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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solate soy curd forming bacterial strains. Soy curd forming
bacteria were isolated from Kimchi, a traditional Korean vegetable food that is fermented using
lactic acid bacteria. Among 196 bacterial strains, ten isolates (strain No. 2-2-2, 2-15-2, 2-18-1,
2-19-2, 3-4-1, 3-4-2, 3-8-1, 3-8-3, 3-17-1, 4-39-5) formed firm soy curd. The isolated bacterial strains
were identified by molecular biological and biochemical analyses. The genomic DNAs extracted
from the isolated bacterial strains were used as a template for PCR amplification of 16S rDNA
region. By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16s rDNA sequences with GenBank data, the isolated
strains were identified as Leuconostoc mesenteroides group and Lactobacillus sakei group. The phylo-
genetic position of soy curd forming strains and their related taxa were investigated using neigh-
bor-joining method. L. mesenteroides group was further identified as L. mesenteroides subsp. dex-
tranicum based on biochemical properties. L. sakei group was named Lactobacillus sp., because it
showed a variety of biochem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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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인들의 패스트 푸드, 육류 섭취의 증가로 인한 식생활

의 변화가 비만증, 동맥경화증,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을 증가

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동물성 식품을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식물성 유래 식품의 대표인 콩은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현대인의 성인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5,12,13]. 미국 식품의약안전국 (FDA)은 하루 콩 단백질

25 g 이상을 섭취하면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15], 미국인보다 약 20-50 배 정도 더 많은 대두

를 섭취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연구되었다[8,17]. 콩은 영양가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 소화율이 낮고 콩 비린내를 유발하는 lipoxygenase

와 위와 장에서 gas를 생산하는 trypsin inhibitor, phytic acid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콩을 발효하는 가

공법이 시도되고 있다[9].

한편 유산균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며 여러 가지 식품을

발효시키는데, 특히 김치 유산균의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저

하, 면역 증강, 항암, 정장효과 등이 알려져 있다[20]. 요구르트

는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 흡수를 증진시키고, 유당의 소화를

돕고[10],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며[11], 세균성 식중독

억제[2], 항암작용[18]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

히 유산균은 탈지 두유보다는 두유에서 우수한 생육을 보였으

며[14], 두유에 유산균을 배양하면 생리 기능적 측면에서도 여

러 가지 유효활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

인 예로써 항산화 활성 증가[19], 유산균의 β-glucosidase 활성

에 의하여 대두 isoflavone 무배당체가 체내 흡수 속도가 빠른

isoflavone 무배당체(특히 daidzein, genistein, glycitein)로의

형태로 전환되며[3,4] γ-aminobutyric acid (GABA)와 유리

아미노산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발효된 두유는 우유보다 경제적이며 고단백의 높은 영양적

가치를 제공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6]. 그러나 점차 다양해

지고 있는 소비자의 요구와는 상반되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요구르트의 형태는 우유를 이용한 액상 요구르트가 대부분이

다. 액상형태의 요구르트와는 달리 curd 형태의 생산물은 영

양학적 가치 외에도 치료적인 측면에서 개발되어 왔다[1]. 따

라서 curd 형태의 두유 요구르트가 건강식품으로서 개발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두유를 순두부 형태의 식물성

요구르트로 만들고자 김치 유래 젖산균으로부터 두유를 curd

형태로 만드는 균을 분리하고 동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부산 지역의 가정에서 수거한 김치 국물 시료 56 개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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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멸균 증류수에 김치 국물을 적절한

배수로 희석한 뒤 MRS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New Jersey, USA) 한천 평판배지에 도말하여 37℃에서 24 시

간 평판배지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균락을 분리하였다.

젖산균의 분리

국산대두 100 g과 증류수 1,000 ml를 두유제조기

(NSM-6200, 엔유씨전자, 대구, 한국)에 넣어 두부 기능(33 분)

을 작동시키고 게르마늄 컵에 거름망 안에 비지를 제외한 두

유를 50 ml씩 넣어 40～45℃로 식혔다. MRS 액체배지에 37℃

에서 24 시간 배양한 196 개의 김치 유래 분리균주 배양액

100 μl (0.2％)를 준비한 두유에 접종하고 37℃에서 18 시간

배양하여 curd를 형성하는 균주들을 선별하였다.

분리균주의 분자생물학적 분석

두유에서 curd를 형성하는 균주를 MRS 액체배지에서 37℃

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하여 Bacterial Genomic DNA

Purification Kit (Dokdo-Prep, ElpisBiotech. Inc., Taejeon,

Korea)를 사용하여 genomic DNA를 추출하였다. 16s rDNA

의 gene은 thermal cycler (My CyclerTM thermal cycler,

Bio-Rad, California, USA)를 이용하여 증폭시켰다. 실험을 위

한 PCR mixture는 20 pmol oligonucleotide primer bact_f

(5’-AGAGTTTGATCCTGGCTCAG-3’) 1 μl와 20 pmol bact_r

(5’-ACGGCTACCTTGTT ACGACTT-3’) 1 μl, Taq polymer-

ase (ElpisBiotech. Inc., Taejeon, Korea) 1U, 2.5mM deoxy-

nucleoside triphosphate (Labo Pass, COSMO co, Ltd., Seoul,

Korea) 1 μl, Taq polymerase를 위한 10× buffer 2 μl, 멸균증류

수 14 μl, 주형 DNA 1 μl를 넣어 혼합하였다. 16s rDNA의

gene은 thermal cycler (My CyclerTM thermal cycler, Bio-Rad,

California, USA)를 이용하여 증폭시켰다. 조건은 95℃에서 ini-

tial denaturation시킨 다음 30 cycle로 95℃에서 1분 동안 dena-

turation, 60℃에서 1 분 동안 annealing, 72℃에서 1 분 동안

extension하고 마지막으로 72℃에서 10 분 동안 extension 시키

고 4℃에서 보관하였다.

염기서열은 Genetyx program으로 pairwise alignment를

하여 GenBank의 BLAST database에서 표준 균주의 DNA 크

기가 1,200 bp 이상인 신뢰성 있는 데이터만을 선별하여 se-

quence match하였다. Genetyx program과 Bioedit program을

이용하여 선별 균주와 표준 균주의 염기서열간의 multi-align-

ment를 수행하여 상동성을 비교하고, Bioedit program과

Mega software ver. 4.0을 이용하여 phylogenetic tree를 작성

하였다. Distance option은 Kimura 2-parameter를 이용하였고

replication은 1,000 번하여 Neighbor-joing tree를 작성하였다.

분리균주의 생화학적 분석

API 50 CHL kit (bioMérieux sa, Marcy-l'Etoile, France)를

사용하여 선별균주를 대상으로 49 종의 탄수화물에 대한 발효

능을 확인하였다. 선별균주를 MRS 액체배지에 30℃에서 24

시간 배양한 뒤 스트립 튜브에 분주하여 30℃에서 48 시간

동안 호기적으로 배양하였다. 실험 결과는 동정용 프로그램

Apiweb
TM
에서 확인하거나 Bergey’s manual을 참고하였다.

CO2 생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관에 MRS 액체배지 5

ml을 넣고 기포가 생기지 않게 Durham tube을 넣은 다음 12

1℃에서 15 분간 멸균하였다. 선별된 균주를 준비된 시험관에

접종한 뒤 30℃에서 48 시간 배양하여 Durham tube 내의 기포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다.

분리균주의 형태학적 분석

Gram staining하기 위하여 slide glass에 선별된 균주를 약

한 불로 고정하여 crystal violet 시약으로 1 분간 염색한 뒤

세척하고, Gram' iodine을 1 분간 처리하여 세척하였다. 마지

막으로 95% 에탄올로 10～20 초 동안 탈색한 다음 세척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전자현미경으로 균의 형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1 시간 동안

2.5% glutaraldehyde로 1 차 고정하고 1 시간 동안 1% os-

mium teroxide로 2 차 고정을 한 뒤, 10～15 분 동안 에탄올

(50, 70, 90, 95%)을 이용하여 단계별로 탈수하고 100% 에탄올

로 10 분씩 2번 탈수하였다. Hexametyldisilazane (HMDS)으

로 10 분씩 2 번 처리하여 시료를 air-dry한 후, 이온중착기

(hitachi E-1010, Japan)를 이용하여 백금이나 금으로 코팅하고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hitachi S-3500N, Japan)

으로 관찰하였다.

분리 균주의 whole cell protein의 특성

선별된 균주를 MRS 액체배지에 접종하여 30℃에서 24 시

간 배양한 후, 1 ml을 13,000 rpm으로 1 분간 원심분리하여

침전물을 멸균증류수로 2 번 세척하고 멸균 증류수 200 μl를

넣어 초음파세포분쇄기(Sonics & Materials INC., Newtown,

USA)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선별 균주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한 시료를 13,000 rpm으로

30 초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 100 μl에 5× loading buffer (250

mM Tris-HCl, pH 6.8, 0.5 M DTT, 10% SDS, 0.5% bromophe-

nol blue, 50% glycerol)를 20 μl 첨가하여 12%, 15% poly-

acylamide gel에 각 시료 30 μl씩 loading하고 전기영동하였

다. 전기영동이 끝난 뒤 0.05% Coomassie brilliant blue R-250

(Bio-Rad Laboratories, Richmond, USA)로 2 시간 동안 염색

하고 destaining buffer Ⅰ(40% methanol 160 ml, 10% acetic

acid 40 ml), destaining bufferⅡ (methanol 5% 20 ml, acetic

acid 7% 28 ml)로 순차적으로 탈색하여 Sodium dodecyl sul-

fate-polyac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에서 나

타나는 단백질 band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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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identified isolate strains by 16S rDNA analysis

Strain No. Closest relative % Identity Gene bank accession number

2-15-2, 2-18-1,

2-19-2, 3-4-1

3-4-2, 4-39-5

Leuconostoc mesenteroides 99~100% GQ351322

Leuconostoc pseudomesenteroides 99% GU130195

2-2-2, 3-8-1,

3-8-3, 3-17-1
Lactobacillus sakei 99~100% EU 794737

결과 및 고찰

두유 curd 형성 균주의 분리

김치로부터 분리하여 균락의 색깔, 모양이 서로 다른 196

개의 단일 균주 중 10 개의 균주(strain No. 2-2-2, 2-15-2,

2-18-1, 2-19-2, 3-4-1, 3-4-2, 3-8-1, 3-8-3, 3-17-1, 4-39-5)에서 순

두부와 같이 비교적 단단한 두유 curd를 형성하였다(Fig. 1A).

10 개의 균주를 제외한 다른 균주들은 두유에 접종 시 무른

curd가 형성되거나(Fig. 1B), 두유의 위층에 막이 형성되면서

그대로 부패되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1C).

두유 curd 형성 균주의 분자생물학적 분류와 동정

두유 curd를 형성하는 10 개의 균주(strain No. 2-2-2, 2-15-2,

2-18-1, 2-19-2, 3-4-1, 3-4-2, 3-8-1, 3-8-3, 3-17-1, 4-39-5)

(A)

(B)

 (C)

Fig. 1. Soy curds formed by bacteria isolated from Kimchi. (A)

strain No. 4-39-5 (hard-curd), (B) strain No. 3-12-2

(soft-curd), (C) strain No. 4-36-4 (pseudo-curd)

에서 얻어진 genomic DNA를 template으로 하여 16S rDNA

를 PCR한 결과 1.5 kb의 PCR 산물을 얻을 수 있었다(data

not shown). 선별 균주와 표준 균주의 16S rDNA 염기서열간

의 상동성을 비교한 결과, 선별된 균주들은 Leuconostoc mesen-

teroides와 Lactobacillus sakei 등 2개의 group으로 동정되었다

(Table 1).

그러나 L. sakei group와 선별된 4 개의 균주(strain No.

2-2-2, 3-8-1, 3-8-3, 3-17-1)의 homology는 99～100%로 나타났

으나, L. sakei subsp. carnosus, L. sakei subsp. sakei 등과 같이

16S rDNA 염기서열들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아종 수준

의 정확한 동정이 되지 않았다(Fig. 2). 또한 L. mesenteroides

group (strain No. 2-15-2, 2-19-2, 2-18-1, 3-4-1, 3-4-2, 4-39-5)의

경우에도 L. mesenteroides subsp. cremoris, L. mesenteroides

subsp. dextranicum등 아종 간의 16S rDNA에 의한 염기서열

들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구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L. mesenteroides 가 Lactococcus lactis,

Leuconostoc kimchi 등과도 비슷한 염기서열로 되어있어 정확

한 균주의 동정을 위해 분자생물학적인 방법 이외의 추가 실

험이 필요하였다.

두유 curd 형성 균주의 생화학적 분류와 동정

분리된 균주들을 분류, 동정하기 위해 API test를 한 결과,

16S rDNA 염기서열분석에서 L. mesenteroides로 동정된 선별

균주의 경우, Table 2와 같이 API test 결과 strain No. 2-19-2에

서 보여지는 일부 탄수화물 발효 양상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

로 일치하여 API test로도 비교적 정확한 동정이 가능하였다.

반면에 16S rDNA에 의한 염기서열분석에서 L. sakei로 확인된

선별 균주의 경우에는 rhamnose, mannitol, α-methyl-D-glu-

coide, salicin, maltose, trehalose, affinose, gentiobiose 등의

탄수화물 발효 양상에서 차이를 보여 분자생물학적 결과와

API test가 일치하지 않았으며(Table 3), API 50 CHL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균주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동일 균주일 경우에도 상태에 따라 탄수화물 발효가 일어

나는 조건이 조금씩 다름을 고려해 본다면 API test만으로 10

개의 선별 균주가 모두 다른 균주라고 단정짓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사료된다. 김치 젖산균의 경우 대표적인 몇몇의 균 이

외의 균들은 연구가 많이 행해지지 않았으며 표준화된 동정방

법이 부족한 실정이며 최근 일부 연구에서 API test로 동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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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ylogenetic tree based on 16S rDNA sequences of isolate strains. The branching pattern was generated by the neighbor-joining

method. Bootstrap values are expressed as percentage of 1,000 replicates. The sequence of Escherichia coli served as outgroup

sequence.

Table 2. Characteristics of carbohydrate fermentation of isolate strains by API 50 CHL

L. mesenteroides L. sakei
Carbohydrates 1 2 3 4 5 6 7 8 9 10

L- Arabinose ＋ ＋ ＋W
+ + + + + + +

Ribose ＋W ＋W ＋W ＋W ＋W ＋W
+ + + +

D-Xylose ＋W ＋W ＋W ＋W ＋W ＋W
- ＋W

- -

Rhamnose - - - - - - - + ＋W ＋W

Mannitol ＋W ＋W ＋W ＋W ＋W ＋W
- + - -

α-Methyl-D-glucoiode ＋ ＋ + + + + + - + -

Amygdaline ＋W ＋W
+ + - + - - ＋W

-

Arbutine ＋W ＋W
+ + + + - ＋W

- -

Salicin ＋ ＋ + + + + - + + ＋W

Cellobiose ＋W ＋W
+ + - + ＋ ＋ + +

Maltose ＋ ＋ + + + + + + - -

Lactose ＋W ＋W
- + - + ＋W ＋ ＋ ＋W

Trehalose ＋ ＋ + + + + - + + +

Raffinose ＋ ＋ + + + + - + - -

Gentiobiose ＋W ＋W
+ + - ＋W

- ＋ ＋ +

D-Turanose ＋ ＋ + + + + - + - -

Gluconate ＋W ＋W ＋W ＋W ＋W ＋W ＋W
+ + ＋W

2 Keto-gluconate - - ＋W
- ＋W ＋W

- ＋W
- -

5 Keto-gluconate ＋W ＋W ＋W ＋W ＋W
- - - - -

+: positive, ＋
W

: weak positive, -: negative

1: strain No. 3-4-1, 2: strain No. 4-39-5, 3: strain No.2-18-1, 4: strain No. 2-15-2, 5: strain No. 2-19-2, 6: strain No. 3-4-2, 7: strain

No. 2-2-2, 8: strain No. 3-17-1, 9: strain No. 3-8-3, 10: strain No. 3-8-1

지 않는 젖산균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7]. 또한

김치 젖산균의 경우 동정 기준이 모호하고 균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동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L. sakei의 경우 API test로도 확인할 수 없는 균주임을

감안할 때 젖산균의 탄수화물 발효연구와 같은 생화학적 방법

의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 명확한 젖산균

동정을 위한 분자 생물학적 동정과 생화학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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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dentification of isolate strains by API 50 CHL and 16S rDNA analysis

Strain No.
Identification results

16S rDNA analysis API 50 CHL

2-15-2, 2-18-1, 2-19-2, 3-4-1,

3-4-2, 4-39-5

Leuconostoc mesenteroides
(99~100%)

Leuconostoc mesenteroides
subsp. mesenteroides / dextranicum
(82~99.7%)

2-2-2, 3-8-1, 3-8-3, 3-17-1
Lactobacillus sakei
(99~100%)

Lactobacillus plantarum (88.6%)

Lactobacillus lactis subsp. lactis (79%)

Lactobacillus fermentum (39.1%)

Lactobacillus brevis

                                        (A)                                        (B)

Fig. 4. SDS PAGE profiles of whole cell proteins of type strain and Leuconostoc mesenteroides isolated from Kimchi. (A) 12% poly-

acrylamide gel, (B) 15% polyacrylamide gel. M : Pagerulaer TM Prestained Protein ladder, 1: strain No. 2-15-2, 2: strain No.

2-18-1, 3: strain No. 2-19-2, 4: strain No. 3-4-1, 5 : strain No. 3-4-2, 6 : strain No. 4-39-5, 7: Leuconostoc mesenteroides subsp.

dextranicum (KCTC 3530)

CO2 생성 실험에서는 API test와 16S rDNA 동정에서 L.

mesenteroides로 확인되었던 6개의 균주(strain No. 2-15-2,

2-19-2, 2-18-1, 3-4-1, 3-4-2, 4-39-5)에서 모두 CO2가 활발하게

발생하였다(data not shown). 한편, 16S rDNA 를 이용한 동정

에서 L. sakei로 확인된 균주 중 strain No. 3-8-1, 3-17-1은 CO2

gas가 생성되지 않은 반면, strain No. 2-2-2, 3-8-3의 경우 소량

의 CO2 gas가 발생하는 차이를 확인하였다(data not shown).

두유 curd 형성 균주의 형태학적 분류

선별된 균주들을 동정하여 L. mesenteroides로 나타난 균주

를 대표하는 strain No. 2-15-2, 2-19-2와 분자생물학적, 생화학

적 동정 결과 L. sakei를 대표하는 균주 strain No. 3-8-1, 3-17-1

를 gram staining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모두 gram

positive로 보라색으로 염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L. mes-

enteroides는 구균, L. sakei는 간균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data

not shown). 또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L. mesenter-

oides는 구균으로 크기가 1～2×1 μm, L. sakei는 간균의 형태로

크기가 0.6～0.8×2～3 μm로 관찰되었다(Fig. 3).

두유 curd 형성균주의 whole cell protein pattern 다양성

16S rDNA 동정에서 L. mesenteroides로 확인되었던 6개의

(A)

 

(B)

Fig. 3. SEM micrographs of isolated strain No. 3-17-1 (A) and

strain No. 3-4-1 (B) (A: left, ×2,000; right, ×10,000) (B:

left, ×2,000; right, ×9,000)

균주(strain No. 3-4-1, 4-39-5, 3-4-2, 2-15-2, 2-18-1, 2-19-2)의

whole cell protein의 SDS-PAGE에서의 단백질 band 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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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5. SDS PAGE profiles of whole cell proteins of type strain and Lactobacillus sakei isolated from Kimchi. (A) 12% polyacrylamide

gel, (B) 15% polyacrylamide gel. M : PagerulaerTM Prestained Protein ladder, 1: strain No. 2-2-2, 2: strain No. 3-8-1, 3: strain

No. 3-8-3, 4: strain No. 3-17-1, 5: Lactobacillus sakei. subsp. sakei (KCTC 3598)

표준균주 L. mesenteroides subsp. dextranicum (KCTC 3530)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다(Fig. 4).

반면, 16S rDNA 를 이용한 동정에서 L. sakei로 확인된 균

주 strain No. 3-8-1, 3-17-1, 2-2-2, 3-8-3의 경우 SDS-PAGE에서

의 band 양상이 표준균주 L. sakei subsp. sakei (KCTC 3598)와

약 17 kDa, 34～43 kDa, 60 kDa 부근에서 단백질 band의 차이

가 확인되어 생화학적 분류에서 사용한 탄수화물의 발효 양상

과 같이 다양한 결과를 확인하였다(Fig. 5). 단백질 band를 비

교해 본 결과, CO2 발생 실험에서 나누어진 group과 동일하게

strain No. 2-2-2, 3-8-3과 strain No. 3-8-1, 3-17-1로 나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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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두유 커드를 생산하는 김치 유래 젖산균의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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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대학교 식품공학과, 2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미생물학 교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유 curd를 형성하는 미생물을 분리하는 것이다. 두유 curd를 형성하는 미생물은 채소를

젖산균으로 발효시킨 전통적인 한국의 음식, 김치로부터 분리하였다. 분리 균주 196개 중 10개의 균주(strain No.

2-2-2, 2-15-2, 2-18-1, 2-19-2, 3-4-1, 3-4-2, 3-8-1, 3-8-3, 3-17-1, 4-39-5)가 단단한 두유 curd를 형성하였고 분자생물

학적․생화학적 분석법에 의해 동정되었다. 분리균주로부터 추출한 genomic DNA는 16S rDNA 지역의 PCR 증

폭을 위한 주형으로 사용하였다. GenBank 데이터로 16S rDNA 염기서열을 비교한 결과, 분리 균주들은

Leuconostoc mesenteroides group과 Lactobacillus sakei group으로 동정되었다. 두유 curd를 형성하는 균주들의 계통

발생학적 위치와 분류군은 neighbor-joining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L. mesenteroides group은 생화학

적 특성에 의해 L. mesenteroides subsp. dextranicum으로 동정되었다. 하지만 L. sakei group은 생화학적 특성 비교

시 다양성을 보여 Lactobacillus sp.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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