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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physiological effects of chunggukjang fermented naturally (NF-c), with Bacillus
subtilis-SKm (BS-c), with Bacillus subtilis HJ18-4 (BH-c), and with Bacillus subtilis KCCM 42923 (BK-c)
wer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fermentation were determined by protease, α-amylase and γ-GTP
activities, and additionally the amounts of amino-type and ammonia-type nitrogens. BS-c showed the highest
protease, α-amylase, and γ-GTP activities, and also amino-type nitrogen content among the four types of
chunggukjang. The ammonia-type nitrogen content in BS-c was similar to that of BK-c and NF-c. BH-c showed
the lowest enzyme activities and amino-type and ammonia-type nitrogen content. BS-c, BH-c, BK-c, and NF-c
showed a similar overall acceptability during sensory evaluation. BS-c also showed the strongest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nd anti-proliferative activities in HT-29 human colon carcinoma cells. These results sug-
gested that B. subtilis-SKm was suitable to be used as a starter to enhance the quality and effects of
chunggu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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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국장은 재래적인 방법으로 볏짚 유래의 고초균인

Bacillus subtilis를 이용하거나 삶은 콩에 Bacillus속 미생물

을 접종하여 40～42oC에서 2～3일간 발효숙성한 한국의 전

통발효식품으로 단백질, 필수아미노산 및 지방산,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등이 풍부한 식물성 고영양 식품

이다(1). 청국장은 발효과정 중에 고초균이 생산하는 효소에

의해서 구수한 맛과 냄새를 내는 동시에 원료대두의 당질과

단백질에서 유래된 levan form fructan(레반형 프럭탄)과

polyglutamate의 중합물질인 끈적끈적한 점질물을 생성한

다(2). 또한 발효과정 중에 효소의 작용으로 섬유소 및 세포

내의 당질, 단백질이 분해되어 소화율의 향상과 변비개선효

과가 있고 콜레스테롤 저하, 고혈압방지효과, 항산화효과,

항균효과, 항암효과와 혈전용해활성 등 기능성에 관련된 연

구가 많이 발표되었다(3-6).

1970년대 초반부터 청국장의 제조방법 및 성분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청국장 품질변화, 풍미

및 기호성, 점질물질, 영양성분, 고기능성 건강 발효식품 및

청국장 스타터를 이용한 제조연구 등이 보고되었다(7-10).

또한 청국장의 불쾌취 감소를 위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발효방법을 달리한 기호성 개선 연구와 스타터를 이용한 향

미개선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리활성 및 기능성에

관한 연구는 혈전용해활성이 우수한 Bacillus속 미생물 스

타터를 이용한 청국장의 발효특성 연구 및 Bacillus natto와

Bacillus licheniformis의 혼합 스타터로 제조된 청국장의 품

질 특성의 연구 등이 보고되고 있는데, 스타터에 따라 청국

장의 발효특성 및 기능성에 차이를 보인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품질 청국장을 제조하기 위해 여

러 가지 콩 발효식품 유래의 Bacillus subtilis 미생물을 스타

터로 이용하여 청국장을 제조하고, 이들의 발효특성 및 기능

성을 자연발효 청국장와 비교, 관찰함으로써 우수한 균주로

제조된 청국장의 발효특성 및 건강 기능성 증진효과를 검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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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사용 균주 및 배양

스타터로 사용된 Bacillus subtilis-SKm(KFCC11520P)

는 전라북도 순창지역의 전통 메주에서 분리하여 동정한 후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Bacillus subtilis HJ18-4는 전통 별

미장 가운에 한 종류인 생황장에서 분리, 동정된 것으로 농

촌진흥청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Bacillus subtilis

KCCM 42923는 선행연구에 의해 전라북도 순창지역의 청국

장에서 분리, 동정된 것으로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5).

각 균주는 nutrient broth(Difco Co., Detroit, MI, USA)에

접종하여 40oC에서 24～48시간 배양한 후 106 cfu/g이 되게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청국장의 제조

대두는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서 2011년 생산된 백태를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대두를 정선 및 수세하여 1.5배의 물(15
oC)에 12시간 침지한 후 autoclave(HB-506, HAN BACK

Co.,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121oC에서 30분 동안 증자

하여 50oC로 냉각하였다. 여기에 106 cfu/g 되게 희석한 각

균주 배양액을 접종하여 40oC에서 72시간 발효시켜 청국장

을 제조하였다(12). 이때 스타터를 사용한 청국장과의 비교

를 위하여 자연 발효하여 제조한 청국장을 사용하였다.

pH 및 산도

시료를 증류수로 희석하여 pH meter(TP-93, Toko

Chemical Laboratories, Tokyo, Japan)로 실온에서 측정하

였다. 산도는 AOAC 표준시험법에 따라 20배 희석한 시료를

20 mL 취하여 pH 8.4가 될 때까지 0.1 N NaOH로 적정하고,

이때 소요되는 0.1 N NaOH의 양으로 나타내었다(13).

호기성 미생물수 측정

시료를 단계별로 희석한 후 plate count agar 배지(Difco

Co.)에 100 μL씩 분주하여 도말한 후 30
o
C에서 48시간 배양

한 다음 나타난 colony를 계수하여 나타내었다.

아미노태 및 암모니아태 질소 함량 측정

아미노태는 시료를 10배 희석하여 formol법으로 측정하

였다. 즉, 시료액 20 mL에 중성 formalin 용액 20 mL를 가한

다음 pH 8.4가 될 때까지 0.1 N NaOH로 적정하여 소비된

0.1 N NaOH용액의 mL수를 측정하여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

을 계산하였다(14).

암모니아태는 시료를 40배 희석하여, AM 505-K(Asan

Pharmaceutical, Hwasung, Korea)에 의한 Indophenol법으

로 측정하였다(13)

γ-Glutamyltranspeptidase(γ-GTP)
시료를 10배 희석하여 조효소액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을

아산셋트 γ-GTP(AM158-K, Asan Pharmaceutical)를 이

용하여 5-aminolicylic acid법으로 mU/mL 단위로 측정하였

다(12).

효소 활성의 측정

Protease 활성은 0.6% casein을 기질로 하여 생성된 ty-

rosine을 Folin's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효소의 활성은 30oC

에서 1분간 생성되는 tyrosine의 μg수로 표시하였다(15). α-

Amylase 활성은 1% soluble starch를 기질로 하여 반응액을

요오드 용액으로 발색시키고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으며, 효소의 활성은 40oC에서 분해된 soluble starch의

mL수로 표시하였다(16).

관능검사

반복된 랜덤화 완전 블록 계획에 따라서 훈련된 11명의

관능요원이 각 청국장을 청국장찌개(물 500 mL, 청국장 50

g, 두부 10 g, 소금 3 g, 무 10 g)로 만들어 평가하게 하고,

이를 2회 반복 실시하였다(17). 평가항목은 주관적인 평가로

색과 종합적인 평가를 1에서 9까지 분류한 등급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1에 가까울수록 싫고, 9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객관적인 평가로는 후각적 지각인 냄새

와 미각적 지각인 단맛, 감칠맛, 종합적인 맛을 평가하였으

며, 그 정도는 1에 가까울수록 감지 불가능하고, 9에 가까울

수록 극도로 강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후각적

지각은 코로 감지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미각적 지각은

여러 차례 어금니로 씹은 후 입과 코로 감지되는 것으로 평

가하였다.

메탄올 추출물의 제조

동결건조한 청국장 시료를 마쇄하고 시료에 20배(w/v)의

메탄올을 첨가하여 12시간 교반을 3회 반복한 후 여과하여

회전식 진공농축기(EYELA,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로 농축하여 메탄올 추출물을 얻었다. 이들 추출물들

은 dimethyl sulfoxide에 적당한 농도로 희석하여 실험에 사

용하였다(12).

항산화 효과 측정

항산화 효과는 Blois 등(18)의 방법을 이용하여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효과를 측정하였다. 시료 100 μL와 150

μm DPPH(1,1-diphenyl-2-picrylhyrazyl, Sigma Co., St.

Louis, MO, USA)용액 100 μL를 96-well plate에 혼합하여

30분간 실온에 빛이 차단된 상태를 반응시킨 후 515 nm에서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Jasco, Tokyo, Ja-

pan)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암세포 배양 및 MTT assay

실험에 사용된 HT-29 인체 결장암 세포는 한국세포주은

행으로부터 분양 받아 배양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즉,

암세포를 100 unit/mL의 penicillin-streptomycin과 10%의

FBS가 함유된 RPMI 1640 medium(GIBCO, Grand Island,

NY, USA)을 사용하여 37
o
C,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

고, 배양된 각각의 암세포는 일주일에 2～3회 refeeding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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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 acidity and aerobic bacteria counts of chung-
gukjang fermented at 40oC for 72 hours with different kinds
of starter

Samples1) pH Acidity (%)
Total aerobic bacteria
count (log cfu/g)

NF-c
BS-c
BH-c
BK-c

7.4±0.01b
7.5±0.01b
5.9±0.01c
7.6±0.02a

0.8±0.00c
0.9±0.03b
1.5±0.03a
0.7±0.01d

10.0±0.02b
10.3±0.18ab
9.7±0.31c
10.6±0.22a

1)NF-c: Naturally fermented chunggukjang, BS-c: Chungguk-
jang fermented with B. subtilis-SKm, BH-c: Chunggukjang
fermented with B. subtilis HJ18-4, BK-c: Chunggukjang fer-
mented with B. subtilis KCCM 42923.
a-d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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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ontent of amino and ammonia type nitrogens and
γ-GTP activity of chunggukjang fermented at 40oC for 72
hours with different kinds of starter. NF-c: Naturally fer-
mented chunggukjang, BS-c: Chunggukjang fermented with B.
subtilis-SKm, BH-c: Chunggukjang fermented with B. subtilis
HJ18-4, BK-c: Chunggukjang fermented with B. subtilis KCCM
42923.

a-c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서, 6～7일마다 계대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배양된

암세포는 96 well plate에 well당 2×104 cells/mL이 되도록

180 μL씩 분주하고, 일정 농도로 제조한 시료 20 μL을 첨가

하여 37
o
C, 5% CO2 incubator에서 72시간 배양하였다. 여기

에 PBS를 이용하여 5 mg/mL의 농도로 제조한 MTT 용액

20 μL를 첨가하여 동일한 배양 조건에서 4시간 동안 더 배양

한 후, 생성된 formazan 결정을 DMSO에 녹여서 ELISA

reader(model 680, Bio-Rad, Hercules, CA, USA)로 54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9).

통계분석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실험군당 평균(mean)과 표준편차

(SD)로 나타내었고, Statistic Analysis System(SAS Insti-

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석(ANOVA)을 시행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각 실험군간 평균치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스타터를 이용하여 제조한 청국장의 pH, 산도 및 호기성

균수

B. subtilis-SKm, B. subtilis HJ18-4, B. subtilis KCCM

42923을 스타터로 이용하여 제조한 청국장(BS-c, BH-c, BK-

c) 및 자연발효 청국장(NF-c)의 pH, 산도 및 호기성 균수 측

정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pH는 BS-c, BK-c, NF-c가

7.4～7.6의 분포를 보인 반면, BH-c는 5.9로 가장 낮았고, 산

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Suh 등(20)의 보고

에 따르면, pH 6.25～6.84인 증자콩에 B. subtilis를 접종하여

40
o
C에서 72시간 발효시킨 청국장의 pH는 7.25～8.26의 범

위로 알칼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발효 시 생

성되는 암모니아 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BS-c, BK-c,

NF-c는 모두 정상적인 pH를 나타낸 반면, BH-c의 경우는

증자콩보다도 낮은 pH를 보였는데, 이는 B. subtilis에 의한

정상 발효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국장에서의 호기성균은 대부분이 B. subtilis라고 할 수

있고 호기성 균수는 BS-c, BH-c, BK-c, NF-c에서 10.0 log

cfu/g 대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지만, BH-c의 경우는 9.7 log

cfu/g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BH-c의 경우는 다른 청국장

들에 비해 B. subtilis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호기성 균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스타터를 이용하여 제조한 청국장의 아미노태 및 암모니

아 질소 함량과 γ-GTP 역가
Fig. 1에는 각 청국장의 아미노태 및 암모니아 질소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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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nzyme activities of chunggukjang fermented at 40oC for 72 hours with different kinds of starter. NF-c: Natu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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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γ-GTP 역가를 나타내었다.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단백

질이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된 정도를 나타내며, 청국장의 구

수한 맛과 관련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아미노태 질소 함량

은 BS-c에서 224 mg%로 4종의 청국장 중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BH-c가 112 mg%로 가장 낮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청국장들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식품공전 상의 청국장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280 mg%)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시료에서 전체적으로 아미노태

함량이 낮은 것과 다른 발효 지표들의 수치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스타터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발효환경 등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암모니아태 질소 함량 역시 BS-c, BK-c, NF-c에서는

1232～1367 μg/dL의 분포로 비슷하게 나타난데 비해, BH-c

는 486 μg/dL로 가장 낮았다. 암모니아태 질소는 단백질 분

해과정에서 탈아미노화 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며, 이것이 식

품 내에 과량 축적되면 불쾌취가 나타나지만, 발효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20). BH-c의 경우는, 일

반적인 청국장의 암모니아태 함량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을

나타내어 발효 정도가 일반 청국장에 비해 훨씬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청국장 점질물의 구성성분은 fructose와 glutamic acid가

중합된 levan form fructan과 polyglutamate(PGA)의 혼합

물질이며, PGA는 γ-GTP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γ-GTP
역가 역시 청국장의 발효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12). γ-GTP 역가는 BS-c, BH-c, BK-c, NF-c에서 각

각 128 mU/mL, 67 mU/mL, 120 mU/mL, 111 mU/mL로 나

타나 이 또한 BS-c에서 가장 높고, BH-c에서 가장 낮았다.

장류의 발효 정도 및 품질의 지표로 사용되는 아미노태

및 암모니아태 질소 함량과 γ-GTP의 역가의 결과를 관찰

한 결과, 세 가지 지표 모두 BS-c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발효

가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은 NF-c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BH-c의 경우 모든 지표가 가장 낮게

나타나, 메밀이 주원료인 생황장 유래의 B. subtilis HJ18-4

는 콩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청국장 발효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스타터를 이용하여 제조한 청국장의 효소 활성

Protease는 대두 단백질을 분해하여 펩톤, 펩타이드, 아미

노산 등을 생성하며, 청국장의 맛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효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Fig. 2에 나타난 바

와 같이 protease 활성은 4～31 unit/g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BS-c가 31 unit/g로 가장 높았고, BH-c의 경우는 가장 낮은

활성을 보였다. 이러한 protease의 활성 정도의 변화는 앞서

서술하였던 청국장의 아미노태 암모니아 질소 함량과 유사

한 경향을 보인다.

α-Amylase는 당분의 감미성분 등에 관여하여 청국장의

품질 면에서 중요한 효소라고 할 수 있다(22). 각 청국장에서

α-amylase 활성은 12～26 unit/g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BS-

c가 가장 높고 BH-c가 가장 낮은 활성을 보였다.

스타터의 종류에 따라, 발효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효소들의 활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국장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스타터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

각되어지며, B. subtilis-SKm를 청국장 등의 장류 제조 시

스타터로 사용할 경우, 장류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관능검사

네 가지 종류의 청국장으로 청국장찌개를 만들어 관능평

가를 실시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색, 냄새, 단맛, 감

칠맛, 종합적인 맛, 종합적인 평가의 여섯 가지 항목에서 4종

의 청국장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BS-c의

경우 색, 단맛, 종합적인 맛, 종합적인 평가 등 4가지 항목에

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높은 효소 활성 및 발효

정도를 나타내었던 BS-c가 관능적인 면 역시 우수함을 알

수 있었으며, 스타터의 종류가 발효식품의 품질과 생리활성

뿐 아니라 기호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98 정연비․정지강․최혜선․박건영

0

2

4

6

Color

Smell

Sweetness

Savory taste

Overall flavor

Overall acceptability

NF-c

BS-c

BH-c
B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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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methanol
extracts of chunggukjang fermented at 40oC for 72 hours with
different kinds of starter. NF-c: Naturally fermented chung-
gukjang, BS-c: Chunggukjang fermented with B. subtilis-SKm,
BH-c: Chunggukjang fermented with B. subtilis HJ18-4, BK-c:
Chunggukjang fermented with B. subtilis KCCM 42923. a-c,
A-C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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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hibitory effect of methanol extracts of chungguk-
jang fermented at 40oC for 72 hours with different kinds of
starter on HT-29 human colon carcinoma cells in MTT assay.
NF-c: Naturally fermented chunggukjang, BH-c: Chunggukjang
fermented with B. subtilis HJ18-4, BK-c: Chunggukjang fer-
mented with B. subtilis KCCM 42923. a-c, A-CMeans with the dif-
ferent letters on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PPH 소거능을 이용한 항산화 효과

스타터를 이용하여 제조한 각 청국장의 DPPH free radi-

cal 소거 효과를 측정한 결과는 Fig. 4에 나타나 있다. BS-c,

BH-c, BK-c, NF-c는 1 mg/mL 농도에서 각각 63%, 44%,

45%, 39%, 2 mg/mL 농도에서 82%, 74%, 69%, 63%의 free

radical 소거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스타터를 이용하여 제조

한 3종의 청국장 모두 NF-c보다 우수한 free radical 소거

효과를 나타내었고, BS-c가 가장 높은 소거 효과를 보였다

(p<0.05).

콩을 이용하여 제조된 발효식품은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콩 속에 함유되어 있는 isoflavone 및 유용성분의 배당체가

당이 떨어진 aglycone 형태로 변화하여 콩 자체보다 높은

생리활성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따라서 발효 정

도에 따라 isoflavone의 여러 가지 대사물질들의 함량이 달

라지고 생리활성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5). 앞서 기술한 바

와 같이, 각 청국장은 스타터 사용 유무 및 사용한 스타터의

종류에 따라 발효 정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이로 인해 대사

물질 및 생리활성에 차이를 가져오게 되며, 따라서 DPPH

free radical 소거 효과에도 위와 같은 차이를 나타낸다고

생각되어진다.

HT-29 인체 결장암 세포 성장억제 효과

HT-29 인체 결장암 세포를 이용하여 청국장의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를 측정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BS-c, BH-c,

BK-c, NF-c는 0.5 mg/mL에서 각각 43%, 28%, 35%, 31%,

1 mg/mL에서 83%, 54%, 69%, 52%의 암세포 성장억제 효

과를 나타내어 free radical 소거 효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

내었으며, 역시 BS-c가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역시, 스타터의 종류에 따른 발효 정도의 차이에서 기

인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Ryu 등(24)의 연구에 의하면 순창 민속마을에서 판매되

는 대표적인 전통 청국장들은 1 mg/mL 농도에서 44～86%

의 암세포 성장 저해율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와 비교하

였을 때 BS-c는 상당히 높은 저해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타터의 종류에 따라 장류의 기능성도 차이를 나타

내며, B. subtilis-SKm는 장류의 품질 및 건강기능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우수 스타터로, 청국장 발효 및 장류 산업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B. subtilis-SKm, B. subtilis HJ18-4, B. subtilis KCCM

42923을 스타터로 이용하여 40oC에서 72시간 발효시켜 청국

장(BS-c, BH-c, BK-c)을 제조하였으며, 이때 자연 발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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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조한 청국장(NF-c)과 함께 발효 특성을 비교, 관찰하

였다. pH는 BS-c, BK-c 및 NF-c에서 7.6으로 비슷하게 나

타났고, BH-c가 5.9로 가장 낮았다. 호기성 균수는 BS-c,

BK-c, NF-c에서 10.0 log cfu/g대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BH-c의 경우는 9.7 log cfu/g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아미

노태 및 암모니아태 질소 함량과 γ-GTP의 역가의 결과를

관찰한 결과, 모두 BS-c에서 높게 나타나 발효가 가장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BH-c의 경우 발효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Protease와 α-amylase 활성 역시

BS-c에서 높게 나타났다. 관능평가에서는 4종의 청국장이

대체로 비슷한 기호도를 나타냈으나, 종합적인 맛과 종합적

인 평가에서 BS-c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DPPH free radical 소거 효과와 HT-29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는 스타터를 이용하여 제조된 청국장인 BS-c, BH-c,

BK-c가 NF-c에 비해 우수한 효과를 보였으며, 역시 BS-c

가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스타터의 종류에 따

라 청국장의 품질 및 기능성에 차이가 나타나며, B. sub-

tilis-SKm을 스타터로 이용할 경우 청국장의 품질 및 기능

성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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