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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겨발효로부터 분리된 우점종 미생물 Bacillus coagulans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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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known that temperature during solid fermentation using rice bran is increased upto 60-70 degree. To investigate 
the major microflora regarding temperature maintenance of rice bran bathing, we first isolated predominant microbes 
using various media by a limiting dilution method. The RNA of isolated strains were purified and sequenced. The 
rRNA sequencing revealed that the selected strains were similar to Bacillus coagulans according to their taxonomical 
relationships.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Bacillus coagulans is a major kind of microflora during solid 
fermentation using rice b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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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겨란 현미를 도정하여 정백미를 제조시 생기는 과피,

종피, 호분층 등의 분쇄혼합물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현미

의 도정도를 높일 경우, 그 양이 약 8%보다 많아지며, 도정

도에 따라서 그 성분이 달라진다. 쌀겨의 화학조성으로는

수분 13.5%, 단백질 13.2%, 지방 18.3%, 단백질 38.3%, 섬유

7.8%, 회분 8.9%이며, 비타민 B1은 100 g 중 2.5 mg정도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A, E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1,2).

한편,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러 가지

천연자원으로부터의 응용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 쌀겨를 기질로 발효시 발생하는 높은 열을 이용

하여 미용을 위한 찜질도 좋은 일례가 되고 있다(3,4). 쌀겨

는 오래전부터 이미 미백효과로 인하여 피부미용에 사용되

어 왔으나 이의 과학적인 data는 미진할 실정이다. 최근,

쌀겨의 미세화와 분말화로, 쌀겨가 가진 좋은 특성을 그대

로 살려 식용, 세정, 미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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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또한, 쌀겨로부터 추출한 광합성 세균, 유산균, 방선

균, 사상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복합해 배양한 미생물제

제를 활용하여 축산환경개선, 농 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사

용한 보고가 있으며(4), 피부미용 등에 이용되고 있는 쌀겨

(rice flour/bran) 효소제는 미생물의 종류, 성질 및 상태에

따라 그 효과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종래

에는 쌀겨 본래에 존재하는 토착균에 의하여 발효가 일어나

그 열로 찜질을 하는 방법이 사용돼 왔으나, 존재하는 세균

의 종류에 따라 발효 효율에 차이가 있어 쌀겨를 제품화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쌀겨발효에 관여하는 우점균을 분리하

고 이를 실제로 효소온욕에서 사용할 starter로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쌀겨를 기질로 하는 쌀겨온욕조로부터 우점

균을 분리하고, rRNA 시퀀싱을 통해 Bacillus coagulans임

을 확인하였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미생물 분리용 배지

미생물 분리에 사용된 배지는 Difco사의 PDA agar,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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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r, PCA agar를 사용하였다. B&F Enzyme House의 쌀겨

온욕조는 2 m X 1.5 m X 1 m의 쌀겨욕조에서 쌀겨 10

g을 무균적으로 50 ml centifuge tube에 담아서 clean bench

로 이동시켜서 동량의 멸균수를 넣고limiting dilution

method에 적용하여 균주 분리를 수행하였다.

미생물 분리 및 균 배양

Difco사의 PDA agar, MRS agar, PCA agar를 사용하여

균 분리를 수행하였다. 균은 분리배지에서 호기적으로 30

도에서 배양하였으며, DNA 추출은 액체 배양배지를 사용

하여 수행하였다. 집식배양은 30도의 진탕기에서 150 rpm

의 속도로 진탕시켰다.

균의 특성

균의 형태는 phase contrast microscope (Motic, Hong

Kong)에 의하여 촬영하였다.

DNA 분리 및 16S rRNA sequencing

Chromosome DNA는 Fink(9)의 방법에 의하여 수행하였

다. 16S rRNA는 2개의 universal primers에 의하여 PCR을

수행하여 그의 PCR product를 QIAquick PCR purification

kit (Qiagen, Hilden, Germany)에 의하여 정제하였다. 정제된

16S rDNA는 ABI PRISM BigDye Terminator Cycle sequencing

Ready Reaction kit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에

의하여 시퀀싱하였고, 정제된 mixtures는 Applied Biosystems

model 310 automatic DNA sequencer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전기영동하였다. 16S rRNA gene sequences는 CLUSTAL

W software에 의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류도는 neighbor-

joining method에 의하여 만들었으며, 상호안정성은

SEQBOOT, DNADIST, NEIGHBOR, and CONSENSE of

the PHYLIP package 등에 의하여 수행하였다.

쌀겨욕조 내에서의 미생물 거동

쌀겨온욕의 욕조 내에서 쌀겨욕조에서 실제 거동에 관련

된 환경 변화를 욕조 내 온도와 실내온도 및 실내습도를

관찰하였다. 욕조 내 온도는 Digital Thermometer (Alla, AL

910.0150E)를 사용하여 오전 9시와 오후 6시에 1일 2회

측정하였고, 실내온도와 습도는 각 5개 욕조에서 매일 오전

9시에 측정하였다. 욕조 내 온도 유지를 위하여 매일 저녁

20시에 욕조 내의 쌀겨는 최소 5회 이상 교반하였다.

통계학적 분석

실험결과에 대한 분산의 동질성을 비교하기 위해 대조군

과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시험군을 알아내기 위해

Student t-test를 실시하여 유의차가 5% 미만 (p<0.05)일 때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미생물 분리 및 균 배양

쌀겨로부터 우점균을 분리하기 위하여, 쌀겨온욕조로부

터(B&F Enzyme House, 한국) 한계희석법에 의해 콜로니를

분리하였다. MRS (Man, Rogosa and Sharpe)배지, PDA

(Potato Dextrose Agar) 배지, PCA(Plate Count Agar) 배지를

사용하여 균의 분리를 수행 후, 균의 성장 패턴을 살펴보았

다. 균은 50℃-60℃의 배지에서 호기적으로 배양하였고,

DNA 추출을 위한 균체는 액체 배지를 이용하여 50℃의

진탕기에서 150rpm의 속도로 진탕 시켜 배양하였다. 샘플

은 희석의 배수를 10
-1

~10
-10
으로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희

석한 후 50℃에서 24 시간 배양하였고, 배양된 배지에서

생성된 콜로니의 수를 카운팅하여, 희석 배율에 따라 콜로

니 수를 보정해 실제 어느 정도 수의 미생물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각각의 MRS 배지, PDA 배지 및 PCA

배지에서 배양된 콜로니 수는 특히 MRS 배지에서 다수의

미생물이 선택적으로 분리되었으므로, 유산균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균수는 약 4.0 X 10
6

cells/ml

이었으며, 형태적으로 다른 미생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분리 균의 형태 관찰

쌀겨온욕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형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플레이트에서 독립적으로 콜로니를 형성하는 10개의 콜로

니를 선택하였다. 균주형태의 정밀관찰은 콜로니의 형태적

인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전자현미경 대신 광학현

미경에 의하여 관찰하였다. 그 결과, 쌀겨 효소에서 분리된

우점균의 콜로니 형태는 타원형의 간균 모양이고 고초균과

형태학적으로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Fig. 1).

DNA 분리 및 16S rRNA 염기배열 결정

선택된 10개의 콜로니는 Fink(9)의 방법에 의해 염색체

DNA를 추출하였고, 16S rRNA는 2개의 일반 프라이머에

의하여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수행하여, 그의 중합효소 연

쇄반응 생산물을 QIAquick PCR purification kit(Qiagen,

Hilden, Germany)에 의해 정제하였다. 정제된 16S rDNA는

ABI PRISM BigDye Terminator Cycle sequencing Ready

Reaction Kit(Biosystems, Foster City, CA)에 의하여 배열결

정을 하였다. 정제된 혼합물은 automatic DNA sequence

(Biosystems, Model 310)에 의하여 자동으로 전기영동 하였

고, 16S rRNA 유전자 배열은 CLUSTAL W software에 의하

여 분석하였다. 상기 10 콜로니 중 2콜로니의 rRNA서열은

별첨 Bacillus sp. EH-1 sequence 및 Bacillus sp. EH-2

sequence로 나타내었다. 상기 분석결과는 근린결합법으로

분류도를 만들었으며, 상호안정성은 SEQBOOT, DNADIST,

NEIGHBOR, 및 CONSENSE of the PHYLIP package 등에

의하여 수행하였다. 그 결과, 상기의 분리된 균주는 Bacil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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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로서, EH-1과 EH-2는 상호 93%의 상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B. coagulans와 100%의 상동성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Fig. 1. Comparison of isolated strains by phase contrast microscope.

Fig. 2. Phylogenetic tree of isolated strains.

쌀겨 온욕조의 유지

분리된 균주와 동일한 쌀겨온욕조 내에서의 온도를 측정

하여 보았다. 효소온욕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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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5 m X 1 m의 나무 욕조에 쌀겨 400 kg에 물 40 L를

넣고, 3-4일 동안 매일 6-7회 교반하면서 온도가 약 48도

정도를 확인한 후, 포도당 2.5%, 건조 효모 0.1%, 쌀겨껍질

1.25%를 첨가시켜 다시 교반을 매일 6-7회 실시하여 온도

가 60-70도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data not shown).

효소온욕조의 평균 온도를 측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오전

9시에 측정한 각 욕조의 최저온도는 64도, 최고온도는 68도

이었다. 각 욕조에는 효소온욕을 적게는 0회, 많게는 5회를

실시할 경우, 오후 6시경의 욕조의 온도는 최저 55도, 최고

64도이었다. 온욕 중 온도가 60도 이하로 강하시 당분이나

물을 1/10 수준으로 투입하고 교반을 하여 정치시 온도가

다시 60-70도 사이로 회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효소온욕

실의 실내의 온도와 습도는 효소욕조 내의 온도 유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2009년 9월1일부터 2009년9

월 30일까지 30일간 각 온욕실의 실내온도와 습도를 측정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5개의 온욕실의 실내 온도는

1번에서 5번까지 각각 31.21±1.322, 25.08±0.095, 30.10±

1.665, 25.09±0.096, 25.02±0.068이었다. 또한 습도는 각각

43.29±8.485, 42.58±4.822, 48.70±4.858, 48.83±4.949, 38.70

±4.481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효소온욕실의 실내 온도

는 약 25-31도 정도이며, 습도는 약 38-48% 전후가 적당함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효소온욕실의 실내온도를 유지시

킴으로서 욕조내의 온도는 항상 60-70도를 유지하는데 많

은 기여를 할 수 있는데, 효소온욕실의 실내와 동일하게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전일 20시에 교반한 효소

온욕실의 욕조내부의 온도는익일 오전 9시에 온도를 측정

하였다. 오전 9시에 온도는 각각 65.86±1.268, 66.83±0.848,

66.45±0.632, 67.04± 0.576, 66.70±0.702이었고, 오후 8시

(20시)에 온도는 각각 59.31±2.989, 60.64±3.176,

59.93±1.804, 60.54±2.728, 60.54 ±1.732이었으므로 약 6-7

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효소온욕의 욕조

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일 쌀겨의 1/10 정도를 새로운 쌀겨

로 교체가 가능하며, 1개월이 경과시 전량 새로운 쌀겨로

교체하여 청결하게 유지하며, 당분과 물을 공급해 주는 과

정을 반복하여 욕조의 온도를 60-70도로 유지시킬 수 있었

으며 이 과정 중에 다른 여타의 미생물은검출되지 않았다

(data not shown). 따라서 본 균주에 의하여 효소온욕이나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그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되며

이의 온도 유지에 관련된 요인의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요 약

쌀겨의 발효는 온도상승이 되면서 열을 많이 발생하여

온도가 60-70도로 상승한다. 이 발효에서 분리된 Bacillus

coagulans는 효소온욕시 사용되는 주요 미생물로서, 이를

응용하여 피부미용건강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 쌀겨발효

중 온도유지에 관련이 있는 major microflora의 분리 연구를

수행한 결과, 고초균이라 판단되는 균주 10여종을 분리하

였으며 이를 분자분류학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 Bacillus

coagulans로동정하였다. 본 균주는 쌀겨발효에서 온도상승

에 관여하는 주요 미생물로서 이의 피부미용에의 응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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