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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lactic acid bacterium LP2 strain, which was previously isolated from a natural cheese, was con-

firmed to produce 1,4-dihydroxy-2-naphthoic acid (DHNA), a bifidogenic growth factor. The strain was identified as

Lactobacillus plantarum (99% identity) by a homology search of the 16S rRNA gene sequence and named Lactoba-

cillus plantarum LP2. The culture supernatant of the strain presented an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Helicobacter

pylori KCTC 12083, where the DHNA might have influenced on th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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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유산균을 포함하는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균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새로운 유산균을 분리하

고 그 기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유산균은 장도달성 및 정착성이 우수하여 인체 장내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발휘하는데 대표적으로 1) 장내 병원성

미생물 억제1), 2) 설사 및 변비 예방2-3), 3) 면역 증강4), 4)

항암 활성5), 5)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6), 6) 비타민 합성7)

등이 있다. 특히 장내미생물과 인체 생리와의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규명되면서 비만을 비롯하여 다양한 대사질환

의 원인을 장내미생물 균총과 연계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예방적 혹은 치료적 접근방법으로 장내 환

경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적용에 대한

실험적 연구들이 활발하다8).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한 방법

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이를 위

해서 유산균과 같은 유익균을 꾸준히 섭취하거나 장내에

이미 정착되어 있는 유익균을 선택적으로 증식시켜주는

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다. 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 제품들이 상업화 되어 있는

데 주로 올리고당(oligosaccharide)이나 식이섬유(fiber)와

같이 인체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불용성의 탄수

화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9). 그러나 프리바이오틱스는 아

니지만 장내 유익균의 증식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 대사산

물들도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1,4-dihydroxy-2-

naphthoic acid (DHNA)인데 일본 유(乳)업체 연구그룹에

의해 DHNA가 비피도박테리아에 대한 증식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10). 또한 DHNA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진행

되면서 위염 및 위암의 원인균으로 잘 알려져 있는 Helico-

bacter pylori에 대한 억제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11). H. pylori는 한국인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성인들

에서 많이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어하기

위한 의약품 개발이 활발하다12). 따라서 DHNA 생산 유

산균을 분리하여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 개발한다면 장내

유익작용뿐만 아니라 H. pylori에 대한 억제능도 부가할

수 있어 상업적인 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HNA 생산 유산균인 Lactobacillus plantarum 균주 분리

와 이의 항 H. pylori 효과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사용균주 및 배양조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산균은 MRS 배지를 이용하여

37oC, 정치배양 하였으며 H. pylori KCTC 12083 균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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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orse blood가 첨가된 Brucella 고체 배지(Difco,

Sparks, MD, USA)에서 37oC, 미호기성(microaerophilic) 조

건(O2 6-12%, CO2 5-8%; AnaeroPack system, Mitsubishi

Gas Chem Co., Tokyo, Japan)으로 배양하였다.

LP2 균주의 DHNA 생산 확인 

멸균한 유청배지(10%, w/v) 50 mL에 LP2 균주 하룻밤

배양액을 1% 접종한 후 37oC에서 혐기적인 조건으로 48

h 배양하였다. 배양액 4 mL에 두 배의 메탄올을 혼합한

후 sodium-ascorbate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를 최종농도 0.2%가 되게 첨가하였다. 10 min 정도 추출

한 후 원심분리하여(3,600 rpm, 10 min, 4oC) 그 상등액을

회수한 후 40oC에서 진공회전증발농축기(Eyela, Tokyo,

Japan)로 농축(200 µL) 하였다. 농축액에 두 배(400 µL)의

메탄올을 혼합한 후 주사필터(0.45 µm; Sartorius, Göttingen,

Germany)로 여과하여 그 여액을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표준

DHNA 시료는 시약급(Sigma-Aldrich)으로 조제하였는데

적정량을 메탄올에 녹인 후 주사필터(0.45 µm; Sartorius)

로 여과하여 그 여액을 표준시료로 사용하였다. HPLC용

컬럼은 Agilent HC-C18 (4.6 × 150 mm, 5 µm;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을 사용하였고 이동

상으로 혼합용액(acetonitrile: methanol: water: acetic acid =

15: 25: 225: 0.1)을 사용하였으며 암모니아수(ammonium

hydroxide; Sigma-Aldrich)를 이용하여 pH 5.5로 조정하였

다. 컬럼의 온도는 45oC로 유지시켰으며 유속은 1 mL/min

으로 하였고 시료 주입량과 검출파장은 각각 20 µL와

254 nm로 하였다. 

LP2 균주의 동정

LP2 균주는 선행연구에서 자연치즈(3년 숙성 체다 치즈)

로부터 분리되었으며 균주의 동정을 위해 16S rRNA 유

전자 염기서열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의 분석은 국내 생명공학회사(Macrogen, Daejeon,

Korea)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미국립보건원(NIH)

산하 생명공학정보센터(NCBI; The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의 BLAST (Basic Local Align

Search Tool) 프로그램(blastn)을 이용하여 분석된 서열 정

보의 상동성(homology)을 조사하였다.

L. plantarum LP2 균주의 H. pylori에 대한 항균활성 

L. plantarum LP2 균주를 MRS 액체 배지(Difco)에 배

양하여 원심분리(6,000 rpm, 10 min, 4oC)후 상등액(10 mL)

을 여과(0.22 µm 주사필터, Sartorius)하였고 그 여액은 3

M NaOH를 이용하여 pH 7.0으로 보정하였다. 이를 동결

건조하여 DMSO (Dimethyl Sulfoxide; Sigma-Aldrich) 1

mL에 현탁하였으며 여과(0.22 µm 주사필터, Sartorius)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76oC 초저온냉동고(Ilshin, Dongducheon,

Gyeonggi, Korea)에 글리세롤 스톡으로 보관된 H. pylori

KCTC 12083을 10% Horse blood가 첨가된 Brucella 고체

배지(Difco)에 도말 후 그 위에 직경 8 mm의 paper disc를

올린 다음 시료 200 µL를 점적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

DHNA (5 ppm) 용액을 동시에 점적하였다. 처리된 고체

배지들은 미호기성 조건(O2 6-12%, CO2 5-8%; AnaeroPack

system, Mitsubishi Gas Chem Co.)으로 72 h 배양하였으

며 이후 육안으로 paper disc 주변에 형성된 생육저해환

(inhibition zone)을 관찰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LP2 균주의 DHNA 생산 

LP2 균주로 부터의 DHNA 생산 확인은 HPLC 분석으

로 수행되었다. 표준물질 DHNA (Sigma-Aldrich)의 머무

름 시간(retention time)이 27.1 min으로 나타났고(Fig. 1A),

LP2 균주의 배양 상등액에서도 동일한 시간대의 피크가

확인되었다(Fig. 1B). 표준물질을 이용한 정량곡선(standard

curve; Fig. 1C)에 기초하였을 때 배양 상등액 내에 0.55

ppm의 DHNA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DHNA 생산은 주로 일본의 연구그룹

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생산 균주로 프로피온산균(Pro-

pionibacterium freudenreichii)을 사용해왔다10). 유산균에서

의 DHNA 생산은 본 연구그룹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Lactobacillus casei로 부터의 DHNA 생산에 관한 연구논

문을 발표한 바 있다13). 

LP2 균주의 동정

LP2 균주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은 미국생명공

학정보센터(NCBI) GenBank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였으

며(Accession no. KT852804), BLAST 프로그램(blastn)에

의한 상동성 분석 결과 L. plantarum (GenBank accession

no. KC422389.1, AB598974.1, JF417991.1 등)과 가장 높

은 상동성(일치율 99%)을 보여 LP2 균주를 L. plantarum

LP2로 명명하였다. 

L. plantarum LP2 균주의 H. pylori에 대한 항균활성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시료를 조제하여 H. pylori에 대

한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으로 사용한 DHNA 용

액(5 ppm) 보다 더 큰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L. plantarum

이 H. pylori에 대한 항균활성이 있음은 이미 보고된 바

있다. Rokka 등(2006)은 그 항균활성이 세포벽 성분에 기

인하는 것으로 추론하였고 다른 논문에서는 배양 상등액

에서 항균활성이 확인되었다14-15). 그러나 이들 논문에서

어떤 성분이 항 H. pylori 활성을 가지는지 명확히 규명되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료의 pH를 중성으로 보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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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또한 박테리오신 생산에 대한 증거가 없어 H. pylori

에 대한 항균활성이 시료 속에 포함된 DHNA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타 선행연구를

통해 DHNA가 H. pylori에 대한 항균활성을 가지는 것으

로 확인되었는데 DHNA가 H. pylori의 호흡을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ATP 생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론되었다11).

그러나 상관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

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염 및 위암 원

인균인 H. pylori에 대한 항균성 유산균주를 확보했다는

것은 상업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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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비피도박테리아 증식인자인 1,4-dihydroxy-2-naphthoic

acid 생산 유산균주 LP2가 선행연구에서 자연치즈로부터

분리되었다. LP2 균주는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에 의한 균주동정에서 Lactobacillus plantarum(99% 일치

율)과 가장 높은 상동성을 나타내어 Lactobacillus plantarum

LP2 균주로 명명하였다. LP2 균주의 배양 상등액은

Helicobacter pylori KCTC 12083 균주에 대하여 항균활성

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생산된 DHNA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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