타냈다. 

결과 및 고찰

제품 외관특성 및 표시

제품 수집 후 얻어진 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내 

발효액 제품의 외관특성을 살펴보았다(그림 3). 유통기한

은 수집된 날짜를 기준으로 제품에 명시된 유통기한까지 

남은 기간으로 산출하였다. 1년 이상 2년 미만의 유통기

한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6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년 미만도 32%를 차지한 반면, 2년 이상의 제품은 조사

되지 않았다. 제품은 대부분 택배를 통하여 수집되었기 

때문에 큰 종이 박스나 스티로폼 속에 제품이 담겨 있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제품은 포장용 에어캡으로 다시 이중

으로 포장되었다. 한편 59%는 발효액 용기에 맞는 선물

박스 포장이 되어 있었고 41%는 되어 있지 않았다. 상품

의 포장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인자이므로 이에 따른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34). 특히 

발효액은 일회성 구매보다는 지속적 소비가 가능한 제품

이므로 품질의 기준을 평가하기에 앞서 제품의 첫 번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포장디자인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발효액 제품은 대부분 희석을 하여 먹는 고농도의 액상

제품으로 적게는 500 mL에서 많은 것은 1,000 mL 넘는 

제품도 있었다. 내용량 조사 결과 500~1,000 mL 55%, 

1,000 mL 이상이 43%를 차지하였고 가장 많은 단위는 

500 mL, 700 mL, 900 mL, 1,000 mL, 1,100 mL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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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발효액 제품의 외관 특성

표 2. 식품공전의 식품분류에 따른 국내 발효액의 식품유형 현황
 분류1) 대분류명 중분류명 제품비율(%) 중분류명 외 표기명

16-2
18-1
18-4
18-6
29-22
미분류

다류
음료류
음료류
음료류

기타식품류
-

액상차
과일․채소류음료

발효음료류
기타음료
효소식품

-

62
3
14
0
16
5

식물추출물발효식품 액상추출차, 다류, 과실차
과채음료
기타발효음료

-
발효식품, 효소함유식품
기준과 규격 외 식품 유형표기 미비

1)식품공전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분류된 식품유형 분류번호(식품의약품안전처, 2012).

표 3. 국내 발효액 제품의 품질특성 기술통계량1)

품질특성 최솟값 최댓값 평균값 표준편차

pH 
총산(%)2)

당도(°Bx)
점도(cP)
휘발성유기산(%)
효모수
  (log CFU/mL)

2.84
0.30
9.00
3.12
0.00
0.00

 4.40
 2.75
62.70
85.50
 0.50
 6.51

 3.50
 0.87
52.85
40.59
 0.09
 1.90

 0.28
 0.56
 9.64
19.66
 0.09
 2.01

1)국내 발효액 제품 총 56종 분석
2)총산함량은 초산(acetic acid)을 기준으로 산출
각 제품의 품질특성 값은 분석 결과 값이므로 제품 신고 시 
규격과 다름.

뚜껑은 알루미늄, 플라스틱, 나무(코르크마개) 등 다양한 

재질로 조사되었으나 알루미늄이 51%로 가장 많은 제품

에 이용되었고, 용기재질은 깨지기 쉬운 단점이 있으나 

플라스틱보다는 유리병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에 따라 

유리병이 71%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뚜껑을 여는 방식

은 압착 고리가 14%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음료용기 중 소비자의 선호가 높은 압착 고리가 장

착된 유리병을 일부 생산업체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발효액 제품의 식품유형

국내에서 생산된 발효액은 과거 ‘식물추출물발효’ 유형

으로 기능성식품에 포함되었으나, 현재 일반식품으로 분

류되어 5가지의 식품유형으로 제품화되고 있다(4). 표 2

는 이러한 식품유형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수집된 시료의 

제품 정보를 분석한 것이다. 제품의 대부분은 다류의 액

상차로 62%를 차지하였고 식품공전에 기재된 식품유형 

명칭과 다르게 표기된 것도 일부 있었다. 이는 식품공전

의 개정고시에 따라 변경 전 식품유형 명칭이 쓰이거나 

대분류명과 중분류명이 구분 없이 함께 쓰인 것으로 보인

다. 한편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효소식품과 발효음료류

로 각각 16%, 14%를 차지하였다. 각 식품유형은 고유한 

정의를 가지며 식품으로 허가되기 위해서는 각 규격에 

맞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발효액이 효소로 받아

들여지는 것에 적지 않은 혼돈을 주지만, 분명 규격에 α-

아밀라아제나 프로테아제의 양성반응이 나타나야 하며 

수분함량이 10% 미만이라는 조건에 따라 발효액 액상제

품보다는 분말가루제품에 제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발효액 품질특성의 기술통계량과 분포도

수집된 발효액의 품질 관련인자 분석 후 기술통계량을 

표 3에 제시하였다. 발효액의 pH는 발효 혹은 원료에서 

유래하는 산에 의하여 pH 2.84~4.40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에 총산함량은 0.3~2.75%로 제품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발효액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당도는 최댓값과 최솟값이 62.7°Bx와 9°Bx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 평균값은 52.85°Bx로 나타나 제품 대부분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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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내 발효액의 주요 품질특성별 빈도 분포

은 당도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설탕 첨가율에 영향을 받

는 점도는 평균 40.59 cP로 일반 음료보다는 높은 점도를 

나타냈고 발효과정을 주도하는 효모 수는 최댓값이 6.51 

(log CFU/mL)인 반면 평균값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

다. 

pH, 총산, 당도 등에 대한 분포도를 그림 4에 나타냈다.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값의 반복수(3반복)

를 포함한 빈도분석 결과 pH, 점도는 정규분포곡선에 가

까운 분포도를 나타냈으나, 총산과 휘발성유기산, 효모는  

낮은 값에 치우친 분포를 나타냈고, 당도는 높은 값에 치

우친 분포를 나타냈다. 이러한 빈도분석을 통해 평균값이

나 각 개체 값으로 알 수 없는 제품군 전체의 품질특성 

경향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효모는 전혀 검출이 되지 않는 

제품이 많았고 당도는 실제 50~60°Bx가 대부분의 분포

를 나타내어, 발효액을 유통 전 살균 처리하는 것과 발효

과정에 따른 당도저하가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총산과 휘발성 유기산 상관관계

발효액에서 일어나는 유기산 발효는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탄소화합물, 주로 탄수화물이 불완전 산화되어 각종 

유기산이 생성되는 현상으로 이때 생성되는 유기산은 

lactic acid, acetic acid, citric acid 등이며, 이 중 끓는점

이 150°C 이하로 수중에서 휘발하기 쉬운 휘발성 유기산

을 포함한다(35). 그림 5는 발효액의 총산과 휘발성 유기

산의 함량을 함께 나타내어 이들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

다. 총산 함량은 0.3~2.7%로 제품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원료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유기산과 발효과정을 거

쳐 생성되는 유기산 함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또한 휘발성유기산은 총산함량이 높았던 시료에서 대

체적으로 높았으나 그러지 않은 시료도 있어, 주요 휘발

성유기산 종류에 따른 차이로 휘발정도를 달리하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당도와 점도의 상관관계

발효액의 중요한 품질지표가 되는 당도는 두 가지 요인

에 의해 좌우된다. 첫 번째는 제조 시 첨가하는 설탕의 

함량이고 두 번째는 발효를 통해 당 함량이 얼마나 감소

하는가 하는 점이다. 한편 설탕 첨가량은 점도와도 직접

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그림 4에서 

당도와 점도의 빈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관

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그림 6에 나타난 

각 발효액 제품의 당도와 점도 분포이다. 당도는 대부분 

50~60°Bx를 나타냈으나 최솟값과 최댓값이 큰 편차를 

보였다. 한편 점도는 최솟값과 최댓값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각 제품마다 다양한 값을 나타내 제조 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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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발효액의 총산과 총 휘발성유기산

 

             (a) 당도                   (b) 점도

그림 6. 발효액의 당도와 점도 분포도

그림 7. 발효액의 알코올 함량과 알코올 함유수준에 따른 제품 조성

간 설탕 첨가량이나 발효기간에 따른 차이, 원료에서 유

래하는 점질물 등에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알코올 함량과 함유수준별 조성

발효액은 식품공전에 규정된 다류, 음료류, 기타 식품

류로 제품화되고 있으며 관련 고시의 규격에 알코올 함량

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2), 주세법상 알코올 1% 이상의 

음료에 대해 주류로 규정짓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

구된다(36). 대부분의 발효액은 원료의 살균과정을 거치

지 않고 자연발효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식물체 원료나 

제조환경에서 유래하는 야생효모에 의하여 발효과정 중 

알코올이 생성된다. 그러나 일정수준의 알코올은 2차 발

효에 의해 일부 소비되기도 하고 장기간의 제조기간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감소되기도 한다. 그림 7은 수집된 

국내 발효액의 알코올 함량과 조사 제품의 알코올 함유수

준에 따른 조성을 살펴본 것이다. 제품별 알코올 함량은 

대부분 2~4%를 나타냈으나 일부 10% 정도의 높은 알코

올 함량을 나타내는 제품도 있었다. 알코올 함량이 1% 

이상인 것은 주세법 규정에 의해 주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품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해당되는 제품이 

93%에 해당되었다. 다만 판매되는 발효액은 대부분 원액

을 희석하여 섭취하므로 섭취기준에 따른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외관관찰에의한발효액침전상태및관련제품의주재료

발효액은 대부분 음료의 형태로 소비되므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침전물의 유무는 상품을 선택하

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발효액에서 침전이 발생하는 주

요한 원인은 원료의 종류, 설탕 용해방법, 고형물을 거르

는 방법, 제조기간 중 발효액 관리방법, 살균처리의 유무 

등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에 수집된 국내 

발효액의 침전상태와 침전이 관찰된 제품의 원료를 나타

냈다. 수집된 발효액 중 61%의 제품은 침전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았으나 39%의 제품은 조금씩 다른 침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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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 발효액의 침전상태 및 해당 제품의 원료

침전상태1) 해당시료
(%)

주원료2)

-
+

++

+++

61
21

11

7

-
더덕과 도라지, 솔순, 백초, 매실, 산

야초, 어성초, 수세미, 미나리, 쑥, 
무화과 

백초, 곰보버섯, 더덕, 민들레, 뽕잎, 
산야초

석류, 뽕잎, 오디, 어성초
1)-: 침전없음, +: 미세물 부유, ++: 미세물이 부유하거나 바
닥에 약간 쌓임, +++: 미세물이 바닥에 많이 쌓임.

2)주재료에서 중복되는 원료명은 하나로 표시함.

그림 8. 발효액의 색도 분포  

를 나타냈다. 또한 침전상태를 달리하며 중복되어 나타난 

원료는 제조자에 따라 다른 침전상태를 보임으로써 제품

의 생산기술과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고 향후 

발효액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여과공정에 대한 기술개발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색도 경향과 발효액의 색 유래

발효액은 대부분 유리병이나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어(그림 3) 발효액이 나타내는 색은 제품을 선택하

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러한 색은 여러 가지 인자로부

터 유래한다. 첫째는 식물체 원료이다. 발효액의 원료는 

대부분 식물체로, 관련 물질로 가장 널리 분포하는 것이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클로로필 등이다. 이러한 

물질은 색 외에도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 발효액 

섭취로 건강과 질병개선을 기대하게 한다. 두 번째는 설

탕이다. 보통 희석을 해서 섭취하는 것과 무관하게, 진한 

색의 제품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의 심리

에 맞춰 원료에서 유래하는 색이 흐린 경우에 특히 갈색

설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 외 갈색설탕은 백색설탕

과 비교하여 가공이 적게 되고 영양적으로 우수하다는 

잘못된 지식이 일반화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제조자들이 

갈색설탕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지식을 통한 개선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세 번째는 제조기간이다. 국내에

서 발효액 제조기간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 1년에서 3년, 

혹은 그 이상으로, 오랜 제조기간은 발효액의 여러 성분

들이 중합, 축합에 의한 갈변을 이루는 충분한 시간이 된

다. 이러한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 갖게 되는 발효액의 색

을 그림 8에 나타냈다. L값과 a값은 확실한 두 가지 경향

을 보이며 높은 정밀도를 나타내었고 b값은 양의 값에 

치우쳐 넓은 범위를 나타냈다. 이러한 색도의 경향대로 

직접 눈으로 색상을 관찰했을 때 전체적으로 짙은 갈색에

서 연한 갈색을 나타냈으며 몇몇 과실원료는 원료에서 

유래하는 색소의 색을 나타냈다. 

총균과 효모의 검출율 및 검출 수준

발효액은 대부분 액상제품으로, 제품완성 후에도 유통

이나 저장기간 중 다시 쉽게 발효가 일어나거나 환경 위

생수준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 문제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업체에서 병입 단계 중 

저온 살균처리를 하고 있지만, 발효액에는 좋은 미생물이 

포함되어있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가 일반적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발효액을 시료로 총균(aerobic bac-

teria)과 효모균 수를 측정하여 발효액에서 유래하는 미

생물상을 살펴보았다(그림 9). 발효액에서 유래하는 총균

과 효모는 각각 전체 72%와 48%에서 검출되어 검출확률

은 효모보다 총균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그림 9, 왼쪽). 

그러나 미생물균수의 검출 수준은 총균보다 효모에서 높

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그림 9, 오른쪽), 일부 제품이

기는 하지만 왕성한 효모 생장에 의한 CO2 발생으로 상품

성 저하가 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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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발효액 제품의 총균과 효모균 검출율 및 미생물 검출 수준

표 5. 발효액의 품질특성 인자 간 상관성 분석     

pH 총산 당도 알코올
휘발성
유기산

점도 총균 효모

pH
총산
당도
알코올
휘발성유기산
점도
총균
효모

1.000 -0.652**

 1.000
-0.156*

 0.175*

 1.000

 0.175*

-0.333**

-0.421**

 1.000

-0.296**

 0.555**

 0.032
-0.349**

 1.000

-0.142
 0.198**

 0.706**

-0.376**

-0.009
 1.000

 0.272**

-0.367**

 0.087
 0.146
-0.138
-0.019
 1.000

 0.267**

-0.336**

 0.135
 0.213**

-0.389**

 0.017
 0.261**

 1.000
*, **Significant at P≤0.05 or 0.01, respectively (pearson correlation).

표 6. 발효액의 주요 식중독균 검출율   
분석결과

(%)
L. monocytogenes

S.
aureus

E.
coli

B.
cereus

검출
불검출

 181)

82
0

100
0

100
0

100

1)선택배지에 의한 추정시험 결과임.

발효액 품질특성 간 상관관계

발효액의 대표 품질특성인 총산, 당도, 알코올 등의 항

목 간 상관성을 살펴보았다(표 5). 품질특성간의 상관관

계는 r2가 –0.652에서 0.706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일부 몇몇 품질특성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성을 

나타냈다. 특히 당도와 점도는 r2=0.706으로 제조 시 설

탕첨가량에 따라 영향을 받는 두 인자사이에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설탕 첨가량은 직접적으로 점도에 

영향을 미치며, 그 외 연구에서도 발효기간은 당도와 밀

접한 관련이 있어 시간경과에 따른 당도저하를 보였다

(37). 한편 발효의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총산은 pH와의 

상관성에서 r2=-0.652로 음의 상관을 나타냈으며 휘발

성유기산과는 r2=0.555로 총산 함량의 증가는 휘발성 유

기산 함량 증가와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 발효액 제조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제조조건, 발효기간, 품질특성간의 상관성 연구가 필요하

다고 하겠다. 

유해 미생물 검출 분석

발효액은 자연발효에 의한 제조과정을 거치므로, 완성

된 제품에 원료나 환경에서 유래하는 많은 미생물이 존재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생물 중에는 발효의 목적을 위해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 외 일부 미생물은 제품의 품질이

나 완성도를 저하시킨다. 따라서 발효액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미생물에 대한 검출 여부를 살펴보았다(표 6). 검출

대상의 미생물은 토양에 널리 분포하면서 농작물에 유래

하는 Listeria monocytogenes,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며 

식품 중에 증식하여 장독소(enterotoxin)를 생산하는 

Staphylococcus aureus, 식품, 흙, 물 등에서 유래하여 

식품 위생도를 판별하는 대표적 지표균인 Escherichia 

coli, 토양, 오수, 식물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며 포자를 

형성하여 생존력이 강한 Bacillus cereus였다(38). 분석

한 모든 발효액에서 S. aureus, E. coli, B. cereus는 검출

되지 않았으나 L. monocytogenes는 18%의 발효액에서 

검출되었다. 이는 추정시험에 따른 결과로 확정시험까지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검출된 시료의 주원료는 더덕, 도

라지, 산야초, 어성초 등의 뿌리나 잎으로 원료 전처리 

단계에서 제거되지 않은 미생물에 의한 오염으로 생각된

다. 한편, 그 외 발효액에서 유해 미생물이 유래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예측되는데 제조과정에서 오염도를 최

소화했거나 발효과정에 의한 발효액의 항균성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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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주요 식중독균에 대한 발효액의 항균성
항균성: -, 0~8 mm; +, 8~10 mm; ++, 10~20 mm; +++, 20~30 mm; ++++, 30 mm 이상.

으로 사료된다.

국내 발효액의 식중독균에 대한 항균효과

앞서 살펴본 발효액 유해미생물 불검출의 원인으로 기

대되는 발효액의 항균성을 분석하였고, clear zone의 크

기를 다섯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에 포함되는 발효액 

제품수를 백분율로 나타냈다(그림 10). 표 6에 검출율이 

0%였던 각 식중독균은 높은 항균성을 나타냈으며 특히 

clear zone 20 mm 이상을 나타내는 높은 항균활성을 

보인 제품이 많이 조사되었다. 반면에 일부 발효액에서 

검출이 추정되는 L. monocytogenes에 대한 항균성 분석

결과, 항균성이 없는 제품이 52%였고, 항균성이 높았던 

그룹(Clear zone 20 mm 이상)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으로 잘 발효된 발효액은 자체적으로 유해미생물에 

대한 항균성을 갖고 이것이 제품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

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발효액의 항균성 

원인물질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발효액이 갖는 품질특성을 살펴 발효액 

제품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발효액 제조기술의 개발 

방향과 고품질화를 위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

자상거래를 이용하여 수집된 발효액 제품은 일정 수준이

상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선택기준에 미흡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유통에 대한 관리부족으로 발효액이 

유출된 상태로 전달되거나 타 발효액과 비교하여 용기나 

포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도 있었다. 이러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기준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마케팅과 더불어 각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발효액은 대부분 액상 차, 발효음료류라는 식품유형

으로 가장 많이 제품화되고 있다. 반면 발효액 관련 용어

로 다양한 용어가 혼재하면서 용어 원래의 정의는 사라지

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잘못된 지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따라서 각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이를 바로잡

기 위한 계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발효

액의 여러 가지 품질특성을 살펴 본 결과 일부특성은 매

우 큰 편차를 나타냈는데 이는 원료나 제조법의 다양성으

로부터 연유하지 않나 생각된다. 따라서 원료에 대한 특

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제조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현재 발효액은 업체에 의해 제품화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쉽게 만들어 가정 내에서 건강

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상용하고 있다. 만약 발효액

을 잘못된 제조 및 관리법으로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섭

취하게 된다면 국민건강에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따

라서 발효액 발전 뿐 아니라 국민건강안위를 위해 발효액

의 기초기반 지식 확립과 과학적 접근을 통한 바른 제조

법 개발이 시급하며, 발효액 정의에 대한 개념정립이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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