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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creened Paenibacillus sp. strains from Jeotgal, a Korean salted and fermented fish product, for use
as a novel probiotic. Among these Paenibacillus sp. isolates, BCNU 5016 was a typical Paenibacillus sp.
strain that showed gram-positive, gelatinase-negative, and urease negative activity. On the basis of 16S
rDNA sequence comparisons, BCNU 5016 was most closely related phylogenetically to P. polymyxa.
When Paenibacillus sp. BCNU 5016 was subjected to the acid tolerance test, this strain showed 91.89%
survival after 3 h culture at pH 2.5. Paenibacillus sp. BCNU 5016 also showed excellent bile acid
tolerance. Furthermore, its auto-aggregation, coaggregation, and hydrophobic capacities suggest that
BCNU 5016 had the capacity to adhere well to the intestinal tract. We conclude that Paenibacillus sp.
BCNU 5016 has excellent potential as a probio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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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이요법 및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수준과 욕구가 높아

지면서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건강지향성 기능성제품의 수

요가 증가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는 Lactobacillus

sp., Bacillus sp., Enterococcus sp. 및 Pediococcus sp. 등이 이용

되고 있으며, 최근 B. licheniformis, B. pumilis, B. polyfermenticus

및 B. amylopiquefaciens 등 다양한 Bacillus sp. 균주가 프로바이

오틱스로서 이용되거나 연구되고 있다[8, 13]. 특히, 이 속의

균주는 다양한 효소와 박테리오신 생산, siderophore 형성과 

같은 유산균과는 다른 기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B. pol-

yfermenticus를 이용한 ‘Bispan’이란 제품이 프로바이오틱스로

서 이용되고 있으며[9], 그 외에도 Paenibacillus sp.를 포함한 

다수의 Bacillus 균주가 생균제로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다.

한편,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들은 직접적으로 장 상피세포와 

peyer’s patches, 수지상 세포 등과 반응하며 면역계를 자극해 

장 질환을 예방하거나, 간접적으로는 병원성 장내세균과 영양

소를 경쟁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병원균의 생장을 억제하며, 병

원성 미생물과 경쟁적으로 장 점막 부착부위를 선점하여 병원

균의 부착을 억제함으로써 장 건강 유지에 기여하는 정장작용

을 대표적인 기능으로 가지고 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

치 감소, 면역 증진, 유해효소의 합성억제, 유당 불내증의 개선

과 박테리오신, 유기산 등의 생성에 의한 장내 유해균의 증식 

억제, 설사치유 및 항산화 효과와 관련되어 그 기능성이 보고

되고 있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젖갈로부터 Paenibacillus sp. BCNU

5016을 분리하여 안전성, 안정성 및 병원성 균주에 대한 길항

능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서 개

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획득할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

다.

재료 및 방법

균주 선별 및 동정

다양한 종류의 젖갈 1 g을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2.0) 용액에 첨가해 2시간 정치 후, nutrient agar (NA)에 

도말하여 낮은 pH에 내성이 있는 집락을 1차 선별하였으며,

식중독 원인균에 대한 항균활성 검증을 통해 항균스펙트럼이 

넓은 균주를 최종 선발하였다. Bergey's Manual of Systematic

Bacteriology [14]를 참고하여 생리·생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

으며, 16S 리보좀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계통수를 작성

하였다[11].

균주의 안전성 조사

In vitro 조건에서 면양혈액한천배지를 이용하여 용혈성 여

부를 조사하였고, 암모니아, 인돌, 및 phenylpyruvic acid 등의 

유해대사산물 생성여부 그리고 ß-glucosidase, ß-glucur-

onidase 및 urease 등 유해효소 생성여부 조사하였다[2, 6].

Escherichia coli (ATCC 10798)와 Lactobacillus acidophilus

(ATCC 4356)를 음성과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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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iochemical and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enibacillus sp. BCNU 5016

Characteristics

Growth temperature range (℃)

Optimum growth temperature (℃)

Growth pH range

Growth in the presence of NaCl %

Assimilation of mannitol

Mannose

Starch

Raffinose

Xylose

Sucrose

Fructose

Glucose

Glycine

Arabinose

Production of amylase

Protease

Catalase

Lecitinase

Gelatinase

Methyl red

Nitrate reductase

15-50

30

4-7.5

2-9

-1)

-

+

+

-

+

-

+

-

-

+

+

+

-

-

-

-

1)
+: Positive, - : negative

산성 및 담즙산에 대한 안정성 조사

pH를 2.5-4.0으로 조절한 PBS 용액에 균 배양액을 접종하여 

37℃에서 4시간 동안 배양하면서 시간별로 채취하여 생존률

을 조사하였다. 담즙에 대한 저항성은 0.3%와 0.6% oxgall

(Sigma Chemical Co., St. Louis, USA)이 함유된 nutrient

broth (NB) 배지에 배양액을 접종하여 일정시간 동안 배양하

였으며, 균의 증식 정도는 흡광도(600 nm)로 측정하였다[6].

항생제 감수성 조사

NB 배지에 0.1%의 균배양액을 접종하고 8종의 항생제를 

농도를 달리하여 첨가한 후, 30℃에서 24시간 배양 후 항생제

의 최소억제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를 

조사하였다. 항생제의 최소억제범위는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Scientific Committee on Animal Nutrition

(SCAN)의 판정기준과 비교하였다.

항균활성 측정

분리균주에 대한 항균활성은 식중독 원인균인 그람양성균 

2종[Bacillus cereus KCTC 3624 (ATCC 14579), Staphylococcus

aureus IMSNU 11088 (ATCC 6538)]과, 그람음성균 7종

[Escherichia coli IMSNU 10080 (ATCC 10798), Klebsiella pneu-

monia KACC 15313 (ATCC 13883), Pseudomonas aeruginosa

KCTC 1926 (ATCC 10145), Shigella sonnei KCTC 2518 (ATCC

25931), Salmonella typhimurium KCTC 1926 (ATCC 14028),

Vibrio alginolyticus KCTC 2472 (ATCC 17749), V. para-

haemolyticus KCTC 2471 (ATCC 17802)]에 대해 평판배지확산

법(8 mm paper disc)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균주의 최적온도

에서 배양 후 생육억제환의 크기(직경 mm)로 항균활성을 측

정하였다.

장내 유해균에 대한 성장억제 활성 측정

설사유발 원인균인 E. coli와 S. sonnei에 대한 성장억제 활성

도는 각 실험균주와 분리균주를 일정비율(10:10, 10:1, 10:0)로 

혼합하여 동시 배양하였고, NB agar 배지와 eosin-methylene

blue (EMB) agar 배지를 이용하여 총 균수와 E. coli 및 S. son-

nei 집락수를 계수하였다[7].

세포표면 소수성 및 응집능력

분리균주의 장내 부착성은 xylene과 hexadecane 등 4종의 

유기용매에 부착하는 정도를 흡광도로 측정함으로써 확인하

였으며, 자가응집 및 병원성 세균과의 공동응집능은 Dolye과 

Rosenberg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3].

결 과

균주의 선별 및 동정

내산성과 식중독 원인균에 대해 항균스펙트럼이 넓은 균주

를 25여 종 분리하였으며, 가장 활성이 뛰어난 균주를 최종 

선별하여 BCNU 5016으로 명명하였다. BCNU 5016은 그람양

성균으로 최적생육온도는 30℃, pH 4.0-7.5 그리고 2-9%의 염 

농도에서 활발히 증식했으며, lecitinase와 gelatinase는 생산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16S 리보좀 DNA 염기

서열 분석결과, Paenibacillus polymyxa 표준균주와 99%의 상동

성을 보였으며 계통적으로 P. polymyxa의 subcluster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Paenibacillus sp. BCNU 5016으

로 명명하였다(Fig. 1).

Paenibacillus sp. BCNU 5016의 안전성

In vitro 조건에서 인체에 유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인자를 조사한 결과, BCNU 5016은 GRAS 균주인 유산균과 

같이 비병원성인 γ-용혈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

해 대사산물인 암모니아, 인돌 및 phenylpyruvic acid를 생성

하지 않았다. 또한 유해효소인 β-glucuronidase, β-glucosi-

dase 및 urease를 생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Paenibacillus

sp. BCNU 5016은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2).

항생제 감수성

BCNU 5016은 7종의(ampicillin, cephradine, gentamicin,

lincomycin, kanamycin, oxymycin, streptomycin 및 tetracy-

cline) 항생제에 대하여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te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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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enibacillus sp. BCNU 5016    Paenibacillus sp. BCNU 5016    

Fig. 1. A phylogenetic tree, showing the position of Paenibacillus sp. BCNU 5016 among the Paenibacillus species. Bootstrap value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1,000 replications were given at the branching points. The scale bar represents 1% sequence

dissimilarity.

Table 2. Haemolytic activity and production of harmful metabo-

lites and enzymes by Paenibacillus sp. BCNU 5016

E. coli1) L. acidophilus2)
BCNU 5016

Haemolysis

β-glucosidase

β-glucuronidase

Tryptophanase

Urease

Gelatinase

Indole

Phenylpyruvic acid

-

+

+

+

-

-

+

-

γ-Haemolysis

-

-

-

-

-

-

-

γ-Haemolysis

-

-

-

-

-

-

-

1)
Positive control: E. coli ATCC 10798

2)
Negative control: L. acidophilus ATCC 4356

Table 3. Antibacterial susceptibility of Paenibacillus sp. BCNU

5016

Antibiotics MIC (μg/disc)

Ampicillin

Cephradine

Gentamicin

Kanamycin

Lincomycin

Oxymycin

Streptomycin

Tetracycline

0.1

1.6

0.2

0.4

0.2

0.2

0.4

0.006

S1)

S

S

S

S

S

S

S

1)Diameter of inhibition from three individual experiments was

measured at the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S):

sensitive; (R): resistant

cycline에서는 0.006 μg/disc 정도의 농도에서도 매우 민감한 

감수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EFSA와 SCAN의 판정기준과 

비교할 때 모두 감수성을 가지며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전달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Table 3).

Paenibacillus sp. BCNU 5016의 안정성

Paenibacillus sp. BCNU 5016은 다양한 범위의 산성 환경에

서의 생존 능력을 조사한 결과, pH 2.5에서 4시간 배양 후에도 

90% 이상의 생존률을 보여 산성조건에 대한 내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Fig. 2), 0.3% oxgall이 함유된 배지에서 높은 생장

률을 보여 oxgall에도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3). 현재 정장제로 사용되는 B. polyfermenticus를 같은 조

건에서 실험했을 때 pH 2.5와 0.3% oxgall에서 각각 56%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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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rvival rate of Paenibacillus sp. BCNU 5016 during 4

hr of exposure to different pH of PBS buffer. The sym-

bols; ◆: pH 2.5, ■: pH 3.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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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rowth rates of Paenibacillus sp. BCNU 5016 in artificial

bile acid. Bile acid tolerance was measured by cultivating

BCNU 5016 in nutrient broth containing 0%, 0.3% and

0.6% oxgall for 24 hr at 37℃. The symbols; ◆: 0%, ■:

0.3%, ▲: 0.6%.

Table 4. Antimicrobial activity of Paenibacillus sp. BCNU 5016

against foodborne pathogens

Inhibition diameter (mm)

B. cereus
S. aureus
E. coli
K. pneumoniae
P. aeruginosa
S. sonnei
S. typhimurium
V. alginolyticus
V. parahaemolyticus

12.07±0.12

15.60±0.27

21.73±0.15

19.67±0.76

19.07±0.06

12.13±0.06

18.93±0.50

12.27±0.15

16.93±0.45

103%의 생존률을 보임으로써 BCNU 5016의 내산성은 매우 

뛰어나며, 담즙에 대한 내성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균활성 및 장내 유해균에 대한 성장억제 활성

BCNU 5016은 그람양성균인 B. cereus와 S. aureus에 대하여 

각각 12 mm, 15 mm의 억제환을 나타냈으며, 그람음성균인 

E. coli, S. typhimurium 및 P. aeruginosa 대하여는 19-21 mm로 

항균력이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Fig. 4).

또한 E. coli와 BCNU 5016을 10:10, 10:1의 비율로 혼합 배양

시, E. coli의 생존률은 각각 2%, 74%로 나타나 동일한 비율로 

배양시 E. coli에 대한 저해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S. sonnei와 동시배양 결과는 S. sonnei의 생존률이 각각 

79%, 89%로 나타났다. 따라서 Paenibacillus sp. BCNU 5016은 

E. coli에 대해 보다 높은 저해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세포표면 소수성 및 응집능력

BCNU 5016의 부착정도는 chloroform 첨가시 96.8%로 높

은 부착능을 보였으며, p-xylene, hexadecane 그리고 ethyl-

acetate에 대해서는 각각 17.2%, 31.6%, 19.8%로 세포표면의 

소수성 정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Fig. 6). BCNU 5016과 L.

monocytogenes, E. coli 그리고 S. aureus의 자가응집 정도는 각

각 12.7%, 29.8%, 32.4%, 31.2%로 조사되었으며, 병원성 균주

와의 공동응집능은 각각 22.7%, 20.4%, 20.0%로 나타났다. 따

라서 BCNU 5016을 프로바이오틱스로서 섭취했을 때 병원성 

균이 장점막에 부착하는 것을 다소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Fig. 7).

고 찰

현재 다수의 Bacillus sp. 균주는 프로바이오틱스로 개발되

어 이용되고 있으며, Paenibacillus, Geobacillus, Anoxybacillus

및 Caldibacillus 등[15] 근연종들의 프로바이오틱스로의 가능

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04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에

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한 ‘유산균의 안전성 검사방법’에 근

거하여 유해대사산물 및 유해효소를 측정함으로써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In vitro 조건에서 여러가지 유해인자에 대해 조사

한 결과 Paenibacillus sp. BCNU 5016은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유해효소인 β-glucuronidase, β-glucosi-

dase, tryptophanase 및 urease를 생성하지 않는 균주를 쥐에 

투여시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

므로[1], BCNU 5016도 안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균주는 장내 정상균총과 항생

제 내성을 가지지 않는 균주에 항생제 내성유전자를 전달하여 

항생제 내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프로바이오틱스로서 적절

하지 못하나[12], BCNU 5016은 SCAN 및 EFSA와 비교할 때 

프로바이오틱스로서 적합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H 2.5에서 4시간 배양시에도 90%

이상의 높은 내산성을 보였으며, 0.3% oxgall에서도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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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tagonistic effect of Paenibacillus sp. BCNU 5016 on the growth of (A) B. cereus, (B) S. aureus, (C) E. coli, (D) K. pneumonia,
(E) P. aeruginosa, (F) S. sonnei, (G) S. typhymurium, (H) V. alginolyticus, (I) V. parahaemolyticus after 24 hr of incu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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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growth inhibitory activity of Paenibacillus sp. BCNU

5016 using mixed cultures with E. coli (black bar) or S.
sonnei (whit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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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urface hydrophobicity of Paenibacillus sp. BCNU 5016

against various solvents. Equal volumes of bacterial sus-

pension (A0) and each of the solvents were mixed on

a vortex for 2 min. The absorbance (600 nm) of the aque-

ous phase (A1) was monitored after 30 min of pre-

incubation at room temperature. The percentage of mi-

crobial adhesion to the solvent was calculated as [(A0

- A1)/ A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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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ggregation (black bar) and coaggregation (white bar)

capacity of Paenibacillus sp. BCNU 5016 with foodborne

pathogens. Bacterial suspensions of pure and mixed cul-

ture were monitored after 5 hr incubation at 37℃.

증식하여 내담즙산능 또한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B. subtilis는 E. coli 및 Salmonella choleraesuis를 동일한 

비율로 혼합 배양한 결과 저해하지 못했으며, B. poly-

fermenticus는 E. coli와 S. choleraesuis를 각각 0.2%, 10%로 감소

시킨다고 보고하였다[10]. Paenibacillus sp. BCNU 5016은 E.

coli를 98% 저해함으로써 병원균에 대한 저해능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Bacillus 균주가 장내 유익한 lactoba-

cilli의 균체량을 증가시키면서 유해한 E. coli의 균체량을 감소

시킨다는 기존의 보고와 유사함이 확인되었다[4]. 또한 소수성 

및 응집능 조사 결과에서 BCNU 5016은 장점막에 붙어 장 질

환을 유발하는 병원균을 경쟁적으로 떨어뜨리며 장내 병원성 

균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질병의 예방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BCNU 5016은 in vitro 조건에서 안전성, 안정성 

및 병원균에 대한 길항능 등의 기능성을 가짐으로 프로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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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신규 프로바이오틱스로서 Peanibacillus sp. BCNU 5016의 특성

최혜정1 ·김동완2 ·주우홍1*

(
1창원대학교 생물학과 생물공학협동과정,

2창원대학교 미생물학과)

신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의 염장 발효 생선가공품인 젖갈로부터 Paenibacillus sp.

균주들을 탐색하였다. 이들 균주들 중에서 BCNU 5016은 그람양성균으로 gelatinase와 urease를 생산하지 않는 

전형적인 Paenibacillus sp. 균주로 확인되었다. 이 균주는 16S rDNA 염기서열 분석을 바탕으로 계통적으로 

Paenibacillus polymyxa의 근연종임이 확인되었다. Paenibacillus sp. BCNU 5016은 내산성 실험을 통해 pH 2.5에서 

3h 배양 후에도 91.89%까지 생존함이 확인되었고, 담즙산에도 뛰어난 내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BCNU

5016은 자가응집능, 공동응집능 및 소수성 능력으로 볼 때 우수한 장점막 부착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므로 Paenibacillus sp. BCNU 5016은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서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틱스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균주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재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 등재된 B. licheniformis가 식중독

과 관련된 독소를 생산한다고 보고된 바 있기에, Paenibacillus

sp. BCNU 5016 균주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in vivo에서 안전성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3~2014년도 창원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

구되었음.

References

1. Choi, S. S., Kang, B. Y., Chung, M. J., Kim, S. D., Park, S.

H., Kim, J. S., Kang, C. Y. and Ha, N. J. 2005. Safety assess-

ment of potential lactic acid bacteria bifidobacterium longum
SPM1205 isolated from healty Koreans. J Microbiol 43,

493-498.

2. Cole, C. B., Fuller, R. and Carter, S. M. 1989. Effect of pro-

biotic supplements of Lactobacillus acidophilus and Bifidobac-
terium adolescentis on ß-glucosidase and ß-glucuronidase ac-

tivity in the lower gut of rats associated with a human faecal

flora. Microbiol Ecol Health Dis 2, 223-225.

3. Doly, R. J. and Rosenberg, M. 2000. Effect of probiotic bac-

teria on diarrhea, lipid metabolism and carcinogenesis. Am
J Clin Nutr Rev 71, 405-411.

4. Gilliland, S. E., Staley, T. E. and Bush, L. J. 1984. Importance

of bile tolerance of Lactobacillus acidophilus used as a dietary

adjunct. J Dairy Sci 67, 3045-3051.

5. Hong, H. A., Duc, L. H. and Cutting, S. M. 2005. The use

of bacteria spore formers as probiotics. FEMS Microbiol Rev
29, 813-835.

6. Ishibashi, N. and Yamazaki, S. 2001. Probiotics and safety.

Am J Clin Nutr 73, 465S-470S.

7. Kim, S. M., Lee, K. H., Lee, N. K., Kim, C. J. and Paik, H.

D. 2004. Antagonistic activity of polyfermenticin SCD

against Helicobacter pylori KCTC 2948. J Microbiol Biotechnol
14, 148-151.

8. Mercenier, A., Pavan, S. and Pot, B. 2003. Probiotics as bio-

therapeutic agents: present knowledge and future prospects.

Curr Pharm Des 8, 99-100.

9. Ouwehand, A. C., Kirjavainen, P. V., Shortt, C. and Salminen,

S. 1999. Probiotics: mechanisms and establish effects. Int
Dairy J 9, 43-52.

10. Park, H. S., Lee, S. H. and Uhm, T. B. 1998. Selection of

microorganisms for probiotics and their characterization. J
Koerean Soc Food Sci Nutr 27, 433-440.

11. Saito, N. and Nei, M. 1987. The neighbor-joining method,

a new method for reconstructing phylogenetic trees. Mol
Biol Evol 79, 426-434.

12. Salkinoja-Salonen, M. S., Vuorio, R., Andersson, M. A.,

Kampfer, P., Andersson, M. C., Honkanene-Buzalski, T. and

Scoging, A. C. 1999. Toxigenic strains of Bacillus licheniformis
related to food poisoning. Appl Environ Microbiol 65, 4637-

4645.

13. Shin, H. J., Bang, J. H., Choi, H. J., Kim, D. W., Ahn, C.

S., Jeong, Y. J. and Joo, W. H. 2012. Probiotic potential of

indigenous Bacillus sp. BCNU 9028 isolated from Meju. J
Life Sci 22, 605-612.

14. Sneath, P. H. A. 1986. Endospore-forming gram-positive

rods and cocci, pp. 1104-1139. In: Sneath, P. H. A., Mair,

N. S., Sharpe, M. E. and Holt, J. G. (eds.), Bergey’s Manual
of Systematic Bacteriology. Williams & Wilkins, Baltimore,

Maryland, USA.

15. Wang, G. X., Wang, Y., Wu, Z. F., Jiang, H. F., Dong, R.

Q., Li, F. Y. and Liu, X. L. 2011. Immunomodulatory effects

of secondary metabolites from thermophilic Anoxybacillus
Kamchatkensis XA-1 on carp, Cyprinus carpio. Fish Shellfish
Immunol 30, 1331-1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