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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ctic acid bacterial strain showing fast growth and high acid production in Korean pear puree
was isolated from Kimchi. This strain was analyzed by API 50 CHL kit and 16S rRNA sequencing
analysis and identified as Leuconostoc (Ln.) mesenteroides KACC 91495P. Korean pear puree was
fermented using Ln. mesenteroides KACC 91495P strain at 30oC for 18 h. The changes of pH,
titratable acidity and viable cell number during fermentation were investigated. The pH and titrat-
able acidity were reached to pH 3.86 and 1.09% after 18 h fermentation, respectively. The viable
cell population of Ln. mesenteroides KACC 91495P was rapidly increased to 2.0×109 CFU/g during
the 9 h of cultivation. The contents of lactic acid, acetic acid and malic acid were determined to
be 0.213, 0.259, and 0.217% after 18 h fermentation, respectively. The content of polyphenolic com-
pounds, known as antioxidants, in pear puree were enhanced by Ln. mesenteroides KACC 91495P
cultivation. The level of total polyphenolic compounds was increased to around 140% of initial con-
centration. When the fermented pear puree was kept at 4oC, pH, titratable acidity and number of
viable cells population were nearly maintained for 13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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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산 배는 수분함량이 85~88%이며 주성분인 당질은

10~13%정도이며 단백질 0.3%, 지방 0.2%, 섬유질 0.5% 정도

함유되어 있으며, Na, K, Mg, P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

한 알칼리성 식품이며 한방에서는 변비, 이뇨, 기침 등의 치료

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다[Hwang과 Park, 2006]. 과일 중

배는 신맛이 적어서 기호도가 우수하므로 대부분 생과로 소비

되고 있으며 가공품은 많지 않으며 배 음료가 유통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배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저장기간 중 품질

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장방법과 조건에 집중되어 있

다. 실제로,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확 후 처리방법[Kwon

등, 2003], controlled atmosphere 저장의 효과[Chung 등,

2003], 배의 저장 중 향기성분, 화학적, 물리적 성질의 변화

[Zhang 등, 2003; Ji 등, 2006], 전자선 조사가 향기성분에 미치

는 영향[Kim 등, 2008] 등이 연구되어 있다. 한편으로 배를 과

일보다는 기능성 소재로 이용하기 위하여 가공 부산물인 과피

로부터 분리한 식이섬유의 특성[Zhang 등, 2005]과 상품성이

낮은 배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펙틴의 생리적인 기능성[Zhang

등, 2008]에 관한 연구도 보고되어 있다. 배의 직접 가공품에

관한 연구로는 열처리 조건이 배즙의 물성에 미치는 연구가 보

고되어 있을 뿐이다[Hwang 등, 2006].

동, 서양의 전통 발효식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유산균

은 정장, 항암, 면역증진, 항균 등 다양한 생리활성이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발효식품으로 또는 생균제의 형태로 섭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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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probiotics의 대표적인 미생물이

다[Goldin, 1998]. 육류의 소비가 많은 서양에서는 포유동물의

유즙에 유산균을 배양한 다양한 발효유가, 곡류를 주식으로 소

비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곡류를 발효원으로 사용

한 idli, dosa, dhokla와 같은 전통 발효식품이 알려져 있다

[Blandino 등, 2003]. 세계적으로 곡류 발효 식품에서는 효모와

유산균이 중요한 미생물로 발견되므로 이들을 starter로 이용하

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며[Mugula 등, 2003], 최근 국내에서

도 현미에 phytate 분해활성을 갖는 유산균을 배양하여 phytate

함량을 낮춘 곡류 발효식품의 제조에 관한 기초 연구가 보고

[In 등, 2009]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김치는 채소에 유산

균을 배양한 발효식품이며, 과일을 이용한 발효식품으로는 서

양에서는 사과 쥬스에 효모와 유산균을 발효시킨 apple cider

[del Campo, 등 2008]가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우유에 과

즙을 혼합하여 기존의 발효유에 과일의 특성을 부가하는 발효

유의 제조에 관한 연구[Ko와 Kang, 1997]가 보고되어 있을 뿐

과일만을 사용한 유산균 발효 가공품은 미미하다. 그러나 유산

균을 이용한 발효 식품은 요구르트와 같은 동물성 발효 식품뿐

만 아니라 곡류, 과채류 발효식품인 식물성 probiotic food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Blandino 등, 2003].

따라서 현미[In 등, 2009]와 두유[Oh와 In, 2008]에 유산균을

배양한 결과를 기반으로 과일 중 생과 소비율이 매우 높은 배

에서 생육과 산 생성이 우수한 유산균을 김치로부터 분리, 동

정하였으며, 분리한 유산균을 이용하여 배 파쇄물에 배양하면

서 생육특성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배

를 이용하여 유산균이 함유된 식물성 probiotic food를 제조하

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유산균의 분리에 사용한 배추김치는 대형마트에서 구

입하였으며, 배는 2008년 국내산 신고 품종을 사용하였다. 미

생물 분리, 배양 및 보존에 사용된 배지는 모두 Difco사(Detroit,

MI, USA)의 제품이었다.

유산균의 분리 및 동정. 김치 국물을 멸균 식염수에 혼합하

여 10진법으로 적절하게 희석한 후 0.3% CaCO3를 함유한

Lactobacilli MRS agar 평판에 도말하고 30oC에서 36시간 배양

하였다[Lim과 Im, 2009]. 산 생성이 우수하여 투명환을 크게

생성하는 colony를 1차로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균주를 배 파

쇄물에 접종하여 30oC에서 15시간 진탕배양 후 균의 생육과 적

정산도를 공시 균주인 Ln. mesenteroides ATCC 9135와 비교하

여 생육과 산 생성능이 우수한 군주를 2차로 선발하였다. 최종

선발된 균주를 MRS agar 사면 배지에 보관하였으며 API 50

CHL kit(bioMerieux Inc., Marcy I’Etoile, France)와 16S

rRNA의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하여 동정하였다[Yoon 등, 1989].

배 발효물의 제조. 사면 배지에 보관 중인 Ln. mesenteroides

KACC 91495P를 Lactobacilli MRS broth에 1백금이 접종하여

30oC에서 15시간 회전 진탕 배양 후 1,500×g로 15분간 원심분

리로 균체를 회수하고 멸균 식염수로 2회 세척한 다음 배양액

과 동일 부피의 멸균 식염수에 균체를 현탁하여 starter로 사용

하였다. 배는 껍질을 제거하고 과육 부위만을 가정용 분쇄기로

파쇄하여 미리 멸균한 진탕 플라스크에 50 g씩 넣은 후 미리 준

비한 starter를 5%(v/w) 접종하고 30oC에서 150 rpm으로 회전 진

탕 배양하면서 시간 별로 적정 산도, pH,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적정산도 및 pH. 발효 중 적정산도의 변화는 발효액 5 g에

멸균 증류수 45 g을 가하여 잘 혼합한 후 10 mL를 취하여 0.01

N NaOH로 적정하고 젖산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으며, 발효액

의 pH는 pH-meter(model 720P, Istek, Seoul, Korea)를 이용하

여 직접 측정하였다.

생균수 측정. 배양액 1 g에 멸균 식염수 9 mL를 혼합하여 10

진법으로 적절하게 희석하였다. 평판에서 희석액 1 mL에 멸균

한 MRS agar 배지를 부어 혼합하고 30oC에서 36시간 배양하

여 형성된 colony를 계측하였다. Ln. mesenteroides KACC

91495P의 생균수는 시료 g당 colony forming units(CFU/g)로

나타내었다.

유기산 분석. 배 발효액의 유기산 함량은 HPLC(Dionex,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컬럼은 Prevail

Organic Acid 5u(Alltech Associates, Inc. Deerfield, USA), 용

매는 25 mM potassium phosphate(pH 2.5, 유속 1.0 mL/min),

검출기는 UV detector(220 nm)를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및 항산화 활성 측정. 원심분리(3,000×g,

10분)로 불용성 물질을 제거한 발효액 0.1 mL에 2% Na2CO3

용액 2 mL를 가한 후 5분간 방치하고 50% Folin-Ciocalteu 시

약 0.1 mL를 가하였다. 30분 후 반응액의 흡광도를 750 nm에

서 측정하였고, 표준물질로는 tannic acid를 사용하였다. 총 폴

리페놀 함량은 시료 g당 mg tannic acid 함량으로 나타내었다

[Hwang 등, 2006]. 발효액의 항산화 활성은 DPPH radical의

소거활성을 Blois의 방법[1958]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

였다. 발효액 0.1 mL에 0.2 mM DPPH 용액 1.0 mL와 에탄올

0.9 mL를 가하고 30분 후 517 nm에서 반응액의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발효액의 전자공여능은 시료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

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유산균의 분리 및 동정. 식물성 발효 식품인 김치 국물로부

터 CaCO3를 함유한 MRS 평판 배지에서 산 생성능이 우수하

여 투명환 생성이 뛰어난 colony를 1차로 분리한 후 선발된 균

주를 배 파쇄물에 접종하고 30oC에서 15시간 배양하여 생균수

와 적정산도를 Ln. mesenteroides ATCC 9135 균주와 비교하여

생균수와 적정산도가 우수한 균주를 최종 선발하였다. 균주 배

파쇄물에 배양한 결과, 생균수는 Ln. mesenteroides ATCC

9135 균주와 유사하였으나(2.9×109, 9.8×108 CFU/g) 적정산도

가 1.02%로 ATCC 9135 균주의 0.38%보다 2배 이상 우수한

균주를 최종 선발하였다. 선발된 균주를 API 50 CHL kit와

16S rRNA의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하여 동정하였다. API 50

CHL에 의한 탄수화물 발효성 실험 결과를(Table 1) ATB

identification program으로 분석하고 16S rRNA의 염기 서열

분석을 수행한 결과(Fig. 1), 본 연구에서 분리한 균주는 Ln.

mesenteroides와 99%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국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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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에 Ln. mesenteroides KACC 91495P로

기탁되었다. MRS broth에서 KACC 91495P 균주는 ATCC

9135 균주보다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ATCC 9135 균주는 초기

pH 기준으로 pH 6.0과 7.0에서 매우 흡사한 생육을 보였으나,

KACC 91495P 균주는 pH 6.0보다 7.0에서 생육이 우수하였다.

또한 4.0% NaCl를 함유한 MRS broth에서 KACC 91495P 균

주는 약 30%, ATCC 9135 균주는 약 12% 생육이 억제되어

KACC 91495P 균주는 ATCC 9135 균주보다 내염성이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데이터 제시는 생략함).

배 파쇄물에서의 생육특성. 배의 과육만을 분쇄한 파쇄물에

다른 배지성분을 추가하지 않고 Ln. mesenteroides KACC

91495P을 접종한 후 30oC에서 18시간 진탕 배양하면서 3시간

간격으로 총균수, 적정산도와 pH의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2).

발효시간에 따른 배양액의 pH는 배양 전 pH 5.72에서 배양 9

시간에 pH 4.05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 18시간까지

pH 3.86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적정산도는 pH의 변화 경

향과 유사하여 배양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배양 15시

간에 1.09%를 기록하여 균주 선발시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배

파쇄물에서 KACC 91495P 균주의 생육은 우수하여 생균수는

접종 후 9시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8.1×107 CFU/g→

2.0×109 CFU/g) 배양 18시간에는 2.9×109 CFU/g까지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Ln. mesenteroides KACC 91495P 균주의

생육특성은 비록 균주가 서로 상이하나 사과 주스와 우유 혼합

액에 Lactobacillus acidophilus KCTC 2182 균주를 배양한 결

과 배양액의 pH는 4.08, 총균수는 2.9×109 CFU/g를 기록한 결

과[Ko 와 Kang, 1997]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김치에서 분리

한 동종의 유산균인 Ln. mesenteroides KC 51 균주를 식물성

원료인 두유에 15시간 배양한 배양액의 pH는 4.58, 총균수는

3.6×109 CFU/g라는 보고[Oh와 In, 2008]와 비교하면 배 파쇄

물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Ln. mesenteroides KACC 91495P

Table 1. Utilization of various carbohydrates by Leuconostoc

mesenteroides KACC 91495P isolated from Kimchi

Carbohydrate Reaction Carbohydrate Reaction

Control - Esculine +

Glycerol - Salicine +

Erythritol - Cellobiose -

D-Arabinose - Maltose +

L-Arabinose + Lactose -

Ribose + Melibiose +

D-Xylose + Saccharose +

L-Xylose - Trehalose +

Adonitol - Inuline -

Methyl-β-xyloside - Melezitose -

D-Galactose + D-Raffinose +

D-Glucose + Amidon -

D-Fructose + Glycogene -

D-Mannose + Xylitol -

L-Sorbose - β-Gentiobiose -

Rhamnose - D-Turanose +

Dulcitol - D-Lyxose -

Inositol - D-Tagatose -

Mannitol + D-Fucose -

Sorbitol - L-Fucose -

Ethyl-α-D-mannoside - D-Arabitol -

Methyl-α-D-glucoside + L-Arabitol -

N-Acetylglucosamine + Gluconate +

Amygdaline - 2-Keto-gluconate -

Arbutine + 5-Keto-gluconate +

+: Positive reaction, -: Negative reaction.

Fig. 1. Phylogenetic tree based on 16S rRNA sequences showing the positions of Leuconostoc mesenteroides KACC 91495P, various

Leuconostoc species and some other related taxa.

Fig. 2. Changes of growth (■) of Leuconostoc mesenteroides KACC

91495P, titratable acidity (●) and pH (○) of fermented pear puree
suspension during lactic acid fermentation at 3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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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의 생육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양시간에 따른 발

효액의 유기산 함량을 HPLC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보고[Choi

등, 1998]와 동일하게 Ln. mesenteroides KACC 91495P 균주

의 배양 전 배의 과육에서 사과산이 주요한 휘발성 유기산으

로, 구연산은 소량 함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KACC 91495P

균주의 생육에 비례하여 젖산과 초산 함량은 배양시간에 따라

증가하여 18시간 배양한 경우 젖산이 0.213%, 초산이 0.259%

생성되었다(Table 2). 배 파쇄물에서 KACC 91495P 균주에 의

한 젖산과 초산의 생성량은 Ln. mesenteroides KC 51 균주를

4% 현미 당화물[In 등, 2009], 두유[Oh와 In, 2008]에 배양한

결과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이는 균주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배양 18시간 후 배양액의 잔존 환원당 함량이

6.29%로 높고 배양 9시간 이후 생균수의 증가가 평형에 이른

점 또한 배의 성분에서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매우 낮

은 점을 고려하면 배 파쇄물에 영양성분(특히 질소원)을 보충

한다면 KACC 91495P 균주의 생육과 유기산의 생성량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선발하여 사용한 Ln. mesenteroides KACC 91495P

균주는 특별한 영양원의 보충없이 배 파쇄물에서 발효식품의

제조에 필요한 정도로 생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배 파쇄물만으로 호상 요구르트의 국내 성분규격인 생균수 1.0

×108 CFU/g 이상으로[KFIA, 2009] 또한 요구르트의 바람직한

pH 범위(pH 3.27~4.53)로 유산균을 배양할 수 있으므로 배를

이용한 요구르트와 유사한 발효 제품의 제조가 가능함을 제시

하였다.

배 발효액의 항산화 활성. 배 파쇄물에 Ln. mesenteroides

KACC 91495P 균주를 9시간 배양하여 얻은 발효액 중 총 폴

리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 항산화 활성은 DPPH

radical 소거활성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Fig. 3), 배 파쇄

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134 µg tannic acid/mL였으며 배양 9

시간 후 185 µg tannic acid/mL로 약 40% 증가하였다. KACC

91495P 균주를 배양함에 따라 배양액의 점도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현상은 고분자 또는 단백질과 결합한 페놀

성 화합물이 발효과정에서 저분자 페놀성 화합물로 전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Hwang 등, 2006]. 동시에 배 발효액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총 폴리페놀 함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28%에서 34%로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페놀성 화합물

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성분이므로 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이 비례한다는 기존의 보고[Zhang 등, 2003;

Hwang 등, 2006]와 잘 일치하는 결과이며, Ln. mesenteroides

KACC 91495P 유산균의 배양으로 배의 생리활성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배 발효물의 저장성. Ln. mesenteroides KACC 91495P 균주

를 이용한 배 발효식품 제조의 기초 data로 유산균 발효유는

제조 후 저온에서 유통되므로 저장 중 품질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배 파쇄물에서 9시간 발효시킨 후 4oC에서 냉장 보관

하면서 pH, 적정산도 및 생균수의 변화를 조사하였다(Table 3).

13일간 저장한 결과 pH는 pH 4.0에서 pH 3.74로 다소 감소하

였으며 적정산도는 0.74%에서 1.05%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생

균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Ln. mesenteroides

KACC 91495P 균주의 배 발효물은 저장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추후 Ln. mesenteroides KACC 91495P 균주

의 배 발효물을 이용한 발효제품의 formulation을 개발하는 연

구에서 다당체와 같은 첨가물의 사용으로 유산균의 저장 안정

성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Yang 등, 2006].

Table 2. Change in organic acid content of fermented pear puree

suspension during fermentation at 30oC

Time (hr)
Organic acid content (%)

Malic acid Lactic acid Acetic acid

0 0.189 - -

3 0.158 0.0495 0.0529

6 0.120 0.0744 0.0722

9 0.124 0.0892 0.104

12 0.186 0.157 0.183

15 0.167 0.160 0.202

18 0.217 0.213 0.259

Fig. 3. Changes of total polyphenol content (open bar) and electron

donating ability (closed bar) of fermented pear puree suspension

during lactic acid fermentation at 30oC.

Table 3. Changes in quality of fermented pear puree suspension during storage at 4oC

Period of storage (days)

0 2 5 7 11 13

pH 4.00 3.92 3.82 3.80 3.75 3.74

Titratable acidity (%) 0.74 0.77 0.80 0.78 1.04 1.05

Viable cell counts (CFU/g) 2.7×109 1.1×109 3.2×108 4.4×108 2.5×108 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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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김치에서로부터 배 파쇄물에서 생육과 산 생성이 우수한 유

산균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균주는 Ln. mesenteroides로 동정되

었으며,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에 KACC 91495P로

기탁하였다. KACC 91495P 균주를 배 파쇄물에 접종한 후

pH, 적정산도, 생균수의 변화를 경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배양액

의 pH는 배양 9시간 이후 pH 4.05로 급격히 감소한 후 배양

18시간에 pH 3.86까지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적정산도는 배양

초기부터 15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9% 수준에서 평

형을 이루었다. 생균수는 접종 후 9시간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그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여 배양 18시간에는 2.9×109 CFU/g까

지 증가하였다. 유기산 농도는 배양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여

18시간 배양 후 젖산이 0.213%, 초산이 0.259%, 사과산이

0.217%로 분석되었다. 또한 배 발효액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9

시간 배양 후 134 µg tannic acid/mL에서 185 µg tannic acid/

mL로 약 40%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DPPH radical 소거활성도

향상되었다. 또한 4oC에서 KACC 91495P 균주에 의한 배 발

효물은 약 2주일의 저장기간 동안 pH, 적정산도, 총균수의 변

화는 미미하였다.

Key words: Leuconostoc mesenteroides, 배 발효물, 폴리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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