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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obacillus brevis 균주를 이용한 다래 수액에서의 감마아미노뷰티르산
(γ-Aminobutyric Acid) 생산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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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crease the production of γ-aminobutyric acid (GABA) by lactic acid bacteria
(Lactobacillus brevis CFM11) and manufacture an optimum medium using the sap from Darae (Actinidia arguta). The
concentration of GABA in the fermented sap was determined using GABase enzymatic assay. The isolated L. brevis
CFM11 produced 605.67 µg/mL GABA after incubation for 24 hours at 37oC in broth. The sap was fermented by L.
brevis CFM11 under optimum conditions of 32oC for 48 hours with 40% rice bran extract, 1.0% sucrose, 3.0% soytone,
0.2% magnesium sulfate, and 0.2% MSG. The fermented sap produced a concentration of 1366.13 µg/mL GABA.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fermenting Darae sap using L. brevis CFM11 can produce a fermented sap beverage with
increased GABA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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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γ-aminobutyric acid (GABA)는 비 단백질성 아미노산이자 뇌와

척추에 존재하는 신경전달물질로서 혈류 개선을 통한 뇌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뇌의 대사를 촉진시키고, 결합하는 수용체

의 종류에 따라 신경억제를 통한 불안감 해소, 기억력 증강 또는

조울증 등에 영향을 준다(1,2). 또한 스트레스 해소, 혈압강하작

용, 우울증 개선, 중풍과 치매 예방, 불면, 비만, 갱년기장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뇌졸중 및 결장암, 대

장암 세포의 전이 및 증식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3).

최근 GABA는 기능성 식품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GABA는

다양한 식품 속에 포함되어 있으나 함량이 낮아 자연적인 섭취

로 GABA의 생리작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지난 수 년 동안

GABA의 대량 생산을 위해 인위적으로 함량을 높이는 연구가 진

행 중이며, 그 중 젖산세균 같은 발효를 통한 함량 증가 또한 연

구되고 있다(4).

젖산세균은 오래전부터 산업적으로 이용되어 온 중요한 균주

중 하나로서 사람의 장내에서 정상적인 균총을 형성하는 그람양

성의 구균 또는 간균이다(5). 일반적으로 젖산세균은 프로바이오

틱스(probiotics)에 해당되어 숙주에게 건강적 효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며, 다른 미생물에 비해 생육 가능한 pH의 범위가 넓어 낮

은 pH 환경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6,7). 젖산세균은 자연계에 널

리 분포하며 당류 발효를 통해 젖산을 생성하고, 젖산발효, 단백

질 및 지방분해 작용으로 발효식품의 저장성 증진 및 풍미를 향

상시키기 때문에, 전통적인 발효식품의 제조에 스타터(starter)로

서 이용되고 있다(8,9). 최근 젖산세균이 GABA 생산을 하는 생

리 활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GABA 생성 젖산세균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10), 젖산세균에 monosodium

glutamate (MSG)를 첨가하여 GABA 생성량을 증가시키는 효과

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11).

미강은 벼의 도정과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로 연간 10만 톤 정

도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12). 미강의 주성분은 수분 함량

14%를 기준으로 할 때 조단백질 11-15%, 조지방질 15-20%, 탄

수화물 34-52% 정도 함유하고 있으며, 식품섬유, 비타민류, 무기

질 성분들 외에 피트산(phytic acid), 감마오리자놀(γ-oryzanol), 토

코페롤(tocopherols), 토코트리에놀(tocotrienols) 및 페놀(phenolic)

성분 등과 같은 항산화 물질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존재

하고 있다(13). 미강의 효능으로는 항산화 효과(14), 염증 반응 억

제 활성(15),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16), 항암 및 항알레르기 효

과(17), 추출물의 변이원성 억제(18), 혈압 상승 억제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곡류의 도정

중 발생하는 미강의 15-20% 정도만이 쌀겨기름(rice bran oil) 제

조에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료나 비료로 사용되거나 폐기

물로 처리되고 있어 산업적인 가치가 매우 낮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19).

수액은 나무의 도관이나 사부를 통해 유동하는 액체로 크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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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액(xylem sap)과 사부수액(phloem sap)으로 나눌 수 있다. 일

반적으로 도관을 타고 이동하는 목부수액을 ‘수액’이라 부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용되고 있는 나무 수액의 대표적인 수종은

고로쇠나무, 당단풍나무 등의 단풍나무류와 자작나무, 박달나무

등과 같은 자작나무류, 그리고 대나무 및 다래나무 등이 있다(20).

최근 다래 수액에 기능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

지면서 수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다래 수액에는 무기물과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건위, 이뇨, 신경안정 및 심장

질환 발생 억제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

래 수액은 고로쇠나 자작나무 수액 등에 비해 동일 조건에서 3-

5배나 더 많은 수액을 얻을 수 있고, 수액 시음회를 통한 조사에

서 음료로서 기호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상업용 음료제품으로

서 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21,22).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산업적 가치가 충분한 다래 수액을 젖산세균의 발효를 통

해 GABA 생성량을 높여 기능성 강화된 건강음료를 개발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강 추출물, 영양원 및

GABA 생성 젖산세균을 이용한 발효를 진행함으로써 다래 수액

배지의 최적화 조건에 대해 연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수액 시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래나무 수액은 경상남도 함양 지역 부

근의 산림농가에서 2015년 3-4월경에 채취하여 냉동보관 중인 것

을 4oC에서 완전히 해동시킨 뒤 사용하였다.

미강 추출물 제조

미강은 (주)농업법인 햇곡원(Hongcheon, Korea)에서 구입한 것

으로 미강에 10배 증류수를 가한 후 55oC에서 24시간 온수 추출

하였다. 이를 거름종이(No. 3, Whatman, Maid-stone, Kent, UK)를

이용하여 1차로 감압여과 하고, 다시 1 L 막거르개키트(membrane

filter kit) (pore size 0.22 µm, Corning, Corning, NY, USA)를 사

용하여 2차 감압여과한 후에 사용하였다.

시약과 기기

젖산세균의 분리와 배양을 위해 브로모크레졸퍼플(Bromocresol

Purple) (Sigma-Aldrich, St. Louis, USA)첨가 한천배지와 MRS 브

로스(broth)와 우무(agar) (Difco, Detroit, MI, USA)를 사용하였고,

pH 측정은 pH meter (720P, Istek, Seoul, South Korea)를 사용하

였으며,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다래 수

액은 1 L 막거르개키트(membrane filter kit) (pore size 0.22 µm,

Corning)를 사용하여 여과 하였다.

수액 발효에 이용 할 균주의 분리 및 배양

청주지역 가정에서 수거한 김치 시료 50여 종, 충북대학교 식

품생명공학과 학생들의 인체 분변 10여 종에서 분리한 시료를 수

거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0.85% 염화소듐(NaCl) (Junsei, Tokyo,

Japan) 용액을 이용해 십진법으로 희석 후 Bromocresol Purple

(Sigma-Aldrich)첨가 한천배지에 0.1 mL씩 평판도말법으로 접종하

고 37oC에서 48-7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발생한 황색의

집락을 잠정적 젖산세균으로 선발하였고, 이를 MRS Agar (Difco)

배지를 이용해 순수분리하여 1차 균주로 선별하였다.

배지에서 우수한 GABA 생성능을 가진 균주 선발

선별된 1차 균주들의 GABA 함량을 생성량을 측정하기 위해

Zhang 등(23)의 enzymatic GABase assay를 이용하여 한국생물자

원센터(Korean Collecgtion for Type Cultures, Jeong-eup, Korea)

에서 분양받은 상업용 균주(Lactobacillus acidophilus KCTC3164,

Streptococcus thermophilus KCTC3658, Leuconostoc mesenteroides

KCTC8293, Lactococcus lactis KCTC3926)들과 비교하여 측정하

였다. MRS broth (Difco)에서 3회 계대 배양한 1차 선별 균주들

의 초기균주 농도를 5-6 log CFU/mL로 일정하게 맞춘 뒤 다시

MRS broth (Difco)에서 37o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액 100 µL와 메탄올(methanol) 400 µL를 eppendorf tube에 순서대

로 넣고 잘 섞은 다음 65-70oC로 예열된 물중탕(water bath)에서

1시간 동안 완전히 고형화시켰다. 여기에 70 mM LaCl3 (Sigma-

Aldrich, 262072, St. Louis, MO, USA) 1 mL을 가하여 잘 섞고

200 rpm, 25oC에서 교반 시켜준 다음 10,000 rpm, 4oC에서 5분 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 800 µL와 0.1 M KOH (Junsei, Tokyo, Japan)

160 µL을 eppendorf tube에 가한 다음 약 5분 간 교반하였다. 이

를 다시 10,000 rpm, 4oC에서 5분 간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

550 µL를 1/5 완충용액(buffer)으로 희석 후, 96-well에 scale down

하여 상층액 110 µL을 얻었다. 상층액 110 µL에 0.5 M K4P2O7 완

충용액 40 µL, 4 mM NADP (Sigma-Aldrich, N5755) 30 µL, 2.0

units Gabase/mL (Sigma-Aldrich, G7509) 10 µL를 혼합하고, 3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initial A)하였다. 그 뒤, 20 mM α-ketoglu-

tarate (Sigma-Aldrich, K1750) 10 µL를 첨가한 후 25oC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다시 3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final A)한 다음

표준곡선로부터 측정된 흡광도(final A-initial A)를 대입하여 균주

의 GABA 생성능을 비교하여 우수한 균주를 2차 선별하였다.

2차 선별 후 분리된 균주의 동정

2차 선별된 우수한 GABA 생성능을 가진 균주를 MRS broth

(Difco)에서 3회 계대 배양하여 활성을 높인 후 실험에 사용하였

다. 선별된 균주를 상대로 현미경 관찰, 그람 염색, 카탈레이스

(catalase) 생성 여부, 산소유무에 따른 생장, API 50 CHL kit

(API bioMerieux, Marcy líEtoil, France)를 이용한 총 49종의 당

발효 실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ATM identification system (API

bioMerieux, France)에 입력하여 젖산세균의 속(Genus)와 종

(Species)를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16s rDNA 분석을 통하여 확

인하였다. 선별된 균의 DNA 염기서열 분석은 universal primer

27F (5'-AGA CTT TGA TCC TGG CTC AG-3'), 그리고 pimer

1492R (5'-GGT TAC CTT GTT AGC ACT T-3')을 사용, RT-

PCR은 Solgent EF-Taq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증폭은 95oC에서

15분 간(initial denaturation) 처리 후 변성(denaturation) (95oC, 20

초), 가열냉각(annealing) (50oC, 40초), extension (72oC, 90초) 과

정을 30회 반복 하였다. 마지막으로 72oC에서 5분 간 final exten-

sion을 시킨 후 그 결과물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결과를 BLAST

프로그램을 통해 동정하였고, 최종적으로 균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젖산세균주의 생육특성

GABA 생산을 위한 최적 배양 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온도,

시간에 따른 pH, 생균수, GABA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MRS broth

(Difco)에 5% (v/v) 선발균주를 접종 후 25, 32, 37 및 45oC에서

각각 24, 48 및 72시간 동안 배양한 뒤 pH는 25oC로 보정하여

pH meter를 사용해 측정하였고, 생균수는 배양액을 0.85%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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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sei) 용액을 이용해 십진법으로 희석 후 MRS Agar (Difco) 앞

쪽 배지에 평판도말법으로 접종한 뒤 37oC에서 배양되어 나오는

집락수로 측정하였으며, GABA 생성량은 enzymatic GABase assay

법으로 측정하였다.

고효율 GABA 생성을 위한 발효 다래 수액의 최적화

여과된 다래 수액에 미강추출물 10, 20, 30, 40 및 50% (v/v)

를 첨가한 뒤 5% (v/v) 선발균주를 접종하여 37oC에서 24시간 배

양 후 최적 GABA 생성 비율을 구하였다. 최적 비율로 미강추출

물이 함유된 다래 수액 속에 5% (v/v) 선발균주를 접종 한 뒤 탄

소원, 질소원, 무기염류로 각각 예비실험을 통해 선정된 슈크로

스(sucrose) 1, 2, 3, 4, 5, 10% (w/v)와 소이톤(soytone) 1, 2, 3,

4, 5, 10% (w/v), 황산마그네슘(magnesium sulfate) 0.05-1.0% (w/

v) 를 하나의 요인을 여러 수준으로 놓고 나머지 요인들을 고정

시켜 실험하는 one factor at a time method (OFAT)(24)에 기초하

여 한 요인을 다양한 수준으로 첨가하면서 다른 요인들을 고정

시켜 최적 GABA 생성 비율을 구하였다. 최종적으로 최적비율의

미강추출물과 영양원이 함유된 다래 수액에 5% (w/v) 선발균주

를 접종하고 MSG 0.05, 0.1, 0.2, 0.3, 0.4, 0.5, 0.7, 1.0% (w/v)

첨가에 따른 GABA 생성량을 구하였다.

최적화된 다래 수액의 젖산세균 발효

최적화된 비율로 영양원, MSG를 첨가한 다래 수액을 여과한

후 최적 비율의 미강 추출물과 5% (v/v) 최종선발된 균주를 접

종하여 32oC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였으며, 배양 기간 동안 pH,

젖산세균수, GABA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세부 실험 방법은 이

전 실험들의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통계처리

통계 분석은 SAS program (Statistical Analysis System 9.4

version,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사용하였으며, 실

험결과 값은 3반복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준오차 값으로

표현하였다. ANOVA 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

하여 유의수준 p<0.05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우수한 GABA 생성능을 가진 균주 선별

수액 발효에 이용할 균주 분리를 위하여 시료 60여 개에서

Bromocresol Purple 첨가 한천배지를 사용하여 발생한 황색의 250

여 개의 단일 집락을 분리하였고, 분리한 균주를 잠정적으로 젖

산세균이라 추정하였다. 그 후 MRS Agar를 이용하여 획선 도말

로 순수 분리를 통해 1차 선별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선별한 균주들과 상업용 균주의 GABA 생성능 비교를 위해 상

업용 젖산세균과 1차 선별한 균주 250여개의 GABA 함량을 측

정 한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상업용 젖산세균의 GABA

생성량은 6-11 µg/mL 정도로 나온 것에 비해 김치(CFM K88

125.54 µg/mL)와 인체분변(CFM 19 42.03 µg/mL)에서 선별한 균

주의 GABA 생성량이 더 높게 측정되었고, 인체분변에서 분리한

CFM 11이 605.67 µg/mL으로 가장 높은 GABA 생성능을 보여 2

차 균주로 선별하였다. 이와 같은 CFM 11의 GABA 생성량은

Kim 등(25)이 김치에서 분리한 L. sakei 383을 두유에서 최적조

건으로 35oC에서 18시간 배양했을 때 생성된 GABA량인

304.1 mg/g 보다 높았고, Lim 등(26)이 발효유 제품의 스타터로

사용하기 위해 분리한 L. acidophilus RMK567를 1% MSG가 첨

가된 10% 환원탈지유에서 최적조건으로 설정한 37oC에서 18시

간 배양한 후의 GABA 생성량인 711.40 µg/g D.W와 비교하여도

비슷한 생성량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비록 Park과 Oh(27)의 연

구에서 보고한 L. brevis OPY-1 GABA 생성량은 30oC, 24시간에

서 24.24 mM이 생성되었다고 보고하였고, Li 등(28)이 분리한 L.

brevis NCl912의 최적조건으로 설정한 30oC, 48시간, 3% MSG첨

가 시 생성된 GABA량인 149.05 mM보다 낮지만, Lactobacillus속

균주마다 조금씩 다른 최적 GABA 생성 조건을 가지므로 CFM

11의 GABA 생성능이 떨어진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균주의

생육을 촉진시킬 영양원의 첨가, pH조정, pyridoxal-5’-phosphate

첨가 등의 조건의 변화가 있을 때 CFM 11의 GABA 생성능은

더욱 향상될 수 있다(29,30).

2차 선별 후 분리된 균주의 동정

2차 선별된 젖산세균의 속과 종을 정하기 위해 생리, 생화학적

시험을 하였다. 선별 균주인 CFM 11의 생리적, 생화학적 시험을

한 결과 그람(Gram) 염색 후 현미경 관찰 시 양성임을 확인하였

고, 긴 막대 모양의 rod 형태였으며, 운동성은 음성으로 나타났

다. 또한 산소 유무와 상관없는 생육을 보였으며, 카탈레이스반

응(catalase reaction)은 음성을 나타내었고, 15oC와 45oC에서는 잘

Table 1. GABA production of commercial lactic acid bacteria

and bacteria isolated from Kimchi & human feces

Strains Source GABA (µg/mL)

 Lactobacillus acidophilus 
KCTC3164

KCTC 006.24±0.251)

 Streptococcus thermophilus 
KCTC3658

KCTC 10.40±0.32

Leuconostoc mesenteroides 
KCTC8293

KCTC 08.25±0.08

 Lactococcus lactis 
KCTC3926

KCTC 08.62±0.29

CFM K14 Kimchi 23.47±2.74

CFM K31 Kimchi 26.84±1.60

CFM K32 Kimchi 40.53±2.01

CFM K44 Kimchi 56.08±1.06

CFM K72 Kimchi 41.32±1.80

CFM K88 Kimchi 125.54±2.280

CFM K141 Kimchi 24.42±1.11

CFM 8 Human feces 23.65±1.55

CFM 14 Human feces 25.05±2.22

CFM 19 Human feces 42.03±0.84

Lactobacillus brevis CFM11 Human feces 605.67±7.920

1)Values are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ion experiments.

Table 2.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Lactobacillus brevis

CFM11

CFM111)

 Gram reaction +

 Cell type rod

 Motility -

 Aerobic growth +

 Anaerobic growth +

 Catalase reaction -

1)(+): positive reaction, (-): negative 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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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API 50 CHL kit

(Bio-Mereux, France)를 이용하여 49종의 당 발효 시험을 실시한

결과 리보스(ribose) 등 12종으로부터 산을 생성하였다(Table 3).

그 결과를 ATB identification system에 입력한 결과 L. brevis로

판명되었다. 16s rDNA analysis를 통하여 분석된 염기서열을

BLAST program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L. brevis (I.D. 99%)로

동정되어 L. brevis CFM11로 명명하였다(Fig. 1).

최종 선별된 젖산세균주의 생육특성

고효율의 GABA 생성을 위해서는 높은 균체 농도와 적절한 배

양온도가 필요하고(31), L. brevis 종들의 GABA 생성량을 측정한

연구에서 Li 등(32)은 온도 조건의 변화에 의한 L. brevis NCL912

생장과 그로 인한 세포밀도의 증가는 균의 GABA 생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 brevis CFM 11을 다래 수액 발

효에 이용하기 위하여 온도(25, 32, 37, 45oC)와 시간(0, 24, 48,

72 h)에 따른 특성을 측정하였고, 생균수와 pH의 결과 각각 Fig.

2, 3과 같이 나타났다. L. brevis CFM11의 생장 온도는 25-37oC

의 온도 안에서 모두 잘 생장하였고, 32oC에서 가장 활발히 생

장하였다. pH의 변화 또한 25-37oC의 온도 안에서 모두 pH 4.5

정도까지 내려감을 보았을 때 발효가 적절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45oC 조건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

균수가 줄어들고, pH 또한 초기 pH 6.10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

는 것으로 보아 생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25-37oC에서 배양 시 24시간 동안 활발히 생장하였으나,

48시간까지 배양했을 때는 37oC의 온도에서는 생균수가 줄어들

었고, 25-32oC에서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8시

간 이상 배양 시 모든 온도에서 생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L. brevis CFM11의 최적 생육 조건은

32oC에서 48시간 배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L. brevis CFM11의 생장 시 GABA 함유량(Fig. 4) 또한 최적

생육온도 32oC에서 가장 많이 생성되었고, 25-37oC의 온도 조건

하에서 유의하게 생성되었으며, 45oC에서는 GABA 생성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omatsuzaki 등(29)의 연

구에서 L. paracasei NFRI7415는 배양 시 37oC에서 가장 빠른

GABA 생성을 보였고, 그 보다 높은 43oC에서는 GABA 생성능

과 생장률이 급격하게 저해된 것과 같이, L. brevis CFM11 또한

온도 조건의 따른 균의 생장이 GABA 생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배양시간에 따른 GABA 함유량은 배양

시작 후 48시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그 이후는 유지되는 경

향을 보였다. 이는 Di Cagno 등(33)의 연구에서 L. plantarum

DSM 19463는 배양 시 48시간 이후에 증가하여 72시간에서 가

장 높은 GABA량(4.83 mM)을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으나, Ville-

gas 등(34)의 연구에서 L. brevis CRL 1942가 30oC에서 배양 시

48시간에 가장 높은 GABA량이 측정된 후 유지되는 것과 유사

한 결과를 보였다.

최종적으로 L. brevis CFM11를 이용한 고효율의 GABA 생성

발효를 위해서는 Sadaji 등(35)이 제시한 30oC, 48시간과 유사한

32oC에서 48시간의 배양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효율 GABA 생성을 위한 발효 다래 수액의 최적화

Li and Cao(36)은 높은 수율의 GABA 생성을 위해서 여러 종

류의 탄소원 중 1.25%의 포도당(glucose) 첨가를 최적조건으로 제

Table 3.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Lactobacillus brevis CFM11

No. Carbohydrates source CFM 111) Carbohydrates source CFM 111)

1 Glycerol - 26 Salicin -

2 Erythritol - 27 Cellobiose -

3 D-Arabinose - 28 Maltose +

4 L-Arabinose - 29 Lactose -

5 Ribose + 30 Melibiose +

6 D-Xylose + 31 Saccharose -

7 L-Xylose - 32 Trehalose -

8 Adonitol - 33 Inulin -

9 β-Methyl-D-Xyloside - 34 Melezitose -

10 Galactose + 35 D-Raffinose -

11 D-glucose + 36 Starch -

12 D-Fructose + 37 Glycogen -

13 D-Mannose - 38 Xylitol -

14 L-Sorbose - 39 β-Gentiobiose -

15 Rhanmnose - 40 D-turanose -

16 Dulcitol - 41 D-lyxose -

17 Inositol - 42 D-tagatose -

18 Mannitol - 43 D-fucose -

19 Sorbitol - 44 L-fucose -

20 α-Methyl-D-Mannoside - 45 D-arabitol -

21 α-Methyl-D-Glucoside + 46 L-arabitol -

22 N acetyl glucosamine + 47 Gluconate +

23 Amygdalin - 48 2-keto-gluconate -

24 Arbutin - 49 5-keto-gluconate +

25 Esulin +   

1)(+): Produced acid from carbohydrates, (-): Not produced acid from carbohyd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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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고, Li 등(28)에서는 GABA 생성을 위해 2.5%의 yeast

extract, soya peptone, beef extract를 질소원으로 첨가한다고 하였

다. Kook 등(37)과 Li 등(32) 또한 균의 GABA 생성을 높이기 위

해 탄소원, 질소원 및 무기염류를 첨가한다 하였는데, 본 실험에

서는 L. brevis CFM11을 이용하여 다래 수액을 발효 시 고농도의

GABA를 얻기 위해 다래 수액에 미강추출물과 탄소원으로 갈락

토스(galactose), sucrose, dextrose, 자일로스(xylose)과 질소원으로

Fig. 1. Partial sequence of 16s rDNA of the isolated Lactobacillus brevis CFM11.

Fig. 3. Growth of L. brevis CFM11 in MRS broth at different
temperatures and time.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b,c,d) at
each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ig. 2. Changes in pH values of MRS broth by L. brevis CFM11

at different temperatures and time.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b,c,d) at each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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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톤(peptone), 쇠고기추출물(beef extract), 트립톤(tryptone), 소이톤

(soytone), 그리고 무기염류원으로 황산마그네슘(magnesium sulfate),

아세트산소듐(sodium acetate), 황산이포타슘(dipotasium sulfate),

acetate sulfate을 다래 수액에 첨가하여 예비실험 하였고, 그 중에

서 우수한 효과를 보인 sucrose, soytone, magnesium sulfate를 첨

가하였다. 그리고 MSG 첨가에 따른 GABA 생성량을 구하였다.

미강 추출물의 첨가 농도에 따른 GABA 생성량을 실험 한 결과

(Fig. 5), 미강추출물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GABA 생성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Kim 등(38)과 Jung 등(39)이

보고한 바와 같이 미강 속에는 phytic acid, 식이섬유, GABA,

vitamin B1, vitamin B2, 지질, phenolic acids과 같은 영양원이 다

량 존재하고 있고, Lee 등(40)이 보고한 미강의 성분 중 조단백질,

조지방질, 탄수화물 등의 성분들에 의해 다래 수액의 부족한 발

효 기질들을 보충해 주어 젖산세균 발효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첨가한 미강추출물의 농도가 50%

일 때 가장 높은 GABA 생성량으로 보였지만, 통계처리 결과 40-

50%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GABA 생성을 위

한 최적 미강추출물 첨가농도는 40%로도 충분함을 확인하였다.

최적비율인 40%의 미강추출물을 첨가한 다래 수액에 sucrose,

soytone, magnesium sulfate를 첨가하여 L. brevis CFM11 발효 한

결과, sucrose의 경우(Fig. 6) 2%에서 가장 높은 244.44 µg/mL 생

성하였고 3% 이상부터는 GABA 생성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1-2% 첨가 시에는 GABA 생성량의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1%의 sucrose로도 충분 할 것으로 보

인다. soytone을 첨가했을 경우(Fig. 7) 3%에서 가장 높은 GABA

생성을 보였고, 그 이상 농도 첨가는 감소했으며, 10% 이상의

soytone 첨가는 오히려 GABA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 되

었다. 그리고 magnesium sulfate를 첨가하여 발효 시(Fig. 8) 0.2%

에서 가장 높은 GABA 생성량을 보였고, 0.4-1.0%에서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최적비율의 영양원과 미강추출물이 첨가된 다래 수액에 MSG

를 넣어 발효한 결과(Fig. 9), 0.1-0.4%의 MSG를 첨가했을 때

(840.0 µg/mL 이상)가 첨가하지 않았을 때(209.65 µg/mL) 보다 4-

5배 높은 GABA 생성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 0.2%의 MSG를 첨

가했을 때(1030.08 µg/mL) 가장 높은 GABA 생성량을 보였다. 그

이상 농도의 MSG 첨가 시 GABA 생성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Lee 등(41)과 Dhakal 등(42)이 제시한 결과와 같

이 일정수준의 MSG 첨가는 L. brevis 가 글루탐산(glutamic acid)

소비를 통해 GABA 생성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래 수

액 발효 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종적으로 L. brevis

Fig. 6. Production of GABA by L. brevis CFM11 in darae sap

containing rice bran extract with sucrose.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d) at each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7. Production of GABA by L. brevis CFM11 in darae sap
containing rice bran extract with soytone.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d) at each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4. Production of γ-aminobutyric acid by L. brevis CFM11 in

MRS broth at different temperatures and time.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b,c,d) at each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ig. 5. Production of GABA by L. brevis CFM11 in darae sap

with rice bran extract.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d) at each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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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M11을 이용한 다래 수액 발효를 위한 최적 조건은 미강추출

물 40%, sucrose 1%, soytone 3%, magnesium sulfate 0.2%,

MSG 0.2%으로 확인되어 실험에 이용하였다.

최적화된 다래 수액의 젖산세균 발효

앞서 진행한 실험들을 토대로 다래 수액의 L. brevis CFM11을

이용한 젖산세균 발효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다래 수액은 72시

간 동안 발효를 거치면서 생균수(Fig. 10)는 48시간까지 증가하

다가 48시간에 측정하였을 때 1.69×109 (CFU/mL)에 도달한 뒤

감소하였고, pH (Fig. 11)는 초기 pH 6.09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72시간 발효 했을 때는 pH 4.6에 도달하였다. GABA 생성량(Fig.

12)은 12시간까지 미미한 생성속도(106.40 µg/mL)를 보이다가 12

시간(324.13 µg/mL)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4-48시간 사이에 급

격히 생성되었고 48시간(1366.13 µg/mL)에는 최대치를 보였다. 48

시간 이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처리 결과 48시

간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L. brevis

CFM11의 다래 수액 속에서 고효율 GABA 생성을 위한 발효 조

건의 최적화는 다래 수액 속에 GABA함량을 높여 주었고, 이와

같은 결과는 다래 수액을 이용한 기능성 음료 개발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Fig. 11. Changes in pH in optimised darae sap duing

fermentation using L. brevis CFM11 for 72 hours.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f) at each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12. Production of GABA in optimised darae sap duing

fermentation using L. brevis CFM11 for 72 hours.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b,c) at each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8. Production of GABA by L. brevis CFM11 in darae sap
containing rice bran extract with magnesium sulfate.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d) at each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9. Production of GABA by L. brevis CFM11 in conditioned

darae sap with MSG.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d) at each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10. Changes of viable cell counts in optimised darae sap
duing fermentation using L. brevis CFM11 for 72 hours.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f) at each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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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능성 물질인 GABA를 생성하는 젖산세균을 분리

하고 다래 수액을 이용하여 GABA 생산을 위한 배지의 최적화

를 목표로 하였다. 다래 수액 발효에 이용할 고효율의 GABA 생

성 균주 분리를 위해 젖산세균이 많다고 알려진 시료들에서 균

주들을 채취하여 MRS broth에 접종 후 37oC에서 24시간동안 배

양 후, 효소적 방법을 이용해 균주가 생산하는 GABA양(605.67

µg/mL)을 측정하여 분리 선별하였다. 그리고 선별한 균주를 생

리, 생화학적인 시험과 API 50 CHL을 이용한 당 발효 시험, 그

리고 16s rDNA 분석을 통한 결과, L. brevis CFM11로 명명하였

다. 선발된 젖산세균주의 생육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온도

(25, 32, 37, 45oC)와 시간(0, 24, 48, 72 h)에 따른 특성을 측정

한 결과 32oC, 48시간 배양했을 때 가장 높은 GABA 생성량과

생육조건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L. brevis CFM11를 이용한 발효 시 다래 수액에 부족할 수 있

는 발효 영양원을 보충하고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강추출물을

첨가하여 발효에 이용하였고, 또한 높은 농도의 GABA 생성을

위해 다양한 영양원과 젖산세균의 GABA 생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진 MSG를 첨가하여 최적 발효 조건을 찾은 결과, 미강추출

물 40%, sucrose 1.0%, soytone 3.0%, magnesium sulfate 0.2%,

MSG 0.2% 첨가하는 것이 다래 수액 발효를 위한 최적 조건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적화된 다래 수액에 L. brevis

CFM11를 이용하여 발효를 한 결과, 균주의 최적 생육 조건인

32oC 48시간 배양 시 가장 높은 GABA 생성량인 1366.13 µg/mL

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분리 균주인 L. brevis CFM11를

이용하여 발효 시 다래 수액 내에서 높은 효율의 GABA를 생성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GABA의 기능성이 더해진 젖산

세균 발효음료의 상업적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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