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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산발효 처리에 의한 도라지의 Platycosides 조성  
호흡기질환 유발세균에 한 항균 활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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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investigate changes in platycosides, as well as antimicrobial activ-
ities of bronchus diseases-inducing bacteria (Corynebacterium diphtheriae, Klebsiella pneumoniae, Staphylococcus aur-
eus, and Streptococcus pyogenes) of Platycodon grandiflorum root (PGR) fermented by lactic acid bacteria (Leuconostoc 
mesenteroides N12-4, Leuc. mesenteroides N58-5, Lactobacillus plantarum N76-10, L. plantarum N56-12, Lactobacillus 
brevis N70-9, and L. brevis E3-8). Growth of L. plantarum on PGR was most active during lactic acid fermentation 
using different strains. Total platycoside, platycoside E, platycodin A, polygalacin D2, polygalacin D, and diapioplatyco-
side E contents of PGR fermented for 96 h at 37°C by Leuc. mesenteroides and L. plantarum increased, whereas 
contents of platycodin D and platycodin D3 were reduced. The antimicrobial activity on PGR fermented by L. plantarum 
N56-12 exhibited strong microbial proliferation for all four kinds of bronchus disease-inducing bacteria and was higher 
than that of non-fermented PGR extract. MIC of fermented PGR extract by L. plantarum N56-12 on C. diphtheriae, 
K. pneumoniae, S. aureus, and S. pyogenes were 45, 10, 50, and 25 mg/mL, respectively. Thus, this result shows 
that the antimicrobial activities of bronchus disease-inducing bacteria and platycoside content of PGR by L. plantarum 
N56-12 were higher than that of non-fermented PGR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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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는 초롱꽃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류로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륨 및 마그네슘 등 

무기질이 많이 함유된 알칼리성 식품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1~2년근은 제사음식으로 볶음나물뿐만이 아니라 생

채 등에 많이 애용하고, 3년근 이상의 도라지는 기관지질환 

치료 및 예방 재료로 애용되고 있는 식물이다(1,2). 도라지

의 주된 약리성분으로 진해, 거담작용 등 기관지질환 세균에 

대하여 항균 효과(3), 혈당강하 작용(4), 콜레스테롤 대사 

개선(5,6), 항비만 작용(7),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8,9), 항

산화 효과(10,11) 등의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기

능성을 가지는 도라지의 유효성분은 platycodin D를 포함

하여 20여 종의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12-16). 도라지의 사포닌도 인삼 사포닌과 비슷하게 ole-

anane계 triterpene을 aglycone으로 하는 구조로 각 반응

기에 각종 당을 결합하고 있어 도라지의 사포닌을 이용할 

경우 추출용매 및 조건 등에 따라 사포닌 추출수율이 다르며

(17,18), 저장방법과 기간(19), 건조온도 및 방법(20,21), 

가압처리(22)에 의해 사포닌 구조가 변하고 이에 따라 사포

닌이 가지는 기능성도 변한다고 하였다(22). 이처럼 도라지 

내에 함유된 사포닌의 특성을 이용하여 도라지 추출물로부

터 천연계면활성제(23), platycoside를 고순도로 함유한 면

역 활성 및 항암 활성 증진용 조성물(24), 발효 때문에 유효

성분을 증가시킨 도라지 제조(25), 길경을 첨가한 영덕밥식

해(26), 젖산발효 한 도라지 당 추출 발효액을 이용한 음료

(27), Aspergillus oryzae 발효에 의한 항비만 효과가 증가

한 도라지(28) 등의 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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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처럼 도라지를 이용한 건강식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공도라지의 유효성분인 platycoside류의 조성 함

량 및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발효에 의한 기능성 증가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는바 도라지도 국균발효에 의하여 항비만 효과가 

증가하였고(28), 젖산발효 한 도라지당액의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다(27)고 보고된 바 있지만 이러한 발효 때문에 도

라지 사포닌의 조성 변화에 대한 보고는 없는 바이다. 이처

럼 도라지도 인삼과 같이 함유한 사포닌 종류가 다양하며, 

가공 및 발효 처리에 의하여 결합하고 있는 당 물질이 분해

하는 정도에 따라 구성하고 있는 사포닌 물질이 달라지고 

있으나 변환된 사포닌 물질 각각의 기능성 효과에 대한 연구

는 도라지의 대표적 사포닌인 platycodin D 및 platycoside 

E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발표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라지에 

각종 젖산균을 접종 배양해본 결과 젖산균의 종류에 따라 

도라지 사포닌 조성의 변화를 볼 수 있었으며, 호흡기질환 

유발세균에 대한 항균력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에 

젖산발효에 의한 기능성이 증진된 제품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는 

충남 금산군 포장에서 재배된 3년근 도라지를 2014년 10월 

중순에 수확한 것으로 한 뿌리당 길이 20±2 cm, 중량 15±1 

g 정도의 중뿌리를 선별하여 세척하고 탈수한 후 한약재의 

표준 건조방법대로 40±1°C에서 온풍 건조하여 70 mesh로 

분쇄한 다음 -20°C의 냉동고에 보관한 후 시료로 사용하였

다.

젖산균 및 호흡기질환 유발세균의 배양

젖산발효를 하기 위하여 사용한 젖산균은 농촌진흥청 국

립농업과학원 발효식품과에서 젖산발효균으로 우수하다고 

분리된 젖산균인 Leuconostoc mesenteroides N12-4, 

Leuconostoc mesenteroides N58-5, Lactobacillus plan-

tarum N76-10, Lactobacillus plantarum N56-12, Lac-

tobacillus brevis N70-9 및 Lactobacillus brevis E3-8 

등 6종을 농촌진흥청 발효식품과에서 분양받았으며, 균주배

양은 MRS broth(Difco Co., Detroit, MI, USA) 배지를 이

용하여 37°C incubator에서 24~36시간 배양하여 사용하

였다. 호흡기질환 유발세균에 대한 도라지 젖산발효물의 항

균 활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균은 Corynebacterium 

diphtheriae KCTC 3075, Klebsiella pneumoniae KCTC 

2246, Staphylococcus aureus KCTC 1621 및 Strepto-

coccus pyogenes ATCC 19615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

생물자원센터(Daejeon, Korea)에서 분양받았다. 미생물 배

양은 Trypic soy broth(TSB, Difco Co.) 배지와 Trypic 

soy broth agar(TSA, Difco Co.)를 사용하여 37°C in-

cubator에서 균주에 따라 24~39시간 배양하여 항균력 실

험에 사용하였다. 

도라지의 젖산발효

젖산발효를 위한 도라지의 처리는 도라지 분말 50 g에 

도라지 중량의 10배량의 물을 가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121 

°C에서 20분간 멸균 처리하였다. 젖산균 접종은 MRS broth 

배지에서 배양시킨 균주액을 106 CFU/mL 농도가 되도록 

멸균수로 희석한 후 멸균된 도라지 시료액에 대하여 3%(W/ 

W)가 되도록 접종한 다음 37°C에서 4일간 발효시켰다. 

젖산균주별 도라지 발효에 대한 특성 측정

젖산균주의 종류에 따라 도라지에 대한 발효특성 조사는 

발효시간에 따른 발효물의 pH 변화 및 미생물의 생육도 변

화를 조사하였다. pH의 변화는 발효도라지물을 일정량 취하

여 pH meter(Mettler Toledo 225, Mettler Toledo Instru-

ments Ltd., Langacher, Switzerland)로 측정하였고, 미생

물의 생육도는 MRS agar 배지에 발효기간에 따라 발효된 

도라지의 일정량을 멸균수로 100배 희석한 발효액을 100 

μL씩 분주하여 균일하게 도말한 후 48시간 배양한 다음 형

성된 colony 수를 측정하여 colony forming unit으로 비교 

표현하였다. 

젖산발효 처리에 의한 platycosides 변화 분석

젖산발효 처리 시간에 따른 도라지 발효물의 platycoside

류의 분석은 Kim 등(29)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분석하였

다. 즉 발효 처리를 24, 48, 72 및 96시간에 따라 발효되는 

시료 10 g에 20배의 70% 메탄올 용매를 가한 후 70°C의 

온도에서 5시간씩 환류 추출하고 그 여액을 원심분리 한 다

음 상등액을 membrane filter(0.20 μM pore size, What-

man Co., Kent, UK)로 여과, HPLC에 10 μL씩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사용한 칼럼은 Agilent ZORBAX SB-C18 

(Agilent, Santa Clara, CA, USA)을 장착한 HPLC system 

(Agilent 1200 series system with DAD detector at 203 

nm 및 210 nm)을 이용하였고, 이동상의 조건은 용매 A 

(water)와 용매 B(acetonitrile)를 이용하여 용매 B를 0분

(20%), 22분(31%), 28분(38%), 32분(40%), 50분(50%), 

post time 5분의 조건하에 칼럼온도 35°C, 유속 0.8 mL/ 

min으로 흘려주었다. 도라지 사포닌의 표준시약으로는 pla-

tycodin D와 D2는 Chengdu Biopurify Phytochemicals 

Ltd.(Chengdu, China), deapioplatycoside D3와 deapio-

platycoside E는 Wuhan ChemFaces Biochemical Co. 

Ltd.(Wuhan, China), platycodin A는 Quality Phytochem-

icals LLC(Metuchen, NJ, USA), platycodin D3, platyco-

side E 및 polygalacin D는 한국한방산업진흥원(Gyeong-

san, Korea), polygalacin D2는 PubChem(Bethesda,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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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pH on Platycodon grandiflorum fermented
by some different strains during lactic acid fermentation. Values 
are mean±SD (n=3)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Means with dif-
ferent letters (a-c) in the same fermented time indicate signifi-
cant differences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 
Leuconostoc mesenteroides N12-4, 2: Leuconostoc mesenter-
oides N58-5, 3: Lactobacillus plantarum N76-10, 4: Lactobacil-
lus plantarum N56-12, 5: Lactobacillus brevis N70-9, 6: Lacto-
bacillus brevis E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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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lactic acid bacteria growth on Platycodon 
grandiflorum fermented by some different strains during lactic 
acid fermentation. Values are mean±SD (n=3) of triplicate deter-
mination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in the same fer-
mented tim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 Leuconostoc mesenteroides N12-4, 2:
Leuconostoc mesenteroides N58-5, 3: Lactobacillus plantarum 
N76-10, 4: Lactobacillus plantarum N56-12, 5: Lactobacillus 
brevis N70-9, 6: Lactobacillus brevis E3-8. 

USA) 등에서 분양받아 9종의 표준품을 사용하였다.

항균 효과 측정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에 대한 항균 효과는 Lee 등

(3)과 Lee와 Moon(30)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실시하였

다. 각 균주는 TSB 배지에 접종하여 24시간 배양한 다음 

106 CFU/mL 농도가 되도록 멸균수로 희석한 균 배양액을 

이용하였다. 도라지 시료는 젖산발효 하지 않은 도라지와 

젖산균 종류별로 발효한 시료를 원심분리 하여 발효물의 상

등액을 TSB 배지에 100 mg/mL가 되도록 양을 조절하여 

주입한 후 121°C에서 20분간 멸균한 다음 106 CFU/mL 

농도로 조절한 호흡기질환 유발세균을 100 μL씩 주입하여 

37°C에서 50 rpm으로 진탕 배양하였다. 배양하는 동안 균

종별에 따라 시간대별로 균의 성장을 spectrophotometer

를 이용하여 6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도라지를 젖산

발효 하지 않은 것과 항균력을 조사 비교하였다. 또 항균력

이 우수한 도라지 발효추출물의 호흡기질환 유발세균들에 

대한 최소생육저해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

tion, MIC)를 알아보기 위해 TSA 배지에 대하여 최종농도

가 5~250 mg/mL의 범위에서 5 mg/mL 간격으로 발효도라

지 추출물을 배지에 각각 첨가하여 plate에 분주 후 응고시

켰다. 여기에 균주배양액(106 CFU/mL)을 100 μL씩 각각 

분주한 후 37°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미생물이 증

식되지 않은 첨가물 농도를 확인하여 최소생육저해농도로 

결정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의 실험 결과들은 각 처리구 시료에 대하여 3회 

반복 측정하여 이루어졌으며 모두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

었다. 모든 자료의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software package(SAS 9.1.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각 데이터 간의 유의성을 

다중범위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5% 및 

1%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젖산균주별 발효 처리기간에 따른 도라지 발효물의 pH 

및 젖산균의 생육도의 변화

젖산균주의 종류별, 발효 처리기간별에 따라 도라지 발효

물의 pH 및 젖산균의 생육도의 변화는 Fig. 1 및 2와 같다. 

젖산균별에 따라 도라지를 발효시키면서 pH의 변화를 본 

결과 L. plantarum균이 발효 때문에 pH의 변화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L. plantarum N56-12는 발효 시작과 

동시에 pH가 급격히 떨어져 24시간 발효 시 3.73의 pH를 

나타냈으며, 기타 L. brevis균과 Leuc. mesenteroides균은 

pH 4.16~4.30 정도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 이후 L. 

plantarum균은 지속해서 pH가 낮아지는 경향으로 발효 48

시간 이후부터 pH가 3.6 이하로 낮아져 발효 96시간째 pH

가 3.45~3.52를 보여주었다. 기타 균들은 발효 96시간까지 

pH가 거의 미비한 수준으로만 낮아짐을 볼 수 있었다. L. 

brevis균은 발효 72시간까지는 미비하게 내려가다가 96시

간째 Leuc. mesenteroides균보다 미약하게 pH가 내려감

으로써 발효 72시간 이후 pH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고, 

Leuc. mesenteroides균과 L. brevis균 모두 발효 96시간

째 pH 3.95~4.04를 나타냈다. 

젖산균의 생육도는 젖산균별에 따라 MRS 배지에 배양하

여 starter를 만들 때도 L. plantarum균의 생육이 가장 좋았

고 Leuc. mesenteroides균들은 생육도가 낮은 편이었는데, 

도라지 원료에다 일정 colony 수가 되도록 첨가한 다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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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시킨 이후에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다. 즉 L. plantarum

균은 발효 시작 24시간째부터 107 CFU/g 이상으로 증가하

여 발효 72시간째 108 CFU/g 이상까지 colony 수가 증가할 

정도로 생육도가 좋았으며, Leuc. mesenteroides균들은 

초기 생육이 서서히 시작하여 발효 48시간 경과 시 106 CFU 

/g이 된 후 그 이상의 colony 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김치의 신맛에 좌우하는 L. plantarum균은 pH가 지속해서 

감소하여도 내산성이 있는 균이라 계속 생육이 활발한 것으

로 보이며, Leuc. mesenteroides균은 발효 때문에 pH가 

내려가면 생육이 저지되는 특성이 있어서 생육도가 낮은 것

으로 생각된다. 또 L. brevis균들은 L. plantarum균보다는 

생육도가 낮았으나 Leuc. mesenteroides균보다는 생육도

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 발효 72시간 이후는 L. plantarum균

이 가장 높은 생육도를 보였다. 그러나 Lee 등(27)이 연근 

및 도라지를 당침한 후 그 당액으로 젖산발효를 했을 경우 

발효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젖산균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어 도라지를 발효시킬 때 시료의 

처리에 따라서도 젖산균의 생육이 달라짐을 볼 수 있었다. 

젖산균주별 발효 처리기간에 따른 도라지 발효물의 pla-

tycosides 조성의 변화

본 실험에 사용한 도라지 사포닌은 platycoside류 표준품 

9종을 가지고 상기 분석조건에 의하여 분리한 결과 검출시

간이 platycoside E는 12.017분, platycodin D3는 16.131

분, platycodin A는 21.096분, platycodin D2는 21.533분, 

platycodin D는 22.026분, polygalacin D2는 22.521분, 

polygalacin D는 22.876분, deapioplatycoside E는 23.379

분 및 deapioplatycodin D3는 30.339분대에 검출되어 9종

을 모두 분리할 수 있었다(data not shown). 또 본 실험에 

사용한 도라지에서 검출된 사포닌은 9종 모두 검출되었으

며,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platycoside E가 3.29 mg/g

으로 사포닌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그다음은 poly-

galacin D가 2.04 mg/g, platycodin D가 1.93 mg/g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이는 Kim 등(29)이 한국산 3년생과 

21년생 및 중국산 도라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산은 platyco-

din D의 함량이 높았고 한국산에서는 3년생에 비하여 21년

생 도라지에서 platycodin D와 D2를 제외하고는 platyco-

side E와 diapioplatycoside E 등을 포함한 기타 사포닌류

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 일반적으로 Lee와 Cho(20) 및 Lee 등(21)

에 의하면 도라지의 사포닌 함량은 건조온도 및 건조 시 뿌

리의 크기 등에 따라 사포닌 함량이 많이 차이가 나며, Lee 

등(19)은 저장방법과 저장기간에 따라서도 도라지의 사포

닌 조성이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Yoo 등(18)에 의하면 도라

지 사포닌 추출 시 추출용매에 따라서도 사포닌 조성의 함량

에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Li 등(31)에 의하면 도라

지에 cellulase, hemicellulase, pectinase 및 β-glucuro-

nidase가 복합된 효소제인 snailase 효소처리를 한 후 사포

닌 조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aglycone에 붙어있는 당이 

분해되어 당의 결합도가 낮은 사포닌 쪽으로 변한다고 보고

하기도 하였고, Ha 등(32)은 미생물 및 식물체에서 추출하

여 얻어진 각종 효소를 처리하여 도라지 내에 사포닌 조성의 

변화를 본 결과 Trichoderma reesei균에서 추출한 cellu-

lase 처리 시 platycodin D의 C3번 위치에 6탄당이 2개 붙

은 platycoside E와 당이 2개 붙은 platycodin D3가 100% 

소실되고 platycodin D가 100% 생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도라지 사포닌은 oleanane계 triterpene을 agly-

cone으로 하는 기본 구조에 결합하고 있는 당의 결합수와 

결합위치에 따라 사포닌 명명을 달리하고 있으며(Fig. 3), 

도라지 사포닌도 인삼 사포닌과 같이 열처리 및 효소처리 

등에 의해 화학적 구조가 크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라지를 젖산균의 종류에 따라 발효시킨 후 사

포닌 조성의 변화를 본 결과 Fig. 4와 같다. 젖산균별에 따른 

발효처리 시 도라지 내에 함유된 사포닌 종류에 따라 증감되

는 것이 비슷하거나 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도라지 내에 

가장 많이 함유된 platycoside E의 경우는 발효 시작 후 48

시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이다가 그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일반적으로 도라지의 대표적인 사포닌으로 많이 알

고 있는 platycodin D는 발효 72시간까지 꾸준히 미량 증가

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Leuc. mesenteroides 

N12-4와 L. brevis N70-9균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었

다. 또 젖산균 발효 때문에 발효 72시간 이후 96시간 발효 

시 deapioplatycoside E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Fig. 

3의 platycodin D 구조에서 볼 때 도라지 사포닌명 중 dea-

pio가 붙은 사포닌은 C28번 위치에 붙은 4개의 당 중 가장 

끝에 붙어있는 apiose가 떨어져 나간 사포닌으로 젖산균이 

생육 시 apiose를 분해하는 효소의 생성과 활성이 강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platycodin A가 발효 72시간 이후 96시

간째 L. brevis균만 제외하고는 거의 증가한 경향이었는데 

platycodin A는 platycodin D의 구조에서 C20과 C27번 탄

소에 OH기 대신에 CH3기가 붙어있는 구조인데 젖산발효 

때문에 platycodin D의 구조에서 일부 반응기가 methyl-

ation 되는 것이 아닌지 연구를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된다. 이는 Yun(33)에 의하면 인삼꽃을 젖산발효 했을 

경우 기존에 함유된 사포닌의 함량이 감소하였다고 한 것과 

Kang 등(34)이 β-glucosidase 활성이 있는 유산균들을 이

용하여 인삼을 젖산발효 한 결과 기존 사포닌 함량이 감소하

고 결합하고 있던 당이 분해되어 새로운 사포닌들이 증가하

였다고 보고한 것을 고려하면 젖산균이 도라지 내에 함유된 

사포닌 중 glucoside 결합을 분해하여 사포닌 전환이 이루

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 Choi 등(35)에 의하면 도라

지의 주된 사포닌이 변환 때문에 생성된 platyconic acid 

B lactone, deapioplatyconic acid B lactone 그리고 dea-

pioplatycodin D2가 인간의 종양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

가 있었다고 보고한 것 등을 고려하면 도라지 사포닌도 인삼 

사포닌과 마찬가지로 사포닌 구조의 변화로 기능성이 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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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latycoside R1 R2 R3 R4 R5 R6 Molecular formula MW
1
2
3
4
5
6
7
8
9

Platycoside E
Platycodin A
Deapioplatycoside E
Polygalacin D2

Platycodin D2

Platycodin D3

Deapioplatycodin D3

Platycodin D
Polygalacin D

CH2OH
CH2OH
CH2OH

CH3

CH2OH
CH2OH
CH2OH
CH2OH

CH3

Glu-Glc
H

Glu-Glc
H
H

Glu
Glu
H
H

H
H
H

Glu
Glu
H
H
H
H

H
COCH3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Api
Api
H

Api
Api
Api
H

Api
Api

C69H112O38

C59H94O29

C64H104O34

C63H102O32

C63H102O33

C63H102O33

C58H94O29

C57H92O28

C57H92O27

1549
1266
1417
1371
1387
1387
1255
1225
1209

Fig. 3. Structures of nine major platycosides. Glu, glucose; Api, apiose.

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도라지 

사포닌은 본 연구에서 거두된 사포닌 9종 이외에도 더 있으

므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젖산균 발효에 

의하여 각각의 사포닌의 증감이 발생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도라지 사포닌 구조상 배당체결합의 분해능과 분해 속도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총사포닌 

함량은 젖산발효 96시간째 함량이 증가하였으므로 발효 시 

본 실험 조건과 같이 도라지 분말을 물을 첨가하여 발효할 

경우는 적어도 발효를 96시간 정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효도라지 추출물의 항균 효과

일반적으로 도라지는 호흡기질환과 관련하여 치료 및 예

방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1,3,36). 도라지의 유효

성분인 platycoside류가 발효에 의하여 그 조성 및 함량이 

Fig. 4와 같이 변화함에 따라 도라지가 호흡기질환 유발세

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Fig. 

5와 같다. 젖산균의 생육도, pH의 변화 및 도라지 사포닌 

함량 등을 고려하여 도라지를 젖산균별로 96시간 발효시킨 

도라지 상등액을 TSB 배지에 첨가하여 멸균 처리한 후 항균 

활성을 본 결과 C. diphtheriae균(A)에서는 도라지 무발효

물에서 균 배양 3시간 처리 시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

에 비하여 균배양이 약간 더 촉진되는 듯 하였으나 그 이후 

배양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균의 생육이 저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배양 5시간째 L. plantarum균으로 발효시킨 

도라지 추출물은 무발효도라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젖산균

으로 발효시킨 추출물보다 생육저지가 우수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Leuc. mesenteroides균들로 

발효한 도라지 상등액은 오히려 도라지 무발효물보다 항균

력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L. brevis균으로 발효시

킨 도라지 상등액에서는 항균력이 2배 정도 더 증가하는 것

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L. plantarum N56-12균으로 발효

시킨 도라지 상등액에서는 배양 24시간까지 거의 OD값이 

증가하지 않아 항균력이 상당히 높음을 볼 수 있었다. K. 

pneumonia균(B)에서는 도라지 무발효물과 Leuc. mesen-

teroides균들로 발효한 도라지 상등액은 발효 36시간 이전

까지는 항균성이 어느 정도 보이다가 그 이후는 오히려 균이 

더 급격하게 생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항균 효과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L. brevis균으로 발효시킨 도라지 상등액

에서 강한 항균 효과를 보여 균 배양 36시간까지 OD값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며, 무발효도라지 추출물과 Leuc. 

mesenteroides균으로 발효시킨 추출물과는 유의적인 차이

를 보여주었고 발효 40시간에는 OD값이 약간 상승하였으

며, L. plantarum균은 발효 40시간까지 OD값이 거의 변하

지 않아 도라지 무발효물보다 항균성이 우수함을 보여주었

다. S. aureus균(C)에 대한 항균 활성은 배양 9시간째 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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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platycosides content of Platycodon grandiflorum fermented by some different strains during lactic acid fermentation. 
1: Leuconostoc mesenteroides N12-4, 2: Leuconostoc mesenteroides N58-5, 3: Lactobacillus plantarum N76-10, 4: Lactobacillus 
plantarum N56-12, 5: Lactobacillus brevis N70-9, 6: Lactobacillus brevis E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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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timicrobial effects of water extracts of Platycodon grandiflorum fermented by some different strains on the growth of 
bronchus diseases inducing bacteria. Values are mean±SD (n=3)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in 
the same bacteria culture tim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 Leuconostoc mesenteroides 
N12-4, 2: Leuconostoc mesenteroides N58-5, 3: Lactobacillus plantarum N76-10, 4: Lactobacillus plantarum N56-12, 5: Lactobacillus 
brevis N70-9, 6: Lactobacillus brevis E3-8. A: Corynebacterium diphtheriae, B: Klebsiella pneumoniae, C: Staphylococcus aureus, 
D: Streptococcus pyogenes.

Table 1.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of water extracts of Platycodon grandiflorum fermented by L. plantarum N56-12 
for bronchus diseases bacteria

Strains/Sample1)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g/mL)
C. diphtheriae K. pneumoniae S. aureus S. pyogenes

PGR
FPGR

200a

 45b
180a

 10b
210a

 50b
90a

25b

1)Mixed 10 folds-distilled water to PGR and FPGR, respectively, was taken.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1)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GR, Platycodon grandiflorum root; FPGR, Platycodon 
grandiflorum root was fermented by L. plantarum N56-12 for 96 hours at 37°C.

효도라지 추출물이나 Leuc. mesenteroides균으로 발효시

킨 추출물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L. plantarum N56- 

12균으로 발효시킨 도라지 상등액에서는 발효 24시간 이후

까지 세균 생육이 저지되어 항균 활성이 우수함을 볼 수 있

었다. 또 S. pyogenes균(D)에 대한 항균 활성을 실험한 결

과 이 균은 다른 호흡기질환 유발세균보다 생육속도가 느린 

편으로 세균 배양에 따른 배지의 혼탁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흡광도 값이 낮게 나타났다. 배양 9시간째 무발효도라지 추

출물과 젖산발효 추출물 간의 유의적인 차이로 항균성을 보

여주었지만 배양 27시간 이후부터는 Leuc. mesenteroides 

N58-5균에서는 MRS 배지로 배양한 균보다 OD값이 훨씬 

더 높아 오히려 기관지질환 유발세균의 생육이 촉진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L. plantarum균과 L. brevis균은 

배양시간이 진행되어도 OD값의 변화가 거의 없어 항균 효

과가 도라지 무발효물보다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

상과 같이 호흡기질환 유발세균에 대한 항균 활성이 증대된 

발효물은 L. plantarum균, 특히 L. plantarum N56-12균으

로 발효시킨 도라지 상등액에서 본 연구에 사용된 호흡기질

환 유발세균 4종 모두에 강한 항균 활성이 나타나 도라지의 

항균 활성에 대한 기능성을 더 높여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가장 항균성이 뛰어난 L. plantarum N56-12균으로 

발효시킨 도라지 추출물에 대하여 각 기관지질환 유발세균

에 대한 MIC를 조사한 결과 C. diphtheriae, K. pneumonia, 

S. aureus 및 S. pyogenes 각각 균에 대하여 도라지 무발효

추출물과 비교한 결과(Table 1) 무발효추출물은 각 균에 대

하여 200, 180, 210 및 90 mg/mL였고, L. plantarum N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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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균으로 발효된 도라지 추출액은 45, 10, 50, 그리고 25 

mg/mL로 나타나 항균 효과에 유의적 차이가 인정됨을 볼 

수 있었다.

요   약

기관지질환에 우수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라지는 수십 

종의 다양한 사포닌 종류를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도라지를 

젖산발효 시킬 경우 사포닌 조성의 변화와 기관지질환 유발

세균에 대한 항균 활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도라지 발효를 

위하여 사용된 젖산균은 Leuconostoc mesenteroides N12 

-4, Leuconostoc mesenteroides N58-5, Lactobacillus 

plantarum N76-10, Lactobacillus plantarum N56-12, 

Lactobacillus brevis N70-9 및 Lactobacillus brevis E3 

-8 등 6종이었다. 도라지 발효 시 젖산균 생육은 L. planta-

rum균이 가장 활발하였으며 pH 값도 가장 많이 내려가 발

효 24시간째 pH는 3.73을 보였고 colony 수는 107 CFU/ 

g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젖산발효 시간 동안 도라지 사포닌 

9종에 대한 조성 변화는 사용된 도라지 시료에서 함량이 높

았던 platycoside E, diapioplatycoside E, platycodin A, 

polygalacin D 등이 발효기간 중 일정량 감소하다가 발효 

72시간 이후부터는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platycodin D는 

약간 증가하다가 72시간 이후부터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

이었으며, 총사포닌 함량은 발효기간 동안 함량의 변화가 

없었던 L. brevis E3-8균을 제외하고는 발효 72시간 이후 

96시간째 증가하였다. 기관지질환 유발세균에 대한 항균 활

성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사용된 세균은 Corynebacterium 

diphtheriae KCTC 3075, Klebsiella pneumoniae KCTC 

2246, Staphylococcus aureus KCTC 1621 및 Strepto-

coccus pyogenes ATCC 19615균 등 4종으로 각 균에 대

한 항균 활성이 발효에 의하여 증대되는 젖산균은 L. plan-

tarum균으로, 특히 L. plantarum N56-12균이 강한 항균 

활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지질환 유발세균에 

대한 MIC를 조사한 결과 각 균에 대하여 도라지 무발효물은 

200, 180, 210 및 90 mg/mL였고, L. plantarum N56-12

균으로 발효된 도라지 상등액은 45, 10, 50 그리고 25 mg/ 

mL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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