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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  (O bjectives) 

민들  발효액의 발효과정에서 유용한 효소생산에 여하는 미생물을 선발․분리하여 

추후 발효 효소액 제조의 과학  체계화를 구축하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 다.

재료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강원도 양구군에서 재배한 민들 에 더덕과 당 성분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발효  숙성과정을 거친 재료를 사용하 다.

◦ 실험방법

균주의 순수분리

발효액은 생리식염수 90 mL에 시료 10 g을 넣어 교반기로 10시간 진탕하여 정치시킨 후 상

등액을 표  희석법으로 희석하고, 그 액을 각각의 기질(skim milk, soluble starch, tributyrin)

이 100 μL 첨가된 PDA배지에 평 도말 하여 각각의 protease, amylase, lipase  활성을 

확인하 다. 활성의 확인은 도말한 plate를 30℃, 37℃에서 각각 48시간 배양한 후 투명환

(clear zone)을 나타내는 균주를 1차 선발하 다. 

용해 활성 측정

세포외효소 분비능 측정실험을 통해 각 효소의 활성이 우수한 균주를 선발한 후, 

Astrup과 Mullerttz의 방법을 변형하여 fibrinogen을 0.3%가 되도록 PBS용액(0.1 M, pH 

7.4)에 녹인 후 평 에 잘 부은 후 1.5% agarose 용액을 동량 첨가하여 혼합하 다. 여기

에 thrombin(Sigma Co., St. Louis, MO, USA)을 100 μL 첨가하여 상온에서 정치한 후 

균 배양액 20 μL를 분주하여 paper disk 방법으로 활성을 측정하 다. 양성 조구로는 

plasmin(1.0 U/mL Sigma Co.)을 사용하 고, 음성 조구는 PDB 배지를 사용하 다.

혈전용해활성(%)= 시료의용해영역
plasmin의용해영역 ×100

실험결과 (Results) 
○ 유용 미생물 분리  장한 균수는 총 84균주를 분리하여 보 하 다.

○ 수집균주를 기능성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α-amylase 활성을 갖는 균은 효모

에서 1주 분리하 고 Lipase 활성은 유산균 17주, 효모 20주 다. Protease 활성 균수

는 유산균에서 1주, 효모에서 4주 으며, 분해능을 갖는 균주는 효모에서만 4주가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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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 와 더덕 3:1일 처리구의 경우 lipase 활성 균주는 유산균 13주, 효모 17주 으며, 

용해능은 효모 2균주에서 활성이 있었다. 민들  단일처리구는 효모에서 용해

능의 활성이 control에 비해 약 2배정도 높은 고활성을 보 다. 민들 와 더덕 1:3 분리

균은 lipase 활성을 주로 보 고, 일부 효모의 경우 protease 활성과 용해능 활성이 

약하게 검출되었다.

○ 민들 와 더덕 1:1 분리균에서는 한 균주에서 여러 가지 효소활성들이 검출되었는데, 

KA3Y1 균주가 유망하 다.

연구성

표 1. 원료배합  발효숙성 조건

원료함량(kg)
시험 1 시험 2 시험 3 시험 4 시험 5

민들 더덕
민들  : 더덕

   (3)   :  (1)
민들  : 더덕

   (1)   :  (1)
민들  : 더덕

   (1)   :  (3)

당 농도(%) 30 50 30 50 30 50 30 50 30 50

발효 : 20℃, 30일

숙성 : 12℃, 90일

표 2. 발효액 주요 분리균 기능성 검정

구 분 기능성 검정

균 류 균주명
당함량

(%)

á-amylase 

활성능(150U/ml)

(활성율 %)♪

Lipase 

활성능(50mg/ml)

(활성율 %)♪

Protease 

활성능(150U/ml)

(활성율 %)♪

용해능

 (Plasmin 100㎍/ml)

(활성율 %)♪

Control 100 100 100 100

Lactobacillus K3M1
z

50 - 109.7 - -

Yeast K9Y3 50 - 140.3 - 281.4

Lactobacillus D3M1
z

30 - 61.7 - -

Yeast D12Y1 50 - 95.3 - 51.4

Lactobacillus M8M1z 30 - 97.4 - -

Yeast M1Y1 30 - 97.8 - -

M3Y1 50 - 96.8 - 44.8

M3Y2 50 - 97.9 - 37.8

M8Y1 50 - 88.1 - 33.4

Lactobacillus
KA18M

1
z 30 87.1 119.2 87.1 -

Yeast KA3Y1 50 - 120.4 77.3 7.7

Lactobacillus O3M4
z

50 - 122.9 - -

Yeast O1Y1 50 - 69.5 - -

O1Y2 50 - 64.7 - 10.9

♪ 활성율(%) = (반응구의 직경)/(Control의 직경) × 100
zD~ : 민들레, K~ : 더덕, M~ : 민들레·더덕(3:1), KA~ : 민들레·더덕(1:1), O~ : 민들레·더덕(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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