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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 potato soju(SPS) has been made by vacuum distillation because sweet potato contains much fibrous

materials which give high density to sweet potato mash. Generally, the SPS made by vacuum distillation has soft

flavors and tastes. If the viscosity of sweet potato mash could be decreased by degradation enzyme, the process and

production of SPS making by the method of vacuum distillation may be simplified and easier to distil the fermented

sweet potato. Because the fibrous materials of sweet potato contains pectin with methoxyl group, methanol can be

produced by fibrous degradation enzyme. For appling the fiber degradation enzymes to sweet potato mash for making

SPS, the enzyme should be needed to degrade fibrous material without producing methanol. Special two fibrolytic

enzymes are selected from 26 kind of commercial enzymes for the simplified and easier production of sweet potato

soju by vacuum distillation, The selected enzyme A and X can degrade the fibrous material pectin of sweet potato

without producing methanol. Although the different companies have produced the enzymes, same cellulase has been

prepared from Trichoderma. reesei. The viscosity of sweet potato mash treated by the enzymes is decreased by 3

times with comparison to the viscosity of sweet potato mash of control group. The methanol concentration in the

vacuum distilled SPS treated with the enzymes is 0.16%. The concentration is similar to that of commercially distilled

SPS(0.15%). The result may suggest that the selected cellulases, A and X, can be used to make SPS by vacuum

disti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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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증류식소주는 부드러운 맛에서 깊은 맛까지 폭이 널고 다채

로운 주질이 얻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고구마소주는 일본의 가고시마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개발되

어 최근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술인 청주를 위협할 정도로 소주

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 고구마소주는 원료, 제법, 저장법 등에

따라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한창이다. 부드러운 맛의 소주제조법

으로는 감압증류법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고구마소주

의 술덧은 쌀과 보리소주의 술덧과 비교하여 섬유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점도가 대단히 높다
1)

. 따라서 고구마발효 술덧의 증류는

일반적으로 상압증류법으로 제조하고 있고, 감압증류법을 적용

하기가 곤란하다. 고구마 발효술덧에 물을 첨가하여 증류하면 증

류효율의 저하를 초래하고 증류폐액이 증가하게 된다.

Nakamura등2)은 보리소주제조에서 발생하는 증류주박을 이용하

는 재발효법에서 술덧점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cellulase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Takamine등은 섬유분해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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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담금시 술덧에 첨가하면 술덧의 점도가 효소 무첨가시에 비

하여 50%이하로 내려가 감압증류가 가능하여 경쾌한 주질의 소

주를 제조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3)

. 한편, 고구마에는 0.78%

의 펙틴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섬유소분해효소로 섬유질을 분해

하는 과정에서 methoxyl기를 포함하고 있는 펙틴질로부터

methanol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4)

. 따라서 시판의 섬유소분해

효소 중에서 methanol을 생성하지 않고 고구마의 섬유소를 분해

할 수 있는 섬유소분해효소만이 감압증류법에 의해서 고구마소

주를 제조하는데 이용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

판되고 있는 섬유소분해효소 중에서 methanol을 생성하지 않고

고구마섬유소만을 분해하는 효소를 선별하여 고구마소주의 감압

증류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섬유소분해효소의 스크리닝

시판되고 있는 7개사 26종류의 섬유소분해효소 중에서 고구

마섬유소에 대한 분해능력이 뛰어나고 메탄올을 생성하지 않는

효소의 스크리닝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즉, 섬유

소분해효소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methanol을 측정하기 위하

여 1 ml의 반응계에 citrus의 펙틴 (40 mg/ml) 250 ul, 시판효소

액 (10 mg/ml) 100 ul, 250 mM citrate buffer (pH 4.0) 200 ul를

첨가하여 30℃에서 20시간 반응시켰다. 그 반응액을 원심분리하

여 얻어진 상등액의 메탄올은 klavone등이 제안한 alcohol

oxidase assay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5). 상등액의 전당은 페놀

-황산법6)으로 글루코오스의 양을 측정하여 섬유소분해능으로 정

하였다. 또한 고구마 섬유 기질은 Takamine 등의 방법에 따라

고구마 1 kg을 증자하여 homogenizer로 곱게 갈은 다음, α

-amylase (Thermamyl, 120 L)을 넣어 95℃에서 2시간 반응시킨

후, 30 uM의 망에서 여과시키고 남은 섬유를 동결건조하여 제조

하였다. 이렇게 제조한 고구마섬유를 1%가 되도록 50 mM

citrate buffer (pH 4.0)로 희석하여 고구마섬유소 기질로 이용하

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효소활성 및 메탄올 생성능력을 측정

하였다. 효소액은 시판효소 100 mg을 50 mM의 acetate buffer

(pH 4.0)에 혼탁한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어

진 상등액을 이용하였다.

2. 점도측정

점도는 검체 200 g을 300 ml의 비이커에 넣어, 30℃의 항온

에서 B형 점도계(토쿄계기㈜사 제품, BM형식)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3. 고구마소주의 제조시험

효모는 가고시마 5호를 사용하였다. 전배양은 yeast extract

1%, polypeptone 2% 및 glucose 2%의 조성인 YPD액체배지에

사면배지로부터 효모를 백금이로 식균하여 30℃, 48시간 정치배

양하였다. 고구마소주는 2 L용 유리병에 전배양액 5 g, 쌀국 200

g 및 물 235 g을 첨가하여 1차담금하여 5일간 발효시켰다, 여기

에 증자하여 분쇄한 고구마 1 kg과 물 560 g을 넣어 2차 발효를

하였다. 발효온도는 항온수조에서 30℃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발효경과는 발생하는 탄산가스 중량을 술덧의 감소중량으로부터

산출하는 것으로 구하였다.

4. 증류

2 L용 유리제품의 증류기에 술덧 1.5 kg을 넣고, 증기를 술

덧에 직접 집어넣는 방법으로 증류하였다. 증기가 들어가기 시작

하여 알코올이 유출되기까지는 약 35분간이 걸렸다. 그 후 약 1.5

시간 정도 후에 증류가 종료되었다.

5. 술덧의 분석

발효 종료 후의 술덧의 알코올 농도는 술덧을 거즈로 여과

하여 얻어진 여과액 200 ml을 이용하여 일본국세청소정분석법7)

에 따라 수행하였다. 술덧의 전당은 곱게 갈은 술덧 10 g을 200

ml용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로 100 ml로 맞추고 25% HCl

10 ml을 넣어 잘 혼합하고 약 2.5시간 중탕으로 가열한다. 가열

후 냉각하여 10%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약산성 (pH 5~6)이 될

때까지 중화하여 증류수로 200 ml가 되도록 맞추고 No.2 여과지

로 여과하여 얻어진 여과액의 환원당량을 일본국세청소정분석법

에 따라 Somogyi-Nelson법
8,9)

으로 측정하여 구하였다. 환원당

은 술덧을 거즈로 여과하여 No.2 여과지로 여과하여 얻어진 여

과액 10 ml을 이용하여 술덧의 환원당량을 구하였다. 술덧의 산

도는 거즈로 여과한 술덧을 No.2 여과지로 여과하여 얻어진 여

과액 10 ml에 혼합지시약 2~3방울을 떨어뜨리고, 0.1 N NaOH

용액으로 진한 녹색이 맑은 스카이 블루가 될 때까지 적정하여

소요된 량에 0.1 N NaOH용액의 factor를 곱해서 산도로 하였다.

술덧의 휘발산도는 검체 50 ml을 200 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페놀프탈레인 지식약 4~5방울을 떨어뜨리고, 0.01 N NaOH용액

으로 적정하여 담적색이 수 초간 나타날 때까지 적정하여 그 소

요된 량에 0.01 N NaOH용액의 factor와 0.2를 곱해서 휘발산도

로 하였다.

6. 고구마소주의 메탄올 농도측정

소주에 포함되어 있는 메탄올의 분석은 25%알코올 농도로

맞춘 소주 1 ml에 내부표준물질로 1-pentanol (100 mg/L) 0.1

ml를 넣어 잘 섞어준 후, 5 ul를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C）에

주입한다, GC는 HP5890형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였고,

column은 capillary column DB-WAX（60 m×0.25 mm×0.25 μ

m）을 이용하였다. 주입구 온도는 240, column 온도는 40℃에서

3분간 유지시킨 후, ３℃/min으로 230℃까지 상승시켜 10분간

유지시켰다. split비는 1：30으로 하였다. Carrier gas는 헬륨가스

를 2.0 ml/min의 유속으로 수행하였다. 검출기는 FID를 사용하

였다.

결 과

1. 섬유소분해효소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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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소주 술덧의 점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섬유소 분해효

소가 가장 효과적인데, 고구마섬유소의 pectin은 esterase 등의

효소반응에 의해서 메탄올이 생성될 수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

는 섬유소분해효소는 이런 효소활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메탄올의 농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양조산업에 이용

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먼저 시판되고 있

는 섬유소분해효소 중에서 메탄올을 생성시키지 않는 섬유소분

해효소를 찾아내기 위하여 citrus 펙틴을 기질로 이용하여 7개사

의 26종의 효소를 조사하였다(Table 1).

1차적인 선별결과, 26개의 효소 중에서 A, D, I, J, K, O, W,

X and Y의 9개의 효소가 비교적 낮은 농도의 메탄올을 생성하였

다 (data not shown). 따라서 이 9개의 효소에 대하여 효소활성

의 증가에 의한 메탄올생성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효소농도를

2배로 증가시켜서 메탄올 생산능력을 조사하였다. 효소의 양의

증가로 인하여 메탄올을 전혀 생성하지 않는 효소는 없었으나,

효소액을 증가시킴으로서 효소액 자체만으로도 메탄올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효소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대조군보다는 약간 높

지만 비교적 낮은 농도의 메탄올을 생성하는 효소는 A사의 A효

소와 F사의 X효소였다(data not shown). 따라서 이들 A와 X의 2

개를 선정하여 먼저 고구마로부터 직접 제조한 섬유소를 기질로

이용하여 메탄올 생성율을 조사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 이용한

Asp. niger유래의 pectinase와 반응시켰을 때, 약 30 ug/ml정도

의 메탄올을 생성하는 것으로 보아 고구마의 섬유소기질에는

methoxyl기를 포함하는 펙틴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양성

대조군에 비하여 A와 X 효소는 음성대조군과 거의 비슷한 수준

으로 메탄올을 거의 생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다음으로 고구마 섬유소의 분해활성을 조사하였다. 이 2개

의 효소는 양성대조군으로 이용한 Tri. viride유래의 cellulase의

활성 이상의 고구마 섬유소분해활성을 나타냈다(Fig. 2). 이들 2

개의 효소는 모두 회사는 다르지만 Trichoderma. reesei 유래의

cellulase라는 공통점을 나타냈다(Table 1).

Table 1. Origin a microorganism of commercial cellulase preparation

company symbol origin company symbol origin

A
A Tricho. reesei

E

N Tricho. reesei

B Asp, aculeatus O Tricho. reesei

B
C Asp. niger P Asp. niger

D Tricho. viride Q Asp. niger

C

E Asp. niger R Asp. niger

F Asp. niger S Asp. niger

G Tricho. viride T Rhizopus royzae

H Tricho. viride U Asp. japonocus

I Trich. reesei V Asp. niger

D J Tricho. viride W Asp. niger

E

K Tricho. reesei
F

X Tricho. reesei

L Asp. niger Y Tricho. reesei

M Asp. niger G Z Tricho. reesei

2. 고구마소주 제조시험

섬유소 분해활성과 2차 술덧의 담금 시에 A와 X cellulase를

고구마 시료 중량의 0.1%에 해당하는 양을 첨가하여 고구마 술

덧을 발효시켰다. 발효종료후의 술덧의 조성은 Table 2에 나타냈

다. 잔존 총 당량 및 환원당량의 수치, 산도 및 휘발산도로부터

잡균이 오염되지 않고 발효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 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cellulase를 처리한 발효 술덧과 대조군의 술

덧의 알코올농도는 15% 전후로 거의 비슷한 농도를 나타냈다

(Table 2).

발효 종료 후의 술덧의 섬유소의 분해가 이루어 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점도를 측정하였다. 효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

군의 고구마술덧의 점도는 3 Pa∙s였지만, 효소를 처리한 고구마

소주의 술덧의 점도는 A 효소로 처리한 경우에는 0.90 Pa∙s 그

리고 X효소로 처리한 경우에는 0.95 Pa∙s로 대조군에 비하여 약

3배 이하로 점도가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3).

선별된 cellulase로 고구마 소주 술덧의 처리가 소주의 메탄

올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증류하여 가

스크로마트그래피를 이용하여 소주에 포함되어 있는 메탄올 농

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구마소주의

메탄올 농도가 147 mg/L인데 비하여 효소를 첨가하지 않은 대

조군이 166 mg/L, A와 X효소 첨가한 소주에서는 각 각 163

mg/L, 166 mg/L로 나타나, 시판되고 있는 소주보다는 약간 메

탄올 농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효소의 첨가 유무에 관계없이 메

탄올 농도가 0.16%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3).

Fig. 1. Concentration of methanol produced by treatment of sweet

potato fibrous with pectinase (+ control), A and X enzyme,

respectively. (-)control is not treated with any enzymes.

Fig. 2. Concentration of glucose produced by treatment of sweet

potato fibrous with cellulase (+ control), A and X enzyme,

respectivesy. (-)control is not treated with any enzy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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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fermented sweet potato mash

Sample1) Acidity
Volatile
acidity

Ethanol (%)
Sugar (%)

Total Reduced

Control 4.6 1.8 15.1 1.95 0.29

A 4.15 1.6 15.0 1.88 0.35

X 4.1 1.5 14.7 1.73 0.26

1) Control : no add enzyme into the sweet potato mash. A : add A enzyme into the
sweet potato mash. X : add X enzyme into the sweet potato mash

Table 3. Viscosity of fermented sweet potato mash

Control A X

Viscosity (Pa·s) 3.0 0.9 0.95

Fig. 3. Concentration of methanol of distilled sweet potato soju

made by treatment of sweet potato mash with A and X enzyme,

respectively. Control is not treated with any enzymes. Soju is commercially
distilled sweet potato soju.

고 찰

주류 속의 메탄올은 당밀이나 당을 원료로 하여 제조할 경

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곡류의 경우에는 극소량이 존재

할 수 있다. 그러나 pectin으로 알려진 식물섬유를 포함하고 있

는 과일의 경우에는 그 함량에 차이가 있다. pectin은

D-galacturonic acid 잔기가 α-1,4결합을 하고 있는데,

polygalacturonic acid의 carboxyl기가 methyl ester화되어 있고,

일부는 acetyl화되어 있다. 미숙한 과일 속에는 propectin의 형

태로 존재하고, 조직에 견고성을 부여하고, 성숙하게 되면

polygalacturonase, pectin esterase와 같은 효소에 의해서 부분

적인 가수분해를 받아서 pectinic acid가 된다. 메탄올은 원료 속

의 펙틴의 분해과정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고구마

소주에는 소량, 과실의 경우에는 다소 다량으로 존재하는 것으

로 알려져있다. 식품의 메탄올 허용치는 0.05 mg/ml이고, 1

mg/ml이상이면 유해식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판되고

있는 알코올 음료인 위스키에는 0~0.1 mg/ml미만, 블랜디는

0.5 mg/ml 전후, 고구마소주 0.3 mg/ml 전후, 포도주 0.1~0.3

mg/ml, 리큐르 0.3~1.0 mg/ml정도로 유해할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없다
7)

.

고구마소주는 고구마를 발효하여 증류과정을 거쳐서 생산되

는데, 일반적인 쌀이나 보리소주의 경우에는 섬유질이 낮기 때문

에 증류를 상압이나 감압증류법 모두를 사용하여 제조 할 수 있

다. 그러나 고구마 소주의 경우에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점도

가 높아 감압증류가 불가능하여 대부분이 상압증류법으로 제조

하고 있다. 점도를 낮추기 위해서 담금수를 증가시키거나, 발효

된 술덧에 물을 희석하게 되면 증류의 효율이 떨어지고, 증류폐

액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Takamine 등은 섬유소분해

효소를 처리하여 점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감압증류를 하여 부드

럽고 향미가 다른 소주의 제조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3). 그러

나 고구마에는 0.78%의 pectin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판되고

있는 섬유소분해효소에는 esterase활성을 나타내는 것도 존재하

기 때문에 그 효소의 작용에 의하여 pectin의 methyl ester가 분

해되어 메탄올이 생성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시판되고 있는

섬유소 분해효소에서 esterase활성이 없고 섬유소분해활성만을

나타내는 효소를 선별해 낸다면 메탄올 함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부드럽고 경쾌한 고구마소주의 제조가 가능할 것이다. 총 7사 26

종류의 섬유소 분해효소를 대상으로 citrus 유래 펙틴을 기질로

이용하여 메탄올 을 전혀 생성하지 않는 2종류의 효소를 선택하

였다. 이 두 종류의 효소는 회사는 다르지만, 모두 Trichoderma.

reesei 유래의 cellulase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 2종류의 효소를 대상으로 고구마로부터 제조한 섬유소를

기질로 이용하여 메탄올 생성과 섬유소 분해활성을 확인 한 결

과, 이 두 효소는 메탄올을 생성시키지 않고 섬유소분해활성을

나타냈다(Fig. 1, 2). 따라서 이 두 효소를 이용하면 감압증류를

위하여 고구마소주 술덧의 점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구마소주 술덧을

발효하는 시험을 실시하였다. 2차 담금에서 효소 A와 X를 고구

마 중량의 0.1%를 첨가하여 발효시켜 분석한 결과, 점도는 효소

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하여 3배 이하로 저하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Table 3). 이것은 보리소주의 술덧의 점도가 0.25

Pa∙s에는 4배 정도 점도가 높았지만
1)

, Takamine등은 섬유소 분

해효소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보리소주의 근접한 정도까지 점

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고한 바 있고3), 이 두 종류의

cellulase는 메탄올을 거의 생성시키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에는 효소의 첨가량을 충분히 늘려서 점도를 더 낮출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증류하여 얻어진 소주의 메탄올 농도는 시중

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구마 소주의 경우에 약 0.15%인데 비하여

효소를 처리하여 증류한 소주의 메탄올 농도는 0.16%로 시판되

고 있는 소주보다는 약간 메탄올 농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효소

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도 메탄올 농도인 0.16%정도와 동일하

게 나타나 두 종류의 효소처리에 의해서는 제조한 소주의 메탄

올 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따라서

A사의 A cellulase와 F사의 X cellulase는 감압증류에 의한 부드

러운 주질의 고구마소주의 제조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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