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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소재 팽화식품에서 장내 유익균의 증진 효과 분석  
공  미경을 이용한 부착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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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dhesiveness of beneficial intestinal bacteria to whole-grains using confocal 
scanning laser microscopy (CLSM), to demonstrate the prebiotic effects of whole-grains, and to develop prebiotic 
puffed snacks with these whole-grains. CLSM has been used to observe the adhesiveness of Lactobacillus acidophilus, 
which belongs to beneficial intestinal bacteria, to whole-grain powders using optical sectioning techniques. The enhanced 
effects on the growth of beneficial intestinal bacteria with the hot water grain extract were verified using an indirect 
count method. Finally, a puffed snack was produced with the prebiotic effect and the quality was evaluated by checking 
the chromaticity and degree of hardness. As a result, L. acidophilus exhibited adhesive ability to whole-grain powders 
and growth of selected beneficial intestinal bacteria were improved significantly. The Hunter L value of the developed 
puffed snack increased when seasoning was added. The hardness of the puffed snack with seasoning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The results of a sensory evaluation showed that the puffed snack with seasoning was highly rated 
in the overall preference compared to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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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포유류 동물들의 장내에는 면역력을 높여 숙주의 건강유

지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들과 장내 독소 생성, 노화 촉진, 식

중독, 발암 등 숙주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유해균들

이 함께 존재한다(1). 인체에 존재하는 장내 미생물의 90% 

이상은 혐기성 균주인 Bifidobacterium spp., Eubacterium 

spp., Bacteroides spp.로 알려져 있고, Lactobacillus spp., 

Escherichia coli, Streptococcus spp., Veillonella spp. 

등은 105~8 CFU/g 정도이며 Clostridium perfringens, 

Staphylococcus spp., Proteus spp. 및 Pseudomonas 

spp. 등 병원성 및 유해 미생물은 104 CFU/g 이하로 존재한

다. 이런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들은 함께 공생이나 길항작용

을 통해 인체의 장내에서 일정한 균총을 지니게 되고 이들의 

균형에 의해 건강상태가 조절된다(2-4). 따라서 장내에 유

익한 세균을 강화시키거나 조화된 균총을 유지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최근엔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를 첨가한 식품이나 장내 유익균의 기질로 작용하는 올리고

당, 식이섬유의 섭취 시 개선 효과와 관련된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7).

섭취 시 장관 내에서 서식 가능하고 장내 균총을 개선시켜 

인체에 유익한 효과를 주며 건강증진의 효과가 있는 장내 

유익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 부르며, 프로바이오틱스의 생

육과 증식, 활성에 도움을 주어 숙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난소화성 다당류를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라 부른다

(8-10). 미생물들은 고체표면에 부착함으로써 풍부한 영양

환경 하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독성 물질들로부터 보호받거나 군집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물리적인 요인들로부터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다



1072 정명교 ․오도건 ․권오성 ․정준영 ․이임식 ․김광엽

고 알려져 있다(11). 프로바이오틱스는 부착능을 가져(12) 

장내에 부착하여 균총을 형성하여 항균작용, 유당불내증 감

소, 설사 및 변비 개선, 면역력 증강, 알레르기와 아토피의 

효과, 혈중콜레스테롤 감소, 항암효과, 공액리놀레산(con-

jugated linoleic acid) 전환력, γ-aminobutyric acid(GABA)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7). 

일반적으로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보다 고배율, 고해상

도로 관찰이 가능하지만 시료손상, 진공상태 유지 등의 단점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광학현미경은 박테리아, 조직 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8). 공초점 

현미경은 최근 생물학, 미생물학, 세포미생물학, 의학, 제지,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미경으로

(19,20), 시료에서 출발한 빛 중 필요한 한 점의 빛만 핀홀

(pin-hole)을 통해 통과시키고 나머지 불필요한 빛들은 제거

되어 electronic detectors(photomultiplier)에 의해 감지되

지 않으므로 통과된 빛을 제외한 나머지는 디지털화된 이미지

에서도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공초점 현미경은 일

반 광학현미경에 비하여 고해상도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다.

통곡물(whole grain)은 겉겨 제거 또는 도정과정을 거치

지 않아 겨, 외비, 배유, 배아 등을 함유하고 있어 각종 생리

활성기능을 하는 성분들이 풍부하고, 도정곡에 비해 식이섬

유를 다량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내에서 소화지연으로 인

한 장건강개선 및 면역 증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1). 

곡류의 종류로는 귀리, 보리, 율무, 기장, 수수, 현미 등이 

있으며, 항산화 활성 효과,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당뇨병 

예방,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 돌연변이억제, 혈당 강하 등의 

생리 활성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25). 

팽화(puffing)식품은 가압, 가열한 식품을 대기압으로 뿜

어내어 부풀리는 공정으로 수분이 증발하면서 다공성 물질

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이용하여 제조된 식품이다. 팽화과자 

연구로는 베타글루칸 등의 풍부한 식이섬유를 포함하는 과

자 제조(26), 곡류 및 잡곡류를 이용한 팽화과자의 생리 활

성 비교연구(27)가 진행되어 있다.

미생물이 부착하는 기전과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많이 진행되었으나, 시각적인 영상을 통한 담체들과 

장내 유익균의 부착여부와 부착방식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초점 주사현미경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CLSM)을 활용하

여 장내 유익균과 국산 통곡물 소재들과의 부착을 통해 생육

환경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식공간을 제공받는 것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소재들의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를 in 

vitro 배양을 통해 확인하여 통곡물 소재들로 제조된 프리바

이오틱스 팽화식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료 및 방법

사용 균주 및 배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균주로는 한국생물자원센터(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Jeonbuk, Korea)에서 분양

받은 공시균주로 Lactobacillus acidophilus KCTC 3164,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lactis KCTC 3636, 

Streptococcu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 KCTC 

3658, Bifidobacterium bifidum KCTC 3357 4종의 균주를 

사용하였다. 균주의 생육배지로는 MRS broth(Difco, De-

troit, MI, USA)를 사용하였고, B. bifidum 배양을 위한 배

지로는 MRS broth에 L-cysteine을 0.05% 첨가한 배지를 

사용하였다.

시약 및 기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약으로는 식이섬유 함량 측정을 위

해 MES/TRIS 완충용액(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total dietary fiber assay kit(Megazyme, Bray, 

Ireland)을 사용하였다. 장내 유익균과 곡물의 부착성 확인

을 위한 실험에 이용된 형광현미경은 공초점 주사현미경

(LSM 710, Kr/Ar Ion Laser, Zeiss, Jena, Germany)을 

사용하였고, 균체염색을 위한 염색 시약으로는 0.03% 

Fluorescein isothiocyanate(FITC, Sigma-Aldrich Co.)

를 사용하였다. 

곡물 소재

균주배양 및 부착성 확인을 위한 사용 곡물로는 청주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한 햇뜰내 제품(2015년) 중 귀리

(oat), 율무(adlay), 찰기장(glutinous millet), 찰보리(glu-

tinous barley), 찰수수(glutinous sorghum), 현미(brown 

rice) 6종을 구매하여 진행하였다. 곡물은 분쇄기(DA- 

10000G, Hanil, Seoul, Korea)를 사용하여 100 mesh size 

이하의 분말을 취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곡물 추출물은 

분쇄된 곡물분말에 10배의 증류수를 가한 후 55°C에서 24

시간 온수 추출하였다. 이를 pH 6.5로 조정 후 거름종이(No. 

3, 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UK)를 이용하

여 1차로 감압여과 하고, autoclave(121°C, 15분)로 멸균하

여 추출물로 사용하였다. 동결건조 추출물은 분쇄된 곡물분

말에 10배의 증류수를 가한 후 55°C에서 24시간 온수 추출

하였다. 이를 pH 6.5로 조정 후 거름종이(No. 3, Whatman 

International Ltd.)를 이용하여 1차로 감압여과 하고, 여과

된 추출물을 회전감압농축기(Rotavapor R-215, BUCHI, 

Flawil, Switzerland)로 감압농축 하였고, -85°C의 deep 

freezer(Ultra-low temperature freezer, MDF-192, Sanyo 

Electric Biomedical Co., Ltd., Osaka, Japan)에 2시간 동

안 예비 동결시킨 후 freeze dryer(Model FD5508, Ilshin 

Lab Co., Gyeonggi, Korea)를 사용하여 동결건조 하여 사

용하였다.

프리바이오틱스 곡물 소재의 일반성분과 식이섬유 함량 분석

곡물 소재시료 6종의 일반성분은 AOAC method(28)를 

참고하여 수행하였다. 수분 함량은 곡물분말 3 g을 칭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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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C에서 상압가열건조법으로 건조시킨 후 5회 반복 측정

한 다음,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조회분은 직접건식회화법

을 이용하여 시료 3 g을 회화기에서 550°C로 완전 회화시켜 

구하였다. 조단백질은 시료 1 g에 대하여 Micro-Kjeldahl 

질소정량법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조지방은 Soxhlet 추

출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곡물 소재의 식이섬유 함량은 

AOAC method를 응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시료 1 g에 

MES/TRIS 완충용액(0.05 M MES, 0.05 M TRIS, 24°C에

서 pH 8.2) 40 mL를 가하고 교반하여 충분히 분산시킨 후 

내열성 α-amylase 50 µL를 가한 다음 95°C water bath에

서 40분간 교반하였다. 그 후 온도를 60°C로 낮추고 pro-

tease 100 µL를 넣고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0.561 N HCl 

용액 5 mL를 가하여 pH를 4.0~4.7로 조정하며, amyloglu-

cosidase 300 µL를 넣고 30분간 교반하였다. 불용성 식이

섬유 함량은 105°C 수분건조로 항량을 구한 셀라이트를 넣

은 유리 도가니에 효소분해 한 시료를 여과하였다. 그 뒤 

잔사는 70°C의 물 10 mL로 2회 씻은 후 세척액은 여액에 

합쳤다(여과액+물세척용액 20 mL). 그 잔사를 다시 90% 

ethanol과 acetone의 순으로 각각 15 mL씩 2회 세척한 후 

무게를 측정하고, 이 잔사량에서 잔사의 회분량과 단백질량

을 감하여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을 구하였다. 수용성 식이섬

유 함량은 앞서 90% ethanol과 acetone의 순으로 각각 15 

mL씩 2회 세척 전 얻은 여액에 90% ethanol 200 mL를 

가하고(미리 중탕) 60°C에서 1시간 동안 정치하여 침전물

을 형성하고, 105°C 수분건조로 항량을 구한 셀라이트를 

넣은 유리 도가니에 다시 여과하여, 여과 후 남은 잔사를 

90% ethanol과 acetone의 순으로 각각 15 mL로 2회 세척

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그 뒤 잔사량에서 잔사의 회분량

과 단백질량을 감하여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을 구하였다. 

총 식이섬유 함량은 측정된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과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의 합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프리바이오틱스 소재 곡물분말과 장내 유익균 간의 부착

능 관찰

장내 유익균과 곡물시료 간의 부착성을 확인하기 위해 균

주로는 L. acidophilus KCTC 3164와 선정곡물 소재의 분

말을 동일비율로 혼합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L. acid-

ophilus KCTC 3164 균주를 MRS broth에서 37°C, 24시간 

배양 후 배양액 1 mL를 Eppendorf tube에 옮긴 다음, 원심

분리기(W-100T, Hanil Co., Ltd., Gyeongbuk, Korea)로 

4,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여 균체만 회수하였다. 

회수된 균체에 1× PBS buffer를 이용하여 피펫팅을 통해 

수세한 후 4,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균체의 

염색을 위해 0.03% FITC에 10~15분간 암실에서 침지시킨 

후 1× PBS buffer를 이용하여 피펫팅을 통해 수세한 다음, 

4,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염색약을 제거해 주었고, 곡물분말과 염색된 균체를 1분간 

충분히 볼텍싱(vortexing)을 통해 혼합하였다. 그 뒤 약 100 

µm 두께의 슬라이스 글라스와 커버 글라스 사이 공간에 염

색된 균과 곡물분말 혼합물을 분주하여 CLSM을 이용해 광

학적 절편(optical sectioning)으로 연속적 영상을 재구성하

여 관찰하였다. 혼합물 속 곡물분말을 확인하기 위해 CLSM

에 내장된 DIC(differential interference contrast) 필터를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생장곡선을 통한 곡물 소재 추출물의 장내 유익균 활성 효과 

검증

선정곡물 소재의 장내 유익균에 대한 생육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MRS broth에서 37°C, 24시간 동안 

배양 후 2회 계대한 균주를 사용하여, 멸균된 4.5 mL MRS 

broth에 각각의 멸균된 곡물 추출물 4.5 mL를 혼합하고 1:1

로 만든 배지에 시험균액을 멸균식염수로 균 현탁액을 만들

어 균 농도를 650 nm에서 흡광도가 0.3~0.4가 되게 한 시험

균액 1.0 mL를 접종하였다. 호기/혐기조건에서 배양하면서 

시간에 따라 균 증식도를 spectrophotometer(UV-1650PC, 

Shimadzu Corporation, Kyoto, Japan)를 이용하여 65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곡물 소재 동결건조 추출물의 장내 유익균 활성 효과 비교 

검증

선정곡물 소재별 장내 유익균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비교

하기 위해 MRS broth에서 37°C, 24시간 동안 배양 후 2회 

계대한 균주를 사용하여, 멸균된 MRS broth 8.5 mL와 농도

가 50 mg/mL인 곡물 소재 동결건조 추출물 1.0 mL를 가하

여 균 농도를 650 nm에서 흡광도가 0.3~0.4가 되게 한 시

험균액 0.5 mL를 접종한 후 37°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

였다. 24시간 배양 후 균 증식도를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6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혼합곡물 추출물의 장내 미생물 활성 검증

선정곡물 소재의 장내 유익균에 대한 생육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MRS broth에서 37°C, 24시간 동안 

배양 후 2회 계대한 균주를 사용하여, 멸균된 4.5 mL MRS 

broth에 동일비율로 혼합된 6종의 곡물 추출물 4.5 mL를 

혼합하여 1:1로 만든 배지에 시험균액을 멸균식염수로 균 

현탁액을 만들어 균 농도를 650 nm에서 흡광도가 0.3~0.4

가 되게 한 시험균액 1.0 mL를 접종한 다음 37°C에서 24시

간 동안 배양하였다. Control은 50%의 MRS broth를 사용

하였다. 생균수는 배양액을 0.85% NaCl(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 용액을 이용해 십진법으로 희석 

후 MRS agar(Difco) 배지에 평판도말법으로 접종한 뒤 37 

°C 배양기에 배양되어 나오는 집락수로 측정하였으며, 유효 

집락수는 30~300개로 하여 계산하였다.

프리바이오틱스 곡물 소재 팽화과자의 제조

곡물을 분쇄기로 분쇄하여 체로 100 mesh size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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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gredients of multi-grain puffed snack        (%)
Source Control1) GPSM2)

Oat
Adlay
Glutinous millet
Glutinous barley
Glutinous sorghum
Brown rice

16.7
16.7
16.7
16.7
16.7
16.7

15
15
15
15
15
15

Seasoning (cheese-taste) 0 10
Total 100 100

1)Non-seasoning puffed snack.
2)Seasoning puffed snack.

Table 2. Compositions of miscellaneous grain crops                                                               (%)
Moisture Crude ash Crude protein Crude fat

Oat
Adlay
Glutinous millet
Glutinous barley
Glutinous sorghum
Brown rice

  8.99±0.811)

 9.72±1.41
11.25±0.38
10.84±1.53
12.19±0.37
10.86±0.05

2.39±0.37
2.20±0.33
1.97±0.46
2.22±1.14
2.07±0.04
1.34±0.08

12.39±0.10
15.38±0.47
 8.69±0.31
10.35±0.29
 9.62±0.16
 7.34±0.42

8.12±0.25
6.90±0.02
3.34±0.01
1.84±0.13
3.04±0.03
2.0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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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Content of dietary fiber in miscellaneous grain crops                                                      (%)
Insoluble dietary fiber Soluble dietary fiber Total dietary fiber

Oat
Adlay
Glutinous millet
Glutinous barley
Glutinous sorghum
Brown rice

 18.62±1.681)

 3.08±0.51
 4.50±0.47
 7.79±0.41
 6.58±0.09
 5.16±0.15

2.74±0.26
2.78±0.12
0.46±0.22
3.13±0.32
0.59±0.09
0.10±0.03

21.36±1.93
 5.86±0.63
 4.95±0.29
10.92±0.63
 7.17±0.14
 5.2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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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을 걸려 사용하였다. 곡물분말을 동일비율로 혼합하고 

반죽, 성형한 후 40~50°C의 건조기에서 수분 함량이 18%

의 중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 다음 팽화하였다. 팽화성형기

는 즉석팽화기(DDP-1, Delice Co., Ltd., Seongnam, Ko-

rea)를 사용하였으며, 팽화판으로 직경이 4.5 cm인 원형을 

사용하였고, 운전조건은 예비실험을 통하여 가열온도 220~ 

230°C에서 제조하였다. 곡물팽화과자의 기호도를 증진시

키기 위해 10%의 치즈 맛 시즈닝(Dongbang Foodmaster 

Co., Ltd., Chungbuk, Korea)을 첨가하였고, 대조군으로 첨

가하지 않은 100% 곡물팽화과자를 제조하였다(Table 1).

프리바이오틱스 곡물팽화과자의 품질특성 평가

제조된 곡물팽화과자의 색도는 색차계(Minolta CR-200, 

Konica Minolta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Hunter 

색차계 값인 lightness를 나타내는 L값, redness를 나타내

는 a값, yellowness를 나타내는 b값 및 색차(ΔE, color dif-

ference)값으로 나타내었다. 측정은 10회 이상 반복 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으며, 이때 사용한 표준백판은 L= 

92.7, a=0.3137, b=0.3196의 값으로 구하였다. 조직감은 

texture analyser(TA.XT Express Texture Analyser, 

Stable Micro Systems, Godalming, UK)로 3-Point Bending 

Rig(HDP/3PB)를 사용하여 sample size 5×5×1.0 cm, 

pre-test speed 2.0 mm/s, test speed 3.0 mm/s, post- 

test speed 10.0 mm/s, distance 100%, force 100 g의 

조건으로 시료당 10회 이상 측정하였다. 

통계 처리

통계 분석은 SAS program(Statistical Analysis System 

9.4 version,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

였으며, ANOVA 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유의수준 P<0.05 수준으로 검증하였다. 실험 결

과 값은 3반복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준편차 값으로 

표현하였다. 

결과 및 고찰

프리바이오틱스 곡물 소재의 일반성분과 식이섬유 함량 분석

실험에 사용한 6종 곡물들의 일반성분 함량 분석 결과는 

Table 2로 나타내었다. 선정곡물들의 수분 함량은 8.99~ 

12.19%로 찰수수가 12.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회분

은 1.34~2.39%로 현미를 제외한 나머지 곡물들은 비슷한 

함량을 나타냈다. 조단백질 함량은 7.34~15.38%로 나왔으

며, 율무에서 가장 높은 15.38%의 함량을 보였고 현미에서 

가장 낮은 7.34%의 함량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Hwang 

등(29)의 연구에 따르면 율무의 조단백질 함량은 15.2%로 

본 실험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지방은 1.84~ 

8.12%로 귀리에서 가장 높은 8.12%의 함량을 보였고, 찰보

리와 현미는 각각 1.84%, 2.06%로 함량이 분석되었다. 선

정된 곡물들의 식이섬유 함량을 분석하여 Table 3에 나타내

었다. 곡물 속에 포함된 수용성 식이섬유는 일반적으로 프로

바이오틱스의 증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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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1.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copy images showing the split images of Lactobacillus acidophilus attached to multi-grain 
powder. (A) Lactobacillus acidophilus. (B) Composite DIC image of multi-grain powder. (C) Combined image (A, B). Scale bar＝20 
μm.

만 2011년 국민영양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하루 

평균 조식이섬유(crude dietary fiber) 섭취량은 6~8 g 정

도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식이섬유 섭취량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나(1,000 kcal 기준 19~29세 2.94 g, 30~49세 3.46 g, 

50~64세 3.98 g, 65세 이상 4.17 g)(30),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5~25 g의 수용성 식이섬유 섭취를 권장하였다(31, 

32). 식이섬유 함량은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

의 함량을 구한 후 합으로 총 식이섬유 함량을 분석하였다. 

선정곡물별 식이섬유 함량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3.08~ 

18.62%, 수용성 식이섬유는 0.10~3.13%, 그리고 총 식이

섬유 함량은 5.26~21.36%로 확인되었다.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은 귀리가 18.62%로 가장 높았고, 수용성 식이섬유 함

량은 3.13%로 찰보리가 가장 높게 확인되었으며, 이 둘을 

합친 총 식이섬유 함량은 귀리가 21.36%로 다른 곡물에 비

해 높은 식이섬유 함량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귀리의 

식이섬유 중 하나인 베타글루칸은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

스로 귀리 배유 세포벽 안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33), 

귀리에 함유된 고 식이섬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정과정 

없이 통곡물을 사용한다면 다량의 귀리 속 베타글루칸과 같

은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를 식품성분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프리바이오틱스 소재 곡물분말과 장내 유익균 간의 부착능 

관찰

조직 또는 물체의 표면에 부착한 세균을 관찰하는 방법으

로는 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 등의 전자현미경을 

이용하거나 CLSM과 같은 형광현미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CLSM은 조직 표본 제작과정이 짧고, 고정이나 탈수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조직손상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34). 장관 내 음식물 상태와 유사한 유동액 상태에서 장내 

유익균인 L. acidophilus와 프리바이오틱스 곡물분말의 부

착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CLSM으로 관찰한 결

과는 Fig. 1과 같다. Thomas와 McMeekin(35)이 조직의 

수분 흡수과정에 의해 균이 부착된다고 하였고 Dickson과 

Koohmaraie(36)는 미생물 세포벽의 음전하와 상대적 소수

성에 의하여 부착된다고 보고하였던 것과 같이 관찰 결과, 

곡물분말과 혼합된 L. acidophilus는 곳곳에 산재되어 있었

지만 주변 유동액 층보다 상대적으로 곡물분말 주변에 부착

되어 존재하였다. 또한, 균체들이 곡물분말 표면과 틈사이로 

골고루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광학적 절편 이미지

를 통해 초점거리에 따른 균주의 위치를 확인하였다(Fig. 

2). 관찰 결과 초점거리에 따라 발현되는 염색된 박테리아 

intensity의 강도와 위치가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는 균주가 곡물분말 표면상에만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

라 입체적으로 곡물의 틈 사이와 안쪽에도 부착되어 존재하

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Jang 등(37)이 조직 등 담체

의 주름진 틈 사이에 안쪽으로 들어가 부착되거나 수분에 

의해 포집되어 존재한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종합적으로 L. acidophilus와 곡물분말 혼합 시 CLSM

을 통해 부착능을 확인하였고, 이는 장내에서 장내 유익균주

들이 곡물분말과의 부착을 통해 서식공간을 제공받아 균총 

형성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생장곡선을 통한 곡물 소재 추출물의 장내 유익균 활성 효과 

검증

6종의 곡물 소재 추출물에 대한 장내 유익균의 생육곡선

은 Fig. 3과 같다. L. acidophilus에서는 찰보리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흡광도 값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모든 추출물에서 

control 값에 비해 일정수준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L. del-

brueckii subsp. lactis에서 또한 24시간 이후 모든 추출물

에서 control 값보다 다소 높은 생육효과를 보였고, 귀리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다. 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에서도 전반적으로 control 값 이상의 값을 보

였지만 두드러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앞선 3종의 균은 

모두 24시간까지 흡광도 값이 증가한 후 일정하게 유지되거

나 증가하였고, 이는 Sung 등(38)의 연구에서 L. acidophilus

의 적정 생육 조건인 24~48시간과 유사하였다. 그리고 B. 

bifidum은 12시간까지 흡광도 값이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 

흡광도 값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선정된 6종 

곡물분말 추출물이 장내 유익균에 증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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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2.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copy images of optical sections with different focal lengths of Lactobacillus acidophilus adhering
to multi-grain powder (A: 0 μm, B: 6 μm, C: 13 μm). Scale bar＝20 μm. 

치는 것으로 볼 때 선정곡물들 속에는 장내 유익균의 생육증

진에 필요한 성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곡물 소재 동결건조 추출물의 장내 유익균 활성 효과 비교 

검증 

곡물 소재 동결건조 추출물을 통한 추출물 간의 장내 유익

균의 활성 정도를 비교한 실험 결과 Fig. 4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L. acidophilus에서는 찰보리와 율무에서 가장 

높은 생육증진 효과를 보였고 현미를 제외한 다른 곡물 모두 

유의한 증진 효과를 보였다. L. delbrueckii subsp. lactis에

서는 율무에서 가장 높은 증진 효과를 보였고, 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에서는 찰보리와 찰수수에서 가장 높

은 증진 효과를 보였다. B. bifidum에서는 찰보리와 찰기장

에서 높은 증진 효과를 보였으며, 다른 곡물 모두 유의한 

장내 유익균 생육증진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적으로 선정 곡물 소재 6종을 모두 활용하여 고 식이섬유를 

함유하면서 장내 유익균 생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팽화식품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혼합곡물 추출물의 장내 미생물 활성 검증

팽화식품 제조 시 배합에 사용될 6종 혼합곡물의 장내 

유익균 활성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비율로 혼합한 6종

의 혼합곡물 열수 추출물과 1:1로 MRS와 배합하여 생균수

를 측정한 후 control 대비 균체 증가량을 알아보고 Table 

4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24시간 배양 시 L. acidophilus 

control에 비해 1.72배 상승, L. delbrueckii subsp. lactis

는 1.89배, 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는 1.66배 

성장하였고, B. bifidum 또한 1.47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결론적으로 팽화식품 제조 시 프리바이오틱스 소

재로서 혼합곡물은 충분히 이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프리바이오틱스 곡물팽화과자의 품질특성 평가

프로바이오틱스 곡물 첨가 팽화과자의 색도 측정값의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현미가루와 같은 곡물분말을 첨가한 

제품의 밝기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33). 팽화과자의 색

도는 밝기를 나타내는 L값이 치즈맛의 시즈닝을 첨가한 팽

화과자에서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팽화과자보다 높게 나

왔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대조군의 팽화과자에서 적

색에 가깝게, 첨가군에 대해서는 녹색 쪽으로 나타났다. 황

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두 제품에서 크게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진 않았다. 두 제품 간에 색도의 차이는 치즈맛 시즈닝의

색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첨가군에 포함된 시즈닝의 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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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optical densities of intestinal microorganisms grown with water extracts of grains at 37°C. NC: 50% (w/v)
MRS broth+50% distill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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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ptical density of intestinal microorganisms grown with freeze-dried extracts of grains (37°C, 24 hours). Different 
letters (a-e) above the bars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C: 50% (w/v) MRS 
broth+50% distilled water.



1078 정명교 ․오도건 ․권오성 ․정준영 ․이임식 ․김광엽

Table 4. Effect of multi-grain extract on growth of intestinal bacteria by modified MRS broth
Strains Control1) (CFU/mL) Sample2) (CFU/mL) Compare of growth

Lactobacillus acidophilus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lactis 
Streptococcu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
Bifidobacterium bifidum

4.34×107

2.31×107

4.77×107

1.85×108

7.43×107

4.37×107

7.93×107

2.71×108

 1.7153)

1.890
1.664
1.466

1)Control: 50% (w/v) MRS broth+50% distilled water.
2)Sample: 50% (w/v) MRS broth+50% water extract of grains.
3)Viable cell counts of sample / viable cell counts of control.

Table 5. Color value of multi-grain puffed snack added with
seasoning powder

L a b
Control
GPSM1)

 43.33±0.912)

59.15±0.48
2.93±1.29

-1.12±0.06
11.08±4.93
11.48±0.09

1)Seasoning puffed snack.
2)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repetition experi-

ments.

Table 6. Hardness of multi-grain puffed snack added with sea-
soning powder

Hardness (g) Crispness (peak)
Control
GPSM1)

 444.83±32.47a2)

545.99±38.02b
7.43±1.05a

5.00±0.76b

1)Seasoning puffed snack.
2)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repetition experi-

ments.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mean significantly dif-
ferent at P<0.05.

비만으로도 섭취 시 시각적인 맛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곡물팽화과자 제품의 조직감은 Table 6에 표시하였다. 

팽화과자의 조직감 특성은 주된 구성인 분산매인 공기와 분

산질 역할을 하는 전분막이 혼합된 교질식품에서 온다. 스낵

류에 있어 경도는 섭취 시 식감에 영향을 미쳐 기호도의 중요

한 인자로 작용한다(39). 곡물팽화과자의 경도는 대조군에 

비해 시즈닝 첨가군이 높았는데, 이는 시즈닝에 들어 있는 

지방 등과 같은 성분의 의해 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삭거림(crispness)은 texturogram이 나타내는 peak

의 수를 계산하여 나타낼 수 있다(29). 곡물팽화과자의 바삭

거림은 첨가군이 대조군보다 바삭거림이 약한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이는 바삭거림이 일반적으로 경도와 반대로 나타

난다고 알려진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40). 

곡물팽화과자의 경도 및 조직감은 첨가재료의 배합에 따

라 영향을 받는 것 이외에 온도와 시간, 수분 함량, 방법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감 향상을 위해

서는 다양한 실험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공초점 주사현미경(CLSM)을 활용하여 장내 

유익균과 국산 통곡물(whole grain) 소재들과의 부착을 통

해 생육환경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식공간을 제공받는 

것을 시각화하고, 소재들의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를 in vitro 

배양을 통해 확인하여 통곡물 소재들로 제조된 프리바이오

틱스 팽화식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하였고, 그 결과 장 속

에서 장내 유익균 균총을 향상시켜 인체의 건강증진에 유익

한 팽화과자 제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다. 선정곡

물들의 일반성분 함량은 수분이 8.99~12.19%, 조회분 

1.34~2.39%, 조단백질 7.34~15.38%, 조지방 1.84~8.12%

로 함량이 분석되었고, 불용성 식이섬유 3.08~18.62%, 수

용성 식이섬유 0.10~3.13%, 그리고 총 식이섬유 함량 5.26 

~21.36%로 확인되었다. 곡물분말의 프리바이오틱스 부착 

여부를 CLSM으로 관찰한 결과 곡물분말과 혼합된 Lacto-

bacillus acidophilus는 곳곳에 산재되어 있었지만, 주변 유

동액 층보다 상대적으로 곡물분말 주변에 부착되어 존재하

였다. 선정곡물들의 장내 유익균의 증진에 활성 효과가 있음

을 검증한 결과 L. acidophilus에서는 찰보리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흡광도 값을 보였다.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lactis에서는 귀리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보

였다. Streptococcu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에서

는 control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두드러진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 Bifidobacterium bifidum은 12시간 이후 흡광

도 값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곡물 소재 동결건조 추출물 

간의 장내 유익균 활성 정도를 비교한 실험 결과 L. acid-

ophilus에서는 찰보리와 율무에서 가장 높은 생육증진 효과

를 보였고 현미를 제외한 다른 곡물 모두 유의한 증진 효과

를 보였다. L. delbrueckii subsp. lactis에서는 율무에서 가

장 높은 증진 효과를 보였고, S. salivarius subsp. thermo-

philus에서는 찰보리와 찰수수에서 가장 높은 증진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B. bifidum에서는 찰보리와 찰기장에서 높

은 증진 효과를 보였다. 팽화식품 제조 시 배합에 사용될 

6종의 혼합곡물의 장내 유익균 활성 효과를 알아본 결과, 

24시간 배양 시 L. acidophilus는 control에 비해 1.72배 

이상 상승하였고, L. delbrueckii subsp. lactis는 1.89배, 

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는 1.66배 이상, B. bifi-

dum는 1.47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조된 팽화

과자의 색도 측정결과 L값은 치즈맛의 시즈닝 첨가군이 대

조군보다 높게 나왔다. a값은 대조군이 적색에 가깝게, 시즈

닝 첨가군은 녹색 쪽으로 나타났다. b값은 두 제품에서 크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팽화과자의 경도는 첨가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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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보다 높았고, 바삭거림은 첨가군이 대조군보다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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