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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Helicobacter 균속에는 1983년 Warren과 Marshall

이 위점막에서 발견한 균으로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암 및 위림프종과 같은 소화성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Helicobacter pylori(H. pylori)(1,2)를 포함하여 최소

한 15종류의 세균이 있다(3). H. pylori의 가장 특이적인 생

리학적 특성은 강한 urease 활성을 이용하여 위점막의 혈장 

삼출액이나 조직액 내에 존재하는 요소를 암모니아와 중탄

산염으로 분해하여 균체 주위를 알칼리화 함으로써 위내의 

강한 산성조건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4), 위궤양 환자의 70 

∼80%, 십이지장궤양 환자의 90% 이상에서 H. pylori 균이 

발견되고 있다(3). 

H. pylori 제균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약제가 단독 혹은 

이제 및 삼제병합요법으로 투여되어 왔으며, 현재 2주 동안 

OAC(omeprozole, amoxacillin, clarithromycin) 삼제요법을 

표준처방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과 pH의 

상승으로 인한 H. pylori에의 재감염 위험, 내성균의 출현 

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5-10), 최근에 H. 

pylori의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비항생제성 물질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H. pylori를 제어하기 위해 천연물, 유산

균을 이용하거나 면역 시스템을 이용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7-14). Booth 등(15)은 H. pylori가 검출된 환자에서 

IgG와 IgA 항체가가 의미 있게 증가된 것을 ELISA 방법으

로 증명하 고, IgG와 IgA 항체가 증가된 환자의 78%에서 

소화성 궤양이, 그리고 100%에서 위염이 존재한다고 보고

한 이래 H. pylori의 항체를 이용한 제균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H. pylori의 치료를 위해 건강보조 식품형태로 개발

이 시도되고 있다.

요구르트는 lactic acid, peptone, peptides와 젖산균 균체

가 포함되어 있어 양학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며, 유산균의 

생리활성 및 발효 중 생성되는 다양한 성분의 변화에 의해 

혈중 콜레스테롤의 감소, 장내 유해세균의 생육억제, 유당 

소화흡수의 촉진 및 대장암 발생율 저하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수한 건강기능성 식품이다(16-19).

따라서 본 연구는 유산균의 생리작용과 H. pylori 항체의 

이중효과를 볼 수 있는 요구르트를 위염 예방용 건강보조식

품으로 개발하고자 실시하 으며, anti-H. pylori 항체를 함

유한 면역우유를 사용하여 요구르트 제조 중 면역 활성의 

변화와 면역우유로 제조한 요구르트의 저장 중의 품질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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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tilization possibility of immunized milk containing anti⁃Helicobacter pylori antibody to manufacture 
of yogurt was evaluated. The pH and titratable acidity of immunized milk changed significantly after incubation 
for 6 hours at 37

o
C and thereafter did not change. The number of lactic acid bacteria reached 10

9 
CFU/mL 

after incubation for 6 hours at 37oC and maintained the same number thereafter. The IgG content of heat treated 
immunized milk and yogurt maintained 97% and 93.5% compared with non heat treated immunized milk, 
respectively. The pH, titratable acidity and lactic acid bacteria of yogurt made of immunized milk were not 
changed apparently during storage for 21 days at 2oC and 4oC, respectively. The IgG content of yogurt did 
not decrease significantly during storage for 14 days at 2oC, 4oC, and 10oC but rapidly decreased after storage 
for 14 days at the same condition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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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면역 활성의 변화를 검토하 다. 

재료 및 방법

요구르트 제조용 면역우유와 열처리

홀스타인종의 젖소에 백신을 총 4회 투여하여 면역된 젖

소(20)에서 착유한 H. pylori 항체를 가진 원유(20)를 사용하

으며, 당일 착유한 면역우유를 60oC에서 30분간 열처리하

여 요구르트 제조용 시료로 사용하 다.

Starter culture 조제

면역우유를 이용한 요구르트를 제조에 사용된 유산균은 

HANSEN Lab.에서 분양받은 yogurt starter(ART-3, L. 

bulgaricus＋S. thermophilus)를 사용하 으며 10% skim 

milk에 접종하여 37
oC에서 24시간 배양 후 mother starter로 

사용하 다.

요구르트의 제조 및 품질변화 측정

요구르트의 제조 및 저장 중 품질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면역우유를 60oC에서 30분간 살균 처리하여 45oC 정도로 냉

각시킨 후 starter를 접종하여 37
oC에서 24시간 발효시켜 요

구르트를 제조하 다. 면역우유의 발효특성을 측정하기 위

해 발효 개시 후 6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생균수, 

pH, 적정산도, 면역 활성의 변화 등을 측정하 다.

pH는 pH meter(ORION 410A, Orion Research Ins., 

USA)로 실온에서 측정하 다. 

적정산도는 sample 10 mL를 취하여 증류수를 동량 첨가

하고 phenolphthalein 지시약을 2∼3방울 떨어뜨린 후 0.1 

N NaOH로 적정하 으며, 0.1 N NaOH 소비량을 lactic acid

로 환산하 다.

유산균수의 측정은 sample 1 mL를 채취하여 0.1% pep-

tone 용액을 사용하여 10배 희석법으로 적정 희석한 후 MRS 

agar(PCA, Difco, USA)를 이용 pour plate method로 접종

하여 37
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나타난 colony를 계수하 다.

면역 활성 분석을 위한 시료의 전처리와 활성 측정

면역우유의 면역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열처리한 시료를 

4oC에서 14,000 rpm으로 30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고형분을 

제거하고 1 N-HCl로 pH 4.6으로 조절한 후 4
oC에서 3,000 

rpm으로 5분동안 원심 분리하여 casein을 제거하 다. Ca-

sein이 제거된 유청(whey)을 1 N-NaOH로 pH 7.0으로 조절 

후 -20
oC에 보관하면서 Fig. 1과 같이 처리한 후 ELISA 

reader로 anti-H. pylori 항체 활성을 측정하 다(20).

요구르트의 저장성 

Anti-H. pylori 항체를 함유한 면역우유를 60oC에서 30분

동안 살균처리한 후 24시간 배양한 요구르트 starter를 우유

량의 2% 첨가하여 37oC에서 12시간 배양하여 제조한 요구

르트를 2
oC, 4oC, 10oC에서 3주동안 저장하면서 1주일 간격

Antigen coating (immunoglobulin 96 well plate 100 μL)

↓

Incubate at 4oC for overnight

↓
Washing (3 times)

↓

Blocking: PBS pH 7.4, 5% skim milk

↓

Primary antibody reaction, incubate at RT for 2 hrs

↓
Washing (3 times)

↓

Secondary antibody (anti-bovine IgG AP conjugate) reaction

↓

Incubate at RT for 1 hr

↓
Washing (3 times)

↓

Substrate solution 100 μL

↓

Incubate at RT for 30 min

↓

Add stopping solution (3 N NaOH) 50 μL

↓
Read abosrbance at 405 nm

Fig. 1.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test.

으로 pH, 적정산도, 총균수, 유산균수와 면역 활성의 변화를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 다.

결과 및 고찰

Anti-H. pylori 항체를 함유한 면역우유의 발효 특성 

Anti-H. pylori 항체를 함유한 면역우유의 발효과정 중 pH, 

적정산도와 미생물변화를 측정하 다. 발효과정 중의 pH, 산

도 그리고 생균수의 변화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i-H. pylori 항체를 함유한 면역우유의 발효과정 중 

pH의 변화는 배양 6시간째 pH는 6.4에서 4.5로 급격히 감소

하 으며, 그 이후부터는 뚜렷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배양 24시간 후 요구르트의 pH는 4.2를 나타내었다. 

산도는 배양 6시간째 0.4%에서 1.27%까지 급격히 증가하

으며, 배양 24시간까지 1.34%를 유지하 다. 이러한 결과

는 Lee 등(21)의 L. bulgaricus  FRI025와 S. thermophilus 

CH1 혼합배양의 경우 적정산도의 변화도 3시간에서 9시간 

사이에 급증하 다고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면

역우유의 발효 중 유산균의 변화는 배양 6시간째 109 CFU/ 

mL을 나타내었으며 배양 24시간동안 109 CFU/mL이상을 

유지하 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anti-H. pylori 항체

를 함유한 면역우유를 이용하여 37
oC에서 12시간 배양으로 

요구르트의 제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i-H. pylori 항체를 함유한 면역우유와 요구르트의 

면역 활성 비교

Anti-H. pylori 항체를 함유한 면역우유의 열처리 전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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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IgG concentration in immunized 
milks and yogurt prepared with immunized milk (μg/mL) 

Sample1)

Ⅰ Ⅱ Ⅲ

IgG concentration 11.10±0.03c2) 10.76±0.04b 10.38±0.02a
1)
I: Immunized milk before heat treatment, 
II: Immunized milk after heat treatment at 60oC for 30 min, 
III: Yogurt prepared with immunized milk.
2)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요구르트의 면역 활성의 비교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열처리 전후의 면역우유와 면역우유

로 제조한 요구르트의 IgG의 함량은 각각 11.10 μg/mL, 

10.76 μg/mL, 10.38 μg/mL를 나타내어 열처리한 면역우유

는 열처리 전 우유대비 약 97%정도의 면역 활성을 유지하

으며, 요구르트는 93.5%의 면역 활성을 유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원유의 면역 활성은 열처리에 의해 감소하 으며, 

발효전과 발효후의 면역 활성을 비교한 결과 발효후의 면역 

활성은 발효전 우유의 면역 활성의 96%를 유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면역우유로 제조한 

요구르트는 발효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면역 활성을 유지하

여 anti-H. pylori 항체를 함유한 면역우유를 이용하여 뚜렷

한 면역 활성의 감소 없이 anti-H. pylori 항체를 함유한 요

구르트의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저장 중 anti-H. pylori 항체를 함유한 요구르트의 품질 

변화

Anti-H. pylori 항체를 함유한 면역우유로 제조한 요구르

트의 저장 중 품질변화와 면역 활성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2
oC, 4oC, 10oC에서 보관하면서 요구르트의 pH, 산도, 미생

물, 면역 활성의 변화를 비교하 다. Anti-H. pylori 항체를 

함유한 요구르트의 각 온도별 저장 중 pH와 산도의 변화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oC와 4oC에서 저장한 요구르

트의 경우 배양 전 기간에 걸쳐 pH 4.2 범위를 유지하여 저장

기간에 따른 뚜렷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10oC에 저장한 

요구르트의 경우 배양 7일째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으며 저장 14일과 21일째의 pH는 각각 3.95, 

3.85를 나타내었다. 

적정산도는 2
oC와 4oC에서 저장한 경우 저장초기 1.42%

에서 저장기간 동안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pH의 변

화 경향과 일치하 다. 10oC에서 저장한 요구르트의 경우 

배양 7일 이후 완만한 증가현상을 나타내었으며, 기간이 증

가할수록 산도도 증가하 다. 이는 요구르트의 저장온도가 

높아질수록 산생성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저장기간이 증가

할수록 적정산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22,23)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Anti-H. pylori 항체를 함유한 면역우유로 제조한 요구르

트의 저장 중 유산균의 변화와 IgG의 함량변화는 Table 4에

서 보는 바와 같다. 10
oC에서 저장한 요구르트는 저장 7일째 

10
8 CFU/mL, 저장 14일째 109 CFU/mL의 유산균수를 나타

내어 저장 7일째부터 유산균수가 증가하 으나, 2
oC, 4oC에 

저장한 요구르트의 경우 저장 전 기간 동안 저장초기의 108 

CFU/mL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저장온도에 따른 요

구르트의 품질은 2
oC, 4oC에서 저장 21일째까지 뚜렷한 변화

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10oC의 경우 저장 7일째부터 유산균

수의 증가와 이에 따라 pH가 낮아지고 산도가 높아지는 등

의 품질변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기호

Table 1. Changes of pH, titratable acidity and lactic acid bacteria in immunized milk with Helicobacter pylori antigen during 
fermentation at 37

o
C for 24 hrs

Fermentation time (hrs)

0 6   12 18 24

pH
TA
LAB

6.4
0.4
7.25

±0.011)d2)
±0.01a
±0.01a

4.5
1.27
9.34

±0.12c
±0.07b
±0.10b

4.3
1.31
9.32

±0.04b
±0.07b
±0.03b

4.2
1.33
9.28

±0.05a
±0.01b
±0.07b

4.2
1.34
9.30

±0.17a
±0.02b
±0.13b

TA: titratable acidity (%), LAB: lactic acid bacteria (log No. CFU/mL).
1)Mean±SD (standard deviation), n=3.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Table 3.  Changes in pH and titratable acidity of yogurt prepared with immunized milk containing anti⁃H. pylori antibody  
during storage at 2,  4  and 10oC for 21 days 

Storage time 
(days)

pH TA

2oC 4
o
C 10

o
C 2

o
C 4

o
C 10

o
C

0
7
14
21

4.17
4.15
4.17
4.12

±0.021)bB
±0.02bB
±0.01cB
±0.02cA

4.13
4.13
4.09
4.05

±0.03abB
±0.02abB
±0.02bAB
±0.04bA

4.12
4.07
3.95
3.85

±0.02aC
±0.04aC
±0.01aB
±0.04aA

1.46
1.41
1.40
1.45

±0.04
±0.02a
±0.02a
±0.03a

1.46
1.43
1.45
1.46

±0.03
±0.02ab
±0.03a
±0.04a

1.46
1.48
1.54
1.60

±0.02A
±0.04bA
±0.03bB
±0.02bC

1)
Means±SD (standard deviation), n=3.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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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면역요구르트의 저장은 4oC이

하가 품질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저장온도라고 판

단되었다. 

Anti-H. pylori 항체를 함유한 면역우유로 제조한 요구르

트의 저장하기 전 요구르트 IgG 함량은 10.11 μg/mL이었으

며, 2
oC와 4oC에서 저장한 경우 저장 7일째까지는 저장초기

와 유사한 Ig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저장 7일 이후부터 배

양 14일째까지는 서서히 감소하 으나 저장 14일 이후 급격

히 감소하여 배양 21일째는 각각 7.65 μg/mL, 5.75 μg/mL를 

나타내었다. 10oC에서 저장한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저장 21일째 5.51 μg/mL로 급격하게 감소하

다. 면역우유로 제조한 요구르트내의 anti-H. pylori 항체

의 활성은 저장 14일까지 2oC, 4oC, 10oC의 저장온도에 관계

없이 저장 초기 활성의 96%이상 유지하 으나, 21일간 저장

한 후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여 각각 75.7%, 56.9%, 54.6%의 

활성이 유지되어 온도에 따른 면역 활성의 유지정도는 서로 

상이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면역우유를 이용하여 요구르트

를 제조할 경우 면역 활성의 감소 없이 제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통기간 중에도 면역 활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anti-H. pylori 항체를 함유한 면역우유의 기능성을 보강하

기 위한 방법으로 요구르트의 제조는 우유의 고부가가치화

는 물론 우수한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면역우유의 보다 효율적인 상업적 활용

에 앞서 anti-H. pylori 항체 활성의 장기간 유지방법과 면역

우유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개발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Anti-H. pylori 항체를 함유한 면역우유의 다양화와 기능

성강화를 위해 면역요구르트 제조 가능성을 검토하 다. 발

효 중 pH는 배양 6시간째 pH 6.4에서 4.5로 감소하 고 그 

이후는 뚜렷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산도는 배양 6시간

째 0.4%에서 1.27%까지 급격히 증가하 으며, 배양 24시간

까지 1.34%를 유지하 다. 유산균의 변화는 배양 6시간째 

10
9 CFU/mL이었으며, 배양 24시간 동안 109 CFU/mL이상

을 유지하 다. 열처리 전후의 면역우유와 면역우유로 제조

한 요구르트의 IgG 함량은 각각 11.10 μg/mL, 10.76 μg/mL, 

10.38 μg/mL이었으며, 열처리 후 면역우유의 면역 활성은 

열처리 전에 비해 약 97%, 요구르트 제조 후는 93.5%를 유지

하 다. 면역우유로 제조한 요구르트의 2oC, 4oC, 10oC에서 

저장 중 pH의 변화는 2
oC와 4oC에서 저장한 경우 배양 전 

기간에 걸쳐 저장초기 pH 4.2 범위를 유지하 다. 적정산도

는 2
oC와 4oC에서 저장한 경우 저장초기 1.42%에서 저장기

간 동안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10
oC에서 저장한 

요구르트의 유산균수는 저장 7일째 108 CFU/mL, 저장 14일

째 10
9 CFU/mL이었다. 2oC, 4oC에 저장한 경우 저장 전 기간 

동안 저장초기의 10
8 CFU/mL와 유사한 유산균수를 나타내

었다. 면역우유로 제조한 요구르트의 저장 중 IgG 함량의 

변화는 저장하기 전 10.11 μg/mL이었으며, 2
oC와 4oC에서 

저장한 경우 저장 7일째까지는 저장초기와 유사한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저장 14일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배양 21일째

는 각각 7.65 μg/mL, 5.75 μg/mL을 나타내었다. 10
oC에서 

저장한 경우도 이와 유사하 으며, 저장 21일째 5.51 μg/mL

로 급격하게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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