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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육장의 미생물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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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rmented soybean foods are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Korean diet. Eoyukjang is a type of traditional
fermented soybean source. Microbial analysis of eoyukjang was conducted during the fermentation period in this study.
Microorganisms isolated from eoyukjang were identified by biochemical tests and 16S rDNA sequencing. 17 different
microorganisms, including bacteria, yeast, and fungi were detected in eoyukjang during the fermentation period. Even
though Aspergillus participated in the early stage of fermentation of eoyukjang, Bacillus species and Saccharomyces
cerevisiae were the major microzymes in eoyukjang throughout the maturation period. Eoyukjang is generally consumed
after the boiling of the final sample. Therefore, the final sample of eoyukjang was boiled and analyzed. Our results showed
that no vegetative microorganisms survived under the boiling conditions for eoyukjang. Fermented soybean products in the
domestic market were also assessed for comparison with the results from eoyukjang. The total cell number of kanjang (soy
sauce) samples was between 0 to 42 CFU/mL. The isolated microorganisms were identified as Bacillus species. All
Bacillus isolates were not found to harbor the three enterotoxin-producing and emetic toxin-producing g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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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장 및 된장과 같이 콩을 재료로 한 발효식품은 우리나라 식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1), 항산화, 면역조

절과 같은 기능성(2,3) 때문에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전통식품인 고추장 등의 콩 발효제품에 대한

CODEX의 규격화 작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식품에 대한 수출도 증대되고 있다. 어육장은 이러한 일반

장류와 다른 전통적인 특수 장류의 일종으로 육류와 생선을 용

기에 넣은 후 끓인 물을 식혀 넣고 소금을 풀어 장을 담그는 방

식으로 메주를 넣어 봉하였다가 땅속에서 일년 정도 발효 및 숙

성시켜 제조하는 것으로 조선시대부터 서울의 양반들이 주로 이

용했던 고급스러운 장류의 대표적인 장류로 전해오고 있다(4).

현재까지 어육장에 대한 미생물학적 연구는 없었으나, 이와 비

슷한 간장과 된장 및 청국장의 경우, 발효를 위해 필수적인 미생

물은 Bacillus 균류나 Aspergillus 균류로 알려져 있다(5). 이 중 발

효에 관여하는 Bacillus 균류에는 B. subtilis, B. licheniformis, B.

pumilus, B. amyloliquefaciens 등이 보고되었다(6). 그러나, 최근 이

들에 의한 식중독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7), Bacillus 균류의 대

표적 식중독균인 B. cereus의 경우 된장 및 간장제품에서 자주 검

출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다(8). B. cereus는 토양, 물,

먼지와 같은 자연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토양 미생물 중 하나

이기 때문에 원료로부터 식품에 오염될 가능성이 크고, 일반적으

로 균에게 열악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포자의 형태로 생존하며,

열에 비교적 잘 파괴되는 설사형 독소(enterotoxin)와 열에 매우

강하여 121oC에서 90분을 가열해도 활성이 살아남는 구토형 독

소(cereulide)를 생성한다(9,10). 그러므로 병원체에 의해 이미 오

염된 식품 또는 그 원료에서 기인한 포자는 일반적인 가열로는

파괴되지 않고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

전청에서는 장류의 B. cereus는 총 평판 수 104 CFU/g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규격을 만들었다(11).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B. cereus의 감염수준은 매우 다양하여, 104-108 CFU/g 사이의 균

이나 포자가 식중독이나 독성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12). 일반적으로 다른 Bacillus종은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다고 알려져 왔으나, 최근 그들의 장독소 및 구토형 독소 생산과

관련한 식중독 사례가 알려지면서 B. cereus 이외의 Bacillus 균

류에 대해서도 그 위해도가 고려되고 있다. 특히 장류의 발효미

생물로 분리되고 있는 B. subtilis, B. pumilus, B. licheniformis의

종이 식중독과 관련이 있었다(6,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반가식품인 어육장의 산업화 및 국제

화를 위한 일환으로, 이의 발효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을 분석

하여 분리균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일반적인 장류 중에서 가장

비슷한 형태인 간장제품의 미생물학적 분석을 통해 이를 어육장

의 미생물 균총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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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시료 및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육장은 규합총서의 조리법을 참고하여

‘한국의 맛 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제조한 샘플을 사용하였다(4).

어육장 제조에 사용된 재료와 그 함량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제조된 어육장은 항아리에 담아 서울지역 땅속에서 1년 여간 동

안 발효 및 숙성시켰고, 숙성시킨 시료는 고형분을 제외한 실제

로 사용되는 액체만을 취하여 분석하였다. 최종시료의 경우 완전

히 끓어 오를 때까지 약 1시간 가량을 가열하여 어육장을 만들

어 시료로 사용하였다. 숙성시키는 동안 2개의 다른 항아리에서

저장기간 동안(0, 2, 4, 6, 10개월, 최종적으로 끓인 샘플)의 어육

장 샘플을 취하여 분석하였다. 어육장 시료와의 미생물학적 비교

를 위해 분석된 간장시료는 서울에 있는 식품점에서 8종 브랜드

의 33개의 제품(양조간장 15개, 혼합간장 10개, 한식간장 8개)을

구매하여 분석하였다.

미생물학적 분석

어육장 및 시판 간장시료 25 g에 225 mL의 peptone water

(Difco, Detroit, MI, USA)를 가하여 균질화한 액을 10배씩 단계

희석하여 Plate Count Agar와 Yeast Mold Agar에 도말하고(14),

35oC에서 24-72시간 동안 배양한 후 계수하였다. 시료에서 halo-

philic 특성을 가진 균주를 배양하기 위해서 0, 5, 20%의 NaCl을

첨가한 배지를 사용하였다(15).

분리균의 동정 및 확인시험

분리균은 일차적으로 그람염색, 세포 형태 등의 형태학적 특성

에 따라 분리하였고, 이 후 순수분리한 후, API kit(bioMérieux, Los

Angeles, CA, USA)와 16S rDNA sequencing을 통한 확인시험을

실시하였다. API kit는 세균의 경우 API 20E kit와 API CHB kit

를 사용하였고, 효모는 API CAUX kit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16S rDNA sequencing을 위한 template DNA는 DNeasy® Blood

and Tissue kit(Qiagen, Valencia, CA, USA)를 사용하여 정제하였다

. PCR 을 위한 반응액은 10×PCR buffer 2.5µL, MgCl
2
 1.5 mM,

dNTPs 200µM, 0.625 U Taq polymerase(TaKaRa Ex TaqTM, Otsu,

Japan), forward와 reverse primer 각각 20 pmol에 3차 멸균 증류수

를 사용하여 최종 반응용액을 25µL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때

사용된 primer들은 27F, 518R과 1492R이었다. PCR 반응조건은

95oC/10분으로 가열한 후, 94oC/20초, 50oC/40초, 72oC/60초간 반응

하였고, 이를 30번 반복하여 반응시킨 후 72oC에서 7분간 더 반

응시켰다. PCR 반응물은 1.5%의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한 후,

ethidium bromide에 의해 염색하여 확인하였다. PCR product은

solgent PCR purification kit(Daejeon, Korea)을 이용하여 정제하였

고, 최종산물은 DNA analyzer system(ABI PRISM 3730xl DNA

analyzer, Perkin-Elmer, Boston, USA)에 의해 분석되었다.

Bacillus 독소생성 유전자 확인시험

본 연구에서는 주요한 3종의 설사형 독소생성 유전자와 구토

형 독소생성 유전자에 대한 확인실험을 실시하였다. 독성분석을

위한 표준균주로서Bacillus cereus KCTC 1012, Bacillus subtilis

KCTC 1029, Bacillus licheniformis KCTC 1021이 사용하였다. 설

사형 독소의 target 유전자는 3가지 단백질로 구성된 Hbl 중 hblA

와 BceT, cytK이었고, 각각에 사용된 primer와 PCR 반응조건은

Table 2와 같다. PCR을 위한 반응액은 10×PCR buffer 2.5 µL,

forward와 reverse primer 각각 20 pmol과 1U Taq polymerase

1 µL 및 template DNA 5 µL를 첨가한 후, 3차 멸균 증류수를 사

용하여 최종 반응용액을 25 µL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PCR 반응

물은 1.5%의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을 행하였다.

구토형 독소를 생성하는 유전자 확인시험을 위해서 10×PCR

buffer 2.5 µL, MgCl
2
 1.5 mM, dNTPs 200 µM, CER1(5'-ATCAT-

AAAGGTGCGAACAAGA-3')과 EMT1(5'-AAGATCAACCGAAT-

GCAACTG-3') primer 각각 50 pmol과 0.625 U Taq polymerase

(TaKaRa Ex TaqTM) 및 준비한 template DNA 5 µL를 첨가한 후,

3차 멸균 증류수를 사용하여 최종 반응용액을 25 µL로 만들어

PCR을 실시하였다(13). PCR 반응조건은 94oC/10분으로 가열한

후, 94oC/60초, 50oC/60초, 72oC/60초간 반응하였고, 이를 35번 반

복하여 반응시킨 후 72oC에서 7분간 더 반응시켰다. PCR 반응물

은 1.5%의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을 행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반복으로 수행되었으며,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

과는 Sigmastate 2.03 program(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활용하여 ANOVA 분석을 이용하여 유의성 검정을 실시

하였다.

Table 1. Ingredients used for preparation of eoyukjang

Ingredient Contents (g)

Fermented soybeans 7,700

Beef 2,700

Chicken 3,000

Pheasant meat 1,400

Gray mullet 1,700

Red sea bream 2,700

Mussel 800

Lobster 1,000

Abalone 110

Garlic 450

Spring onion 400

Ginger 425

Salt water (Salt) 60 L (21,850 g)

Table 2. Lists of the primers for detection of enterotoxin and the PCR conditions for these primers

Target
Gene

Primer Sequence (5'-3') Product size PCR condition 

hblA
hblA1
hblA2

GCTAATGTAGTTTCACCTGTAGCAAC
AATCATGCCACTGCGTGGACATATAA

874 bp
95oC for 10 min; 30 cycles of 95oC for 60 s, 55oC for 60 s, 72oC for 
180 s; 72oC for 10 min

bceT
bceT1
bceT2

TTACATTACCAGGACGTGCTT
TGTTTGTGATTGTAATTCAGG

428 bp
95oC for 10 min; 30 cycles of 95oC for 60 s, 55oC for 60 s, 72oC for 
180 s; 72oC for 10 min

cytK
cytK1
cytK2

AACAGATATCGGTCAAAATGC
CGTGCATCTGTTTCATGAGG

605 bp
5 cycles of 94oC for 30 s, 70oC for 60 s, 72oC for 90 s; 30 cycles of 
94oC for 30 s, 65oC for 60 s; 72oC for 90 s; 72 for 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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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어육장의 미생물학적 분석

어육장 시료의 총균수는 발효 및 숙성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재료들을 섞고 끓인 물을 넣은 시료에서는 9.8×107 CFU/mL

로 높은 검출수준을 보였으나, 저장기간 동안(2, 4, 6, 8, 10개월)

에는 2.2-4.9×103 CFU/mL의 다소 낮아진 검출수준을 보였다(Fig.

1). 초기시료와 저장기간 동안의 어육장 샘플에서 세균, 효모, 곰

팡이를 포함한 총 17종의 미생물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API Kit

와 sequencing에 의해 99% 이상의 similarity를 가지고 동정되었

고, B. subtilis, B. pumilus, B. licheniformis, B. cereus, Lactoba-

cillus fermentum, Enterococcus faecium, Staphylococcus epidermi-

dis, Pseudomonas aeruginosa, Chryseobacterium indologenes,

Stephanoascus ciferrii, Microccus, species, Pediccus acidilactici,

Aspergillus flavus, Saccharomyces cerevisiae, Sprobolomyces gra-

cilis, Sporomyces roseus, Zygosaccharimyces rouxii가 포함되었다

(Table 3). 

초기 시료(저장기간 0일)의 총균수와 저장기간 동안의 시료의

총균수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p<0.05), 균별 검출율

에도 차이를 보였다. 초기 시료의 경우 Bacillus 균류, Enterococcus

faecium, Staphylococcus epidermidis, Aspergillus flavus가 검출되었

으나, 이 중 Bacillus species를 제외한 균이나 효모는 저장기간

중 분석된 샘플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Enterococcus faecium,

Staphylococcus epidermidis는 처음 원재료를 통해 오염된 균들로

보여지나, 2개월의 숙성기간을 거친 시료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높은 어육장의 염도가 이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Aspergillus flavus는 초기발효과정(0, 2달)

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장기간 동안의 총균수는 유의적

인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지만(p<0.05), 저장기간에 따라 균별 검

출율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저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검출되

는 B. subtilis, B. licheniformis, B. pumilus, Saccharomyces cere-

visiae가 어육장 발효에 주요한 균주들일 것으로 생각된다. 저장

기간 중에 간헐적으로 보이는 균주는 B. cereus, Chryseobacterium

indologenes, Pediccus acidilactici, Sprobolomyces gracilis, Sporo-

myces roseus가 있었다. 이 중 식중독균으로 분류되는 B. cereus

는 4, 6, 10개월의 저장기간 동안에 103 CFU/mL 수준으로 검출

되었다. 어육장에서 분리된 균주의 종류는 다른 연구들에서 보여

진 것과 비슷하게 Bacillus 균류와 Aspergillus 균류를 포함하고 있

었으나(16,17), 좀 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존재하였고, 그 비

율이 조금 달랐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어육장이 다른 장류와 달리

다양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으며, 높은 염농도(일반간장

의 염농도: 18-20%, 어육장의 염농도: 28-31%)를 가지고 있고, 1

년 여간의 긴 숙성기간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규제에 따르면(11), 발효된장 및 간장의 경

우, B. cereus의 수가 104 CFU/g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Fig. 1. Total number of cells in uhyukjang sample on Plate Count

Agar.

Table 3. List and number of microorganisms in eoyukjang during fermentation (Unit: 104 CFU/mL) 

Class Isolates 
Fermentation time (month)

0 2 4 6 8 10

Bacteria Bacillus cereus -　 - 0.01 - 0.0075 0.012

Bacillus pumilus -　 2.75 22.5 20.4 23.7 28

Bacillus licheniformis 5400 5.5 10 6.4 3.2 9

Bacillus subtilis 100 2.97 26.8 21 30 34

Lactobacillus fermentum -　 8.8 - - - -

Pseudomonas aeruginosa -　 2.3 - 0.1 - 0.1

Chryseobacterium indologenes -　 - - 9 - -

Micrococcus. spp. -　 2 - - - -

Staphylococcus epidermidis 600 -　 -　 -　 -　 -　

Enterococcus faecium 3700 -　 -　 -　 -　 -　

Pediccus acidilactici -　 - - 3 1 -

Yeast Sporobolomyces gracilis -　 - - 0.2 0.2 -

Sporobolomyces roseus -　 - - - 0.4 -

Saccharomyces cerevisiae -　 11 9.5 8.6 8.6 6.2

Zygosaccharimyces rouxii -　 0.1 - - 5 2

Fungi Aspergillus flavus 500 -　 -　 -　 -　 -　

Stephanoascus ciferrii -　 3 - - - -

Total 10300　 38.42 68.81 68.7 72.11 79.31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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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육장의 경우 저장기간 동안 B. cereus의 검출율이 이 수준

을 초과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끓인 샘플에서는 미생물이 검출

되지 않았다. 이에 본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어육장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B. cereus 포자는 내열성이며,

이 균주가 생산하는 구토형 독소의 경우 126oC에서 90분간 활성

을 잃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9,10), 열처리를 한 식품의

경우, B cereus의 균은 생존하지 않았으나 독소가 살아남아 식중

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시판중인 간장의 미생물학적 분석

총 8가지 브랜드의 33종의 간장 샘플을 분석하였다. 각 샘플

당 검출범위와 동정된 분리균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샘플의

총균수는 0-42 CFU/mL의 검출범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Lee

등(18)의 연구에서 시판간장을 분석했을 때 얻은 총균수인 101-

103 CFU/mL 보다 낮은 검출수준으로 간장의 제조공정과정이 현

대화됨에 따라 미생물학적 안전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분리균주는 B. subtilis, B. licheniformis, B. pumilus로 어육장에

비해 적은 종류로 나타났으나, 고염에서 장기간의 저장으로 인해

다른 발효균들이 사멸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분리된 Bacillus

균류는 미생물발효에 사용되는 균주들이지만, 식중독 발생사례가

있는 균들이기 때문에(13), 식품에 사용되는 Bacillus 균주들은 독

성학적으로 무해한 균주여야 한다.

어육장과 간장에서 분리된 Bacillus 균류의 독성학적 특성

어육장에서 분리된 균들 중에서, 식중독균으로 관리되는 B.

cereus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균주이므로, B. cereus를 포함한

Bacillus 분리균의 독성여부를 확인하였다. Bacillus는 설사형과 독

소형 독소를 생산한다. Bacillus는 현재 5종 이상의 설사형 독소

와 1종의 구토형 독소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본 연

구에서는 Bacillus의 설사형 독소 중에서 가장 많이 분석되고 있

는haemolysin BL(Hbl), enterotoxin T(Bce T)와 최근 프랑스에서

2명의 식중독 사망사고를 일으킨 cytotoxin K(CytK)을 분석하였

다(19-21). 분석된 3개의 표준균주 중에서는 B. cereus(KCTC

1012)만 hblA 유전자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육장

및 간장시료에서 분리된 B. cereus, B. subtils, B. pumilus, B.

licheniformis를 포함한 총 32개의 Bacillus 균주가 PCR로 분석되

었으며, 이 중 B. cereus를 포함하는 분리균주 중에서는 hblA,

bceT, cytK나 구토형 독소인 cereulide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가지

고 있는 균주는 없었다.

요 약

예로부터 전통 장류는 먹거리로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

는 장류의 다양한 영양 성분 및 생리 활성 능력이 밝혀지면서 관

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제조된 어육

장의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을 숙성 기간별로 분석하고 이를 통

해 안전성을 평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간장의 미생물을 분석하여 어육장의 미생물분석과 비교하였다.

어육장은 2개월 단위로 샘플링하여 분석하였으며, 분리된 미생물

은 API kit와 16S rDNA sequencing을 이용하여 동정하였다. 어

육장의 발효에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미생물은 Bacillus 균류와

Saccharomyces cerevisiae였으며, 숙성 초기에는 Aspergillus flavus

가 발효에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육장은 최종적으로 섭

취 전에 달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실험결과 달인 후에는 미

생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간장의 경우

총 균수가 0-42 CFU/mL였고, 동정결과 B. subtilis, B. lichenifor-

mis, B. pumilus로 확인되었다. 분리된 Bacillus 균류에 대하여 독

소여부를 분석한 결과 어육장 및 시판 장류에서 검출된 Bacillus

균류는 본 실험에서 분석된 3가지 설사형 독소와 1종의 구토형

독소를 생성하지 않는 균주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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