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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fermented vegetable juices that possess antidiabetic and antioxidant 

activities. Lactobacillus plantarum MKHA15 (MKHA15) and Leuconostoc mesenteroides MKSR (MKSR) were 

applied to ferment onion, cabbage, and tomato juices at 37oC and 30oC for 72 h, respectively, and their functionality 

was tested using the 12 h hour-fermented juice by MKHA15, and 48 h hour-fermented juice by MKSR. 

Inhibition of α-glucosidase activity was observed in all fermented juices. The onion juice fermented by 

MKHA15 showed significantly higher α-glucosidase inhibition activity compared to other juices. All juices 

showed more than 70% inhibition of α-amylase activity.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onion 

juice fermented by MKSR showed significantly lower activity than cabbage and tomato juices; however, no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types of starter cultures. The SOD-like activity of cabbage juice 

fermented by MKSR was the highest among the fermented juices. The juices fermented by MKHA15 showed 

higher reducing power than those by MKSR. Therefore, we believe that cabbage, onion and tomato juice fermented 

by MKHA15 and MKSR would be useful in probiotic juices, as they possess antidiabetic and antioxida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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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발효 음료’ 관련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이 증대되면서 ‘발효 음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제품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또한 ‘발효 음료’의 시장 규모는 전체 음료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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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를 차지하며, 2011년 기준 약 1조 6,163억 원에 

달해 전망이 매우 밝다. 우리나라의 기능성 음료 시

장은 2015년 1조 9,500억 원에서 2016년 2조 1,000억 

원으로 기능성 음료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있다(Choi 등 2017). 더불어 현대인들의 식생활 변

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 질병 형태의 다양화 등 여러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산균 

시장이 확대되고 건강을 강조한 기능성 음료 소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Lee 등 2017). 특

히,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다양한 질병에 대한 예방

과 관련있는 과일과 채소에 대한 소비는 증가하고 있

으며(Kusznierewicz 등 2008), 당뇨병 예방, 위ㆍ장 기

능 개선 등 건강 강화 성분을 첨가한 리뉴얼 음료 출

시가 증가하는 등 건강기능음료 시장이 확대되고 있

는 추세이다(Choi 등 2017).

양파(Onion, Allium cepa L.)는 한국인의 식사에서 

식재료 및 조미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품 중 하

나로, 퀘르세틴(quercetin), 루틴(rutin)과 같은 플라보노

이드와 황 화합물인 알릴 프로필 디설파이드(allyl 

propyl disulfide), 디알릴 디설파이드(dialyl disulfide)와 

같은 피토케미컬(phytochemical)이 다량 함유되어 있

어 다양한 생리적 기능성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또한 양파는 항균 및 항산화 작용, 혈중 지질 개

선 효과 및 혈당 저하 효과 등이 보고되어 있다(Jung 

& Park 2013). 

양배추(Brassica oleracea L.)는 무기질, 비타민 C, 

식이섬유, 특히 피토케미컬이 풍부하여(Yoon 등 

2006),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리신이 식물성 단백질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Seo 등 

2012).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Mill.)는 라이코펜

(lycopene), 비타민 A 전구체, 비타민 E,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El-Sayed 등 2018), 토마토 주스는 건강 음료 중 하나

로 잘 알려져 있다(Kaur 등 2016).

프로바이오틱(probiotics)이란 ‘숙주의 장내 균총 능

력을 개선시킴으로써 숙주의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라 정의하고 있다(Fuller 

1989). 젖산균(lactic acid bacteria)은 발효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 균주로 산화 방지,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항암, 면역체계 증진 등의 건

강 증진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다양한 

대사산물을 생산하여 향미를 증진시키는 등의 작용을 

한다(Heo 등 2016). 또한 probiotic 균주는 정장작용과 

유당불내증의 격감 및 식품영양학적 가치의 증진 효

과를 가진다(Kim & Yoon 2013). 그중 Lactobacillus 
plantarum은 포도당을 분해하여 젖산을 생성하는 ho-

mofermentative 젖산균으로 제품의 pH를 낮추고 풍미

를 부여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Cho 등 

2007), Leuconostoc mesenteroides는 포도당을 분해하여 

젖산뿐만 아니라 초산, CO2 등을 생성하는 hetero-

fermentative 젖산균으로 유해 미생물을 억제하는 bac-

teriocin을 생산하는 등 탁월한 항균작용을 가진다

(Bourel 등 2003, Kang 등 2012). 이와 관련하여 현재 

Lactobacillus sp.와 Leuconostoc sp. 등을 이용하여 감자

(Kim & Yoon 2013), 양배추(Yoon 등 2006), 여주

(Park 등 2017) 발효 음료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생물이 프로바이오틱으로 

유용한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섭취한 균이 사람

의 소화기관을 통과해 장내에 정착해야 하므로, 젖산

균이 프로바이오틱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

로 위산과 담즙산에 대한 안정성이 요구된다(Seo & 

Lee 2007). 또한 활성산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활성(Shin 등 2017), 그람 음성, 양성 세

균을 저해할 수 있는 항균력을 가져야 한다(Jang 등 

2013). 본 연구에서 사용한 Lactobacillus plantarum 

MKHA15와 Leuconostoc mesenteroides는 김치에서 분리

한 젖산균으로 0.1% pepsin solution에서 각각 96%, 

98%의, 0.1%, 0.3% bile salt에서 각각 54%, 93%의 생

존력으로 내산성, 내담즙성을 가지며, DPPH 라디칼 

소거능(MKHA15: 100.53%, MKSR: 82.95%), SOD 유

사 활성(MKHA15: 56.62%, MKSR: 29.78%), 환원력

(MKHA15: 2.65) 등의 항산화 활성을 갖는 probio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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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이다. 또한 Pseudomonas aeruginosa, Shigella son-
nei, Klebsiella pneumoniae 등의 병원성균에 대해 항균

력을 가지며, β-glucosidase 활성이 없는 안정성이 확

보된 우수한 프로바이오틱 균주이다(Lee & Kim 

2019, Kim 등 2019). 특히, MKHA15는 α-amylase 저

해 활성 69.68%, α-glucosidase 저해 활성 102.60%로 

높은 소화효소 억제 활성을 가지며, MKSR 또한 α

-glucosidase 저해 활성 88.51%로 두 균주 모두 섭취

한 당질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당질 분해 효소의 작

용을 억제하여 체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항당뇨 기

능성을 가진다(Lee & Kim 2019, Kim 등 2019). 이와 

같은 기능성이 식품에 적용하였을 때도 유지된다면 

프로바이오틱 식품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당뇨, 항산화 기능성을 갖는 

신규 젖산균주인 Lac. plantarum MKHA15와 Leu. 
mesenteroides MKSR로 양파, 양배추, 토마토 발효 주

스를 제조하여 발효 특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1. 실험재료

양파, 양배추, 토마토는 시중에서 구입하여 4oC에 저

장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또한 김치에서 분리한 Lac. 
plantarum MKHA15(KCTC13928BP)와 Leu. mesenter-
oides MKSR(KCTC18665P)을 사용하였고, 실험 전에 

MRS(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 배지에 배

양하여 사용하였다. 

2. 발효 주스 제조

양파, 양배추, 토마토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

한 후 비가식 부위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양배추 

300 g, 양파 500 g, 토마토 500 g에 각각 증류수 200 mL, 

500 mL, 300 mL을 첨가하여 믹서(Juicer mixer-HR 

2067, Philips, Brasil)를 사용해 주스를 제조한 후 

121oC에서 15분간 멸균하였다. 제조한 주스에 

MKHA15와 MKSR 배양액(9 log CFU/mL)을 5%가 

되도록 접종하여 shaking incubator를 이용해 MKSR을 

접종한 주스는 30oC, MKHA15를 접종한 주스는 37oC

에서 100 rpm으로 72시간 동안 진탕 발효하여 주스를 

제조하였다. 

3. 발효 시간에 따른 특성 변화 측정

양파, 양배추, 토마토 주스를 발효 0, 4, 8, 12, 18, 

24, 48, 72시간 마다 채취하여 생존균 수, pH를 측정

하였다.

1) 균 수 측정 

발효 주스 0.1 mL를 0.1% 펩톤수 0.9 mL에 단계

적으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시료액 0.1 mL를 MRS 배

지에 도말하고, MKSR을 접종한 시료는 30oC, MKHA15를 

접종한 시료는 37oC에서 배양 후 colony를 계수하였

다. 이후 MKHA15는 12시간, MKSR은 48시간으로 

생존 균 수가 최대가 되는 발효 시간을 결정하여 

α-glucosidase 저해 활성, 항산화 실험 등을 수행하였

다. 

2) pH 측정

채취한 발효 주스 1 mL에 멸균 3차 증류수 9 mL를 

첨가하여 10배 희석액을 제조하고, pH meter(Fisher 

Science Education, Pittsburgh, USA)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4. 소화 효소 저해 활성 측정

1) -glucosidase 저해 활성 

발효 주스의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Chen 등(2014)

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0.02M SPB(Sodium 

Phosphate Buffer, pH 6.8) 50 μL와 발효 주스 원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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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10,000 rpm, 20분, 4oC) 상등액 50 μL, 2 mM pNPG 

(p-nitrophenyl-β-D-glucopyranoside: Sigma Aldrich Co., 

LLC., Saint Louis, USA) 200 μL, α-glucosidase enzyme 

from B. stearothermophilus(Sigma Aldrich Co., LLC., 

Saint Louis, USA) 50 μL를 혼합하여 37oC water 

bath에서 40분간 반응 후, 0.1 M Na2Co3 1.5 mL를 첨

가하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

군으로 Acarbose(mg/mL)를 사용하였고, 저해 활성 계

산식은 아래와 같다.

α-glucosidase inhibition rate (%) =

  





   

2) -amylase 저해 활성 측정

α-amylase 저해 활성은 Dilna 등(2015)의 방법을 변

형하여 측정하였다. 발효 주스 원심분리(10,000 rpm, 

20분, 4oC) 상등액 50 μL와 0.02 M SPB(pH 7.0) 50 μL, 

1% soluble starch solution 200 μL, α-amylase enzyme 

solution(Sigma Aldrich Co., LLC., Saint Louis, USA) 

50 μL를 혼합하여 37oC water bath에서 40분간 반응

하였다. 이후 DNS solution 1 mL를 첨가하여 95oC 

water bath에서 5분간 반응 후 멸균 3차 증류수를 

10 mL 첨가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ontrol은 발효 주스 상등액 대신 SPB를 100 μL 첨

가하고, blank는 α-amylase enzyme solution과 1% 

starch solution을 넣지 않고 SPB를 300 μL를 첨가하

여 측정하였다. 저해 활성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α-amylase inhibition rate (%) = 

     





   

5. 항산화 활성 측정

1)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은 Lin & Chang(2000)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발효 주스 원심분리(10,000 rpm, 

20분, 4oC) 상등액 100 μL와 0.2 mM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Sigma Aldrich Co., LLC., 

Saint Louis, USA) 1.2 mL를 혼합하여 암실에서 30분

간 반응한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ontrol은 발효 주스 상등액 대신 methanol을 100 μL 

첨가하고, blank는 DPPH 대신 methanol을 1.2 mL 첨

가하여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ascorbic 

acid(mg/mL)를 사용하였고, 저해 활성 계산식은 아래

와 같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2) SOD 유사 활성

SOD(Superoxide dismutase) 유사 활성은 Marklund & 

Marklund(1974)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발효 주

스 원심분리(10,000 rpm, 20분, 4oC) 상등액 100 μL와 

0.05 M Tris-HCl buffer 1.5 mL, 7.2 mM Pyrogallol 

100 μL를 혼합하여 10분간 실온에 방치 후 1 N HCl 

200 μL를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켜 45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Control은 발효 주스 상등액을 넣

지 않고 0.05 M Tris-HCl buffer 1.6 mL를 첨가하여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ascorbic acid(mg/mL)

를 사용하였고, SOD 유사 활성 계산식은 아래와 같

다. 

SOD like activity (%) = 

    




  

3) 환원력

환원력은 Lin & Yen(1999)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발효 주스 원심분리(10,000 rpm, 20분, 4oC) 

상등액 250 μL와 0.2 M SPB(pH 6.6) 250 μL, 1% 

potassium ferricyanide 250 μL를 혼합하여 50oC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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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iable cell counts and pH values during fermentation of onion, cabbage and tomato juice by lactic acid bacteria. 

Vegetable Starter 0 h 4 h 8 h 12 h 18 h 24 h 48 h 72 h

Viable cell counts (log CFU/mL)

Onion MKHA151) 8.05±0.11Aa2) 8.27±0.14Aa 8.59±0.10Aa 8.85±0.12Aa 8.78±0.24Aa 8.91±0.12Aa 8.82±0.07Aa 8.18±0.52Aa

MKSR3) 8.01±0.24CDa 8.26±0.01BCa 8.18±0.08BCb 8.43±0.04Bb 8.40±0.01Ba 8.93±0.04Aa 8.89±0.15Aa 7.81±0.10Da

Cabbage MKHA15 8.20±0.16Ba 8.30±0.06Ba 8.85±0.03Aa 9.17±0.09Aa 8.97±0.04Aa 8.88±0.10Aa 8.95±0.09Aa 8.32±0.10Ba

MKSR 8.05±0.11Ba 8.41±0.14ABa 8.43±0.05ABb 8.48±0.09ABb 8.68±0.08ABb 9.06±0.35Aa 9.01±0.28Aa 8.00±0.39Ba

Tomato MKHA15 8.19±0.17Ca 8.42±0.01BCa 8.79±0.07ABa 9.05±0.07Aa 8.81±0.02ABa 8.76±0.21ABa 8.81±0.20ABa 8.10±0.24Ca

MKSR 8.13±0.30BCa 8.18±0.09BCa 7.96±0.03Ca 8.52±0.02ABCb 8.62±0.08ABCb 8.80±0.14ABa 9.13±0.02Aa 8.68±0.52ABCa

pH

Onion MKHA15 4.72±0.09Aa 4.29±0.04Bb 3.98±0.06Ca 3.82±0.02Da 3.66±0.04Da 3.29±0.02Eb 3.26±0.01Ea 2.96±0.04Fb

MKSR 4.55±0.12Aa 4.43±0.01Aa 4.00±0.01Ba 3.78±0.10BCa 3.68±0.02Ca 3.55±0.04CDa 3.20±0.00DEb 3.35±0.01Ea

Cabbage MKHA15 4.79±0.09Aa 4.25±0.01Bb 3.95±0.01Ca 3.80±0.02Ca 3.54±0.06Da 3.37±0.02DEb 3.29±0.01Ea 3.06±0.06Fa

MKSR 4.79±0.07Aa 4.44±0.03Ba 4.02±0.04Ca 3.77±0.01Da 3.69±0.01Da 3.67±0.06Da 3.17±0.06Ea 3.31±0.10Ea

Tomato MKHA15 4.19±0.15Aa 4.02±0.04ABb 3.80±0.01BCb 3.65±0.01Cb 3.34±0.03Da 3.29±0.05Da 3.22±0.01Db 2.94±0.01Eb

MKSR 4.24±0.13Aa 4.29±0.02Aa 4.10±0.01Aa 3.77±0.02Ba 3.59±0.08BCa 3.45±0.08Ca 3.43±0.06Ca 3.14±0.00Da

1) MKHA15: Lactobacillus plantarum MKHA15
2) The mean value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 within the fermentation tim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nd the mean 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 within starter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3) MKSR: Leuconostoc mesenteroides MKSR

bath에서 20분간 반응하였다. 반응 후 10% trichlor-

acetic acid 250 μL를 첨가하여 10,000 rpm에서 5분

간 원심분리 후 상등액 500 μL를 채취하여 멸균 3차 

증류수 500 μL와 0.1% ferric chloride 100 μL를 넣

고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ontrol은 발효 

주스 상등액을 넣지 않고 0.2 M SPB를 500 μL 첨가

하여 측정하였고, 양성 대조군으로는 ascorbic acid 

(mg/mL)를 사용하였다. 환원력은 700 nm에서의 흡광

도 값으로 나타냈다. 

6.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Teresa 등 1995). 발효 주스 원심분리

(10,000 rpm, 20분, 4oC) 상등액 100 μL와 folin-ciocalteu 

500 μL, 7.5% Na2Co3 400 μ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60분간 반응한 후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Blank는 folin-ciocalteu를 넣지 않고 7.5% Na2Co3 

900 μL를 첨가하여 측정하였고, 표준 물질로 갈산

(gallic acid)을 사용하여 검량선(y=5.8157x-0.2114. 

R2=0.9806)을 작성하였으며, 시료 1 mL 당 gallic acid의 

mg 함량으로 나타냈다. 

7.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Mello 등(2010)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발효 주스 원심분리(10,000 rpm, 

20분, 4oC) 상등액 250 μL와 ethanol 750 μL, 10% 

aluminum 50 μL, 1 M potassium acetate 50 μL, 멸

균 3차 증류수 1.4 m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40분간 

방치 후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 물질

로는 quercetin을 이용하여 검량선(y=5.886x–0.0191. 

R2=0.9988)을 작성하였으며, 시료 1 mL당 퀘르세틴의 

mg 함량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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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α-glucosidase inhibition and α-amylase inhibition rate of fermented onion, cabbage and tomato juice.

Vegetable Starter α-glucosidase inhibition (%) α-amylase inhibition (%)

Onion MKHA151) 100.01±0.28Aa2) 74.61±0.84Aa

MKSR3)  99.87±0.04Aa 72.17±14.54Aa

Cabbage MKHA15  98.75±0.33Ba 72.17±14.54Aa

MKSR  99.98±1.16Aa 71.62±1.43Aa

Tomato MKHA15  99.85±0.19ABa 69.74±1.79Aa

MKSR 100.43±0.33Aa 74.04±0.17Aa

1) MKHA15: Lactobacillus plantarum MKHA15 
2) The mean value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 within the fermentation tim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nd the mean 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 within starter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3) MKSR: Leuconostoc mesenteroides MKSR

8. 통계분석

실험은 2회의 발효를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분석실

험은 3회 반복하여 수행한 결과를 평균값과 표준편차

로 나타냈으며, 각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Minitab 16(Minitab Inc., State College, Pennsylvania, 

USA)을 이용하여 실험군 간의 유의성을 일원배치분산분

석(one-way ANOVA)을 실시한 후 P＜0.05 수준에서 

Tukey test로 검정하였다. 

결 과

1. 발효 시간에 따른 균 수 및 pH 변화

발효 시간에 따른 주스의 균 수는 Table 1과 같다. 

MKHA15로 발효한 양배추 주스는 발효 12시간에 

9.17 log CFU/mL, 토마토 주스는 발효 12시간에 9.05 log 

CFU/mL로 최대 균 수에 도달하였고, 발효 72시간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양파 주스는 발효 시간에 따

른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MKSR로 발효한 양

파, 양배추, 토마토 주스는 각 8.89 log CFU/mL, 9.01 log 

CFU/mL, 9.13 log CFU/mL로 발효 48시간까지 증가

하다가 발효 72시간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

서 MKHA15의 균 수가 최대가 되는 12시간, MKSR

의 경우 48시간을 적정 발효 시간으로 설정하여 이하 

기능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Starter에 따라서는 발효 

8시간과 12시간에 MKHA15로 발효한 양파 주스에서 

MKSR 발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증식하였고, 

발효 18시간 이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양배추 

주스 역시 발효 8, 12, 18시간에 MKHA15 발효군이 

MKSR 발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증식하였고, 

발효 24시간 이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토마토 

주스는 발효 12, 18시간에 MKHA15 발효군이 MKSR 

발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증식하였고, 발효 24시

간 이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발효하는 동안 pH 값은 모든 주스에서 감소하였다. 

Starter에 따른 차이는 양파 주스에서 발효 4, 24, 72시간, 

양배추 주스에서 발효 4, 24시간, 토마토 주스는 발효 

4, 8, 12, 48, 72시간에 MKHA15 발효군이 MKSR 발

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pH를 나타냈다.

2. 소화효소 저해 활성 

MKHA15와 MKSR을 이용하여 발효한 양파, 양배추, 

토마토 주스의 α-glucosidase 저해 활성 및 α-amylase 

저해 활성 실험결과는 Table 2에 나타냈다. 

α-glucosidase 저해 활성 측정 결과 MKHA15를 이

용하여 12시간 발효한 양파 주스가 100.01%, 양배추 

주스가 98.75%, 토마토 주스가 99.85%로 모든 주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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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tioxidant activity of fermented onion, cabbage and tomato juice.

Vegetable Starter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SOD like 

activity (%)
Reducing power
(Abs at 700 nm)

Onion MKHA151) 25.41±3.07Aa2) 17.57±0.55Ba 1.99±0.08Aa

MKSR3) 18.05±1.12Ba 27.53±11.08Aa 1.12±0.01Bb

Cabbage MKHA15 26.02±1.48Aa 27.94±0.62Ab 1.96±0.20Aa

MKSR 29.49±0.55Aa 37.65±3.04Aa 1.73±0.03Aa

Tomato MKHA15 30.70±2.53Aa 10.51±0.88Ca 1.59±0.001Aa

MKSR 28.28±2.15Aa 24.03±6.24Aa 1.13±0.03Bb

Ascorbic acid (mg/mL) 96.47±0.51 80.49±3.79 2.95±0.27
1) MKHA15: Lactobacillus plantarum MKHA15
2) The mean value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 within the fermentation tim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nd the mean 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 within starter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3) MKSR: Leuconostoc mesenteroides MKSR

서 100%에 가까운 높은 저해 활성을 나타냈다. 그중 

MKHA15를 이용해 발효한 양파 주스가 양배추 주스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MKSR를 이용해 48시간 발효한 양

파 주스가 99.87%, 양배추 주스가 99.98%, 토마토 주

스가 100.43%로 모든 주스에서 100%에 가까운 높은 

저해 활성을 가지며, 세 시료 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

었다. 또한 MKHA15와 MKSR로 제조한 각 주스 간

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α-amylase 저해 활성 측정 결과 MKHA15를 이용

하여 12시간 발효한 양파 주스가 74.61%, 양배추 주

스가 72.17%, 토마토 주스가 69.74%로 모든 주스에서 

높은 저해 활성을 나타냈으며, 세 시료 간의 유의적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MKSR를 이용해 

48시간 발효한 양파 주스가 72.17%, 양배추 주스가 

71.62%, 토마토 주스가 74.04%로 모든 주스에서 높은 

저해 활성을 가졌다. 그러나 원물 재료별, 균주별 유

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항산화 활성

MKHA15와 MKSR을 이용하여 발효한 양파, 양배

추, 토마토 주스의 항산화 활성 실험결과는 Table 3에 

나타냈다. 

MKHA15를 이용하여 12시간 발효한 양파, 양배추, 

토마토 주스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각 25.41%, 

26.02%, 30.70%이고, 세 시료 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

었다. MKSR을 이용하여 48시간 발효한 양파, 양배

추, 토마토 주스의 경우 각 18.05%, 29.49%, 28.28%

로 양배추 주스와 토마토 주스가 양파 주스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냈다. 

MKHA15와 MKSR로 제조한 각 주스 간의 유의적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MKHA15를 이용하여 12시간 발효한 양파, 양배추, 

토마토 주스의 SOD 유사 활성은 각 17.57%, 27.94%, 

10.51%로 세 시료 중 양배추 주스가 유의적으로 가

장 높은 활성을 나타냈고, 토마토 주스가 유의적으로 가

장 낮은 활성을 나타냈다. MKSR을 이용하여 48시간 

발효한 양파, 양배추, 토마토 주스의 경우 각 27.53%, 

37.65%, 24.03%로 세 시료 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

다. Starter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양파 주스와 토

마토 주스에서는 MKHA15 발효군과 MKSR 발효군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양배추 주스에서는 MKSR 발

효군이 MKHA15 발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SOD 유사 활성을 나타냈다. 

MKHA15를 이용하여 12시간 발효한 양파, 양배추, 

토마토 주스의 환원력은 반응액의 700 nm에서 흡광

도로 나타내었으며, 각 1.99, 1.96, 1.59로 세 시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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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fermented onion, cabbage and tomato juice.

Vegetable Starter Total polyphenol contents (mg GAE/mL) Total flavonoid contents (mg quercetin/mL)

Onion MKHA151) 0.41±0.03Aa2)  0.15±0.01Aa

MKSR3) 0.29±0.02Ab  0.04±0.01Ab

Cabbage MKHA15 0.38±0.02Aa 0.002±0.003Ba

MKSR 0.51±0.09Aa  0.01±0.005Aa

Tomato MKHA15 0.35±0.09Aa  0.04±0.02Ba

MKSR 0.39±0.03Aa  0.02±0.01Aa

1) MKHA15: Lactobacillus plantarum MKHA15 
2) The mean value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 within the fermentation tim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nd the mean 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 within starter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3) MKSR: Leuconostoc mesenteroides MKSR

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MKSR을 이용하여 48시간 

발효한 양파, 양배추, 토마토 주스의 경우 각 1.12, 

1.73, 1.13으로 양배추 주스가 양파, 토마토 주스에 비

해 유의적으로 높은 환원력을 나타냈다. Starter에 따

른 차이를 살펴보면, 양배추 주스에서는 MKHA15 발

효군과 MKSR 발효군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양파 

주스와 토마토 주스에서는 MKHA15 발효군이 MKSR 

발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환원력을 나타냈다.

4.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MKHA15와 MKSR을 이용하여 발효한 양파, 양배

추, 토마토 주스의 총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4에 나타냈다. 

MKHA15를 이용하여 12시간 발효한 양파, 양배추, 

토마토 주스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 0.41 mg 

GAE/mL, 0.38 mg GAE/mL, 0.35 mg GAE/mL로 세 

시료 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MKSR을 이용하여 

48시간 발효한 양파, 양배추, 토마토 주스의 경우 각 

0.29 mg GAE/mL, 0.51 mg GAE/mL, 0.39 mg GAE/mL

로 세 시료 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또한 유의적

으로 양파 주스는 MKHA15 발효군이 MKSR 발효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보였으나, 양

배추 주스와 토마토 주스는 Starter에 따른 유의적 차

이가 없었다. 

MKHA15를 이용하여 12시간 발효한 양파, 양배추, 

토마토 주스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 0.15 mg 

quercetin/mL, 0.002 mg quercetin/mL, 0.04 mg querce-

tin/mL로 발효 양파 주스가 양배추, 토마토 주스에 비

해 유의적으로 높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보였다. 

MKSR을 이용하여 48시간 발효한 양파, 양배추, 토마

토 주스의 경우 각 0.04 mg quercetin/mL, 0.01 mg 

quercetin/mL, 0.02 mg quercetin/mL로 세 시료 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Starter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

면 양파 주스에서 MKHA15 발효군이 MKSR 발효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나타

냈으나, 양배추 주스와 토마토 주스의 경우 MKHA15 

발효군과 MKSR 발효군 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고 찰

양파, 양배추, 토마토 즙에 MKHA15와 MKSR을 

각각 접종하여 발효 주스를 제조하고 발효 시간에 따

라 균 수를 측정한 결과, MKHA15를 이용하여 발효

한 양파 주스를 제외하고 모든 발효 주스에서 발효 

시간에 따라 균 수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고, pH 또한 모든 발효 주스에서 발효 시간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양파, 양배추, 토

마토에서 starter인 MKHA15와 MKSR이 생장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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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프로바이오틱 주스 원료로써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양파, 양배추, 토마토가 함유하고 

있는 자당, 포도당, 과당, 맥아당 등의 다양한 당을 

당질원으로 사용하여 starter가 생장하였을 것으로 사

료된다(Jeong 등 2006; Seo 등 2012). 균이 생장함에 

따라, pH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은 MKHA15와 

MKSR이 위와 같은 당질원으로부터 젖산 등 다양한 

유기산을 생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Lac. plantarum을 이용한 발효 비트 주스에서 pH가 

발효 전 6.3에서 발효 후 4.1로 감소한 Yoon 등(2005)

의 연구, Leu. mesenteroides를 이용한 발효 증편에서 

젖산 등의 유기산에 의해 pH가 감소한 Oh 등(2018)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대부분의 발효 

주스에서 MKHA15 발효군이 MKSR 발효군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은 pH를 보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초

기에 급격하게 성장한 MKHA15가 유기산을 생산하여 

pH를 낮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MKHA15는 homo-

fermetation의 특성을 갖는 Lactobacillus 속에 속하며, 

MKSR은 heterofermentation의 특성을 갖는 

Leuconostoc 속에 속한다(Cho 등 2007, Bourel 등 

2003). 따라서 homofermentation을 통해 MKSR보다 더 

많은 양의 젖산을 생산하는 MKHA15 발효군이 대체

적으로 MKSR보다 pH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적으로 Lactobacillus sp.는 내산성을 가져 pH 4.6∼

4.8까지 생육이 가능하며, Leu. mesenteroides는 Lac. 
plantarum보다 산성 환경에 대한 내성이 약해 pH 5.4

∼5.7 부근에서 생육이 저하된다(Mcdonald 등 1990). 

MKHA15를 이용해 발효한 양파 주스의 균 수는 발

효 시간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균이 생장하며 생성한 유기산으로 인한 pH 저

하가 MKHA15의 성장을 억제했을 수 있고, 또는 항

균 작용을 가지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가장 높은 군

이기 때문에 균의 성장이 억제되었을 수 있다고 사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발효 원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Kim 등 2011). 반면, 

MKHA15를 이용한 발효 양배추, 토마토 주스의 균 

수는 8.85∼9.17 log CFU/mL로 모두 발효 12시간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MKSR을 이용한 발효 양파, 양

배추, 토마토 주스의 균 수는 8.89∼9.13 log CFU/mL

로 모두 발효 48시간에 유의적으로 높았다.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Starter로 사용한 MKHA15와 

MKSR을 MRS broth medium에 배양하며 생육 곡선을 

비교하였을 때, MKSR보다 MKHA15가 더 빨리 대수

기에 도달하였다. 양파, 양배추, 토마토 주스에서도 

MKHA15가 더 빨리 대수기에 도달하여 MKHA15는 

발효 12시간에, MKSR은 발효 48시간에 최대 균수에 

도달하는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젖산균 수를 106 CFU/mL 이상 

포함한 경우 발효 음료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MKHA15와 MKSR을 이용해 발효한 모든 양파, 

양배추, 토마토 주스의 균 수는 7.81 log CFU/mL 이

상으로 프로바이오틱 제품의 starter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MKHA15를 접종한 발효 주스의 균 수가 최대가 

되는 12시간, MKSR을 접종한 발효 주스의 균수가 

최대가 되는 48시간을 최적 발효 시간으로 선정하여 

소화효소 저해 활성, 항산화 활성, 총 폴리페놀 및 플

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였다. 

α-amylase는 체내에서 당질을 올리고당 또는 맥아

당 단위로 가수분해하며, 이후 α-glucosidase의 가수

분해 작용에 의해 포도당 단위로 분해되어 혈당을 상

승시킨다. 따라서 α-amylase와 α-glucosidase 효소에 

대한 저해 활성을 가질 경우, 당질의 흡수를 지연시

키기 때문에 혈당 감소 효과를 나타내어 항당뇨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Park 등 2017). MKSR을 이용한 

양파, 양배추, 토마토 주스 간 α-glucosidase 저해 활

성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MKHA15를 이용한 양

파 발효 주스가 동일한 starter를 사용한 양배추 주스

에 비해 유의적으로 저해 활성이 높았다. 하지만 

MKHA15와 MKSR을 이용한 양파, 양배추, 토마토 주

스에서 모두 98% 이상의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을 

나타내어 모든 주스에 높은 항당뇨 활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본래 MKHA15와 MKSR이 갖는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이 주스에서 활발히 증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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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Lee & Kim 2019, Kim 등 

2019). α-amylase 역시 MKHA15와 MKSR을 이용해 

발효한 모든 양파, 양배추, 토마토 주스에서 69.74∼

74.61%의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고, starter 간 그리고 

원재료 간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역시 

KMHA15이 본래 가지는 α-amylase 저해 활성이 주

스에서 활발히 증식하며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반

면,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합성배지에서 

MKSR이 갖는 α-amylase 저해 활성은 0%인 것에 비

해 양파, 토마토, 양배추 주스에 적용하여 발효한 후

에는 모든 주스에서 71.62∼74.04%의 높은 저해 활성

을 나타내었다. 이는 starter가 갖고 있지 않은 기능성

이 발효 후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발효 기질인 양파

와 양배추, 토마토의 소화 효소 저해 활성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당뇨병 환자의 고혈당은 여러 생화학적 신호전달 

경로를 통하여 ROS(reactive oxygen species)의 생성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여러 조직에서 산화적 스

트레스가 증가한다. 따라서 생체 내 적절한 항산화 

기전이 없다면 증가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세포 

손상이 일어나며, 당뇨병성 혈관합병증 발생 등의 위

험이 따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항산화성 물질

의 섭취는 중요하다(Kim & Son 2006). 일반적으로 

양파는 퀘르세틴, 토마토는 라이코펜, 양배추는 β-카

로틴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활성을 갖

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항산화 활성을 

갖는 원물에 MKHA15와 MKSR과 같은 젖산균을 

starter로 접종하여 발효하였을 때 DPPH 라디칼 소거

능, SOD 유사 활성, 환원력을 통해 항산화 활성을 측

정하였다. 먼저, DPPH 라디칼은 H2O2가 Fe나 Cu와 

같은 금속과 반응하여 분해되며 생성되는 것으로, 열

화학적 반응성이 크고 전자친화성이 높기 때문에 

DNA를 손상시키거나 염기를 변형시켜 단백질의 기

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Kim & Yoon 2013). 즉,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높다는 것은 자유 라디칼을 환원시

키거나 상쇄시켜 항산화 활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

고, 따라서 항산화능의 중요 척도로 발효 주스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MKSR

로 발효한 양배추, 토마토 주스는 양파 주스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냈다. 

이를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결과와 연관하여 생각해

보면, MKSR로 발효한 양파, 양배추, 토마토 주스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유의적 차이는 없지만, 양배추 

주스가 가장 높고, 양파 주스가 가장 낮은 함량을 나

타내었다. 폴리페놀 화합물은 항산화 작용의 지표로 

알려져 있고, Sa 등(2010)의 연구에서도 총 페놀 함량

이 많을수록 항산화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항산화 실험 중에서도 DPPH 라디칼 소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폴리페놀 

화합물이 가장 적은 MKSR로 발효한 양파 주스 시료

에서 DPPH 라디칼 소거능도 유의적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SOD는 활성 산소종을 과산화수소로 전환시키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로, 이 반응을 통해 생성된 과

산화수소는 페록시다아제(peroxidase)나 가탈라아제

(catalase)에 의해 물과 산소 분자로 전환되어 결국 산

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생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Kim & Yoon 2013). 실험결과 MKSR로 발효한 양파, 

양배추, 토마토 주스 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반

면, MKHA15로 발효한 주스는 양배추 주스, 양파 주

스, 토마토 주스 순으로 유의적으로 높은 SOD 유사 

활성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환원력은 페리시안화칼륨(potassium fer-

ricyanide) 혼합물이 수소를 공여하여 자유 라디칼을 

안정화시켜 ferrous로 전환하는 환원력을 700 nm에서

의 흡광도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Sa 등 2010). 

MKHA15와 MKSR 간의 결과를 살펴보면, MKHA15

로 발효한 양파, 토마토 주스가 MKSR로 발효한 양

파, 토마토 주스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환원력을 나타

냈다. 그리고 MKSR로 발효한 양배추 주스가 양파, 

토마토 주스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환원력을 나타

냈다. 역시 총 폴리페놀 함량 결과와 연관하여 생각

해보면 MKHA15로 발효한 양파 주스가 MKSR로 발

효한 양파 주스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폴리페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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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을 함유하였다. Sa 등(2010)에 따르면 총 폴리페

놀 함량은 환원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총 

페놀의 함량이 높을수록 항산화 활성이 좋다고 보고

하였다. 즉, 항산화 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총 폴리

페놀 함량이 높은 MKSR로 발효한 양배추 주스와 

MKHA15로 발효한 양파 주스가 각각 DPPH 라디칼 

소거능, 환원력도 높게 나타났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발효 양파, 양배추, 토마토 주

스 간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양파 주스

에서는 MKHA15 발효군이 MKSR 발효군에 비해 유

의적으로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보였다. 원재료에 함

유된 폴리페놀 함량은 양파에 0.195 mg GAE/mL 

(Faller & Fialho 2009), 양배추에 0.345 mg GAE/g 

(Hwang 등 2012), 토마토에 0.33 mg TAE/g(Kim 등 

2008)이다. 이와 비교하여 본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모

든 군에서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였다. Heo 등

(2016)에 따르면 고분자 폴리페놀 성분은 발효를 통

해 저분자 폴리페놀로 전환되거나 세포벽에 결합되어 

있는 글리코사이드 형태의 폴리페놀류가 가수분해되

며, 활성을 가지는 구조로 전환되어 총 폴리페놀의 

양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고, 본 실험결과도 이와 

같은 이유로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

다.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전체적으로 폴리페놀 함량보

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폴리페놀이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하는 큰 범주이기 때문에 해당 시료 안에 비플라

보노이드계 폴리페놀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Kim 등 2012). 본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MKHA15를 

이용한 양파 발효 주스가 양배추, 토마토 주스에 비

해 유의적으로 높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보였고, 

MKSR을 이용한 발효 주스는 양파, 양배추, 토마토 

주스 모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Starter에 따른 차이

를 살펴보면 양파 주스에서 MKHA15 발효군이 

MKSR 발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나타냈다. 2016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6)의 플라보노이드 데

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양파, 양배추, 토마토 원물에 함

유된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 9.3, 0.071, 0.313 mg/g 

dry weight이다. 본 실험결과에서 MKHA15를 이용한 

발효 양파 주스에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가장 높은 

이유는 원래 양파 원물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고, 발효 양파, 토마토, 양배추 

주스 순으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은 

원재료의 플라보노이드 함량 경향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

로 원재료의 플라보노이드 함량보다 주스로 제조하여 

발효한 후 함량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Kim 등(2011)

에 따르면 발효과정에서 불안정한 플라보노이드계 화

합물의 변성과 함께 철분, 단백질, 피리딘 및 알칼로

이드 등과 결합하여 침전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발효

과정에서 플라보노이드의 감소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MKHA15와 MKSR 균주 자체의 기능성이 식품에 

적용하여 발효 한 후에도 유지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균을 발효 주스에 

적용한 후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동일하거나 약

간 높은 수준이고, α-amylase 저해 활성은 MKHA15

는 균 자체가 가지는 저해 활성이 69.78%인 것과 비

교하여 발효 주스에 적용 후에도 모든 주스에서 약 

70% 부근으로 유지된 반면,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않

았지만 MKSR은 균 자체가 가지는 저해 활성은 0%인

데 비해 모든 주스에서 역시 약 70% 부근의 저해 활성

을 나타내었다. 이를 종합하여 생각해보면 α-amylase 

저해활성을 갖는 MKHA15와 저해활성을 갖지 않는 

MKSR로 발효한 모든 주스에서 저해 활성이 나타났

기 때문에, 이는 균과 상관 없이 원재료에서 오는 소

화효소 저해 활성으로 사료되고, 균의 기능성이 유지

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Wu & Xu(2014)의 연구

에 따르면 양파가 가지는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이 

약 74%로, 본 연구에서도 원재료가 가지는 소화효소 

저해 활성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데이터를 제시

하지는 않았지만 DPPH 라디칼 소거능, SOD 유사 활

성, 환원력의 항산화 활성은 원래 MKHA15와 MK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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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지는 활성보다 발효 주스에 적용 후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MKHA15와 MKSR이 본

래 가지는 기능성은 최적의 합성배지에서 생장하며 

나타낸 결과이기 때문에 양파나 양배추, 토마토와 같

은 원물에서는 활성이 저하되었을 수 있고, 또한 발

효 기질에 따라 그리고 기질과 균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종합하자면 MKHA15와 MKSR이 합성배지에서 나

타내던 높은 기능성이 양파, 양배추, 토마토의 식품에 

적용하였을 때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고, 약간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발효 주스 자체가 높은 수

준의 소화효소 저해 활성, 환원력 등을 나타내어 항

당뇨, 항산화 활성을 갖는 발효 주스에 대한 활용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화효소 저해 활성,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Lactobacillus plantarum MKHA15와 Leuconostoc 
mesenteroides MKSR을 이용하여 발효 양파, 양배추, 

토마토 주스를 제조하여 발효 시간에 따른 특성과 발

효 후 소화효소 저해 활성,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

다. 

1. 발효 양파, 양배추, 토마토 주스에서 Lac. planta-
rum MKHA15를 사용한 발효군은 발효 12시간에, 

Leu. mesenteroides MKSR을 사용한 발효군은 발효 

48시간에 최대 균 수에 도달하여 이를 최적 발효 

시간으로 설정하였고, 이 때 모든 군의 균수가 106 

CFU/mL이상으로 ‘발효 음료’로서의 기준을 충족

하였다. 

2. 발효 주스의 소화효소 저해 활성은 MKHA15와 

MKSR을 사용한 모든 발효 주스에서 약 100%에 

가까운 높은 α-glucosidase 저해 활성, 약 70%의 

α-amylase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3. 발효 주스의 항산화 활성은 MKHA15와 MKSR이 

본래 합성배지 상에서 가지는 활성보다는 낮았지

만 발효 후에도 모든 주스에서 DPPH 라디칼 소거

능, SOD 유사 활성, 환원력을 나타냈고, 원물로는 

양배추가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Starter에 따라서 일정한 경향은 나타나

지 않았으며, 발효 원물과 스타터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에 의한 결과로 사료된다. 

4. 발효 주스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MKHA15로 발

효한 양파 주스에서 가장 높았으며, MKHA15로 

발효한 양파 주스가 MKSR에 비해 폴리페놀과 플

라보노이드 함량이 모두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폴리페놀 함량에 따라서 DPPH 라디칼 소거능, 환

원력 등 항산화 활성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젖산 세균을 이용한 양파, 양배추, 토마

토 발효 주스의 우수한 소화효소 저해 활성과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였고, 본 논문에서 사용한 MKHA15와 

MKSR은 향후 다양한 원물에 적용 가능하며, 본 연

구의 양파, 양배추, 토마토 발효 주스는 기능성 음료

로써 이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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