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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HC 0801과 CKDHC 0802 균주를 이용한 홍삼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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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solated two species of bacteria for the powerful biotrasnformation of ginsenosides from Kimchi and 
human feces. Using biochemical tests and 16s rRNA sequencing, the selected strains were identified as Latobacillu-
splantarum (CKDHC0801) and Lactobacillussakei (CKDHC0802). Changes in cell growth and pH were examined in 
red ginseng. CKDHC 0801 and CKDHC 0802 reached their maximum growth phase after 24 hr and 48 hr, respectively, 
whereas the combined culture of CKDHC 0801 and CKDHC 0802 showed higher cell growth than bacterial strain 
alone. During fermentation of CKDHC 0801 and the combined culture, the pH values decreased from 5.2 to 4.2 after 24 
hr, but CKDHC 0802 reached pH of 4.2 after 3day. The identities of ginsenosides were biotransferred from high 
molecular (Rg1 and Rb2) to low molecular (Rg3, Rg5, Rk1, PPD) by fermentation of both bacteria.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CKDHC 0801 and CKDHC 0802 could be used to enhance to effects of red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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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삼은 동양에서 수천년 동안 식품과 의약적 가치로 널

리 사용되어 왔다. 사포닌계열인 ginsenoside는 항암, 항
염, 항스트레스 그리고 항산화 등 인삼의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성분으로 알려져 있다(Park EK 등 2005, 
Cho WC 등 2006, Lee SH 등 2006).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ginsenoside의 약리효과가 치매와 항당뇨에 좋은 효

과를 보였으며(Heo JH 등 2008, Vuksan V 등 2008), 소
화기관 손상억제효과(Xia ZY 등 2005)와 관절염예방 효

과(Kim KR 등 2010)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강으로 섭취된 대부분의 천연약물들은 대장에 존재

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생물학적 변환을 거치고 체내에 

흡수되어 그 효능을 나타낸다(Akao T 등 1998). 따라서 

인체의 장내 미생물들에 의한 천연물의 대사산물에 대한 
연구는 천연물의 효능 규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Kim 
DH 등 1998).

연구보고에 의하면 인삼 사포닌인 ginsenoside가 소화

기관내의 효소, 산 그리고 장내미생물에 의해 전환이 일

어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전환을 통하여 ginsenoside 
배당체가 분해되어 체내에 흡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Hasegawa H 등 1996, Akao T 등 1998). 특히 인삼에 

대하여 생물전환율이 높은 균주의 탐색에 대한 보고가 있

다(Bae EA 등 2003, Rowe GE 등 2004, Chi H 등 2005). 
발효인삼은 유익균주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과 동시에 

ginsenosides 배당체의 당을 분해하여 고효율의 사포닌을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Kim HG 등 2007). 우리나

라의 대표적인 전통발효 식품인 김치는 발효에 관여하는 
다양한 유용 유산균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Lee HJ 등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용한 미생물을 김치 및 사람

의 분변에서 분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홍삼을 발효하여 

사포닌의 생물학적 전환을 통하여 영양학적, 기능적 가

치를 높이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균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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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담근 잘 익은 배추김치와 건강한 성인 5명
으로 부터 분변을 수집하여 균일하게 교반한 후에 멸균

거즈로 여과하였다. 여과액을 멸균수를 이용하여 단계적

으로 희석한 후에 100 uL를 취하여 MRS(Difco Labora-
tories, MI, USA)-BCP(Bromocresol Purple) 한천배지(1.5% 
agar)에 도말하여 30℃에서 배양하였다. 투명환을 나타

내는 균들을 분리하여 재 배양하였다.

2. 홍삼첨가 배지 제조

홍삼분말을 첨가한 배지는 홍삼(금산, 6년근)을 사용하

였으며, 홍삼을 수세한 후 70℃에서 건조한 후 분쇄기로 

분말화 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홍삼분말은 멸균수와 혼

합하여 액체배지(2.5%, w/v, 1%, w/v)를 만들었고, 121℃, 
1.5기압, 15분간 멸균하였다.

3. 생균수 측정

생균수는 시료 1 mL를 멸균 생리식염수 9 mL에 희석

하고 잘 섞은 후 단계별로 희석한 다음 1 mL을 취하여 

glucose함량을 1%로 높인 표준한천배지에 접종하여 잘 

혼합하여 도말한 후 혐기성 상자(BBL Gas Pak Anaerobic 
System)에 넣고 37℃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생성된 집

락수를 계측하고 그 평균 집락수에 희석배수를 곱하여 

배양액 mL 당 생균수를 산출하였다.

4. 발효홍삼 제조에 적합한 유산균주 선정

김치에서 분리된 유산균들(1.0 × 106 CFU/mL)을 이용

하여 홍삼분말배지에 배양한 결과 생균수가 약 1.0 × 108 
CFU/mL이상인 균주들을 홍삼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유

산균주로 선정하였다.

5. 분리균주의 동정

발효홍삼배지에서 생육이 좋은 균주의 동정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형태학적, 생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람 염색 및 현미경 관찰과 API 50 CHL System(BioMe-
rieux, Marcy IEtoile, France)을 이용하여 당 발효능을 조

사한 후에 균주 동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균주를 동정

하였다. 분리 균주의 16S rRNA 염기서열은 프라이머 8F 
(AGAGTTTGATCCTGGCTCAG, 서열번호 3)와 1514R 
(AAGGAGGTGATCCAGCC, 서열번호 4)을 사용하여 PCR
을 이용하여 증폭하고, 최종 동정하였다.

6. 선별된 균주를 이용한 홍삼 발효물 제조

홍삼분말 50 g에 물 450 mL를 가하고, 90℃에서 1시
간 동안 멸균한 다음, 선별된 균주 2종을 약 5%의 농도

로 접종한 후, 37℃에서 3일 동안 교반하면서 감압 배양

하였다. 얻어진 배양액을 75℃에서 24시간 동안 숙성 및 

멸균 처리하였다.

7. HPLC를 통한 ginsenoside 분석

사포닌 함량측정은 시료 5 g을 HPLC용 메탄올로 녹

여낸 후 0.45 µm의 필터로 여과하여 HPLC를 이용하여 

사포닌 조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컬럼은 µ-Bondapak C18 
Column(10 µm, 3.9 × 300 cm, Water)을 이용하였으며 다

음과 같은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검출기는 Jasco UV de-
tector(302 nm)를 사용하였다. 이동상으로는 물(A)과 aceto-
nitrilie(B)의 gradient system을 사용하였으며 A를 기준으

로 80%(0분), 80%(20분), 70%(40분), 55%(60분), 20%(80
분), 0%(90분), 20%(100분)이었다. 이동상의 유속은 분당 

1.8 mL이었으며, 시료주입량은 10 µL, 분석온도는 30℃
이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 김치 및 분변에서의 균주 분리 및 동정

수집된 시료를 도말한 MRS배지에서 유의한 수준의 

집락이 형성될 때까지 24～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단일 
집락으로 구분 할 수 있도록 희석한 농도의 배지에서 

균주 집락을 선별하였다. 이때 균주의 선별기준은 원래 

배지의 색인 보라색이 균주의 젖산 형성을 통해 노란색

의 집락 및 경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선택된 집

락들은 다시 MRS-BCP 평판 배지에 계대배양하여 단일 

집락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특히, 단일 집락으로 확인된 

균주들 가운데 홍삼분말배지에서 생육이 높은 미생물 2
종(CKDHC 0801 및 CKDHC 0802)을 선별하였다. CKDHC 
0801은 사람의 장내에서 분리된 균주이고, CKDHC 0802
는 김치액에서 분리된 균주이다.

최근 연구보고에 의하면(Park S 등 2006) 일부 유산균

의 경우 인삼 또는 홍삼을 배지에 첨가하고 배양했을 때 
농도의존적으로 생육이 더욱 촉진되는 균주가 있음이 확

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일반 MRS 배지에서 시험균주는 

두 균주 모두가 24시간 이내에 성장의 최종점에 도달했으

며, CKDHC 0801이 CKDHC 0802 보다 더 높은 성장률

을 보였다(Fig. 1(a)). 반면, 홍삼배지에서는 CKDHC 0801
이 24시간에 최고 생육도를 보였으나, CKDHC 0802 균
주는 48시간에서 성장이 급속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 또한 두 균주를 혼합하여 배양한 경우에는 24시간

만에 높은 생육도를 나타냈다(Fig. 1(b)).
홍삼배지에서 두 균주의 생육도 차이는 당의 이용능

에 대한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선별된 2개의 균주에 대해서 API 50 CHL kit (BioMe-
rieux, France)를 이용하여 49종의 당에 대한 발효 검사

를 실시한 결과 CKDHC 0801의 균주가 발효에 이용되는 
당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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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rowth of Lactobacillus plantarum (CKDHC 0801, LP) and Lactobacillus sake i(CKDHC 0802, LS) in MRS borth (a) or
red ginseng broth (b). All values were mean±S.D. (n=3).

Table 1. Carbohydrate utilization profile of the CKDHC 0801 & 0802 isolate, as determined using the API 50 CHB system

Characteristics
CKDHC

Characteristics
CKDHC

0801 0802 0801 0802
Glycerol - - Salicin + -
Erythritol - - D-Cellobiose + -
D-Arabinose - - D-Maltose + +
L-Arabinose + + D-Lactose + -
D-Ribose + + D-Melibiose + +
D-Xylose - - D-Saccharose + +
L-Xylose - - D-Trehalose + +
D-Adonitol - - Inulin + -
Methyl-β-D-Xylopyranoside - - D-Melezitose + -
D-Galactose + + D-Raffinose + -
D-Glucose + + Amidon (starch) - -
D-Fructoe + + Glycogen - -
D-Mannose + + Xylitol - -
L-Sorbose - - Gentiobiose + +
L-Rhamnose - - D-Turanose - -
Dulcitol - - D-Lyxose - -
Inositol - - D-Tagatose - -
D-Mannitol + - D-Fucose - -
D-Sorbitol + - L-Fucose - -
a-Methyl-D-Mannoside + - D-Arabitol - -
a-Methyl-D-Glucoside - - L-Arabitol - -
N-Acetylglucosamine + + Potassium Gluconate - -
Amygdalin + - Potassium 2-Ketogluconate - -
Arbutin + - Potassium 5-Ketogluconate - -
Esculin ferric citrate - -    

+, positive; -, negative.



472 신용서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제 26권 제 4호 (2010)

Fig. 3. HPLC chromatogram of the ginsenoside standards.

이는 CKDHC 0801이 당에 대한 이용율이 높아 생육에 
있어서 CKDHC 0802 보다 먼저 최고 생육도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CKDHC 0802의 경우에는 pH에 민감

하다는 보고가(Leroy F 등 2001) 있어 두 균주의 생육에 

따른 pH 변화를 관찰한 결과 CKDHC 0801과 두 균주

를 혼합하여 배양한 경우에는 24시간만에 pH의 급감이 

나타나 4.5 이하로 낮아진 반면에, CKDHC 0802의 균주

는 배양 후 48시간 후에야 pH 4.5로 낮아짐을 알 수 있

었다(Fig. 2).
이 결과는 박 등이 유산균을 이용한 백삼 및 홍삼을 

첨가한 발효에 의해 pH가 배양 후 24시간에서 3.42～
4.30으로 낮아진다는 보고와 일치한다(Park S 등 2006).

Fig. 2. pH of CKDHC 0801 and CKDHC 0802 in red ginseng 
broth.

2. 16S rRNA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에 의한 분리 균
주의 동정

CKDHC 0801 및 CKDHC 0802의 16S rRNA 서열을 

결정하여 각각 1,474 bp 및 1,455 bp로 이를 GenBank에 

등록된 표준균주(type strain)나 참고균주(reference strain)
의 16S rRNA gene 염기서열들과 상동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CKDHC 0801 균주는 Lactobacillus plantarum에 

속하고, CKDHC 0802 균주는 Lactobacillus sakei에 속하

는 새로운 균주로 판명되었다. 판명된 두 균주는 한국미

생물보존센터에 기탁하고, 기탁번호 KFCC 11434P 및 

KFCC 11435P를 부여받았다.

3. 분리 균주를 이용한 홍삼발효 후 ginsenoside 전환

분리된 미생물을 이용하여 홍삼 추출물 10 g에 물 90 
mL를 가하고, 85℃에서 멸균한 다음, 미생물을 약 5%
의 농도로 접종한 후, 37℃에서 2일 동안 배양하였다. 
얻어진 배양액을 85℃에서 24시간 동안 숙성 및 멸균 

처리한 다음, HPLC로 ginsenoside의 전환양상을 분석하

였다. HPLC로 11종의 사포닌 표준품을 이용하여 확인

하였으며(Fig. 3), 발효전과 발효후의 사포닌 함량을 분

석한 결과 Rg1, Rh1, Rb1, Rb2 등과 같은 고분자의 사

포닌들은 감소하고, Rh1, Rg3, Rg5+Rk1, PPD 등 저분

자의 대사체 사포닌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Table 2).
최근에 연구된 많은 보고에 의하면, ginsenoside가 체

내에서 장내의 미생물에 의해서 전환되어지고, 이 과정

에서 저분자화된 구조들이 흡수되어 그 효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려져 있다(Odani T 등 1983, Strombom J 등 1985, 
Karikura M 등 1990, Hasegawa H 등 1996, Akao T 등 

1998). 본 연구는 김치 및 인체분변에서 홍삼 이용률이 

높은 균주를 분리동정하였고, 이들 균주를 이용하여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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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hange of content ginsenoside in Red ginseng and Fermented red ginseng

Compound
Red ginseng Fermented red ginseng

Area(uV.min) Concentration(mg/g) Area(uV.min) Concentration(mg/g)
Rg1 12,909 11.21 821 0.71
Re - - 441 0.11
Rh1(S) 1,976 1.27 2,124 1.36
Rh1(R) 7,957 - 586 -
Rb1 4,324 5.30 1,146 1.40
Rb2 2,970 3.54 - -
Rg3(S) 549 0.44 4,674 3.75
Rg3(R) 1,202 0.87 6,883 4.97
Rk1 1,204

0.911
6,100

14.64
Rg5 753 12,109
PPD 3,828 0.50 5,678 0.75

삼을 발효한 결과 홍삼의 알려진 주요활성 성분, ginsen-
oside가 저분자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들 균주를 이용한 발효 홍삼은 체내에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써 홍삼의 효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IV. 요 약

김치와 사람의 분변에서 ginsenoside 전환이 높은 균주 
2종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균주는 형태학적, 생화학적 특

성 조사와 16S rRNA 염기서열 결정을 통한 균주 동정

결과 Lactobacillus plantarum과 Lactobacillus sakei로 밝

혀졌고 이를 각각 CKDHC 0801 및 CKDHC 0802로 명

명하였다. 두 균주의 홍삼배지에서의 생육도를 관찰한 결

과 CKDHC 0801은 24시간에 CKDHC 0802는 48시간에 

최고 성장도를 보였다. 특히 두 균주를 혼합하여 홍삼배

지에 배양시 더욱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으로써 홍삼을 

발효하기에 적합한 균주임을 확인하였다. 당 이용율을 살

펴본 결과 CKDHC 0801이 더 높게 나타났다. pH변화 측

정결과 CKDHC 0801과 두 개의 균주를 혼합 배양한 경

우에는 배양 후 24시간에서 48시간사이에 5.2에서 4.2로 

낮아졌으나, CKDHC 0802는 배양 후 3일후에야 pH 4.2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 균주들을 이용한 홍삼발효는 gin-
senoside의 조성이 고분자인 Rg1, Rb1 등에서 저분자인 

Rg3, Rg5+Rk1 등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균주를 이용한 발효홍삼은 홍

삼의 효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사용예가 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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