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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velop a functional fermentation food from Rubus coreanus Miquel (Bokbunja) and chlorella mix-
tures, optimal lactic acid fermentation conditions were established, and quality properties based on physicochemical 
evaluation such as chemical compositions, free sugars, organic acids, and antibacterial activities were investigated. 
Regarding optimal fermentation strain selection, formation of lactic acid was best in Lactobacillus plantarum among 
the experimental strains (10 kinds), and the optimal fermentation temperature was 37°C. In addition, overall acceptability 
in the sensory evaluation was highest in the 5% chlorella mixture sample. Therefore, quality properties of the prepared 
sample under the established optimal fermentation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Moisture, total sugar (dry basis), crude 
fiber (dry basis), and pH of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 (RCM) with 5% chlorella mixture (RCM-C5) 
were reduced by 4.90%, 14.15%, and 0.32%, respectively, as compared with non-fermented RCM. Meanwhile, crude 
protein, crude fat, and crude ash (dry basis) of RCM-C5 were elevated by 13.75%, 0.18%, and 0.73%, respectively, 
as compared with RCM. The yellowness (b value) of color values was greater in RCM-C5 compared to RCM. The 
free sugar and organic acid contents of RCM-C5 were elevated by 0.97% and 616.30 mg%, respectively, as compared 
with RCM. In addition, the gram positive bacterium Staphylococcus aureus was elevated by 5.83% while gram negative 
bacteria Escherichia coli and Salmonella Typhimurium were elevated by 2.94% and 4.67%, respectively, as compared 
with RCM. In conclusion, the quality properties of RCM and chlorella lactic acid fermentation mixtures were improved 
compared with the general RCM product. Consequently, it is possible to apply fermented RCM as a functional fermenta-
tion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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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복분자는 장미과의 낙엽관목으로 우리나라 남부 및 중부

지방의 해발 50~1,000 m의 산기슭의 양지에 자생하며, 

5~6월에 꽃이 피고 지역과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6월~8월

에 열매가 성숙한다. 완숙된 복분자 과실은 검붉은 색을 띠

며, 단맛과 신맛 및 독특한 향을 갖는다(1-3). 또한 약용으

로 강장제, 양위, 유정, 한설, 유뇨, 소변 과다, 불임 등에 

널리 이용된다(1,4). 이외에 식용으로도 활용되는데 복분자 

과실에는 유리당 및 무기질의 인, 철,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유기산 및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인체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사용된다(1,5,6). 그뿐만 아니라 복분자의 

기능성 연구 결과를 통해 항암 활성, 면역증진, 항산화, 항균 

효과 등 다양한 생리활성에 대한 효능이 밝혀졌다(1,7,8). 

한편 복분자의 국내 생산량은 2013년 기준으로 연간 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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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이며,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가장 높은 고창, 순창, 정읍 

등 전북지역이 5,747개 농가(1,560 ha)에서 8,317톤, 그 

뒤를 이어 전남지역이 403개 농가(98 ha)에서 412톤, 강원

지역이 263개 농가(70 ha)에서 348톤, 경북지역이 210개 

농가(52 ha)에서 215톤 등, 전국에 7,008개 농가가 1,907 

ha에서 9,801톤을 재배･생산하고 있다(9). 이처럼 대량 생

산과 여러 가지 기능성 효능에 힘입어 복분자의 기호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 개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담수 조류의 일종인 클로렐라는 광합성에 의해 성장하고 

다량의 필수아미노산을 가진 단백질, 식이섬유질, 비타민

(A, B군, C, E 등), 미네랄 등이 많이 함유되어 균형 잡힌 

영양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식물보다 증식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미래의 단백질 식품으로 기대되어 일찍부터 식량

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0,11). 특히 클로렐라에

는 CGF(chlorella growth factor)라는 생리활성 물질이 함

유되어 있어(12) 동식물의 성장촉진, 유아 및 성장기 어린이

의 성장촉진, 면역증강, 항균, 항암 효과, 세포부활, 혈압강

하, 간의 지방질 감소 및 기능 회복 등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

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따라서 전술한 내용과 

같이 클로렐라의 기능성이 인정되어 꿈의 식품, 완전식품, 

미래의 식량으로 불리며 어린이 영양제, 기능성 식품 등으로 

시판되고 있어, 건강식품의 소재로 그 이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젖산균은 정장작용이 있어 음료 형태(13), 변비, 설사 등

의 각종 특정 질환의 예방(14)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tab-

let 형태의 의약 제재로도 이용되고 있다(15). 이러한 젖산

균을 이용해 식품을 발효할 경우 생산되는 젖산, 향기 성분, 

다당류 등은 식품의 외형, 풍미, 맛, 조직감 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병원성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식품의 안전

성을 부여한다(16,17). 따라서 우리 인체에 이로운 점이 많

은 젖산균을 식품 발효에 활용한다면 현대사회에서 추구하

는 기능성 식품을 창조하면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영양 과잉, 운동량 부족,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던 성인병은 식생활 양상이 서구화되면서 점차 유아

와 청소년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혈액순

환계 질환 등 각종 생활습관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인 식

품소재를 탐색하고 탐색된 소재로 식품의 기능을 상호보완 

또는 강화한 기능성 식품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러

한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 개발에 유

용한 식이 소재는 생활주변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여러 연구에 의해 영양･기능성이 입증된 복분자

와 클로렐라 소재를 활용하고 식품의 이화학적 특성을 향상

하는 균주를 이용하여 영양･기능성이 풍부한 혼합 발효식품

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분자와 클로렐라 혼합물의 기능성 발

효제품을 개발하고자 품질 특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 

발효조건을 확립하고, 확립된 방법으로 제조한 혼합 발효물

의 일반성분, 유리당, 유기산, 항균 활성 등 화학적 특성에 

대한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복분자는 전북 고창군에서 생산된 과실을 구입하여 착즙

한 액을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클로렐라는 시중에 판매하는 

분말제품(Daesang, Seoul, Korea)을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사용균주 및 배지

실험에 사용한 균주는 원광대학교 식품･환경학과에서 보

유 중인 Bifidobacterium longum[KCCM 11953; 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KCCM), Seoul, Ko-

rea], Lactobacillus acidophilus[KCTC 3111;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KCTC), Daejeon, Korea], 

Lactobacillus brevis(KCTC 3102), Lactobacillus bul-

garicus(KCTC 3635), Lactobacillus casei(KCTC 3109), 

Lactobacillus lactis(KCCM 11357), Lactobacillus plan-

tarum(KCTC 3108), Lactobacillus rhamnosus(KCCM 

11320), Pediococcus pentosaceus(KCTC 3507), Strep-

tococcus thermophilus(KCTC 2185) 등 젖산균 10종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전에 3회 계대 배양하였다. 또한 실험에 

사용한 배지는 plate count agar(Difco, Detroit, MI, USA), 

nutrient agar(Difco), Lactobacilli MRS broth(Difco)를 사

용하였다.

최적 발효조건 시험

Park과 Chang(2)이 보고한 복분자 젖산 최적 발효조건

(최적온도 37°C)을 기초로 하여 MRS 1/2 희석 배지에 접종

균주를 달리하고, 클로렐라 분말을 2.5, 5, 10%가 되게 조절

하여 멸균한 다음 각 균주를 2% 접종한 후, 진탕 배양기를 

이용하여 37°C, 150 rpm 조건으로 4일간 배양하면서 생성

되는 산의 함량을 측정하여 최적균주를 선발하였다. 또한 

복분자 착즙액(고형분 약 10%)에 클로렐라 분말(고형분 약 

92%)을 2.5, 5, 10% 농도가 되게 조절하여 멸균한 후 젖산

균을 2%가 되게 접종한 다음 20, 25, 30, 35, 40, 45°C의 

배양온도를 달리하고 진탕 배양기를 이용하여 150 rpm 회

전 속도로 4일간 배양하면서 젖산 생산에 적합한 최적온도

와 발효기간을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상기 결과에서 도출

된 발효 최적균주, 온도, 발효기간을 기초로 하여 클로렐라

의 첨가 농도를 달리한 후 복분자와 클로렐라 혼합물을 제조

하여 관능평가를 하였다. 관능평가 패널은 식품 전공자로 

구성된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등 20명을 대상으로 관능

평가 인지능력 측정을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즉 후보자들에 

단맛(설탕), 짠맛(소금), 신맛(구연산), 쓴맛(카페인)의 4가



388 김재영 ․이상욱 ․김나형 ․문광현 ․백승화

지 기본 맛에 대한 3점 검사를 실시하였고, 고득점자 15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패널에게는 평가 전에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관능평가 원리, 방법 등 이론 및 

실기 교육훈련을 하였다. 상기 훈련된 패널을 대상으로 색, 

향기, 단맛, 신맛, 기호도에 대한 관능평가를 9점 채점법

(18)으로 실시하였다. 이때 채점 기준은 아주 강하다(아주 

좋다) 9점, 보통으로 강하다(좋다) 7점, 적당하다(좋지도 나

쁘지도 않다) 5점, 보통으로 약하다(나쁘다) 3점, 아주 약하

다(매우 나쁘다) 1점이었다. 여기에서 얻어진 관능평가 결과

를 바탕으로 적정 클로렐라 첨가 수준을 결정하였다.

일반성분 측정

일반성분 분석은 AOAC법(19)에 따라 측정하였다. 수분 

함량은 105°C 상압건조법, 조단백질 함량은 semi-micro 

Kjeldahl법, 조지방 함량은 Soxhlet 추출법, 조회분 함량은 

550°C 직접회화법, 조섬유는 fritted glass crucible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총당은 phenol-sulfuric acid법(20)에 따라 

측정하였다. pH는 시료에 증류수를 가하여 pH meter(HM- 

25R, Toadkk, Tokyo, Japan)로, 당도는 시료와 증류수를 

1:1로 희석하여 여과한 액을 굴절당도계(PR-32, Atago, 

Tokyo, Japan)로, 색도는 색차계(JX-777, Juki, Tokyo, 

Japan)를 이용하여 Hunter의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값으로 표현하였다. 이때 사용한 표준색판

은 L: 92.68, a: -0.83, b: 0.85 값의 백색판을 사용하였다. 

적정산도는 pH가 8.1이 되는 데 소요되는 0.1 N sodium 

hydroxide 용액의 소비량을 구한 후 lactic acid로 환산하여 

총산 함량(%)을 산출하였다. 이외에 총균수의 측정은 발효

물에 0.85% sodium chloride 용액을 104~108 수준으로 희

석한 시료를 1 mL씩 분주하여 plate count agar에 도포한 

후 37°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나타난 colony를 계수하였다.

유리당 측정

유리당은 AOAC법(19)에 따라 측정하였다. 복분자와 클

로렐라 혼합물 10 mL에 95% 에탄올 용액 40 mL를 가하여 

진탕 추출한 후 회전감압농축기로 에탄올을 제거하고 증류

수로 50 mL가 되도록 정용한 시료액을 0.45 μm membrane 

filter로 최종 여과한 다음 HPLC systems(Nanospace SI- 

2, Shiseido, Tokyo, Japan)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HPLC 

분석조건은 Prevail Carbohydrate ES(4.6×250 mm, 5 μm, 

Grace Davison Discovery Sciences, Deerfield, IL, USA) 

칼럼을 사용하였고, 칼럼 온도는 40°C, 이동상은 75% ace-

tonitrile 용액을 사용하여 분당 0.5 mL 속도로 유지했으며, 

주입량은 20 μL로 하여 굴절계검출기(RI-104, Shiseid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준물질은 glucose, fructose, su-

crose, maltose, lactose(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적정한 농도로 희석하여 

표준용액을 조제한 후 작성된 검량선으로 유리당 함량을 산

출하였다.

유기산 측정

유기산은 Gancedo와 Luh(21)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

다. 복분자와 클로렐라 혼합물 3 mL에 50% 에탄올 용액 

100 mL를 가하여 150 rpm에서 약 2시간 정도 진탕 추출하

고 여과한 액을 회전감압농축기로 에탄올을 제거하였다. 이

를 amberlite IRA 95 음이온 교환수지(Sigma-Aldrich Co.)

에 통과시켜 유기산을 흡착시킨 후 약 100 mL의 이온교환

수로 세척하였다. 흡착된 유기산은 6 N formic acid로 유리

시켜 감압 건조한 후 여기에 이온교환수 10 mL를 넣고 잘 

혼합한 다음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HPLC 

systems(Shiseido)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HPLC 분석조건

은 RSpak KC-811(4.6×250 mm, 5 μm, Shodex, Tokyo, 

Japan) 칼럼을 사용하였고, 칼럼온도는 40°C, 이동상은 50 

mM perchloric acid 용액을 사용하여 분당 0.65 mL 속도로 

유지했으며, 주입량은 20 μL로 하여 굴절계검출기(Shisei-

d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준물질은 citric acid, lactic 

acid, formic acid, acetic acid, propionic acid, tarta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Sigma-Aldrich Co.)를 사

용하였으며, 이를 적정한 농도로 희석하여 표준용액을 조제

한 후 작성된 검량선으로 유기산 함량을 산출하였다.

항균 활성 측정

항균 활성 측정을 위해 먼저 복분자와 클로렐라 혼합물 

10 mL에 물 40 mL를 넣고 실온에서 60분간 진탕한 후 여과

한 액을 50 mL로 정용하여 시료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항균 

활성 측정에 사용된 검정균주는 그람양성(+)세균[Staphy-

lococcus aureus(KCTC 1621)]과 그람음성(-)세균[Esch-

erichia coli(KCTC 2441), Salmonella Typhimurium(KCTC 

1925)]을 KCTC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항균성 검정은 

검정균 1 백금이를 5 mL의 액체배지(nutrient broth; Difco)

에 접종하여 2일간 배양한 후, 새로운 배지 5 mL를 함유한 

시험관에 시료 0.1 mL와 상기 검정균의 배양액 0.1 mL를 

각각 넣고 37°C에서 24시간 배양한 다음 표준평판배양법에 

따라 생균수를 측정하여 아래 식에 따라 항균 효과를 확인하

였다.

항균 활성(%)=1－
log 시험액의 생균수

×100
log 대조액의 생균수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ver. 19(SPSS, Chicago, IL, USA) 소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데이터 간의 유의차는 

Student's t-test와 one-way ANOVA의 Duncan's multi-

ple range test를 통해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복분자와 클로렐라의 일반성분 함량

실험에 사용된 재료의 일반성분은 복분자의 경우 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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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Rubus coreanus Miquel (Bokbunja) and chlorella                                  (%)

Materials Moisture Carbohydrate
(dry basis)

Crude protein
(dry basis)

Crude fat
(dry basis)

Crude ash
(dry basis)

Rubus coreanus Miquel (Bokbunja)
Chlorella

80.52±0.65
 7.40±0.33

57.97±0.68
31.43±1.22

 7.32±0.83
50.76±1.46

13.86±1.92
 8.53±0.67

17.95±0.33
 9.28±0.56

80.52%였고, 건량 기준으로 탄수화물은 57.97%, 조단백질

은 7.32%, 조지방은 13.86%, 조회분은 17.95% 수준이었으

며, 클로렐라의 경우 수분은 7.40%에 건량 기준으로 탄수화

물은 31.43%, 조단백질은 50.76%, 조지방은 8.53%, 조회

분은 9.28% 수준이었다(Table 1). 이처럼 복분자는 클로렐

라와 비교하여 수분 함량과 탄수화물, 조지방, 조회분 함량

이 풍부한 것에 반해 조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

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보면 일정 수준의 복분자와 

클로렐라 혼합 조성으로 서로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할 수 

있고, 클로렐라에 CGF 유산균 생육 촉진 물질(chlorella 

growth factor)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12) 

복분자만으로 젖산발효 시 부족한 젖산균의 생육영양에 대

한 보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수분이 풍부한 복분자는 주재료로 사용하고, 

부재료로서 클로렐라를 사용하여 복분자만으로 젖산발효 

시 부족한 젖산균 생육영양 보족 효과와 더불어 각 재료에 

풍부하게 함유된 영양소 및 생리활성 물질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었다.

클로렐라 첨가에 따른 최적균주 선발

젖산균 발효에 따른 산 생성의 최적균주를 선발하고자 

MRS 1/2 희석 배지에 클로렐라 분말을 2.5, 5, 10% 수준으

로 조절하고 젖산균의 산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클로렐라 분말 첨가에 따른 모든 균주는 산 생성량이 증가

하였다. 배양 전 산 생성량이 0.09~0.20%였던 수준이 4일 

배양 후 산 생성량은 0.98~2.13%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특히 산 생성량이 우수한 젖산균은 L. planta-

rum(2.13%)> L. casei(2.02%)> L. brevis(1.98%)> L. lac-

tis(1.95%)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4일 배양기간 동안 가장 

높은 산 생성량을 보이면서 적정 수준의 발효능을 보인 균주

는 L. plantarum과 L. casei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Cho 등

(22)은 S. thermophilus와 L. casei 혼합균주로 요구르트를 

제조할 경우 클로렐라 추출물 분말을 0.25% 수준으로 조절

함에 따라 산 생성과 균의 증식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Sung 등(23)은 클로렐라를 0.5% 첨가한 경우 생균수가 최

대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본바 본 실험에 사용

된 모든 균주는 클로렐라 첨가 때문에 균의 증식과 산의 생

성이 촉진되었지만, 각각의 균주마다 증식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발효 특성이 일부 상이하고 균의 증식 정도와 산 

생성량이 서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클로렐라 첨가에 따른 발효 최적균주는 산 생성량이 가장 

우수한 L. plantarum과 L. casei임을 확인하였고 복분자-

클로렐라 첨가 혼합물 발효 최적균주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

균주로 선택되었다.

복분자와 클로렐라 혼합물 발효의 최적균주 선발 및 첨가 

농도 선정

클로렐라 발효 최적균주로 1차 선발된 L. plantarum과 

L. casei 중 복분자에 클로렐라 분말을 첨가한 혼합물의 젖

산발효에 가장 적합한 최적균주를 선발하고자 그 발효 특성

으로서 젖산 생성량을 비교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Fig. 2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L. plantarum과 L. 

casei 모든 균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산 생성량이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클로렐라 첨가량이 많을수록 산 생성량이 증

가하는 경향이었다. 이는 클로렐라에 함유된 CGF 유산균 

생육 촉진 물질이 젖산균의 증식을 활발하게 하여 산 생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측된다(12). 전체적인 4일 발효기간 동

안 L. plantarum의 산 생성량 추이는 1.28~2.67% 범위를 

나타냈으며 일별 변화폭은 1일차에 1.28~1.81%, 2일차에 

2.10~2.55%, 3일차에 2.34~2.67%, 4일차에 2.31~2.60%

의 경시적인 증가폭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L. casei의 경우 

전체적인 산 생성량 추이는 1.28~2.26% 범위를 나타냈고, 

일별 변화폭은 1일차에 1.28~1.80%, 2일차에 1.46~2.08 

%, 3일차에 1.58~2.26%, 4일차에 1.61~2.26%의 경시적

인 증가폭을 나타냈다. 하지만 L. plantarum에 비해 L. casei

의 변화폭이 적어 클로렐라 분말이 첨가된 복분자 혼합물의 

젖산발효 최적균주는 L. plantarum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와 같은 조건에서 최적의 클로렐라 분말 

첨가 수준은 5~10% 농도에서 활성이 높아 적합한 농도 수

준으로 평가되었다.

복분자와 클로렐라 혼합물의 최적 발효온도

복분자와 클로렐라 혼합물 젖산발효의 최적온도를 조사

하고자 최적균주로 선발된 L. plantarum을 2% 접종하고 

20, 25, 30, 35, 40, 45°C 조건에서 나타나는 경시적인 산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L. plantarum 접종 후 4일 발효

기간 동안 산 생성량의 전체적인 추이는 0.98~2.81% 범위

로 2.5% 첨가 수준에서 0.95~2.47%, 5% 첨가 수준에서 

0.86~2.74%, 10% 첨가 수준에서 0.73~2.81%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변화 추이는 대조군 0.95~2.50% 범위

의 결과와 비교하면 2.5% 첨가 수준을 제외하고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온도조건별 추이는 L. plantarum 접종 

후 산 생성량이 가장 높았던 발효온도는 35°C와 40°C였으

며, 20, 25, 30, 45°C에서 산 생성량은 비교적 낮은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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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ctic acid formation activities of bacterium types by chlorella addition in MRS broth. (A) Bifidobacterium longum, (B) 
Lactobacillus acidophilus, (C) Lactobacillus brevis, (D) Lactobacillus bulgaricus, (E) Lactobacillus casei, (F) Lactobacillus lactis, 
(G) Lactobacillus plantarum, (H) Lactobacillus rhamnosus, (I) Pediococcus pentosaceus, and (J) Streptococcus thermophilus. ―◆―, 
no added chlorella; ―■―, added chlorella 2.5%; ―▲―, added chlorella 5.0%; ―●―, added chlorella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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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actic acid formation activities by inoculation of L. plantarum (A) and L. casei (B) in Rubus coreanus Miquel juice and 
chlorella mixtures. ―◆―, no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 100.0%; ―■―,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 97.5% 
with chlorella 2.5% mixtures; ―▲―,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 95.0% with chlorella 5.0% mixtures; ―●―,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 90.0% with chlorella 10.0% m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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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actic acid formation activities by various temperature conditions of Rubus coreanus Miquel juice and chlorella mixtures. 
(A) No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 100.0%, (B)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 97.5% with chlorella 2.5% 
mixtures, (C)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 95.0% with chlorella 5.0% mixtures, (D)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 90.0% with chlorella 10.0% mixtures. ―◆―  20oC, ―■― 25oC, ―▲― 30oC, ―×― 35oC, ―∗― 40oC, ―●―  45oC, 

었다. 특히 클로렐라 5와 10% 첨가구에서 그 차이가 매우 

뚜렷한 경향이었는데, 35°C 조건에서 4일 발효 후 산 생성

량은 각각 2.67과 2.78%, 40°C 조건에서 4일 발효 후 산 

생성량은 각각 2.74와 2.81%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복분

자 젖산발효의 최적온도가 35°C와 37°C라고 보고한 Park

과 Chang(2)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추정한 젖산발효 최적온도가 35~40°C 수준이라는 점

과 기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할 때 복분자와 클로렐라 혼

합물 젖산발효의 최적온도는 37°C 수준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복분자와 클로렐라 젖산발효 혼합물의 관능평가

실제 개발된 발효식품의 대중 선호도를 조사하고자 복분

자와 클로렐라 혼합물의 젖산발효 최적조건으로 제조된 제

품의 색, 향, 단맛, 신맛, 종합적 기호도 등 관능평가를 실시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색의 관능평가 결과는 복분자 착즙액 100%(Rubus cor-

eanus Miquel juice; RCM)=복분자 착즙액 95%-5% 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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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nsory evaluation of Rubus coreanus Miquel juice and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chlorella mixtures
Samples1) Color Flavor Sweet taste Sour taste Overall acceptability
RCM
RCM-C2.5
RCM-C5
RCM-C10

7.67±0.21a2)

7.52±0.15a

7.53±0.19a

7.13±0.24b

6.47±0.15b

6.63±0.17ab

6.87±0.12a

6.60±0.13ab

5.40±0.13c

5.80±0.21ab

5.93±0.26a

5.53±0.15bc

7.80±0.23a

7.67±0.18ab

7.40±0.17bc

7.27±0.12c

6.60±0.09c

6.73±0.11bc

7.00±0.12a

6.87±0.16ab

1)RCM: no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 100.0%, RCM-C2.5: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 97.5% with chlorella 
2.5% mixtures, RCM-C5: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 95.0% with chlorella 5.0% mixtures, RCM-C10: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 90.0% with chlorella 10.0% mixtures.

2)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Chemical compositions of Rubus coreanus Miquel juice and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chlorella mixtures

Samples1)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ash Total sugar Crude fiber
Dry basis

---------------------------------------------------------- % ----------------------------------------------------------
RCM

RCM-C5
80.52±0.65**

75.62±1.49
7.32±0.83***

21.07±0.21
13.86±1.92
14.04±1.38

17.95±0.33*

18.68±0.16
57.97±0.68***

43.82±0.17
2.34±0.43
2.02±0.45

Samples Lactic acid bacteria 
count (CFU/g) pH Total acidity 

(%) Brix Color values
L a b

RCM
RCM-C5

－
3.30×1010

4.00±0.12*

3.32±0.34
1.69±0.31*

2.29±0.21
9.4±0.12***

7.8±0.14
45.63±0.31*

44.15±0.51
6.74±0.21
6.50±0.23

0.88±0.05***

1.62±0.07
1)RCM: no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 100.0%, RCM-C5: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 95.0% with chlorella 

5.0% mixtures.
*P<0.05, **P<0.01, ***P<0.001.

렐라 혼합물(RCM-C5)=복분자 착즙액 97.5%-2.5% 클로

렐라 혼합물(RCM-C2.5)> 복분자 착즙액 90%-10% 클로

렐라 혼합물(RCM-C10)의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었다

(P<0.05). 전체적인 경향은 대조구인 RCM에 비해 모든 클

로렐라 첨가구가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었으며, 클로렐라를 

첨가한 시료 중에서는 첨가량이 5% 수준인 RCM-C5가 

7.53점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향기의 관능평

가 결과는 RCM-C5≥ RCM-C2.5=RCM-C10≥ RCM의 유

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었다(P<0.05). 전체적인 경향은 대조

구인 RCM에 비해 모든 클로렐라 첨가구가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으며, 클로렐라 첨가량이 5% 수준인 RCM-C5가 

6.87점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단맛의 관능평

가 결과는 향기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유의적인 차이

는 RCM-C5≥ RCM-C2.5≥ RCM-C10≥ RCM 수준으로 

인정되었으며(P<0.05), 전체적인 경향은 대조구인 RCM에 

비해 모든 클로렐라 첨가구가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고, 

RCM-C5가 5.93점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신

맛의 관능평가 결과는 RCM≥ RCM-C2.5≥ RCM-C5≥ 

RCM-C10의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었다(P<0.05). 전체

적인 경향은 대조구인 RCM에 비해 모든 클로렐라 첨가구가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었으며, 클로렐라를 첨가한 시료 중에

서는 첨가량이 가장 낮은 RCM-C2.5에서 7.67점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색, 향, 단맛, 신맛을 종합한 전

체적인 기호도 평가 결과는 RCM-C5≥ RCM-C10≥ RCM- 

C2.5≥ RCM의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었다(P<0.05). 전체

적으로는 대조구인 RCM에 비해 모든 클로렐라 첨가구가 

높은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RCM-C5가 7.00점으로 가

장 높은 평가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관능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클로렐라를 첨가한 혼

합물은 복분자로 이루어진 대조군보다 향기 및 단맛에서만 

높은 경향이었고, 클로렐라를 첨가한 혼합물 사이에는 신맛

을 제외한 모든 관능평가 결과가 RCM-C5에서 가장 우수하

였으며, 종합적인 기호도 측면에서도 RCM-C5가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복분자와 클로렐라 혼합물 젖산

발효를 제품화하는 가장 최적 수준은 클로렐라 5% 첨가 수

준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 확립된 최적 발효조건, 제품화하기 위한 최적 관능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복분자 착즙액에 클로렐라 5%를 첨가

하고 젖산균(L. plantarum)을 접종하여 발효시킨 혼합물을 

제조한 다음 제품의 일반성분, 젖산균수, 산도, 당도, 색도, 

유리당, 유기산, 항균 활성 등 품질 특성을 평가하였다.

복분자와 클로렐라 젖산발효 혼합물의 일반성분 함량

RCM과 최적조건에서 발효된 RCM-C5의 수분, 조단백

질, 조지방, 조회분, 총당, 조섬유, 젖산균수, 산도, 당도, 색

상 등 일반성분 함량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RCM에 비해 RCM-C5의 수분은 4.90%(80.52%→75.62 

%), 건량 기준 총당은 14.15%(57.97%→43.82%), 건량 기

준 조섬유는 0.32%(2.34%→2.02%), pH는 0.68(4.00→

3.32) 감소하였다. 여기서 수분 함량이 감소한 이유는 발효 

여부에 관계없이 액상으로 존재하는 복분자 착즙액에 분말 

상인 클로렐라가 첨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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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ee sugar contents of Rubus coreanus Miquel juice and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chlorella mixtures
Samples1) 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 Lactose Total

--------------------------------------------------- % ---------------------------------------------------
RCM

RCM-C5
4.13±0.33*

4.91±0.16
4.08±0.19
4.42±0.13

0.83±0.09***

0.25±0.03
0.03±0.01**

0.14±0.02
0.07±0.01***

0.38±0.02
 9.14±0.64
10.11±0.37

1)RCM: no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 100.0%, RCM-C5: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 95.0% with chlorella 
5.0% mixtures.

*P<0.05, **P<0.01, ***P<0.001.

Table 5. Organic acid contents of Rubus coreanus Miquel juice and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chlorella mixtures
Samples1) Citric acid Lactic acid Formic acid Acetic acid Tataric acid Malic acid Total

-------------------------------------------------------------- mg% --------------------------------------------------------------
RCM

RCM-C5
439.02±6.28***

348.10±9.48
167.99±5.13***

893.50±5.44
31.39±0.83***

58.21±3.50
 4.54±0.48***

17.70±0.28
425.60±7.40***

376.31±2.50
624.99±8.40
616.01±2.49

1,693.54±28.52
2,309.84±23.70

1)RCM: no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 100.0%, RCM-C5: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 95.0% with chlorella 
5.0% mixtures.

***P<0.001.

의 감소 원인은 클로렐라 첨가 및 젖산균 발효 시 혼합물 

안에 존재하는 당 성분이 젖산균 대사의 탄소원으로 이용되

어 감소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한편 건량 기준으로 조단백

질, 조지방, 조회분 함량은 각각 13.75%(7.32%→21.07%), 

0.18%(13.86%→14.04%), 0.73%(17.95%→18.68%) 증

가하였는데, 이는 발효에 의한 영향보다는 이들의 함량이 

Table 1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복분자보다 상대적으로 

함량이 높은 클로렐라의 첨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다(10).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복분자를 발효시켜 기능성 식

품을 제품화하고자 할 경우 클로렐라를 일정 수준으로 첨가

함에 따라 복분자 성분 중 비교적 적게 함유된 단백질 또는 

식이섬유 등을 강화해 더욱 우수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젖산균수는 4일 발효 후 3.30×1010 

CFU/g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RCM과 RCM-C5의 총산도는 

1.69와 2.29%로 RCM-C5에서 높은 경향이었는데, 이는 젖

산발효 때문에 생성된 각종 유기산 함량이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한 Shin 등(24)의 결과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한편 당도는 9.40 Brix에서 7.80 Brix로 감소하

는 경향이었는데, 이 결과 역시 젖산발효 과정 중 젖산균 

대사에 의한 당 함량 감소 현상이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색도에 있어 색의 밝기를 나타내는 백색도인 L 값은 RCM과 

RCM-C5 사이에는 큰 차이 없이 각 45.63과 44.15를 나타

내었으며, 적색도 값인 a 값 역시 차이가 없이 각각 6.74와 

6.50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황색도를 나타내는 b 값은 RCM

이 0.88, RCM-C5가 1.62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경향이었

다. 즉 두 제품 모두 밝고 약간의 황색을 띠는 적색이었지만, 

이 중 RCM-C5가 RCM보다 황색을 더 띠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복분자와 클로렐라 젖산발효 혼합물의 유리당 및 유기산 

함량

RCM과 최적조건에서 발효된 RCM-C5의 유리당 함량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주요 구성 유리당인 fruc-

tose와 glucose는 RCM의 경우 각각 4.13%, 4.08%를 함유

하고 있었으며, RCM-C5는 각각 4.91%, 4.42% 함량을 나

타내었다. 이처럼 복분자에 클로렐라를 첨가하여 젖산발효

로 제조한 RCM-C5는 일반 복분자 시료인 RCM보다 유리

당 함량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sucrose, maltose, 

lactose 함량의 합은 RCM의 경우 전체 유리당 함량의 10.18 

% 수준, RCM-C5의 경우 7.61% 수준으로 비교적 적은 함

량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분자의 주요 유리당이 

glucose와 fructose라고 보고한 Cha 등(25)의 결과와 복분

자 과실의 유리당 함량이 fructose 3.98%, glucose 3.65%

라고 보고한 Kwon 등(26)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RCM과 최적조건에서 발효된 RCM-C5의 유기산 함량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유기산의 함량은 RCM의 

경우 1,693.54 mg% 수준이었으며, RCM-C5는 2,309.84 

mg%로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이는 젖산균 발효 때문에 유

기산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특히 lactic acid 함량의 증가폭

이 높았는데, 이는 발효에 사용한 균주인 L. plantarum이 

젖산균으로 균의 대사과정 중 생성하는 주요 유기산이 lac-

tic acid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cetic acid는 lactic acid

보다 증가폭이 작았으나 L. plantarum의 2차 대사산물에 

기인하여 생성된 것으로 젖산발효 과정에 의해 증가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외에 다른 유기산의 변화는 미미하거나 감소

하는 경향이었다.

복분자와 클로렐라 젖산발효 혼합물의 항균 활성

RCM과 최적조건에서 발효된 RCM-C5의 유해세균(Sta. 

aureus, E. coli, Sal. Typhimurium, Bacillus cereus)에 

대한 항균 활성을 비교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RCM과 RCM-C5 모두 실험에 사용한 검정균에 대해 항균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RCM과 RCM-C5가 Sta. aureus, 

E. coli, Sal. Typhimurium, B. cereus의 생육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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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tibacterial activities of Rubus coreanus Miquel juice and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chlorella mixtures 
(%)

Samples1) Gram positive bacterium Gram negative bacteria
Staphylococcus aureus Escherichia coli Salmonella Typhimurium

RCM
RCM-C5

15.45
21.28

2.04
4.98

2.97
7.64

1)RCM: no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 100.0%, RCM-C5: fermented Rubus coreanus Miquel juice 95.0% with chlorella 
5.0% mixtures.

는 Park과 Chang(2)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특히 E. coli와 

Sal. Typhimurium에 대한 항균 활성보다는 Sta. aureus에 

대한 항균 활성이 월등히 뛰어나 그람음성균보다는 그람양

성균에 대한 저해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ta. 

aureus에 대한 저해율에서 RCM의 저해율 15.45%보다는 

RCM-C5가 21.28%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젖산균 발

효 때문에 생성된 각종 유기산에 의한 항균 활성에 기인(27)

한 것으로 판단된다. E. coli와 Sal. Typhimurium도 Sta. 

aureus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클로렐라 첨가와 젖산균 

발효 때문에 저해율이 각각 2.04%에서 4.98%로, 2.97%에

서 7.64%로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본바 복분자와 클로렐라 혼합물의 

젖산발효 최적조건을 활용하여 제조된 시료의 품질평가 결

과 일반 복분자 시제품보다 일반성분, 유리당, 유기산, 항균 

활성 등 이화학적 특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내어, 이를 

실제 제품으로 제조한다면 영양･기능성이 풍부한 기능성 발

효식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복분자와 클로렐라 혼합물의 기능성 발효제품을 

개발하고자 품질 특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 발효조건을 

확립하고, 확립된 방법으로 제조한 혼합 발효물의 일반성분, 

유리당, 유기산, 항균 활성 등 화학적 특성에 대한 품질 특성

을 조사하였다. 먼저 복분자와 클로렐라 젖산발효 혼합물의 

최적 발효균주를 확인한 결과 젖산 생성이 Lactobacillus 

plantarum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최적 발효

온도는 37°C였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복분자와 클로렐라 

젖산발효 혼합물을 제조하여 관능평가를 한 결과 종합적 기

호도 측면에서 클로렐라 분말 5% 첨가구가 가장 우수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시판 복분자 착즙액(Rubus cor-

eanus Miquel juice; RCM)과 복분자와 클로렐라 5% 첨가 

젖산발효 혼합물(RCM-C5)을 제조하여 일반성분, 유리당, 

유기산, 항균 활성 등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RCM과 비교

하여 RCM-C5는 수분의 경우 4.90%, 건량 기준 총당은 

14.15%, 건량 기준 조섬유는 0.32% 감소하였다. 한편 건량 

기준으로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은 각각 13.75%, 0.18%, 

0.73% 증가하였다. 색도는 두 시료 모두 밝고 약간의 황색

을 띠는 적색이었지만 RCM-C5가 RCM보다 황색을 더 띠

었다. RCM과 비교하여 RCM-C5의 유리당 함량은 0.97%, 

유기산 함량은 616.30 mg%, 항균 활성은 그람양성균인 

Staphylococcus aureus가 5.83%, 그람음성균인 Escher-

ichia coil와 Salmonella Typhimurium은 각각 2.94%, 

4.67%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본바 일반 복분자 

시제품보다 복분자와 클로렐라 젖산발효 혼합물의 품질 특

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내어, 이를 실제 제품으로 제조한

다면 영양･기능성이 풍부한 기능성 발효식품으로 활용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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