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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분자 와인 제조를 한 바이오제닉 아민 비생성 효모의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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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ing of Biogenic Amine Non-Producing Yeast and Optimization of Culture 
Conditions Using Statistical Method for Manufacturing Black Raspberry Wine 

Hee-Jong Yang, Su-Ji Jeong, Seong-Yeop Jeong, Ju-Hee Heo, and Do-Youn Jeong

Microbial Institute for Fermentation Industry

ABSTRACT Rubus coreanus is known as Korean black raspberry, native to Korea, Japan, and China. Preliminary 
studies evaluating their potential for cancer treatment in mammalian test systems are ongoing. In recent years, interest 
has been renewed due to their high levels of anthocyanins. Anthocyanins in black raspberry are important due to 
their potential health benefits as dietary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compound, and as a chemopreventive agent. 
In the present study, Saccharomyces cerevisiae BA29 was isolated from black raspberry fruit and fruit juice as a 
biogenic amine non-producing strain for manufacturing of black raspberry wine, after which we investigated its charac-
teristics: biogenic amine-producing ability, cell growth ability, alcohol-fermentation ability, and resistance to alcohol, 
glucose, and sulfur dioxide. Based on preliminary experiments, we optimized culture medium compositions for improv-
ing dried cell weight of S. cerevisiae BA29 by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as a statistical method. Design 
for RSM used a central composite design, and molasses with the industrial applicability was used as a carbon source.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we obtained optimum values as follows: molasses 200 g/L, peptone 30 g/L, and yeast 
extract 40 g/L. For the model verification, we confirmed about 3-fold improvement of dried cell weight from 6.39 
to 20.9167 g/L compared to basal yeast peptone dextrose medium. Finally, we manufactured black raspberry wine 
using S. cerevisiae BA29 and produced alcohol of 20.33%. In conclusion, S. cerevisiae isolated from black raspberry 
fruit and juices has a great potential in the fermentation of black raspberry w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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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서양화된 식습관에 의해 암,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식품으로부터 얻어지는 유

효성분에 의한 건강증진 효과 및 질병예방의 효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특히 천연식품 소재에 함

유된 기능 성분을 규명하여 고부가가치 식품 소재 및 건강기

능성 식품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여러 측면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복분자, 블루베리, 오디와 같은 대표적인 베리류 과

실의 생산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만성질환의 지연

이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식품 소재로 인정을 

받으면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2).

복분자(Rubus coreanus)는 장미과에 속하는 산딸기의 

일종으로 1960년대 말 북미산 품종이 국내에 도입되어 전라

북도 고창군을 중심으로 재배되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 

재배되고 있다. 국내 복분자 시장은 매년 11,000톤 이상의 

생과가 수확되고 있으며, 생산되는 복분자 대부분 유통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재배 농가의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3), 복분자 생과의 경우 다른 과실에 비해 당도

가 낮고 신맛이 강해 생과 자체로 섭취하기보다는 설탕을 

첨가하여 엑기스나 발효주를 제조해 섭취하는 경우가 대다

수이다. 또한 수분 함량이 높고 껍질이 얇아 실온 보관 시에

는 부패가 쉬우며 냉동을 제외하고는 생과의 저장이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어(4,5) 복분자를 원료로 이용한 식빵(6), 초

콜릿(7), 젤리(8), 드레싱(9), 요구르트(10), 복분자주(11) 

등과 같은 응용식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인지도 

및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복분자 

가공제품으로는 복분자주로 보고되었다(10).

복분자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분자에는 대표적인 천연수용성 

anthocyanin 색소를 함유하고 있어 여러 기능성에 대한 연

구를 기반으로 효능이 입증되면서 과실을 이용한 과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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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주를 제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식품에 적용하여 건강기

능식품을 개발하는 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2). 또한 각종 

유기산과 P, Fe, K 등 다양한 무기질 성분 및 vitamin C 

등과 같은 영양성분과 triterpenoids 및 tannin류, fla-

vonoids, phenolic acids 등의 유용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

고 있어(13,14) 항고혈압 활성능(15), 여드름 원인균으로 

알려진 Propionibacterium acne와 Staphylococcus epi-

dermidis에 대한 항균 활성(16), 기억력 감퇴의 개선 효과

(17), 항암 및 항스트레스 효과(18), 항염증 효과(19), 항산

화 및 면역증진 효과(20) 등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복분자주와 같은 과실 발효주의 제조 시 품질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원료이지만 원료를 발효시킬 때 

사용하는 발효종국인 효모에 따라서도 발효주의 품질이 높

아지거나 낮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맛과 품질이 우수한 복분

자주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복분자주에 적합한 효모를 사용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11). 과실주 발효에 사용되는 대표

적인 효모는 알코올 생성능이 우수하다고 보고된 Saccha-

romyces cerevisiae로 예전부터 포도주 생산에 사용되어

왔다(21).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시판 및 사용되고 있는 S. 

cerevisiae의 원산지는 대부분 프랑스 또는 중국이며, 우리

나라의 토종발효 효모의 개발 및 보급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

다. 또한 수입와인에 비해 우리나라 과실 발효주의 경우 제

품의 규격이나 품질관리 및 선호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

로 식품으로서 안전성과 품질의 개선에 대한 연구와 토종발

효 효모의 발굴이 시급하다. 

식품으로서의 안전성과 품질 개선을 좌우하는 인자로는 

발효주와 각종 발효식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biogenic amine

이 있으며, 이것은 주로 살아있는 미생물의 amino acid de-

carboxylase 작용에 의해 생성된다(22). 와인 제조와 같은 

알코올 발효과정 중에 나타나는 biogenic amine 중에 his-

tamine과 cadaverine, putrescine 등이 다소 높은 농도로 

생성되는데(23) 이는 인체의 생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

수대사 물질이지만 식품에서 과량으로 섭취했을 시에는 체

내에서 독성을 나타낸다. Biogenic amine과 같은 독성물질

의 심각성을 인지해 미국 FDA의 경우 수산물에서 hista-

mine 50 mg/kg, tyramine 100 mg/kg으로 총 biogenic 

amines 1,000 mg/kg을 수산식품의 잔류허용기준규격으로 

제한하였고, 유럽연합(EU)의 경우 histamine 100 mg/kg으

로 총 biogenic amines 300 mg/kg을 수산물의 잔류허용기

준으로 제한하고 있지만(24) 국내에는 아직까지 기준 규격

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에서

도 발효식품 및 수산물을 중심으로 biogenic amines 잔류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연구와 biogenic amine 저감화 관

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머지않아 식품 내 bio-

genic amine 잔류허용기준규격 제한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종효모의 발굴만큼 중요한 사항으로 산업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균주의 생리적 특성을 최고로 이용하기 

위해 온도 및 배양시간과 같은 배양조건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배지의 최적화를 통해 효모의 

균체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25). 현재 균주의 

발효 및 생산 공정에서 배양조건과 생산배지의 조성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는 데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으로 통계학적 

분석법인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이 사용되고 있으며(26), 이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호작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27).

따라서 본 연구는 복분자주에 적용 가능한 알코올 생성능

이 우수하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biogenic amine을 생성

하지 않는 토종발효 효모를 선별하고, 통계학적 기법인 반응

표면분석법을 이용하여 효모의 균체 대량생산을 위한 최적

의 배지조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효모의 분리 및 복분자 와인 제조를 위한 복분자 과실은 

2014년 전라북도 순창으로부터 재배된 생과를 구매하여 

blender(Waring, Torrington, CT, USA)를 이용하여 마쇄

한 후 사용하였고, 순창군 쌍치면 농가에서 재배하여 제조한 

복분자 엑기스를 추가로 구매하여 효모 분리에 사용하였다. 

와인 발효 시 보당용 정백당으로는 백설탕(Cheijedang,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효모의 분리 및 배양조건

복분자 및 복분자 엑기스로부터 효모를 분리하기 위하여 

각 시료 원액을 멸균증류수에 십진법으로 희석한 후 200 

μL를 취하여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항생제인 0.25% 

penicillin-streptomycin(Gibco, Grand Island, NY, USA)

을 첨가한 YM Broth(Difco, Detroit, MI, USA) 고체배지에 

도말하여 30°C에서 24시간 배양하면서 효모를 분리하였다. 

분리 효모는 백금이를 이용하여 YM 평판배지에 획선 도말

한 후 30°C에서 2일간 배양하였다. 순수 분리된 효모 균주

는 콜로니를 Yeast Peptone Dextrose(YPD: 1.0% yeast 

extract, 2.0% peptone, 2.0% dextrose) 액체배지에 접종

한 후 30°C shaking incubator(VS-1203P3V, Vision 

Scientific Co., Ltd., Daejeon, Korea)에서 2일간 배양한 

다음 12,000 rpm, 4°C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균체와 

상등액으로 나눈 후 멸균된 20% glycerol을 첨가하여 

-80°C에 보관하여 다음 연구에 사용하였다.

가스 생성능을 갖는 효모의 분리

가스 생성능을 갖는 효모의 선별은 van Dijken 등(28)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Test tube에 10 mL의 20% 

glucose를 함유한 YM 액체배지와 듀람관을 넣고 121°C에

서 15분간 멸균한 후 분리한 효모의 배양액 2%를 접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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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erating conditions of HPLC for alcohol producing ability, glucose concentration, and biogenic amine analysis
Operating conditions for biogenic amine analysis
Instrument
Column
Detector
Mobile phase

Gradient condition

Flow rate
Temperature
Injection volume

Agilent 12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
CapcellPak C18 Column
DAD detector (254 nm)
A: 0.1% formic acid in H2O
B: 0.1% formic acid in ACN
A:B=45:55, 0∼10 min
A:B=35:65, 10∼15 min 
A:B=20:80, 15∼20 min
A:B=10:90, 20∼30 min
A:B=10:90, 40 min over
1 mL/min
40°C
20 μL

Operating conditions for alcohol producing ability and glucose concentration analysis
Instrument
Column
Detector
Mobile phase
Flow rate
Temperature
Injection volume

Agilent 12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Aminex HPX 87H column, 300×7.8 mm (Bio-Rad, Hercules, CA, USA)
RID detector, DAD detector (210 nm)
5 mM sulfuric acid in H2O
0.6 mL/min
65°C
10 μL

교반 없이 25°C에서 2일간 배양하여 가스 생성 여부를 확인

하였다. 또한 선별 효모의 배양 상등액을 0.45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Table 1의 분석조건에 따라 알코올 생성

능이 우수한 효모 균주를 선별하였다. 

Biogenic amine 분석

Biogenic amine 표준품(histamine, tyramine≥99.0%)

과 유도물질 dansyl chloride, 내부표준물질 1,7-diamino-

heptane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proline과 0.1 N HCl은 Samchun(Seoul, Korea), acetoni-

trile은 Mallinckrodt J. T. Baker(Phillipsburg, NJ, USA)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각 표준품 및 내부표준물질은 

0.1 N HCl에 녹여 약 1,000 mg/L가 되도록 한 것을 십진법

으로 희석하여 표준용액으로 사용하였다. 복분자 와인의 

biogenic amine의 검출은 Jeong 등(29)의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제조한 복분자 와인 5 mL에 0.1 

N HCl 25 mL를 넣고 균질화시킨 후 4,500 rpm, 4°C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취하였으며, 침전물에 0.1 

N HCl을 다시 가한 후 위 조작을 1회 더 반복하여 얻은 상등

액을 합쳐 부피가 50 mL 되도록 하였다. 추출용액 1 mL와 

혼합표준용액 1 mL를 각각 취하여 내부표준물질(1,7-dia-

minoheptane, 100 mg/L) 0.1 mL와 포화탄산나트륨(46 g/ 

100 mL) 0.5 mL, 1% dansyl chloride 아세톤용액 0.8 mL

를 가하여 혼합하였다. 혼합용액은 45°C에서 1시간 유도체

화를 거친 후 10% proline 용액 0.5 mL를 가하여 과잉의 

danyl chloride를 제거하고, ethyl ether(Samchun) 5 mL

를 가하여 분액한 뒤 상등액을 취하여 질소농축 하였다. 

Acetonitrile 1 mL로 정용한 뒤 0.45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기기분석 조건은 Table 

1과 같다.

선별 효모의 동정

DNA의 추출은 선별한 효모 균주를 YPD broth에 접종하

여 30°C에서 2일간 배양한 후 원심분리 하여 ZR Fungal/ 

Bacterial DNA miniPrep kit(Zymo Research Corp., 

Irvine, CA, USA)을 이용하여 DNA를 추출하였다. DNA의 

증폭은 18S rRNA 단편을 증폭하기 위하여 universal pri-

mer ITS 1(5'-TCC GTA GGT GAA CCT GCG G-3'), ITS 

4(5'-TCC TCC GCT TAT TGA TAT GC-3')를 사용하여 

Lee 등(30)의 방법을 따라 PCR 반응을 실시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의 염기서열 분석은 코스모진텍(Seoul, Korea)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염기서열은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NCBI, Bethesda, MD, 

USA)의 BLAST를 사용하여 분석한 18S rRNA 단편의 유

전자 염기서열 상동성을 근거로 동정하였다. 또한 분리된 

효모 균주들의 생화학적 동정을 위하여 19가지 탄수화물의 

이용성으로 효모를 동정하는 API 20C AUX kit(Bio- 

Merieux, Marcy-l'Etoile, France)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선별 효모의 균체 성장 및 알코올 생성능

선별한 효모의 시간에 따른 균체 및 알코올 생성능 분석을 

위하여 YPD 액체배지에 선별한 효모를 접종하여 30°C 

shaking incubator에서 150 rpm, 2일간 배양한 후 알코올 

생성과 균체 성장의 조사를 위한 전 배양을 실시하였다. 알코

올 생성능 조사를 위한 배지는 24% glucose가 함유된 YPD 

액체배지를 사용하였고 균체 성장의 조사를 위한 배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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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cose가 함유된 YPD 액체배지를 사용하였으며, 각 액체 

배지에 전배양액 2%를 접종한 후 30°C, 200 rpm에서 36시

간 동안 배양하였다. 시간에 따른 균체 및 알코올 생성능의 

조사를 위하여 2시간 단위로 시료를 취하여 건조 균체량, 

알코올 생성능, 흡광도, glucose 농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건조 균체량의 측정을 위하여 10 mL의 배양액은 1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분리된 균체를 증류수로 

3회 세척하고 80°C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 후 무게

를 측정하였다. 또한 건조 균체량과 비교를 위한 흡광도의 

측정은 배양액 1 mL를 회수하여 1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증류수에 3회 세척하고 멸균 증류수 1 mL에 

재 부유하여 660 nm에서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UV/ 

VIS spectrophotometer, SPECORD 200, Analytik Jena, 

Jena, Germany)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였

다. 알코올 및 glucose 농도는 배양 상등액을 Table 1에 

따른 조건 하에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에 필요

한 표준 시약 및 기타 시약은 모두 Sigma-Aldrich Co.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실험구는 3회 반복 실험을 통

하여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선별 효모의 아황산, 알코올, 당 내성 조사

선별 효모의 아황산에 대한 내성 분석을 위하여 아황산에 

의한 효모의 생육 저해 정도를 조사하였다. 아황산의 함량이 

100, 200, 300 ppm이 되게 potassium metabisulfite 

(K2S2O5, 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를 

YPD 액체배지에 첨가한 후 종배양액 2%(v/v)를 접종하여 

30oC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여 건조 균체량 측정 방법에 

따라 균체량을 조사하였다. 당 내성은 3, 30, 40, 50%의 포

도당을 함유한 YPD 액체배지에 종배양액 2%(v/v)를 접종

한 후 30°C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여 건조 균체량을 조사

하였고, 알코올 내성의 조사를 위해 0, 8, 14, 20%(v/v)의 

무수에탄올(Sigma-Aldrich Co.)을 첨가한 YPD 액체배지

에 2%(v/v)의 종배양액을 접종하여 30°C에서 72시간 배양

한 후 건조 균체량을 측정하였다.

균체량 증가를 위한 실험계획

효모 균체량 증가를 위한 배지성분의 최적 농도를 결정하

기 위해 배지 성분 각각의 농도 변화가 균체 생산성에 미치

는 영향을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최적화

를 수행하였다. 반응표면분석법은 발효공정과 생산공정의 

최적화를 수행하는 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방법으로 실험계

획법은 중심합성계획법(CCD, central composite design)

을 적용하였다. 배지 조성에 대한 실험은 균체량 생산에 중

요한 독립변수로 고려되는 인자, 즉 예비실험을 통하여 선별

한 molasses(g/L, X1), peptone(g/L, X2), yeast extract 

(g/L, X3)에 대한 중심값과 범위를 설정하여 각각을 -2, -1, 

0, 1, 2의 5개 수준으로 부호화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의 영향

을 받는 종속변수(Y), 즉 균체량을 측정하여 그 값을 회귀분

석에 사용하였다. 3회(중심점 3회) 반복 실험하여 평균값을 

회귀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이때 3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에 대한 2차 회귀 모형식은 아래와 같다. 

Y=β0+β1x1+β2x2+β3x3+β11x1x1+β21x2x1+β22x2x2+

β31x3x1+β32x3x2+β33x3x3

여기에서 Y는 종속변수, x1, x2, x3은 독립변수이며, β0은 

절편, βx는 회귀계수이다. 회귀 분석에 의한 모델식의 예측

은 Design Expert 9.0(Version 9.0.3.1, Stat-Ease Inc., 

Minneapolis, MN, USA)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

고, 회귀분석 결과 임계점을 분석하여 최고 균체 생산을 위

한 각 배지 성분의 최적 농도를 결정하였다. 

복분자 와인의 제조

복분자 와인을 제조하기 위해 앞서 최적화한 액체배지에 

선별한 효모를 접종하여 30°C shaking incubator에서 150 

rpm, 1일간 배양한 후 와인 제조를 위한 스타터를 제조하였

다. 복분자 발효액은 복분자 과실을 분쇄하여 여과지

(Whatman filter paper No. 2, Clifton, UK)로 여과한 원액

에 백설탕을 첨가하여 당도를 12°Brix로 조정하고 여과하

여 고형분을 제거한 다음 살균한 것을 사용하였다. 복분자 

발효액에 앞서 배양한 효모 2%(v/v)를 접종하고 30°C에서 

150 rpm으로 2일간 진탕 배양하여 주모로 사용하였다. 베

리류 와인의 제조는 복분자 발효액에 백설탕을 가당하여 

22°Brix가 되도록 한 후 멸균하고 급냉하여 선별 효모의 

주모를 2%(v/v) 접종한 다음 25~30°C에서 5일간 발효하였

고, 7일간 숙성 기간을 거쳐 제조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가스 생성능을 갖는 효모의 분리

와인과 같은 베리류의 알코올 발효에는 다양한 미생물들

이 관여하고 있으며 복잡한 화학적 단계를 반복하면서 미생

물들 간 다양한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많은 해외 국가에

서는 와인의 제조를 위하여 S. cerevisiae를 스타터로 사용

하여 와인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알코올 발효능이 

우수하고 와인 제조 시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효모의 선

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1). 따라서 효모 균주의 

분리를 위하여 베리류 과실 및 엑기스로부터 약 300여 종의 

효모 분리주를 선별하였고, 선별 분리주는 다음 연구의 진행

을 위해 -20°C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선별한 300여 종의 

분리주를 대상으로 알코올 발효능이 우수한 효모의 1차 선

별을 위하여 durham tube test를 통하여 가스 생성능을 조

사하였고, 그 결과 110종의 가스 생성 효모를 선별하였다. 

하지만 van Dijken 등(28)의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효모

들은 가스를 생성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알코올을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추가로 HPLC 분석을 통하여 알코

올 생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최종적으로 10종의 효모가 추

가된 120종의 효모를 선별하였고 이 중에서 5% 이상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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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of biogenic amine contents for the selection of strains employed in manufacturing black raspberry wine

Strains Species
Biogenic amine (mg/L)

Tyramine Histamine Putrescine Cadaverine
Control1)

BA 29
BA 31
BA 32
BA 33
BA 34

－
S. cerevisiae
S. cerevisiae
S. cerevisiae
S. cerevisiae
S. cerevisiae

 ND2)

ND
ND
NQ
NQ
ND

4.20±0.01
NQ
ND
ND
NQ
NQ

ND
ND
ND
ND
ND
ND

 NQ3)

ND
1.04±0.11 

NQ
ND
ND

Data was calcula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3).
1)Natural mulberry juice as negative control.
2)ND: not detected. 3)NQ: not quantified (value under the limit of detection).

Table 3. Assimilation of carbon substrate for BA29 strain by
using API 20C AUX
Carbon substrate BA29 Carbon substrate BA29
Control
D-Glucose
Glycerol
Calcium 2-keto-

gluconate
L-Arabinose
D-Xylose
Adonitol
Xylitol
D-Galactose
Inositol
D-Sorbitol

－
+
－
－
－
－
－
－
+
－
－

Methyl-αD-
glucopyranoside

N-Acetyl-glucosamine
D-Cellobiose
D-Lactose 

(bovine origin)
D-Maltose
Sucrose
D-Trehalose
D-Melezitose
D-Raffinose
Pseudohyphae

－
－
－
－
+
+
+
－
+
－

코올 생성능을 갖는 5종의 효모를 선별하였다. 

Biogenic amine 비생성 효모의 선별

Biogenic amine은 와인 등 음료나 발효식품 등 다양한 

식품에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포도나 포도 착즙액 자체에 

존재하여 와인 및 발효주에서 biogenic amine의 검출이 빈

번히 발생하고 있다(23). 복분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과실 

자체에 대한 biogenic amine의 검출에 대한 연구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복분자를 이용하여 제조한 와인에서는 

histamine, tyramine 등이 검출되었다(32). 또한 알코올 발

효 동안 다양한 효모 및 유산균과 같은 미생물에 의해 생성

되기도 하며(33), biogenic amine이 식품 내 존재할 경우 

매스꺼움, 구토, 고혈압, 두통과 같은 증상을 유발한다고 보

고되고 있다(34-36). Önal(37)은 histamine, tyramine, pu-

trescine, cadaverine 등이 포도주에서 검출됨을 확인하였

으며 검출된 5종의 biogenic amine은 인체 내 유해한 물질

로써 심각성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앞서 선별한 5종의 효모

를 대상으로 하여 histamine, tyramine, putrescine, ca-

daverine에 대한 biogenic amine 생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대조구로는 앞서 알려진 바와 같이 베리류 과실 자체에 존재

하는 biogenic amine의 검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베리류의 

착즙액을 사용하였고, 복분자 와인을 제조하여 선별 효모에 

의한 biogenic amine의 생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과실 자체에는 4.20 mg/L의 histamine

이 검출되어 Vasantha Rupasinghe와 Clegg(32)의 결과와 

동일하게 과실 자체에도 histamine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고, 선별 균주를 이용하여 제조한 복분자 와인에서는 

tyramine 또는 histamine이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정량이 

되지 않는 미비한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선별 효모 모두 pu-

trescine은 생성하지 않았고 cadaverine의 경우 BA31 균

주에서만 1.04 mg/L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BA29 균주의 

경우 복분자 와인 발효 시 4종의 biogenic amine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선 알코올 발효능과 biogenic 

amine 생성 여부 결과를 비교하여 복분자 와인 제조에 가장 

적합한 효모로 BA29를 선정하였다.

분리 효모의 동정

분리 효모의 동정을 위하여 추출한 genomic DNA의 PCR 

증폭을 실시하였고 18S rRNA ITS 영역의 염기서열을 분석

하였다. 분석된 염기서열은 NCBI의 BLAST 검색을 통하여 

기존 효모의 염기서열과 상동성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분

리 효모는 S. cerevisiae로 동정되었고, S. cerevisiae BA29

로 명명하였다. 또한 선별한 BA29의 당 이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API 20C AUX kit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BA29는 

maltose와 sucrose, galactose, glucose의 이용성이 높은 

S. cerevisiae B1 type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최종 선별된 BA29 균주는 한국미생물보존센터

(KCCM, 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 

Seoul, Korea)에 S. cerevisiae BA29 KCCM 11507P로 

기탁하였다.

선별 효모의 균체 성장 및 알코올 발효능

선별 효모 S. cerevisiae BA29를 3%의 glucose를 함유

한 YPD 액체배지에 배양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glucose 

농도, ethanol 생성량, 흡광도 및 건조 균체량(dried cell 

weight)의 변화를 조사하였다(Fig. 1A). 균체의 성장은 lag 

phase가 4~6시간이었으며 stationary phase는 10~12시

간이었다. Glucose는 배양 4시간부터 급속히 소모되어 10

시간만에 완전히 소모되었으며 균체량은 16시간에 6.02 

g/L를 기록하였고 이후 균체량이 서서히 증가하거나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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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time course profile of cell growth and alcohol fermentation ability. (A) Time course profile of dried cell weight, contents 
of ethanol, and consumption of sugar by S. cerevisiae BA29 cultivated in YPD medium (as basal medium) at 30oC with 150 
rpm. (B) Time course profile of dried cell weight, contents of ethanol, and consumption of sugar by S. cerevisiae BA29 cultivated 
in YPD 24 medium (as medium for alcohol fermenting ability) at 30oC with 150 rpm. Th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in triplicate. 
○, concentration of glucose; ▲, dried cell weight; △, contents of ethanol; ●, absorbance 660 nm. 

는 형태인 log phase를 나타내며 20시간에 최대 균체량인 

6.39 g/L를 나타내었다. 균체량과 비교를 위한 흡광도의 경

우에도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동일한 배지에서 배양

한 Kim 등(27)의 11.59 g/L와 비교하여 균체의 성장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배양기간 중 알코올 함량은 10시간에 가장 

높은 1.91%의 알코올 생성량을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알코

올의 생성량은 기본적으로 당 대사 과정 중 탄소원의 함량에 

의해 알코올 생성량이 좌우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2% glu-

cose 함유 배지에서는 높은 수치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판단

된다. 알코올 발효능의 경우 Ju 등(38)이 11 mg/mL의 알코

올을 생성한다고 보고한 24%의 glucose가 첨가된 YPD 24 

액체배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25시간 배양을 완료하였

을 때 생산된 알코올은 13.696%의 최대 알코올 생산량을 

보였으며 이후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Glucose의 경

우 29시간에 완전히 소모되었고 균체량은 기본 생장 배지에

서 배양(6.39 g/L)하였을 때보다 약 3배 증가한 19.51 g/L

의 균체량을 29시간에 나타내었다(Fig. 1B). 

알코올, 당 및 아황산 저항성 여부 조사 

S. cerevisiae 균주의 종균 배양은 아로마틱 향기 성분의 

생산과 아황산 및 알코올 내성의 증가로 인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표 알코올 발효용 균주이다. 알코올, 당, 아황산 

저항성은 특히 포도 와인의 제조과정에서 고농도의 포도당

과 알코올 및 아황산이 저장 기간 및 알코올 발효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첨가되기 때문에 와인 제조를 위한 효모로

는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선별한 BA29 균주의 복분자 

와인 제조를 위한 효모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균

주의 알코올, 당 및 아황산 내성을 수행하였다. BA29 균주의 

알코올 내성 조사를 위해 무수 에탄올 0, 8, 14, 20%를 일반 

효모 배양 배지인 YPD 액체배지에 첨가하여 건조 균체량을 

조사한 결과는 Fig. 2A와 같으며, 8%를 첨가한 실험구에서

는 대조구(8.1133 g/L)에 비하여 3.5167 g/L로 감소하였으

며, 고농도 첨가구에서는 거의 생장하지는 못하여 초기 낮은 

glucose의 농도와 높은 ethanol의 농도에서는 S. cerevisiae

가 거의 생장하지 못한다는 Rhee 등(39)의 보고와 일치하였

다. 당 내성은 Fig. 2B와 같으며 대조구인 YPD 액체 배지의 

균체량 8.6 g/L보다 30%의 glucose를 첨가한 실험구에서

는 12.19 g/L로 약 2배가량 크게 증가하였으나, 40%와 

50%의 glucose가 첨가된 실험구에서는 5.73 g/L와 0.12 

g/L로 감소하였다. Calado 등(40)이 보고한 바이오매스 생

산량의 감소와 당의 고농도 첨가에 따른 배양 배지에서의 

물 순환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건조 균체량 또한 감소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는 보고와도 일치하였다. 아황산은 식품 및 

음료와 약품 보존의 용도로 첨가되는 물질로 산화 방지 및 

항균 효과와 갈변 방지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와인

의 제조에도 산화 방지와 선택적 유해 미생물 억제능을 위하

여 사용되고 있어 효모는 와인 제조를 위해 아황산 내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현재 국내 식품 규격상 350 mg/L의 

첨가 허용 규격에 맞추어 100, 200, 300 ppm의 아황산을 

첨가하여 BA29 균주의 아황산 내성을 조사하였다(Fig. 2C). 

아황산 첨가에 따라 BA29 균주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

한 균체량을 나타내고 있어 우수한 아황산 내성을 지닌 효모

임을 확인하였다.

균체량 증가를 위한 배지 조성의 최적화

S. cerevisiae BA29의 균체량 증가를 위한 배지 조성의 

최적화는 발효공정의 최적화를 수행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반응표면분석법을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실험계획은 중심합성계획을 적용하여 최적 배지 농도를 결

정하였다. 최적 배양조건 확립을 위한 배지로는 앞선 균체 

성장에서 6.39 g/L의 최대 균체량을 나타낸 기본 YPD 액체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탄소원의 경우 예비실험 및 앞선 연구 

논문의 조사를 통해 확인한 glucose 대신 molasses(Mauri-

tius Sugar Syndicate, Port Louis, Mauritius)를 사용하였

다. Molasses는 균체량 증가를 위한 산업적 응용을 위해 

사용되는 대체 탄소원으로 미생물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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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istance according to different concentrations of etha-
nol, glucose, and sulfur dioxide. Resistance of S. cerevisiae
BA29 strain was expressed as a dried cell weight (g/L) after 
cultured at 30oC with 200 rpm for 35 h in YPD medium contain-
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 ethanol, glucose, and sulfur 
dioxide. (A) Resistance of S. cerevisiae according to different 
concentration of ethanol (0%, 8%, 14%, and 20%). (B) Resist-
ance of S. cerevisiae according to different concentration of glu-
cose (3%, 30%, 40%, and 50%). (C) Resistance of S. cerevisiae 
according to different concentration of sulfur dioxide (0 ppm, 
100 ppm, 200 ppm, and 300 ppm). Th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in triplicate.

Table 4. Range of variables at different levels, experiment de-
sign, and results for dried cell weight using three factors

Factors Symbol
(unit)

Coded values
-2 -1 0 +1 +2

Molasses
Peptone
Yeast extract

X1 (g/L)
X2 (g/L)
X3 (g/L)

20
10
10

80
30
20

140
 50
 30

200
 70
 40

260
 90
 50

Runs Molasses,
X1

Peptone,
X2

Yeast extract, 
X3

Response1), 
Y (g/L)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0
1
0
0

-1
0
1
2
1

-1
0

-2
-1
0
1
0

-1

2
1
0
0

-1
-2
-1
0

-1
1
0
0

-1
0
1
0
1

0
-1
-2
0
1
0
1
0

-1
-1
0
0

-1
2
1
0
1

13.74
19.03
16.21
17.57
10.82
21.19
21.41
16.57
23.36
11.00
17.39
 5.77
12.68
15.17
18.51
17.61
10.20

Dried cell weight by S. cerevisiae BA29 strain was cultivated 
at 30°C with 150 rpm for 35 h. Th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in triplicate. 
1)Responses were dried cell weight from S. cerevisiae. 

이 풍부하며, pH 5.0의 점성이 높은 비정제 사탕수수당으로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41). 또한 탄소, 질소, 인, 

염, 철 성분이 64, 6, 0.3, 0.33, 5.5%씩 함유되어 있고 미네

랄원소가 풍부하며, 비질소 화합물을 2~8% 함유하고 있고 

발효 대상 미생물에 무독하여 최근 널리 사용되는 대체 탄소

원이다. 따라서 BA29의 균체 성장 및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

기 위하여 탄소원 glucose를 molasses로 대체하고 앞선 연

구를 통하여 각 독립변수의 범위를 결정하고 실험계획을 설

정하였다. 

효모의 균체량 증가를 위하여 molasses(X1), peptone 

(X2), yeast extract(X3)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5단계로 부

호화하여 건조 균체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중심합성계획법

으로 최적화를 실시하였다(Table 4). 3가지 독립변수의 조

합에 대한 종속변수의 반응값은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반응값에 대한 회귀분석의 모델식 예측은 Design expert 

program을 이용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R-square(결정계

수)는 0.9721로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어 5% 이내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고, 전체 모델의 유의확률이 

0.0001로 0.05보다 작으므로 가정된 실험모형이 자료에 적

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변동계수(CV, coffeicient of var-

iation)는 6.84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균체량 

생산에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변수들 간의 상

호작용도 매우 높음을 나타내었다(Table 5). 균체량에 대한 

반응표면 회귀식은 아래와 같이 분석되었다. 

Y=15.82884+3.21146X1-1.13063X2-0.075622X3-

0.78125X1X20.23041X1X3-0.52458X2X3-

1.41015X1
2-0.30402X2

2+0.59194X3
2



바이오제닉 아민 비생성 효모의 선별 및 배양조건 최적화 599

Table 5. Analysis of variance (ANOVA) for experimental results of the maximal dried cell weight design of S. cerevisiae BA29 strain

Source Coefficient 
estimate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Standard 
error F-value P-value,

Prob> F1)

Model
X1 (molasses)
X2 (peptone)
X3 (yeast extract)
X1X2

X1X3

X2X3

X1
2

X2
2

X3
2

Residual
Lack of fit
Pure error
Cor total2)

15.83
 3.21
-1.13
-0.076
-0.78
-0.23
-0.52
-1.41
 0.30
 0.59

269.01
165.02
 20.45
 0.092
  4.88
  0.42
  2.20
 38.51
  1.79
  6.79
  7.72
  6.44
  1.28
276.72

 9
 1
 1
 1
 1
 1
 1
 1
 1
 1
 7
 5
 2
16

 29.89
165.02
 20.45
 0.092
  4.88
  0.42
  2.20
 38.51
  1.79
  6.79
  1.10
  1.29
  0.64

0.58
0.26
0.26
0.26
0.37
0.37
0.37
0.24
0.24
0.24

 27.11
149.66
 18.55
 0.083
  4.43
  0.39
  2.00
 34.93
  1.62
  6.15
  2.01

0.0001
<0.0001

0.0035
0.7816
0.0734
0.5545
0.2005
0.0006
0.2433
0.0422
0.3646

Standard deviation
Mean
Coefficient of variation

 1.05
15.34
 6.84

Press3)

R-squared
Adjusted R-squared

 56.53
0.9721
0.9362

Response model was suggested a quadratic model through the lack of fit tests.
1)P-value: probability distribution value. P-value less than 0.05 indicates that the term is significant.
2)Cor total: sum of squares total corrected for the mean.
3)Press: The predicted residual sum of squares for the model.

          

Fig. 3. Three-dimensional response surface of maximal dried cell weight showing the interactions between molasses, peptone and 
yeast extract concentration. (A) Response surface plot showing the effect of molasses (X1) and peptone (X2) on dried cell weight 
(Y, response value). (B) Response surface plot showing the effect of molasses (X1) and yeast extract (X3) on dried cell weight 
(Y, response value). (C) Response surface plot showing the effect of peptone (X2) and yeast extract (X3) on dried cell weight 
(Y, response value).

균체량 증가에 각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 3개의 변수 중 1개의 독립변수를 최적점에 고정시킨 

후 나머지 2개의 변수를 이용하여 삼차원 형태로 교호작용

을 확인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또한 주어진 데이터

에 대한 정확한 최적점을 찾기 위하여 모수추정에 의한 회귀

식을 바탕으로 능선분석을 수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반응표

면분석을 통하여 BA29의 균체 성장에 가장 영향을 주는 독

립변수의 농도를 찾을 수 있었다. 실험범위 내에서 mo-

lasses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균체량이 증가하였으나 yeast 

extract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peptone의 경우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균체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대 

균체량은 20.6565 g/L로 예측되었고 이때의 각각의 농도는 

molasses 200 g/L, peptone 30 g/L, yeast extract 40 

g/L였다.

실험계획 모델의 검증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하여 수행한 최적화 배지에서의 

S. cerevisiae BA29의 균체 성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

학적 실험계획법으로 예측된 최적생산배지에 BA29를 접종

하여 균체의 생산량을 확인하였다. 대조구로는 최적화를 실

시하기 이전의 기본 효모 생장배지인 YPD 액체 배지를 사용

하였다. 최적배지에서 배양을 실시한 결과 BA29의 건조 균

체량은 20.9167±0.7925 g/L로 앞서 반응표면분석법을 통

해 예측된 건조 균체량 20.6565 g/L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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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comparison of YPD (basal) and optimal culture broth
after incubation of 35 h. Th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in
triplicate.

다. 따라서 중심합성법을 이용하여 실시한 실험모델의 예측

값이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최적화를 실시하기 전의 

YPD 액체 배지에서의 균체량 6.39 g/L와 비교하면 3.27배 

증가하였으며, 14.5267 g/L의 균체량이 향상되었다(Fig. 

4). 탄소원을 molasses로 대체하여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 

대체 탄소원으로 고과당(high fructose syrup)을 사용하여 

S. cerevisiae 균주의 균체 성장 최적화를 수행한 Kim 등

(27)의 16.95 g/L보다도 높은 균체 성장을 나타내었다. 또

한 이 결과는 효모의 균체 성장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체 탄소

원으로 molasses를 사용할 경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비용 

대비 균체 성장에 효율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복분자 와인의 제조

반응표면분석법을 통하여 설정한 조건을 이용하여 S. 

cerevisiae BA29의 주모를 준비한 후 최종적으로 와인 제

조를 통하여 S. cerevisiae BA29의 알코올 생성 능력을 확

인하였다. 5일간 배양 후 7일간 숙성기간을 거친 복분자 와

인의 시료 분석 결과 20.33%의 알코올 생산 능력을 나타내

었다. 일반적으로 에탄올 생성량은 발효성 당의 55% 정도로 

분석되는데(42), S. cerevisiae BA29를 이용하여 제조한 

복분자 와인의 알코올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아 당 소비를 

통한 알코올 발효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적으로 

대량 와인 제조 시 매우 유용한 균주로 사용될 것으로 사료

된다. 추후 산업적 적용 및 실용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및 

와인 제조 단계의 최적화, 기능성 분석, 관능 평가 등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수한 복분자 와인 제조의 가능성을 확

인하였다. 

요   약

복분자 와인의 제조를 위하여 복분자 과실 및 엑기스로부터 

야생효모 Saccharomyces cerevisiae BA29를 분리 및 동

정하였으며, 생화학적 특성 및 biogenic amine 생성 여부, 

배양학적 특성 및 알코올 발효능과 알코올, 당, 아황산 저항

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S. cerevisiae BA29의 산업적 공정 

적용을 위한 균체량 증가를 위하여 통계학적 방법인 반응표

면분석법을 사용하여 배양 배지 조성의 최적화를 수행하였

다. 실험계획법은 중심합성계획을 사용하여 모델을 설정하

였고, 산업적 공정 적용 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mo-

lasses를 대체 탄소원으로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통

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대 균체 성장을 위한 

배지 조성으로는 molasses 200 g/L, peptone 30 g/L, yeast 

extract 40 g/L로 예측되었으며, 이때의 최대 균체량은 

20.6565 g/L로 예측되었다. 모델의 검증실험 결과 기본 배

양 배지와 비교하였을 때 6.39 g/L에서 20.9167±0.7925 

g/L로 약 3.27배 증가하였다. 최종적으로 S. cerevisiae 

BA29를 사용하여 복분자 와인을 제조한 결과 20.33%의 

알코올 생성능을 나타냈다. 이로써 복분자 과실로부터 분리

한 효모 S. cerevisiae BA29를 이용한 우수한 복분자 와인 

제조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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