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38(12), 1811～1814(2009)  DOI: 10.3746/jkfn.2009.38.1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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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fermentation with mixed cultures of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and Streptococcu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 on the micro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oat extract was investigated. Changes 
in pH, titratable acidity and viable cell populations indicated that growth was better in mixed cultures of L.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and 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 Growth of 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 
in oat extract was more rapid than growth of L.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Cooperative interaction between 
two cultures during fermentation of oat extract as in yogurt from cow's milk was observed, but the intensity 
was relatively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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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귀리(Avena sativa L.)는 심장 계에 의한 사망률이 높

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많이 소비되고 있는 곡물

의 하나이다. 귀리의 세포벽에는 β(1→3)과 β(1→4) gluco-

side 결합이 3:7의 비율로 이루어진 mixed linked β- D-glu-

can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이  콜 스테롤 함량

을 하시키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한편 다양한 식물성 원료로 부터 젖산발효음료를 만들려

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4-10). 두유의 경우에는 젖산발효

에 의해 장성과 능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에서 

많이 연구되었는데(11-21) flatulence의 원인이 되는 raffi-

nose와 stachyose 등의 oligosaccharide가 α-galactosidase

를 함유한 젖산균에 의해 가수분해 되어 양  특성이 개선

된다고 보고되었다(22,23). 땅콩유에서는 젖산발효 후 콩 비

린내의 원인물질 의 하나인 n-hexanal 함량이 감소함으로

써 능  특성이 개선되므로 젖산발효의 장 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24). 따라서 귀리의 경우에도 젖산발효음료를 포

함하여 기호도가 개선된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으로 개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귀리추출물에서 젖산균의 생육 가능성을 

조사하기 해 미생물학  특성변화를 조사하 다.

재료  방법

귀리추출물의 제조

100 mesh로 분쇄한 귀리분말(ConAgra Foods Inc., 

Omaha, NE, USA) 4 kg을 40 L의 증류수와 혼합하여 80oC

에서 30분간 가열한 후 muslin cloth로 여과하여 15 L를 회수

하 으며 여기에 다시 동량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1:2의 비율

로 조 하 다. 그리고 다시 여과하여 10 L의 귀리추출물을 

회수하 다. 여기에 2%의 glucose를 첨가한 후 여과된 귀리

추출물은 실험실용 균질기(model 15MR-8TBA, APV 

Gaulin, Inc., EVerett, MA, USA)를 이용하여 4000 psi에서 

균질화하 다. 이것을 100oC에서 10분간 살균 후 배지로 사

용하 다.

균주  보존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9085, 

Streptococcu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 9085 

(Biotechnology Products Division, Madison, WI, USA)를 

APT(All Purpose plus Tween: DIFCO, Detroit, MI, USA) 

broth에서 활성화시켰다. 이 게 활성화된 균주를 귀리추출

물 배지에 응시키기 해 1% 비율로 종하여 37oC에서 

48시간 간격으로 APT broth :귀리추출물을 3:2(V:V)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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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된 배지에서 3번 계 배양 하 으며, APT broth :귀리추

출물을 1:1(V:V)로 제조된 배지에서 보 하 다. 발효실험 

시에는 APT broth :귀리추출물을 1:1(V:V)로 제조된 배지

에서 48시간 간격으로 4번 그리고 종  24시간 계 배양 

한 후 5%의 종량으로 발효하 다.

배양방법

2% glucose를 첨가한 귀리추출물 배지는 43oC로 조 된 

후 2%의 단일균주 그리고 각각 1%씩의 혼합균주를 200 mL

의 살균된 귀리추출물에 종하 으며 43oC에서 발효실험

을 하 다. 24시간 동안의 발효 에 일정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 다.

생균수 측정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9085와 

Streptococcu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 9085의 생육 

측정을 하여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0)로 

희석법에 의하여 희석된 귀리추출물 시료를 L-S differ-

ential medium(Oxoid Inc., Columbia, MD, USA)을 이용하

여 37oC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측정하 다(25).

pH와 산도

pH는 Accumet pH meter(model 805MP; Fisher Scientific 

Co., Pittsburgh, PA)로 측정하 으며 산도는 귀리추출물에 

1%의 phenolphthalein을 지시약으로 첨가한 후 0.1 N NaOH

로 정하 고 그 소비량을 이용하여 lactic acid(%)로 환산

하 다.

결과  고찰

생균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요구르트와 유사한 발효음료를 제조하기 

해 2%의 glucose를 첨가한 귀리추출물에 L. delbrueckii 

subsp. bulgaricus와 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의 혼

합균주를 이용하여 젖산발효를 시켰다. 두유의 경우에는 

Lactobacillus acidophilus를 이용하여 발효 시 천연 으로 

두에 존재하는 galactosyl-oligosaccharide의 함량이 감소

함으로써 양성이 개선되는 장 이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

었는데(17,21) 귀리에는 galactosyl-oligosaccharide가 없으

므로 우유를 원료로 한 요구르트 제조 시 사용되는 L. del-

brueckii subsp. bulgaricus와 S. salivarius subsp. thermo-

philus의 혼합균주를 선택하 다.

Fig. 1에서 보듯이 L.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는 

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를 단일균주로 발효한 것

에 비해 L. delbrueckii subsp. bulgaricus와 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를 혼합하여 귀리추출물을 발효하는 경

우에는 생육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으로 우유를 

배지로 하여 L. delbrueckii subsp. bulgaricus와 S. salivar-

ius subsp. thermophilus를 혼합하여 발효하는 경우에는 두 

Fig. 1. Changes in viable cell counts of oat extract fermented 
with single and mixed cultures of L. delbrueckii subsp. bul-
garicus  and 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

균주 간에 명확한 생육 진 상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26-28). 즉, L. delbrueckii subsp. bulgaricus에 의해 

우유의 casein이 분해되어 생성된 아미노산들이 S. salivar-

ius subsp. thermophilus의 생육을 진하게 되며, 다른 한편

으로는 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의 생육과정 에 

생성된 formic acid가 L. delbrueckii subsp. bulgaricus의 

생육을 진하기 때문에 요구르트의 제조 시 두 균주를 혼합

하여 발효하는 경우에는 단일균주에 비하여 빠르게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귀리추출물의 젖산발효에서는 L. del-

brueckii subsp. bulgaricus와 S. salivarius subsp. thermo-

philus의 두 균주 간에 생육 진 상을 찰할 수 있었으나 

그 정도는 매우 음을 알 수 있었다.

pH  산도

pH의 변화에서도 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의 경

우가 L. delbrueckii subsp.  bulgaricus보다 더 낮은 pH를 

나타내었으며, 미생물검사의 경우처럼 L. delbrueckii subsp.  

bulgaricus와 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를 혼합하여 

발효하는 경우에는 pH의 감소가 더 빠름을 알 수 있었다

(Fig. 2). 

Fig. 3에서 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에 의하여 

귀리추출물을 발효한 경우가 L. delbrueckii subsp. bulgar-

icus에 비하여 24시간 배양 후 약 1.5배 더 높은 산도를 나타

내었으며, 두 균주를 혼합하여 발효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산도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귀리추출물에 2%의 glucose를 첨가하

는데 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의 생육은 우수한 반

면 L. delbrueckii subsp.  bulgaricus의 생육은 상 으로 

활발하지 못하 다. 따라서 우유를 원료로 한 요구르트의 

경우처럼 두 균주간의 강력한 생육 진 상을 기 하기 

해서는 귀리추출물에 L. delbrueckii subsp. bulgaricus의 생

육에 필요한 양성분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우유를 원료로 제조된 요구르트의 경우에는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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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pH of oat extract fermented with single 
and mixed cultures of L.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and 
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

Fig. 3. Changes in titratable acidity of oat extract fermented 
with single and mixed cultures of L. delbrueckii subsp. bul-
garicus and 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

ppm 정도의 acetaldehyde가 발생하여 능  특성의 개선

에 기여한다고 보고하 는데(29) 젖산발효가 귀리추출물의 

휘발성성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요   약

귀리추출물에 L.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는 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를 단일균주로 발효한 것에 

비하여 L. delbrueckii subsp.  bulgaricus와 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를 혼합하여 발효하는 경우에는 미생물

균수와 산 생성이 증가하 다. pH의 변화에서도 S. salivar-

ius subsp. thermophilus의 경우가 L. delbrueckii subsp. 

bulgaricus보다 더 낮은 pH를 나타내었으며, L. delbrueckii 

subsp. bulgaricus와 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를 혼

합하여 발효하는 경우에는 pH가 더 빠르게 감소하 다. 이

러한 결과는 우유를 원료로 한 요구르트의 경우처럼 귀리추

출물의 젖산발효에서도 L. delbrueckii subsp. bulgaricus와 

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의 두 균주 간에 생육 진 

상이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매우 었다. 본 실험에서 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

의 미생물균수와 산 생성이 더 증가한 반면 pH는 더 낮은 

이유는 L. delbrueckii subsp. bulgaricus에 비하여 귀리추출

물에 더 잘 응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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