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SCI. TECHNOL. Vol. 50, No. 2, pp. 179~185 (2018)

https://doi.org/10.9721/KJFST.2018.50.2.179

179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Lactobacillus plantarum DK119로 발효한 약용식물 당침액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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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optimal fermenting conditions of sugar extracts of Artemisia annua L. (Aa), Houttuynia
cordata Thunb (Hc), and Saururus chinensis Baill (Sc) were determined to develop fermented beverages. The sugar
extracts (50±5oBx) were diluted to 10, 15, and 20oBx, and fermented with 2% (v/v) of Lactobacillus plantarum DK119
(5×109 CFU/mL) at 37oC for 4 days. According to the lactic acid bacteria population, pH, titratable acidity, and reducing
sugar content, 20oBx for Aa, 10oBx for Hc and 15oBx for Sc were the maximum concentrations for the fermentation.
There were no changes in total polyphenol content in the extracts of Aa, Hc, and Sc, whereas th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were increased during the fermentation. Lactic acid fermentation resulted in
improvement of sensory evaluation scores on unfavorable plant taste and overall acceptability of the sugar extracts of
medicinal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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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약초 및 과실의 유용한 성분을 손쉽게 추출하고 장기간 보관

할 수 있는 단순 가공방법으로 다량의 설탕을 첨가하여 숙성하

는 당침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Ahn 등, 2014; Cho 등, 2010;

Kim과 Beik, 2007; Park 등 2011a). 당침으로 추출한 약초 및 과

실 청은 과다한 당 함량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지만 저비용으로

유용성분의 안전한 추출 및 장기간 저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

며,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타 가공식품의 기능성 향상 및 관능적

품질개선용 부재료로 이용할 수 있어 응용범위가 다양한 것으로

사료된다(Kim 등, 2012). 당침은 초기에는 원료와 함께 혼입된

야생 미생물의 생육이 가능하지만 높은 당도로 인해 지속적 발

효는 기대할 수 없는데(Ahn 등, 2014) 최근 약초 당침액을 희석

하여 유산균 발효하므로 항산화 활성 등 기능성이 증가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Park, 2014). 발효에 이용되는 미생물 중 유산균은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로 정장작용뿐만 아니라 항산

화 효과, 항균 효과, 항바이러스 효과 및 면역조절 효과 등 과학

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여러 기능성이 알려지고 있다(de

Vrese과 Schrezenmeir, 2008; Martinez 등, 2015). 이에 따라 유산

균을 이용한 발효식품은 전통적 유가공 식품뿐만 아니라 두유

(Hwang 등, 2016), 과일(Gaanappriya 등, 2013) 및 토마토

(Piasecka-Jozwiak 등, 2013) 발효 주스 등 다양한 재료로 확대되

고 있으며 새로운 발효식품 군으로 발전하고 있다.

개똥쑥(Artemisia annua), 어성초(Houttuynia cordata) 및 삼백초

(Saururus chinensis)는 각각 줄기와 잎, 지상부 및 전체부위가 식

품원료로 허용된 약초로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고 있다. 개똥

쑥의 항말라리아 물질인 아르테미시닌(artemisinin) 및 그 유도체

는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Slezakova과 Ruda-Kuc-

erova, 2017), 어성초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염증(Lee 등, 2015a)

및 항바이러스 효과(Chiow 등, 2016), 삼백초의 사우키논(sauchi-

none) 성분은 항염증(Meng 등, 2016) 및 항암(Kim 등, 2017) 효

과 등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들 약초는 기능성이 증대된 가공

식품 개발 소재로 김치(Lee과 Kwon, 2015), 빵(Park, 2015) 및 국

수(Park 등, 2011b) 등 다양한 식품형태에 자주 이용되며 당침액

의 원료로도 선호되는데 식품에 첨가할 경우 약초 특유의 강한

향과 맛으로 인해 기호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과

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치로부터 분리한 Lactobacillus plantarum

DK119 (Park 등, 2013)를 이용하여 개똥쑥, 어성초 및 삼백초 당

침 추출액을 발효하면서 각 약초의 발효특성을 비교하고 발효 가

능한 당침액 농도, 발효에 의한 항산화 활성 변화 및 관능적 특

성을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하여 새로운 형태의 유산균 발

효 약초음료 개발에 응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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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본 시험에 사용한 개똥쑥, 어성초 및 삼백초는 산수가족영농조

합(Hongseong, Korea)에서 재배한 것으로 수확 직후 당침 추출재

료로 사용하였다. 유산균은 김치에서 분리 동정한 L. plantarum

DK119 (수탁번호 KACC91781P)를 사용하였다. 1,1-Diphenyl-2-

picryl hydrazyl (DPPH), 2,4,6-tripyridyl-s-triazine (TPTZ), FeCl3·

6H2O,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Folin-Ciocalteu reagent (FCR),

갈산(galic acid) 및 포도당은 Sigma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으며 기타 시약은 일반시약(Duksan Science, Seoul, Korea)

을 사용하였다.

당침 추출액 및 유산균 발효액 제조

개똥쑥, 어성초 및 삼백초를 세척 후 각각의 약초와 시판 백

설탕(Samyang Corp., Seongnam, Korea)을 1:1 (w/w)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리병에 입병하고 밀봉한 다음 상온에서 1년간 숙성

시켜 제조한 당침 추출액을 유산균 발효를 위한 당침액 원료로

사용하였다. 유산균 발효액은 당침액에 증류수를 첨가하여 간이

굴절계(N-50E, Atago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고형물

함량이 10, 15 및 20oBx가 되도록 희석하고 65oC, 30분 살균한

후, MRS broth (Difco Laboratories Inc., Detroit, MI, USA)에 3

차 계대 배양한 L. plantarum DK119 균주(5×109 CFU/mL)를 2%

(v/v) 접종하고 37oC에서 발효하여 제조하였다. 발효액은 접종 직

후(D0)와 4일 동안(D1-D4) 발효 후 유산균 수 측정을 위해 시료

를 채취한 후 원심분리기(Union 32R, Hanil Scientific Inc.

Kimpo, Korea)를 이용하여 3000 rpm, 10분 원심분리하여 유산균

을 침전시킨 상층액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pH 및 적정산도

pH는 pH meter (Orion 3 star,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Beverly, M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적정산도는 시료를

증류수로 희석하여 25 mL를 취하고 0.1% 페놀프탈레인을 지시

약으로 사용하여 0.1 N NaOH로 적정하고 희석액을 중화하는데

소비된 0.1 N NaOH 용량을 %-lactic acid 함량으로 환산하여 표

시하였다.

유산균 수 측정

발효액 1 mL을 취하여 생리식염수로 10배씩 단계별로 희석한

후 희석액 1 mL을 BCP 배지(Eiken Chemical Co., LTD, Tokyo,

Japan)에 접종하고 37oC 항온기(HB-101L, Hanbaek Scientific

Technology, Bucheon, Korea)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생성된 집락

을 3회 반복계측하여 CFU (colony forming unit)/mL로 나타내었다.

환원당

희석한 발효액 0.1 mL을 1 mL의 다이나이트로살리실산(dinitro-

salicylic acid, DNS) 시약과 혼합하여 100oC 물 수조에서 10분 반

응시키고 냉각한 후 3 mL의 증류수를 혼합하고 3000 rpm에서 10

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취하여 546 nm에서 흡광도를 3회 반

복 측정하여 측정하고 포도당 함량으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Teixeira 등, 2012).

총 폴리페놀 함량

희석한 시료 1.8 mL과 2N FCR 0.15 mL을 혼합하고 실온에서

5분간 방치한 후 20% Na2CO3 1 mL을 가하여 40oC에서 30분 반

응시키고 765 nm에서 흡광도를 3회 반복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Singleton 등, 1999).

DPPH radical 제거 활성

희석한 시료액 0.1 mL을 0.25 mM DPPH 에탄올 용액 1 mL와

혼합하고 30분간 상온에서 방치한 후 분광광도계(Versamax Micro-

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

여 515 nm에서 흡광도를 3회 반복 측정하여 알아보았다. 결과는

시료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차이를 비교하여 %-inhibition으

로 표시하였다(Blois, 1958).

FRAP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측정

FRAP 측정은 300 mM 아세트산완충용액(pH 3.6), 40 mM 염산

에 용해한 10 mM TPTZ 및 20 mM FeCl3·6H2O을 각각 10:1:1

(v/v/v)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한 FRAP 시약 3 mL와 희석한 시

료액 0.2 mL를 혼합한 후 37oC에서 5분간 반응시키고 593 nm에

서 흡광도를 3회 반복 측정하였다. 결과는 vitamin C를 표준물질

로 이용하여 환산하고 vit. C eqM/mL로 표시하였다(Benzie와

Strain, 1999).

관능검사

20-27세의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단맛(sweetness), 신맛(sourness),

약초 맛(taste of medicinal plants), 발효 취(flavors of fermenta-

tion) 및 종합적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해 9점 채점법(1

점; 대단히 약하다, 9점; 대단히 강하다)으로 조사하였다.

통계처리

결과는 평균±SD로 표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t-test

(Microsoft Office Excel) 또는 SPSS 2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

원배치분산분석 실시 후 터키 분석(Tukey's test)으로 5% 수준에

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약초 당침 추출액의 발효특성

개똥쑥, 어성초 및 삼백초 당침 추출액(50±5oBx)에 증류수를

첨가하여 각각 10, 15 및 20oBx로 희석하고 65oC, 30분 저온살균

한 후 L. plantarum DK119 유산균을 2% (v/v) 접종하여 4일간

발효하며 유산균 수, pH, 적정산도 및 환원당 변화를 측정하여

당침 희석액의 발효특성을 분석하였다. 개똥쑥 10oBx 액의 유산

균 수는 발효 전(D0) 7.91±0.16 (log CFU/mL)에서 발효 1일(D1)

8.50±0.16 및 2일(D2) 8.38±0.18로 증가하고(p<0.05) 이후 감소하

였다. pH는 발효 전 5.23±0.05에서 발효 4일 3.93± 0.12로 감소

하고 적정산도는 발효 전 0.21±0.02 (%-lactic acid)에서 발효 4일

0.91±0.05로 증가하였다(p<0.05). 개똥쑥 15oBx 액의 유산균 수 변

화는 발효 전 8.03±0.20에서 발효 1일 8.45±0.14로 증가하였으며

(p<0.05) 이후 감소하였다. 발효 전 pH는 5.12±0.11에서 발효 4일

4.15±0.11로 감소하였으며 적정산도는 발효 전 0.21±0.02에서 발

효 4일 0.81±0.02로 증가하였다(p<0.05). 개똥쑥 20oBx 액의 유산

균 수는 발효 1일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만 유의적 차이는 없

었으며 pH 감소 및 적정산도의 증가는 여전히 유의성(p<0.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즉, 개똥쑥 당침 희석액은 농도가

높아지면서 발효에 따른 유산균 수 증가, pH 감소 및 적정산도

증가폭이 감소하였으나 10, 15 및 20oBx 희석액 모두에서 발효

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성초 당침 추출액의 경우, 10oB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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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유산균 수는 발효 전 8.05±0.18과 비교하여 발효 1일

7.92±0.18로 유의적 증가는 없으나 pH의 감소 및 적정산도의 증

가는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0.05). 반면 어성초 15oBx 및

20oBx 희석액의 유산균 수는 발효 전 7.99±0.16에서 발효 1일 각

각 7.56±0.12 및 7.46±0.20로 감소하였으며(p<0.05) pH 및 적정산

도는 유의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어성초 당침

추출액은 15oBx 농도에서부터 발효가 일어나지 않아 개똥쑥과 비

교하여 발효가 효율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삼백초 당침액

의 경우, 10oBx 농도에서 발효 전 유산균 수가 8.00±0.16에서 발

효 1일 8.35±0.12로 증가하였다(p<0.05). pH는 발효 전 5.17±0.12

에서 발효 4일 4.06±0.12로 감소하였으며 적정산도는 발효 전

0.16±0.01에서 발효 4일 0.89±0.05로 증가하였다(p<0.05). 삼백초

15oBx 액의 유산균 수는 발효 전 7.99±0.16에서 발효 1일

8.09±0.16으로 유의적 증가는 없으나 pH는 발효 전 5.17±0.05에

서 발효 4일 4.35±0.10으로 감소하였다(p<0.05). 적정산도는 발효

전 0.20±0.03에서 발효 4일 0.68±0.04로 증가하였다(p<0.05).

20oBx 액의 유산균 수는 발효 전 0.80±0.16에서 발효 1일

7.89±0.16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Fig. 1. The changes in number of lactic acid bacteria, pH and titratable acidity during the fermentation of sugar-extract of Artemisia
annua L (Aa) with L. pantarum DK119. Values in the Fig. are mean±SD. 1)B means oBx. * means that the value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 of D0 at p<0.05.

Fig. 2. The changes in number of lactic acid bacteria, pH and titratable acidity during the fermentation of sugar-extract of Houttuynia

cordata Thunb (Hc) with L. pantarum DK119. Values in the Fig. are mean±SD. 1)B means oBx. * means that the value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 of D0 at p<0.05.

Fig. 3. The changes in number of lactic acid bacteria, pH and titratable acidity during the fermentation of sugar-extract of Saururus

chinensis Baill (Sc) with L. pantarum DK119. Values in the Fig. are mean±SD. 1)B means oBx. * means that the value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 of D0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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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또한, pH 변화도 발효 전 5.12±0.08에서 발효 4일

4.83±0.12이며 적정산도는 발효 전 0.20±0.02에서 발효 4일 0.28±

0.04로 유의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삼백초 20oBx 액은 발

효가 진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Fig. 3). 이상의 유산균, pH

및 적정산도 결과를 종합할 때 개똥쑥 당침액은 10-20oBx 희석

액 모두에서 유산균 발효가 가능하지만 어성초는 10oBx 희석액

이, 삼백초는 15oBx 희석액이 발효 가능한 농도로 나타났다. 즉,

희석농도(oBx)와 접종 유산균 수가 유사한 조건에서도 사용한 약

초의 종류에 따라 발효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적으로 약초 및 과실 등의 당침조건은 설탕을 동량 혼합한 후 상

온에서 숙성하는데 당침초기에는 세균, 효모 및 곰팡이 등 야생

미생물이 존재하여 자연발효가 있을 수 있으나 숙성기간이 경과

하면 높은 당 농도로 인해 미생물이 생존하지 못한다(Kim과 Beik,

2007). 한편 오미자와 설탕을 1:1로 혼합한 당침액을 2배 희석하

여 유산균 발효 시 유산균의 증식이 억제되고 5배 희석액은 발

효가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고되었다(Park, 2014).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개똥쑥 당침액은 상대적으로 높은 당 농도에서

도 발효가 진행되지만 어성초 당침액은 낮은 당 농도에서도 개

똥쑥 또는 삼백초와 비교하여 발효 효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나 당침액 발효 시 단순히 당 농도뿐만 아니라 당침으로 추출

된 약초성분도 유산균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약용식물이 미생물 증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개똥쑥(Ivarsen

등, 2014; Kim 등, 2015) 및 어성초(Hong과 Lee, 2015; Lu 등,

2006)의 유기용매 또는 물 추출물의 항균효과가 보고되었으나 유

산균 증식에 미치는 직접적 기전에 관하여는 향 후 연구가 필요

하며 본 연구에 사용한 L. plantarum DK119는 어성초 당침추출

성분에 의해 증식억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기간 중 환원당 함량변화는 발효 전과 발효 4일 후의 함

량을 비교분석하여 알아보았다(Table 1). 개똥쑥 당침액의 경우

10, 15 및 20oBx 희석액 모두에서 발효 전과 비교하여 발효 4일

에 환원당이 감소한 반면 어성초 당침액은 10oBx 희석액에서 감

소하고 삼백초 당침액은 10 및 15oBx 희석액에서 환원당이 감소

하였다. 발효 중 환원당의 변화를 통해서도 당침 추출액의 발효

가 사용한 약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Lee 등(2015b)은 12oBx로 희석한 도라지 당침 추출액을 6일 동

안 유산균 발효한 결과 당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총폴리페놀 함량

개똥쑥, 어성초 및 삼백초 당침액을 10-20oBx로 희석하고 유산

균 발효하면서 발효 전과 발효 4일의 총폴리페놀 함량변화를 비

교하였다(Fig. 4). 개똥쑥 당침 10, 15 및 20oBx 액의 발효 전 총

폴리페놀 함량(mg/mL)은 각각 0.34±0.02, 0.52±0.02 및 0.76±0.04

이며 발효 4일에는 각각 0.31±0.02, 0.49±0.02 및 0.71±0.04로 발효

전 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성초 10, 15 및 20oBx 희

석액은 발효 전 각각 0.29±0.02, 0.42±0.01 및 0.57±0.04이며 발효

4일에는 0.27±0.03, 0.39±0.02 및 0.54±0.03으로 변화가 없었다.

삼백초 10, 15 및 20oBx 희석액도 각각 발효 전 0.23±0.01,

0.35±0.02 및 0.49±0.03이며 발효 4일 0.21±0.02, 0.33±0.02 및

0.47±0.02로 발효에 의한 함량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2015b)은 도라지 당침 희석액의 유산균 발효 시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건조 어성초 분쇄물을 증

류수와 혼합하고 유산균 발효 시 총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였으

며(Kim 등, 2016), 붉나무를 메탄올로 추출하여 농축하고 MRS에

첨가하여 Lactobacillus spp. 균주로 발효 후 측정한 폴리페놀 함량

은 발효 전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등, 2013). 즉,

약초의 유산균 발효 시 실험조건에 따라 총폴리페놀 함량은 감

소, 증가 또는 변화가 없을 수 있으며 본 연구 조건에서는 유산

균 발효가 총폴리페놀 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The changes in reducing sugar contents of sugar-extracts of Artemisia annua L (Aa), Houttuynia cordata Thunb (Hc) and

Saururus chinensis Baill (Sc) during the fermentation with L. pantarum DK119

Reducing sugar contents (mg/mL)

Aa Hc Sc

Brix D01) D4 D0 D4 D0 D4

10 oBx 085.99±7.65 056.59±1.76* 084.42±6.88 0060.97±7.70* 083.95±5.88 057.45±7.48* 

15 oBx 132.29±7.47 097.25±8.58* 120.80±6.88 112.51±8.18 127.72±7.24 105.25±7.60* 

20 oBx 185.20±7.93 162.69±8.47* 174.25±7.53 164.06±8.45 179.23±7.46 164.75±8.290 

1)D0 and D4 mean the fermentation time (day). Values are mean±SD. * means that the value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 of D0 at
p<0.05.

Fig. 4. The changes in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sugar-extracts of Artemisia annua L (Aa), Houttuynia cordata Thunb (Hc). and

Saururus chinensis Baill (Sc) with L. pantarum DK119. Values in the Fig. are mean±SD. 1)ns means ‘not significant’. 2)B means oBx. 3)D0 and
D4 mean fermentation tim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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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 활성

개똥쑥, 어성초 및 삼백초 당침 추출액을 각각 10oBx로 희석

하고 발효하면서 DPPH radical 제거능과 Fe3+ 환원력(FRAP)을

측정하여 항산화 활성 변화를 알아보았다(Fig. 5). 당침액의 발

효 전 항산화 활성은 개똥쑥, 어성초 및 삼백초의 순으로 높았

으며 이는 총폴리페놀 함량이 개똥쑥, 어성초 및 삼백초의 순으

로 높은 것(Fig. 4)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발효에

의한 DPPH radical 제거능 변화는, 개똥쑥의 경우 발효 전과 비

교하여 발효 1일부터 증가하여 발효 2일에 가장 높았으며 이후

에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성초 및 삼백초 당침액

도 발효 2일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는 유의적 변화는 보이지 않

았다. 발효에 의한 환원력 변화는, 개똥쑥은 발효 1일부터 증가

하여 발효 4일 까지 유의적 증가를 보였으며, 어성초 및 삼백초

는 발효 2-3일 유의적 증가를 보였다. 당침 희석액의 총폴리페

놀 함량이 발효기간 중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산화 활성

이 증가한 것은 L. plantarum DK119 발효에 의해 항산화 활성

Fig. 5. The changes in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and reducing power of sugar-extracts of Artemisia annua L (Aa), Houttuynia

cordata Thunb (Hc) and Saururus chinensis Baill (Sc) during the fermentation with L. pantarum DK119. Values in the Fig. are mean±SD
of triplicates. 1)B means oBx. * means that the value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 of D0 at p<0.05.

Table 2. The changes in sensory scores of sugar-extracts (10oBx) of Artemisia annua L (Aa), Houttuynia cordata Thunb (Hc) and

Saururus chinensis BAIL (Sc) during the fermentation with L. plantarum DK119

Fermentation time (days) Aa Hc  Sc

Sweetness

D0 5.60±1.09a1) 5.65±1.13a 5.55±1.14a

D1 4.70±0.92b 5.35±1.26ab 4.95±0.82ab

D2 4.05±1.05bc 4.60±0.82bc 4.35±0.87b

D3 3.30±0.80cd 3.90±1.07c 3.55±0.75c

D4 2.70±0.97d 3.80±1.00c 3.15±0.87c

Sourness

D0 2.15±0.81d 1.85±0.87d 1.80±0.76d

D1 4.95±1.31c 3.45±0.68c 4.20±0.83c

D2 5.90±1.29bc 4.75±0.91b 5.55±0.99b

D3 6.65±0.93ab 5.55±0.82a 6.30±0.92b

D4 7.50±1.19a 5.95±0.99a 7.15±0.74a

Taste of medicinal plants

D0 7.55±1.05a 7.00±1.16a 5.70±1.38a

D1 6.05±1.19b 5.90±0.91b 4.50±0.94b

D2 5.35±1.08bc 5.15±0.87bc 4.00±1.07bc

D3 4.80±1.05c 4.55±0.82cd 3.55±1.19bc

D4 4.65±1.49c 4.25±0.71d 3.15±0.98c

Flavors of fermentation

D0 1.70±0.73d 1.50±0.60e 1.60±0.68d

D1 3.55±0.88c 2.70±1.03d 3.60±1.04c

D2 5.20±1.54b 3.85±0.87c 4.60±0.88b

D3 6.20±1.32ab 5.05±0.94b 6.10±1.20a

D4 7.15±1.26a 6.05±0.82a 6.55±1.27a

Overall
acceptability 

D0 2.50±0.94b 2.15±0.98b 2.65±1.03c

D1 3.30±0.92b 2.95±0.99b 4.15±0.87b

D2 4.85±0.93a 4.05±0.99a 5.10±1.07a

D3 4.45±1.05a 4.35±0.87a 5.05±1.19a

D4 3.20±1.10b 2.95±1.05b 3.15±0.87c

1)Mean values with no common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within each sensory parame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
0.05. Intensities with a higher number are str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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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발효 산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약초

등의 유산균 발효 후 항산화 활성은 변화가 없거나(Lee 등,

2013), 증가(Kim 등, 2016; Park, 2014) 또는 발효액의 소재 및

유산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Lee 등, 2015b) 등 다양

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관능검사

세 약초 당침액 모두에서 발효가 가장 잘되는 10oBx 희석액을

유산균 발효하면서 단맛, 신맛, 약초 맛, 발효취 및 종합적 기호

도에 대한 관능적 변화를 알아보았다(Table 2). 단맛의 경우 개똥

쑥은 발효 1일에 어성초와 삼백초는 발효 2일에 감소하였고, 신

맛은 세 약초 모두 발효 1일부터 증가하였으며 개똥쑥 당침액에

서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유의 약초 맛은 발효 2

일부터 감소하였으며 발효 취는 1일부터 증가하였다. 종합적인

기호도는 개똥쑥과 어성초는 발효 2-3일에 삼백초는 발효 1일부

터 높아지고 발효 4일에는 세 당침액 모두에서 다시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발효전의 개똥쑥, 어성초 및 삼백초 당침액의 종

합적 기호도는 대단히 낮으며 이는 특유의 약초 냄새 및 맛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발효를 통해 이러한 단점이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발효 후기(D4)에는 신맛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발효 취도 증가하여 오히려 기호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관능검사 결과는 유산균 발효를 통해 개똥쑥, 어성초 및

삼백초 당침액의 기호도를 높일 수 있으며 2-3일이 발효적정 기

간임을 보여주고 있다. 유산균 발효는 불쾌 취가 있는 식물의 관

능적 특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Kim 등, 2010; Song

등, 2016) 젖산 등 발효산물의 증가가 맛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약초 당침 추출액의 발효특성을 분석하고 관능

적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적정 발효조건을 도출하여 유산균 발

효 약초음료 개발에 응용하고자 하였다. 설탕을 이용하여 1년 숙

성, 추출한 개똥쑥, 어성초 및 삼백초 당침액(50±5oBx)을 10, 15

및 20oBx로 희석한 후 김치로부터 분리한 L. plantarum DK119

(5×109 CFU/mL)를 2% (v/v) 접종하고 37oC에서 4일 동안 발효하

면서 유산균 수, pH, 적정산도 및 환원당 함량 변화를 분석한 결

과 개똥쑥은 20oBx, 어성초는 10oBx, 그리고 삼백초는 15oBx가

발효 가능한 농도로 나타났다. 즉, 희석농도와 접종 유산균 수가

유사한 조건에서도 사용한 약초 종류에 따라 발효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발효 기간 중 개똥쑥, 어성초 및 삼백초 희

석액의 총폴리페놀 함량은 모든 희석액에서 변화가 없는 반면

DPPH radical 제거능과 환원력(FRAP)은 발효 2일에 유의적 증가

를 보여 발효 중 항산화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발효 산물이 생

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능검사 결과, 발효 전 당침액에서 나

는 특유의 불쾌한 약초 맛이 발효 1일부터 감소하고 종합적 기

호도가 발효 2-3일에 높아져 L. plantarum DK119를 이용한 유산

균 발효는 약초 당침액의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키고 관능적 품

질특성을 개선시켜 약초 추출물을 이용한 건강 음료 개발에 응

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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