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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fungi were isolated from Korean traditional Nuruk and identified as ten types of fungal strains such
as L. corymbifera, L. ramose, S. racemosum, R. oryzae, R.
pusillus, M. racemosus, M. circinelloide, A. luchuensis, A. flavus, and A. fumigatus. Among them, four strains (A.fumigatus, A. luchuensis, A. flavus, and R. oryzae) exhibited
relatively high glucoamylase activities. When the optimum
reaction temperatures were verified for glucoamylase activity, A. fumigatus, A. luchuensis, and A. flavus showed the
highest glucoamylase activity at 60°C, and R. oryzae showed
the highest glucoamylase activity at 50°C. When simultaneous saccharification and fermentations were performed with
yeast, R. oryzae showed the fastest starch degradation rate
(1.17 ± 0.10 g/L·h) and the highest ethanol production (17.17
± 1.46 g/L) for 7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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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우리나라의 전통 누룩은 각 지방에 따라 다양한 누룩이 있으
며 제조자에 따라 여러 형태의 누룩들이 제조되고 있다. 전
통 누룩들은 지역마다 밀, 보리, 옥수수, 귀리, 백미, 녹두, 찹
쌀, 멥쌀 등을 이용해 다양한 곡물로 만들고 [1], 사용하는 재
료에 따라 밀누룩, 쌀누룩 등으로 불리며 제조자에 따라 다
른 누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별화되어 다양한 술이 존재
한다. 또한 누룩을 만들 때에는 고온 다습한 여름철 자연계
에 존재하는 곰팡이, 효모, 젖산균 등 미생물의 자연 접종에
의한 자연 발효법으로 제조가 되고 있다 [2]. 그 중 곰팡이가
glucoamylase와 같은 효소를 통해 곡물을 당화시키며 glucose
를 생성하고, 동시에 효모가 glucose를 이용해 에탄올로 전환
하는 발효가 진행된다. 이를 동시당화발효 (SSF, simultaneous
saccharification and fermentation)라고 하며 이렇게 누룩이 술
을 만들 때 발효제 역할을 한다 [3]. 대표적으로 Aspergillus
속과 Rhizopus 속 곰팡이가 곡물을 당화시키는 주된 역할을
하며, 효모인 Saccharomyces cerevisiae가 발효를 한다고 알
려져 있다 [4,5].
누룩에는 많은 종류의 사상균, 효모, 세균이 증식하여 누룩
에 mycotoxin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곡물에서 자라
는 aspergillus 속 곰팡이에서 aflatoxin이라는 독성이 강한 발
암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 [2,6,7]. 누룩은 이렇게 병원성 세균
에 오염될 수도 있으며, 농가에서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누룩
은 비위생적이고 glucoamylase 활성이 부족한 역가가 낮은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실정이며 품질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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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당화력과 발효력이 일정하지 않은 누룩이 이미 시중에 유
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8].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전통 누룩 제조의 품질 표준화 및 위생적이고 당화력과
발효력이 높은 누룩의 제조 연구를 진행하여 전통 누룩 제조
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3,4,7].
본 논문에서는 누룩에서 생육하는 곰팡이 균주를 분리·선
별하고 동정한 후, 각각의glucoamylase 활성을 측정하였다.
glucoamylase 활성이 우수한 곰팡이 균주를 선별하여 전분을
기질로 효모와 동시당화발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
였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누룩으로부터 곰팡이 선별
누룩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게 13종을 수집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누룩에 있는 곰팡이를 선별하기 위해 누룩 2 g을
20 mL의 멸균수에 충분히 현탁하였다. 누룩에는 많은 미생
물이 있기 때문에 단일 곰팡이를 얻어내기 위해 현탁액을 희
석하여 PDB ampicillin 한천배지 (potato starch 4 g/L, dextrose
20 g/L, ampicillin 0.01 g/L, agar 20 g/L)에 도말하였고, 모든
배양은 28oC에 진행되었다. 도말된 배지는 곰팡이의 성장 속
도에 따라 1~3일 동안 배양하였고 단일 곰팡이만을 ampicillin이
포함된 PDB_amp 한천배지에 1차 계대하였다. 곰팡이가 한
천배지에 충분히 자라면 PDB 한천배지에 2차 계대를 진행
하여 누룩곰팡이를 선별하였다. 분리된 균주들은 실험에 사
용되기 전까지 30% glycerol stock 형태로 −70oC에 보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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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효소 추출액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전분을 녹인 pH 5.0의
12.5 mM sodium acetate buffer 800 µL에 200 µL의 효소추출
액을 넣어 55oC에서 반응시켜 glucoamylase 활성을 확인하였
다. 활성이 우수한 곰팡이를 선별하여 반응온도를 달리하며
1시간 동안 반응을 진행하여 최적반응 온도를 선정하였다.
2.4. 전분을 기질로 한 동시당화발효
Glucoamylase 활성이 우수한 곰팡이를 선별하여 고온 내성
효모인 Kluyveromyces marxianus ATCC 36907과 동시당화발
효를 진행하였다. 동시당화발효 실험은 250 mL flask에 YPS80
(yeast extract 10 g/L, peptone 20 g/L, starch 80 g/L) 배지
50 mL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K. marxianus ATCC 36907의
접종 농도는 OD600에서 1.0으로 맞췄으며, 곰팡이는 지름
1 cm의 원으로 5조각 접종하였다. 배양은 30oC 100 rpm 조건,
또는 40oC 100 rpm 조건에서 72 h동안 진행하였다.
2.5. 분석방법
효모의 성장은 600 nm 파장에서OD값을 UV-visible spectrophotometer (Biomate 5, Thermo, 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사물질의 분석은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12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에
Rezex ROA-Organic Acid H+(8%) column (Phenomenex Inc.,
Torrance, CA)을 부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RI (refractive
index) detecto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용매는 0.005 N
H2SO4를 사용하여50oC 그리고 0.6 mL/min의 조건으로 분석
을 진행하였다.

3. RESULTS AND DISCUSSION
2.2. 선별된 미생물의 genomic DNA 추출 및 균주 동정
선별된 곰팡이는 i-genomic BYF DNA Extraction Mini Kit (
한국, iNtRON Biotechnology)를 이용해 genomic DNA를 추
출하여 internal transcribed spacer (ITS) region을 Premix Taq™
(일본, Takara)과 ITS1, ITS4 primer를 이용하여 증폭하였다.
증폭된 DNA는 TOPcloner™ TA core Kit (한국, enzynomics)
를 이용하여 E. coli TOP10 균주에 삽입한 후, DNA-spin™
Plasmid DNA Purification Kit (한국, iNtRON Biotechnology)
를 이용해 T-vector를 정제하였다. 정제된 T-vector에 삽입된
DNA의 염기서열은 new generation sequencing (NGS) 분석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한국, Macrogen) 분석된 DNA
의 염기서열은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의 Megabla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3. Glucoamylase 활성 측정
동정된 곰팡이의 glucoamylase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YPS20
(yeast extract 10 g/L, peptone 20 g/L, starch 20 g/L) 배지
50 mL에 각 곰팡이를 지름 1 cm의 원으로 5조각 접종하여
전분이 전부 소비될 때까지 30oC, 100 rpm조건으로 배양한
후, 배양액을 1,600 x g로 15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등액만

3.1. 각종 누룩으로부터 곰팡이 선별 및 동정결과
누룩을 멸균수로 충분히 현탁 한 후에 곰팡이만을 선별할 수
있을 농도까지 희석하여 PDA_amp 배지에 도말하고 28oC에
배양하였다. 이후 단일종 곰팡이만 얻기 위해 균사로 보이는
부분을 조각내 PDA_amp 배지에 계대하고 한 번 더 PDA에
계대하여 곰팡이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곰팡이들은 genomic
DNA를 추출한 한 후에 internal transcribed spacer (ITS)
region을 증폭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한 후 NCBI의 Megablast
를 이용해 균주의 동정을 진행하였다. 동정 결과로는 13종의
누룩으로부터 총31종의 곰팡이를 분리하였고 이들의 동정
결과 총 10종의 곰팡이 (Lichtheimia corymbifera, Lichtheimia
ramose, Syncephalastrum racemosum, Rhizopus oryzae, Rhizomucor
pusillus, Mucor racemosus, Mucor circinelloide, Aspergillus
luchuensis, Aspergillus flavus, Aspergillus fumigatus)가 확인
되었다.
Lichtheimia속 곰팡이는 주로 누룩이나 메주에서 솜사탕처
럼 자라며 전국적으로 높은 빈도로 분포하고, 전분 분해효소
의 생성량이 낮고 당화능이 저조하여 누룩 당화에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6,9]. S. racemosum은 전분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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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으로 사용해 배양하면 β-amylase를 합성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60oC, pH 5.0에서 가장 높은 β-amylase 활성을 가진다
[10]. Rhizopus oryzae는 대표적인 누룩곰팡이의 일종이며 전
분 분해능이 탁월하여 누룩의 당화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5]. Aspergillus속 곰팡이인 A. luchuensis,
A. flavus, 그리고 A. fumigatus 또한 대표적인 누룩곰팡이들
이며 특히 A. luchuensis는 산 생성능력이 우수하여 발효 초
기에 오염균의 번식을 조절하기 유용하며[11], A. flavus는 강
력한 발암성 독소인 아플라톡신 (aflatoxin)을 생합성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12,13]. A. flavus의 aflatoxin 생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aflatoxin 생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nor1,
ver1, omtA, aflR 등의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여 PCR을 통해
확인한다 [6,14]. A. fumigatus는 2~3 µm 크기의 작은 포자를
만들어 폐까지 포자가 도달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에게 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 [13,15]. A. luchuensis는 백국균
또는 흑국균으로 불리고 우리나라에서 막걸리 제조시 사용
되어왔다. 또한 인체에 좋지 않은 독소도 생성하지 않고, 전
분 분해력이 좋은 곰팡이로 알려져 있다 [11].
3.2. 선별된 곰팡이의 glucoamylase 활성 확인
동정된 31종의 곰팡이들의 glucoamylase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YPS20 배지에서 배양한 후 상등액을 효소 추출액으로
이용하고 전분을 기질로 하여 55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하
여 분석하였다. 반응 결과, L. corymbifera, L. ramose, S.
racemosum, R. pusillus, M. racemosus, M. circinelloide는 매
우 낮은 glucoamylase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A. fumigatus, A.
luchuensis, A. flavus, R. oryzae는 예상대로 우수한 glucoamylase
활성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특히 R. oryzae
균주는 9.70 ± 0.02 g/L의 glucose를 생성하여 가장 우수한
glucoamylase 활성을 나타내었다.
우수한 glucoamylase 활성을 나타내는 4종의 곰팡이들 중
각각 종류별 1종씩 선별하여 반응 온도를 30~70oC로 달리하
며 glucoamylase 활성을 위한 최적 반응 온도를 확인하기 위
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Aspergillus 속의 A. fumigatus, A.
luchuensis, A. flavus는 반응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glucoamylase

활성이 증가하여 60oC의 반응온도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나
타내었다 (Fig. 2 (A), (B), (C)). 이중 A. flavus가 가장 우수한
glucoamylase 활성을 나타내어 최적 반응온도인 60oC에서
3.76 ± 0.16 g/L의 glucose 생성량을 나타내었다. R. oryzae의
경우엔 50oC의 반응온도에서 가장 우수한 glucoamylase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60oC 이상의 반응온도에서는 glucoamylase 활
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 (D)). 최적 반
응온도인 50oC에서 8.57 ± 0.07 g/L의 glucose 생성량을 나타
내어 Aspergillus 속 곰팡이의 결과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된
glucoamylase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미 보고된 R. oryzae
WCS-1과 유사한 당화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4]. 배양온도
30oC, pH 5.5에서 96시간 배양하여 glucoamylase 활성을 측

Fig. 2. Optimum temperatures for glucoamylase activity from
four fungal strains. A. fumigatus (A), A. luchuensis (B), A. flavus
(C) and R. oryzae (D)

Fig. 1. Comparisons of the starch degradation activity of thirty one fungal strains isolated from Nuruk. L. ramose (1~6), L. corymbifera
(7~14), R. pusillus (15~16), M. racemosus (17), S. racemosum (18~21), M. circinelloide (22), A. fumigatus (23), A. flavus (24~26), A.
luchuensis (27~29), R. oryzae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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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imultaneous saccharification and fermentation at 30℃ by four fungal strains and K. marxianus ATCC 36907 in YP medium
containing 80 g/L starch as a sole carbon source. A. fumigatus (A), A. luchuensis (B), A. flavus (C) and R. oryzae (D) Symbols: starch (●),
ethanol (○), maltose (■) and glucose (□)

정하였을 경우 A. flavus는 18.6 U/mL, A. fumigatus는 25.7 U/mL
의 glucoamylase 활성이 보고 되었다 [16].
3.3. 곰팡이와 효모의 동시당화발효를 통한 전분으로부터
에탄올 생산
선별된 4종의 곰팡이와 고온 내성 효모인 K. marxianus ATCC
36907를 이용하여 전분을 기질로 하는 YPS80 배지에서 동
시당화발효를 진행하였다. 배양온도 30oC 그리고 100 rpm의
교반조건에서 동시당화발효를 수행한 결과 A. fumigatus를
이용한 경우 전분의 소비와 에탄올의 생성이 매우 저조하여
72시간 동안 전분을 약 30.32 ± 0.51 g/L만 소모하였으며 3.38
± 0.04 g/L의 에탄올을 생성하였다 (Fig. 3 (A)). A. fumigatus
는 전분 분해활성이 너무 낮아 생성되는 glucose의 대부분이
세포의 성장에 이용되고 이로 인해 에탄올 생성은 매우 저조
한 것으로 판단된다. A. luchuensis를 이용한 경우엔 전분의
소비는 다소 증진되었으나 에탄올의 생성은 오히려 더 낮아
져 72시간 동안 전분을 약 49.07 ± 5.59 g/L만 소모하였으며
에탄올 생성량은 약 0.19 ± 0.26 g/L이었다 (Fig. 3 (B)). A.
luchuensis를 이용한 경우엔 배양 24시간 이후에 maltose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전분을 이당류인 maltose까지
분해하는 α-amylase 또는 β-amylase의 활성이 우수하여 약
12.36 ± 3.63 g/L maltose가 생성되었으며 이는 K. marxianus
ATCC 36907가 이용하지 못하여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 flavus를 이용한 경우엔 대부분의 전분을 소모하였으며 약
12.59 ± 1.56 g/L의 에탄올이 생성되었다 (Fig. 3 (C)). 흥미로
운 것은 배양 24시간부터 maltose의 농도가 16.42 ± 0.39 g/L
까지 증가하다가 배양 48시간부터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
때부터 에탄올이 생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A. flavus는
배양 초기에는 α-amylase 또는 β-amylase의 활성이 우수하였
으나 배양36시간부터 glucoamylase의 활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Aspergillus 속의 곰팡이에 비해 R. oryzae를 이용
한 경우엔 전분의 분해 속도가 가장 빨랐으며 에탄올의 생성
도 가장 빠른 배양 24시간부터 시작되었다 (Fig. 3 (D)). 또한
maltose의 생성과 동시에 에탄올이 생성되는 것을 보아
glucoamylase의 활성이 다른 균주에 비해 더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온도 별 glucoamylase 활성을 측정한 결과를 통해 온도가
상승할수록 glucoamylase 활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
으므로 고온내성의 특징을 갖는 K. marxianus ATCC 36907
을 이용하여 배양온도를 40oC로 증가시켜 동시당화발효를 수
행하였다. 하지만 A. luchuensis, A. flavus 그리고 R. oryzae의 경
우 전분의 분해속도가 30oC의 경우에 비해 오히려 느려졌으며
(Fig. 4 (B), (C), (D)) 이는 이들 곰팡이들이 고온에서 성장이 원
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에 반해 A. fumigatus는
다른 세 곰팡이에 비해 전분 소비속도가 다소 빨라졌으며 그
에 따라 에탄올의 생성 또한 빨라졌는데 이는 A. fumigatu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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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imultaneous saccharification and fermentation at 40℃ by four fungal strains and K. marxianus ATCC 36907 in YP medium
containing 80 g/L starch as a sole carbon source. A. fumigatus (A), A. luchuensis (B), A. flavus (C) and R. oryzae (D) Symbols: starch (●),
ethanol (○), maltose (■) and glucose (□).

40oC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판단된다 (Fig. 4 (A)).

Acknowledgements

4. CONCLUSION

본 연구는 2020년도 강원대학교 누룩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
되었음.

전국에서 수집한 13가지의 누룩으로부터 31종의 곰팡이를 분
리하고 동정하여 전분 분해 활성을 확인하고 효모와 동시당화
발효를 수행하였다. 동정 결과 10종의 곰팡이 (L. corymbifera,
L. ramose, S. racemosum, R. oryzae, R. pusillus, M. racemosus,
M. circinelloide, A. luchuensis, A. flavus, A. fumigatus)가 확인
되었다. 동정된 곰팡이들의 glucoamylase 활성을 측정한 결
과 4종의 곰팡이 (A. fumigatus, A. luchuensis, A. flavus, R.
oryzae)에서 우수한 glucoamylase 활성을 확인하였으며, 이
들의 최적 glucoamylase 활성 온도를 측정한 결과 3종의
Aspergillus 속은 60oC의 반응온도에서 가장 높은 glucoamylase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R. oryzae의 경우엔 50oC의 반응온도
에서 가장 우수한 glucoamylase 활성을 나타내었다. 효모와
함께 동시당화발효를 수행한 결과 Aspergillus 속의 곰팡이에
비해 R. oryzae가 전분의 분해 속도가 가장 빨랐으며 배양 72
시간에 17.17 ± 1.46 g/L의 에탄올을 생성하여 가장 우수한
동시당화발효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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