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 1225-4339   eISSN 2287-4992
Korean J. Food Nutr. Vol. 28. No. 6, 1026~1032 (2015)
http://dx.doi.org/10.9799/ksfan.2015.28.6.1026  

THE KOREAN JOURNAL OF
한국식품영양학회지
FOOD AND NUTRITION

- 1026 -

고순도 Galactooligosaccharide 제조 및 유산균 증식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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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an efficient method for the preparation of high-purity galactooligosaccharides (HP-GOS) 
using β-galactosidase and yeast fermentation. GOS prepared using Lactozym 3000L showed the greatest enhancement in 
total GOS of the six β-galatosidases tested. GOS alone achieved 51% conversion of initial lactose. GOS production was 
enhanced by fermentation with commercial yeast (Saccharomyces cerevisiae); its concentration reached 71% after 36h 
fermentation with 8% yeast. Component sugar analysis with HPLC indicated that HP-GOS fermented with S. cerevisiae 
showed significantly increased levels of 4’/6’-galactosyllactose and total GOS as well as a significantly decreased glucose 
level. HP-GOS facilitated the growth of Lactobacillus sp. (L. acidophilus and L. casei) and Bifidobacterium sp. (B. longum 
and B. bifidum). In sum, high-purity GOS has been successfully produced through both an enzymatic process and yeast 
fermentation. GOS encourages the growth of bacteria such as Lactobacillus and Bifidobacterium that may be beneficial to 
human gastrointestin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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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소비자들의 식생활 패턴이 고단백, 고영양 식품 섭취

에서 저칼로리, 기능성 식품으로 변화됨에 따라, 식품산업에

서는 새로운 식품소재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Trowell H 1988; Talukder S 2015).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올리고당(oligosaccharide)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리고당은 glucose, fructose 그리고 galactose와 같

은 단당류가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 3~10개 결합된(degree of 
polymerization = 3~10) 당이며, 20개까지도 올리고당으로 보

기도 한다(Porsky L 2000; Torres 등 2010).
이렇게 기능성 올리고당(functional oligosaccharide)의 수요

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올리고당이 생산 및 판매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능성 올리고당으로서, 일반식이 Gal-(Glc)n- 
Glc로 표시되는 당(galactooligosaccharide, GOS)도 그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Mahoney RR 1988).
GOS는 장내의 유해 세균인 대장균, 장구균 및 부패성 세

균의 증식억제 작용을 하는 Bifidobacterium의 성장촉진물질

이며, 이 세균은 유아의 유당분해 및 소화홉수를 크게 개선하

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cfarlane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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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ez 등 2013). 또한 임상실험으로 장 및 간 기능개선, 혈
압의 강하, 항암 작용, 골다공증의 예방 등 많은 효과가 보고

되어 있다(Nihira T 2007; Zhang 등 2015). 반면 섭취 시 발생

하는 부작용으로는 일시적인 더부룩함 정도로서 매우 안전

한 물질로 간주된다(Ito 등 1990).
GOS를 제조하기 위하여 유당의 가수분해에 오랫동안 사

용되어온 β-galactosidase(EC 3. 2. 1. 23)의 당전이 활성을 응용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β-galactosidase
는 가수분해활성이 전이활성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높은 수

율로 당전이 산물을 얻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Lactose에 

galactose를 전이시켜 GOS를 제조하는 경우, 생성되는 GOS의 

양은 효소의 기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고형분 중 50%(w/w) 
정도가 일반적이다(Park 등 2008).

높은 함량의 GOS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활성탄, 이온교환

수지를 이용하여 정제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지만(Onishi 등 

1995; Splechtna 등 2006),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lactose의 분

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순도 GOS의 수

율이 낮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Splechtna 등 2001). 따라서, 고
순도 GOS 생산을 위해 새로운 반응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β-galactosidase 처리에 의해 생산한 저순도 

GOS를 Saccharomyces cerevisiae의 발효 과정을 통해 고순도 

GOS 생산을 검토하였으며, 고순도 GOS의 prebiotic activity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유당(Lactose, extra fine grind edible 5030)

은 Hilmar cheese company Inc.(Hilmar, USA)에서 구입하였으

며, 고순도의 GOS(galactooligosaccharides) 생산을 위해 사용

된 효소인 Lactozym 3000L HP G는 Novozymes(Bagsvaerd, 
Denmark)에서 구입하였다. Maxilact LX5000, Maxilact LG5000, 
Maxilact LGi5000 및 Maxilact A4는 DSM Food Specialties 
(Delft, Netherlands)에서, 그리고 Amano F는 Amano Enzyme 
Inc.(Osaka, Japan)에서 입수하여 사용하였다(Table 1). 

2. 효소반응을 이용한 galactooligosaccharide(GOS)의
제조

유당 600~650 g에 2차 증류수 500 mL를 가하고, 75℃ 수

욕 상에서 교반하여 굴절당도계(Atago, Tokyo, Japan)로 측

정하여 최종 당도 45 °Brix가 될 때까지 용해하였다. 품온을 

60℃로 냉각시키고, 0.1 M HCl 또는 0.1 M NaOH로 효소 반

응 최적 pH를 맞춘 후, 유당 투입량 대비 0.08%(w/w)의 효

소를 유당용액 일부에 풀어 pre-activation시킨 후 Table 1의 

Table 1. Characteristics of various enzymes

Enzyme Source

Optimum 
condition

pH Temp. 
(℃)

Lactozym 3000L HP G Kluyveromyces lactis 6.5 25~50

Maxilact LX5000 Kluyveromyces lactis 6.8 40~50
Maxilact LG5000 Kluyveromyces lactis 6.8 40~50
Maxilact LGi5000 Kluyveromyces lactis 6.8 40~50

Maxilact A4 Kluyveromyces lactis 6.8 40~50
Amano F Aspergillus oryzae 4.5 45~55

최적 반응온도에서 효소반응을 실시하였다. 반응 종료 후, 
100℃에서 15분 간 열처리를 통해 사용된 효소를 불활성화 

시켰으며, 5,514×g에서 원심분리를 통해 회수한 상등액은 20
배 희석 후 GOS 전환율 등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시료로 사

용하였다.

3. 효모 발효를 통한 고순도 GOS의 제조
효소반응을 마친 반응액(올리고당 함량 50% 이상)을 30℃

로 낮추어 냉각시킨 후, 반응용액 일부에 유당 투입량 대비 

8%(w/w)의 생효모(Saccaharomyces cerevisiae, fresh yeast gold, 
Ottogi., LTD. Korea)를 첨가하였다. 반응 플라스크는 30℃항

온수조에 두고 36시간 후 효모 발효에 따른 GOS 생산량을 

확인하였다. 시료 채취 시 마다 100℃에서 15분간 열처리하

여 효모 발육을 중단하였으며, 채취한 시료는 20배 희석하여 

0.2 mm syringe filter PS(Whatman) 여과한 다음 구성당 등 분

석 등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4. GOS 구성당 분석
Lactose 및 GOS의 정량분석은 Krisch 등(2012)의 방법을 일

부 변형하여 HPLC(Model 401, Waters-Associates, Co.,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Column은 YMC Polyamine 
II(4 mm×250 mm), column 온도는 30℃, 이동상은 64%의 acetonitrile
을 사용하였다. 이동상의 유속은 1.0 mL/min, 시료 주입량은 

20 μL이며, detector는 HPLC-RID(Waters 2414 Refractive Index 
detector, Waters-Associates Co., USA)를 사용하였다. 검출된 

lactose 및 GOS는 표준시약을 이용해 작성한 검량선(calibration 
curve)에 대입하여 도출하였다.

5. 고순도 GOS에 의한 유산균 증식활성
고순도 GOS에 의한 유산균 증식활성 평가를 위하여 Lacto-

bacillus acidophilus KCTC3151, L. casei KCTC3109, Bifidobac-
terium bifidum KCTC3357 및 B. longum KCTC5734를 한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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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센터(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Deajeon, 
Korea)로부터 분주 받아 사용하였다. PYF(Peptone Yeast extract 
Fildes solution broth)를 변형하여 시판되는 GOS(일본야쿠르

트, 콘프로덕츠코리아, 큐원)와 고순도 GOS를 1, 2 및 4% 첨
가한 배지에 유산균을 접종하여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균 증식량을 분석하고자 배양시료를 12시간 간격으

로 채취하여 6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6. 통계분석
실험 결과는 SPSS program(ver. 12.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모든 측정 항목에 대

한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산출하

였다. 실험군 간의 유의성은 ANOVA test 후 구체적인 사후 

검증은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실시하

였다.

결과 및 고찰

1. 효소 종류에 따른 GOS 생산
GOS 생산에 가장 적합한 효소 선정을 위해 β-galactosidase 

활성을 가지고 있는 상업용 효소를 24시간 반응 후 효소전환 

산물에 대한 당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Fig. 1), 기질로 사용한 

lactose의 분해산물인 glucose와 galactose의 합은 Maxilact LG5000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질로 사용된 lactose의 함량은 

Dizayme Y50L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효소전환에 의

해 생산하고자 하는 GOS는 Lactozym 3000L에서 51.0%로 가

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따라서 Lactozym 3000L을 GOS 생산

에 가장 적합한 효소로 선정하였다. 
β-Galactosidase는 올리고당 생성에 사용하는데, 역가수분

Fig. 1. Saccharides produced by using various enzymes 
reaction. A: glucose+galactose, allolactose and lactose content, 
B: galactosyllactose, tetrasaccharides and total GOS content. 
The reaction performed at optimum temperature and pH in 
Table 1 for 24 h. Values are means±S.D.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해 활성과 당전이 활성을 주로 보유하고 있다. 몇 가지 예외

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β-galactosidase는 당전이 활성보다는 

가수분해 활성이 강하여 효율적인 올리고당의 생산에 이용

하기 어렵다고 보고되고 있다(Shin & Yang 1994; Iwasaki 등 

1996; Shin 등 1998). 본 연구에서도 GOS의 생산에 적합한 

효소 선정을 위해 사용한 6종의 효소들 중에서 Maxilact 
LG5000과 LGi5000은 당전이 활성보다는 가수분해 활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Lactozym 3000L은 Kluyveromyces lactis로부터 생산되는 β

-galactosidases로 lactose 분해활성과 더불어 GOS 생산을 위한 전

이활성을 보유하는 것으로 최근 보고되고 있으며, trisaccharide 
생산에 적합한 효소로 알려져 있다(Bridiau 등 2006).

2. 고순도 GOS 생산
GOS는 3~10개의 galactose와 1개의 glucose를 함유하는 올

리고당으로 장내미생물의 활성을 증진할 수 있는 prebiotics
로 알려져 있다.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GOS는 β-galactosidase 
효소반응 후 분해활성에 의해 생산된 galactose와 glucose, 효
소반응 후 남아있는 lactose 등 GOS가 아닌 다른 당들을 함유

하고 있으며, GOS는 약 50% 전후의 함량을 가지고 있다(Park 
등 2008). 따라서 기존 상업용 GOS에서 잔존하는 단당류 및 

lactose를 제거하여 고순도의 GOS를 생산하려는 시도가 지속

되고 있다. 예를 들면,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한 정제공정의 

도입, 효소적 산화(enzyme oxidation)에 의해 glucose와 lactose를 
gluconic acid와 lactobionic acid로 전환하여 정제공정에 의해 

쉽게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Splechtna 
등 2006), 이러한 정제방법들은 공정을 복잡하게 할 뿐만 아

니라, 원가 상승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최근 들어 발효에 의해 단당을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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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accharides produced by fermentation with S. 
cerevisiae. A: glucose+galactose, allolactose and lactose 
content, B: galactosyllactose, tetrasaccharides and total GOS 
content. The fermentation performed at 30℃ for 36 h. Values 
are means±S.D.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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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GOS 생산을 위해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 발효

에 의하여 고순도 GOS를 생산하고자 시도하였다. 효모 투입

량에 따른 GOS 함량 증가를 비교한 결과(Fig. 2), 효모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단당류인 glucose와 galactose의 함량이 급

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효모 2% 첨가 후 발효과정을 통해

서는 발효 전과 후의 당 조성에는 변화가 없었다. 
한편, 발효 전후의 구성당의 함량을 비교한 결과(Fig. 3), 

glucose는 거의 대부분 제거되었다. Fig. 3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glucose의 피크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GOS 중 하나로 

알려진 4’/6’-galactosyllactose(4’/6’-GL) 피크는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glucose/galactose의 비율이 감소

했으며, 4’/6’-GL이 증가함과 더불어 total GOS 함량이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다(Fig. 4). 
Li 등(2008)은 S. cerevisiae L1을 calcium alginate에 고정화

하여 고순도의 GOS 생산을 시도하여 초기 반응에서는 97%

Fig. 3. Component sugar analysis before (A) and after 
fermentation (B) with Saccharides cerevisiae L1 using 
HPLC equipped with YMC Polyamine II column and RI 
detector

Fig. 4. Changes of saccharides content before and after 
fermentation with S. cerevisiae. A: glucose+galactose, allo-
lactose and lactose content before and after fermentation 
with S. cerevisiae, B: increase or decrease ratio of saccharides 
before and after fermentation with S. cerevisiae. The fer-
mentation performed at 30℃ for 36 h. Values are means± 
S.D.(n=3). The differences between the before and after 
fermentation were evaluated by Student’s t-test. *: p<0.05

의 순도를 보였으나, 4회 이상 반복 사용 시 37~40%로 감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세포 고정화에 대한 고순도 시도는 진

행되고 있으나, 반복횟수가 증가할수록 순도가 감소하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생산에 적용되고 있지 않은 실

정이다.

3. 유산균의 증식에 대한 GOS 효과
효소 및 발효과정을 통해 제조한 고순도 GOS(HP-GOS)와 

시판 중인 GOS(Y-GOS, C-GOS 및 Q-GOS)와의 유산균 증식

활성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고자 1, 2 및 4%의 GOS를 각각 

첨가한 후 균체 증식량을 비교하였다(Fig. 5 및 Fig. 6).
GOS를 각각 1~4% 첨가하여 L. acidophilus와 L. casei에 대

한 증식작용을 비교한 결과(Fig. 5), 1%의 고순도 GOS를 첨

가한 경우 36시간 이후부터 L. acidophilus 균체량이 동일 농

도의 상업용 GOS를 첨가한 경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으며, 2%와 4%의 고순도 GOS 첨가한 경우에는 48시간 배

양 시 L. acidophilus 균체량이 다른 GOS들에 비해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다. L. casei에 대한 균체 증식량 결과에서도 L. 
acidophilus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5). 

한편, Bifidobacterium에 대한 HP-GOS의 증식작용은 B. longum
의 경우 1%의 고순도 GOS 첨가 시에 36시간 배양 이후부터 

동일 농도를 첨가한 시판 GOS에 비해 높은 균체 증식효과를 

보였으며, 2%와 4% 고순도 GOS 첨가한 경우, 48시간 배양 

시에만 유의적으로 높은 균체 증식효과를 나타내었다(Fig. 
6). 하지만 B. bifidum 증식에서는 1% 및 2%의 고순도 GOS 
첨가한 후 48시간 배양 시에서만 다른 시판 GOS에 비해 유

의적으로 높은 균 증식 효과를 보였다(Fig. 6).
Bifidobacterium 속의 증식에는 glucose, galactose 및 fructose 

등의 단당류보다는 올리고당이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

다. Bifidobacterium 속을 우유에서 발효시킨 다음 L. acidophilus, 
L. casei 및 L. thermophilus와의 대사산물 변화를 비교한 결과, 
Bifidobacterium속으로 발효시킨 발효유의 산 생성 능력은 다

른 세균보다 낮았지만, lactose의 감소량이 가장 높았다고 보

고된 바 있다(Gonzalez R 2008; Gursoy N 2011). 또한 유아 조

제분유에 올리고당을 첨가하거나, 발효유제품에 Bifidobacterium
을 첨가하면 장내 유용균총인 Bifidobacterium이 나타내는 영

양소의 합성, 면역증진, 독성물질의 중화와 병원성 균의 감염 

억제 및 변의 완화작용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Gonzalez 
등 2008).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효소와 효모 발효에 의해 제조한 

고순도 GOS에 대한 유산균의 증식 효과는 시판되는 다른 

GOS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시판되는 다른 

GOS에 비해 고순도 GOS가 total GOS의 함량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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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galactoologosaccharides on the growth of Lactobacillus sp. The strains cultured in modified PYF (Peptone 
Yeast extract Fildes solution broth) medium with various GOS concentration at 37℃ for 48 h. HP-GOS: High purity- 
galactooligosaccharide prepared by yeast fermentation; Y-GOS: galactooligosaccharide obtained from Yakult Co., Japan; 
C-GOS: galactooligosaccharide obtained from Corn Products Korea; Q-GOS: galactooligosaccharide from Q1 in Korea. *: p<0.05

Fig. 6. Effect of galactooligosaccharide on the growth of Bifidobacterium sp. The strains cultured in modified PYF (Peptone 
Yeast extract Fildes solution broth) medium with various GOS concentration at 37℃ for 48 h. HP-GOS: Highpurity- 
galactooligosaccharide prepared by yeast fermentation; Y-GOS: galactooligosaccharide obtained from Yakult Co., Japan; 
C-GOS: galactooligosaccharide obtained from Corn Products Korea; Q-GOS: galactooligosaccharide from Q1 in Korea.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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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β-galactosidase와 효모 발효에 의해 고순도 갈락

토올리도당(HP-GOS)의 제조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자 수행하였다. 6종의 상업용 β-galactosidase를 이용해 효소

반응 전후의 구성당을 각각 비교한 결과, Lactozym 3000L을 

이용하여 제조한 GOS에서 효소반응을 통해 생성된 total GOS
의 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된 GOS의 농도는 

초기 lactose로부터 51%의 전환율을 나타냈다. 또한 GOS의 

수율은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의 발효에 의해 더욱 높

아졌는데, 효모를 8% 첨가하여 36시간 발효 후 생성된 GOS
의 농도는 71%까지 도달했음을 확인하였다. HPLC를 이용한 

구성당 분석 결과, S. cerevisiae에 의한 발효를 통해 제조한 

HP-GOS에는 발효 전에 존재했던 glucose의 함량이 급감되었

을 뿐 아니라, 4’/6’-galactosyllactose와 total GOS의 양은 유의

적으로 증가되었다. HP-GOS는 상업용 GOS보다 Lactobacillus 
속(L. acidophilus and L. casei) 및 Bifidobacterium 속(B. longum 
and B. bifidum)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효소 처리 및 효모 발효를 통해 

고순도의 GOS가 제조되었으며, 제조된 HP-GOS는 상업용 GOS
에 비해 장내 유용균으로 알려진 Bifidobacterium 속과 Lactobacillus 
속의 생육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의 장내 건강에도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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