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테리오신 생산균주를 이용한 복분자 첨가 발효유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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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유는 유산균을 이용하여 우유를 발효시킨 식품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된 식품이다.
또한 유산균은 대사과정을 통해 유기산과 박테리오신과 같은 유용물질을 생산하여 식품 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이러한
유산균의 특성을 이용하여 식품에 사용되는 합성 보존제를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이전 연구에서
항균특성이 확인된 균주가 농후발효유 제조하는 데에 적합함을 확인한 바가 있다. 복분자는 장미과의 나무딸기류로 분류되며,
주로 6월 중순경에 수확되는 붉은 열매이다. 복분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과 같은 기능성 성분을 이용하기
위해 최근에 다양한 형태로 가공식품에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하여 우유에 복분자 동결건조물을 첨가
하였을 때 유산균의 생장과 발효유의 항산화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중판매 복분자 동결건조 분말을 4% 가당 우유에 각각 0, 0.5, 1, 2% 첨가하고 Lactococcus 종 균주를 초기농도 4 log CFU/mL로
조정하여 각 배지에 접종하였다. 호기적 조건에서 30℃, 24시간 동안 배양하였으며, 배양종료 직후에는 유산균수와 pH를 측정하
였다. 발효가 완료된 발효유는 동결건조 시킨 후 분말화 하여 각각 항균특성과 항산화특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유산균은 배양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배지에서 pH 감소를 보였고, 유산균수는 모든 배지에서 8 log CFU/mL 이상 증식하여 식품공전에서
규정하는 농후발효유 규격에 적합함을 보였다. 복분자 분말 첨가구의 항균력은 무첨가구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복분자 분말 첨가
량에 따라 농도 의존적으로 항산화능이 증가하였다. 이 실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박테리오신 생산균주와 복분
자 분말을 이용하여 천연 항균제 및 항산화제를 이용한 발효 유제품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재료 및 방법

결과

■ 사용균주
• 유산균: Lactococcus lactis subsp. lactis KCCM 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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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당 우유배지에 접종한 후 30℃에서 호기적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 항균평가용 지시균: Listeria monocytogenes
 TSB 배지에 접종한 다음 호기적 조건에서 37 ℃에서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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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 준비
• 4% 가당 우유배지에 시중판매 복분자 동결건조 분말을 각각 0, 0.5, 1, 2% 첨가하
고 초기 접종농도 4 log CFU/mL로 유산균 접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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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4% 가당 우유에 복분자 분말 첨가농도에 따른 유산균 증식 변화

유산균 초기 접종농도 4log CFU/mL에서 24시간 발효 시켰을 때, 모든 배지에서 8 log CFU/mL
이상 증식하였으며 식품공전에서 규정하는 농후 발효유 규격에 적합함을 보였다.

■ 배지조건에 따른 유산균수 및 pH 측정
• 4% 가당 우유배지유산균을 접종한 직후와 24시간 배양 후에 각각 유산균 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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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우유배지에서 유산균의 산 생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배양 시작점과 배양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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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항균물질은 각 well마다 180 ㎕씩 로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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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균주인 리스테리아는 각 test plate 마다 5 log CFU를 접종하였다

24h

Incubation time(hr)

■ DPPH assay를 이용한 항산화특성 평가
• 복분자 분말 첨가량에 따른 발효유를 동결건조 시킨 후 분말화 시킨 후

그림 2 4% 가당 우유에 복분자 분말 첨가농도에 따른 pH 변화
DPPH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배지 초기 pH는 복분자 분말 첨가농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복분자가 가지
는 산성(pH 3.3)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발효가 완료된 후, 모든 배지에서는 pH가 감소하
여 pH4.3~4.4를 나타냈다.

표 1. 복분자 분말 첨가농도별 발효유의 항 리스테리아 활성

결론
• 박테리오신 생산균주를 이용하여 4% 가당 우유를 발효 시켰을 때 농후발효유
규격에 적합한 유산균수와 pH를 보였다
• 박테리오신 생산균주(Lactococcus 종)을 이용하여 만든 발효유는 항 리스테리
아 활성을 보였으며, 복분자 분말을 첨가할 경우 항균특성이 무첨가구보다 증
가하였다
• 발효유의 항산화능은 복분자 첨가량에 따라 농도 의존적으로 항산화 능이 증
가하였으며, 이는 복분자 분말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에서 기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 박테리오신 생산균주와 복분자 분말을 천연항균제 및 항산화제로서 활용하
여 발효 유제품 제조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배지조건에 따른 항균특성을 확인하였을 때, 복분자 분말 첨가 발효유가 무첨가 발효유 보다 항
균력이 높게 나타났다. 발효유의 항균특성은 Lactococcus 종 유산균이 생산하는 항균물질 외에
복분자 분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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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조건에 따른 항균특성평가
• 항균평가를 하기 위해 well diffusion method를 이용하였고, well 크기는 직경 9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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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복분자 분말 첨가농도에 따른 발효유의 항산화 특성

복분자 분말 첨가 발효유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확인한 결과, 복분자 분말 첨가 농도에 따
라 발효유의 항산화능이 증가함을 보였다. 양성대조군인 아스코르스산(12.5㎍/mL)와 비교하
였을 때 복분자 분말 1% 첨가 발효유가 비슷한 효과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