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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영 교수(부산대학교식품영양학과)

장미순 박사(국립수산과학원식품안전과)

신동건 실장(남양유업,음료개발팀)

곤노히로시 대표(아키타곤노상사/낫또,니혼슈종균의80%를소유)

칸 타츠히코 대표(㈜바이오제닉스일본 / 일본야쿠르트30년간주임연구소장)

김길동 대표(㈜바이오제닉스코리아)

Hans Holm(Innovation Manager / 네덜란드ROYAL D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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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운영

10:15-10:30

Session1  한국의발효문화

세미나환영식

10:30-11:10

11:10-11:50

12:00-13:15

Session 2  유산균 & 주류 발효

13:15-13:50

13:50-14:30

14:30-14:45

14:45-15:25

15:25-16:00

Starter Cultures and Increased Health Functionality of Fermented Foods

박건영교수(부산대학교식품영양학과, 김치연구)

Fermentation patterns and nutritional componentsof Eo-dimchae(seafood Kimchi)

장미순박사(국립수산과학원식품안전과)

Luncheon

ナノ型乳酸菌nF1の優位性
칸타츠히코연구원

농학박사, 일본야쿠르트중앙연구소주임연구원 일본바이오제닉스협의회의장

한국바이오제닉스코리아이사겸개발고문

※ 공동연구자-김길동(바이오제닉스코리아대표, 나노형유산균nF1 공동연구사)

Efficacy studies with DSM LAFTIⓇ strains

Hans Holm (Innovation Manager / 네덜란드ROYAL DSM)

Break Time

発酵食品（キムチ、マッコリ）の長期保存における微生物制御＆梱包技術
곤노히로시대표(일본아키타곤노상사)

Improving effect of Irritable Bowel Syndrome(IBS) of Composite 

yoghurt using by BifidobacteriumEnhancingTechnology

신동건실장(남양유업연구실장)

- 교수 / 부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식품영양학과

* 학력 

- 고려대학교 농화학과, 학사 / 식품공학과, 석사

-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교 식품과학 및 공학과, 박사

- 미국 하버드대학교 영양학과, 박사 후 과정

* 경 력

- 부산대학교 김치연구소 소장

- 대한 암예방학회 회장

- 한국김치협회 회장

- 한국 식품영양과학회 회장

- 한국 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

* 학술 활동 경력

    학술논문 발표 350편 이상 / 국-내외 심포지엄발표 650회  

    신문기사 및 잡지 270여회 /TV 및 라디오 130여회

* 저서

    - 암을 이기는 한국인의 음식 54가지, 연합뉴스, 2007

    - 10년 전 내 몸으로 되돌리는 장 테라피, 2009

    - 수험생의 머리를 좋게 하는 음식 61가지, 2010 외 6권

박 건 영 

Kun-Young, Park

- 박사 /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안전과

* 학력

- 1997. 3 ~ 1999. 2 : 여수대학교 식품공학과 - 공학석사 졸업

- 2000. 4 ~ 2003. 3 : 일본 동경수산대학교 식품생산학과 - 박사 졸업(수산학박사)

* 경력

- 1997. 1 ~ 1999. 3 : (주)한성기업 식품연구소 연구원

- 2003. 3 ~ 2004. 4 : 여수대학교, 전남도립대학, 동강대학 등 

* 시간강사

- 2004. 5 ~ 현재 :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사료연구센터를 거쳐

                    현재는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안전과 해양수산연                     

   구사로 재직 중

* 관심분야 

- 우리나라 전통수산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딤채, 젓갈 등과 같은 

  수산발효식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장 미 순 

Mi-Soon,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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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ovation Manager, Ingredient Development DSM Food Specialities, Delft, 
   The Netherlands
-  I have an extended experience from working in the dairy culture industry 
   from working with Chr. Hansen in more than 17years. I have always focused 
   on Innovation and development of new market driven culture solutions and 
   optimization of production processes. 
    Since 2009 I have been part of the Management Team in DSM Food 
   specialties Culture Business unit in Delft, The Netherlands, where we are 
   building a tier 1 culture business. The primary focus is the Dairy Industry.

- 일본 바이오제닉스 연락협의회 의장 

- 일본 야쿠르트 중앙연구소 연구원

* Career Record

- 김치유래의 식물성유산균을 초미립자형 유산균체로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

- 나노형 식물성유산균, nF1으로 명명하여 세계DNA BANK에 등록

- 음료개발실장/남양유업주식회사 중앙연구소

   Manager of Beverage Research Lab.   

   Namyang Dairy Products Co. Ltd.(NYD.), R&D Center

             

* 학력 : 이학박사과정 수료 

- 경북대학교 대학원 낙농학과 낙농가공학(석사)

-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식품미생물전공(박사수료)

 * 경력 (Career Record)    

- 2009 ~ 2011 남양유업 중앙연구소 유제품개발실장

  NYD. R&D Center. Manager of Dairy Products Research

- 2011 ~ 현재 남양유업 중앙연구소 음료개발실장

  NYD. R&D Center. Manager of Beverage Research

- 2009 ~ 현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평가위원

  IPET. Member of Evaluation Committee

- 2010 ~ 현재 IDF(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Korea 

  영양건강분과위원 

- CEO, KONNO CO.,LTD 

- 일본에서 가장 미생물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 창립 101년, 10000종이상의 종균을 보유한 일본 아키타의 곤노 상사

- 일본 술의 경우, 약80%의 종균을 보유하고 전국 유명 니혼슈 메이커에 

   종균을 공급하고 있는 「균의 소믈리에」

< 발효균·종균의 공동개발 사업 >

1.발효 식품회사의 자사 오리지널 종균의 개발을 위탁 수주

2.간장·된장의 종균의 개발 위탁 

3.막걸리의 맛, 보존, 향기의 종균 개발 위탁 

4.대두(콩)의 저분자화 위탁(아그리콘형) 

5.건강 식품 재료의 발효액 제조

히로시 곤노

HIROSHI KONNO

Hans Holm 신동건

DongKeon

(Daniel), Shin

칸 타츠히코 

菅　辰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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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Young Park
Dep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607-735, Korea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 건 영

종균과 발효식품의 건강기능성 증진효과

 There are about 3500 fermented foods known in the world. Korea has traditional and representative fermented foods of 
Kimchi, soy fermented foods such as doenjang and kanjang, fermented fish and crabs (jeot-gal), makgeolli, etc. Health 
magazine published in USA in 2006 recommended 5 world healthiest foods in which 3 of the foods were fermented 
foods of Kimchi (Korea), soybean foods (Japan) and yogurt (Greece). Alcohol, organic acids, CO2, etc from carbohydrate 
sources  were produced during fermentation by beneficial microorganisms. The the large molecules of the nutrients can 
be degraded to small size of the compounds during fermentation. The microorganisms produced various organic acids 
and bacteriocins which can kill the pathogenic and spoilage microorganisms in the foods. Fermented foods can also 
increase taste and textures, furthermore, it can increase health functionality.

 Microorganisms that participated during the fermentation are usually probiotics of lactic acid bacteria, Bacillus sp., As-
pergillus oryzae, Saccharomyces cerevisiae, etc. These microorganisms can ferment substrate foods, and produced fer-
mented products that increase digestion and health benefit. They can also increase colon health and overall health func-
tionality such as chemopreventive, antiobesity, antioxidative activities, etc. Selection of appropriate starter cultures for 
the fermented foods is a very important factor. The starter culture should be non-toxic, edible, preferably probiotics, and 
should not produce toxic compounds. The starters need to produce strong hydrolytic enzymes for breaking down large 
molecules of carbohydrate, lipid and protein during the fermentation. The starter itself should be beneficial to human 
health. It needs to have probiotic activities. Microorganisms, sometimes participating in natural fermentation, can pro-
duce toxic compounds such as mycotoxins, biogenic amines, etc. Thus we need to use good starters for the fermentation.

 To increase functionality of the fermented foods, selection of good quality, especially organically grown food substrate 
and beneficial starter cultures, etc. is needed. However, in general, the functionalities of the fermented foods usually 
increased compared to the raw materials which is not fermented. the optimally fermented kimchi (pH 4.2) increased 
health functionalities of antioxidation, anticancer, antiobesity, increase of immunity, etc. The antimutagenic and antican-
cer effects of doenjang significantly increased by the extension of fermentation time (6 months vs. 2 years). The health 
functionalities of Kanjang and Jeot-Gal also increased by the processing of the fermentation.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특유의 발효식품이 있으며 지금까지 약 3500여 종의 발효식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은 김치와 된장, 

간장 등의 장류, 젓갈, 막걸리 등이 있다. 2006년 미국 Health지가 뽑은 세계적인 건강식품 5가지 중 3가지가 발효식품이며 김치(한국), 장류

(일본), 요구르트(그리스)가 선정되어 발효식품은 건강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발효란, 미생물 특히 유용한 미생물인 종균이 당질을 이용하

여 발효산물로 알코올, 유기산, CO2 등을 생성하는 것이다. 발효식품은 큰 분자의 영양소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여 소화에도 좋으며, 유기산 

등이 생성되는 산성식품으로 김치의 경우에는 식중독균 및 병원성균의 성장을 억제한다. 또한 맛과 조직감을 좋게 하며 무엇보다도 건강기

능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은 주로 probiotics균(활생균)으로서 유산균, 고초균, 황국균, Saccharomyces cerevisiae 등이다. 이들 균들 자체는 기

질식품을 발효하여 소화 및 건강에 유리한 발효산물을 생성하고 이들 균들이 정장작용을 하는 등 맛있는 발효식품을 제조하고 또 건강을 증

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효식품의 일정한 맛과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용하고 발효를 잘 하며 probiotic 효과도 갖는 종균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 종균은 식용이 가능한 유용한 균들이며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가수분해효소 및 기타 효소를 생성

한다. 그러나 자연발효에 관여하는 균 중에는 유해균 및 이들의 유해대사산물 등이 생성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발효식품의 우수성은 기질(발효재료)로부터 오는 건강기능물질을 건강에 좋은 종균을 사용하므로 발효산물과 종균 자체가 건강기능성을 나

타내어 발효 전보다 그 효능이 더욱 증진된다. 김치의 경우도 갓 담근 것보다 적당히 익었을 때(pH 4.2) 항산화, 항암, 항비만, 면역증강 등의 

기능이 높아졌으며, 된장의 경우에도 발효기간이 길어질 때 항돌연변이 및 항암 효과 등이 증진되었다. 6개월 발효된 된장보다 2년 발효된 된

장의 항암효과가 더 높았다. 간장, 젓갈 등도 발효를 거치는 동안 기능성이 더 높은 물질로 전환되거나 기능성 발효산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발효 과정을 통해 맛도 좋아지고 저장성도 좋아지며 건강기능성도 높아진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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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name Eo-dimchae(seafood kimchi), the Eo is a Chinese letter which means fish and dimchaeis and old Korean 
name for Kimchi. Eo-dimchae is a traditional Korean food. This term first appeared in the Gyuhapchongseowritten by 
Bingheogak Lee in 1809. Koreans used to prepare Kimchi by adding various kinds of fish to the vegetable ingredients such 
as Chinese cabbage, radish, eggplant and cucumber. The recipe for Eo-dimchae is not widely known but was handed 
down in the family;therefore, it is not a popular kind of Kimchi. The nutrient composition, including the proximate com-
position and the mineral, vitamin, amino acid, and free-amino -acid levels, of baechu kimchi (Chinese cabbage kimchi) to 
which 14 kinds of seafood (flatfish, yellow corvina, sea beam, pollack gizzard shad, ray, gray mullet, skate, hairtail, anchovy, 
sea squit, pen shell, scallop, small octopus)were added was analyzed. The seafoods were added to salted cabbage at 
concentration of 10% (w/w) and the prepared seafood baechu Kimchi (BK) was stored at 5℃ for seven days. The levels 
of moisture (82.09-88.56%), crude lipid (0.31-0.64%), and crude ash (2.70-3.50%) did not differ much among the samples, 
but the level of crude protein of the BK-with-seafood samples (2.42-5.15%) was greater than that of the control BK (2%), 
without seafood. 
 The Fe and Ca contents of BK with flatfish showed the highest values (4.1 and 74 mg/100 g, respectively). The vitamin A 
contents of BK samples with 14 different kinds of seafood were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BK. Moreover, the BK with 
sea squit had higher vitamin B2(0.90 mg/100 g) and vitamin C (8.48 mg/100 g) contents among all the BK-with-different-
kinds-of-seafood samples. Total amino acids were detected in all BK-with-seafood samples, most of which had high levels 
of glutamic acid, aspartic acid, proline and alanine. Glutamic acid was the most abundant of all the amino acids. 
 The major free amino acids were hydroxyproline, glutamic acid, alanine, proline, leucine, and valine, of which hydroxy-
proline was the most abundant. In conclusion, BK with seafood is thought to be a very good source of protein, which is 
very important from dietary life of humans.

Ph. D. Jang Mi-Soon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Fermentation patterns and nutritional 
components of Eo-dimchae(seafood Kimchi)

 어딤채는 고기어(魚)자와 김치의 순수한 우리말인 딤채의 합성어이다. 

1809년, 빙허각(憑虛閣) 이씨(李氏)가 저술한 규합총서(閨閤叢書)라는 고서에 등장하는 어딤채는 오랜 기간 우리 조상들이 즐겨온 전통식품

으로, 현대에도 주로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젓갈 외에도 수산물을 첨가한 김치를 담가먹어 오고 있다. 그러나, 어딤채는 그 제조방법이 널

리 알려지지 않고 가문 내에서만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어 그 동안 널리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멍

게, 키조개, 가리비, 자가비, 황석어, 도미, 낙지, 명태, 전어, 가오리, 숭어, 홍어, 갈치 및 멸치) 14종을 첨가한 배추김치의 레시피를 확립하여 

제조하였고 저온숙성 7일차의 시료를 취하여 일반성분, 비타민, 무기질, 구성 및 유리 아미노산 함량을 조사하였다. 수산물을 첨가하여 제조

한 배추김치 14종의 수분함량은 82.09～88.56% 범위였고, 조지방 함량은 0.31～0.64%, 조회분 함량은 2.70～3.50% 범위를 나타내어 시료별

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산물을 첨가한 배추김치의 조단백질의 함량은 2.42～5.15% 수준으로, 수산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

구 배추김치의 2%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수산물을 첨가한 배추김치 14종 중, 가자미 배추김치의 철 및 칼슘 함량이 각각 4.1 mg/100 g 및 74 mg/100 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

었고 인 함량의 경우는 홍어배추김치가 117 mg/100 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타민 A의 함량은 수산물 14종을 첨가한 배추김치가 대조구

보다 높게 나타났고, 비타민 B2 및 비타민 C의 함량은 멍게배추김치가 각각0.90 mg/100 g 및 8.48 mg/100 g으로 수산물을 첨가한 배추김치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수산물 14종을 첨가한 배추김치의 주요 구성아미노산은 glutamic acid, aspartic acid, proline 및 alanine 이었

고 그 중에서도 glutamic acid의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산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배추김치 14종에 대한 유리아미노산 함량의 50% 내

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hydroxyproline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glutamic acid, alanine, proline, leucine, valine 순이었다. 

 수산물을 첨가한 배추김치는 우리의 식생활에서 단백질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배추김치에 수산물을 첨

가함으로서 기존의 배추김치보다 철, 칼슘, 비타민 A 함량이 높아지고 아미노산 조성 및 함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안전과

장미순 박사

어딤채(魚沈菜)의 理化學的特性 및 醱酵樣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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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世紀始め日本ではヨーグルトなど醗酵乳でヒントを得て殺菌産油、乳酸菌生産物質など日本の独特の殺菌乳酸菌食品が開発された。
私たちはL. helveticusと酵母を発効させて作った殺菌産油の保健効果を研究した結果マウスに一生殺菌産油を投与すれば対照群より寿命

（数名）が8%延びた。
後で殺菌産油の乳酸菌菌体成分に移植（利殖）癌細胞の増殖抑制効果がインジョンドェオユサンギュンはサ菌もセンギュンと同じ保健効果が
ある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た。 
また、加熱したキムチ由来の植物性乳酸菌(L.Plantarum;nF1)も生菌乳酸菌と同等か、それ以上の効果を確認した。

 最近場内微生物研究の発展はプロバイオティクス、プレバイオティクス、シンバイオティクスの機能性食品を出現するようにした。 プロバイオテ
ィクスは“場内微生物の均衡を改善することによって宿主の健康に有利に作用する生菌添加物”だ。 
乳酸菌、酪酸菌などの生菌制と醗酵乳がここに含まれる。 プレバイオティクスは“場内の有用菌増殖を促進したり有害菌を抑制して宿主の健康
に有利に作用するヒ消化性食品成分”だ。 オリゴ糖類や食物繊維がここに含まれる。 Gibsonは宿主の健康に有利に作用するプロバイオティク
スとプレバイオティクス混合物を“シンバイオティクス”といったし、プロバイオティクスは生菌に決めている。　しかし殺菌産乳投与実験と同じよ
うに乳酸菌摂取は生菌、死菌はどちら側も保健効果がある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ので、私たちは機能性食品として新しい分類として“パイ
オジェニクス”を主張する。(東京大学名誉教授光岡友足教授が命名)パイオジェニクスは“免疫復活、コレステロール低下作用、血圧降下作用、
スーツ作用、項腫陽爻課、港血戦、造血作用などの生体調節、生体防御、病気予防回復、老化制御など生体に直接作用する食品成分”で乳酸菌
の菌体成分の免疫強化物質(BRM),DHA,EPA,ポリフェノールなどプロバイオティクス、プリバイオティクス以外の生体機能調節物質がこれに
対し該当して死菌体もこれに該当する。
 特に。キムチ由来の植物性乳酸菌を超微粒子化できる乳酸菌体に培養する技術を開発して加熱処理した結果、粒子径が約0.5μ～1.0μとな
る小腸で吸収が円滑におきる死菌体を開発した。  
ナノ型植物性乳酸菌と命名、世界DNA BANKにも登録(5兆個/g).

 どんなに良い菌であっても私たちのからだに吸収されなければ何の意味もない！ という疑問から開発されたナノ型乳酸菌だ. 生菌と同等、又は
それ以上の免疫活性を維持しながら無臭、無味の特性を生かして商品化が可能になった。 このような機能を利用した商品が日本国内では活
発に商品化されていて、キムチが持っている基本的な坑酸化機能をより一層活性化できるスーパー乳酸菌として各種食品に添加して商用化す
る予定だ。  

商品例としては
健康食品   各種サプリメントとして毎日摂取する健康食品
キムチに適用  100グラムの乳酸菌キムチは既存キムチの10株の方に該当した乳酸菌を含有
飲料製品に適用  各種飲み物の味と香りに影響を与えないが免疫、整腸効果を維持
ドレッシング類に適用  野菜と共に10cc程度で約500億個を摂取可能.(ヨグリト5本分)
食材に適用  ラーメン/トクポッキ/スンデ/菓子など最も庶民的な大衆食品に適用して乳酸菌を常時摂取できる
       環境を構築することで個人の免疫力と抵抗力を向上させる役割を果たす.

 菅　辰彦 / 日本, Biogenics 連絡協議会　議長　(元日本　ヤクルト中央研究所　主任研究員)
ＫＩＭ　ＫＩＬＤＯＮＧ / ナノ型乳酸菌 ｎF1」の　共同開発会社　Ｂｉｏｇｅｎｉｃｓ　Ｋｏｒｅａ　代表

ナノ型乳酸菌 nF1の優位性 

 20세기 초 일본에서는 요구르트 등 발효유에서 힌트를 얻어 살균산유, 유산균 생산물질 등 일본의 독특한 살균유산균 식품이 개발되었다. 

우리는 L. helveticus와 효모를 발효시켜 만든 살균산유의 보건효과를 연구한 결과 마우스에 평생 살균산유를 투여하면 대조군보다 수명이 

8%　연장되었다. 후에 살균산유의 유산균 균체성분에 이식암세포의 증식억제효과가 인정되어유산균은 사균도 생균과 동일한 보건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가열식물성유산균(L.Plantarum;ｎF1)도 생균유산균과 동등、 그이상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최근 장내미생물 연구의 발전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의 기능성식품을 출현하게 하였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미생물의 균형을 개선함으로써 숙주의 건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생균첨가물”이다. 유산균, 낙산균 등의 생균제와 발

효유가 여기에 포함된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의 유용균 증식을 촉진하거나 유해균을 억제하여 숙주의 건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비소화

성 식품성분’이다. 올리고당류나 식이섬유가 여기에 포함된다. Gibson은 숙주의 건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

스 혼합물을 “신바이오틱스”라고 하였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생균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살균산유 투여실험에서와 같이 유산균 섭취는 생

균, 사균 어느 쪽도 보건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능성 식품으로서 새로운 분류로서 ‘바이오제닉스’를 주장한다. (도쿄

대학 명예교수 미쓰오카교수가 명명)。

 바이오제닉스는 <면역부활, 콜레스테롤저하작용, 혈압강하작용, 정장작용, 항종양효과, 항혈전, 조혈작용 등의 생체조절, 생체방어, 질병예방

회복, 노화제어 등 생체에 직접 작용하는 식품성분>으로 유산균의 균체성분의 면역강화물질(BRM), DHA, EPA, 폴리페놀 등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외의 생체기능 조절물질이 이에 해당되고 사균체역시 이에 해당된다.

 특히 김치유래의 식물성유산균을 초미립자형 유산균체로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가열처리한 결과 입자경이 약0.5μ～1.0μ으로 소장에서 

흡수가 원할한 사균체로 개발되었다. 나노형 식물성유산균 으로 명명하여 세계DNA BANK 에 등록되었다.(5조마리/그램)

 어떠한 좋은균일지라도 우리 몸 속에 흡수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의문에서 개발된 나노형유산균이다. 생균과 동등하거

나 그이상의 면역활성을 유지하면서 무취,무미의 분말상태로서 각 종 식재에 첨가한 상품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한 상품

이 일본에서는 활발히 상품화되고 있으며 김치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항산화 기능을 더욱 더 활성화한 수퍼유산균으로서 각 종 식품에 첨

가되어 상용화 할 예정이다.  

상품(Example) 

건강식품  각종 서퍼리먼트 재료로서 매일 섭취

김치에 혼합 100그램의 유산균 김치는 기존 10포기분 에 해당한유산균을 함유

음료수 적용 각종음료수 의 맛과 향에 영향을 주지않지만 면역,정장효과를 유지

드레싱류 적용 야채와 함께 10ｃｃ정도 로 약500억마리 섭취가능.(요거트 5병분)

식재에 적용 라면/떡볶이/순대/과자 등 가장 서민적인 대중식품에 적용하여 유산균을 항시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서 개인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칸 타츠히코 / 일본 야쿠르트중앙연구소 출신, 일본 바이오제닉스연락협의회 의장

김길동 / 바이오제닉스 코리아 대표, 나노형유산균 nF1 공동연구사

나노형유산균 nF1의 우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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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로부터 세계적인 붐이 일어나고 있는 한류 붐 -즉 한국 식품, K-POP, 한국 드라마등 한국식 문화가 세계에 소개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 있어서의 한류 붐은 사회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만큼 일본여성들의 마음을 움켜쥐었다.

따라서 한국 문화를 흡수하는 사람들은 불어나고 한국 식품의 보급도 대단히 활발해져 있다. 

막걸리나 김치, 고추장, 된장등은 가장 대표적인 식품 재료다. 그러나 한국은 물론, 해외유통에 있어서의 한국 식품의 신선도관리는 대단히 중

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신선한 김치나 생 막걸리는 보존 기간이 짧아 한정된 유통기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이 빌생된다. 그리하여 

바이오제닉스 코리아와 아키타 곤노상사는 막걸리나 김치의 보존에 필요한 유산균이나 발효균의 제어에 영향을 주는 미생물을 개발해 왔다. 

막걸리의 부패균을 특정하고 물의 성분을 조사, 실험을 오랫동안 연구하였으며 김치의 발효에 영향을 주는 특정 미생물을 찾아 연장하는 방

법을 시험해 왔다. 발효를 천천히 진행하는 방법이나 발효를 늦추기 위한 포장재의 개발 등을 통해서 2개월 이상 신선도를 유지시키는 방법

을 개량해 왔다.

 김치의 경우나 막걸리의 경우, 원래의 소재를 어떻게 확보할지도 중요한 포인트다. 

토양의 미생물로부터 개량해서 배추나 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는 배추나 쌀에 대한 잡균처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종

균의 중요성에 착안하고, 일본에서 제일 많은 발효종균을 보유하고 있는 아키타(秋田) 곤노(今野)와의 협력에 의해 새로운 막걸리 균이나 김

치 균을 개발했다. 아키타(秋田) 곤노(今野)는 바이오제닉스 협의회 멤버로서 일본에서 가장 미생물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창립 101

년, 10000종이상의 종균보유)이다. 일본 술의 경우, 약80%의 종균을 보유하고 전국 유명 니혼슈메이커에 종균을 공급하고 있는 「균의 소믈

리에」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번, 김치에 관한 종합적인 보존 기술의 확립, 생 막걸리의 종균개발등을 진행하면서 과대한 협력 체제, 분석 시스템 구축, 특수포장재의 개

발（GAS만 방출 액체는배출않음을 하였으며 이번 2012 부산국제음식박람회를 통해서 한국내의 우량미생물을 분석, 개량, 품질안정에 연결

되는 새로운 한국형 종균개발을 목표로 한다. 

 현재 한국내 막걸리업체가 일반적으로 사용중인 카와치균 대신에 안정된 맛과 향을 유지시키기 위한 생 막걸리의 장기보존을 위한 종균개

발 및 김치의 장기보존이 가능한 균,물 및 포장재료에 대한 보고를 하고자 한다. 

<발효균·종균의 공동개발 사업>

1. 발효 식품회사의 자사 오리지널 종균의 개발을 위탁 수주

2. 간장·된장의 종균의 개발 위탁 

3. 막걸리의 맛, 보존, 향기의 종균 개발 위탁 

4. 대두(콩)의 저분자화 위탁(아그리콘형) 

5. 건강 식품 재료의 발효액 제조

HIROSHI KONNO / CEO, AKITA KONNO CO.,LTD 

KILDONG KIM / CEO, Biogenics Korea CO.,LTD

발효식품 장기보존을 위한 미생물제어와 포장기술

 DSM has focus on Life Sciences (Nutrition and Pharma) and Materials Sciences (Performance Materials and Polymer Inter-
mediates). DSM has a yearly turnover of app € 10 mill. , 22.000 employees, and spends app 14 & of its turnover in R&D. DSM 
has a broad product program that supports more healthy living. We aim to be a partner to help improve and enhance the 
quality of your entire value chain from cow to consumer. This covers products for animal nutrition, Cultures and enzymes 
for the dairy industry and vitamin and other supplements, like DHA and Culturel which supports health living for people 
Part of the Dairy Cultures and probiotic cultures program is a range of probiotic cultures.
 Stay healthy - higher quality of living in a longer time. With the  shift in demography and an increasingly older popula-
tion, an economy which seems to indicate that we need to get more out of less, it is obvious, that at least the developed 
economies  need to re-think the health system in order to be able to afford it.Ex. 20% of hospitalizationDK is related to Al-
cohol: DK spends 40 % of its National budget on the Health system. Other problems are the increased numbers of obese 
people and the increased numbers of patients with diabeteswhich seems to relate to the a changing urbanised lifestyle
As consumers we clean labels (which mean labels free of additives). We want to have pure foods containing feweraddi-
tives. Particular we are sensitive when it comes to feeding our kits. But we also wants more authentic food, delivered in a 
form that meets our modern  and more urban lifestyle. We want convenience and food which must be easy to deal with 
in increasingly busy schedule. Finely we want to be indulgenced. 
 We see an Industrialization and further consolidation of the food industry.  Global quality consistency and economy of 
scale require an increasing standardization and reliability of the ingredients which is part of this value chain. 
The surrounding society requires the promises made on the packed is delivered to the consumers. There is a clear trend 
that products health benefits must be substantiated and clinical proven to a quality level which is increasingly higher.
The totalpro and pre -biotic market for yoghurt is estimated to be USD 14 mil with a 9 % growth in 2011. Most of the 
emerging countries showgrowth around and above 10% while some of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more moderate 
growth rates and UAS even negative. The EFSA, followed by the FDA demand for substantiation and proof of efficacy 
has so farnot resulted in approval of clinical claims for probiotic cultures, in supplements or in Foods.  The Scientific and 
economical interest in the area are still increasing as new tools are being developed. The DSM Lafti L 10 has over several  
years been tested for its Immune Modulation capabilities and for its positive impact against human gastro-intestinal 
disturbances .

Hans Holm
Innovation Manager, Ingredient Development                
 DSM Food Specialities, Delft, The Netherlands

Efficacy studies with DSM LAFTI®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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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구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주박을 이용한 비피더스 인헨싱 기술이며, 두 번째는 비피더스 인헨싱 기술을 이용한 요

구르트의 IBS 개선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첫 번째 연구테마인 주박을 이용한 비피더스 인헨싱 기술이다. 

주박은 막걸리와 같은 한국 전통주를 만들 때 발생되는 잔류물의 일종으로, 나라마다 여러 가지 용어로 불려지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업용 요구르트를 생산하는 동일한 조건인 호기성 조건에서도 주박에 의해 비피더스가 성장한다는 것을 확인하

였고, 기존보다 비피더스가 더 많이 성장하는 것도 확인되었다. 

 두 번째 연구결과는 비피더스 인헨싱 기술을 이용한 요구르트의 IBS 개선효과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이다. 이 연구는 서울시의 지원 아래 서

울삼성병원과 숙명여자대학교와 공동연구로 진행하였다. 

IBS(과민성대상증후군)은 가장 흔한 대장질환의 하나로서 장의 통증과 불편함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비피더스의 성장을 촉

진시킨 인헨싱 기술을 이용한 요구르트가 기존의 요구르트와 비교하여 IBS에 개선효과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조군에 비해서 실험군에서 전체적으로 IBS 증상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배변습관의 만족도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IBS 세부 증상별로 볼 경우에는, 변비형태의 IBS의 경우에는 실험군에서 두드러지게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설사형태의 IBS의 경우에도 

실험군에서 배변습관의 만족도도 두드러진 개선효과를 확인하였다.

남양유업주식회사 중앙연구소
제품개발센터 음료개발실장

신 동 건

비피더스 인헨싱 기술을 이용한 요구르트의 
과민성대장증후군 개선 효과

 2011から世界で広がっている韓流ブーム---つまり韓国食品、K-POP、韓国ドラマ、、など
韓国式文化が世界に紹介されている。特に、日本における韓流ブームは社会現象とも言えるほど
日本の女性たちの心を鷲掴みにして普及している。したがって、韓国文化を吸収する人々は増え
ることで韓国食品の普及も大変活発になっている。
マッコリやキムチ、KOCHUJANG、DENJANGなどは、一番代表的な食材である。
しかし、韓国内は勿論、海外の流通における韓国食品の鮮度管理は大変重要な問題となっている。
美味しいキムチや生マッコリに関しては、保存期間が短く、賞味期限を保つには大変で手間がかかる。
弊社では、マッコリやキムチの保存には乳酸菌や発酵菌の制御に影響する微生物を開発してきた。
マッコリの腐敗菌を特定し、水の成分を特定する実験を長年研究し、キムチの発酵に影響する特定微生物の成長を遅らせる方法を試してきた。
発酵をゆっくり進める方法や発酵を遅らせるための梱包材の開発、等を通じて、2ヶ月以上鮮度を維持させる方法を改良してきた。

 キムチの場合やマッコリの場合、元の素材をどうやって確保するかも重要なポイントである。
土壌の微生物から改良して白菜や米作りも大切な根拠となる。
次に白菜や米についている雑菌処理が大切。
そして種菌の重要性に着目し、日本一多くの種菌を保持している秋田今野商店との協力を得て、新しいマッコリ菌やキムチ菌を開発した。秋田
今野商店は、バイオジェニックス協議会メンバーとして日本で一番微生物を多く確保している研究所（創立101年、10000種以上の種菌保有）
である。日本酒の場合、約８０％の種菌を保有している「菌のソムリエ」と言われている。

 今回、キムチに関する総合的な保存技術の確立、生マッコリの種菌開発などを進めることにおいて過大な協力体制、分析システム構築、特殊梱
包材の開発(GASのみを放出、液体は排出しない)をしており、今回の博覧会を通じて、韓国内の優良微生物を分析、改良、品質安定に繋がる新
しい韓国型種菌開発を目指していく。

 現在、韓国中のマッコリ生産で使用されているカワチ菌の代わりに味や風味が安定した品質の
生マッコリの長期保存のための種菌開発！
キムチの長期保存可能な菌、水、梱包、、、、、
に対する報告をします。

発酵菌・種菌の開発委託事業
１．発酵食品会社の自社オリジナル菌の開発を委託受注します。
２．醤油・味噌の種菌の開発委託
３．マッコリの味、保存、香りの菌を開発委託
４．大豆の低分子化委託（アグリコン型）
５．健康食材の発酵液化

発酵食品（キムチ、マッコリ）の長期保存における
微生物制御＆梱包技術

HIROSHI KONNO / CEO, AKITA KONNO CO.,LTD 
KILDONG KIM / CEO, Biogenics Korea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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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consist of Two parts. One is Bifidobacterium enhancing technology with lees. The other is Therapeutic effect 
of commercial yoghurt enriched with Bifidobacterium in patients with IBS. 
 First is Effect of bifidobacterium enhancing technology with lee.
Lee is a residue of alcoholic beverage using the rice for example, Makgulri which is one of traditional alcohol beverage. 
It called sakekasu, jiupo and lee in various of language. According to our research data, we can find that bifidobacterium 
can grow with lees on aerobic condition which is same condition of commercial yoghurt
 Second is therapeutic Effect of Composite Yoghurt Enriched with Probiotics in Patients with IBS. This study was sup-
ported by seoul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program. We are co-working with Samsung medical center, Sook-
myoung woman university and Namyang Dairy Products Co. Ltd. 
Irritable bowel syndrome (IBS) is a functional bowel disorder characterized by symptoms of abdominal pain or discomfort 
associated with disturbed defecation and is one of the most common gastrointestinal problem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a commerical yoghurt enriched with Bifidobacterium has therapeutic 
effects in patients with IBS 
 As a result in this study is improvements in bowel habit satisfaction and overall IBS symptoms from baseline were sig-
nificantly higher in the test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27.16 vs. 15.51, P=0.010 and 64.2 ± 17.0 vs. 50.4 ± 20.5, 
P=0.000, respectively). Among IBS subtypes, in constipation-predominant IBS, the improvement in overall IBS symptom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test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72.4 ± 18.4 vs. 50.0 ± 21.8, P<0.01). In subjects with 
diarrhea-predominant IBS, the improvement in bowel habit satisfaction from baselin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test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32.90 vs. 7.81, P=0.006). 
 Our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new composite yogurt (containing >10 times the B. lactis of the control product and 
Bifidobacterium enhancer) was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bowel habit satisfaction and overall IBS 
symptoms, although acacia fiber was also added to the test product. To determine the optimal dosage, another trial 
evaluating the effects of yogurt containing B. lactis at different dosages is necessary.

Dongkeon Shin
Namyang Dairy Products Co. Ltd.,

R&D Center, Beverage Reseach Lab.

Improving effect of Irritable Bowel 
Syndrome(IBS) of Composite yoghurt using by 

Bifidobacterium Enhanc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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