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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rgillus awamori 입국으로 제조한

Aronia 막걸리의 발효특성 및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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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mentative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Aronia (Aronia melanocarpa)
Makgeolli prepared with Ipguk cultured by Aspergillus awa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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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onia makgeolli was manufactured using Asp. kawachi (AK) and Asp. awamori (AA) with tannase activity,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were examined during the fermentation period. The pH was decreased during the fermentation 
period after the first day, while the acidity increased. Reducing sugars increased highly on the first day of fermentation, 
and then they gradually decreased as the fermentation period elapsed. On the 7th day of fermentation, it was in the range 
of 0.38~0.61%. The alcohol content gradually increased during the fermentation period and it ranged from 13.4~14.2 v/v% 
by the 7th day of fermentation, and the alcohol content of makgeolli added with Aronia was somewhat lower than that 
of makgeolli prepared without aronia. The L value increased as the fermentation period elapsed, and the L value of makgeolli 
added with aronia increased rapidly. The a value gradually decreased, while the b value gradually increased as the 
fermentation period elapsed. The content of total polyphenols increased during the fermentation period of AK makgeolli. 
However, the AA makgeolli was not significantly increased, as compared to the initial stage of fermentation, and it was 
lower than that of the AK makgeolli. Th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DPPH was higher in the makgeolli added with 
aronia, and the antioxidant activity of AA makgeolli was higher than that of AK makgeolli. In the sensory evaluation, in 
the AK makgeolli, the palatability deteriorated due to the bitter taste and the astringent taste derived from the aronia. 
However, in the AA makgeolli, astringent taste was very weak and the sensory quality wa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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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막걸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술로써 1960년대까지 

오랜 사랑을 받아온 대중주이었으나, 사회변천과 함께 술 소

비의 다양화와 고급화에 따라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쇠퇴기

와 정체기를 거치게 되었다. 2008년부터 전통주의 세계화 사

업과 한류의 붐을 타고 막걸리가 ‘몸에 좋은 곡주’로 인식되

면서 일본으로의 수출증가와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2009년에

서 2011년까지 호황을 누렸으나, 다시 점차 감소하여 현재 막

걸리 시장은 2011년에 비하여 20% 감소하였다(Heo JK 2011). 
이와 같이 막걸리가 대중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

고 있는 것은 주류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기호변화

가 주원인이겠으나, 막걸리의 소비증가를 위하여 소비자의 

기호성과 다양성에 부응하여 담금 방법의 개선, 원부재료의 

차별화와 다양화, 향기성분의 개선 등 고품질의 쌀 막걸리 개

발이 요구된다고 지적되고 있다(Yeo & Jeo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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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막걸리는 발효에 의한 알코올 외에 곡물이 분해되어 

단백질, 식이섬유, 무기질, 각종 유기산과 비타민 등이 풍부

하여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고(Yoo 등 1981; Kim 등 2007), 
심혈관계질환 개선, 전지방세포 분화 억제, 항암효과, 피부 

기능성 효과 등 다양한 기능성이 보고되고 있음(Lee & Shin 
2011)에도 불구하고, 와인이 ‘프렌치 패러독스’를 통한 마케

팅의 성공으로 건강에 좋은 술로 인식되어 소비가 크게 늘어

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막걸리는 건강에 대한 인식의 부족

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Ko 등 2012). 이에 

따라 막걸리의 건강 이미지를 강화하고, 품질을 고급화하는 

다양한 시도를 위하여 와인과 같이 유용한 과실을 이용하여 

건강 기능성을 향상시킨 막걸리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

며, 주세법의 개정으로 막걸리 원료로 과실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허용되어 이에 대한 산업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막걸리에 과실을 이용한 연구로는 배(Lee 등 2009), 키위

(Kim 등 2013), 석류(Kim & Eun 2012), 파인애플(Seo 등 2014) 
등을 첨가하여 막걸리의 기호성을 높이기 위하여 품질 특

성을 조사한 연구와 오디의 항당뇨, 항고혈압 특성(Kim 등 

2014), 오미자의 항산화 활성(Song 등 2015), 블루베리의 항산

화 활성(Jeon & Lee 2011) 등과 같이 과실이 지니는 기능성과 

막걸리의 기호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등이 있으나, 연구 결

과의 활용성이 낮고 집중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과실의 항산화 활성에 대한 효과가 부각되면

서 베리류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 아

로니아는 베리류에 비해 총 폴리페놀활성이 2~15배 높으며, 
DPPH 라디칼 소거능과 RAP 활성 등 항산화 활성이 포도에 

비해 4~5배 높고(Nam 등 2015), 안토시아닌 함량이 300~630 
mg/100 g으로 베리류 중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Oszmianski & 
Sapis 1988) 기능성이 우수한 식품소재로써의 이용이 활발

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와인과 같은 건강 기능성이 강조되

는 주류의 이용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아로니아의 주

류의 이용 연구로는 아로니아를 와인 제조 시 혼합하여 양조

함으로써 와인의 바디감을 향상시키려는 연구(Yoon 등 2017), 
아로니아 막걸리의 색소 안정성에 관한 연구(Lee 등 2014), 
아로니아를 농도별로 첨가하거나 첨가방법을 달리한 연구

(Lee 등 2015; Park 등 2016) 등이 있으나, 아로니아의 tannin 
성분에 의한 떫은맛으로 인하여 관능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

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nnase 활성이 있는 누룩균으로 입

국을 제조하고, 이를 아로니아가 첨가된 막걸리 제조 시에 사

용하여 발효 경과 중의 품질 특성과 항산화 효과를 분석함으

로써 관능품질과 기능성이 향상된 아로니아 막걸리를 개발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막걸리 제조용 백미와 현미는 2016년에 수확한 진천 추청

미를 충북 증평의 H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아로니

아는 충북 진천의 농장에서 2017년에 수확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효모는 K사의 생막걸리 제품에서 순수 분리한 

탁주효모를 계대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입국제조용 곰팡이 

균주로 Aspergillus kawachi는 충북 증평 소재의 신일누룩에서 

막걸리 제조용 종균을 분양받아 사용하였고, Asp. awamori 
KCCM60246은 한국미생물보존협회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

였으며, 누룩은 국내산 누룩(당화력 300 sp 이상, 송학곡자, 
국내산)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입국 제조

Asp. kawachi와 Asp. awamori 균주의 포자를 각각 PDA 배
지에서 평판 배양하여 포자를 형성시킨 후 배지에 0.85% 생
리식염수 10 mL를 가하여 백금이로 긁어서 포자 현탁액을 

제조하였다. 믹서기(HB-310, Hibell, Kyungki, Korea)로 마쇄

한 현미 100 g을 500 mL Erlenmeyer flask에 넣고 물을 가수 

혼합하여 가압증자(121℃, 20 min)한 다음, 포자현탁액 2 mL
를 무균적으로 접종하여 25℃에서 5일간 배양하여 포자를 

제조하였다. 입국 제조를 위해 백미는 세미 후 12시간 물에 

침지하고, 60분간 탈수 후 가압증자(121℃, 20 min)하여 식힌 

증미에 0.5% 중량의 포자를 접종하여 균일하게 혼합 후 입

국배양장치(Mini 15, Yaegaki Co., Tokyo, Japan)에 넣어 42~48
시간 배양하여 입국을 제조하였다.

3. 막걸리 담금

담금에 사용한 원료는 증미는 12시간 침지하여 60분간 물

빼기를 한 다음 가압 증자(121℃, 30 min) 후 방냉하여 사용하

였다. 아로니아는 믹서기(HB-310, Hibell, Kyungki, Korea)로 

파쇄하여 전체 원료 고형분의 10%가 되도록 2단 담금 시 원

료와 함께 첨가하였다. 담금에 사용한 효모는 2 oBrix로 조제

한 입국 당화액에 접종하여 종효모를 배양하였고, 주모배양 

시 2%가 되도록 첨가하여 25℃, 48시간 배양하였다. 담금 비

율은 Table 1과 같으며, 1단 담금은 25℃에서 48시간 배양 후 

2단 담금 원료와 합쳐서 25℃에서 7일간 배양하면서 발효경

과를 분석하였다.

4. pH 및 산도 분석

pH는 pH meter(Thermo Fischer Scientific, Waltharm, M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적정 산도는 여과한 시료 10 
mL를 0.1 N NaOH 용액으로 pH 8.4가 될 때까지 적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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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Raw
materials

Treatment1) 

AK-0 AK-10 AA-0 AA-10

Mother
culture

Ipguk
Water

20
30

20
30

20
30

20
30

1st mash Ipguk
Water

480
720

480
720

480
720

480
720

2nd mash

Rice
Nuruk
Aronia
Water

2,000
40

3,000

1,750
40
250

3,000

2,000
40

3,000

1,750
40
250

3,000
1) AK-0: Makgeolli prepared with Ipkuk cultured by Aspergillus 

kawachi without aronia, AK-10: Makgeolli prepared with Ipkuk 
cultured by Aspergillus kawachi with 10% aronia of steamed rice, 
AA-0: Makgeolli prepared with Ipkuk cultured by Aspergillus 
awamori without aronia, AK-10: Makgeolli prepared with Ipkuk 
cultured by Aspergillus awamori with 10% aronia of steamed 
rice.

Table 1. The mixing ratio of ingredients for preparing of 
makgeolli (Unit: g)

이 때 소비된 값을 아래의 계산식에 의하여 초산(%)으로 환

산하여 표시하였다(Hwang JH 2015).

적정산도
(Acetic acid %)

=
적정에 사용한 NaOH량 (mL) × F × 0.006

 × 100
시료 채취량 (g)

5. 환원당

막걸리의 환원당은 Dinitrosalicylic acid(DNS)법(Luchisinger 
& Cornesky 1962)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막걸리 여과액을 

50배 희석한 시료 200 μL와 DNS 용액 400 μL를 2 mL tube에 

넣어 혼합한 후 원심분리(8,000×g, 30 min)하여 상징액을 5
분간 끓는 물에 물중탕한 후 증류수 1 mL를 첨가하였다. 다
시 혼합 후 원심분리하여 상징액을 UV-Vis Spectrophotometer 
(Optizen 2120UV, Mecasys Co., Daejeon, Korea)로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환원당 함량은 포도당을 표준물질로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환산하여 구하였다.

6. 알코올 농도

막걸리의 알코올 농도는 국세청 주류분석법(Kim 등 2013)
에 따라 증류법으로 측정하였다. 여과한 막걸리 100 mL를 

500 mL 증류 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100 mL 가수한 후 증류

시켜 100 mL volumetric flask에 70~80 mL 정도의 증류액을 

받은 후 표정하여 15℃에서 주정계를 넣어 알코올을 정량하

였다.

7. 색도

색도 측정은 여과한 시료를 색차계(CR-300, Konica Minolt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3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구하

였다. 색도는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 값으로 나타냈으며, 사용한 표준 백판의 색도는 

L=96.12, a=+0.03, b=+2.22이었다.

8. 총 폴리페놀함량

Folin-Ciocalteu's 방법(Dewanto 등 2002)에 따라 여과된 시

료 100 μL에 50% Folin- Ciocalteu 시약(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100 μL를 가하고, 2% Na2CO3 용액 2 mL를 

가한 후 30분 간 반응시킨 다음 UV/VIS spectrohotometer(Optizen 
2120UV, Mecasys Co., Daejeon, Korea)를 통해 75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폴리페놀화합물 함량은 표준물질로 gallic 
acid(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작성

한 표준곡선에 의하여 양을 환산하였고, gallic acid equivalent 
(mg GAE/100 mL)로 나타내었다.

9. DPPH 라디칼 소거활성

항산화 활성 측정은 전자 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으로 측정하였으며, Blois(1958)법을 변형하여 측정

하였다. 즉, 여과한 시료 0.2 mL에 0.2 mM DPPH용액(2,2- 
diphenyl-1-picrylhydrazyl, 99% Ethanol 용액)(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0.8 mL를 가한 후, vortexing mixer로 10
초간 진탕하고, 실온에서 30분 방치 후 UV-Vis Spectrophoto- 
meter(Optizen 2120 UV, Mecasys Co., Daejeon, Korea)를 사용

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전자공여 효과는 시

료 첨가구와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와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구하였다.

10. 관능평가

관능검사는 한국교통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교원과 연구

학생 31명을 대상으로 막걸리에 대한 소정의 관능평가 교육

을 시행한 후 실시하였다. 막걸리는 면포로 여과한 후 알코올

을 분석하여 6%(v/v)로 조정한 다음 5℃에서 24시간 보관하

여 냉각한 다음 평가에 제공하였으며, 관능 평가는 막걸리의 

색상, 떫은맛, 쓴맛, 신맛, 단맛, 향,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하

여 5점 척도법(1점 대단히 싫다, 5점 대단히 좋다)으로 실시

하였다. 

11.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

으며, SPSS Ver 12.0 package program(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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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periods (day)

0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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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0
AA-10

Fig. 1. Changes in pH of aronia makgeolli during fermen- 
t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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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acidity of aronia makgeolli during 
fermentation period.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후, 각 측정값 간의 유

의성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증하

였다.

결과 및 고찰

1. pH 및 산도

입국을 달리하여 제조한 막걸리의 발효 경과 중 분석한 

pH 및 산도의 변화는 Fig. 1, 2와 같다. 1단 담금액과 2단 담금

액을 혼합한 담금 직후 Asp. kawachi로 제조한 입국의 아로니

아 미첨가구(이하 AK-0)는 4.00, 첨가구(이하 AK-10)는 3.95
이었고, Asp. awamori로 제조한 입국의 아로니아 미첨가구(이
하 AA-0)가 3.93, 첨가구(이하 AA-10)는 3.88로써 아로니아 

첨가구의 pH가 다소 낮았으며, 발효경과에 따라 1일차에는 

모두 급격히 낮아진 이후 점차 상승하여 7일차에 AK-0와 

AK-10은 각각 3.87과 3.83이었으며, AA-0와 AA-10의 경우에

는 3.82와 3.61로써 발효과정 중 전체적으로 Asp. kawachi로 

제조한 막걸리에 비하여 Asp. awamori로 제조한 막걸리의 pH
가 다소 낮았다. 발효 1일차에 pH가 급격히 낮아진 것은 입국

의 용해과정에서 산의 용출과 아로니아 과육으로부터 용출

된 유기산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아로니아를 농도별로 첨가

하여 제조한 막걸리의 pH를 비교하였을 때 아로니아 첨가농

도가 높을수록 pH가 저하되었으며, 아로니아를 파쇄하였을 

때 생과를 첨가하는 것보다 발효초기에 pH가 더욱 낮아지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Lee 등 2015; Park 등 2016). 

입국의 종류에 따라 pH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입국에 사용

한 곰팡이의 산 생성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험에 

사용된 Asp. awamori KCCM 60246은 tannin으로부터 gallic acid
를 생산하고, 구연산 생성력이 높아 오끼나와의 아와모리 소주 
제조에 이용되는 곰팡이로 알려져 있으며(Ichishima 등 1973), 
우리나라의 막걸리 제조에는 사용하지 않은 균이나 선행 연

구(Noe 등 2004; Beena 등 2010; Chhokar 등 2010)에서 tannase 
활성이 있는 균주로 선발되어 사용한 결과, Asp. kawachi의 

입국에 비하여 산생성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로

니아를 사용한 시험구가 두 균주 모두 대조구에 비하여 pH가 

낮은 것은 아로니아 주스의 주요 성분으로 사과산이 5~19 
g/L 정도 함유되어 있고, 평균 3.46~3.9 정도의 낮은 pH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pH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Kulling & 
Rawel 2008).

산도의 경우(Fig. 2)에는 pH의 저하에 따라 산도가 증가하

여 AK-0와 AK-10의 경우, 초기에 0.11과 0.12에서 점차 증가

하여 발효 3일차에 0.16과 0.17로 증가한 이후 약간 증가하였

으며, AA-0과 AA-10에서도 초기 산도 0.12와 0.13에서 점차 

증가하여 발효 3일차에 최대 0.17과 0.20으로 되었다가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일반적으로 막걸리 제조 시 사용되는 곰팡이 균주는 산생

성력이 좋은 백국균을 사용하는 데, 이는 초기에 산생성력이 

높은 균주를 사용함으로써 발효초기의 pH를 낮추어 잡균의 

오염을 막기 위함이다. 두 균주 모두 산생성력이 우수하여 초

기에 안전하게 발효가 진행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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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reducing sugar contents of aronia 
makgeolli during ferment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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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alcohol contents of aronia makgeolli 
during fermentation period.

들은 아로니아 막걸리 발효 연구에서 보여주는 pH와 산도 변

화와 유사하였으며(Lee 등 2015), 본 연구에서의 pH가 다소 

낮은 이유는 안전 발효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국의 사용비율

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입국비

율을 30%로 한 연구에서는 pH가 3.27~3.85인 것과 비교할 때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Lee 등 2014), 입국비율이 초기 pH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며, pH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발효과정 중 전체적으로 Asp. kawachi로 제조한 막걸리에 

비하여 Asp. awamori로 제조한 막걸리의 산도가 다소 높았던 

것은 곰팡이 균주에 따른 입국의 산생성력의 차이로 판단

된다.

2. 환원당

발효 경과 중 당 함량의 변화는 Fig. 3과 같다. 당 함량은 

발효제로 사용한 입국의 당화력과 알코올 생성량과 관계가 

깊다. 환원당 함량은 발효 초기에 증가하였다가 알코올의 생

성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다. 즉, AK-0와 AK-10의 경우는 발

효 1일차에 최대 3.82%와 1.23%로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

하여 발효 7일차에는 0.41%와 0.38%로 감소하였으며, AA-0
와 AA-10의 경우에는 발효 1일차에 2.00%와 0.83%로 증가하

였다가, 발효 7일차에 0.61%와 0.59%로 감소하여 발효 6일차 

이후에는 알코올 발효가 거의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입국에 의한 전분의 당화가 진행됨에 따라 1일차에 급

격하게 상승하였다가 이후 알코올 발효가 본격적으로 진행

되면서 당의 소비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
로니아 미첨가구에서 환원당 함량이 초기에 다소 높게 나온 

것은 실험구가 아로니아의 pH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당화 

속도가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아로니아를 농도별로 

첨가한 막걸리 발효연구에서 아로니아를 첨가하지 않은 막

걸리가 아로니아를 첨가한 막걸리에 비하여 초기에 환원당 

함량이 높게 나오는 경향과 유사하였고(Lee 등 2015), pH가 

낮은 오미자를 첨가한 막걸리 발효에서 본 담금 1일차에 오

미자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가 오미자 첨가구에 비하여 환

원당 함량이 1% 가량 높게 나오는 것이 pH에 의한 영향으로 

보고하고 있다(Song 등 2015).

3. 알코올

균주를 달리한 막걸리의 발효경과 중 알코올을 분석한 결

과는 Fig. 4와 같다. 두 균주간의 입국을 달리하여 제조한 막

걸리의 발효 경과 중 알코올 함량은 1단 담금과 2단 담금을 

합친 초기의 알코올 함량은 AK-0와 AK-10은 4.4%와 4.0%이

었고, AA-0와 AA-10은 5.6%와 4.7%이었으며, 발효경과에 따

라 점차 증가하여 발효 7일차에 AK-0와 AK-10은 13.8%와 

13.4%이었고, AA-0와 AA-10은 14.2%와 13.7%이었다. 입국

만을 사용하였을 때 비하여 아로니아를 첨가한 막걸리에서 

알코올 함량이 적게 나온 것은 아로니아 첨가구가 미첨가구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분질 함량이 적고 아로니아의 첨가

로 인해 상대적으로 당분이 적기 때문에 알코올 생성량이 적

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아로니아를 첨가하여 제조

한 막걸리와 와인의 연구에서도 아로니아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알코올 함량이 적게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ee 
등 2015; Yoon 등 2017), 파쇄한 아로니아를 10% 첨가한 막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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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period (day)
Treatment1)

AK-0 AK-10 AA-0 AA-10

L

0 45.20±0.89bD2) 42.09±0.77cD 41.47±0.09cD 50.22±0.79aD

1 44.76±0.87cD 56.54±0.34bC 43.26±0.28dC 61.38±0.11aC 

3 47.63±1.37dC 63.30±0.40bB 52.35±0.07cB 65.37±0.44aB

5 67.36±0.46aA 62.72±1.57cB 64.33±0.83bA 67.02±0.10aA

7 65.50±1.22bcB 66.45±0.64abA 64.82±1.82cA 67.32±0.14aA

a

0 0.30±0.09cA  4.19±0.28bA 0.34±0.13cA  7.11±0.01aA

1 －0.30±0.18cB  2.88±0.02bB －0.62±0.06dB  3.05±0.06aB

3 －0.71±0.05cC  2.81±0.03aB －0.80±0.03dC  1.72±0.10bD

5 －0.66±0.04cC  1.32±0.03bC －1.28±0.03dD  1.80±0.04aC

7 －2.01±0.03cD  0.84±0.02bD －2.09±0.02dE  1.70±0.01aD

b

0 4.29±0.33aE  2.44±0.25bE 1.93±0.13cD  0.42±0.12dE

1 5.96±0.51bD  5.67±0.21bD 2.78±0.18cC  6.64±0.04aD

3 7.55±0.08bC  8.06±0.03aC 3.02±0.15cC  7.95±0.04aC

5 9.04±0.04aB  8.84±0.33aB 4.02±0.20cB  8.47±0.01bB

7 10.58±0.09aA  9.29±0.08bA 8.22±0.27dA  9.00±0.01cA

1) AK-0: Makgeolli prepared with Ipkuk cultured by Aspergillus kawachi without aronia, AK-10: Makgeolli prepared with Ipkuk cultured 
by Aspergillus kawachi with 10% aronia of steamed rice, AA-0: Makgeolli prepared with Ipkuk cultured by Aspergillus awamori without 
aronia, AK-10: Makgeolli prepared with Ipkuk cultured by Aspergillus awamori with 10% aronia of steamed rice.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d) and a column (A~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2. Colorimetric characteristics of aronia makgeolli during fermentation period

리 발효에서 6일차에 알코올 농도가 13%이었던 결과와 유사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색도

아로니아를 첨가한 막걸리의 색도 변화를 측정한 값은 Table 
2와 같다. 두 균주를 사용하여 제조한 막걸리의 여액으로부

터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명도를 나타내는 L값

(lightness)은 제조 직후에 AK-0, AK-10, AA-0, AA-10의 값이 

각각 45.20, 42.09, 41.47, 50.22에서 발효경과에 따라 점차 증

가하여 발효 7일차에는 각각 65.50, 66.45, 64.82, 67.32로 시

간 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모든 시료가 유

사한 수준의 값으로 증가하였는데, 아로니아를 첨가한 시험

구가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서 초기의 밝기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측정 시료가 여과액의 시료이므로 아로니

아 과육의 색상은 어둡지만, 초기 알코올 발효에 의해 용해

된 액과 같이 추출된 액의 맑은 부분이 측정되므로 아로니

아의 색상은 초기에 용해되어 발효액 중에 추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적색도인 a값(redness)의 경우에는 제조 직후에 AK-0, AK- 

10, AA-0, AA-10의 값이 각각 0.30, 4.19, 0.34, 7.11에서 발

효경과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발효 7일차에는 각각 －2.01, 

0.84, －2.09, 1.70으로 발효초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적색도

의 값이 감소하는 것은 발효가 진행되면서 원료인 쌀이 용해

되어 알코올로 변하면서 초기에 비해 발효액의 농도가 묽어

지고 색상이 연해지는 것으로 보이며, 아로니아 첨가구가 대

조구에 비하여 a값이 높은 것은 아로니아가 갖는 색소에 의

한 것으로 보인다.
아로니아와 같은 색소를 지닌 식물은 안토시아닌 색소에 

의해 적색에서 자색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지니

고 있어 이에 따른 색소의 용출에 의하여 적색 값을 나타내

며, 아로니아를 파쇄하여 막걸리를 제조하였을 때 a값이 발

효경과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였다

(Lee 등 2015).
황색도인 b값(yellowness)의 경우에는 제조 직후에 AK-0, 

AK-10, AA-0, AA-10의 값이 각각 4.29, 2.44, 1.93, 0.42에서 발

효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발효 7일차에는 각각 10.58, 
9.29, 8.22, 9.00으로 점차 b값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발효경

과에 따라 술덧의 물성이 묽어지면서 아로니아와 입국의 용

해로부터 황색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발효 7일차의 

막걸리를 비교 시 Asp. kawachi 입국을 사용한 막걸리가 Asp. 
awamori 입국을 사용한 막걸리에 비해서 약간 높게 나왔으나,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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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aronia makgeolli 
during ferment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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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ronia 
makgeolli during fermentation period.

아로니아 막걸리의 안토시아닌 색소의 안정성 연구에서도 b
값은 발효경과에 따라 증가하였고, 안토시아닌 색소의 안정

성은 β-glucosidase 등 배당체 분해효소 활성, 온도, 광, pH 및 

효소제 등의 영향에 의해 분해가 촉진되며, 개량입국을 사용

한 경우가 재래식 누룩을 사용한 것에 비하여 색소안정성이 

높다고 보고하여(Yoon 등 1997) 입국을 사용한 본 실험결과

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5. 총 폴리페놀

아로니아를 첨가한 막걸리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ig. 5와 

같다. 제조 직후에 AK-0, AK-10, AA-0, AA-10의 값은 각각 

18.63, 24.93, 18.63. 20.93 mg%로써 두 균주의 입국 모두에서 

아로니아를 첨가한 막걸리가 첨가하지 않은 막걸리에 비하

여 다소 높았다. AK-0와 AK-10은 발효시간 경과함에 따라 점

차 증가하여 발효 7일차에 각각 34.53 및 42.47 mg%로 증가

하였으나, AA-0와 AA-10은 발효시간 경과에 따라 발효 1일
차에 낮아졌다가 2일차 이후 약간 증가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발효 7일차에 각각 21.80 및 26.73 mg%로 되어, 
Asp. kawachi 입국으로 제조한 막걸리에 비하여 Asp. awamori 
입국을 사용한 막걸리는 폴리페놀 함량이 유의성 있게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누룩을 이용한 막걸리 발효에서 아로니

아의 첨가량을 아로니아를 10~50% 첨가한 결과, 폴리페놀 함

량이 발효경과에 따라 10% 첨가 시에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파쇄한 아로니아를 30 및 50% 첨가 시에는 발효 2일차에 낮

아졌다가 다시 증가하였으나 발효 초기에 비해 낮아졌으며, 

발효경과 시 폴리페놀 함량의 증가는 누룩에 함유된 미생물

의 효소 작용에 의하여 수용성 물질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Lee 등 2015, Park 등 2016).
본 연구에서는 Asp. kawachi 입국을 사용한 경우에는 유사

한 결과를 보여 주었으나, Asp. awamori 입국을 사용한 경우

는 폴리페놀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한편 토양, 해수로부터 

분리한 Asp. niger와 Asp. awamori 균주가 Aspergillus sp.의 다

른 종류나 Penicillium sp.의 곰팡이에 비하여 강력한 tannase를 
분비한다고 보고하고 있어(Beena 등 2010; Chhokar 등 2010; 
Noe 등 2004), Asp. awamori의 입국에 의한 막걸리가 폴리페

놀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입국에 사용한 균주의 tannase 
활성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6. DPPH 라디칼 소거활성

균주를 서로 달리한 입국으로 제조한 아로니아 막걸리 발

효 중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를 Fig. 6에 나타

내었다. AK-10, AA-0, AA-10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각

각 14.32, 35.77, 24.32, 40.95%이었으며, 발효경과에 따라 점

차 증가하여 발효 7일 째에는 각각 25.08, 49.12, 34.54, 59.25%
로 증가하였고, 아로니아를 첨가한 AK-10과 AA-10 시험구가 

아로니아를 첨가하지 않은 AK-0와 AA-0의 대조구에 비하여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Asp. kawachi의 입국을 사용한 막걸

리에 비하여 Asp. awamori 입국을 사용한 막걸리가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누룩과 Asp. kawach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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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1)

AK-0 AK-10 AA-0 AA-10
Sourness 3.43±0.57b2) 3.67±0.61ab 3.83±0.65a 3.70±0.47ab

Bitterness 3.83±0.59a 3.80±0.71a 3.53±0.63a 3.63±0.56a

Astrigency 3.80±0.55a 3.90±0.61a 2.77±0.43b 2.93±0.37b

Sweetness 2.67±0.48a 2.57±0.50a 2.47±0.51a 2.43±0.50a

Flavor 3.43±0.50a 3.30±0.53a 3.43±0.63a 3.40±0.50a

Color 3.10±0.40b 3.43±0.63a 3.50±0.51a 3.67±0.48a

Overall acceptance 3.33±0.55bc 3.10±0.48c 3.57±0.50ab 3.67±0.48a

1) AK-0: Makgeolli prepared with Ipkuk cultured by Aspergillus kawachi without aronia, AK-10: Makgeolli prepared with Ipkuk cultured by 
Aspergillus kawachi with 10% aronia of steamed rice, AA-0: Makgeolli prepared with Ipkuk cultured by Aspergillus awamori without aronia, 
AK-10: Makgeolli prepared with Ipkuk cultured by Aspergillus awamori with 10% aronia of steamed rice.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c)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Sensory evaluation of aronia makgeolli prepared with different microorganism

이용한 입국을 사용하여 막걸리를 제조하여 왔으며, 재래누

룩을 이용한 흑미 막걸리의 발효과정에서 DPPH 라디칼 소거

능은 흑미 함량에 따라 5.64~57.50%로 나타났으며(Kim 등 

2012), 입국을 사용한 오미자 막걸리 제조에서 오미자를 첨가

한 막걸리가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하여 발효 폴리페놀 

함량(1.83~5.96 mg GAE/mL)과 DPPH 라디칼 소거능(21.5 mg/ 
mL~15.9 mg/mL)이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

고하였으나(Song 등 2015), 발효 종료 후의 시료만을 측정하

여 발효경과 중의 상관성을 비교할 수 없었다. 누룩과 아로니

아를 사용한 막걸리 제조 연구에서 아로니아 첨가량에 따라 

DPPH 라디칼 소거능이 49.73~91.53%로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여 발효 6일차에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감소하였으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여(Lee 등 2015) 본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Oszmianski & Wojdylo(2005)가 제시

한 총 폴리페놀 함량이 DPPH 라디칼 소거능과 비례한다는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이것은 아로니아를 생과형태로 분석

한 것과 달리 발효과정에서 미생물 효소에 의해 페놀성 물질

의 분해가 일어나면서 페놀 함량은 감소하지만, 분해산물에 

의한 항산화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tannase에 의해 유리된 gallic acid는 유의적으로 항산화 효과를 
증대시키며, 녹차의 tannnase처리 시 라디칼 소거능의 향상은 

효소처리에 의한 카테킨의 구조 변화에 기인한다는 연구 보

고(Lu 등 2008)와 열대과일인 라이치(Litchi chinensis)의 과

피가 함유된 배지에서 Asp. awamori를 배양한 결과, 총 페놀

성 물질은 감소하였으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배양 초기 
19.5±1.12%에서 6일간 배양 후 36.82±2.19%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된 바(Lin 등 2012)와 같이 Asp. awamori에 의한 입국을 

이용한 아로니아 막걸리의 발효과정에서는 입국의 tannase에 

의하여 총 폴리페놀의 함량은 감소하지만, DPPH 라디칼 소

거능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7. 관능검사

입국 제조에 사용한 곰팡이를 달리하여 파쇄한 아로니

아와 함께 발효한 막걸리에 대하여 관능검사를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적인 막걸리의 관능 품질을 비교할 때 

Asp. kawachi 입국을 사용한 막걸리에 비하여 Asp. awamori 
입국을 사용한 막걸리가 신맛이 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쓴맛과 감미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미에 대하

여는 두 종류의 막걸리가 거의 동등 수준으로 표현되었다. 색
상의 경우에는 Asp. kawachi 입국을 사용한 막걸리에 비하여 

Asp. awamori 입국을 사용한 막걸리의 선호도가 좀 더 높았

는데, Asp. awamori 입국의 경우, 완성된 상태가 밝은 노란색

이 혼재되어 있는 수준이었으므로 발효과정에서 입국의 용

해에 따라 밝은 색상이 나타나면서 막걸리의 색상의 선호도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떫은맛의 경우에는 Asp. 
awamori 입국을 사용한 막걸리가 Asp. kawachi 입국을 사용

한 막걸리에 비하여 뚜렷하게 적었고, 전체적으로 떫은맛이 

없어서 부드러운 풍미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Asp. awamori 입
국의 tannase 작용에 의해 아로니아의 탄닌이 분해되어 페놀

성 물질이 감소됨으로써 떫은맛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여진

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전체적인 풍미에서는 Asp. kawachi 입
국을 사용한 막걸리에서는 쓴맛과 떫은맛이 감지되어 막걸

리의 관능 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Asp. awamori 입국을 사용한 막걸리의 경우에는 떫은맛이 

느껴지지 않아, 부드러운 느낌으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

다. 따라서 향후 tannase 활성이 있는 Asp. awamori와 같은 균

주를 막걸리의 입국으로 이용함으로써 아로니아와 같이 기

능성이 우수하지만 떫은맛을 내는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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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막걸리 제조에 사용하는 효소원으로 Asp. kawachi(AK)와 

tannase 활성이 있는 Asp. awamori(AA)를 이용하여 제조된 입

국과 원료량의 10%에 해당되는 아로니아를 사용하여 제조된 

막걸리를 7일간 발효하면서 이화학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발
효 경과에 따라 pH는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발효 7일
째 AA 막걸리의 산생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원

당 함량은 모두 발효 1일차에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였

고, 발효 7일차에는 0.38~0.61% 범위로 거의 유사한 수준이

었다. 알코올 함량은 발효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발효 7
일차에 13.4~14.2 v/v% 수준에 달하였으며, 아로니아를 첨가

한 막걸리의 알코올 생성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색도

의 경우에는 발효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L(lightness)은 전체적

으로 높아졌으며, 아로니아 첨가구의 L값이 빠르게 증가하였

다. a값(redness)은 점차 감소하였고, 아로니아 첨가구가 다소 

높게 나왔으며, b값(yellowness)은 점차 증가하였고 AA 막걸

리가 높은 값을 나타냈다. 총 폴리페놀의 함량은 AK 막걸리

의 경우에는 발효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으나, AA막걸리

의 경우는 발효초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AK 
막걸리에 비하여 낮은 값을 유지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아로니아를 첨가한 막걸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AK
막걸리에 비하여 AA막걸리의 항산화 활성이 높게 나왔다. 
관능검사에서는 AK 막걸리에서는 입국의 특성에 따른 쓴맛

과 아로니아로부터 유래하는 떫은맛으로 인해 기호성이 저

하되었으나, AA 막걸리에서는 떫은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약하여 거부감이 없고 관능 품질이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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