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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microbial activities of Smilax china L. against spoilage bacteria isolated from Mang-gae rice cake were 
investigated and the storage stability of the Mang-gae rice cake was enhanced. Spoilage bacteria, which cause Mang-gae 
rice cake to rot, were isolated from commercial Mang-gae rice cake, and most of the isolated strains were identified 
as Bacillus sp. After the leaves, roots, shoots, and stalks of the Smilax china L. were extracted using 50% ethanol 
as the solvent, their antimicrobial activities were investigated using the paper disc method by treating them with 
50 μL of Bacillus cereus, which is known as a major pathogenic micro-organism in foods that contain starch, 
as the test organism. The antimicrobial activities of the extracts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lear 
zones around the paper discs. The root extract showed significant antimicrobial activities. When red beans, which 
are used as stuffing for Mang-gae rice cake, were treated with the root extract of the Smilax china L., the viable 
cell count of the Mang-gae rice cake was 5.04 Log CFU/g after 48-hr storage, and the cake showed significantly 
slower growth of bacteria than with commercial products. These results show that treatment of red beans with 
Smilax china root extract could improve the storage stability of Mang-gae rice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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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쌀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량자원의 하나로 전통식품이

나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동양에서는 주식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쌀과자, 쌀가루,

청주, 된장, 떡 등으로 가공되어 쌀 전체 생산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주식과 함께 가공식품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쌀 소비 형태는 전체 쌀 생산

의 95% 이상이 밥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가공용은 떡,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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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과자를 포함해서 5% 내외에 머물고 있다. 떡 산업은

쌀 가공산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각 지역

소매점의 1차 가공형태로 제품이 생산되어 제품의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제조 후 품질변화가 빠르게 나타나

저장과 유통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10년도

쌀 소비량은 74kg으로 10년전 대비 23.6%나 감소하였으며,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라 빵 소비량이 증가하여 떡과 같은

전통식품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정부주도의

쌀 가공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떡 산업에서도 편의성,

다양화, 고급화 연구와 제품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1,2).

청미래덩굴은 백합과(Liliaceae)의 낙엽활엽의 덩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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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목으로 길이 3 cm정도이며 마디에 갈고리 같은 덩굴과

가시가 있어서 다른 나무에 기어오르거나 덤불을 이룬다.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내한

성, 내음성, 내건성, 내조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부

이남 지역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다. 잎은 넓은 타원형으로

광택이 있으며 두껍고, 암수 딴 그루로서 5월에 황록색의

꽃이 피며 9~10월에 둥근 열매가 한곳에 5~10개씩 모여서

빨갛게 익는다. 어린순은 나물로 먹으며 열매는 식용으로

하기도 하며 민간요법으로 위암, 식도암, 직장암의 치료제

및 당뇨병, 식욕증진, 구토감소, 식도협착의 소통, 이뇨, 체

력증강, 적혈구 생성과 hemoglobin합성 증진용으로 뿌리를

약제로 사용해 오고 있다(3-5).

망개떡은 망개잎이라고 불리는 청미래덩굴(Smilax china

L.)의 잎으로 떡을 싸서 서로 달라붙지 않고 망개잎의 향기

가 배어 독특한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의령지역 특산품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6). 특히 최근에는 소포장 망개떡으로

포장기술 개선을 통해 돌잔치, 회갑잔치, 간식 등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어 망개떡 생산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쉽게 굳어지고 미생물의 오염에 의한 변질로 인해

장기보관이 어려워 유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7). 특히, 쌀에는 Bacillus, Clostridium 등의 포자 생성균의

많은 세균오염을 보이며 특히 떡의 취반과정 중에서도 이들

은 살아남게 된다. 이렇게 하여 세균성 식중독균인 B. cereus

는 떡에서 부패를 일으키거나 구토형 및 설사형의 식중독에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8,9).

식품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식품의 가공식품화, 인스턴트

화로 식품의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식품보존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보존제는

화학적 합성품으로 그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인공합성 보존료 대신 식용식물 및 생약 등의천연물로부터

특정 성분을 추출하여천연식품 보존제를 개발하려는 시도

가 이루어지고 있다(10,11).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천연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일부 약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초,

황백, 유백피, 방기 등의 한약재 추출물에 대한 항균성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12-14). 외국에서는 음식에 향을 내기

위해 사용하였던 향신료의 항균작용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15-22) 향신료로부터 추출한 정류성분이

항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itscher 등은 107

종의 식물체의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항균활성(23)을 조사

하였으며 김 등(7)은 예로부터 민간에서 사용되어 그 안전

성이 입증된 과실류 등 171종과 한약재 190종을 대상으로

부패미생물에 대한 보존활성성분을 연구하였다.

청미래덩굴의 항균활성에 관한 연구로는 진 등(24)의 청

미래덩굴 잎 추출물의 전자공여능, 아질산염 소거능 및 항

균활성과 송 등(4)의 청미래덩굴 뿌리추출물의 항균활성이

보고된 바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청미래덩굴에 관한 연구

는 기초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 식품에

첨가하여 저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등(14)은 청미래덩굴 잎 분말을 이용하여절편

의 특성 및 저장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나 근본적인 부패

미생물을 저해시켜 보존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령지역의 전통식품인 망개떡의

저장성 향상을 위해서 시판망개떡에서 부패 원인 미생물을

분리·동정하였고 청미래덩굴 중에서항균활성이 가장 높은

뿌리추출물을 실제로 팥소에 첨가하여 제조한 망개떡의

저장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청미래덩굴은 경남 의령군 일대에서

채집한 후 잎, 뿌리, 싹과줄기를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하

고 건조시킨 후 세절하여 4℃ 냉장보관하였다. 망개떡은

2009년 경남 의령군에서 망개떡을 생산하고 있는 (A), (B),

(C) 업체에서 수집한 것을 냉장상태로 연구실까지 운반하

여 즉시 실험에 사용하였다.

망개떡 유래 미생물 분리

수집한 망개떡을 청미래잎, 떡피, 팥소 세 부분으로 구분

하여 멸균용기에 채취하고 9배량의 생리식염수를 가하여

균질화(Silentcrush, Heidolph, Schwabach German) 시킨 후

단계 희석하여, TSA (Tryptic Soy Agar, Difco, USA) 평판배

지에 도말하고, 37℃에서 48 시간까지 배양하여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내열성 미생물의 분리를 위해 시료를 10배 희

석한 균질액을 80℃ 수조(Waterbath, Daihan, Seoul, Korea)

에서 20분간 가열처리 한 후 TSA 평판배지에 도말하여

37℃에서 48 시간 까지 배양하여 내열성 미생물 수를 측정

하였다(6). 선택한 colony를 2회 이상 NA (Nutrient Agar,

Difco, USA) 배지에 계대 배양하여 생성된 single colony를

확인 후 동정하였다.

16S rRNA 염기서열 분석

분리된 균주들의 16S rRNA 염기서열을확인하기 위하여

Weisburg 등(25)이 제안한 primer를 기초로 제작된 forward

primer인 5'-AGAGTTTGATCMTGGCTCAG-3'와 reverse

primer인 5‘-GGYTACCTTGTTACGACTT-3'을 이용하여

PCR 반응 (GenAmp
Ⓡ

PCR system 2700, Applied Biosystems,

California, USA)을 실시하였다. PCR 반응 조건은 97℃에서

5 min 동안 변성시킨 후, 94℃에서 1 분, 56℃에서 1 분,

72℃에서 1 분 30 초동안DNA 증폭 반응을 30회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72℃에서 4 분 동안 반응을 실시하였다. PCR

증폭산물 중 1.5∼1.6 kb에 해당하는 DNA 밴드를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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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kit (AtmanBio, Korea)을 이용하여 정제한 후, 유전자

해석센터 (Macrogen, Korea, Co)에 염기서열 분석을 의뢰하

였다.

청미래덩굴 부위별 추출물 제조

보관중인 청미래덩굴의 잎, 뿌리, 싹과줄기 성분의항균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 등(7)의 방법에 따라 추출액을

제조하였다. 즉 각 부위의 건조시료 100 g을 Food mixer

(KMF‐361, Daewoo Co, Seoul, Korea)로 미세하게 분쇄한

후 50% 에탄올 1 L와혼합하여, 80℃에서 72 시간 진탕시킨

후 여과(Whatman No. 2)하여 농축하고, 멸균증류수를 이용

하여 100 mL로 정용한 후 100%농도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청미래덩굴 추출물의 항균활성 측정

떡의 저장 및 유통기간 중 증식하여 부패를 유발하는

Bacillus 속 균 중에서 식중독의 원인 미생물인 Bacillus

cereus KCCM 12147 를 NA배지에 37℃, 24시간씩 2회 계대

배양한 후 피검균으로 사용하였다. 피검균주의 최종 균수

가 10
5
~10

6
CFU/mL이 되도록 조제한 시험균액을 후 0.1

mL를 무균적으로 취하여 TSA배지 위에 고르게 도말 후

항온 배양하였다(26). 추출물의 항균활성 측정은 paper disc

method (27)로 측정하였다. 청미래덩굴 잎, 뿌리, 싹과 줄기

추출물 시험용액은 각각 5%로희석한 후 살균된 여과 paper

disc (6 mm, Difco Co, USA)에 50 μL 흡수시킨다음 용매를

휘발시키고 미리 준비된 균접종 평판배지에 밀착시켰다.

대조구로는 멸균 증류수를 동량 사용하였다. 배지는 37℃

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disc 주변의억제환의크기로항균력

을 측정하였다(28). 또한 뿌리 추출물을 각각 0.5, 1, 1.25,

2.5, 5%의 농도로 조절하여 50 μL 흡수시킨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항균력을 측정하였다.

청미래덩굴 뿌리 추출물을 이용한 망개떡 팥소의 부패지연

청미래덩굴 뿌리 추출물에 의한 망개떡팥소의 부패지연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청미래덩굴 뿌리 추출물을 최종농도

0.5~5%가 되도록 첨가하여 제조한 망개떡과 의령군의 망

개떡 제조업체 (A), (B), (C)의 망개떡을 30℃에서 저장하며

24시간 간격으로 팥소를 채취하여 생리식염수로 균질화시

켜, TSA 평판배지에 도말, 37℃ 에서 24 시간 배양시킨

후 생균수를 측정하였다(3).

통계처리

각 실험은 3회 반복 검정하여 실험 군당 평균(mean) ±

표준오차(standard)로 표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망개떡 유래 미생물 분리

망개떡 부패 원인 미생물을 분리하기 위해 망개떡을 싸

고 있는 청미래덩굴의 잎(망개잎), 떡피와 팥소의 3부분으

로 구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생균수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모든 시료에서 많은 미생물이 검출

되었으며, 특히 (C)군의 팥소에서 7.72×10
9

CFU/g으로 가

장 많이 검출되었다. 떡피 생균수의 경우 (A)군에서 가장

낮은 8.20×10
4

CFU/g 으로 나타났으며, (A)군의 잎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망개떡의 부위별 생균수를 미루어보아

떡피와 팥소에 많은 오염성 미생물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1. Viable cell counts of Mang-gae rice cake

(CFU/g)

Sample
Mang-gae rice cake

Red-beans Surface Leaf

A 1.44 × 10
8

8.20 × 10
4

-
1)

B 7.60 × 108 7.70 × 107 5.83 × 105

C 7.72 × 109 2.78 × 108 6.05 × 107

1)not detected
Results shown are means±SD (n=3).

열처리한 전분질 원료의 식품에서 빈번히 검출되는

Bacillus 속 미생물의 오염이 예상되어 시료 현탁액을 80℃

에서 20 분간 열처리하여 내열성 미생물 수를측정한결과

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B)군의 떡피와 (A)군의 잎에서는

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A)군의 팥소에서 3.70×10
3

CFU/g

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 열처리 후 망개떡의 대부분의

부위에서 생균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양의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망개떡에서검출되는 주요

미생물은 내열성이 있는 Bacillus 속의 균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망개떡의 부패 유발 인자로 사료된다.

Table 2. Viable cell counts of Mang-gae rice cake after heat
treatment

(CFU/g)

Sample
Mang-gae rice cake

Red-beans Surface Leaf

A 3.70 × 103 3.34 × 103 -1)

B 1.12 × 103 -‐ 4.00 × 101

C 1.66 × 10
4

3.98 × 10
3

2.46 × 10
4

1)
not detected

Results shown are means±SD (n=3).

망개떡 유래 미생물 분리 동정

시판 망개떡에서 열처리 전·후의 생균수를 확인하였으

며 이들의 유전학적 특성을 참고로 명확히 동정하기 위해

16S rRNA sequencing을 수행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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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팥에서 분리된 17종의 균주에서 Bacillus subtilis 10 종,

Acinetobacter 3 종, Leuconostoc lactis 2종, Bacilaceae

bacterium 1종 및 1종의 미확인 균주가 동정되었다. 떡피에

서 분리된 11종의 균주는 Bacillus subtills 3종, Leuconostoc

(Leu. garlicum, Leu. lactis) 2 종, Enterobacter sp. 1종 그리고

5종은 미동정되었다. 따라서 망개떡에 존재하는 주요 미생

물은 Bacillus 속이며 이들이 망개떡의 부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 Identification of the isolated strains from Mang-gae rice
cake by 16S rRNA sequence analysis

Strain No. Identified species
Similarity

(%)

Red-beans

HF-L1 Acinetobacter sp. 99

HF-M1 Bacillus subitlis 100

HF-S1 Acinetobacter sp. 99

HF-S2 Unidentified strain -1)

HF-S3 Leuconostoc lactis 99

HFS-S1 Leuconostoc lactis 99

LD-L1 Bacillus subtilis 99

LD-L2 Bacillus subtilis 99

LF-M1 Bacillus subtilis 99

LF-M2 Bacillus subtilis 99

LF-M3 Bacillus subtilis 99

NF-L1PP Acinetobacter sp. 97

NF-M1PN Bacilaceae bacterium 99

NF-S1PP Bacillus subtilis 99

NI-BS Bacillus subtilis 99

NN-P1P Bacillus subtilis 99

NN-P2P Bacillus subtilis 99

Surface

LCS-S1 Leuconostoc garlicum 99

LCS-S2 Leuconostoc lactis 99

LDS-M1 Unidentified strain -

LDS-M2 Enterobacter sp. 99

LDS-S1 Unidentified strain -

NO-L1 Bacillus subtilis 99

NO-S1 Bacillus subtilis 99

NC-L1PP Bacillus subtilis 100

NC-M1 Unidentified strain -

NC-M1PN Unidentified strain -

NC-S1 Unidentified strain -
1)not detected

청미래덩굴 추출물의 항균성

떡과 같은 전분질 식품의 유통과정 중 쉽게 오염되며

식중독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Bacillus cereus를(5) 피

검균주로 사용하여 paper disc 법으로 청미래덩굴 추출물의

항균성을 시험하였다. 청미래덩굴의 잎, 뿌리, 싹과 줄기

추출물의 B. cereus에 대한 생육 저해능을 조사한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청미래덩굴 추출물의 대부분은 B.

cereus 의 생육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미

래덩굴 뿌리 추출물이 가장 강한항균 활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망개떡의 부패를 지연시킬수 있는천연소재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미래덩굴의 뿌리 추출물

의 농도에 따른 B. cereus에 대한 저해능을 확인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뿌리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강한 생육저해 활성을 보였으며 추출물 5% 첨가구에서

생육저해환의 직경은 12.90 mm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따

라서 망개떡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망개떡 제조시 5%의

청미래덩굴 뿌리 추출물을첨가하면 부패 미생물의 생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송 등(4)은

청미래덩굴의 추출용매에 따른 순차 분획물의항균활성과

성분분석에서 청미래덩굴 뿌리의 순차분획에 의한 에탄올

추출물이 Bacillus 속에 대한 항균활성을 가진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 하였다.

(A) (B)

Fig. 1. Antimicrobial activities of Smilax china L. extracts against
B. cereus.

(A) A, leaves; B, roots; C, distilled water; D, shoots; E, stalks treated with 50 μL
of 5% concentration extracts, respectively. (B) S. china root extract; 0.5%, 1%, 1.25%,
2.5%, 5%.

Table 4. Clear zone size of S. china root extract against B. cereus

(mm)

Sample
Concentration (%)

0.5 1 1.25 2.5 5

S. china root extract 7.54±0.21 8.19±0.12 9.03±0.25 9.68±0.18 12.90±0.42

A diameter of paper disk is 6 mm.
Results shown are means±SD (n=3).

청미래덩굴 추출물에 의한 망개떡의 부패지연

망개떡의 팥소에 5% 청미래덩굴 뿌리 추출물을 첨가시

킨 후 저장기간에 따른 생균수의 변화를측정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청미래덩굴 추출물을 팥소에 첨가시킨 실험구

는 시판 망개떡 팥소에 비해 부패미생물의 생육을 현저히

저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 24 시간까지 (A)군의



Treatment of Smilax china L. Root Extract for Improvement of Storage Stability of Mang-gae Rice Cake 171

망개떡의 팥소에서 미생물의 성장속도가 3.07~7.44 Log

CFU/g으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48 시간에는

모든 시판 망개떡의 팥소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청미래덩굴 뿌리 추출물을 첨가한 팥소는 초기 생균수가

3.00 Log CFU/g으로 나타났으며, 48 시간 이후 5.04 Log

CFU/g으로 다시 증가하는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시판망개

떡 팥소의 생균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5%

청미래덩굴 뿌리 추출물을팥소에 첨가하여 제조한 망개떡

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망개떡에 비해 미생물에 의한 부패

방지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 등(29)의 청미래덩굴 잎 에탄올 추출물의 항균효과

연구에서 팥앙금에 0.01%를 첨가하였을 경우에 항균활성

을 가진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청미래

덩굴 뿌리의 에탄올추출물도 강한항균활성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Fig. 2. Viable cell counts in red‐beans of Mang-gae rice cake by
treatment of 5% S. china root extract.

●: Treated red‐beans with 5% S. china L. root extract, ■: Red-beans from A
Company, ▲: Red-beans from B Company, ○: Red-beans from C Company. Results
shown are means±SD (n=3).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천연 항균소재로 알려진 청미래덩굴의

잎, 뿌리, 싹과 줄기를 이용하여 청미래덩굴 추출물의 항균

성과 망개떡의 저장성 향상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시판

망개떡으로부터미생물을 분리하였으며, 열처리 후 생균수

를 측정함으로써 열에 저항성이 강한 식품의 주요 부패

미생물로 알려진 Bacillus속 균주가 망개떡 부패의 원인균

주임을확인할 수 있었고, 16S rRNA로 동정한결과 Bacillus

subtilis 균주가 우점종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Bacillus

subtilis가 망개떡 부패를 유발하는 원인균주로 사료된다.

망개떡의 청미래잎, 떡피, 팥소 부위 중 떡피 부분에서 가장

많은 생균수를확인 할 수 있었고, 열처리 후에는 망개떡의

팥소 부위에 가장 많은 미생물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망개떡의 부패 지연을 위해 천연항균소재인 청미래 덩

굴의 잎, 뿌리, 싹과 줄기를 에탄올로 추출한 후 농축하여

전분함유 식품의 주요 부패미생물로 알려져 있는 Bacillus

cereus를 피검균주로 하여 항균성을 조사한 결과, 뿌리에서

가장 높은항균효과를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청미래덩굴

뿌리 추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항균성이 우수하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뿌리 추출물 5%를 첨가하여

생육저해환의 직경을 확인한 결과 12.90 mm로 최대값을

나타내는 것을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결과를바탕으로

망개떡의 팥소에 청미래덩굴 뿌리 추출물을 5% 첨가한

결과 시판망개떡의팥소에 비해 미생물의 생육이현저하게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망개떡의 팥소에 청미

래덩굴 추출물 5%를 첨가하여 망개떡을 제조한다면, 시판

되는 망개떡의 저장기간과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부패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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