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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fermenting mash and pasteurized ginseng

Makgeolli add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ginseng powder. Total aerobic bacteria and lactic acid bacteria counts of

mash added with 0, 1, 2, and 4% ginseng powder during 4 days of fermentation significantly increased, whereas yeast count

decreased. Viable cell count remarkably decreased after pasteurization. Pasteurized 4% ginseng Makgeolli (4.30) showed a

higher pH than 0, 1, and 2 % ginseng Makgeolli (4.09, 4.08, and 4.06, respectively) after 15 days of aging. After aging,

amylase activity of pasteurized Makgeolli decreased, and 0% and 1% ginseng Makgeolli (22.35, 21.55oBrix) showed higher

Brix content than 4% ginseng Makgeolli (20.15 °Brix). Before aging, alcohol contents of 0, 1, 2, and 4% pasteurized ginseng

Makgeolli were 5.80, 5.50, 5.20, and 5.10%, respectively. After 15 days of aging, 0% ginseng Makgeolli (7.00) showed

higher alcohol content than 1, 2, and 4% ginseng Makgeolli (5.90, 5.80, and 5.60%,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sensory

evaluation show that 2% ginseng Makgeolli after 3 days of aging at 4oC had the highest scores for taste (5.19), flavor (5.04),

and overall acceptability (5.22) among th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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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삼국시대는 ‘전통주의 발아기’로써 이미 누룩을 사용한 술

을 빚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되고 이미 다양한 술의 제조법과

높은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Park &

Lee 2002; Park et al. 2007). 막걸리는 탁주(濁酒)·농주(農

酒)·재주(滓酒)·회주(灰酒)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 역사

가 가장 오래된 술로 빛깔이 뜬물처럼 희고 탁하며 알코올

성분이 적은 술이라고 정의되어 있다(Jung 2011). 막걸리는

누룩과 물을 혼합한 것에 고두밥을 넣어 발효시킨 다음, 맑

은 술을 떠내지 않고 그대로 막 걸러서 만든 혼탁한 술이기

때문에 ‘탁주’라고도 한다(Jung et al. 2006). 막걸리는 감미(

甘味), 산미(酸味), 신미(辛味), 고미(苦味), 삽미(澁味)의 5미가

고루 조화되고 적당한 감칠맛과 청량미가 있으며 막걸리의

향기 성분은 원료인 곡류와 누룩의 미생물 발효 과정 중에

주로 생성된다(Lee et al. 1996; Jung 2011). 그러나 우리나

라 전통주가 소비자에게 관심과 수요를 끌기 위해서는 품질

개선이 우선이며 원료의 선별, 원료의 구성, 원료의 처리방법

등과 함께 우수 균주의 탐색, 균주의 개량, 최적의 발효 조건

설정과 관능개선 등이 요구된다(Ann et al. 2008).

인삼은 동양의 대표적인 영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고려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그 효능 면에서 탁월하다(농촌진흥청 2000).

인삼은 한의학적으로 주로 기허(氣虛)에 사용하는 가장 중요

한 보기약(補氣藥)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많은 한방의서에 수록되어 체력증강, 피로회복, 소화

기계, 신경계, 대사계, 순환기계 등의 기능조절을 위해 단독

또는 처방의 구성 생약으로 활용되어 왔다(Nam 1996). 인삼

의 사포닌은 건조중량의 2~10% 정도로 ginsenoside라 부르

고 그 중 ginsenoside Rb1이 전체 사포닌 중 약 23%이고

주요 효능을 가진 인삼사포닌 성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Yang & Lee 2008).

*Corresponding author: Myung Joo Han, Departmrnt of Food and Nutrition,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0553 Fax: 82-2-961-0261 E-mail: mjhan@khu.ac.kr



758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30, No. 6 (2015)

막걸리는 여과하지 않은 저농도 알코올 발효 음료이므로

그 물리적 성상이 불균일하고 유통, 저장 중 계속적인 발효

가 진행되기 때문에 품질의 균일화를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

점을 가진다(Eun et al. 2010). 또한 잡균이나 초산균에 의해

부패나 산패가 되기 쉽기 때문에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가

열 살균을 하기도 한다(Jeong et al. 2006).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누룩을 이용하여 인삼의 농도를 달리한 인삼막걸

리를 제조하여 예비실험을 통해 인삼막걸리의 품질저하를 최

소화 하면서 충분한 미생물 사멸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적 가

열 조건을 수립하여 살균 한 후 숙성하는 과정에 인삼 막걸

리의 품질 특성과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최적의 인삼 첨가 농

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인삼 막걸리의 재료 및 제조

1) 재료

본 실험의 인삼 막걸리를 제조하기 위하여 경기도 이천쌀,

누룩은 송학곡자(광주), 국내산 엿기름, 강원 평창수, 인삼분

말을 이용하였다. 미삼을 경동시장에서 구입하여 5-6회 세척

후 60oC 오븐에서 48시간 건조시킨 후 분쇄하여 20 mesh

체에 걸러서 인삼분말을 제조하였다.

2) 인삼 막걸리의 제조

멥쌀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수세하여 12시간

불려 30분간 체에 걸러 물기를 제거한 후 냄비에 면보를 깔

고 고두밥을 지어 밥을 차게 식혔다. 엿기름(90 g)은 생수

(300 mL)를 가하여 불리고, 누룩(270 g)은 하루 전에 바깥에

펼쳐두어 잡내를 제거 한 후 생수(400 mL)를 가하였다.

인삼첨가량을 달리한 인삼막걸리는 <Table 1>의 비율로

제조하였다. 식힌 고두밥에 재료를 혼합하여 죽의 형태가 되

게 혼합하여 증기 소독한 항아리에 넣고 20oC의 온도로 4일

간 incubator에서 발효시긴 후 체에 걸러서 항온 수조에서

65oC로 30분간 살균하여 4oC 냉장고에서 숙성시켰다.

2. 인삼막걸리 양조과정 중 품질특성

인삼막걸리를 거르기 전에 20oC에서 4일간 발효시키면서

2일 간격으로 생균수, pH, amylase 활성을 측정하였다. 발효

가 완료된 술을 거른 후 65oC로 30분간 살균하여 4oC에서

15일간 숙성시키면서 3일 간격으로 생균수, pH, amylase 활

성, 당도, 알코올 함량을 측정하였고 3일 숙성한 후 관능검

사를 실시하였다.

1) 생균수

총균수, 유산균, 효모의 측정을 위해 막걸리 시료액 0.1

mL를 0.9 mL의 멸균식염수에 단계적으로 희석하였다. 희석

된 시료액 0.1 mL를 선택배지인 Plate Count Agar (Difco)

에 도말하고 37oC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총균수의 colony를

계수하였다. 유산균은 Lactobacilli MRS Agar (Difco)를 사

용하여 37oC에서 배양한 후 colony를 계수하였다. 효모는

Yeast and Mold Agar (Difco)를 사용하여 25oC에서 72시간

배양한 후 colony를 계수하였다(Yoon et al. 2007).

2) pH의 측정

각 시료의 상등액 10 mL에 증류수 100 mL을 가하여 균질

화 시킨 후 pH meter(Thermo orion USA)로 측정하였다

(Sung & Han 2008).

3) Amylase 활성 측정

1% soluble starch 0.1 mL에 시료 상등액 0.1 mL, phosphate

buffer (pH 6.0) 0.1 mL을 섞은 후 100oC에서 5분간 가열하

여 시료의 amylase를 불활성화시켜 3,5-dinitrosalicle acid

(DNS)법으로 측정하여 대조구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1%

soluble starch 0.1 mL에 시료 상등액 0.1 mL, phosphate

buffer 0.1 mL을 섞은 후 40oC에서 15분 동안 반응시킨 후

100oC에서 5분간 가열시켜 효소를 불활성화 시키고 DNS법

으로 당의 함량을 측정하였다(Yoon et al. 2008).

4) 당도 측정

당도는 Brix법으로 당도계(ATAGO NI,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Ann et al. 2008).

5) 알코올 함량 측정

국세청 주류분석규정에 따라 플라스크에 증류수 50 mL와

시료 50 mL를 넣어서 균일하게 잘 섞은 후 70 mL를 증류하

고 증류수 30 mL를 첨가하여 주정계(대광기계, 0~10%)로 알

코올 함량을 측정하였다. 알코올 함량은 측정값을 2배하여

나타내었다(National Tax Service 2010).

6) 관능검사

인삼 막걸리를 거른 후 살균하여 4oC에서 3일 숙성시킨 인

삼막걸리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색, 맛, 풍미(냄새), 전반적인 선호도를 7점 척도법(1=매우 싫

다, 7=매우 좋다)으로 측정하였다.

<Table 1> Composition of fermented ginseng rice wine

Ingredients
Ginseng conc. (%)

0 1 2 3

Nonglutinous rice (g) 900 891 882 864

Nuruk (g) 270 270 270 270

Malt (g) 90 90 90 90

Ginseng (g) 0 9 18 24

Water (mL) 900 900 90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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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실험을 통하여 결과를 얻었으

며 SAS 9.2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ANONA (One way analysis of variance)를 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range test를 시행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인삼 막걸리 발효 중의 품질특성

1) 생균수

인삼막걸리를 4일간 발효하는 동안 총균수의 변화는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삼 0% 첨가군의 발효 0

일 7.15 log CFU/mL에서 4일 발효한 후 8.02 log CFU/

mL으로 증가하였고, 인삼 1% 첨가군은 발효 0일 7.39 log

CFU/mL에서 4일 발효한 후 8.20 log CFU/mL으로 증가하

였다. 인삼 2% 첨가군은 발효 0일 7.45 log CFU/mL에서

4일 발효한 후 8.18 log CFU/mL으로 증가하였다. 인삼 4%

첨가군은 0일 14.28 log CFU/mL 에서 4일 발효 시킨 후에

는 15.96 log CFU/mL으로 다른 첨가군보다 높았다.

인삼막걸리를 발효하는 동안 유산균의 변화는 인삼 0% 첨

가군은 0 일에 7.83 log CFU/mL에서 4일 발효한 후 8.93

log CFU/mL으로 증가하였으며, 인삼 1% 첨가군은 7.78 log

CFU/mL에서 8.74 log CFU/mL으로 증가하였다. 인삼 2%

첨가군은 7.57 log CFU/mL에서 8.87 log CFU/mL으로 증

가하여 하였으며, 인삼 4% 첨가군은 7.57 log CFU/mL에서

4일 발효한 후 8.87 log CFU/mL으로 증가하였다<Figure

2>. 막걸리에서 유산균은 발효 초기에는 pH를 저하시켜 유

해 세균의 오염을 방지하나 발효 후기에는 술을 산패 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 Kim 1995).

인삼막걸리의 효모수는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

삼 0, 1, 2, 4% 첨가군이 발효 0일에 9.02, 8.57, 8.14,

8.01 log CFU/mL, 발효 2일에 7.74, 7.60, 7.35, 7.21 log

CFU/mL, 발효 4일에 7.32, 7.40, 7.24, 7.08 log CFU/mL

로 나타났으며, 발효가 진행되면서 감소하였다. 인삼 첨가량

에 따른 효모수의 변화는 발효 0일에 인삼 0% 첨가군이

9.02 log CFU/mL, 인삼 1% 첨가군 8.57 log CFU/mL, 인

삼 2%첨가군 8.14 log CFU/mL, 인삼 4% 첨가군이 8.02

log CFU/mL로 인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효모수는 감소하

였다. 발효 4일에는 인삼 1% 첨가군이 7.40 log CFU/mL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삼 4%첨가군이 7.08 log CFU/mL로

낮게 나타났다. Park et al.(1981)의 연구에서 알코올 발효에

관여하는 효모인 Saccharomyces cerevisiae는 5%의 인삼 추

출물 배지에서는 효모의 생육이 촉진되었으나 10%의 인삼

추출물 배지에서는 생육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러므로 발효하는 동안 인삼의 첨가가 효모 생육을 억제시키

는 것으로 사료된다.

2) pH

인삼 막걸리를 4일간 발효하는 동안 pH의 변화는 <Table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효0일에 인삼0, 1, 2, 4% 첨가군

각각 6.40, 6.48, 6.43, 6.56으로 나타났으며, 발효2일에는

3.89 4.05, 4.06, 4.15로 크게 감소하였고 발효 4일에는

3.96, 4.13, 4.17, 4.29로 약간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 인삼

막걸리의 pH는 발효 초기에 급격히 감소한 뒤 그 이후에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누룩 미생물 및 효모의 발효 작용으

로 분해된 단백질 및 당류 성분들이 생성된 유기산과 완충

작용을 하여 pH가 더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Yoon & Han 2007). 또한 막걸리의 담금 직후의 pH는 주

로 누룩이나 원료에 유래되지만 발효가 진행되면서 술덧 중

의 효모나 젖산균 등의 미생물 작용으로 생성된 각종 유기

<Figure 1> Change in total aerobic bacteria (log CFU/mL) of gin-

seng rice wine during 4 days fermentation at 20oC.

<Figure 2> Change in lactic acid bacteria (log CFU/mL) of ginseng

rice wine during 4 days fermentation at 20oC.

<Figure 3> Changes in yeast (log CFU/mL) of ginseng rice wine

during 4 days fermentation at 2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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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에 의해 pH가 저하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발효 4일에

인삼 0% 첨가군의 pH는 3.96으로 1, 2, 4% 첨가군(4.13,

4.17, 4.29)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그러므로 인삼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pH가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p<0.05). 이와 같은 결과는 Sung et al.(2008)의 인삼 막걸

리를 이용한 인삼 증편의 개발에 대한 연구에서 인삼 막걸

리의 pH는 인삼이 첨가되지 않은 막걸리보다 pH가 높았다

는 보고와 유사하다.

3) Amylase 활성

인삼 막걸리를 4일간 발효하는 동안amylase 활성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효 0일에 인삼 0, 1, 2,

4% 첨가군 각각 10.22, 11.11, 13.92, 16.26 unit으로 나타

났고 인삼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높게 나타났다. 발효 2일 에

20.93, 22.82, 25.82, 29.30 unit 으로 amylase활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발효 4일에 감소하였다.

이는 Aspergillus oryzae의 amylase활성에 대한 연구에서

담금 4일 이후부터amylase 활성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보

고와 유사한 결과이다(Kim et al. 1980). Amylase 활성의

급격한 감소는 발효초기 젖산의 생성으로 술덧의 pH가 낮아

져서 효소활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o 1992).

막걸리를 제조할 때 많은 양을 첨가하는 전분은 직접

zymase의 작용을 받지 못하므로 누룩에 존재하는 효모와 곰

팡이에 의해 생산되는 amylase에 의해 맥아당 또는 포도당

으로 가수분해된 다음 알코올 발효에 이용된다. 누룩 중에

존재하는 곰팡이에 의하여 생산되는 amylase는 효소의 가수

분해 기작에 따라 α-amylase와 gluco-amylase가 있다(Lee

1999). α-Amylase는 큰 전분 분자를 작은 전분 분자로 분해

시키는 작용을 하고 gluco-amylase는 분해된 전분 분자를

glucose까지 분해하는 작용을 하며 효모의 zymase 는 이

glucose에 작용하여 알코올 발효를 한다.

2. 살균 인삼 막걸리 숙성기간 중의 품질특성

인삼막걸리를 20oC에서 4일간 발효 후 체에 걸러서 65oC

에서 30분간 저온 살균 한 후 4oC에서 15일 숙성하는 동안

품질 변화를 3일간격으로 측정하였다.

1) 생균수

살균 인삼막걸리의 총균수는 숙성 0일에는 인삼 0, 1, 2,

4% 첨가군이 각각 4.80, 4.79, 4.70, 4.82 log CFU/mL, 숙

성6일에 3.53, 3.51, 3.36, 3.55 log CFU/mL, 숙성 15일에

3.43, 3.17, 3.21, 3.23 log CFU/mL으로 숙성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ure 4>. 이는 발효 4

일에 인삼 0, 1, 2, 4% 첨가군의 총균수(8.02, 8.20, 8.18,

15.96 log CFU/mL)와 비교해 볼 때 저온 살균 후 크게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균 인삼막걸리를 숙성하는 동안 유산균수는 숙성 0일에

인삼 0, 1, 2, 4% 첨가군이 각각 2.82, 2.68, 2.56, 2.45 log

CFU/mL 을 나타내며 살균 전 발효 4일에 인삼 0, 1, 2, 4%

첨가군이 8.93, 8.74, 8.80 log CFU/mL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저온 살균 후에 유산균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Figure 5>. 인삼막걸리 숙성 15일에는 인삼 0,

1, 2, 4% 첨가군이 각각 2.33, 2.27, 2,18, 2.05 log CFU/

mL로 숙성0일 보다 조금 감소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모든군에

<Table 2> Change in pH of ginseng rice wine during 4 days fermentation at 20oC

Fermentation

time (day)

Ginseng conc. (%)

0 1 2 4 F value

0 A6.40±0.04a A6.48±0.08a A6.43±0.02a A6.56±0.04a 03.89 (p=0.1111)

2 B3.89±0.04c A4.05±0.03b A4.06±0.03c A4.15±0.57c 14.17 (p=0.0135)

4 C3.96±0.06b B4.13±0.01b B4.17±0.01b A4.29±0.01b 33.99 (p=0.0026)

F value 17.22 (p<0.0001) 1394.37 (p<0.0001) 8239.88 (p<0.0001) 2351.37 (p<0.0001)

A,B,C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a,b,c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Table 3> Change in amylase activity (unit/min) of ginseng rice wine during 4 days fermentation at 20oC

Fermentation 

time (day)

Ginseng conc. (%)

0 1 2 4 F value

0 D10.22±0.34c C11.11±0.17c B13.92±0.05c A16.26±0.04c 152.17 (p=0.0001)

2 D20.93±0.04a C22.82±0.90a B25.82±0.13a A29.30±0.18a 124.74 (p=0.0002)

4 D14.26±0.40b C16.30±0.45b B17.32±0.13b A19.30±0.25b 80.15 (p=0.0005)

F value 641.69 (p=0.0001) 198.44 (p=0.0006) 787.18 (p<0.0001) 2884.39 (p<0.0001)

A,B,C,D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a,b,C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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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숙성과정 동안의 유산균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볼 때

숙성기간 동안의 유산균의 젖산생성으로 인한 pH의 저하로

인삼 막걸리의 쉬어짐에 대한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Lee et al.(1991)의 연구에서도 막걸리가 쉬어지는

문제개선에는 저온 살균이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

살균 인삼막걸리를 숙성하는 동안 효모수의 숙성 0일에 인

삼 0, 1, 2, 4% 첨가군이 각각2.26, 2.29, 2.19, 2.29 log

CFU/mL 에서 숙성 15일에 1.54, 1.79, 1.50, 2.02 log CFU/

mL로 감소하였다<Figure 6>. 살균 전 발효 4일의 효모수는

7.087.40log CFU/mL로 저온 살균에 의해 크게 감소하였고

숙성 기간 동안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ae

et al.(1990)의 저온 살균에 의한 탁주의 보존성 증진에 대한

연구결과 저온 살균으로 탁주는 효모 및 세균의 후발효에 의

한 품질변화를 감소시켜 유통기간을 연장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 고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2) pH

살균 인삼막걸리를 숙성하는 동안 pH는 <Table 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숙성기간 0일에서 15일동안의 변화를 살펴 보

면 인삼 0% 첨가군 4.03에서 4.09, 인삼 1% 첨가군이 4.04

에서 4.08, 인삼 2% 첨가군이 4.05에서 4.06, 인삼 4%첨가

군이 4.13에서 4.3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저온 살

균에 의해 미생물의 사멸로 유기산의 증가가 억제되면서 pH

변화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숙성기간 동안

인삼 첨가량에 따른 pH 는 4% 인삼 첨가군이 0, 1, 2% 인

삼첨가군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숙성 0일 인삼 4% 첨가

군의 pH는 4.13이었고 숙성 6일 4.29로 유의적(p<0.05)으로

증가하였고 숙성 15일까지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리고 인삼 4% 첨가군의 pH가 모든 숙성기간 동안 1, 2,

3%첨가군의 pH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는 Sung &

<Figure 6> Change in yeast (log CFU/mL) of ginseng rice wine

during 15 days of aging at 4oC.
<Figure 4> Change in total aerobic bacteria (log CFU/mL) of gin-

seng rice wine during 15 days of aging at 4oC.

<Figure 5> Change in lactic acid bacteria (log CFU/mL) of ginseng

rice wine during 15 days of aging at 4oC.

<Table 4> Change in pH of ginseng rice wine during 15 days of aging at 4oC

Fermentation

Time (day)

Ginseng conc. (%)

0 1 2 4 F value

0 B4.03±0.01d B4.04±0.01 B4.05±0.01 A4.13±0.01c 47.00 (p=0.0014)

3 B4.05±0.01cd B4.06±0.01 B4.06±0.03 A4.16±0.01c 18.55 (p=0.0082)

6 B4.06±0.01bc B4.07±0.04 B4.01±0.01 A4.29±0.01a 70.67 (p=0.0006)

9 B4.03±0.01d B4.06±0.04 B4.03±0.03 A4.30±0.06a 35.63 (p=0.0003)

12 B4.08±0.01ab B4.07±0.01 B4.04±0.03 A4.25±0.02b 46.09 (p=0.0015)

15 B4.09±0.01a B4.08±0.01 B4.06±0.01 A4.30±0.01a 157.21 (p=0.0001)0

F value 17.00 (p=0.0017) 0.89 (p=0.5401) 1.51 (p=0.3138) 56.57 (p<0.0001)

A,B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a,b,c,d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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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2008)의 연구에서 인삼 농도가 높을수록 pH가 높게 나

타난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다.

3) Amylase 활성

살균 인삼막걸리를 숙성하는 동안 amylase활성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숙성0일에 인삼 0, 1, 2, 4% 첨가군

이 각각 2.94, 4.01, 4.79,5.90 unit으로 나타났으며 15일의

숙성 기간 동안 인삼 2% 첨가군(3.13)을 제외한 인삼0, 1,

4% 첨가군에서 1.25, 2.79, 3.98 unit으로 amylase활성이 감

소하였다. Laidler & Bunting(1973)는 효소를 열처리하면 비

가역적 불활성화가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인삼막걸리

의 살균 전 발효 4일에 amylase활성이 14.26~19.30 unit이

었으나 저온 살균 후에 인삼막걸리의 amylase 활성은 2.94

~5.90 unit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4) 당도

살균 인삼막걸리를 숙성하는 동안 당도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숙성 0일에 인삼 0% 첨가군이 23.45oBrix로

1, 2, 4% 첨가군 (21.75, 21.20, 20.95oBrix)보다 높았다고

숙성 15일에는 인삼 0%와 1% 첨가군이 22.35, 21.55oBrix

로 인삼 4% 첨가군(20.15oBrix)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저온 살균으로 미생물의 생육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당의

분해가 저하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Yoon & Han(2007)의

발효인삼주와 인삼 무첨가 발효주 모두 숙성기간이 진행될

수록 당도가 조금씩 감소하는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

었다. 인삼 첨가량에 따른 당도의 변화는 인삼 0% 첨가군이

22.35~23.45oCBrix, 인삼 4% 첨가군이 20.15~20.95oCBrix

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Ann & Lee(1996)의 발효 인

삼주에 관한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인삼박의 농도가 높을

수록 당의 함량이 낮아지는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5) 알코올 함량

살균 인삼막걸리를 숙성하는 동안 알코올 함량은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숙성 0일에 인삼 0, 1, 2, 4%첨가군

이 5.80, 5.50, 5.20, 5.10%에서 숙성 6일에 6.70, 5.60,

5.60, 5.40%로 증가한 후 숙성 15일에 7.00, 5.90, 5.80,

5.60%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저온

살균으로 인해 알코올을 생성하는 효모수의 감소로 알코올

의 발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Kong et

al.(2011)의 인삼 첨가 비율 및 첨가 시기에 따른 인삼 약주

의 품질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알코올 함량은 원료 쌀에 대

한 급수 비율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사용하는 효모나

발효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인삼 첨가

량에 따른 알코올 함량의 변화는 인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Table 5> Change in amylase activity (unit/min) of ginseng rice wine during 15 days of aging at 4oC

Fermentation

time (day)

Ginseng conc. (%)

0 1 2 4 F value

0 C2.94±0.66a BC4.01±0.14a AB4.70±0.61 A5.90±0.16a 14.41 (p=0.0131)

3 C2.37±0.23ab B3.85±0.01a B4.45±0.62 A5.43±0.14b 28.63 (p=0.0037)

6 B2.31±0.28ab A3.60±0.28ab A3.57±0.48 A4.11±0.14e 11.70 (p=0.0189)

9 C2.12±0.16b B2.67±0.05bc B3.74±0.39 A4.60±0.25c 35.04 (p=0.0025)

12 C2.12±0.01b BC22.89±0.30c AB3.58±0.49 A4.38±0.03cd 12.41 (p=0.0338)

15 C1.25±0.06c B2.79±0.36c B3.13±0.02 A3.98±0.04e 76.57 (p=0.0005)

F value 6.05 (p=0.0244) 9.61 (p=0.0079) 3.07 (p=0.1022) 53.17 (p<0.0001)

A,B,C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a,b,c,d,e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Table 6> Change in oBrix of ginseng rice wine during 15 days of aging at 4oC

Fermentation

time (day)

Ginseng conc. (%)

0 1 2 4 F value

0 A23.45±0.21a B21.75±0.78 B21.20±0.28 B20.95±0.07b 13.79 (p=0.0141)

3 A23.40±0.14a B21.70±0.85 B21.20±0.42 B20.85±0.07a 11.05 (p=0.0210)

6 22.25±0.07b 21.70±0.99 21.10±0.14 20.65±0.21bc 03.71 (p=0.1187)

9 A22.30±0.14b AB21.65±0.78 BC21.95±0.07 C20.65±0.07a 14.06 (p=0.0040)

12 22.45±0.07b 21.70±0.99 21.10±0.14 20.40±0.14cd 05.94 (p=0.0591)

15 A22.35±0.07b AB21.55±0.64 BC21.00±0.28 C20.15±0.07d 13.86 (p=0.0140)

F value 38.40 (p=0.0002) 0.01 (p=0.9999) 0.32 (p=0.8812) 68.12 (p<0.0001)

A,B,C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a,b,c.d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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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함량이 낮아졌다. 숙성 15일에 인삼 0% 첨가군의 알

코올함량은 7.00%로 인삼 2, 3, 4% 첨가군(5.90, 5.89,

5.6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Yoon et al.

(2007)의 연구에서 발효인삼주가 인삼 무첨가 발효주보다 알

코올 함량 낮은 결과와 유사하다.

3. 인삼 막걸리의 관능검사

인삼 막걸리를 거른 후 살균하여 4oC에서 3일 숙성시킨 0,

1, 2, 4% 인삼 막걸리와 시판막걸리의 색, 맛, 풍미(냄새), 전

반적인 선호도를 7점 척도법(1=매우 싫다, 7=매우 좋다)으로

측정한 결과는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맛과 전반적인

선호도에서 인삼첨가량에 따른 유의성이 나타났다(p<0.05).

인삼 막걸리의 색에 대한 선호도는 인삼 0% 첨가군

(4.89), 인삼 1% 첨가군(4.11), 인삼 2% 첨가군(4.67), 인삼

4% 첨가군(5.04), 시판 막걸리(4.59)간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인삼막걸리의 맛에 대한 선호도는 2% 첨가군(5.19)

이 0%(3.96), 1%(4.30), 4%(4.00) 첨가군 보다 가장 높았고

시판 인삼막걸리 맛에 대한 선호도는 4.59로 나타났다. 향기

에 대한 선호도는 인삼분말 0% 첨가군(4.70), 인삼분말 1%

첨가군(4.44), 인삼 2% 첨가군(5.04), 인삼 4% 첨가군(4.48),

시판 인삼막걸리(4.74)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인삼 2% 첨가군이 맛과, 전반적인 선호도에서 우수

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Kong et al.(2011)은 인삼 첨가 비율이 너무 많을 경우 인

삼 향이나 인삼의 쓴맛에 의해 오히려 기호성이 떨어지게 때

문에 적당량의 인삼을 첨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

러므로 인삼 막걸리의 최적 인삼 농도가 2%가 적합할 것이

라고 판단된다. 또한 Yoon et al.(2007)의 연구 결과 발효

인삼주의 발효과정에서 인삼의 쓴맛이 감소하여 맛과 향이

순해져서 전반적인 선호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누룩으로 인삼의 농도를 달리한 인삼막걸

리를 4일동안 발효한 후 체에 걸러 65oC에서 30분간 저온

살균하여 4oC에서 15일간 숙성시켰다. 발효기간 동안 2일 간

격으로 생균수, pH, amylase 활성을 측정하였으며, 숙성기간

동안 3일 간격으로 생균수, pH, amylase 활성, 당도, 알코올

함량을 측정하였고 3일 숙성시킨 인삼막걸리의 관능 검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인삼막걸리를 발효하는 동안의 총균수는 발효 0일에 인

삼 0, 1, 2, 4% 첨가군이 각각 7.15, 7.39, 7.45, 14.28 log

CFU/mL로 인삼 4% 첨가군이 가장 높았고 발효 4일에

8.02, 8.20, 8.18, 15.96 log CFU/mL로 나타났다. 인삼막걸

리의 유산균는 발효 0일 7.57~7.83 log CFU/mL 이었고 발

효 4일에 8.74~8.93 log CFU/mL로 증가하였다. 인삼막걸리

의 효모수는 인삼 0, 1, 2, 4% 첨가군이 각각 발효 0일에는

9.02, 8.57, 8.14, 8.01 log CFU/mL, 발효 4일에는 7.32,

<Table 7> Change in ethanol (%) of ginseng rice wine during 15 days of aging at 4oC

Fermentation

time (day)

Ginseng conc. (%)

0 1 2 4 F value

0 A5.80±0.21b AB5.50±0.14bA BC5.20±0.07dA C5.10±0.07ca 11.09 (p=0.0208)

3 A5.90±0.14b B5.60±0.07b B5.50±0.07c B5.30±0.14bc 10.40 (p=0.0233)

6 A6.70±0.14a B5.60±0.07b aB5.60±0.07bc B5.40±0.14ab 58.40 (p=0.0009)

9 A6.90±0.07a aB5.70±0.07ab aB5.70±0.07ab B5.60±0.07ab 153.00 (p=0.0001)0

12 A6.90±0.14a B5.90±0.07a B5.80±0.07a B5.70±0.07aa 77.10 (p=0.0005)

15 A7.00±0.21a B5.90±0.07a B5.80±0.07a B5.60±0.21ab 31.67 (p=0.0030)

F value 22.41 (p=0.0008) 6.51 (p=0.0205) 20.80 (p=0.0010) 5.72 (p=0.0278)

A,B,C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a,b,c,d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Table 8> Sensory scores1) of aged ginseng rice wine

Ginseng conc. (%)

0 1 2 4
Commercial

ginseng wine
F value

Color 4.89±1.67 4.11±1.19 4.67±1.07 5.04±0.98 4.59±0.97 2.30 (p=0.0621)

Taste B3.96±1.72 B4.30±1.49 A5.19±1.75 B4.00±1.47 AB4.59±1.31 2.83 (p=0.0275)

Flavor 4.70±1.35 4.44±1.25 5.04±1.13 4.48±1.45 4.74±1.35 0.89 (p=0.4714)

Overall B4.15±1.49 B4.11±1.34 A5.22±1.19 B4.26±1.26 AB4.56±1.05 3.54 (p=0.0089)

A,B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1)1=dislike very much, 7=like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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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7.24, 7.08 log CFU/m로 발효가 진행되면서 감소하였

고 인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효모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인삼 막걸리를 발효하는 동안의 pH는 발효 0일에 인삼

0, 1, 2, 4% 첨가군 각각 6.40, 6.48, 6.43, 6.56으로 나타났

으며, 발효 2일에는 인삼 첨가군 0, 1, 2, 4%가 각각 3.89

4.05, 4.06, 4.15로 크게 감소하였고 발효 4일에는 약간 증가

하였다 인삼 첨가량에 따른 pH의 차이는 발효 0일을 제외한

2일, 4일에서 유의성이 나타났다. 발효 4일에 인삼 0% 첨가

군의 pH는 3.96으로 1, 2, 4% 첨가군(4.13, 4.17, 4.29)보다

낮게 나타났다.

3. 인삼 막걸리 발효하는 동안의 amylase 활성은 발효 0일

에 인삼 0, 1, 2, 4% 첨가군 각각 10.22, 11.11, 13.92, 16.26

unit으로 나타났고 인삼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높게 나타났다.

발효 2일 에 20.93, 22.82, 25.82, 29.30 unit으로 amylase

활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발효 4일에 감소하였다.

4. 살균 인삼막걸리를 숙성하는 동안의 총균수는 숙성 0일

에 인삼 0, 1, 2, 4% 첨가군이 각각 4.80, 4.79, 4.70, 4.82

log CFU/mL에서 숙성 15일에 인삼막걸리의 총균수는 인삼

0, 1, 2, 4% 첨가군이 각각3.43, 3.17, 3.21, 3.23 log CFU/

mL으로 숙성되는 과정에서 약간 감소하였다. 살균 인삼 막

걸리의 유산균수는 숙성 0일에 인삼 0, 1, 2, 4% 첨가군이

각각 2.82, 2.68, 2.56, 2.45 log CFU/mL을 나타내었으며

살균 전 발효 4일에 인삼 0, 1, 2, 4% 첨가군이 각각 8.93,

8.74, 8.80 log CFU/mL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저온 살균 후에 유산균수가 크게 감소하엮다. 살균 인삼막걸

리 숙성 15일에는 인삼 0, 1, 2, 4% 첨가군이 각각 2.33,

2.27, 2,18, 2.05 log CFU/mL로 숙성과정 동안의 유산균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살균 인삼 막걸리의 효모수의

숙성 0일에 인삼 0, 1, 2, 4% 첨가군이 각각 2.26, 2.29,

2.19, 2.29 log CFU/mL에서 숙성 15일에1.54, 1.79, 1.50,

2.02 log CFU/mL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5. 살균 인삼막걸리를 숙성하는 동안의 pH는 인삼 0, 1, 2,

4% 첨가군이 숙성 0일에 4.03, 4.04, 4.05, 4.13이었고 숙성

15일에 4.09, 4.08, 4.06, 4.30으로 나타났다. 숙성기간 동안

인삼 첨가량에 따른 pH는 4% 인삼 첨가군이 0, 1, 2%인삼

첨가군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숙성 0일 인삼 4% 첨가군

의 pH는 4.13이었고 숙성 6일 4.29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고 숙성 15일까지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인삼

4% 첨가군의 pH가 모든 숙성기간 동안 1, 2, 3% 첨가군의

pH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6. 살균 인삼막걸리를 숙성하는 동안 amylase활성은 인삼

0, 1, 2, 4% 첨가군이 숙성 0일에 각각 2.94, 4.01, 4.70,

5.90 unit으로 나타났으며 15일의 숙성 기간 동안 인삼 2%

첨가군(3.13)을 제외한 인삼 0, 1, 4% 첨가군에서 1.25,

2.79, 3.98 unit으로 amylase활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살균 인삼막걸리의 숙성기간 동안 당도는 숙성 0일에 인삼

0% 첨가군이 23.45oBrix로 1, 2, 4% 첨가군(21.75, 21.20,

20.95oBrix)보다 높았고 숙성 15일에는 인삼 0%와 1% 첨가

군이 22.35, 21.55oBrix 로 인삼 4% 첨가군(20.15oBrix)보다

높았다. 인삼 첨가량에 따른 당도는 인삼 0% 첨가군이

22.35~23.45oBrix, 인삼 4% 첨가군이 20.15~20.95oBrix의

범위를 나타내어 당도가 낮게 나타났다.

7. 살균 인삼 막걸리를 숙성하는 동안의 알코올 함량은 15

일동안의 숙성과정 중 모든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인삼 첨가량에 따른 알코올 함량은 숙성 0일에 인삼 0%,

1% 첨가군이 5.80 5.50%로 인삼 4% 첨가군(5.10)보다 높았

고 숙성 15일에는 인삼 0%첨가군이 7.00%로 가장 높았고

1, 2, 4%첨가군은 5.90, 5.80, 5.60%로 나타났다.

8. 살균 인삼 막걸리의 색, 맛, 풍미(냄새), 전반적인 선호

도를 7점 척도법으로 관능 검사한 결과는 맛과 전반적인 선

호도에서 인삼첨가량에 따른 유의성이 나타났다. 인삼막걸리의

맛에 대한 선호도는 2% 첨가군(5.19)이 0%(3.96), 1%(4.30),

4%(4.00) 첨가군 보다 가장 높았고 시판 인삼막걸리 맛에 대

한 선호도는 4.59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선호도는 인삼 2%

첨가군(5.22)이 가장 높았고 인삼 0% 첨가군(4.15), 인삼

1% 첨가군(4.11), 인삼 4% 첨가군(4.26), 시판 인삼 막걸리

(4.56)으로 인삼 2% 첨가군이 가장 높은 전반적인 선호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 인삼의 농도를 달리하여서 인삼 막걸리를 제

조하여 3일 숙성한 살균 인삼막걸리의 관능평가를 통해 인

삼 2% 첨가군이 최적의 인삼 농도로 이었다. 인삼 막걸리의

저장성을 향상시키고 위생적인 유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

여 65oC에서 30분간 저온 살균을 시키면 생균수가 낮아지고

15일 저장하는 동안 모든 첨가군에서 총균수는 감소하였고

pH가 4.06~4.30. 당도는 20.15 22.35를 유지하여 15일 이상

저장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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