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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inegar can be used not only as functional 
foods but as the new high-quality materials. Life-
styles have changed a lot becau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women's economic activities, the aging 
society, the diversification of mass media, and the 
traveling abroad. Lifestyle diseases have increased 
with the life extension. The preference for the fer-
mented vinegar, which is safer and healthier than the 
synthetic vinegar, has increased since the 1990s. The 
market of the functional fermented vinegars rapidly 
grew as researches and product developments on bio-
logical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fermented vinegar, 

which can be enhanced in functionalit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 of materials, is useful not only in the 
food industry but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medi-
cal, defense, and construction. For the steady growth 

of the vinegar industr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and develop the function of the vinegar that 
can be utilized in various industries.

Key words : changing lifestyle, vinegar industry, 
functional foods, fermented vinegars, lifestyle diseases

1. 서론

식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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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효식품 중 하나이며 식생활에 필수적이고 밀

접한 조미료 중 하나이다(Kwon 등, 2000). 국내에

서는 곡물을 이용하여 만든 곡주의 양조기법이 발

달하면서 주로 곡물식초가 민간에 사용되어져 왔으

며, 서양국가인 이탈리아의 발사믹 식초(balsamic 
vinegar)를 비롯하여 프랑스, 스페인은 포도, 사과 

등을 이용한 과실식초가 주로 발달되어 왔고, 영국

은 보리, 밀, 옥수수 등을 이용하여 만든 맥아식초

가 잘 알려져 있다(Park 등, 2016). 식초는 병원균에 

대항하는 강력한 항균효과를 가지고 있어 음식의 

조미료로 사용될 뿐 아니라 식재료를 담그어 보관

할 수 있는 절임류에도 기능적, 기호적 측면을 고려

하여 용이하게 이용된다(Woo 등, 2004). 이밖에도 

식초는 음료나 스낵제품, 다이어트 식품 등에 기능

성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생활에도 목재의 착

색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넓다(Jeoung과 Lee, 2000). 특히 최근에는 발효기법

이나 생리활성 효능을 가진 식자재의 적절한 활용

을 통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을 가진 천연발

효식초의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건강한 식초

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학계 연구 또한 꾸준히 이

루어지고 있다.

식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빙초산이나 

초산을 물에 희석한 합성식초와 유기산, 아미노산, 

당류 등이 포함된 감, 사과, 쌀 등으로 발효하여 만

든 발효식초가 있다. 발효식초는 공정방식에 따라 

또 나뉘는데 주정을 희석하여 과즙, 무기염 등을 첨

가하는 주정발효식초와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원물을 그대로 이용하여 알코올발효 단계와 초산발

효 단계를 거쳐 생산되는 천연발효식초가 있다. 국

내에서 식초로 인정되는 초산의 범위는 감식초의 

경우에는 2.6% 이상, 기타 식초는 4.0~20.0%를 기

준으로 하며, 알코올을 주원료로 곡물이 4% 이상 

첨가되면 곡물식초, 과즙을 30% 이상 포함하면 과

실식초로 분류된다(Jeoung과 Lee, 2000). 식초는 신

맛을 내는 초산이 주요 맛의 지표이지만 원물 자체

를 이용하는 천연발효식초나 과즙, 농축액 등을 첨

가하는 주정발효식초의 경우 들어간 재료에 따라 

특유의 풍부한 풍미를 낼 수 있다.

전통방식의 발효식초는 원재료를 그대로 사용하

여 만들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보았을 때 비용이 많

이 들고 발효시간이 길게 걸린다는 취약점을 가지

고 있었다. 따라서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어 대량 생

산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1970년대에는 제조기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적으로 비싼 전통발효식초보다 생

산방법이 단순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값싼 희석

초산이 유행을 했다(Kwon 등, 2000). 하지만 희석

초산은 석유로부터 추출되어진 에틸렌과 아세틸렌 

등을 이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건강상의 위험성 문

제와 소비자의 인식변화로 사용이 줄어들었고 그

에 반등하여 발효식초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는 주정을 희석하여 제조한 주정발효식

초의 사용이 늘어났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천

연재료 그대로 활용하여 만드는 천연발효식초의 선

호도가 급증하였다(Kwon 등, 2000). 1990년대 후반

부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

로서 이용되던 과거와 달리 매우 다양화되고 고급

화 되었다. 또 기존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전통방식

과 달리 단시간에 알코올발효와 초산발효 2단계를 

거치는 방식을 활용하여 천연발효식초의 생산이 가

능해졌다. 특히 식초는 음료형태로 탈바꿈되어 음

료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체지방 감소, 피로

회복, 당뇨나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

다는 보고를 바탕으로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성식

품으로 꾸준한 관심을 얻고 있다(Lee 등, 2013; Seo 
등, 2014; Cho 등, 2017; Lee 등, 2012). 무엇보다도 

천연발효식초는 사용되는 천연재료의 종류에 따라 

그 원재료가 가지는 생리활성 효능을 발휘할 수 있

으며, 식초로 발효되면서 그 기능성이 더 강화된다

(Cho 등, 2016). 건강 기능성을 가진 식초는 식초 

음료 베이스로 사용되거나 숙취해소음료와 같은 기

능성음료에 다른 복합 성분들과 함께 첨가되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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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기도 한다.

식품의 소비 형태는 현대사회로 넘어올수록 현대

인들이 직면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과 맞

물려 단순히 한 가지의 목적만 가지고 식품을 선택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긍정적인 순기능과 더불

어 기능성, 편리성, 다양성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변

화되어 왔다. 그에 걸맞게 식초를 포함한 기존의 식

품들은 소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제품이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이 함유된 제품으로 생

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식초의 기능성은 학계의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

으로 입증되었으며, 총 3회에 걸친 노벨생리의학상

의 수상이력을 통해 증명된다. 각 연구내용은 1945
년에 핀란드의 바르타네 박사가 식초의 초산 성분

이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주된 역할을 한다고 보

고하였고, 1953년에 영국의 크레브스박사와 미국

의 리프먼박사가 유기물 산화과정인 TCA cycle을 

규명하고, 식초가 젖산의 분비를 방지하거나 분해

하여 피로해소와 노화방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

하였으며, 1964년에는 미국의 블로흐 박사와 독일

의 리넨 박사가 식초의 초산과 구연산이 스트레스

를 해소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젖산 생성 억제 및 분해를 유도한다는 사실을 밝

혀내 보고하였다(Jeoung과 Lee, 2000). 식초는 이

외에도 식중독균의 살균효과, 콜레스테롤 저하, 혈

당 저하, 동맥경화 예방 효과 등이 보고된 바 있다

(Kwon 등, 2000).
이와 같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식초는 오랜 역

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초는 식품산업에

서 활용가치가 높은 소재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

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식초산업의 현황과 식초의 

건강 기능성에 대한 활용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활

용한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식초의 분류

식초는 제조방법에 따라 희석초산(합성식초)과 

발효식초(양조식초)로 나눌 수 있다. 희석초산의 원

료는 석유이며 이를 분해하여 만들어지는 알코올을 

분해하여 빙초산을 제조, 희석하여 만들어 진다. 순

도가 높은 초산은 어는점이 높아서 섭씨 16도 이하

그림 1. 식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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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얼음과 같은 결정을 형성하기 때문에 빙초

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다. 발효식초는 식품 공전 

상 곡물식초, 과실식초 및 주정식초 세 가지로 규정

되어져 있다. 곡물식초 규격은 곡물에 누룩, 물 등

을 가하여 알코올발효, 초산발효, 숙성 및 여과 등

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식초를 의미하며, 주원료는 

쌀, 보리쌀, 콩, 좁쌀, 수수쌀 등을 이용한다. 과실식

초는 감, 사과, 매실 등의 과실을 원료로 하여 수세, 

발효, 숙성 및 여과과정을 거쳐 제조한다(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201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주
정식초는 주정을 희석하여 무기염을 첨가하여 제조

되어 진다. 발효식초는 곡물당화액이나 과실착즙

액 등을 혼합·숙성하여 만들기도 한다(식품의약품

안전처, 2020). 1970년대에는 희석초산(합성식초)

이 주류였다면, 1980년대에는 주정을 사용한 발효

식초의 소비가 늘어났고, 1990년대부터는 100% 천

연재료로 만들어진 천연발효식초가 각광을 받았다. 

최근 2000년대에 들어서 기존의 식초에 기능성을 

강화한 건강 기능성 식초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Jeong, 2009).

2-2. 식초의 제조

식초는 쌀이나 현미와 같은 곡류와 사과, 감 등의 

과일을 원료로 하여 효모나 유산균에 의해 알코올

발효를 진행 후 Acetobacter aceti, Acetobacter schut-
zenbachi, Acetobacter viniaceti, Gluconobacter suboxy-
dans, Acetobacter rances, Acetobacter orleanence, Ace-
tobacter xylinoides, Acetobacter gengenum 등에 의해 

초산 발효를 진행한다. 식초 발효법은 완속법과 급

속법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Jeoung과 Lee, 
200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식초 발효 과정은 원료를 효모를 이용하여 포도

당을 알코올발효하고, 알코올을 초산으로 발효하는 

초산발효과정을 거쳐 숙성 후 여과한다.

2-3. 국내 식초시장

국내에서 식초를 사용한 시기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 하지만 삼국시대 이전에 양조를 했다는 기

록이 있어 식초의 시작도 그즈음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고대에서는 식초가 쓴술의 일종이라고 생각

되어졌다. 「해동역사」에 따르면 고려시대 식품

의 조리에 초가 사용되었다고 쓰여져 있고, 「항약

구급방」에는 초가 의약품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진다고 기록되어 있다(Ha와 Kim, 2000). 이후 산

업시대에 도래하여 대량생산체계의 발전과 동시에 

표 1. 식초와 식초음료의 식품 분류 및 정의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

조미식품

식초

(총산 4.0~29.0,  
감식초 2.6 이상)

발효식초

합성식초

기타식초

음료 기타음료

음료베이스

(식초음료, 효소음료 등)

혼합음료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13-6호.

표 2. 식초 발효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완속법
급속법(심부발효)

정치법(수평발효) 오를레앙스법

과즙을 용기에 넣어 밀폐하지 않고  

개방하여 자연발효

발효조에 발효액과 알코올, 종초를 넣어 

온도 유지하여 식초 생성

산소를 기계적으로 주입시켜서  

신속히 발효, 여과하여 식초 제조

1) 2019 식품공전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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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시장도 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국내 식초

시장의 전체 생산액은 2013년 751억 원에서 2017
년 918억 원으로 22% 증가하였으며, 그 중 발효식

초의 생산액은 2013년 733억 원에서 2017년 897
억 원으로 22.4%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식품의

약품안전처, 2017). 2017년을 기준으로 발효식초가 

97.7%로 식초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으며 희석초산이 1.7%로 두 번째, 마지

막으로 기타식초가 0.6%를 차지하였다(식품의약품

안전처, 2017). 국내시장에서의 주요 제품 생산기

업을 살펴보면 발효식초의 2017년 매출액 기준, 오

뚜기가 353억 원(37.4%)으로 발효식초 시장 1위를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2위로 대상이 294억 

원(31.2%), CJ제일제당이 151억 원(16.1%) 순으로 

매출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해외시장에 K뷰티

의 열풍이 확산되며 미용과 다이어트용으로 많이 

마시는 음용식초의 수출이 늘어나며 식초의 수출

이 2013년 195만 달러에서 2017년 1,026만 달러로 

5.3배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수출량은 1,027톤에

서 5,954톤으로 5.8배 증가하였다(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2018).

2-4. 국내 수출입 현황

우리나라의 발효식초 주요 수출국은 2019년을 기

준으로 일본, 미국, 중국이 3대 주요 수출국가로 나

타났다. 일본, 미국, 중국 모두 2015년도에 비하여 

2019년도에 수출액이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

며, 특히 일본의 수출액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2013-2014년

그림 2. 식초의 발효공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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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나, 2015
년도 이후로 수출액이 수입액 보다 배로 늘어난 것

을 알 수 있다(관세청, 2020). 위와 같은 결과를 종

합해 보았을 때 한국의 발효식초 시장이 더욱 커지

고 있고, 세계의 발효식초 시장에 한국의 발효식초

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5. 국외 식초시장

서양에서는 기원전 5,000년경부터 식초가 사용되

었다고 추정되어지며 포도나 사과로 만든 과실식초

를 주로 사용하였다.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포도식초

가 주로 발달하였고, 영국을 중심으로는 사과식초가 

발달하였다. 그중에 이탈리아의 발사믹 식초(balsamic 
vinegar)는 가장 유명한 식초 중에 하나이며 식생활에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3,000년경

부터 식초를 이용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로 과실

식초가 주인 서양과 달리 곡물식초가 발달되었다. 중

국과 일본은 쌀을 이용한 식초를 주로 제조하였다고 

알려진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2-5-1. 중국

중국 식초는 약 3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알

려져 있으며 세계에서 식초를 가장 먼저 섭취한 나

표 3. 식초 전체 생산 규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구분
발효식초 희석초산 (합성식초) 기타식초 합계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2013 84,461 73,261 6,995 1,341 65 489 91,521 75,091

2014 92,358 77,752 4,010 1,270 65 679 96,453 79,700

2015 76,619 77,302 3,769 2,057 2,956 2,089 83,344 81,448

2016 128,955 105,770 4,283 1,660 1,492 713 134,730 108,143

2017 109,591 89,664 3,988 1,570 1,318 567 114,897 91,801

1)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단위 : 톤, 백만 원)

2) 발효식초는 발효식초(과실), 발효식초(곡물), 발효식초(주정)의 합계 값임.

3) 합성식초는 명칭이 변경되어 2013~2014년(합성식초), 2015년(희석초산)임.

4) 백만 원 기준, 합계 값 일의 자릿수에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표 4. 발효식초 수출입 현황 (출처 : 관세청, 2018)

구분
수출 규모 수입 규모

수출량 수출액(천$) 수입량(톤) 수입액(천$)

2013 1,027 1,953 1,466 3,242

2014 1,225 2,269 1,941 4,368

2015 2,184 3,719 1,917 3,967

2016 4,163 7,738 2,052 3,487

2017 5,954 10,261 2,267 3,983

1) 수출입무역통계. (2018.10.11.기준)

2) HS코드 33.9.00.1000(양조식초) 값임.

3) 천 달러 기준, 합계 값 일의 자릿수에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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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다. 2016년 기준 전체 조미료시장에서 식초는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기후가 다양해서 지역

고유의 특성을 가진 식초가 있으며 장수성, 산시성, 

사천성, 푸젠성 이렇게 4곳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4
대 명초가 현지인들에게 각광을 받는다. 이 식초들

의 주재료는 밀, 보리, 완두와 같은 곡물이며 전통

적인 발효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식초시장은 

중국 식초 소비량이 2010년 359.4만 톤에서 2016년 

421.5만 톤으로 늘어남에 따라 식초시장의 규모 또

한 늘어나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2-5-2. 일본

일본에서 식초는 중국에서 술의 양조기술과 함께 

식초의 양조기술이 같이 들어옴으로써 4~5세기경

부터 제조가 시작되었다. 옛날의 식초는 귀족과 조

정에서만 사용되어졌으며 에도시대부터 상용화되

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식초 생산량은 2010년 39만 

3100kl에서 2016년 43만 4600kl로 10.6% 증가하였

고 이중 흑초가 가장 큰 성장률을 보였다(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2018).

2-5-3. 미국

미국식약청에 따르면 최소 4%의 산도를 가진 제

품을 식초라고 명칭 한다. 미국에서는 애플 사이다 

식초가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드

레싱이나 음료형태로 사용되어진다. 미국 식초 시

장의 판매규모는 2016년 5억 8,500만 달러이며 이

중 발사믹 식초가 시장 점유율의 14%를 차지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2-6. 식초의 기능성

조미료로 많이 사용되는 주정발효식초 이외에 

100% 원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발효식초는 원재료

의 다양성에 의해 발효가 진행되면서 식초의 기능

성이 강화된다. 특히 최근 트렌드는 건강 기능성을 

가진 식초를 음료형태로 섭취하는 것이며 천연재료

로 만들어진 건강 기능성 식초를 조미료나 음료로 

먹고, 또 기존의 제품들에 기능성을 강화하는 건강 

기능성 식품소재로도 활용된다.

2-6-1. 숙취해소 효과와 피로회복 효과가 있는 오이 식

초 음료

오이는 온대 및 열대지역에서 재배되는 채소로써 

무기질과 비타민 C 함량이 높고 알칼리성인 식품으

로 이뇨작용과 해독작용이 뛰어나다. 하지만 2000
년대 이후 오이의 생산량에 비하여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어 잉여오이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오이를 2단계 발효를 진행하여 발효식초를 

제조하였으며 오이 발효식초를 활용한 음료를 만들

어 그 기능성을 측정하였다. 오이 식초 음료는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아세트알데이드 농도를 효과적으

로 감소시켜 유의적인 숙취해소효과를 보였으며, 

DPPH, ABTS+ 라디칼 소거능, 환원력, β-carotene 

표 5. 주요 국가별 발효식초 제품 수출 현황 (출처 : 관세청, 2020)

국가
수출량(톤) 수출액(천$)

2015 2016 2017 2018 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본 870 2,502 4,127 4,503 14,958 1,753 5,004 7,365 8,378 26,794

미국 424 399 426 726 816 511 561 716 1,312 1,383

중국 257 564 383 484 694 359 1,002 478 500 746

1) 수출입무역통계. (2020.03.27.기준)

2) HS코드 33.9.00.1000(양조식초) 값임.

3) 천 달러 기준, 합계 값 일의 자릿수에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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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anching assay를 통하여 뛰어난 항산화능을 검증

하였고 또 혈중 피로 관련 지표성분인 암모니아와 

젖산이 감소하는 것을 통해 항피로 효능도 확인하

였다(Cho 등, 2017; Hong 등, 2012).

2-6-2. 체중조절 효과가 있는 토마토 식초 음료

토마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소비되는 채

소 중 하나로서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비타민 및 

무기성분이 풍부하다. 토마토는 이미 콜레스테롤 

저하 및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예방 등 다양한 기능

성이 알려져 있다. 이 토마토에 효모를 이용해 알

코올 발효원액을 만든 후 종초를 넣어 초산발효 원

액을 만들어 기능성 식초 음료를 제조하고 기능성

을 확인하였다. 토마토 식초 음료는 비만 동물 모델

에서 지방의 과도한 축적을 억제하고 비만의 합병

증 중 하나인 당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

슐린 분비 조절 효과를 발휘하였다(Lee 등, 2013; 
Seo 등, 2014).

2-6-3. 피로회복 효과가 있는 함초 식초 음료

퉁퉁마디라고도 불리는 함초는 서해 및 남해안의 

바닷물이 닿는 해안이나 갯벌, 염전 주위에서 자라

는 식물이다. 시력저하, 소화불량, 위장병, 간염, 신

장병 등에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실질적인 

과학적 검증은 많이 되어있지 않았다. 또 함초는 염

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개발이 거의 제한되어 있

어 활용성이 떨어졌었다. 이러한 함초의 염분을 기

술적으로 제거하고 기질인 현미를 넣어 발효식초를 

제조하였다. 함초 식초 음료는 DPPH, ABTS+ 라디

칼 소거능, 환원력 및 SOD 유사활성능 실험을 통

해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였으며, 피로의 지표물

질인 혈중 암모니아, 무기 인산염, 젖산염의 농도

를 감소시키고 근육 LDH를 높이고 근육세포에서 

ATP를 유지함으로써 피로 예방효과도 나타내었다

(Cho 등, 2016).

2-6-4. 피로회복 효과가 있는 매실 식초 음료

매화나무는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있으며 그 과실

인 매실은 예로부터 피로회복, 변비, 소화, 구토, 혈

뇨, 설사 등에 효과가 있어 민간요법으로 자주 사

용되었다. 구연산, 사과산 등을 포함한 유기산이 풍

부한 알칼리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매실의 항암활

성과 항균활성, 항산화 효과는 이미 연구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매실을 추출하여 농축액을 만든 후 

발효를 통하여 식초를 제조하고 음료를 개발하여 

기능성을 확인하였다. 매실 식초 음료는 항산화 효

과는 물론이고 항피로 효과도 높은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쥐에 매실 식초 음료를 투여하고 운동

을 시켰을 때 지구력이 높아지고, 혈중의 피로물질

인 젖산, 암모니아 및 무기인산 농도가 줄어들었다

(Kim 등, 2019; 서 등, 2019).

2-6-5. 초산발효과정에서 초산균이 생산하는 cellulose

의 활용

발효식초 자체의 건강 기능성 외에도 초산균이 

발효식초의 생산과정에서 형성하는 피막(cellulose)
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도 기능성을 가진 식초 산업

이라 볼 수 있다. 자연계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 고분

자원인 초산균이 생성하는 cellulose는 bio-polymer
라고 불리며 hemicellulose나 lignin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순도가 높고 탄성이 좋은 그물구조로 되어있

으며 고강도, 고기능성으로 물리학적 성질이 매우 

우수하여 첨단 신소재로 이용이 가능하다. Cellu-
lose를 생산하는 초산균으로는 Acetobacter xylinum, 
Acetobacter pasteurianus, Acetobacter hansennii 등이 

있다. 식품산업에서 초산균 cellulose는 고정성, 조

직감 향상 효과를 가지고 있어 선도유지제나 증량

제로 이용할 수 있고, 의료산업으로는 창상 보호제, 

인공피부, 인공혈관, 인공 관절, 동물세포배양기 및 

화장용 pad로 제조되고 있으며, 제지산업에서는 탄

성률 인장강도 등이 향상된 고기능 시트 소재로 방

위산업에서는 방탄조끼 소재로 건설공업에서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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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재료, 접착제, 분리막, 페인트나 잉크 binder를 

제조하는데 활용된다. 또 음향산업에서는 고기능

성의 스피커 진동판을 제조하는 등 다양한 산업에

서 개발·제조되고 있다(Jeong과 Lee, 2000; Kim 등, 

2014; Lee 등, 2003).

3. 결론

최근 우리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1인 가구 비중의 증가와 여성 경제활동 

인구수의 증가로 시장 트렌드가 달라졌다. 또 출산

율은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명연장에 따른 질병 발생률도 높아졌다. 산업적

으로는 대량생산체계 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주

를 이루고 있으며 제품의 제조 방식이나 판매망 자

체도 다양화 되었고, 남녀노소, 연령별, 직군별 요

구사항도 다양해졌다.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지방섭취량이 증가하고 마른비만, 과체중, 고도비

만, 초고도비만 등 비만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고

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의 성인병 발병

도 증가하고 있다. 현 시대의 사람들은 삶의 질 향

상, 정보 전달 매체의 다양화, 해외 출입빈도 증가

를 통해 질병 발생 이전에 질병예방, 건강이나 미용 

관련 질 좋은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에 대한 

지식수준도 높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다

방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식초는 건강 기능성 식품

으로 또는 고기능성 소재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식초산업 초반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빙

초산은 건강상의 유해성과 발암성 문제로 자연스럽

게 그 사용이 줄었으며 그에 반해 합성식초보다 비

교적 안전하고 건강한 발효식초에 대한 선호도가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현재는 발효식초의 사용이 일

반화 되었다. 이후 발효식초는 생리활성 연구와 제

품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식초시장에서 건강 기능성 

발효식초의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졌다. 사용하는 

원재료에 따라 기능성이 강화되는 발효식초는 현재

도 꾸준히 높은 활용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식품

분야 뿐 아니라 고강도, 고기능성 소재로 의료, 방

위, 건설, 음향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최근 발효식초시장의 주요 트렌드

는 ‘프리미엄’, ‘자연발효’, ‘다이어트’등 이다(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웰빙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프리미엄 자연발효식초는 다양

한 과일을 사용하여 자연발효를 하여 출시한다. 첨

가물이 거의 없고 과실함량이 높은 프리미엄 과실

식초는 일반식초가 가지고 있지 않은 풍부한 유기

산, 미네랄, 아미노산 등을 가지고 있어 다이어트와 

체내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준다. 또한 곡물 발효식

초는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고 필수아미노산이 많이 

표 6. 1인당 국민총소득과 증가율 (출처 : 한국은행·통계청, 201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만원) 2,808 2,832 2,900 2,998 3,083 3,260 3,391 3,493

전년 대비 증가율(%) 6.6 0.9 2.4 3.4 2.8 5.7 4.0 3.0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만원) 2,799 2,899 2,995 3,095 3,260 3,411 3,589 3,679

전년 대비 증가율(%) 4.7 3.6 3.3 3.3 5.3 4.6 5.2 2.5

1) 시계열조회. 한국은행「국민계정」, 통계청「장래인구추계」. (단위 : 만원, %) 

2) 1인당 실질(명목) 국민총소득= 실질(명목) 국민총소득 ÷총인구.

3) 실질 국민총소득은 연평균 물가지수(2015년=100)를 이용하여 산출함.

4) 명목 국민총소득은 명목 GDP에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함.

5) 2015년 기준(개편) 국민계정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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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식초산업의 현황과 기능성 그리고 발전 전략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 기능적으로 더욱 유용

하다. 앞으로 식초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는 

식초의 국한된 기능이나 효능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성을 갖춘 제품을 연구 및 개발

하고 고품질 신소재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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