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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biotics are defined as “Nondigestible food ingredients that beneficially affect the host by
selectively stimulating the growth and activity of bacteria in the intestine” and as defined
improve host health.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bifidobacteria
(Bifidobacterium lactis BB12 and Bifidobacterium longum BB536) growth enhancer (BE0623)
supplement as a prebiotic. The addition of BE0623, a growth promoting material for
bifidobacteria, significantly increased bifidobacteria viable cells counts in fermented milk by
about 45 to 75 times compared to the non-added control group. In addition, microscopic
observation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proliferation of bifidobacteria in fermented milk
with added BE0623. The viable cell counts in bifidobacteria also increased roughly 102-fol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non-added BE0623) and was higher than that of commercial
growth promoters. Each fraction obtained though the purification of BE0623 influenced the
increase of bifidobacteria growth. Culturing bifidobacteria with a combination of fractions
of BE0623 had a synergistic effect compared to culturing bifidobacteria with each fraction
individually. When any of the fractions were not added, the effect of the growth enhancer on
bifidobacteria was reduc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ll fractions contain substances that
promote the growth of bifidobacteria. Therefore, BE0623 is considered to be available as a
growth promoting material for bifidobacte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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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Prebiotics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유용한 미생물의 성장이나 활성을 선

택적으로 촉진시켜 숙주에 유익한 효과를 주는 난소화성 식품첨가물을 일컫는 말로서 fructo-

oligosaccharide, galacto-oligosaccharide, isomalto-oligosaccharide, xylo-oligosaccharide, chitinoligosaccharide 등의 oligosaccharide와 dextrin, inulin, gum 등의 식이섬유가 대표적이다(Gibson

and Roberfroid, 1995; Manning and Gibson, 2004). 이들은 주로 biﬁdobacteria의 성장을 촉진하

여 biﬁdogenic 요인으로 불리워지고 있다(Maxwell et al., 2004; Rada et al., 2008). Prebiotics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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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작용(Burns and Rowland, 2004), 항균작용(Quigley and Quera, 2006; Eamonn, 2011), Hypolipidemic (Grizard et al., 2001;

Habib et al., 2011), 정장작용, 염증성 질환의 에방 및 포도당 변조를 일으키는 활동을 하며(Brunser and Gotteland, 2010),

장내 식품 안에 들어있는 칼슘과 무기질의 흡수를 증가시켜 항골다공증 활동을 하기도 한다(Gonzalez et al., 2011).

Prebiotics는 소화관 상부에서 분해되거나 흡수되지 않으며, 대장의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대장 내 유익한 세균의

선택적 먹이가 되어 증식을 촉진시켜야 하며 인간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Biﬁdobacteria는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며 숙주의 건강에 여러 가지 유익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학

계에 보고되면서 발효유 생산에 주된 균주로 자리 잡게 되었다. Biﬁdobacteria는 일반 유산균과는 달리 담즙에 비

교적 높은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 장내에서 생존이 가능하며 유기산과 short chain fatty acid (SCFA)를 생성시켜 장의
pH를 낮추어 산에 민감한 유해균으로 알려져 있는 E. coli, Clostridium perfringens 등과 같은 유해균을 억제시킴으로

써 유해균에 의해 생성되는 ammonia, amine 등이 장관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저하시킨다(Ahn et al., 1997). 또한 Park

et al. (1998)은 장내에서 박테리아성 암을 생성하는 효소 활성을 방해한다고 보고하였다. Schiffrin et al. (1995)은 L.

acidophillus나 Biﬁdobacterium biﬁdum을 이용한 발효유를 사람이 섭취하면 특별한 림프세포의 변화 없이 대장균 포

식활동이 증가되는 것을 발견하였고, Marin et al. (1997)은 macrophage 세포주를 이용한 in vitro 실험에서 비피더스
균주들이 tumor necrosis factor-α 및 interleukin-6과 같은 cytokine 생산을 증진 시켜주고, Fukushima et al. (1998)은 유아
들에게 biﬁdobacteria를 우유와 함께 투여하였을 때 변에서 IgA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biﬁdobacteria는 bile salt hydrolase를 분비하여 담즙산의 재흡수를 낮추고 변으로의 콜레스테롤 배설을 증가시킴으로

써 혈액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키며(Noriega et al., 2006), 간에서의 중성지방 합성을 낮추어 혈액 내 중성지방

함량을 감소시켜 혈액 내 지방수준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omes and Malcata, 1999).

인체에 존재하는 biﬁdobacteria의 균수 변동이 스트레스나 질병, 암, 노화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

가 보고됨에 따라 biﬁdobacteria의 건강증진 기여 효과가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biﬁdobacteria가 생산하는

다당류의 항암 활성이 보고되면서 이들이 고기능성 식품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들을 식품산업에 이용하는데

있어서 biﬁdobacteria의 장내 정착률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biﬁdobacteria가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의 공급, 즉 biﬁdobacteria를 증식시킬 수 있는 prebiotics를 섭취하여 장내에 존재하는 biﬁdobacteria의 증식

을 증가시키는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biﬁdobacteria의 증식을 증가시키려는 연구와 더불어 biﬁdobacteria

의 성장속도를 높이는 bifidobacteria 성장촉진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효모 추출

물, 케이신 분해물, 유당에서 유래된 lactulose, peptide류, β-ethly-N-acetyl-D-glucosaminide, 당근, 추출액 등 여러가지

biﬁdobacteria 성장촉진물질이 알려지게 되었다(Nagendra et al., 1995). 이들 biﬁdobacteria 성장촉진물질은 질소를 함유

하는 탄수화물(dialyzable, nitrogen-containing carbohydrate)로서 가열 및 냉동에 안정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biﬁdobacteria 성장촉진물질로 알려진 주박에서 획득한 BE0623가 biﬁdobacteria의 성장 효과 즉,

prebiotics 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Materals and Method
시약

Loperamide, NaCl, NaOH, phenolphthalein, pepton, 에탄올은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

으며, 혈청지질 분석용 kit는 Bio Clinical System (Anyang, Korea)에서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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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organisms

Biﬁdobacteria (Biﬁdobacterium lactis BB12 및 Biﬁdobacterium longum BB536)는 동결건조 된 상업용 biﬁdobacteria

를 Chr-Hansen (Hoersholm, Denmark)와 Morinaga (Kanagawa-Pref, Japan)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배지
BS agar (Biﬁdobacterium-selective agar)는 BBL (Sparks Maryland, USA), BL agar와 BCP agar는 Difco (MD, USA)

로부터 구입하였으며, biﬁdobacteria 증식 확인을 위한 탈지분유는 시중에 판매하는 상업용 제품(Namyang Dairy
Products Co., Ltd., Gongju, Korea)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Bifidobacteria 성장촉진물질 (BE0623)의 증식 효과

Biﬁdobacteria 성장촉진물질(BE0623)의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인 주박은 Yaegaki (Himeji, Japan)에서 구입하였

고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쌀을 물에 담가 100℃에서 40분간 가온하고, 30℃로 냉각한 후 효모를 접종하였다.
30℃에서 약 20일간 발효시키고 원심분리 및 여과공정을 거쳐 수용성성분을 빼낸다. 그 후 95℃ 90초간 가열살균

하여 효모를 불활성화하고 농축하였다. 상기 농축액을 증류수에 녹여 수용성 부분만 회수한 후 이를 스프레이 건

조하여 사용하였다. BE0623에 존재하는 비피도박테리아 성장촉진물질의 규명 및 효능물질의 biﬁdobacteria 성장

촉진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BE0623의 정제를 실시하였다. BE0623의 정제를 위한 컬럼의 충진은 분자량 1,000

이상의 펩타이드, 단백질, 폴리페놀 등의 정제에 적합한 흡착제인 스틸렌지비닐벤젠계 합성흡착제(Diaion HP20,
Samreung, Daegu,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상기 수지를 유리컬럼(5 × 60 cm)에 충진하고 충진물 내 기포를 제거

한 후 용해한 BE0623 용액을 통과시켜 흡착시키고 자연 통과된 분획 1을 얻었다. 분획 1을 회수한 수지를 다시 증

류수로 세척하여 분획 2를 얻었으며 끝으로 0.1N NaOH로 수지를 세척하여 분획 3을 획득하였다. 이렇게 획득한

각 분획물의 biﬁdobacteria 성장촉진 효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3% 탈지분유배지에 BE0623 또는 각각의 분획물
(2.85% 또는 5.7%)을 첨가한 후(대조군; 무첨가군) 105°C에서 5분간 가압멸균하고 38℃로 냉각 후 freeze dry 형태

의 Biﬁdobacterium lactis (BB12) 0.002% (w/v)를 접종하였으며, 일정시간 발효 후 발효 중 생산되는 산도를 적정하여
biﬁdobacteria의 증식정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분획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각 분획의 조합 (분획1 + 2, 분

획1 + 3, 분획2 + 3 및 분획1 + 2 + 3)을 탈지분유배지에 첨가한 후 biﬁdobacteria를 배양하여 일정시간 발효 후의 적

정산도를 측정하였다. BE0623의 증식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iﬁdobateria 증식이 미미한 탈지분유를 기본 베이스로

배양을 실시하였으며, 증식 효과는 biﬁdobacteria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생산하는 산도 및 pH의 측정, 생균수 측정,

현미경 관찰을 통한 균주 확인, biﬁdobacteria 증식에 따라 생성되는 바이오 필름 확인 등으로 규명하였다.

Bifidobacteria의 증식 확인

Biﬁdobacteria의 증식 확인은 13% (W/V)의 탈지분유배지에 0.4% E0623을 용해한 후 105℃에서 5분간 가압 멸균

하여 38℃로 냉각한 후 0.002% (w/v) biﬁdobacteria를 접종하고 24시간 배양하였으며, 배양 시작부터 6시간 간격으
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10℃이하로 냉각하고 0.1 N-NaOH 용액으로 적정하여 발효 중 생성된 산도

를 구하였으며, 해당 시간의 pH도 측정하였다. Biﬁdobacteria의 생균수 확인을 위해 BL agar에서 72시간(배양온도:
37℃) 혐기 배양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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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관찰

13% (w/v)의 탈지분유 배지에 0.1% BE0623을 용해한 후 105℃에서 5분간 가압 멸균하였다. 대조군으로 BE0623을

첨가하지 않은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멸균된 배지를 38 - 41℃로 냉각한 후 0.002% (w/v) Biﬁdobacterium lactis (BB12)

를 접종하였다. 배양 초기부터 8시간 간격으로 배양 24시간까지 현미경 촬영(600배, Carl zeiss microscopy Co., Jena,
Germany)을 실시하였다.

상업용 bifidobacteria 성장촉진물질과의 비교

현재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biﬁdobacteria 증식 인자에 대한 BE0623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대두 펩타이드

(하이뉴트), 케이신 펩타이드(CE90GMM), 훼이펩타이드(LE80GF-US)를 비교 물질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은 Fuji

Oil Co., LTD. (Osaka, Japan), DMV (Amersfoort, Netherlands)로부터 구입하였다. 13% (w/v) 탈지분유배지에 0.4%

BE0623 또는 상업용 biﬁdobacteria 성장촉진물질을 용해한 후 105℃에서 5분간 가압 멸균하였으며, BE0623 또는 시

판용 biﬁdobacteria 성장촉진물질 무첨가 배지를 대조군으로 하였다. 멸균된 배지를 38℃로 냉각한 후 0.002% (w/v)

Biﬁdobacterium lactis (BB12)를 접종하였다. 배양 0시간부터 6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한 후 10°C이하로 냉각하고

0.1N-NaOH로 적정하여 발효 중 생성된 산도를 구하였으며, 해당 시간의 pH도 측정하였다. Biﬁdobacteria의 생균수

확인을 위해 BL agar에서 72시간 (배양온도: 37℃) 혐기 배양을 실시하였으며 배양 시간 별 결과로 성장촉진 효과를

비교하였다.

Bifidobacteria 성장촉진물질의 분석

BE0623에 존재하는 biﬁdobacteria 성장촉진물질의 규명 및 효능 물질의 biﬁdobacteria 성장촉진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BE0623의 성분 분리를 실시하였다. BE0623의 분리에 사용된 컬럼은 분자량 1,000 dalton 이상의 펩타이드, 단백

질, 폴리페놀 등의 분리에 적합한 흡착제인 스틸렌지비닐벤젠계 합성흡착제(Diaion HP20, Samreung, Daegu, Korea)

를 사용하였으며, 상기 수지를 유리컬럼(5 × 60 cm)에 충전하고 충전물 내 기포를 제거한 후 용해한 BE0623 용액

을 통과시켜 흡착시키고 자연 통과된 분획 1을 얻었다. 분획 1을 회수한 수지를 다시 증류수로 세척하여 분획 2를

얻었으며 끝으로 0.1 N NaOH로 수지를 세척하여 분획 3을 획득하였다. 이렇게 획득한 각 분획물의 biﬁdobacteria 성
장촉진 효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3% 탈지분유배지에 BE0623 또는 각각의 분획물(2.85% 또는 5.7%)을 첨가한
후 (대조군; 무첨가군) 105℃에서 5분간 가압멸균하고 38℃로 냉각 후 동결건조 형태의 Biﬁdobacterium lactis (BB12)

0.002% (w/v)를 접종하였으며, 일정시간 발효 후 발효 중 생산되는 산도를 적정하여 biﬁdobacteria의 증식을 비교하였

다. 또한 분획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각 분획의 조합(분획1 + 2, 분획1 + 3, 분획2 + 3 및 분획1 + 2 + 3)을 탈지
분유 배지에 첨가한 후 biﬁdobacteria를 배양하여 일정시간 발효 후 적정 산도를 측정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BE0623의 Bifidobacteria 증식 효과

BE0623이 bifidobacteria 증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E0623을 첨가한 탈지분유 배지에 2종의

biﬁdobacteria (Biﬁdo bacterium lactis, Biﬁdobacterium longum)을 접종한 후 biﬁdobacteria 증식과정에서의 생균수, 적

정산도 및 pH를 측정하여 BE0623의 biﬁdobacteria 성장촉진효과를 확인하였다. Biﬁdobacteria는 hetero fer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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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균종으로 발효 시 유산과 초산을 약 2:3의 비율로 생산하므로 발효 시간에 따른 발효유의 산도와 pH를 측

정하여 상대적인 균의 증식 정도를 알 수 있으며, bifidobacteria의 생균수를 측정하여 산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
하였다. 두 균주의 발효시간에 따른 생균수, 산도, pH 측정 결과는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발효 시작 시점에서

Biﬁdobacterium lactis (BB12)의 초기 균수는 대조군은 2.12 × 106 colony forming unit (CFU)·mL-1, BE0623 0.4% 첨가

군은 2.32 × 106 CFU·mL-1이었으며, Biﬁdobacterium longum (BB536)의 경우 대조군은 1.13 × 106 CFU·mL-1, BE0623

0.4% 첨가군은 1.45 × 106 CFU·mL-1로 초기 biﬁdobacteria의 생균수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발효 12시간 경과 후의 생

균수는 Biﬁdobacterium lactis (BB12)의 경우 BE0623 대조군은 7.87 × 106 CFU·mL-1, BE0623 0.4% 첨가군은 2.39 ×

107 CFU·mL-1로 약 3배의 균수 차이가 나타났으며, Biﬁdobacterium longum (BB536)의 경우 BE0623 대조군은 5.80 ×
106 CFU·mL-1, BE0623 0.4% 첨가군은 3.32 × 107 CFU·mL-1로 약 5.7배의 균수 차이가 나타났다. 발효 종료시점인 24

시간 경과 후 생균수는 Biﬁdobacterium lactis (BB12)의 경우 BE0623 대조군은 3.21 × 107 CFU·mL-1, BE0623 0.4% 첨가
군은 2.25 × 109 CFU·mL-1로 약 70배의 균수 차이가 나타났으며, Biﬁdobacterium longum (BB536)의 경우 BE0623 대

조군은 4.12 × 107 CFU·mL-1, BE0623 0.4% 첨가군은 1.86 × 109 CFU·mL-1로 약 45배의 균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BE0623이 발효 과정 중 biﬁdobacteria에 대해 뛰어난 성장촉진 효과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발효 중 적정산

도는 발효 12시간에서 Biﬁdobacterium lactis (BB12)의 경우 BE0623 대조군은 0.19%, BE0623 0.4% 첨가군은 0.67%로

약 3.5배의 산도 차이가 나타났으며, Biﬁdobacterium longum (BB536)의 경우 BE0623 대조군은 0.21%, BE0623 0.4% 첨
가군은 0.68%로 약 3.2배의 산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발효종료시점인 24시간 경과 후 Biﬁdobacterium lactis (BB12)의

경우 BE0623 대조군은 0.34%, BE0623 0.4% 첨가군은 1.27%로 약 3.7배의 산도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Biﬁdobacterium

longum (BB536)의 경우 BE0623 대조군은 0.31%, BE0623 0.4% 첨가군은 1.39%로 약 4.48배의 산도 차이를 나타내

었다. pH는 적정산도와 반비례하였고, 산도와 pH의 결과로 유추해 볼 때, BE0623을 처리한 발효유의 유산 생성

량이 BE0623을 처리하지 않은 발효유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BE0623가 Biﬁdobacterium

lactis (BB12)와 Biﬁdobacterium longum (BB536)의 성장에 뛰어난 촉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효모 추출

물, 케이신 분해물, 유당에서 유래된 lactulose, peptide류, β-ethly-N-acetyl-D-glucosaminide, 당근 추출액 등 여러 가지
biﬁdobacteria 성장촉진물질이 보고되었다(Nagendra et al., 1995). 이들 biﬁdobacteria 성장촉진물질은 질소를 함유하는

탄수화물(nitrogen-containing carbohydrate) 로서 가열 및 냉동에 안정한 특성이 있다.

현미경 관찰에 의한 bifidobacteria 증식 효과 규명

BE0623의 biﬁdobacteria 성장촉진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레이져 스케닝 현미경인 LSM 780로 촬영을 실

시하였다. BE0623을 첨가한 탈지분유 배지에 Biﬁdobacterium lactis (BB12)를 접종한 후 발효 0, 4, 8, 12, 16, 20 및 24시
간에 현미경 촬영을 시행하여 균의 증식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며, 발효 시간에 따른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

다. Fig. 2에 나타난 하얀 부분은 Biﬁdobacterium lactis (BB12)의 균체로서 BE0623의 biﬁdobacteria 성장촉진효과를 검정
한 결과 배양 8시간 후부터 BE0623첨가 배지에서 Biﬁdobacterium lactis (BB12)의 급격한 증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

면 BE0623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배양 24시간까지 biﬁdobacteria 증식의 급격한 변화는 관찰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발효 중 생균수 및 산도 측정을 통한 biﬁdobacteria 증식 효과 결과와 일치하였다.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7(3) Septembeer 2020

449

Properties of BE0623 to serve as a growth factor of Bifidobacterium

Fig. 1. Effect of (A) viable cell count, (B) titratable acidity and (C) pH of BE0623 on growth of Bifidobacteria in
yogurts during fermentation. Circle, Bifidobacterium lactis (BB12); Triangle, Bifidobacterium longum (BB536);
● and ▲, added 0.4% BE0623; ○ and △, non-added BE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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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aser scanning microscopic photograph of yogurt (600×).

바이오필름 형성을 통한 bifidobacteria 증식 효과 규명

미생물 연구에 있어서 미생물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와 집단으로 존재하는 경우 미생물이 갖는 의의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종래의 미생물 증식에 대한 관찰은 2차원적인 평면으로 개개의 세포수가 증감하는 것을 확인

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생물의 증식이 3차원인 입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현미경 촬영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개개의 미생물은 집단으로 형성되어 서로 communication을 하므로 개개 이상의 능력 혹은

미생물 제어능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communication을 하는 미생물 집단의 형성을 바이오 필름이라 부른다. 즉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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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필름은 넓은 의미로 외부 세포막 사이를 둘러싼 표면에 존재하는 관련된 미생물의 집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Costerton et al., 1994), bacterial bioﬁlm은 미생물이 생존하기 위해 표면 또는 미생물 간에 접착하고 있는 형태를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BE0623에 의한 biﬁdobacteria의 증식 과정을 연속적으로 관찰함으로서 배양 후기에 바이오 필름으
로 여겨지는 미생물 층이 형성되는지 여부를 관찰하였다. Biﬁdobacteria의 바이오 필름 형성은 균이 갖는 영향력을 대

폭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biﬁdobacteria 유용성을 검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Fig. 3은
BE0623에 의한 Biﬁdobacterium lactis (BB12)의 바이오 필름 형성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시간 경과와 함께 균체의 증식

및 배양 후반에 Biﬁdobacterium lactis (BB12)의 미생물 층이 구름처럼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BE0623

의 biﬁdobacteria 증식 효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바이오 필름 형성을 통해 biﬁdobacteria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biﬁdobacteria가 집단 증식을 일으켜 바이오 필름을 형성했을 경우, 형성된 바이오

필름은 biﬁdobacteria 개개의 세포보다 외부 인자로부터의 공격을 잘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볼 때, biﬁdobacteria나 유산균 등 유용한 미생물을 증식시켜 인간에 대해 유용한 건강증진 효과를 부여하는 미

생물 기능성 연구에 있어서 미생물의 바이오 필름 형성 및 바이오 필름 억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Fig. 3. Effects of BE0623 on the viability of Bifidobacteria in biofilm formation.

상업용 bifidobacteria 성장촉진물질과 BE0623의 효능 비교

시판 biﬁdobacteria 성장촉진물질과 BE0623이 biﬁdobacteria 성장촉진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산업게

에서 사용하는 대두 펩타이드, 케이신 펩타이드, 훼이 펩타이드 등의 증식제와 BE0623간의 비교실험을 시행하였

다. BE0623과 3종의 peptides를 각각 탈지분유 배지에 첨가한 후 biﬁdobacteria의 발효시간에 따른 산 생성량을 적정

하였으며, 해당 시간의 biﬁdobacteria의 생균수, 산도 및 pH를 측정하였다. BE0623과 peptides 중 무첨가 발효유를 대

조군으로 하였다. 각 물질의 발효시간에 따른 생균수, 산도 및 pH 변화는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대두 펩타이드,
케이신 펩타이드, 훼이 펩타이드 및 대조군, BE0623 첨가군의 초기 biﬁdobacteria의 생균수는 2.01 × 106 - 2.5 × 106

CFU·mL-1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발효 12시간 경과 후 생균수는 대두 펩타이드 8.43 × 106 CFU·mL-1, 케이신 펩타

이드 4.12 × 106 CFU·mL-1, 훼이 펩타이드 5.31 × 106 CFU·mL-1로 대조군 5.71 × 106 CFU·mL-1 대비 유의적인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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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았다. BE0623 첨가군의 경우 4.24 × 107 CFU·mL-1로서 대조군 대비 약 7.4배의 균수 차이를 나타내었다. 발

효 종점인 24시간에서의 생균수는 대두 펩타이드 8.72 × 107 CFU·mL-1, 케이신 펩타이드 5.21 × 107 CFU·mL-1, 훼이

펩타이드 3.84 × 107 CFU·mL-1로 대조군 2.74 × 107 CFU·mL-1 대비 각각 약 3.1, 1.9, 1.4배로 소폭의 균수 증가를 나타

낸 반면 BE0623 첨가군은 2.81 × 109 CFU·mL-1로서 대조군 대비 약 102배의 균수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발효 중

적정산도는 발효 12시간에서 대두 펩타이드 0.34%, 케이신 펩타이드 0.24%, 훼이 펩타이드 0.26%로 대조군 0.23%

대비 유의적인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발효 종점인 24시간에서의 적정 산도는 대두 펩타이드 0.52%, 케이신 펩타이

드 0.39%, 훼이 펩타이드 0.37% 로 대조군 0.31% 대비 유의적인 산도 증가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BE0623 첨가군은

1.25 %로서 대조군 대비 약 4배의 산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pH의 경우는 각각의 실험군에서 적정산도와 반비례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BE0623가 시판되는 증식제인 대두 펩타이드, 케이신 펩타이드, 훼이 펩타

이드 보다 뛰어난 biﬁdobacteria 증식 촉진 효과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비수용성 섬유소는 콜레스테롤 대

사 작용을 촉진시키고(Chau et al., 2004; Lin et al,. 2011; Zacherl et al., 2011; Zhang et al., 2011) 장의 박테리아(Bacterodes,

Biﬁdobacterium, Eubacterium) 증식과 발효 효과 및 대변 량을 증가시켜 장 통과시간을 단축시키는 생리적 기능을 한

다고 보고하였다(Takahashi et al., 1993).

BE0623 분획의 Bifidobacteria 성장촉진 효과

BE0623은 청주 제조 중 생성되는 부산물인 주박으로 다양한 성분이 혼합된 복합체이다. 따라서 BE0623의 성분

중 어떤 성분이 biﬁdobacteria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어떤 메커니즘으로 성장촉진작용을 하는지 밝히기
위해 BE0623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분획 1, 2, 3을 획득하였으며, 분획 1은 미네랄, 비타민, 기타 분자량 1,000 dalton

이하의 물질, 분획 2는 분자량 1,000 dalton 이상의 수용성 단백질, 분획 3은 당 등을 포함하는 분자량 1,000 dalton 이상
의 불용성 물질로 예상된다. 획득한 분획 1, 2, 3의 biﬁdobacteria 증식 효능은 아래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각 분획

에 BE0623 용액과 동일한 효능을 가진 유효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2.85%에 해당되는 BE0623용액(0.4%

BE0623과 동일 수준)과 각 분획을 첨가한 배지에서 biﬁdobacteria를 배양한 후 발효 중 균이 생산하는 산을 적정하였

다. Fig. 6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분획물의 biﬁdobacteria 증식 효능은 BE0623 용액보다 떨어졌으나 24시간 발효 후 대

조군의 산도가 발효 초기의 1.28배 증가한 것에 비해 분획 1, 2, 3은 각각 3.73, 3.05, 2.40배 증가하여 대조군에 비해서

는 높은 증식 효능을 보이고 있다. 분획물 중 가장 우수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은 분획 1로 분자량 1,000 dalton 이하

의 저분자 물질이 biﬁdobacteria 증식에 보다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분획물의 농도에 따른 biﬁdobacteria 증식 효과

를 밝히기 위해 분획물의 농도를 2배 증가시켜 biﬁdobacteria를 배양한 후 미생물이 생산하는 산도를 측정하였다. 아

래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첨가하는 분획물의 농도를 2배로 증가했을 때 분획 1, 2, 3의 초기 산도 대비 24시간 발
효 후 산도는 각각 4.85, 2.78, 2.32배 증가하였으며 2.85% 분획을 첨가했을 때의 3.73, 3.05, 2.40배와 비교 시 분획 1만

증식 효과가 증가할 뿐 분획 2, 3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분획 1에 biﬁdobacteria 증식에 영향을 미치

는 물질이 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분획물 단일의 효과뿐 아니라 분획물 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각 분획을 조합 (분획1 + 2 + 3, 분획2 + 3, 분획1 + 3 및 분획1 + 2)한 배양액에 biﬁdobacteria를 접종한
후 증식을 관찰한 결과는 Fig. 6에 나타내었다. 분획물을 단일 첨가했을 경우에 비해 모든 조합의 경우 biﬁdobacteria

가 증가하였으며, 분획 1, 2, 3 모두를 첨가했을 때 증식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다. 또한 분획 1, 2, 3중 어느 하나가 첨
가되지 않았을 경우 증식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분획 1뿐 아니라 분획 2

및 분획 3에도 biﬁdobacteria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기 결과로부터 BE0623에는
biﬁdobacteria 성장 촉진에 관여하는 다양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성분은 아미노산, 당, 미네랄

의 복합물일 것이라고 짐작되나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상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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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A) viable cell count, (B) titratable acidity and (C) pH of BE0623 and various commercial
peptides on growth of Bifidobacteria in yogurts during fer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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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2.85% (A) and 5.7% (B) BE0623 fractions on titratable acidity during fermentation by
Bifidobacteria in skim milk.

Fig. 6. Effects of various combinations of BE0623 fractions on titratable acidity during fermentation by
Bifidobacteria in skim milk.

Conclusion

Bifidobacteria 성장촉진물질인 BE0623의 첨가는 발효유에서 bifidobacteria 생균수가 대조군에 비해 약 45 - 75

배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유산과 초산으로 인해 적정 산도가 증가되고 pH가 낮아졌다. 또한 현미경 관찰에서는

BE0623을 첨가한 발효유에서 뚜렷한 bifidobacteria 증식 효과가 나타났다. Bifidobacteria의 생균수도 무첨가 대조

군에 비해 약 102배 증가하였으며, 시판되는 성장촉진물질보다 높게 증가하였다. BE0623의 분리를 통해 획득한
분획들의 biﬁdobacteria 증식 효능은 모든 분획물에서 나타났다. 분획물들 간의 시너지 효과는 각 분획을 조합하여

biﬁdobacteria를 배양한 결과는 단일 분획물을 첨가했을 때 보다 biﬁdobacteria의 증식 정도가 높았다. 분획물 중 어느

하나라도 무첨가 되었을 경우 증식 효과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분획물에 biﬁdobacteria의 성장을 촉진하
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7(3) Septembeer 2020

455

Properties of BE0623 to serve as a growth factor of Bifidobacterium

Authors Information

Young Hoon Cho, Namyang Dairy Products Co., Senior Researcher
Jae Young Sim, https://orcid.org/0000-0002-6772-8181
Myoung Soo Nam, https://orcid.org/0000-0003-0866-1041

References

Ahn YT, Shin PK, Kim HU. 1997. Growth inhibition of E. coli O157:H7 and Salmonella typhimurium by lactic acid
bacteria and bifidobacteria.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12:181-187. [in Korean]
Brunser O, Gotteland M. 2010. Chapter 6 - Probiotics and prebiotics in human health: An overview. pp. 73-93. Ronald
Ross Watson and Victor R. Preedy. Bioactive Foods in Promoting Health, Academic Press, Boston, USA.
Burns AJ, Rowland IR. 2004. Antigenotoxicity of probiotics and prebiotics on faecal water-induced DNA damage
in human colon adenocarcinoma cells. Mutation Research/ Fundamental and Molecular Mechanisms of
Mutagenesis 551:233-243.

Chau CF, Huang YL, Lin CY. 2004. Investigation of the cholesterol-lowering action of insoluble fiber derived from the
peel of Citrus sinensis L. cv. Liucheng. Food Chemistry 87:361-366.
Costerton JW, Lewandowski Z, DeBeer D, Caldwell D, Korber D, James G. 1994. Biofilms, the customized microniche.
Journal of Bacteriology 176:2137-2142.
Eamonn MMQ. 2011. Therapies aimed at the gut micro- biota and inflammation: Antibiotics, prebiotics, probiotics,
synbiotics, anti-inflammatory therapies. Gastroenterology Clinics 40:207-222.
Fukushima Y, Kawata Y, Hara H, Terada A, Mitsuoka T. 1998. Effect of a probiotic formula on intestinal immunoglobulin
A production in healthy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Microbiology 42:39-44.
Gibson GR, Roberfroid MB. 1995. Dietary modulation of the human colonic microbiota: Introducing the concept of
prebiotics. The Jorrnal of Nutrition 125:1401-1412.
Gomes AMP, Malcata FX. 1999. Bifidobacterium spp. and Lactobacillus acidophilus : biological, biochemical, tech
nological and therapeutical properties relevant for use as probiotics. Trends in Food Science & Technology 10:139157.
Gonzalez NJ, Adhikari K, Sancho-Madriz MF. 2011. Sensory characteristics of peach-flavored yogurt drinks containing
prebiotics and synbiotics. LWT-Food Science and Technology 44:158 -163.
Grizard D, Dalle M, Barthomeuf C. 2001. Changes in insulin and corticosterone levels may partly mediate the
hypolipidemic effect of guar gum and low-molecular weight pectin in rats. Nutrition Research 21:1185-1190.
Habib NC, Honoré SM, Genta SB, Sánchez SS. 2011. Hypolipidemic effect of Smallanthus sonchifolius (yacon) roots on
diabetic rats: Biochemical approach. Chemico-Biological Interactions 194:31-39.
Lin YH, Tsai JS, Hung LB, Pan BS. 2011. Plasma lipid regulatory effect of freshwater clam hydrolysate and Gracilaria
insoluble dietary fiber. Food Chemistry 125:397-401.
Manning TS, Gibson GR. 2004. Prebiotics. Best Practice & Research Clinical Gastroenterology 18:287-298.
Marin ML, Lee JH, Murtha J, Ustunol Z, Pestka JJ. 1997. Differential cytokine production in clonal macrophage and
T-cell lines cultured with bifidobacteria. Journal of Dairy Science 80:2713-2720.
Maxwell FJ, Duncan SH, Hold G, Stewart CS. 2004. Isolation, growth on prebiotics and probiotic potential of novel
bifidobacteria from pigs. Anaerobe 10:33-39.
Nagendra R, Viswanatha S, Kumar SA, Murthy BK, Rao SV. 1995. Effect of feeding milk formula containing lactulose to
infants on fecal bifidobacterial flora. Nutrition Research 15:15-24.
Noriega L, Cuevas I, Margolles A, de los Reyes-Gavilán CG. 2006. Deconjugation and bile salts hydrolase activity by
Bifido-bacterium strains with acquired resistance to bile. International Dairy Journal 16:850-855.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7(3) Septembeer 2020

456

Properties of BE0623 to serve as a growth factor of Bifidobacterium

Park HY, Bae EA, Han MJ, Choi EC, Kim DH. 1998. Inhibitory effects of Bifidobacterium spp. isolated from a healthy
Korean on harmful enzymes of human intestinal microflora.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 21:54-61.
Quigley EM, Quera R. 2006.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 Roles of antibiotics prebiotics, and probiotics.
Gastroenterology 130(Supplement):S78-S90.
Rada V, Nevoral J, Trojanová I, Tománková E, Šmehilová M, Killer J. 2008. Growth of infant faecal bifidobacteria and
clostridia on prebiotic oligosaccharides in in vitro conditions. Anaerobe 14:205-208.
Schiffrin EJ, Rochat F, Link-Amster H, Aeschlimann JM, Donnet-Hughes A. 1995. Immunomodulation of human blood
cells following the ingestion of lactic acid bacteria. Journal of Dairy Science 78:491-497.
Takahashi H, Yang SI, Hayashi C, Kim M, Yamanaka J, Yamamoto T. 1993. Effect of partially hydrolyzed guar gum on
fecal output in human volunteers. Nutrition Research 13:649-657.
Zacherl C, Eisner P, Engel KH. 2011. In vitro model to correlate viscosity and bile acid binding capacity of digested
water-soluble and insoluble dietary fibers. Food Chemistry 126:423-428.
Zhang N, Huang C, Ou S. 2011. In vitro binding capacities of three dietary fibers and their mixture for four toxic
elements, cholesterol, and bile acid.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186:236-239.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7(3) Septembeer 2020

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