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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biotics may be defined as microbial agents that can benefit humans and have been used primarily by mankind in 
fermented foods. A representative of probiotics is lactic acid bacteria (LAB), which has received attention recently due to 
its perceived health benefits. We reviewed research papers about Bifidobacerium and Lactobacillus, which are two of the 
most known of the LAB. Bifidobacerium alleviates diarrhea from various causes by improving intestinal microflora, and 
it has been reported that it reduces Helicobacter pylori bacteria known as the cause of gastric ulcer and stomach cancer. 
Bifidobacerium has also reported to be effective on immunization and allergy, reduce blood cholesterol, cancer, lactose 
intolerance. Lactobacillus alleviates diarrhea but has not fully demonstrated its effectiveness relative to other health issues. 
Several lactic acid bacteria and yeast are expected to act as probiotics, so, in the future, more research on the health benefits 
of lactic acid bacteria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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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프로바이오틱스는 1965년 Lilly & Stillwell에 의해 ‘미생물

에 의해 생성되어 성장을 촉진시키는 인자’로 정의되었으며, 
FAO와 WHO(2002)에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였을 때 숙주

에게 유익을 주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정의하였다. 최근에는 

살아있는 상태 뿐 아니라, ‘건조세포나 발효산물의 형태로 투

여하여 숙주의 장내균총을 개선하여 좋은 영향을 주는 단일 

또는 복합형태의 생균제’(Wasilewski 등 2015)로 범위가 확장

되고 있다. 건강상의 유익으로 인하여 관심과 연구가 거듭되

고 있으며, 크게 인체 치료․사료첨가제․식품으로서의 목적

을 갖는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대략적인 작용기작은 인간이나 

동물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장내 미생물의 균총을 개

선함으로써 숙주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YH 2016).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 중 가장 대표적인 미생물은 유산

균(Lactic Acid Bacteria, LAB)이다. 유산균은 탄수화물을 발

효시켜 젖산을 생성하는 균류를 말하며, 유제품․김치․젓갈 

등의 식품에 풍부하게 존재한다. 유산균의 증식은 식품의 보

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맛과 향을 개선하며, 최근 들어서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건강상의 이점 등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인류가 이용해 온 다른 종류의 미생물인 효모 역시 발효 

과정을 통해 사용되었으며, 인체 건강에 유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연구되어 온 프로바이오틱

스로서의 유산균과 효모의 특성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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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Shin & Kwun(2016)이 제시한 순서에 따라 프로바

이오틱스의 특성과 관련 연구에 대해 총설(systematic review)
을 작성하였다. 작성단계는 다음의 4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

는 프로바이오틱스의 특성과 관련 연구에 대한 내용을 계획하

였다. 2단계는 다양한 문헌을 검색 및 조사하여 확인하였다. 
3단계는 선정된 문헌을 연구적 배경을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4단계는 본 논문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해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유추하였다.
본 문헌의 검색과 결과의 정리 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문헌 검색은 database로
서 Pubmed와 국내 각각의 학회 사이트를 활용하였다(Shin & 
Kwun 2016). 문헌 검색의 검색어로는 ‘Probiotics’ 및 그와 관

련된 용어들을 사용하였으며, 총 120편 이상을 선정하여 그 

중 최근 발표된 100여 편의 논문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총설을 작성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특징과 건강상의 효과
프로바이오틱스로 이용되는 유산균은 비피도박테리움

(Bifidobacterium)과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 등 두 종류의 

균주가 대표적이며(An 등 2013), 비피도박테리움 속에는 약 

30종(Leahy 등 2005), 락토바실러스 속에는 약 120종(http:// 
www.dsmz.de)이 속해 있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외에도 

Leuconostoc, Weissella, Lactococcus, Pediococcus 등의 유산균

이 있으며, 기존의 형태, 분해기질 등에 의한 분류방법 외에 

최근에는 분자유전학적 기법의 발달로 분류 체계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1) 비피도박테리아(Bifidobacteria)
비피도박테리아는 그람 음성균이며, 형태적으로는 간균에 

속하나 Y나 V자 모양, 골프채나 주걱 모양을 지닌 것도 있다. 
대체로 편성 혐기성 균이나 어떤 종은 낮은 농도의 산소에 

저항성을 보인다(Meile 등 1997). 이 균의 특징 중 하나는 육

탄당 대사경로인데, 육탄당을 젖산이나 초산으로 바꾸는 과

정에서 fructose-6-(phosphate) phosphoketolase라는 효소가 특

징적으로 작용하며, 이는 어떠한 균을 비피도박테리아라고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Monnet 등 1996). 또한 발

효 과정에서 기체를 생성하지 않는다(Biavatti 등 2000).
비피도박테리아 중 일부는 수용성 비타민인 엽산, 니코틴

산, 티아민 등을 생성하기도 하나 생성되는 종류와 양, 이용

성 등은 계통별로도 차이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Deguchi 등 

1985; Crittenden 등 2003). 적정 생장 온도는 36~38℃이나, 일
부 계통은 41~43℃가 적정 온도이다. 주된 발효기질은 올리

고당이며, 종별로 선호되는 올리고당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

로 특정 탄수화물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올리고당을 이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Tannock GW 1997; Alander 등 

2001; Tzortzis 등 2005; Vernazza 등 2006; Waligora-Dupriet 등 

2007; Macfarlance 등 2008).
프로바이오틱스가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장내 미

생물 균총이다. 사람의 장내 미생물 수는 1013~1014 정도로 추

산되며(Luckey TD 1972; Hopkins 등 2001),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와 양, 운동 등의 생활 습관, 주변 환경 등에 의해 균총의 

구성은 다양하며 변화한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장내 비피도

박테리아의 비율은 3~6%이며(Benno 등 1984; Satokari 등 

2003), 일반적으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또는 병을 앓을 때 
장내에서 그 수가 감소하고, 대신 클로스트리디아(Clostridia)
나 다른 유해 미생물이 늘어나게 되는데, Hopkins 등(2001)은 

문헌조사를 통해 장내 총 rRNA 중 비피도박테리아의 평균

적인 비율이 어릴 때는 39.6%였으나, 성인일 때는 22.1%, 노
인은 29.1%였고, 클로스트리디움이 원인인 설사 환자는 그 

비율이 18.6%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장내 미생

물의 변화는 여러 질병과 노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Wen 등 

2008).
장내 환경 또는 균총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가장 쉽게, 그

리고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증세는 설사인데, 설사가 발생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나 그 기작은 대체로 유해 미생물이 위장

관 내에 증식하여 유해 물질을 생성하므로 이들을 체외로 가

능한 짧은 시간 내에 배출하기 위한 작용이다. 설사의 원인균

으로는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클로스트리디움이 잘 알려져 

있으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나 캠필로박터도 설사의 원인이 

된다. 살모넬라에 노출된 생쥐에게 비피도박테리아 우유를 

섭취시킨 결과, 28일 후의 생존률은 대조군 0%, 실험군은 

40%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소장의 손상 정도, 융모 

높이, 괴사 면적, 점막 손상, 부종, 간의 백혈구 및 Küpffer 세
포 비율이 개선되었으며(Silva 등 2003), 그 기작은 프로바이

오틱스가 생쥐의 살모넬라 감염을 감소시켰기 때문인 것으

로 보고되었다. 유사한 결과로 Asahara 등(2004)은 Stx(Shiga 
toxin)을 생성하는 Escherichia coli에 노출된 6주령의 수컷 

BALB/c 생쥐에게 비피도박테리아를 급여한 연구에서 비피

도박테리아를 급여한 군이 대조군에 비해 체중, 생존률, 회
장, 골수, 림프절 조직 등에서 개선 효과를 보였고, 장내 비피

도박테리아의 수와 총류, 유기산 농도는 증가하였으며 pH는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는데, 장 내용물의 Stx1과 Stx2의 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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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본 결과, Stx1은 대조군 및 처리군의 맹장에서 각각 

0.9와 0.02 μg/g으로 감소하였고, 대장에서는 0.2와 0.02 μg/g
으로 감소하였으며, Stx2는 맹장에서 181.5와 0.4 μg/g, 대장

에서는 33.2와 0.3 μg/g으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설사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항생제

이다. 항생제로 인하여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고 그 빈자리에 

클로스트리디움 균(Clostridium difficile)이 증가함으로써 설사

가 유발되는데, 이러한 증상을 항생제 연관 설사(AAD, Anti- 
biotic-Associated diarrhoea)라고 한다. 항생제를 처방받은 사

람들 중 약 25~30% 정도가 설사 증상을 보이며, 이 중 25%가 

C. difficile 증식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Touré 등 2003). 항
생제 투여 환자에게 프로바이오틱스나 비피도박테리아 요거

트를 같이 섭취하도록 한 결과, C. difficile 독소나 설사 증상

이 감소(46 vs. 78%)하였다(Colombel 등 1987; Plummer 등 

2004). Candida 균도 AAD와 관련이 있는데 이 역시 비피도박

테리아 급여를 통해 증상이 경감되었다고 보고되었다(Tomoda 
등 1983; Wanger 등 1997). 특히 Wamger 등(1997)은 Candida 
균에 감염된 C57BL/6 생쥐에게 비피도박테리아를 107 CFU/mL 
농도로 1 mL씩 경구 투여한 결과 위, 소장, 결장, 맹장, 분변

에서 각각 Candida 균이 대조군 대비 1.6. 0.3, 0.9, 1.3, 1.5 
CFU/mL씩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반면 D'Souza 등
(2002)은 여러 연구의 메타-분석을 통해 프로바이오틱스가 

AAD에 유용할 수 있으나,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하

기도 하였다. 설사가 특히 더 위험한 대상은 영아들이다. 일
반적인 영아들의 장내 미생물은 비피도박테리아가 주류 중 

하나이지만, 모유 또는 조제분유를 먹이는가에 따라 균총에 

영향을 미치며(Edward & Parrett 2002), 장내미생물이나 면역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환경과 유해균 접촉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Tannock GW 1997). 영아들에게 비피도박테리아를 

섭취시켜 조사한 결과, 설사 발생률이 감소했다(대조구의 2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Saavedra 
등 1994; Choraqui 등 2004). 또한 비피도박테리아를 각각 3, 
8, 20일간 섭취한 영아들의 분변에서 유해물질인 인돌(indole)
과 스켈레톨(skeletole), 암모니아(ammonia)의 양이 섭취 전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Fukushima 등 1997).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를 감소시

키는 효과가 있다. Alm 등(1993), Sagen O(1989), Tanaka & 
Shimosaka(1982)의 보고에 따르면 비피도박테리아를 포함하

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캡슐, 우유, 요거트의 형태로 급여하였

을 때 배변 빈도와 장운동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장내 유해미생물 중 하나인 Helicobacter pylori 균은 Warren 

& Marshall(1983)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위궤양과 암

의 원인으로 보고되었다(Lesbros-Pantoflickova 등 2007). In 

vitro 및 임상 연구에서 비피도박테리아를 포함한 프로바이오

틱스는 H. pylori 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Wang 등
(2004)은 비피도박테리아와 H. pylori 균을 함께 배양한 결과 

H. pylori 균의 colony 수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H. pylori 
균에 감염된 성인 환자 59명에게 비피도박테리아가 포함된 

발효유를 6주 동안 1일 2회, 식후에 섭취하도록 한 결과 위약

(placebo) 섭취군과 비교하여 H. pylori 균에 의한 요소분해효

소(urease)의 활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Sheu 등(2006)도 183명의 H. pylori 균 감염 환자에게 비피도

박테리아가 함유된 발효유를 4주간 급여한 결과 H. pylori 균
의 박멸률이 90.8%였으며, 그 효과가 6주까지 지속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알레르기란 어떤 원인물질에 의해 면역체계가 지나치게 

반응하여 나타나는 일종의 과민증으로 그 원인 물질은 매우 

다양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하기도 하는데, 증상이 나타

나기 위해서는 유전적인 부분과 환경 인자도 요구된다(Burke 
등 2003). 이와 관련한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를 알아보는 실

험들은 크게 면역에 주는 영향, 아토피성 알레르기 감소, 염
증 감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Isolauri 등(2000)과 

Link-Amster 등(1994)에 따르면 비피도박테리아의 섭취가 장

에서 면역글로불린 A(IgA) 반응을 강화시키며, 혈청 IgA 농
도를 대조군 대비 4배 이상 증가시키고, 대식세포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산을 억제함으로써(Matsumoto 등 2001) 알레르

기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들의 경우에도 

비피도박테리아 섭취가 IgA 분비 세포를 증가시키며, TGF-β
와 CD14 농도 또한 변화시킴으로써 면역을 개선하고(Rautava 
등 2006), 혈청의 CD4, IL-2의 농도를 변화시켜(각각 5601 vs. 
1404 pg/mL, 76 vs. 46 pg/mL) 알레르기성 습진을 경감시킨다

는 보고(Isolauri 등 2000)가 있다. 하지만 이 효과들이 프로바

이오틱스의 직접적 효과인지 아니면 면역체계의 반응인지는 

아직 명확히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프로바이오틱스는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춤으로써 심

혈관계 질환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개

선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Bertolami 등 1999; Larsen 등 

2000). Bertolami 등(1999)은 평균 나이 55.69세, 평균 체중 

66.55세인 여성 21명, 남성 11명 등 총 32명에게 Enterococcus 
faecium과 Streptococcus thermophilus가 포함된 발효유를 섭취

시킨 결과 혈중의 총 콜레스테롤 농도는 248.75에서 235.75 
mg/dL로, 중성지질은 119.16에서 116.66 mg/dL로 감소하였고 

HDL콜레스테롤은 52.38에서 54.41 mg/dL로 증가한 반면, 
LDL 콜레스테롤과 체중은 각각 172.22에서 158.00 mg/dL와 

66.55에서 65.97 kg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Abd 
El-Gawad 등(2005)도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비피도박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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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 몇 종류의 식이가 혈장의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

질, VLDL+LDL 콜레스테롤, 죽상경화성 지수(Atherosclerotic 
index)를 각각 301.4에서 149.9 mg/100 mL, 105.7에서 40.3 
mg/100 mL, 276.6에서 120.9 mg/100 mL, 11.1에서 4.2 mg/100 
mL로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은 24.8에서 33.6 mg/100 mL
로 높였으며, 간에서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이 각각 7.34
에서 1.77 mg/100 mL로, 25.18에서 16.45 mg/100 mL로 낮아

졌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효과에 대한 기작은 미생물에 

의한 콜레스테롤 분해, 담즙산의 콜레스테롤 분해와 미생물 

세포벽의 콜레스테롤 결합, 담즙산의 체내 재흡수 방지 등으

로 추정되고 있으나(Klaver & van der Meer 1993; Tahri 등 

1996; Tahri 등 1997) 정확한 기작이 밝혀지지는 않고 있다. 
비피도박테리아의 항암효과에 대해 세포와 조직배양, 

동물 실험, 인체 실험 등을 실시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Rowland 등(1998)은 수컷 SD 쥐에게 7×108 CFU/g 농도의 비

피도박테리아를 사료 무게의 1.7% 수준으로 급여한 결과 대

장 내 암모니아 농도와, 대장암 표지자인 ACF(Aberrant Crypt 
Foci)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비피도

박테리아가 암세포(Caco-2)의 밀착연접(tight junction)약화를 

통한 증식 억제(Commane 등 2005), 대장암 초기 암세포의 세

포자연사(apoptosis) 유도(Leu 등 2005), 분변 내 변이유발력

(mutagenicity) 감소(Matumoto & Benno 2004) 등의 효과를 보

였다고 보고되었다. 
비피도박테리아는 유당불내증(Lactose intolerance)에도 효

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Jiang 등(1996)
은 연구에서 유당불내증 환자 15명에게 비피도박테리아가 

5×108 CFU/mL의 농도로 포함되었으나 발효는 되지 않은 우

유를 400 mL 섭취시킨 결과 β-galactosidase의 활성이 증가하

고 복통(7.0 vs. 5.6)과 배변 빈도(23.3 vs. 18.8)가 감소하는 등 

비피도박테리아가 포함된 우유가 유당불내증을 개선시켰다

고 하였으며, He 등(2008)의 연구에서는 비피도박테리아가 

포함된 발효유의 섭취를 통해 장내 미생물 균총 중 비피도박

테리아의 비율이 섭취 전 0.8%에서 섭취 후 1.2%로 증가하였

으며, β-galactosidase의 활성이 6.4에서 10.6 Unit/mL로 개선

되어 비피도박테리아 섭취가 장내 미생물 균총을 개선함으

로써 통해 유당불내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2)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
락토바실러스는 그람 음성인 간균으로서 포도당을 이용하

여 동형(homo-) 또는 이형(hetero-) 젖산발효를 일으킨다. 다
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하며(수용성 탄수화물, 단백질 분해산

물, 비타민 등), 낮은 농도의 산소도 견딜 수 있는 내산성 또

는 호산성 균이다. 그들이 생산하는 유기산들은 pH를 낮추어 

줌으로써 다른 균들과의 경쟁에서 그들을 유리하게 해준다. 

사람과 동물의 장관, 식물 및 식물성 물질, 토양, 하수 슬러지, 
분뇨, (발효) 식품 등 다양한 곳에서 발견된다(Hammes & 
Hertel 2006; Ahmed 등 2007). 이러한 다양성과 강한 생존성

은 프로바이오틱스로서의 이용성을 더욱 높여준다. 
락토바실러스 속의 건강 개선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

구가 이루어져 왔다. 유당불내증, 바이러스성 및 항생제 연관 

설사, H. pylori의 항생제 내성 효과, 아토피 피부염 개선, 영
아 알레르기 완화,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과민성 대장 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IBS), 면역 

반응 강화(Reid 등 2003; O'May & Macfarlane 2005). 또한 In 
vitro 상의 연구에서 락토바실러스는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

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는데, Pereira & Gibson (2002)
는 락토바실러스의 여러 속에 대해 MRS 배지 상에서 콜레스

테롤의 동화 능력을 실험한 결과 콜레스테롤 건물 1 g당 최

소 0.09에서 최대 19 mg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유산균의 효과를 완전히 입

증하기에는 증거들이 아직 부족하다. FAO(2006)에 따르면, 
소아의 급성 설사 치료 및 예방, 면역 반응 조절 등에는 효과

가 좋으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고 한다. 
락토바실러스는 치아 감염, 균혈증, 심장 내막염, 또는 다

른 감염과 일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Saarela 등 2002; 
Cannon 등 2005). 이에 락토바실러스 이용시에는 장관 내에

서의 생존력, 군집 생성력, 아민 생산, 담즙염 분해 효소, D 
또는 L형 젖산 생성, 뮤신 분해, 효소 활성, 혈소판 응집력, 
독성 대사 물질 생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O'Brien 등 1999; Bernardeau 등 2008). 이에 더해 장내 미생물

과 유산균 간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 이전성(transferability) 또
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Borriello 등 2003).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의 감염에 대해 일부 연구들이 있으나(Mackay 등 

1999; Rautio 등 1999; Kunz 등 2004; De Groote 등 2005; Land 
등 2005; Boyle 등 2006),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섭취가 증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으며(Salminen 등 2002), 세계 각국에서 발효식품을 통해 

오랫동안 유산균을 섭취한 만큼 그 안전성은 상당히 검증되

었다고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부 기능성 식품에 사용되는 

단일 또는 몇 계통의 혼합 균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 그 외의 유산균

(1) Leuconostoc
Leuconostoc은 그람 양성 구균으로 김치, narezushi, kefir 등

에서 발견되며, 유산균의 한 종류이다. Kang 등(2016)은 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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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와 생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Leuconostoc의 적용을 통해 

인터페론-γ와 인터루킨-4의 분비가 증가하고(각각 609 vs. 
66,487 pg/mL, not detectable vs. 703 pg/mL), 높아졌던 면역글

로불린 E의 수치가 감소(5799 vs. 4864 ng/mL)하였다고 보고

하였으며, Baka 등(2014)은 Frankfurter 소시지에서 분리한 

Leuconostoc carnosum이 소시지 보관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

는 Listeria monocytogenes에 대해 갖는 저항성을 연구한 결과 

Leuconostoc이 증가함에 따라 Listeria의 증가가 멈추거나 감

소함으로써 Leuconostoc이 Listeria에 대해 저항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Kuda 등(2014a)은 연어의 장에서 분리한 

Leuconostoc을 10% 탈지우유에 배양시킨 결과 pH가 4.6, 4.7
까지 감소하고, 커드(curd)가 생성되어 좋은 발효 특성을 보였

으며, 활성산소(O2
-) 제거 능력이 탁월하고, 이에 따라 과산화

수소가 효모(Saccharomicyes cerevisiae)에 대해 나타내는 독

성을 방어하는데, 대조구 대비 50% 이상의 증가효과를 보였

으며, 지질다당류(lipopolysaccharides)로 인하여 발생한 질소

산화물(NO)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항염증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어진 연구에서는 dextran sodium sulfate 
(DSS)로 염증성 장 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을 발생

시킨 5주령 수컷 ddY 생쥐에게 Leuconostoc을 음용수에 포함

시켜 급여한 결과 결장의 무게/길이 비율이 정상대조군은 48 
mg/cm, DSS 대조군은 57 mg/cm, 실험군은 47 mg/cm로 나타

나 Leuconostoc이 염증성 장 질환(IBD)에도 유효하다고 하였

다(Kuda 등 2014b). 또한 Kondo 등(2012)은 Leuconostoc의 자

기분해물질의 멜라닌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한 바 있다.

(2) Weissella
Weissella는 그람 양성균으로 구형, 렌즈형 또는 불규칙한 

간균 등의 형태를 지닌 유산균이다. Lee 등(2012)은 사람의 

분변으로부터 분리한 Weissella의 프로바이오틱스로서의 가

능성을 조사하였는데, β-glucosidase와 β-galactosidase 활성이 

우수했고, pH 3.0에서도 생존하였으며, 대장선암종 세포인 

Caco-2세포에 대한 부착성이 Lactobacillus rhamnosus보다 뛰

어났다(19.4-86 CFU/cell vs. 12.36 CFU/cell)고 하여 프로바이

오틱스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Stratakos 등

(2016)은 여러 pH의 RTE(ready to eat) 샐러드에 대한 Weissella
의 처리가 저장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Listeria monocytogenes
는 감소하고 Weissella는 증가하였으며, pH는 감소시킴으로

써 Weissella는 Listeria에 대한 저항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Anandharaj 등(2015)은 gherkins과 koozh에서 분리된 Weissella
를 in vitro 상에서 처리한 결과  40.61~58.08 μg/mL의 콜레스

테롤 감소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Chen 등(2014)은 두부 제조 

시 4%의 Weissella 용액을 첨가하여 제조한 결과 Weissella이 

박테리오신을 생성하여 Kurthia gibsonii, Staphylococcus aureus, 
Escherichia coli 등의 부패, 유해군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두부

의 저장 기간을 연장시실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3) Lactococcus
Lactococcus는 그람 양성 구균이며, 발효 유제품에 많이 사

용되는 유산균으로써, 발효 유제품의 맛과 향 뿐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박테리오신을 생성하고, pH를 빠르게 낮추어 병원

균의 오염을 막는 역할도 한다(Parente & Ricciardi 1999). 
Lactococcus가 건강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면, Choi 등(2016)은 

생쥐에게 Lactococcus를 일일 8회, 4주간 급여한 결과 아토피

성 피부염이 감소하고 과생성된 혈청 면역글로불린 E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인터루킨－4, 5, 12, 인터페론-γ 등의 수치도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Daniel 등(2016)은 LcrV 단백질을 

분비하는 Lactococcus를 BALB/c 생쥐에게 면역시킨 결과 

Yersinia pseudotuberculosis에 대한 저항성이 생겼으며 15일 

후에는 80%, 6개월 후에는 70%, 9개월 후에는 55% 수준으로 

지속되었다고 보고하였고, Shibata 등(2016) 역시 면역 증진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열로 사멸시킨 Lactococcus를 건

강한 성인들에게 12주 동안 급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감기 

및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

현이 증가(IFNA: 0.48 vs. 0.94, VIPERIN: 1.37 vs. 1.59)하고, 
혈액과 타액에서 natural killer cell의 활성이 증가(33.7 vs. 
36.0%)함으로써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증진되었다고 하

였다. 
이 외에도 Oenococcus, Enterococcus, Pediococcus, Strepto- 

coccus, Tetragenococcus, Carnobactrium, Atopobium, Tetrageno- 
coccus, Vagococcus 등의 유산균이 존재한다.

2. 프로바이오틱스로서 효모류

1) Saccharomyces
Saccharomyces는 빵과 술의 발효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류에게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다. 자낭균문 사카로마이세스

강 사카로마이세스목 사카로마이세스과 사카로마이세스속

에 속하며 출아법에 의한 무성생식을 하고, 영양적으로는 탄

수화물과 질소, 약간의 광물질을 이용하여 대사하며, 주 에너

지원은 육탄당과 이당류로서 단백질과 비타민을 합성한다

(Hatoum 등 2012). 유해 미생물과 영양소 경합, pH 변화, 에탄

올 생성, 유해균에게 해로운 물질 생성(killer peptide 또는 

mycocins) 등의 기작을 통해 유해 미생물을 억제하고 각종 설

사와 염증성 장질환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toum 등 2012). 동물 실험에서는 소화율, 사료효율, 성장 

개선,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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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toluzzi 등 2016), 면역 반응 또한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졌

는데, Martin Furr(2014)는 68일 동안 말에게 Saccharomyces 
boulardii를 급여한 결과 백혈구, 호중구 수치는 증가(각각 

9,266.7 vs. 9,633.3 cells/μg, 5,750.0 vs. 5,983.0 cells/μg)하고 면

역글로불린 G, M, A의 농도는 감소(각각 254.7 vs. 198.7 
ng/mL, 94.0 vs. 87.0 ng/mL, 355.6 vs. 324 ng/mL)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Saccharomyces는 빵과 주류 뿐 아니라 발효 유제품에도 이

용되는데, 대표적인 식품 중의 하나는 Kefir이다. Kefir는 코

카서스 지방을 중심으로 러시아 및 동구 유럽국가에서 소비

되는 산, 알코올 발효유로서 많은 국가에서 상업적으로 제조 

및 소비되고 있고(Kosikowski & Mistry 1999), 양유, 우유, 버
펄로유, 낙타유 등으로 제조된다(Mann EJ 1983; Lv & Wang 
2009). Kefir에는 사카로마이세스 외에도 Lactobacilli, Strepto- 
cocci, Leuconostoc 등의 유산균도 포함되어 있으며 쥐에서 악

성 종양을 억제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Murofushi 등 1983).

2) Kluyveromyces
Kluyveromyces는 1956년 처음 보고되었고, 사카로마이세

스속 Kluyveromyces과에 속하며 현재는 6개종으로 분류하고 

있다(Robinson R 2014). Fiore Sardo 치즈에서 발견되며, 다른 

효모와 달리 5탄당도 이용할 수 있고(Nonklang 등 2008), 재
조합 단백질 생산에 이용되는, 상업적으로 중요한 효모이다

(Spohner 등 2016). Smith 등(2015)은 이 효모 중 일부 계통은 

위와 장의 환경에서도 잘 견디며, 대장선암종 세포인 Caco-2
세포에 대한 부착성이 Saccharomyces보다 뛰어나고, E. coli나 

살모넬라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요약 및 결론

인체 건강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미생물 제제로 요약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주로 발효식품의 형태로 인류에게 

이용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미생물인 유산균은 

기존의 여러 이용 목적에 더하여, 최근에는 건강 기능상의 효

과가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산균 

중에서도 주된 두 속인 비피도박테리아와 락토바실러스, 몇 

가지 유산균 종류 및 프로바이오틱스로서 몇 가지 효모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비피도박테리아는 장내 미생물 균총

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원인의 설사를 경감시키며, 위궤양과 

위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H. pylori 균 감소 효과도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또한 면역과 알레르기, 혈중 콜레스테롤 감

소, 항암, 유당불내증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

다. 반면 락토바실러스는 설사나 면역에는 효과가 있으나,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능이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

다. 이 외에도 여러 유산균과 효모가 프로바이오틱스로서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산균을 활용한 식품산업에 

이용을 촉진하여 인간의 영양소 소화율이나 장 건강에 도움

을 주고, 축산산업에 이용가치를 높여 건강한 동물사육을 통

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인간의 건강 개선 효과와 건강

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더 많은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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