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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hysiochemical and microbiological changes of dandelion during 
fermentation. Thirty and fifty percentage raw sugar groups (SFE30 and SFE50) were introduced into dandelions 
and fermented for 120 days at 15-20℃.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utilization of sucrose on 
lactic acid bacteria from dandelions and their effect on the pH, titratable acidity, microorganism and formation 
of organic acids in dandelions during fermentation. The number of lactic acid bacteria increased remarkably up 
to 15 days of fermentation and then decreased rapidly thereafter. The maximum number of lactic acid bacteria, 
7.9 log CFU/mL was reached at pH 4.17 and the pH of dandelion showed a slight decrease during fermentation 
and decreased steadily up to 90 days to reach an optimum pH of 4.0. The titratable acidity of dandelions fermented 
increased during fermentation. The concentration of organic acid, amino acid and free sugar in SFE30 was higher 
than both SFE50 and DWE. The results of dandelions fermented were remarkably retarded in the 50% raw sugar 
group compared to the 30% raw suga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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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민들레(Taraxacum officinale) 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이른 봄부터 늦가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전역

에 걸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뿌리, 잎, 꽃 등 식물체 모든

부위를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물이다(1). 서양에서는

잎은 샐러드용으로, 뿌리는 커피대용, 꽃은 와인재료로 이

용되어 왔으며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지방함량과

칼로리가 낮아 영양학적으로 현대인의 식품으로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한방에서 강장, 해열, 이뇨, 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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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담, 해독제 등으로, 서양에서는 담즙분비 촉진, 항류마티

스, 이뇨 등의 작용으로 약제로 사용되어 왔으며(3), 최근에

는 약리작용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항균작용

(4), 항암 및 항종양 활성(5,6) 등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항산화 활성에 대한 연구 결과(7)가 많이 보고되

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야채발효식품을 많이 애용

하여 왔으며, 특히 무와 배추 등의 채소를 원료로 한 발효식

품으로 독특한 향과 맛을 지닌 동치미와 나박김치 등의

유산 발효물은 예로부터 숙취 후 갈증해소용으로 음용되기

도 하였다(8). 유산균은 유산발효를 하여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고 bacteriocin과 같은 항균물질을 분비하여 식중독

균을 억제하며 사람의 장내 pH를 낮추어 장내 부패세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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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을 억제하는 등의 효과를 가지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종래의 유산균 제품들은 우유를 주재료로 하여

발효시킨 제품으로 우유에 존재하는 유당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유당

때문에 이상적인 식품이라 볼 수 없다(9).

최근 민들레는 생리활성 효과가 부각되면서 크게 소비가

늘고 있지만 섭취형태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당도가 낮은

민들레에 당을 첨가하여 젖산발효를 시켜 가공한 발효물은

각종 유기산과 비타민, 무기질 등을 함유하여 건강 지향적

인 새로운 형태의 음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에게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나 활용범위가

좁은 민들레를 이용한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적 분석

자료를 마련함으로서 소비자의 웰빙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식품, 기능성 천연식품소재 및

첨가물로의 개발에 기여를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민들레 원료

본 실험에 사용된 민들레(dandelion: Taraxacum officinale

Wiggers)는 강원도 양구 동면에서 4~5월 중에 채취한 것으

로 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재료는 선별 후 물로 세척한

다음 탈수하여 사용하였다.

민들레 추출물 제조

민들레 추출물은 자외선 열풍건조기로 건조하여 roller

crusher로 분쇄한 후 사용되었다. 건조 시료중량 대비 20배

의 3차 증류수를 가하여 추출용기에 넣고 상온 (25℃)의

수욕조(water bath, ONE10, Memmert, USA)상에서 12시간

씩 3회 반복 추출하였으며 추출액은 Whatman No 2 filter

paper로 여과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민들레 발효물 제조

민들레 발효는 흑설탕(raw sugar)을 민들레 원료의 총

중량대비 30% 및 50%로 첨가하여 과채류의 최적 발효온도

인 20℃에서(10) 30일간 저온발효 하였다. 이후 거름망으로

걸러낸 상층 액을 15℃에서 90일간 숙성시켰으며, 분석을

위한 시료는 최종 발효 단계인 120일에 채취하였다. 발효물

은 회전 감압 농축기 (rotary vacuum evaporator, N-21NS,

EYELA, Tokyo, Japan)로 농축한 후 flask 내의 농축 건조물

에 증류수 50 mL를 첨가하여 용해시킨 후, 동결 건조하여

-20℃의 냉동고에서 보관하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분석

pH 및 총산도

시료 10 mL를 pH meter (Suntex, model sp-5A, USA)로

pH를 측정하고, 산도는 중화 적정법을 이용하였다. 채취한

시료액 2 g를 증류수로 10배 희석한 후 페놀프탈레인 지시

약을 가한 다음 0.1 N NaOH 용액으로 30초 동안엷은 분홍

색이 사라지지 않을 때 (pH 8.3±0.10)까지 적정하였다. 사용

된 0.1 N NaOH 용액의 양을 젖산의 양으로 환산하여 총산

함량 (%, w/v)으로 나타내었다.

Soluble solid

Soluble solid는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굴절당도계

(Hand refractometer, No 507-I, NOW, Japan)를 사용하였다.

미생물 계수

발효물 1 mL를 멸균증류수 9 mL에 현탁하고 이를 10배

단위로 희석한 후 실험하였다. 총 균수는plate count agar

(Difco, USA)에 pour plate method으로 접종하여 37℃에서

24~48시간 배양하였고, 대장균군은 MacConkey agar

(Difco, USA)에서 37℃ 24~48시간, 총 젖산균은 0.002%

Bromo purple blue가 첨가된 Lactobacilli MRS agar (Difco,

USA)를 이용하여 30℃에서 48~72시간 배양하여 spread

plate method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형성된 집락 수는 시료

mL당 colony-forming units (CFU/mL)로 나타내었다.

성분 분석

유리당 측정

동결 건조된 민들레 발효물 시료 0.1 g과 증류수 5 mL를

원심분리 tube에 담고 교반한 시료를 4℃, 5600 g에서 20분

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0.45 μm membrane syringe filter로

여과 후 당을 측정하였다. 실험 조건은 Table 1과 같고

HPLC (Water 2690, Waters Co, USA)를 이용하였다.

Table 1. Free sugar concentration in non-fermented and fermented
*

dandelion extracts

Free sugar
Concentration (%)

DWE1) FD302) FD503)

Fructose 0.62±0.14
a

38.33±1.06
b

34.36±2.15
b

Glucose 0.94±0.18
a

15.01±3.31
b

46.86±1.93
c

Sucrose 2.20±0.6
b

1.27±0.88
b

0.45±0.22
a

1)dandelion water extracts
2)fermented dandelion with 30% raw sugar
3)fermented dandelion with 50% raw sugar
*Dandelion mixed with sugar was fermented first for 30 days at 20℃ and then aged

for 60 days at 15℃.
abc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유기산 측정

동결 건조된 민들레 발효물 시료 0.1 g과 증류수 5 mL를

혼합교반 후 4℃에서 20분간 10,000 rpm의 속도로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을 0.45 μm membrane syringe filter에 통과시켜

불순물을 제거한 후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Water 2690, Waters Co, USA)로 분석하였다. 측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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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은 Prevail Organic acid 5 μm (Alltech, 250 mm ×

4.6 mm)을 사용하였다. 용매는 25 mM potassium dihydrogen

phosphate를 1.0 mL/min 속도로 흘려주었으며 시료의

injection volume은 10 µL 이었다.

총 아미노산 함량 분석

동결 건조된 민들레 발효물 시료 50 mg과 6N-HCl 5 mL

을 test tube에 담고, phenol 결정 1~2개를 넣은 후, 질소가스

를 test tube에 주입하여 112℃에서 24시간 동안가수 분해시

킨 뒤,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였다. AccQ․Fluor

Reagent Kit를 사용하여 유도체화 시켜 유리아미노산을 측

정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KO, USA)

를 이용하여 평균치와 표준오차를 산출하였으며, one-way

ANOVA test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을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당 첨가 민들레 발효물의 시기별 변화

당 첨가 민들레의 발효시기별 pH와 총 산도의 변화는

Fig. 1과 같다. 30% 당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민들레 발효물

(FD30; Fermented dandelion with 30% raw sugar)과 50%

당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민들레 발효물 (FD50; Fermented

dandelion with 50% raw sugar)은 발효 전 pH는 각각

6.4±0.20, 6.8±0.17이고 총 산도는 0.0%이었다. FD30은 발

효 시작부터 pH가급격히감소해 발효 5일에는 pH 5.8±0.42

Fig. 1. Changes of the physiochamical properties in dandelion fermentation.

●: fermented dandelion with 30% raw sugar, ▲: fermented dandelion with 50% raw sugar.
*
Dandelion mixed with sugar was fermented first for 30 days at 20℃ and then aged for 60 days at 15℃.

발효 15일에는 pH 4.17±0.10로 감소하였고 총 산도는

0.60±0.15%로 증가하였으며 숙성 120일 이후에는 안정된

값을 나타내었다. FD50은 초기에 pH가 FD30보다 높았고

서서히 감소하다가 발효 30일에 pH 4.57±0.05로 급격히

감소하고 총 산도가 0.72±0.12%로 증가하였다. 그 후 숙성

120일에는 pH 3.84±0.04, 총 산도는 0.78±0.16%를 나타내

었다. FD30의 발효 및 숙성 기간 중에 pH의 변화는 초기에

급격히 낮아졌고 soluble solid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FD50은 발효 초기에 pH가 높았고 이후 점차

pH가 낮아졌으며 발효 30일 이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soluble solid 또한 초기에는 높은 값을 보이다 숙성

60일이후에안정된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발효성 당 함량

을 조절하여 발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저장기간을

조절한 Yoo 등(11), Fleming 등(12), Chen 등(13)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초기 soluble solid값이 첨가 된 당의

농도인 30%, 50% 보다 높은 값을 보인 것은 실험을 위해

채취한 발효 0일샘플이 제조과정첫단계인버무리기 이후

에 채취된 것을 감안하면 용출되어진 민들레 즙의 양이

적기에 상대적으로 설탕이 포화된 농도가 높아서 45.2, 75

°Brix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그 이후에 영양원으로 흑설탕

을 사용하는 등의 미생물의 영향, 민들레 즙의 용출에 의해

변화가 있었다. pH와 총 산도 결과로 미루어 보아 FD50보

다 FD30이 시기별 발효 속도가 더 빠르고 산도가 강한

유기산을 더 많이 생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발효 말기에

pH가 보통 3.8 전후로떨어지지 않았는데김치 등 과채류에

존재하는 산은 약산으로 그 해리상수가 적고 완충작용으로

pH 3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다(14).

발효가 진행되면서 soluble solid와 상관없이 초기에는

비슷한 총 균수를 나타냈고, 점차로 증가하여 최대균수에

도달한 후 다시 서서히감소하는 발효양상을 나타냈다(Fig.

2). FD30은 발효 10일에 8.83 log CFU/mL으로 최대 생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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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the number of total microorganisms and lactic acid bacteria during fermentation.

●: fermented dandelion with 30% raw sugar, ▲: fermented dandelion with 50% raw sugar.

기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숙성 60일에는 4.95 log

CFU/mL, 숙성 120일 4.42 log CFU/mL로 감소하였다. FD50

은 발효 시작 전 총 균수는 6.60 log CFU/mL 이었고 서서히

증가하여 발효 30일에 최대균수를 나타내었으며 숙성 120

일 3.86 log CFU/mL의 총 균수를 나타내었다(Fig. 2.). 유산

균수의 결과는 총 균수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발효의 진행과 함께모든 발효물의 유산균수가 초기에 크게

증가하였다가 최대 유산균수를 보인 후 서서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Fig. 1). 일반적으로 유산균은 과채 발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균으로 초기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산도의 증가에 의해 서서히감소하는경향이 있다(15). 이는

발효적기 이후로 내산성이 약한 젖산균이감소하고 내산성

이 강한 젖산균이 증가하면서 젖산균수의변화가일어났던

것으로 사료된다(16). FD30의 최대 생육 시기는 15일에 7.9

log CFU/mL이었고, FD50은 최대 생육시기가 30일로 최대

균수는 8.0 log CFU/mL을 나타내어 FD30이 FD50보다빠른

발효양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대장균은 발효 과정에서 검

출이 되지 않았다(data not shown).

당 첨가 민들레 발효물의 성분 분석

유리당 함량

발효 및 숙성이 완료된 민들레 추출액의 유리당의 함량

을 분석하였다(Table 1). 각 농도별의 처리구간에서

fructose, sucrose의 함량은 FD30, FD50 간에 큰변화를 보이

지 않았으나 glucose의 경우에는 FD50이 46.86±1.93%로

FD30에 비하여 2배 이상 많았다. 민들레 물 추출물(DWE;

dandelion water extract)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DWE의

유리당 결과가 fructose 0.62±0.14, glucose 0.9±40.18,

sucrose 2.20±0.6%임을 감안하면 민들레만의 성분변화가

아닌 FD30, FD50등의 발효물에 첨가된 sucrose를 생성된

미생물이 기질로 사용하여 분해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유산균의 생육이 활발했던 FD30이 숙성120일과정을 거치

면서 발효 과정 중에서 생육되는 미생물의 영양원, 유산

발효, 유기산 발효의 기질로 당이 이용되었기 때문

에 FD50보다 유리당 함량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FD50과 비교 하였을 때 FD30이 적은 glucose양을 나타낸

것은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이 이당류인 fructose보다 단

당류인 glucose를 영양원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담금 중반기에 유리당이 증가하였다가 그 후

감소되었다는 Lee 등(17)의 보고와 유사하고 발효과정 중

fructose에 비해 glucose의 감소 정도가 더 크다는

Hwang(18)의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유기산 함량

민들레 발효 숙성 액의 유기산 함량 분석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FD30의 유기산 함량은 oxalic acid 0.011,

tartaric acid 0.058, formic acid 0.047, lactic acid 0.271, acetic

acid 0.083%이고 fumaric acid는 검출되지 않았다. FD50의

경우는 tartaric acid 0.035, formic acid 0.006%이고 oxalic

acid, lactic acid, acetic acid, fumaric acid는 검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민들레에 30% 당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FD30

이 50% 당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FD50보다 유기산의 종류

가 다양하고 함량이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편 민들레추출

Table 2. Content of organic acids in non-fermented and
fermented dandelion extracts

Organic acids
Concentration (%)

DWE1) SFE302) SFE503)

Oxalic acid 0.005 0.011 ND

Tartaric acid 0.012 0.058 0.035

Formic acid ND
4)

0.047 0.006

Lactic acid 0.169 0.271 ND

Acetic acid ND 0.083 ND

Fumaric acid ND ND ND

1)dandelion water extracts
2)fermented dandelion with 30% raw sugar
3)fermented dandelion with 50% raw sugar
4)Not detected



Physiochemical and Microbiological Changes of the Fermented Dandelion (Taraxacum officinale) Extracts with Raw Sugar 135

물인 DWE는 oxalic acid 0.005, tartaric acid 0.012, lactic

acid 0.169%이고 formic acid, acetic acid, fumaric acid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민들레에 함유된 각종 효소들과 미

생물이 당 발효에 의해 유용한 작용을 거쳐 주요성분이

분해되고, 또한 재합성이 이루어져 각종 유기산을 생성한

다고 판단된다. 한편 발효 물에서 lactic acid의 양이 적고

FD50에서 lactic acid가검출이 되지 않은 것은 FD50의 유산

균 발효적기가 30일 임을 고려한다면 최종 발효지점에서

채취한 추출물의 유기산은 효모 등과 같은 미생물에 의해서

사용되어졌다고 판단된다. 이는 특히 젖산균의 급격한 감

소로 인해 젖산의 생성이 적고 도리어 효모가 발효과정에서

생성된 젖산을 이용하여 pH가 증가한다는 Han 등(19)의

발효 말기에는 Brettanomyces custersii와 같은 효모가 출현

하여 젖산을 이용한다는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또한

과채 발효 과정중에 malic acid, succinic acid와 같이 유산균

뿐만 아니라(8) 효모가 증식한 이후에도 증가되는(20) 유기

산을검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이 총산도와 비교하

였을 때 유기산 함량이 적은 이유로 사료된다.

Table 3. Content of amino acids in non-fermented and fermented
dandelion extracts

(unit : ㎎/100 g)

Amino acids DWE
1)

FD30
2)

FD50
3)

Asparagine 402.5 248.5 94.0

Serine 15.6 101.5 41.8

Glutamine 95.2 193.6 63.1

Glycine 16.7 66.1 14.3

Histidine* 15.5 78.3 35.0

Arginine 40.3 119.4 83.1

Threonine* 17.0 207.4 99.7

Alanine 19.5 54.1 26.0

Proline 97.3 229.2 113.0

Cysteine ND
4)

ND ND

Tyrosine 13.7 42.4 58.1

Valine
*

19.3 19.7 8.4

Methionine* 4.2 61.7 42.5

Lysine
*

22.8 34.1 25.8

Isoleucine* 17.9 26.6 34.1

Leucine
*

27.6 38.2 32.7

Phenylalanine* 29.0 95.7 92.7

Total 854.1 1,616.5 864.3

1)dandelion water extracts
2)fermented dandelion with 30% raw sugar
3)fermented dandelion with 50% raw sugar
4)Not detected
*Essential amino acid

총 아미노산 함량 조성

민들레 발효물의 총 아미노산 조성은 Table 3과 같다.

아미노산의 함량에 있어서 유기산의 함량과 같은 경향을

보여 FD30이 FD50보다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은 결과

를 보였다. FD30와 FD50은 모두 cysteine을 제외한 16종의

아미노산이 검출되었다. 아미노산의 전체 함량은 FD30이

1616.5 mg/100 g로 FD50의 864.3 mg/100 g보다 1.8배 정도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asparagine, threonine, glutamine,

proline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DWE와 비교하였을

때 대체적으로 기본 민들레가 가진 아미노산 성분에 비해

발효 후인 FD30, FD50이 asparagine을 제외하고 더 많은

아미노산의 양을 함유하였다. 이는 Rhee등(21)의 미생물이

생성한 protease가 단백질을 가수 분해시켜 아미노산을 생

성함으로써유리 아미노산 함량이 증가되는데영향을 준다

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일반 채소류

(22,23,24)나 약용식물(22,25)과는 달리 쌀에서 부족 되기

쉬운 필수아미노산인 lysine, leucine 등이 34.1, 38.2 mg/100

g로 많이 함유되었고, 아미노산의 조성과 함량이 우수하여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의 식생활에 이용될 때 영양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피로회복,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asparagine(248.5 mg/100 g)이

풍부하여 민들레 발효 물을 식품재료로 이용할경우 영양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민들레에 당을 첨가 후 젖산발효를 시켜 발효

과정 중의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변화를 탐구하였고 최종

발효물의 성분분석을 통해 기능성 음료로서의 가치를 평가

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30% 당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민들레 발효물 (FD30)과 50% 당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민들

레 발효물 (FD50)은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FD30의 초기

pH 및 산도가 각각 pH 6.4, 0.18%에서 숙성 30일에 pH

3.85 및 0.72%로 변화되었고, FD50 보다 저하 속도가 다소

빠른 경향을 보였으며 숙성 120일 이후에는 안정된 값을

나타내었다. 발효과정에 따른 총 균수 변화는 Soluble solid

와 상관없이 초기에는 비슷한 총 균수를 나타냈고, 점차로

증가하여 최대균수에 도달한 후 다시 서서히감소하는 발효

양상을 나타냈다. 유산균수 결과도 총 균수의 결과와 비슷

한 양상을 보였고 유산균수가 초기에 크게 증가하였다가

최대 유산균수를 보인 후 서서히감소했다. 발효 및 숙성이

완료된 민들레 발효물의 유리당 함량은 각농도별의처리구

간에서 fructose, sucrose의 함량은 FD30, FD50 간에 큰변화

를 보이지 않았으나 glucose의 경우에는 FD50이

46.86±1.93%로 FD30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유기

산 함량 분석결과 FD30이 FD50보다 유기산의 종류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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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유기산의경우와 같은 양상을 보였으며 발효물 모두민들레

물 추출물 (DWE)보다 많은 유기산과 유리아미노산을 함유

했다. 이는 민들레에 함유된 각종 효소들과 미생물이 당

발효에 의해 유용한 작용을 거쳐 주요성분이 분해되고, 또

한 재합성이 이루어져 각종 유리당, 유기산 및 유리아미노

산 등을 생성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발효를 통한 민들레

의 기능성 식품으로의 활용가치를 기대할 수 있고 발효시

첨가물과 시기에 따른 성분변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

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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