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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firmed depletion efficiency of nitrite when incubate lactic acid bacteria was isolated from 
commercial Chinese cabbage pickles (Baechu kimchi), pickled ponytail radishes (Chongkak kimchi), radish cube 
kimchi (Kaktugi) and pickled Wakegi (Pa kimchi) at temperatures of 15oC and 25oC. At 15oC, lactic acid bacteria 
isolated from commercial kimchi depleted nitrite actively except Leuconostoc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and Leuconostoc paramesenteroides. In particular, Leuconostoc mesenteroides  subsp. dextrinicum  and 
Leuconostoc lactis depleted nitrite by very actively without period adaptation in nitrite. Lactobacillus sake, 
Lactobacillus plantarum, Lactobacillus casei subsp. pseudoplantarum, and Lactobacillus coryniformis subsp. 
torquens depleted nitrite very actively after 1 day. L.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depleted nitrite 
relatively actively after 2 days pass. In contrast, L. paramesenteroides displayed very low nitrite depletion ratio 
compared to other species. At 25oC, all lactic acid bacteria isolated from commercial kimchi did not need adapting 
period in nitrite, and depleted nitrite very actively except L. paramesenteroides. Also, all lactic acid bacteria 
except L.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and L. paramesenteroides nitrite of more than 90% after 1 day, 
and L.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depleted nitrite of more than 90% after 2 days. However, because 
L. paramesenteroides was not active even at 25

o
C, nitrite depletion efficiency was very low compared to other 

species. On the other hand, the same species of Lactobacilli and Leuconostocs  except L.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and L. paramesenteroides of other kimchi origin at 15oC as well as 25oC by vitality depleted nitrite 
very actively withou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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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젖산균은 청콜 스테롤의 감소(1), 유해균에 한 항균

성(2,3), 세균 세포벽 성분의 항종양 활성(4), 항돌연변이 효

과(5,6), 항암 특성(7,8), 항산화효과(9) 등이 알려져 있다. 장

내 세균의 효소  발암 구물질로부터 발암물질로의 환

을 진시키는 β-glucuronidase, nitroreductase, azor-

eductase 등에 Lactobacillus acidophilus를 경구 으로 섭

취하면 이들 효소의 활성이 하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10,11), 발효유에서 분리한 Leuconostoc속  Streptococcus

속 젖산균들이 돌연변이물질인 N-nitrosodiethylamine 

(NDEA)에 하여 강한 항돌연변이 활성을 가지고 있다

(12). 이처럼 유제품 분리 젖산균에 의하여 유해물질들의 활

성억제에 의한 항암  항돌연변이 활성 등이 보고되었으며, 

한 곡물을 발효시킨 Dadih와 Idly에서 분리한 젖산균에 

의한 항암  항돌연변이 활성 등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3,14).

질산염과 아질산염은 식품 자체에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15), 육제품이나 수산가공식품 등의 발색제로 첨가되어 육제

품의 발색  육색의 안정화에 기여하고(16), 풍미 향상(17), 

산패취 발생 감소(18), 지방의 산패 방지(19), Clostridium 

botulinum에 한 정균 작용을 하며(20,21), 육의 보수성과 

결착성을 개선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22). 이들 질산염은 

소화기  내에서나 식품의 장 에 질산환원효소나 질산염 

환원세균에 의하여 아질산염으로 환원되며, 아질산염은 2  

 3  amine류와 반응하여 nitrosamine을 생성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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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es distribution of lactic acid bacteria isolated randomly from commercial kimchi (31)

Identified as Origin Isolate No.

Leuconostoc lactis Bauchu kimchi, Kaktugi B04, K01, K09

Leuconostoc mesenteroides subsp. dextrinicum Kaktugi K03, K04, K10

Leuconostoc paramesenteroides Chongkak kimchi C01, C03, C05

Leuconostoc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Chongkak kimchi C02, C04

Lactobacillus plantarum
Bauchu kimchi, Kaktugi
Chongkak kimchi,
Pa kimchi

B01, B02, B06, B07, 
B09～B12, P01, P02, 
P04～P23, K11, K13, K15

Lactobacillus casei subsp. pseudoplantarum
Bauchu kimchi,
Chongkak kimchi

B03, B05, K02, K07,
K08, K12

Lactobacillus sake Bauchu kimchi, Kaktugi B08, P03

Lactobacillus coryniformis subsp. torquens Kaktugi K05, K11, K13, K14

알려져 있으며(23,24), 일정 농도 이상 섭취하게 되면 액 

의 헤모 로빈을 산화시켜 청색증(methemoglobinemia), 

빈 성 산소증 등의 각종 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식품에서 아질산염의 소거는 주로 육가공품에 첨가했던 

아질산염의 소거에 심이 집 되고 있는데, 이는 pH, 온도 

 장시간과 련하여 아질산염의 농도가 감소하고, 일부

의 아질산염이 세균의 작용에 의하여 소거되기도 하지만 확

실하게 밝 진 바는 없다(26). 그러나 Dodds와 Collins- 

Thompson(27)은 젖산균은 육류에서 아질산염의 소거에 많

은 기여를 한다고 하 는데, 젖산균에 의해 생성되는 젖산에 

의하여 아질산염의 화학  소거가 증가한 것이라고 하 고, 

많은 유산균들이 아질산염을 소거할 수 있는 효소 nitrite 

reductase를 소유한다고 하 다.

그러나 젖산균이 갖는 발암억제 효과  젖산균의 기능성

에 해서는 우유발효 식품을 상으로 한 것이 부분이며, 

김치에서 분리된 젖산균의 기능성에 한 연구는 일부의 연

구자들에 국한되어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김치에

서 분리된 젖산균에 의한 연구가 수행되면서 김치 젖산균에 

의하여 발암성 nitrosamine의 구물질인 아질산염의 소거

(2,28), 항돌연변이(29), 항암(30) 등 생리활성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통발효식품인 시

김치에서 분리한 젖산균을 15
oC와 25oC에서 배양하면서 아

질산염이 소거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김치의 발효에 여하

는 젖산균들의 기능성을 밝히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젖산균

제주시내의 재래시장에서 시 되는 배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김치에서 분리, 동정된 Leuconostoc lactis, 

Leuconostoc mesenteroides subsp. dextrinicum, 

Leuconostoc paramesenteroides, Leuconostoc mesenter-

oides subsp. mesenteroides, Lactobacillus plantarum, 

Lactobacillus casei subsp. pseudoplantarum, Lactobacillus 

sake, Lactobacillus coryniformis subsp. torquens 등 8종의 

젖산균으로 그 기원과 동정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31). 이들 분리된 젖산균은 Lactobacilli MRS agar slant에 

종하여 37
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4oC에 보 하면서 사

용하 다.

젖산균에 의한 아질산염의 소거

젖산균에 의하여 아질산염이 소거되는 정도는 Dodds와 

Collins-Thompson(27)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 아질산염 소거에 사용된 배지는 Lactobacilli MRS 액

체배지 으며, 아질산염은 최종 농도가 100 μg/mL가 되도

록 첨가하 고, 여기에 18시간 배양한 배양액을 100 μg 종

하여 15
oC와 25oC에서 0∼7일 동안 배양하면서 540 nm에서 

흡 도로부터 아질산염이 소거되는 정도를 측정하 다. 양

성 조구는 배지에 아질산염의 최종농도가 100 μg/mL가 

되도록 MRS 배지에 첨가하 으며, 음성 조구는 멸균 증

류수만을 첨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흡 도를 측정하 다. 

모든 실험용 용기는 121
oC에서 30분 동안 멸균하 으며, 

Lactobacilli MRS 배지는 멸균 직 에 pH 6.5±0.1로 조정

하 다.

아질산염의 정량

아질산염은 Ito 등(32)의 방법에 따라 Fig. 1과 같이 배양기

간 동안 1일 간격으로 배양액 100 μL씩 취하여 비색정량 하

다. 이때 아질산염은 MRS broth에 하여 최종농도가 100 

μg/mL 되도록 첨가하 다. 실험에 사용된 color develop-

ment solution의 조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color devel-

opment solution Ⅰ은 냉수 800 mL에 0.2 g의 sulfanilamine 

(NH2C6SO2NH2)을 넣고 수욕조에서 가열하면서 용해, 여과

시킨 후 증류수를 가하여 1,000 mL로 하 다. Color develop-

ment solution Ⅱ는 증류수에 0.1 g의 N-1-naphthylethylene 

diamine dihydrochloride(C10H7NHCH2CH2NH2·2HCl)를 용

해시키고 증류수를 가하여 100 mL로 하 다. Color d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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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pletion of sodium nitrite by lactic acid bacteria isolated from Baechu kimchi  during incubation at 15 (A) and 25oC 
(B). Final concentration of nitrite per broth: 100 μg/mL.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c) within same incubation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range test. Values are means of 3 triplicates.

Sample or blank solution in 25 mL of volumetric flasks
(0∼20 mL of sodium nitrite standard solutions)

←1 mL: color development solution Ⅰ
←1 mL: color development solution Ⅱ
←1 mL: color development solution Ⅲ

Leave for 5 min at room temperature in the dark

Make up to 25 mL

Measure O.D at 538 nm

Fig. 1. Procedure for determination of nitrite.

opment solution Ⅲ는 445 mL의 염산을 증류수로 희석하여 

1,000 mL로 하 다.

통계처리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3회 반복 측정한 후 평균과 표 편

차를 나타내었으며, SPSS 11.1을 이용하여 실험군 간의 유

의차를 ANOVA로 검증한 후 p<0.05 수 에서 상호 비교하

다.

결과  고찰

배추김치

배추김치에서 분리한 Leuconostoc lactis, Lactobacillus 

plantarum, Lactobacillus casei subsp. pseudoplantarum  

Lactobacillus sake를 15  25oC에서 배양할 때 100 μg/mL

의 아질산염이 소거되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각각 Fig. 

2A와 B에 나타내었다.

15
oC에서(Fig. 2A), 배추김치에서 분리한 젖산균들은 배

양 기간에 따라 매우 활발하게 아질산염을 소거하 다. 즉, 

L. lactis는 아질산염에 응하는 기간을 필요로 함이 없이 

매우 활발하게 작용하여 3일 이후에 90% 이상 아질산염을 

소거하 다. 그러나 L. plantarum, L. casei subsp. pseudo-

plantarum  L. sake는 하루 정도 아질산염에 응하는 기

간을 거친 이후에 매우 활발하게 작용하여 4일 이후에 90% 

이상(L. sake는 5일 이후)의 아질산염을 소거하 다.

한편, 배추김치에서 분리된 젖산균들은 L. lactis를 제외하

고는 아질산염을 소거할 때 1일 정도의 유도기간을 필요로 

하 는데, 이는 이들 젖산균들이 15
oC에서 아질산염을 이용

하기 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단된다(28).

25
oC에서(Fig. 2B), 배추김치에서 분리한 젖산균은 15oC

와는 달리 아질산염에 응하는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

며, 한 모든 젖산균종이 1일에 통계 인 유의차 없이 90% 

후의 아질산염을 소거하여 15
oC에서 3일 배양했을 때 83.5

∼91.2%의 소거율을 나타낸 것에 비하여 매우 활성 으로 

아질산염을 소거하 다. 이는 유산균들은 15oC에서는 온도

에 응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25
oC에서는 이러한 응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으로 단된다(28).

총각김치

총각김치에서 분리한 Leuconostoc paramesenteroide, 

Leuconostoc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Lactobacillus plantarum를 15  25
oC에서 배양할 때 100 

μg/mL의 아질산염이 소거되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각각 

Fig. 3A와 B에 나타내었다.

15
oC에서(Fig. 3A), 총각김치에서 분리한 젖산균들은 균

종에 따라서 아질산염이 소거되는 능력이 서로 달라서 각 

분리된 균종 간에 통계 인 유의차를 보이면서 아질산염 소

거율이 증가하 으며, 한 분리된 모든 젖산균들이 1일 정

도 아질산염에 응하는 기간을 필요로 하 다. 즉, L. plan-

tarum은 3일에 93.2%의 소거율을 나타내어 총각김치 분리 

젖산균  가장 활발하게 아질산염을 소거하 으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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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pletion of sodium nitrite by lactic acid bacteria isolated from Chongkak kimchi  during incubation at 15 (A) and 
25
o
C (B). Final concentration of nitrite per broth: 100 μg/mL.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c) within same incubation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range test. Values are means of 3 triplicates.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는 6일에 93.5%의 소

거율로 L. plantarum보다 낮았으나 비교  활발하게 아질산

염을 소거하 다. 그러나 L. paramesenteroides는 아질산염

을 소거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7일이 경과한 후에도 54.2%로

서 총각김치 분리 젖산균  가장 낮은 소거율 변화를 보

다. 특히, L. paramesenteroides는 1일의 응기간을 거친 

후에도 아질산염이 소거되는 정도가 매우 낮았는데, 이는 

L. paramesenteroides는 아질산염을 분해하는 효소체계

(nitrite reductase)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효소활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아질산염 소거율 변화가 매우 낮은 것으로 

단된다(27).

25
oC에서(Fig. 3B), 총각김치에서 분리된 젖산균은 배추

김치 분리 젖산균과 마찬가지로 아질산염에 응하는 기간

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아질산염 소거율도 15oC보다 높았

다. 즉, L. plantarum은 2일에 98.8%, 그리고 L. mesenter-

oides subsp. mesenteroides는 2일에 92.7%로서 매우 높은 

아질산염 소거율을 보 는데, 특히 15
oC에서는 L. mesen-

teroides subsp. mesenteroides가 L. plantarum보다 낮은 

소거율 변화를 보 으나, 25oC에서는 2일 이후 L. plantarum

과 거의 비슷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반면, L. paramesenteroides는 4일에 80.5%로서 L. mesen-

teroides subsp. mesenteroides와 L. plantarum보다 상당히 

낮은 소거율 변화를 보 다. 이것으로 보아 L. paramesen-

teroides는 아질산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낮은 것으

로 단된다(27).

깍두기

깍두기에서 분리한 Leuconostoc mesenteroides subsp. 

dextrinicum, Leuconostoc lactis, Lactobacillus casei subsp. 

pseudoplantarum,  Lactobacillus coryniformis subsp.  tor-

quens  Lactobacillus plantarum을 15와 25oC에서 배양할 

때 100 μg/mL의 아질산염이 소거되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

는 각각 Fig. 4A와 B에 나타내었다.

15
oC에서(Fig. 4A), 깍두기에서 분리한 젖산균들은 매우 

활발하게 아질산염을 소거하 으며, 한 L. mesenteroides 

subsp. dextrinicum과 L. lactis는 아질산염에 응하는 기간

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나, L. casei subsp. pseudoplantarum, 

L. plantarum  L. coryniformis subsp. torquens는 1일 정

도 아질산염에 응하는 기간을 요하 다. L. mesenter-

oides subsp. dextrinicum과 L. lactis는 각각 2일에 80.8%와 

80.0%, 3일에 93.9%와 91.2%로서 매우 활발하게 아질산염

을 소거하 으나, L. casei subsp. pseudoplantarum, L. cor-

yniformis subsp. torquens   L. plantarum은 각각 3일에 

80.2%, 88.8%  90.4%, 4일에 91.9%, 96.4%  97.9%로서 

4일 이후 매우 활발하게 아질산염을 소거하 다. 그러나 L. 

casei subsp. pseudoplantarum은 배양 3일에 깍두기에서 분

리된 다른 젖산균들에 비하여 유의 인 차이를 보이면서 약

간 낮은 소거율을 보 다.

25oC에서(Fig. 4B), 깍두기에서 분리된 젖산균은 모두 아

질산염에 응하는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1일에 

89.8∼94.5%, 2일에 92.7∼99.1%, 3일 이후에 100%로서 매

우 높은 아질산염 소거율 변화를 보 다.

김치

김치에서 분리한 Lactobacillus sake와 Lactobacillus 

plantarum을 15와 25oC에서 배양할 때 100 μg/mL의 아질산

염이 소거되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각각 Fig. 5A와 B에 

나타내었다.

15
oC에서(Fig. 5A), 김치에서 분리한 젖산균들은 아질

산염을 활발하게 소거하 으나 1일 정도 아질산염에 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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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pletion of sodium nitrite by lactic acid bacteria isolated from Kaktugi during incubation at 15 (A) and 25
o
C (B). 

Final concentration of nitrite per broth: 100 μg/mL.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c) within same incubation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range test. Values are means of 3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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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pletion of sodium nitrite by lactic acid bacteria isolated from Pa kimchi during incubation at 15 (A) and 25
o
C (B). 

Final concentration of nitrite per broth: 100 μg/mL.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b) within same incubation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range test. Values are means of 3 triplicates.

는 기간을 필요로 하 다. L. sake와 L. plantarum은 1～2일

에 L. sake가 약간 높은 아질산염 소거율 분포를 보 으나, 

3일 이후 L. plantarum이 약간 높은 소거율 변화를 보 다. 

그러나 3일 이후에는 두 균종간의 유의 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25oC에서(Fig. 5B), 김치에서 분리한 젖산균들은 다른 

김치에서 분리한 젖산균종들과 마찬가지로 아질산염에 

응하는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1일에 각각 92.0과 

91.4%, 2일에 97.2와 95.8%  3일 이후에 모든 아질산염을 

소거시켰다.

Lactobacilli와 Leuconostocs에 의한 아질산염 소거능

의 비교

배추김치에서 분리한 L. plantarum, L. casei subsp. 

pseudoplantarum, L. sake, 총각김치에서 분리한 L. planta-

rum, 깍두기에서 분리한 L. casei subsp. pseudoplantarum,  

L. coryniformis subsp. torquens, L. plantarum  김치에

서 분리한 L. sake와 L. plantarum 등의 Lactobacilli(A, B, 

C, D  E)와 배추김치에서 분리한 L. lactis, 총각김치에서 

분리한 L. paramesenteroides, L.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깍두기에서 분리한 L. mesenteroides 

subsp. dextrinicum, L. lactis 등의 Leuconostocs(F)를 15oC

에서 배양할 때 100 μg/mL의 아질산염이 소거되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A, B, C, D  E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치에서 분리

한 Lactobacilli인 L. casei subsp. pseudoplantarum, L. 

plantarum(2일에 깍두기, 3일에 배추김치 기원의 L. planta-

rum은 외)  L. sake는 다른 김치 기원의 동일 균종일 

경우 통계 인 유의차 없이 아질산염이 소거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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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pletion of sodium nitrite by Lactobacilli (A, B, C, D, and E) and Leuconostocs (F) isolated from commercial kimchi 
during incubation at 15

o
C. A: L. casei subsp. pseudoplantarum, B: Lactobacillus plantarum, C: Lactobacillus sake, D: L. coryniformis  

subsp. torquens, E: All Lactobacilli isolated from several commercial kimchi, F: All Leuconostocs isolated from several commercial 
kimchi. Cho: Chongkak kimchi, Kak: Kaktugi, Ba: Baechu kimchi, Pa: Pa kimchi. Final concentration of nitrite per broth: 100 μg/mL.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e) within same incubation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range test. Values are means of 3 triplicates.

타나서 동일 균종의 경우 기원이 다르더라도 아질산염이 소

거되는 효과는 거의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단된다. 한편, 

다른 균종인 L. plantarum과 L. coryniformis subsp.  tor-

quens는 통계 인 유의차 없이 아질산염을 소거하 으나, 

앞의 두 균종과 L. sake 간에는 통계 인 유의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Fig. 6F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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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epletion of sodium nitrite by Lactobacilli (A) and Leuconostocs (B) isolated from several commercial kimchi during 
incubation at 25oC. A: Each Lactobacilli isolated from several commercial kimchi, B: Each Leuconostocs isolated from several commer-
cial kimchi. Final concentration of nitrite per broth: 100 μg/mL.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c) within same incubation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range test. Values are means of 3 triplicates.

분리한 Leuconostocs는 균종에 따라 아질산염의 소거율에 

커다란 통계 인 유의차를 나타내었다. 즉, 깍두기 기원의 

L. mesenteroides subsp. dextrinicum과 배추김치  깍두

기 기원의  L. lactis는 Lactobacilli와는 달리 통계 인 유의

차 없이 아질산염에 응하는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배양 기부터 아질산염을 매우 활성 으로 소거시켰으나, 

L.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는 1일 정도의 응

기간을 필요로 하면서 비교  활발하게 아질산염을 소거하

다. 그러나 L. paramesenteroides는 아질산염이 소거되는 

효소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지 못하여 다른 젖산균에 비하여 

낮은 소거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배추김치에서 분리한 L. plantarum, L. casei subsp. 

pseudoplantarum, L. sake, 총각김치에서 분리한 L. planta-

rum, 깍두기에서 분리한 L. casei subsp. pseudoplantarum, 

L. coryniformis subsp. torquens, L. plantarum  김치에

서 분리한 L. sake와 L. plantarum 등의 Lactobacilli, 그리고 

배추김치에서 분리한 L. lactis,  총각김치에서 분리한 L. 

paramesenteroides, L. mesenteroides subsp. mesenter-

oides  깍두기에서 분리한 L. mesenteroides subsp. dex-

trinicum,  L. lactis 등의 Leuconostocs를 25
oC에서 배양할 

때 아질산염이 소거되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각각 Fig. 

7A와 B에 나타내었다.

Fig. 7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 김치에서 분리한 

Lactobacilli는 25
oC에서 다른 기원의 동일 균종이거나 동일 

기원의 다른 균종에 계없이 통계 인 유의차 없이 아질산

염을 매우 활발하게 소거시켰다. 그러나 Fig. 7B에서 보는 

바와 같이 L. mesenteroides subsp. dextrinicum과 L. lactis

는 Leuconostos의 다른 균종에 비하여 통계 인 유의차를 

나타내면서 매우 활발하게 아질산염으로 소거시켰다. 그리

고 L.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는 2일 이후 앞

의 두 균종과 통계 인 유의차 없이 매우 활발하게 아질산염

을 소거시켰으나, L. paramesenteroides는 Leuconostocs의 

다른 균종에 비하여 소거율이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이 15
oC

보다 25oC에서 아질산염의 소거가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이유는 젖산균에 의한 아질산염의 소거가 온도에 의한 

향을 받기 때문이며(32), 한 25
oC가 유산균 성장의 정

온도인 30oC에 근 하기 때문에 아질산염을 소거할 수 있는 

효소가 매우 활발하게 작용하여 아질산염 소거율이 높아지

는 것으로 단된다(33).

시 김치로부터 분리한 Lactobacilli와 Leconostocs를 

15(A)  25
oC(B)에서 배양할 때 아질산염이 소거되는 정도

에 한 각 젖산균종의 평균값을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 김치에서 분리한 젖산균

들은 15
oC에서 L.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와 

L. paramesenteroides를 제외하고는 아질산염을 매우 활발

하게 소거시켰다. 특히 L. mesenteroides subsp. dex-

trinicum과 L. lactis는 기부터 아질산염에 응하는 기간

을 필요로 함이 없이 매우 활발하게 아질산염을 소거시켜 

아질산염의 소거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었다. 한 L. sake, 

L. plantarum, L. casei subsp. pseudoplantarum  L. cor-

yniformis subsp. torquens는 1일 이후에 매우 활발하게, 그

리고 L.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는 비교  활

발하게 아질산염이 소거되는 것으로 보아 하루 정도 아질산

염에 응하는 기간을 필요로 하는 아질산염 소거체계를 소

유한 것으로 단된다. 반면, L. paramesenteroides는 아질

산염이 소거되는 정도가 다른 균종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

로 보아 아질산염 소거체계가 거의 없거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한 L. plantarum은 3일 이후에, L. 

casei  subsp. pseudoplantarum과 L. coryniformis subsp.  

torquens는 4일 이후에, 그리고 L. sake는 5일 이후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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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ean depletion of sodium nitrite by lactic acid bacteria isolated from commercial kimchi during incubation at 15 (A) 
and 25oC (B). A: Means of each lactic acid bacteria isolated from several commercial kimchi at 15oC, B: Means of each lactic acid 
bacteria isolated from several commercial kimchi at 25

o
C. Final concentration of nitrite per broth: 100 μg/mL.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e) within same incubation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range test. Values 
are means of each species of lactic acid bacteria.

mesenteroides subsp. dextrinicum  L. lactis와 통계 인 

유의차 없이 아질산염을 소거시켰다. 한편, 김치에서 분리한 

Lactobacilli는 다른 기원의 동일 균종일 경우 통계 인 유의

차 없이 아질산염을 소거하 다. 한 다른 균종인 L. plan-

tarum과 L. coryniformis subsp. torquens는 통계 인 유의

차 없이 아질산염을 소거하 으나, 앞의 두 균종과 L. lactis 

간에는 통계 인 유의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Leuconostocs

는 균종에 따라 아질산염 소거율에 커다란 통계 인 유의차

를 나타내어 L. lactis  L. mesenteroides subsp. dex-

trinicum은 매우 활발하게 아질산염을 소거하 으며, L.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는 비교  활발하게 

아질산염을 소거하 으나, L. paramesenteroides는 아질산

염이 소거되는 효소체계가 발달되어 있지 못하여 낮은 소거

율 변화를 보 다. 한편, 다른 김치 기원의 동일 균종의 

Leuconostocs는 통계 인 유의차 없이 아질산염을 활발하

게 소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B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
oC에서는 L. mesenter-

oides subsp. mesenteroides와 L. paramesenteroides를 제

외한 모든 젖산균들이 기부터 매우 활성 으로 아질산염

을 소거하여 배양 1일부터 90% 이상의 아질산염을 소거시

켰으며, L.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는 2일부터 

다른 젖산균들과의 유의 인 차이 없이 아질산염을 매우 활

성 으로 소거시켰으나, L. paramesenteroides는 다른 젖산

균들에 비하여 활성이 낮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시 김치(배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김치)에서 분리된 젖산균은 15
oC에서는 균종에 따라 

아질산염을 소거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Leuconostocs인 L. mesenteroides subsp. dextrinicum과 L. 

lactis를 제외하고는 하루 는 그 이상 아질산염에 응하는 

기간(유도기간)을 필요로 하 다. 한 다른 기원의 같은 균

종일 경우에는 통계 인 유의차 없이 거의 같은 양상으로 

아질산염을 소거하 다. 반면 같은 기원의 젖산균일 경우 

Lactobacilli와 Leuconostocs에 따라서 약간 다른 양상으로 

아질산염을 소거하 으나, L. mesenteroides subsp. mes-

enteroides와 L. paramesenteroides를 제외하고는 3일 이후

부터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아질산염을 활성 으로 소거하

다.

25
oC에서는 모든 Lactobacilli와 L.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L. paramesenteroides를 제외한 

Leconostocs는 아질산염을 활발하게 소거시켜 1일에 90% 

후의 소거율을 나타내었다. L.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는 2일 이후 90% 이상의 아질산염을 소거시

켰으며, 아질산염에 응하는 기간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25
oC에서는 L. paramesenteroides를 제외한 모든 시

김치 분리 균종들은 아질산염 소거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

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15oC에서와 마찬가지로 L. par-

amesenteroides는 낮은 소거율을 보여 아질산염 소거체계

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Lactobacilli는 

다른 기원의 동일 균종이거나 동일 기원의 다른 균종에 계

없이 통계 인 유의차 없이 아질산염을 매우 활발하게 소거

시켰다. Leuconostocs도 다른 기원의 동일 균종에서 통계

인 유의차 없이 아질산염을 소거하 으나, 동일  다른 기

원의 다른 젖산균에서는 균종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의 아질

산염 소거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L. mesenteroides subsp. 

dextrinicum  L. lactis는 Leuconostocs의 다른 균종에 비

하여 통계 인 유의차를 나타내면서 매우 활발하게 아질산

염으로 소거시켰다. 이와 같이 15
oC보다 25oC에서 아질산염

의 소거가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젖산균에 

의한 아질산염의 소거가 온도에 의한 향을 받기 때문이며

(32), 한 25
oC가 유산균 성장의 정온도인 30oC에 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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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아질산염을 소거할 수 있는 효소가 매우 활발하게 

작용하여 아질산염 소거율이 높아진 것으로 단된다(33).

한편, Collins-Thompson과 Rodriguez-Lopez(33)는 bo-

logna 소시지로에서 분리된 젖산균에 하여 본 연구와 동

일한 농도의 아질산염을 첨가하여 5
oC와 15oC의 기조건에

서 6일 동안 배양한 후 아질산염의 소거정도를 측정한 결과, 

L. mesenteroieds, L. plantarum, L. viridescens는 아질산염

을 환원시키는 nitrite reductase 효소계를 소유하여 아질산

염을 활발하게 소거한 반면, nitrite reductase를 소유하지 

않은 L. brevis 등의 균은 조구와 유사한 수 을 나타내었

으며, 아질산염을 소거시키는 능력은 L. mesenteroieds, L. 

plantarum, L. viridescens, L. brevis의 순서라고 하 는데, 

이는 본 연구의 15
oC에서 배양 3일 이후의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하 다. 한 Nordin(26)은 pH가 0.86 단 만큼 감소됨

에 따라 아질산염이 두 배로 소거되며, 아질산염이 질소 등

의 gas성 물질로 환되는 속도는 산성 pH에서 증가된다고 

하 는데, 이는 젖산균이 성장하면서 젖산을 생성하므로 아

질산염 소거에 기여하 음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

서는 아질산염 소거에 따른 pH와의 계를 측정하지 않았지

만, Oh 등(28)의 연구 결과에서 고온(30
oC)에서 pH 감소와 

아질산염의 소거가 직선 인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pH 감소가 부분 으로 아질산염의 소거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김치에서 분리한 부분의 젖산균종들이 

25
oC는 물론 15oC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아질산염을 소거하

는 것으로 보아 가공육 제품이나 유제품 등에서 분리되는 

젖산균종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아질산염 소거효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아질산염을 환

원시키는 효소계에 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시  배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김치에

서 분리한 젖산균을 15
oC와 25oC의 온도에서 배양하 을 때 

아질산염의 소거 효능을 확인하 다. 15
oC에서, 시 김치에

서 분리된 젖산균은 L. mesenteroides  subsp mesenter-

oides와 L. paramesenteroides를 제외하고는 매우 활성

으로 아질산염을 소거시켰다. 특히 L. mesenteroides subsp 

dextrinicum과 L. lactis는 아질산염에 응하는 기간을 필

요로 함이 없이 매우 활성 으로 아질산염을 소거시켰다. 

L. sake, L. plantarum, L. casei subsp. pseudoplantarum 

 L. coryniformis subsp. torquens는 하루 정도 아질산염

에 응하는 기간을 거친 이후에 매우 활성 으로 아질산염

을 소거시켰다. L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는 

하루가 경과된 이후에 비교  활성 으로 아질산염을 소거

시켰다. 그러나 L.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는 

다른 균종에 비하여 매우 낮은 아질산염 소거율을 나타내었

다. 25
oC에서, 시 김치에서 분리된 모든 젖산균은 아질산염

에 응하는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L. para-

mesenteroides를 제외하고는 매우 활성 으로 아질산염을 

소거하 다. 한 시 김치로부터 분리된 젖산균은 L. mes-

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와 L. paramesenteroides

를 제외하고는 1일 이후에, L. mesenteroides subsp. mes-

enteroides는 2일 이후에 90% 이상의 아질산염을 소거시켰

다. 그러나 L. paramesenteroides는 25
oC에서도 활성 이지 

못하여 다른 균종에 비하여 아질산염의 소거 능력이 매우 

낮았다. 한편, 다른 김치 기원의 동일 균종의 Lactobacilli와 

L.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L. para-

mesenteroides를 제외한 Leuconostocs는 15oC에서는 물론 

25
oC에서 매우 활성 으로 아질산염을 소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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