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Probiotic Cultures

전통적으로, 요구르트는 Lactobacillus delbrueck ii

ssp. bulgaricus와 Strep tococcus thermophilus

를 사용하여 제조되어 왔다. 이들 요구르트 균주들

은 약간의 건강증진 효과를 가져오지만, 장이 그들

의 자연 서식처가 아니므로 장관에 있는 산성 및 담

즙에서 생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다 기능이 있는

요구르트 제조를 위하여 probiotic 제품을 고려하게

되고, L. acidophilus와 bifidobacteria는 식이보조제

로서 사용되어진다. 이들 두 probiotic 균주를 함유한

요구르트는 “AB” 요구르트라고 하고, 최근에는

Lactobacillus casei가 부가되어 “ABC” 요구르트라

고 한다.

Probiotics와Prebiotics 유래기능성식품

이 명 기

김 치 연 구 단

장내 균총 개선을 위하여 조합시킨 prebiotics와 probiotics는 최고의 건강 증진을
제공할 잠재성을 갖지만, 알맞은 균주선발이 필수적이다. 기능성 식품시장은 연간 15∼
20% 성장하고 있고, 그 산업은 33백만 달러의 값어치가 있다(Hilliam, 2000). 기능
성 식품은 nutraceuticals, designer foods, medicinal foods, therapeutic foods,
superfoods, foodiceuticals와 medifoods로 알려져 있고 그 정의는 전통적인 영양소
개념을 넘어선 건강증진 성분을 함유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Berner와 O'Donnell,
1998). 식품은 phytochemicals, bioactive peptides, ω-3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probiotics 또는 기능성을 갖게 되는 prebiotics의 부가에 의하여 변형될 수 있다
(Berner와 O'Donnell, 1998)(표 1). 장관에서 살수 없는 균을 함유한 요구르트의 경
우와 같은 다양한 발효 낙농식품 제조에 젖산균을 사용한 이래, 오늘날에는 발효식품에
Lactobacillus acidophilus와 bifidobacteria 같은 probiotic 균을 사용하는 경향이
다. Probiotic 식품은 살아 있는 미생물을 함유한 식품이고, 그 미생물은 충분한 양이
살아 있는 상태로 장 속에 공급되었을 때에 미생물 균총을 개선하여 소비자 건강을 증
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Fuller , 1992). 전통적으로, probiotics는 요구르트와
기타 발효식품에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드링크, 알약형, 캡슐형, 동결건조물과 같
은 형태로도 공급되고 있다. 오늘날, 전세계에 sour cream, buttermilk, 요구르트, 분
유와 frozen desserts 같은 식품에 bifidus acidophilus를 함유한 제품이 70개를 넘
고 있으며, 일본에서만도 probiotic 미생물을 함유한 형태의 우유제품이 53종류 이상
개발되어 있다. Probiotics는 유럽에서도 매우 인기가 있지만, 주로 요구르트에 한정되
어 사용되고 있다(Hilliam,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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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cidophilus 또는 bifidobacteria 만을 함유한 발

효유를 제조할 수 있지만, 발효기간이 너무 길고,

bifidobacteria는 많은 양의 초산을 생성함으로서 제

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는 요구르트와 probiotic 균주들 양쪽을 따로 생산하

여 섞고 있다.

Lactobacillus는 56종이 bifidobacteria는 29

종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주요 probiotic

표 1. How foods are modified to become

functional foods. Adapted from

Berner and O'Donnell(1998)

F ood modific ation
Ex amples of pos sible

functionality

Additoin of
phytochemicals (as
plant ingredients or
extracts)

Antioxidant , lower
risk of CHD, lower
risk of cancer, lower
blood pressure

Addition of
bioactive peptides

Enhanced immune
function, enhanced
bioavailability of
minerals, hypotensive

Addition of dietary
fiber

prevention of con-
stipation, lower risk
of colon cancer ,
lowering of blood
cholesterol

Addition of w - 3
poly- unsaturated
fatty acids

Lower risk of heart
attack, lower risk
of some cancers,
enhanced immune
system

Addition of
probiotics

Improved
gastrointestinal
functionenhanced
immune system,
lower risk of colon
cancer

Addition of
prebiotics

Improved
gastrointestinal
function, enhanced
immune system,
lower risk of colon
cancer

표 2. Bacterial species primarily used as

probiotic cultures. Adapted from Kri-

shnakumar and Gordon(2001)

Species Straubs

Lactobacillus

acidophilus

La2, La5 (also known
as La1), Johnsonii
(La1;also known as
Lj1), NCFM, DDS- 1
SBT-2062

L.bulgaricus Lb12

L.lactis La1

L.plantarum 299v, Lp01

L.rhamnosus GG, GR- 1, 271, LB21

L.reuteri SD2112(also known as
MM2)

L.casei Shirota, Immunitass,
744,01

L.paracasei CRL 431

L.fermentum RC- 14

L.helveticus B02

Bifidobacterium
adolescentis -

B.longum B536, SBT - 2928

B.breve Yakult

B.bifidus Bb- 11

B.essensis Danone (Bio Activia)

B.lactis Bb- 02

B.infantis Shirota, Immunitass,
744, 01

B.laterosporus CRL 431

B.subtil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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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이 표 2에 있다. Probiotic 특성을 갖고 있다

고 생각되는 주요종은 L. casei, bifidobacteria와 L.

acidophilus 이다(Krishnakumar와 Gordon, 2001).

Probiotic 요구르트는 L. acidophilus 단독, 또

는 L. acidophilus와 bifidobacteria, 또는 L.

casei, bifidobacteria와 L. acidophilus를 기존의

2종의 전통적 요구르트 균주에 부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Probiotic 요구르트는 많게는 5개의

다른 미생물군을 함유할 수 있다. 전통적 요구르트

균주에 비하여 probiotic 균주는 매우 천천히 자란다.

Probiotic 개발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1 Probiotic 미생물의 생존력

건강증진이 되기 위해서 probiotic 균주는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하고 제품에서 일반적으로 106 cfu/ g

의 고농도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1.2 산 및 담즙의 저항성

Probiotic 균주를 선별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 중

에 하나는 제품의 산성 조건과 pH 1.5까지 내려가

는 위에서의 생존력이다. 마찬가지로, 그 균주들은 장

에서 만나는 담즙 농도에서 생존하여야 한다. Lan-

kaputhra와 Shah(1995)는 L. acidophilus와 B i-

f idobacterium spp. 균주들 중에 약간의 균주들만

이 정상 장관내에서의 산성 및 담즙조건에서, 그리

고 발효제품 조건에서 생존하였다고 하였다. 따라

서, 모든 probiotic 균주 들은 산과 담즙에서 생

존성이 일반화되어 있다. Clark 등(1993), 그리고

Lankaputhra와 Shah(1995)는 B if idobacter-

ium long um이 4% 담즙에 저항하고 산성 조건

에서 생존력이 다른 균주 보다 높다고 하였다.

B if idobacterium animalis (B if idobacterium la-

ctis로 재분류 됨)는 동물에서 분리되었고, 유럽과 그

밖에 지역에서 probiotic 요구르트에 사용되는데,

다른 균주와 비교하여 거친 조건에서도 견디는 것으

로 보고되어 있다.

1.3 세균간의 길항

L. acidophilus와 L. casei는 발효 최종산물로

젖산을 생산하는 반면에 bifidobacteria는 초산과

젖산을 3:1 몰비로 생산한다. 젖산과 초산에 부가

하여 probiotic 미생물은 citric acid나 hippuric

acid 같은 다른 산을 생산한다. 또한 젖산균은 항미

생물 물질인 과산화수소, diacetyl, bacteriocin 등

을 생산한다. 이들 억제 물질들은 식품유래 병원균

과 오염균에 대하여 나쁜 환경을 만들어 준다. 요구

르트 균주들은 probiotic 균주들에게 대항하는(역으

로 probiotic 균주들이 요구르트 균주들에게 대항하

는) bacteriocin을 생산한다(Dave와 Shah, 1997).

L. acidophilus는 L. delbrueckii ssp. bulgaricus,

Lactobacillus helveticus, Lactobacillus j ugurti

와 L. casei에 대항하는 bacteriocin을 생산한다.

요구르트는 하나보다 많은 이들 미생물의 group을

가지며, L. acidophilus가 생산하는 bacteriocin은

L. delbrueck ii ssp. bulgaricus와 L. casei의 생

존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들 probiotic 균

주 들과 전통적 요구르트 균주들과 조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그들의 길항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1.4 부착 특성

부착성은 probiotic 균주 선정에 가장 중요한 선

정 기준에 하나이다. Probiotic 미생물의 바람직한

효과는 장에 부착하여 서식처를 형성하면서 증식할

수 있는 것이고, 장에 부착하는 능력은 장생태계에

참여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미생물과의 경쟁에서 이

길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장세포에 부

착은 장관내에서 서식처를 만들 수 있는 선행조건이

다(Bernet 등, 1993; Coconnier 등, 1992). 그

러나, 이러한 서식처를 만드는 특성은 소수의 Lac-

tobacillus 종, Lactobacillus gasseri ADH, L.

acidophilus BG2FO4와 L. casei GG 등에서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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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

Bifidobacteria 균주에서는 Bif idobacterium breve,

B. longum, B if idobacterium bif idum과 B if ido-

bacterium infantis가 연구되어 왔다(Bernet 등,

1993). 그러나, 모든 probiotic 균주들이 적절하게

장세포에 부착하는 것은 아니다. Bifidobacteria의

약간의 균주만이 장세표에 부착하여 서식처를 형성

하는 것이다. Bifidobactria의 장부착에 대한 대부

분의 연구는 Caco2와 Ht- 29 세포주 부착에 대한

것이다. L. acidophilus 균주는 장 상부에 서식하

고 반면에 bifidobacteria는 장 하부, 특히 colon

에서 발견된다. Lankaputhra와 Shah의 연구에서

6개의 L. acidophilus 균주 중에 하나가, 9개의

bifidobacteria 중에 2균주가 우수한 부착 특성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L. acidophilus 균주 보다

B if idobacterium 종들의 부착력이 좋았고, B. infantis

와 B. longum은 최고의 부착 특성을 보였다.

1.5 단백분해활성

요구르트는 전통적으로 종균으로서, Strep tococcus

thermophilus와 L. delbrueckii ssp. bulgaricus

를 사용하여 왔다. L. delbrueckii ssp. bulgaricus는

단백분해활성에 의하여 필수 아미노산을 생산하고, L.

delbrueckii ssp. bulgaricus와 S. thermophilus의

공생관계는 전자가 후자를 위하여 아미노질소를 생

산하여 두 균주가 빠르게 자라는 것이다.

반면에, L. acidophilus와 bifidobacteria는 단

배분해활성이 결핍되어 있어서 우유에서 천천히 자

라므로, 실질적으로는 probiotic 제품의 발효시간

감소를 위하여 요구르트 균주를 첨가한다. Probiotic

균주만을 사용하면 24시간의 발효시간을 갖지만,

요구르트 균주는 약 4시간을 갖는다(Dave와

Shah, 1997). 이런 결과로 요구르트 균주는 주 종

균으로 사용되고 probiotic 균주는 보조적 종균으로

사용되어 진다.

L. delbrueck ii ssp. bulgaricus와 S. thermo-

philus가 probiotic 미생물의 낮은 성장 특성 때문에

L. acidophilus와 bifidobacteria 보다 우세하게 존재

하며, 높은 단백분해활성을 나타냈다(Dave와 Shah,

1998). L. acidophilus의 7균주 중에 1균주와

bifidobacteria의 14균주 중에 1균주가 약간의 단백분

해활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단백분해활성을 기준으

로하여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백분해효소는 우

유 casein을 oligopeptide로 분해하는데 필요하고,

oligopeptide는 peptidase에 의하여 peptide와 아미노

산으로 된다. 우유에는 젖산균을 성장시킬 만한, 특히 L.

acidophilus와 bifidobacteria를 성장시킬 만한 충분한

peptide와 아미노산이 없다.

1.6 - D- Galactosidase 활성

요구르트 미생물은 probiotic 미생물 보다 높은

β-D- galactosidase 활성을 갖는다(Shah와 Jelen,

1990; Shah, 1994).

단백분해활성과 β- D- galactosidase 활성은 왜

요구르트 미생물이 probiotic 미생물 보다 빠르게

성장하는가? 와 왜 요구르트 미생물이 주 종균이 되

고 probiotic 미생물이 보조적 종균이 되어야 하는

가? 를 설명한다.

2. Probiotic 균주의 이익효과

젖산간균과 bifidobacteria의 구강 투여가 장에서

정상적 미생물 균총으로 회복시켜주는 많은 증거가

있다. 장관 치료에 부가하여 probiotic 미생물은 여

러 영양소 제공 및 치료 효과 능력이 요구되며, 이

들은 항생제를 이용한 설사치료에 성공적으로 이용

되어 왔고 다른 여러 기능특성을 갖고 있다.

2.1 항미생물 특성

항생제 저항 균주의 출현과 유해균을 자연적인 방

법으로 치료하는 개념의 대두로 probiotic 균주는

보다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것은 여러 질병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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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장 미생물 균총회복에 기초하고 있다.

Probiotic 균주는 젖산과 초산 같은 유기산과 과산화

수소와 bacteriocin을 생산한다. 젖산과 초산은 생성

된 산 중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citric, hippuric,

orotic과 uric 같은 산은 아주 적은 양이 생산된다

(Lankaputhra와 Shah, 1998a). 장에서 이들 미생물

로 부터 생성된 초산과 젖산에 의한 pH의 저하는

살균과 정균효과를 갖는다.

그 항미생물 물질에 의한 유해 및 부패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특성으로서 probiotic 균주들은

Salmonella typhim urium과 Escherichia coli와

같은 그람음성균 보다는 S taphy lococcus aureus

와 Clos tridium p erf ringens와 같은 그람양성균에

대하여 강한 항미생물 특성을 나타낸다. 젖산 같은

유기산이 존재하는 곳에서 과산화 수소는 과산화 수

소 단독 또는 젖산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억제

력이 강하다(Lankaputhra와 Shah, 1998b).

발효동안 생산되는 젖산의 두형태, L(+)와 D(- )

는 젖산균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데, L. delbrueckii

ssp. bulgaricus와 Lactococcus lactis는 D(- )를

생산하고, 약간의 젖산 구균과 L. casei는 L(+)를 생

산하며, L. helveticus와 L. acidophilus는 L(+)

와 D(- )이 섞인 혼합형이 생산된다. 해가 없는 L(+)

와 달리 D(- ) 젖산은 D2- hydoxy acid dehydro-

genase가 인체에 없으므로 pyruvic acid로 대사되

지 못하며, 신생아의 경우에 acidosis를 일으킨다.

따라서, bifidobacteria와 L. casei에 의하여 생산

된 젖산은 쉽게 대사되고 항미생물 특성을 제공한다

(Shah, 1999).

2.2 항돌연변이 특성

발효 우유제품의 소비와 어떤 암의 발생 사이에는

역의 상관성을 보여준다. 발효유의 항돌연변이 활성

은 4- nitroquinoline- N' - oxide, 2- nitrofluorene

과 benzopyrene과 같은 여러 돌연변이원과 다양한

양의 범위에 대하여 미생물과 포유류 세포주를 기초

로 조사되어 왔다(Ayebo 등, 1982). Probiotic 미생물

의 항돌연변이성의 기작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추

론의 상태에 있고 돌연변이원에 미생물이 결합하여 나

타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Orrhage 등, 1994).

Lankaputhra와 Shah(1998b)는 Ames Sal-

monella test를 사용하여 8개의 돌연변이원과

promutagen에 대하여 초산, 젖산, pyruvic과 butyric

acid의 항미생물활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던 바, 초산

은 젖산과 pyruvic acid 보다 높은 항돌연변이 활

성을 보여 주었고, butyric acid는 모든 돌연변이원과

promutagen에 대하여 활성이 나타나 spectrum 범

위가 넓었다. 그리고 bytyric acid는 분자(DNA)수준

에서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Smith, 1995).

Lankaputhra와 Shah(1998b)는 죽은 미생물보

다 살아 있는 미생물이 항돌연변이 활성이 높았다고

하였고, 이것은 미생물이 돌연변이원에 결합하거나

대사할 것으로 추측되었다. Probiotic 균주에 의한

돌연변이원과 promutagen에 대한 효과는 살아있

는 균주는 영구하고 죽어 있는 균주는 임시적으로

나타났다. 죽어있는 균주는 di- methyl sulfoxide로

추출하였을 때 다시 돌연변이원과 promutagen이

방출되었다. 이 결과는 살아 있는 probiotic 균주의

중요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2.3 항암 특성

젖산균과 발효 제품은 잠재적인 항암 활성이 있다

(Mitsuoka, 1989). B. longum과 B . infantis는

효과적인 항암제이다. 그들의 활성은 미생물효소 억

제에 의하여 숙주의 면역계를 활성화시키고 장내

pH를 저하시킴으로서 나타난다. L. acidophilus의

항암효과는 Goldin과 Gorbach(1977, 1984)에

의하여 연구되었는데, 이 균주를 경구 투여했을 때

에 procarcinogen의 전환으로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을 촉매하는 β-glucurodase, azoreductase와 ni-

troreductase의 감소를 가져왔다. L. acidophilus 또는

bifidobacteria는 procarcinogen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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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체의 면역계를 활성화시킨다.

Probiotic 미생물에 의한 procarcinogen의 직접

적인 제거는 nitrosamine이 생성되는 속도를 감소

시키는 것이 포함되며, 발암원의 생성을 이끄는 효

소나 procarcinogen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

된다. B . breve 같은 균주는 육제품의 훈제시 발생

하는 것과 같은 발암원을 흡착하는 활성이 높다.

2.4 Lactose 대사 증진

유당 불내증은 흔히 발효되지 못한 우유나 우유제

품을 그냥 섭취한 후에 나타나는 위통 현상으로 우

유의 주요 당인 lactose를 단당류인 glucose와 ga-

lactose로 완전하게 분해하지 못함으로서 나타나고,

이것은 β-D- galactosidase의 결핍으로 lactose를

대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Onwulata 등, 1989).

요구르트 제조에 쓰이는 전통적인 미생물인 L.

delbrueckii ssp. bulgaricus와 S. thermophilus

는 많은 양의 β- D- galactosidase를 생성하고, 요

구르트의 섭취는 유당불내증의 증상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제안되어 왔다. 여러 연구에서, 요구르트 또

는 probiotic 요구르트는 유당불내증에 견딜 수 있

게 해주나 그 기작은 아주 명확하지는 않다. 약간의

lactose는 발효동안 요구르트 미생물에 의하여 가수

분해되어 진다.

유당불내증을 견디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생물

효소가 장에 도착하기 전에 미생물 세포 intra 영역

에서 lactose를 자동분해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 이

유는 구강에서 맹장까지 가는 통과 시간을 느리게

해주기 때문이다. 위 공복과 장 통과 시간은 lactose

허용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구르트 같은

점질 식품이나 많은 고형분을 함유한 식품은 위에서

식품 배출을 지연시킬 수 있고, 따라서, 유당불내증

경감에 효과를 줄 수 있다. 그 결과로서 발효된 acido-

philus 우유는 달콤한 acidophilus 우유 보다 더

허용성이 높으며, 응집된 우유는 그것의 점질성 때

문에 발효 안된 우유보다 장을 더 천천히 통과 할

수 있다(Shah 등, 1992).

비록, 유당불내증에 대하여 bifidus 균주 제품에서

는 제한되어 연구되어 왔지만, acidophilus 우유에서

는 그 경감효과가 충분히 연구되어 왔다(Onwulata

등, 1989).

2.5 혈장 콜레스테롤 감소

발효된 낙농제품 섭취에 의하여 혈장 콜레스테롤

수준을 감소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매우

고농도의 probiotic 미생물(∼109/ g)을 함유한 발

효된 우유를 고콜레스테롤 환자에게 급여한 결과,

3.0 g/ L에서 1.5 g/L로 감소되었다(Homma,

1988). 그러나 혈장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하여 bifidobacteria의 역할은 아직 완전하게 이

해되지 못하고 있다.

Mann과 Spoerry(1974)는 Lactobacillus로 발

효시킨 우유를 대량 급여한 결과 혈장 콜레스테롤

감소를 관찰하였고, 이것은 콜레스테롤 합성에 필요

한 hydroxymethyl- glutaryl- CoA reductase를

억제하는 젖산균에 의하여 hydroxymethyl glutarate

의 생성에 기인할 것으로 추측되었다. Rao 등

(1981)은 낙농제품 발효 동안 생성되는 orotic

acid로부터 대사되는 물질들이 콜레스테롤 수준을

감소시킬 것이라 하였고, Japers 등(1984)은 uric

acid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orotic acid와

hydroxymethyl glutamic acid가 혈장 콜레스테

롤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주는 bifidobacteria

의 역할은 아직 논의 중에 있고, Klaver와 Meer

(1993)는 L. acidophilus와 다른 종에 의한 배양

된 배지로부터 콜레스테롤의 제거는 미생물에 의한

콜레스테롤의 섭취가 아니고 L. acidophilus에 의

한 담즙산의 deconjugation에 의한다고 하였다. 그

deconjugate 된 담즙산은 conjugate 된 지질이 되

지 못함으로서 흡수될 수 없으므로 콜레스테롤 수준

을 감소시킬 수 있다.

L. acidophilus와 bifidobacteria는 콜레스테롤

과 다른 유기산을 활발히 결합시킬 수 있다. Gilliland



식품기술 제15권 제1호 (2002. 3) 61

등(1985)은 L. acidophilus 균주 자체가 소장에서 성

장시 콜레스테롤을 취할 수 있고, 결과로 콜레스테

롤이 혈액 속으로 들어 갈 수 없게 한다고 하였다.

젖산균의 콜레스테롤 감소에 대한 효과는 불균일하

고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부터 감소를 못시키는 것

까지 다양하고 정확한 기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

다.

2.6 면역계 자극

L. acidophilus와 bifidobacteria의 면역계 조절

이 관찰(Schiffrin 등, 1995)되어 왔지만 그 기작

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았다. 소장에서 장과 연관

된 림프조직의 Payer ' s patches에 M 세포를 통하

여 작은 수의 미생물을 전이시키면 면역력이 증진되

었다. probiotic 요구르트의 투여는 적혈구 세포에서

cytokine 생성을 자극하고(Solis와 Lemonnier, 1996)

macrophage의 활성을 증진시키는 것(Marteau 등,

1997)으로 보고되었다.

3. Prebiotics와 Synbiotics

위장관에서 bifidobacteria의 건강 증진 효과는

그들의 생존력과 대사활성에 따른다. 그들의 성장은

올리고당으로 알려진 복합된 탄수화물에 의존되는

데, 그런 올리고당을 prebiotics라하고, 그것은 대

장에서 선택적으로 한 균주 또는 소수의 균주를 활

성 및 성장을 촉진하므로서 숙주에게 이익 효과를

주는 소화될 수 없는 식품으로 정의된다(Gibson과

Roberfroid, 1995). Bifidus 제품의 최대효과를

주기 위하여 prebiotics는 probiotic 식품에 사용된다.

약간의 올리고당은, 그들의 화학 구조 때문에, 소

화효소에 분해되지 않음으로서 대장까지 도달하고

탄수화물 분해 미생물에 의하여 발효에 이용된다.

숙주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분해되거나 분해되지 않

고 에너지원으로 bifidobacteria에 의하여 우선적으

로 이용되는 화합물을 bifidogenic factors 라 한

다.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에는 lactose 유도체인

lactulose, lactitol과 galactooligosaccharide, fr-

uctooligosaccharide 및 대두 oligosaccharide 등이

있다(O'Sullivan, 1996). Resistant starch와 non-

starch oligosaccharide는 대장식품(colonic foods)

으로 분류되는데, 유익균에 의하여 대사되지 못함으로

서 prebiotics라 하지 않는다(O'Sullivan, 1996).

Djouzi와 Andrieux (1997)는 사람 변으로부터

분리된 균주를 무균쥐에 접종하고 장 균총의 대사

에 의한 3개의 올리고당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Fructooligosaccharide와 galactooligosaccharide

는 bifidobacteria의 수를 2승 증가시켰다. 최근에,

호주, 미국, 유럽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요구르트

는 probiotic 미생물과 prebiotics의 형태를 포함하

고 있다. 이렇게 조합된 제품을 symbiotics 라 한

다. 일본은 probiotic과 prebiotic 제품의 선두자이다.

결론적으로, probiotics에 대한 건강증진 증거는

대단히 많고, 그 시장의 경향은 제품의 매력과 다용

도성을 가진 이들 건강 증진 효과들이 결합된 제품

조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Probiotics는 오늘날 알려

진 것 이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장들이 나타날 것

이다.

<출처 : Food T echnology, 55(11), 46,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