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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ctic acid fermentation of black raspberry (Rubus occidentalis) juice was carried out by using the Lactobacillus plantarum GBL17 

strain. The sterilized black raspberry juice was fermented using the L. plantarum GBL17 strain at 30°C for 72 hours after which the total 

acidity increased and the pH value decreased. In addition, the highest total acidity content (2.38%) was reached, the lowest pH value 

(3.22) was observed, and the sugar content decreased by 9.8 °Brix after the 72 hour fermentation. The number of viable cells rapidly 

increased up until 24 hours, after which it gradually decreased. HPLC analysis of the organic acids showed 14.51 mg/g of lactic acid 

content in the fermented black raspberry juice, which was not detected in the non-fermented black raspberry juice (control). The content 

of fructose and glucose slightly decreased after fermentation. The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the fermented black 

raspberry juice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fermentation.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fermented black raspberry juice 

(70.92%)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62.96%). After lactic acid fermenta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increase in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hese results confirm that lactic acid bacteria, such as L. plantarum GBL17, showed generally higher activities with 

a potential as a functional be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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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복분자(Rubus occidentalis)는 장미과 낙엽관목으로서 

중국이 원산지이나 국내에서 남부 및 중부 지방에서 주

로 재배되고 있으며, 5~6월에 둥근 열매가 착과되어 품종 

및 기후 조건에 따라 6월 중순에서 8월에 단맛과 신맛 및 

독특한 향을 가지는 검붉은 색으로 완숙된다(Park PJ 등 

2004). 예로부터 복분자는 신(身)과 간(肝)을 보호하고 눈

을 밝게 하며, 신정(腎精) 보강 및 정력 감퇴 치료에 효과

가 있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으며, 현대에 이르러 

Ahn DK(1998)가 복분자에 함유된 인, 철, 칼륨, 유기산, 

비타민 C 및 gallic acid, tannin, catechin, quercetin 등의 

풍부한 영양성분 및 기능성에 대하여 밝히면서 더욱 주

목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복분자의 

면역 증진(Han JG 등 2009), 항산화(Lee SM 등 2012), 항

균 효과(Jeon YH 등 2012), superoxide 제거활성(Lee SJ 

2013), 항암(Lee SJ 등 2014), 항염증 활성(Yoon HJ 등 

2011) 및 항고혈압 활성(Lee JH 등 2014) 등의 다양한 기

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면서 소비 및 생산 증가에 따

른 가공식품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복분자를 이용한 연구로는 복분자 식빵(Kwon KS 등 

2004), 샐러드 드레싱(Jung SJ 등 2008), 복분자 첨가 소

스(Sung KH & Lee JH 2009), 설기떡(Rha YA & Kang 

BN 2014), 초콜릿(Yu OK 등 2007), 젤리(Yu OK 등 

2008)와 같이 복분자를 첨가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가 보고된 반면에 발효식품에 대한 연구는 복

분자주(Shin HJ 등 2006), 발효 음료(Lee SU 등 2009) 및 

요구르트(Lee JH & Hwang HJ 2006) 정도만이 보고되어 

있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발효식품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분자 발효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산균은 식품의 발효에 관여하는 주된 미생물로 정장

작용(Lee KE 등 1996, Ann YG 등 2013), 항콜레스테롤

(Ko KH 등 2013), 면역증강 효과(Ham JS 등 2007), 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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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내증 완화(Seo JH & Lee H 2007), 항암 작용(Kato I 등 

1994)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지니고 있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probioticis로 사용되고 있다. 발효식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산균 발효는 식품에 다양한 풍미와 

조직감을 부여하고, 영양 및 기능성 성분의 생성으로 식

품의 가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bacteriocin과 같은 항

균성 물질의 생합성으로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오래된 식

품 가공법이다(Leroy F & De Vuyst 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리활성을 지니는 복분

자 착즙액에 복분자로부터 분리 동정한 Lactobacillus 

plantarum GBL17 균주를 접종하여 발효특성 및 유산발

효물의 효능을 확인하여 기능성 발효 음료의 제조 가능

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복분자(Rubus occidentalis)는 전라북

도 고창군에서 2014년에 수확한 것을 구입하여 Kim JE 

등(2014)의 고품질 복분자 생산을 위한 냉해동 조건 연구

에 따라 -40°C에서 냉동 보관 후 4°C에서 저온 해동하여 

사용하였다. 발효에 이용한 유산균은 본 연구소에서 분리 

동정한 Lactobacillus plantarum GBL17(수탁번호 KCCM 

11622P)을 사용하였다.

2. 유산균의 생육조건

유산균은 MRS(Difco, Detroit, MI, USA) 액체 배지

에서 2회 이상 계대배양한 후 전배양한 균주를 배양액

의 1%농도로 접종하여 30°C와 37°C에서 각각 6시간 

간격으로 총 48시간 동안 pH 및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pH측정은 pH meter(S20, Mettler Toledo, Schwerzenbach,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흡광도는 분광광도

계(Ultrospec 2100 pro, Amersham Biosciences, Uppsala, 

Sweden)를 사용하여 600 nm에서 배양액의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3. 복분자 발효물 제조

냉동 복분자는 4°C에서 해동 즉시 유압착즙기(Stainless 

70L, Tomotech Ltd,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착즙액을 

얻은 후 착즙액에 존재하는 오염균을 제거하기 위하여 

복분자 착즙액을 80°C에서 3분간 가열 살균하여 사용하

였다. 유산발효 starter로 사용된 유산균은 MRS(Difco) 배

지에서 2회 이상 계대배양한 후 착즙액에 2%가 되도록 

접종하였으며, 30°C에서 72시간 배양하면서 시간에 따른 

발효 특성을 조사하였다.

4. 복분자 유산 발효물 이화학적 특성 변화

복분자 유산균 발효액의 pH는 pH meter(Mettler Toledo)

로 측정하였으며, 총산도는 시료 용액 10 mL를 pH 8.3

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0.1 N NaOH 용액의 소비량

(mL)으로 정의하였으며 lactic acid(%, w/w)함량으로 환

산하여 나타내었다. 당도는 상온에서 당도계(PAL-1 Pocket 

Refractometer, ATAGO, W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5. 생균수 측정

복분자 유산 발효 기간의 생균수는 배양액 1 mL에 멸

균 식염수 9 mL를 혼합하여 10배 희석법으로 희석하였

고 희석액 100 µL를 MRS 평판배지에 도말한 후 30°C에

서 48시간 배양한 뒤 형성된 집락수를 계수하여 colony 

forming unit(CFU)으로 나타내었다.

6. 유기산 함량 분석

복분자 유산균 발효액의 유기산 측정은 건강 기능 식

품 공전(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08)에 준

하여 C18 카트리지에 acetonitrile/distilled water(1:1) 10 

mL에 시료 10 mL를 가하여 초기 용출액 4~5 mL를 제거 

후 HPLC system(Nanospace SI-2, Shiseido, Tokyo, Japan)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기산 표준물질은 acetic acid, 

citric acid, lactic acid, malic acid, tartaric acid, succinic 

acid(Sigma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였고, 분석 

컬럼은 prevail organic acid column(4.6×250 mm, 5 µm, 

Alltech Associates Inc., Deerfield, IL, USA)을 사용하

였다. 이동상은 0.25 M KH2PO4(pH 2.4)를 사용하였으

며 유속은 0.4 mL/min, 시료 주입량은 10 µL, 검출기

는 diode array detector(Agilent 1200, Agilent Technologies 

Inc., Philadelphia, PA, USA)를 사용하여 214 nm에서 측

정하였다.

7. 유리당 함량 분석

복분자 유산균 발효액의 유리당 함량은 식품공전 방법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05)에 준하여 실

시하였다. 시료 5 g에 50% 에탄올 용액(Sigma Co., St. 

Louis, MO, USA)을 가하여 85°C 수조에서 25분간 가온

하여 추출하였다. 이를 9,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Hanil Supra 22K, Hanil Science Industrial Co., Seoul, 

Korea)한 뒤 membrane filter(0.45 µm)로 여과한 후 

HPLC(Agilent Technologies Inc.)로 분석하였다. 유리당 

표준물질은 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 lactose  

(Sigma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였다. 분석 컬럼

은 carbohydrate analysis column(4.6×250 mm, 4 µm, 

Waters Co., Milford, DE, USA)을 사용하였고, 이동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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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rowth rate (solid line) and pH changes (dashed line) 

of L. plantarum GBL17 in MRS broth at different temperature

(●: 30
o

C, ▲: 37
o

C).

80% acetonitrile(JT baker Co., Phillipsburg, NJ, USA)을 사

용하였으며 유속은 1.0 mL/min, 시료주입량은 20 µL로 하여 

RI detector(M410RI, Water Co., Milford, DE, USA)로 검출

하였다.

8.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측정은 Folin O & Denis W(1912)

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액 1 mL에 Folin- 

Ciocalteau’s phenol reagent 1 mL를 가하고 3분간 반응시

킨 후 10% Na2CO3 1 mL를 넣고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 다음 분광광도계(UV-2450, Shimadzu, Kyoto, 

Japan)를 사용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표준물질은 gallic acid(Sigma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하고 이로부터 총 폴

리페놀 함량을 mg gallic acid equivalents(GAE)/g으로 나

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Davis WB(1947)의 방법을 응

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액 1 mL에 diethylene glycol 2 

mL와 1 N NaOH 20 µL를 가한 다음 37°C 항온수조에

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표준물질로 rutin 

(Sigma Co., St. Louis, MO, USA)을 사용하여 검량곡선

을 작성하였고 이로부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mg rutin 

equivalents (RE)/g으로 나타내었다.

9. DPPH 및 ABTS radical 소거활성 측정

DPPH 및 ABTS radical 소거능은 항산화 물질의 전자

공여 작용으로 인하여 방향족 화합물 및 아민류가 환원

되어 나타나는 탈색반응을 평가지표로 사용한다(Kwon 

GJ 등 2007). 본 연구에서는 DPPH(2,2-diphenyl-1-picryl-  

hydrazyl) radical 소거활성의 경우 Choi JS 등(1993)의 방

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각 농도별로 조제한 시

료액 100 µL에 에탄올 200 µL를 가하고 0.2 mM DPPH

용액 300 µL를 5초간 혼합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

킨 후 microplate reader(Synergy HT, Biotec, Washington 

DC, USA)를 사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는 시료 대신에 에탄올을 첨가하여 실험하였다.

ABTS assay는 Arts MJ 등(2004)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

정하였다. 농도별로 조제한 시료액 5 µL에 ABTS radical 

용액 195 µL를 첨가하여 7분간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Biotec)를 사용하여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대조구는 시료 대신에 에탄올을 첨가하여 실험하

였다.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A: Absorbance of sample

B: Absorbance of blank

10. 통계처리

본 연구는 각 시험항목별로 3회 반복하여 분석하였으

며, 통계처리는 SPSS program 23.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

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sample간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Student’s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

하였으며, 각 군 간의 차이는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유산균의 생육

L. plantarum GBL17의 생육 조건을 규명하기 위하여 

MRS 액체배지를 이용하여 30°C와 37°C에서 48시간 동

안 각각 배양하면서 균수 및 pH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1과 같이 L. plantarum GBL17을 37°C에서 배

양한 경우 18시간에 최대 증식을 나타내었으나 30°C에서

는 6~12시간 사이에 대수기를 지나 배양 24시간에 최대 

증식을 나타내었으며 37°C에서 배양하였을 때보다 높은 

흡광도 값을 보였다. 배양 온도에 따른 pH 변화는 30°C와 

37°C 모두 배양 12시간까지 급격히 감소한 이후 pH 3.8에

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각 온도의 최대 생육지점

인 24시간 및 18시간에서 각각 pH 3.80 및 pH 3.79를 나

타내었다. 이는 Jeon CP 등(2010)이 보고한 새우젓으로부

터 분리된 L. brevis HLJ59가 배양 후 24시간에서 최대증

식을 나타내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Yang EJ & 

Chang HC(2008)의 연구에서 김치로부터 분리된 L. 

plantarum AF1이 배양 20시간에서 생육 정지기에 이르렀

으며, 생육에 따라 pH가 감소하여 정지기에서 pH 3.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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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pH (A) and total acidity (B) of black raspberry

juice during fermentation for 72 hr at 30
o

C (○: control, ●: L. 

plantarum GBL17). 

Fig. 3. Changes in sugar concentration of black raspberry juice

during fermentation with L. plantarum GBL17.

도달 후 유지되었다는 보고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분자 착즙액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첨가하는 

starter는 최대 증식을 나타낸 30°C에서 24시간 배양액을 

복분자 착즙액에 2%(v/v)가 되도록 첨가하여 8.40~8.41 

log CFU/mL가 되도록 유산균 접종량을 결정하였다.

2. 복분자 유산 발효액의 pH, 산도 및 당도 변화

복분자 착즙액에 L. plantarum GBL17을 접종한 후 

30°C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총 120시간까지 발효를 진행

한 결과 발효 96시간에서 산도는 2.58%을 나타내었고 발

효 120시간에는 2.84%로 산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하지만 발효 72시간 이후부터 산도증가 폭이 완만

하였으며 관능평가 결과 신맛이 너무 강하여 기호도가 

낮아 추후 유산발효액 가공 등을 고려하여 발효시간은 

72시간까지로 정하였다(data not shown). 따라서 복분자 

착즙액에 L. plantarum GBL17을 접종한 후 30°C에서 72

시간 발효하면서 pH 및 산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균주를 접종한 유산발효액의 초기 

pH는 3.67에서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72

시간 후 pH 3.22를 나타내었으며, 대조구로 유산균을 접

종하지 않은 복분자 착즙액의 경우 초기 pH 3.64에서 72

시간 후 pH 3.57로 유산균 첨가군에 비하여 미미한 감소

를 나타내었다. 산도는 유산발효가 진행되면서 계속 증가

하여 초기 0.98%에서 72시간 발효 후 2.38%까지 크게 증

가하였으나, 대조군의 산도는 초기 0.98%에서 72시간 후 

1.04%로 유산균 첨가군에 비해 미미한 증가 폭을 나타내

었다. 이는 Lee YH 등(2008)의 L. plantarum KLAB21를 

이용한 복숭아 주스의 발효연구에서 발효가 진행됨에 따

라 pH가 감소하고 산도는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폭은 발

효초기 1일 동안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

하였다. 한편, 복분자 착즙액에 L. plantarum GBL17을 접

종한 후 30°C에서 72시간 발효하면서 당도의 변화를 측

정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초기 당도는 10.3 °Brix

에서 발효 72시간 후 당도가 감소하여 9.8 °Brix로 나타

났으나 유산균을 접종하지 않은 대조군의 경우 10.4  

°Brix에서 72시간 후 10.2 °Brix를 나타내어 복분자 착즙

액이 L. plantarum GBL17에 의하여 정상적인 유산발효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 복분자 유산 발효액의 생균수 변화

복분자 착즙액에 L. plantarum GBL17을 접종한 후 시

간별 생균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

다. 초기 유산균수는 8.40 log CFU/mL에서 발효 진행에 

따라 유산균수가 증가하여 24시간에서 11.15 log CFU/mL

로 최대값을 나타낸 후 점차 감소하여 발효 72시간 후 

9.26 log CFU/mL를 나타내었다. 이는 유산 발효에 따른 

당 및 무기질의 소모가 균체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판단된다(Kang KM 등 2013). 반면 대조구로 유산

균을 접종하지 않은 복분자 착즙액의 경우 발효기간 동

안 유산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Yang M 등(2013)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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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mentation

time (h)

Lactic acid bacteria (log CFU/mL)

Non-fermented

black raspberry juice

Fermented 

black raspberry juice

0  ND
1)

 8.40±0.01
2)d3)

12 ND 10.22±0.23
b

24 ND 11.15±0.56
a

48 ND 10.60±0.52
ab

72 ND  9.26±0.12
c

1)
Not Detected.

2)
Values are mean±SD.

3)
Mean±SD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1. Changes in lactic acid bacteria of fermented black

raspberry juice by L. plantarum GBL17

 Black raspberry juice
Organic acid content (mg/g)

Lactic acid Citric acid Malic acid Acetic cid Tartaric acid Succinic acid

Non-fermented ND
1)

13.70±0.42
2)

 1.71±0.07 ND ND ND

Fermented 14.51±0.14 11.68±0.75
*

1.30±0.24
*

ND ND ND

1) 
Not Detected.

2) 
Values are mean±SD.

*p<0.05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non-fermented black raspberry juice.

Table 2. Changes in organic acid content of black raspberry juice by the fermentation

plnatarum YML-4를 이용하여 두유 요구르트를 제조하기 

위해 32시간까지 발효한 결과 24시간에서 생육이 가장 

좋았으며 24시간 이후부터 생육이 점차 감소한다고 보고

하였으며, Yang SJ & Hong JH(2015)는 L. plnatarum 

CGKW3을 이용하여 블루베리 착즙액 및 추출물을 배양

한 모든 구간에서 발효 24시간에 최대 생육을 나타낸 후 

점차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Song TC 등(2007)에 따르면 발효액에 대한 당 첨가를 통

해 24시간 이후 지속적인 유산균의 생육을 증가 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첨가물 없이 유산

균의 생균수가 최대치로 나타나는 배양 24시간(11.15±  

0.56 log CFU/mL)을 최적 발효 시간으로 선정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4. 복분자 유산 발효에 따른 유기산 및 유리당 함량 

변화

L. plantarum GBL17을 이용한 복분자 착즙액의 유산발

효 전후의 유기산 함량변화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유

산 발효 전 복분자 착즙액에 존재하는 유기산은 citric 

acid와 malic acid로 각각의 함량은 13.70 mg/g, 1.71 mg/g

으로 나타났으나 24시간동안 L. plantarum GBL17을 이용

한 발효 후 citric acid는 11.68 mg/g, malic acid는 1.30 

mg/g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lactic acid

의 경우 발효 전에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발효 후 14.51 

mg/g으로 검출되어 유기산 중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

었으며 그밖에 acetic acid와 tartaric acid 및 succinic acid

는 유산 발효 전과 유산 발효액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

다. 이는 복분자 농축액의 유기산 함량이 유산발효 후 

lactic acid의 함량은 9배 이상 증가한 반면 citric acid는 

감소한다는 Park YS & Chang HG(200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와 같은 복분자 착즙액의 발효에 의한 

lactic acid 증가는 발효에 사용된 L. plantarum GBL17 균

주가 젖산균의 일종으로서 발효 중 균주에 의해 lactic 

acid가 생성되었으며 유기산의 경우 TCA 회로의 중간산

물로서 젖산균의 생육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citric acid 및 

malic acid의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Lee YH 등 

2008).

L. plantarum GBL17을 이용한 복분자 착즙액의 유산발

효 전후의 유리당 함량변화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발

효 전 확인된 주요 유리당은 fructose와 glucose로 함량은 

각각 57.86 mg/g, 46.00 mg/g이었으나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 후 fructose 함량은 54.66 mg/g, glucose의 함량은 

42.85 mg/g으로 감소되었으며 sucrose, maltose와 lactose

는 발효 전과 발효 후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복분자 

착즙액의 유산발효 후 fructose와 glucose의 감소는 발효 

중 유산균의 생육을 위한 영양원과 유산 및 유기산 발효

의 기질로 당이 이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Kim KM 

등 2012).

5. 복분자 유산 발효액의 항산화 활성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는 대표적인 식물체의 2차 

대사산물로서 항산화, 항염증, 항혈전 및 항암 등의 효과

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리활성의 주요 평

가 지표로 이용된다(Shahidi F & Wanasundara PK 1992, 

An BJ 등 2002). 복분자 착즙액의 유산발효에 따른 항산

화 활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총 폴리페놀, 총 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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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 raspberry juice
Free sugar content (mg/g)

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 Lactose

Non-fermented 57.86±0.05
1)

46.00±0.02  ND
2)

ND ND

Fermented 54.66±0.04
*

 42.85±0.03
*

ND ND ND
1) 

Values are mean±SD.
2) 

Not detected.

*p<0.05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non-fermented black raspberry juice.

Table 3. Changes in free sugar content of black raspberry juice by the fermentation

 Black raspberry juice
Total content of water-soluble compound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Polyphenol (mg GAE
1)

/g) Flavonoid (mg RE
2)

/g) DPPH ABTS 

Non-fermented 2.44±0.04
3)

0.65±0.04 62.96±0.72 41.24±1.89

Fermented 3.71±0.03
*

 0.83±0.01
*

 70.92±0.64
*

44.12±0.23

1) 
GAE: gallic acid equivalents.

2) 
RE: rutin equivalents.

3) 
Values are mean±SD.

*p<0.05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non-fermented black raspberry juice.

Table 4. The effect L. plantarum GBL17 fermentation on total polyphenol contents, total flavonoid contents,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in black raspberry juice

노이드, DPPH radical 소거활성 및 ABTS radical 소거능 

분석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유산 발효 전 총 폴리

페놀 함량은 2.44±0.04 mg GAE/g을 나타낸 반면 L. 

plantarum GBL17로 발효한 복분자 유산 발효액의 총 폴

리페놀 함량은 3.71±0.03 mg GAE/g으로 유의적인 증가

를 나타내었다. 이는 Lee JB 등(2014)의 부추 당침액의 

유산균 발효에 따라 총 폴리페놀 함량의 증가가 나타난

다는 보고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경우 발효 전 0.65±0.04 mg RE/g에서 유산 발효 

후 0.83±0.01 mg RE/g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L. plantarum GBL17을 이용한 복분자 착즙액의 

발효는 항산화 물질의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복분자 착즙액의 유산발효에 따른 DPPH와 ABTS radical 

소거능 분석 결과 L. plantarum GBL17을 이용한 유산발

효에 의해서 DPPH 및 ABTS radical 소거능의 증가가 확

인되었으며, 특히 DPPH radical 소거능의 경우 대조구에 

비하여 8%가량의 유의적 증가를 나타냈다(Table 4). 이는 

Park YS & Chang HG(2003)의 복분자의 젖산발효 후 

DPPH radical 소거능이 소폭 감소하였다는 보고와는 상이

하나 이러한 원인은 발효에 관여하는 균주의 특성에 따라 

생성되는 발효대사 산물의 차이로 인해 DPPH radical 소

거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Jang JY 등 2015). 

또한 DPPH에서는 유의적 증가가 있었으나, ABTS의 radical 

소거능에서는 대조군과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DPPH의 경우 자유 radical에 대한 환원력인 것

에 반해 ABTS는 양이온 radical에 대한 환원력으로 두기

질과 반응물과의 결합 정도가 달라져 radical 제거 능력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Jeong JW 등 1994, Li H 

등 2007).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항산화 활성(Lee SM 

등 2012)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복분자를 L. plantarum 

GBL17 균주로 유산발효 시 항산화 증진효과를 나타내어 

향후 기능성 제품 개발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복분자를 원료로 하여 L. plantarum 

GBL17 균주에 의한 유산발효 특성을 확인하고 유산발효

물의 유기산, 유리당 함량 및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였다. 

L. plantarum GBL17의 생육조건 분석결과 37°C보다 

30°C에서 잘 생육하였으며, 30°C에서 24시간 배양 시 높

은 생육도를 나타내었다. 복분자 착즙액에 L. plantarum 

GBL17을 2%접종 후 30°C에서 발효시간에 따른 유산발

효 특성을 조사하였다.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pH는 3.67

에서 72시간 후 pH 3.22까지 감소하였으며, 산도는 발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여 72시간 후 2.38%를 나타

내었다. 당도는 발효가 진행되면서 감소하여 발효 종료 

시 9.8 °Brix를 나타내었고, 유산균 생균수는 접종 후 증

가하여 24시간에서 11.15 log CFU/mL로서 최대값을 나

타낸 후 감소하여 72시간 후 9.26 log CFU/mL를 나타내

었다. 생육 특성이 가장 우수한 24시간 발효물을 이용하

여 유산 발효에 따른 유기산 및 유리당 함량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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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기산의 경우 L. plantarum GBL17을 이용한 유산발

효에 의해서 lactic acid가 14.51 mg/g으로 가장 높은 함량

을 나타낸 반면 citric acid와 malic acid는 감소하여 각각 

11.68 mg/g, 1.30 mg/g으로 나타났으며, 유리당 분석에서

는 fructose와 glucose의 함량이 각각 감소하여 54.66 

mg/g, 42.85 mg/g으로 확인되었다. 복분자 유산 발효물의 

항산화 활성은 유산발효 후에 총 폴리페놀 함량이 2.44±  

0.04 mg GAE/g에서 3.71±0.03 mg GAE/g으로,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은 0.65±0.04 mg RE/g에서 0.83±0.01 mg 

RE/g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었다. 또한 DPPH 

radical 소거능은 유산발효에 의하여 8%가량의 유의적 증

가를 나타내었고, ABTS radical 소거능 또한 증가하였으

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생리

활성을 지닌 복분자의 L. plantarum GBL17에 의한 유산

발효 가능성을 확인하고 유산발효 시 항산화 활성이 증

가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능성 유산발효 음료의 

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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