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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safety and functional properties of four potential pro-
biotic strains isolated from Kimchi, traditional Korean fermented vegetables. Based on being higher 
tolerance to bile salts and showing higher acid resistance or hydrophobic properties, one Lactobacillus 
arizonensis strain (BCNU 9032) and three L. brevis strains (BCNU 9037, BCNU 9098 and BCNU 9101) 
were selected in the screening experiment. All strains can survived up to 99% after 3h culture in pH 
2.5 and resistant to 1% bile salts. These strains also showed good antimicrobial activities against a 
number of food borne pathogens, especially against Escherichia coli and Shigella sonnei. The ability to 
lower cholesterol levels of L. arizonensis BCNU 9032 and L. brevis 9037 were demonstrated by bile salt 
hydrolytic activity and cholesterol assimilation tests. Moreover, L. brevis BCNU 9098 and BCNU 9101 
showed higher adherence to Caco-2 cells (12.76 and 11.86%, respectively) than Lactobacillus rhamnosus 
GG, a commercial probiotic strain used worldwide. The results suggest that these strains could be 
used as probi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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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발효 식품으로 자리매김한 김치는 최

근 국외에서도 건강식품으로서 그 기능성이 인정되어 세계 

5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로 꼽혀 미국 health magazine에 소개 

된 바가 있다(http://www.health.com/world's healthiest 

foods Kimchi-Korea, Feb 1, 2008). 배추, 양배추 무, 무청 및 

파 등 소금에 절인 채소에 마늘, 고춧가루, 생강, 소금 및 젓갈 

등을 양념으로 첨가하여 발효시킨 김치는 항산화, 면역자극 

활성, 항돌연변이[5], 항종양[23], 항혈전, 항노화[13], 항동맥경

화[14] 및 항균활성[22]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이 보고

되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성은 각종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및 phytochemical 등 원재료 자체의 생리활

성과 젖산균에 의한 발효산물 그리고 상존하는 미생물 군집의 

활성에서 기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Leuconos-

toc (Leuc.), Lactobacillus, Weissella, Pediococcus 그리고 Lactococcus 

속 종 등을 포함하고 있는 lactic acid bacteria (LAB)는 김치 

발효에서 맛과 질뿐만 아니라 인체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김치 발효 표준화를 위해 Leuc. 

mesenteroides, Leuc. citreum 및 L. plantarum을 starter 균주로 

적용한 제품이 다수 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LAB는 미국

과 유럽의 안전성 평가기준인 Generally Recongnized as Safe 

(GRAS)와 Qualified Presumption of Safety (QPS)에 해당되는 

균주로 인체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Lactoba-

cilli와 bifidobacteria는 매우 드물게 인체에 기회감염을 일으

켜 감염성 심내막염 또는 균혈증 등의 감염병변[4]에서 발견되

기도 하여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안전성

이 확보된 균주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Lactobacillus는 대표적인 김치 유산균 가운데 하나로 L. acid-

ophilus LA1, L. casei Shirota, L. plantarum LP01, L. rhamnosus 

GG 및 L. fermentum RC14 등은 현재 프로바이오틱스로서 상

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9]. 특히 Lactobacillus는 장내균총의 

안정화,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유당불내증 개선효과가 뛰어나

며[1, 27], 유산균 및 장내 유해균에 의해 생성되어 인체에 위해

를 줄 수 있는 발효식품에 존재하는 biogenic amine을 생산하

지 않거나 분해하는 등 인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 확보 및 향상된 기능성을 가

진 잠재적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분리하기 위해 일반가정에서 

담근 다양한 김치로부터 Lactobacillus sp.을 분리하였으며, 항

생제 내성, 용혈성 및 유해효소 생산 및 기본적인 안전성, 내산

성 및 내담즙산 등의 안정성과 식중독 원인균에 대한 항균활

성, bile salt hydrolase 활성, 콜레스테롤 동화작용 및 Caco-2 

cell을 이용한 장 상피세포 부착능 등의 기능성 검증을 통해 

다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개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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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재료  방법

로바이오틱스의 분리  동정

일반가정에서 담근 배추김치, 열무김치, 물 김치, 총각김치 

5종의 다양한 김치를 수집하여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분리

하는데 이용하였다. 1 ml의 시료를 PBS buffer (pH 6)에 10배 

희석하여 이를 nutrient agar (NA), 0.5% (w/v) CaCO3을 첨가

한 lactobacilli de Man-Rogosa-Sharpe (MRS) agar 및 R2A 

배지에 접종하여 37°C에서 2-4일 배양한 후 균주를 순수분리

하였다. 순수분리된 균주는 PBS (pH 2.0)에 현탁하고 2시간 

정치 배양 후, 내산성이 뛰어난 균주 20 colonies를 1차 선별하

였고, Bergey's Manual of determinative bacteriology를 참고

하여 생리·생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24]. 또한 16S 리보솜 

RNA 염기서열을 분석한 뒤 Bioedit (USA), Clustal X2.0 (CLC 

bio, Denmark) 그리고 Mega 4를 이용하여 계통학적인 위치를 

확인하였다[21]. 

용 성  안 성 검사

대상균주를 면양혈액한천배지(Asan Pharmacy Co., Seoul, 

Korea)에 접종하여 37°C에서 48시간 배양한 뒤, 균주의 용혈

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Scientific Committee for Animal 

Nutrition (SCAN, 2002)와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2008) 지침을 참고하여 ampicillin, chloramphenicol, 

erythromycin, gentamicin, streptomycin 및 tetracycline에 대

한 항생제 감수성을 조사하였다[8, 20]. 또한 β-glucoronidase, 

tryptophanse 및 urease와 같은 효소 생성여부를 대조군으로 

Escherichia coli ATCC 10798과 L. acidophilus ATCC 4356을 사

용하여 조사하였다.

내산성  내담즙산 활성조사

MRS 배지에 전배양한 실험균주 1 ml을 원심분리하여

(8,000 × g, 15 min, 4℃), PBS (pH 6.0)로 두 번 세척한 뒤 

버퍼 및 배지 1 ml에 현탁하였다. 내산성 조사는 9 ml의 PBS 

(pH 2.5)에 접종하여 37℃에서 3시간 동안 진탕배양한 뒤 0시

간과 3시간 후의 생균수를 측정하였고, 담즙산염에 대한 저항

성은 0.3%, 0.6% 및 1%의 bile salt가 각각 첨가된 9 ml MRS 

broth에서 0시간과 24시간 배양 후의 생균수를 비교함으로써 

생존률을 조사하였다.

항균활성 조사

6종의 식중독 원인균(Bacillus cereus ATCC 14579, Listeria 

monocytogenes ATCC 15313,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E. coli ATCC 10798, Shigella sonnei ATCC 25931 및 Salmonella 

typhimurium ATCC 14028)에 대한 항균활성은 agar diffusion

법으로 조사하였다[18]. MRS 배지에서 전배양한 균주를 원심

분리하여(8,000 × g, 15 min, 4°C) 배양 상등액을 pH 6.5로 

중화시킨 뒤, 여과하여(0.22 μm membrane; Millipore) 항균력 

측정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Bile salt hydrolase (BSH) 활성  콜 스테롤 동화작용

BSH 활성은 0.5% taurodeoxycholic acid와 0.37 g/l CaCl2

이 함유된 MRS agar에 실험균주 배양액을 10 μl 점적하여, 

37°C에서 48시간 배양한 뒤 흰색환의 생성여부로 판단하였다. 

또한 콜레스테롤 동화능의 측정은 0.5% (w/v) TDCA와 0.1 

g/l 수용성 cholesterol을 첨가한 MRS broth에 실험균주(108 

cells/ml)를 접종하여 37°C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액을 

원심분리한 뒤(10,000 × g, 10 min, 4°C) 배양 상등액에 95% 

에탄올과 0.5 M potassium hydroxide을 첨가하여 60°C에서 

반응시켰다. 10분 후 hexane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추가 반응

시킨 후 용매층을 회수하여 액체질소로 증발시키고 o-phtha-

ladehyde 용액과 H2SO4를 가하고 10분간 반응시킨 후 흡광도

(OD550)를 측정하여 잔존 콜레스테롤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하

였다[2, 17].

세포표면 소수성

균주의 세포표면 소수성은 탄화수소로서 n-hexadecane과 

chloroform에 부착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7]. 전배양한 균주

는 원심분리 후, 균체를 모아 PBS (pH 6.0)로 두 번 세척하였고 

105 cells/ml 농도로 현탁한 뒤 n-hexadecane 또는 chloroform

을 1:1 비율로 첨가하였다. 2분간 혼합하고 실온에서 30분간 

정치배양을 한 뒤에 배지층의 흡광도(OD580)를 측정하여 초기

흡광도와 비교함으로써 세포표면의 소수성 정도를 확인하였

다. 

Caco-2 cell에 한 부착능 측정

실험에 사용한 colon cancer cells (Caco-2 cells, KCLS)은 

10% FBS (fetal bovine serum), 100 units/ml penicillin과 100 

μg/ml streptomycin이 첨가된 Dulvecco's Modified Eagle 

Media (DMEM, Gibco) 배지를 사용하여, 37°C, 5% CO2 조건

에서 배양하였다. 실험균주를 MRS 배지에서 18시간 배양한 

후, 원심분리(3,000 rpm, 20 min, 4°C)로 균체를 회수하여 PBS 

(pH 7.2)로 2회 세척한 후에 serum free DMEM에 108 CFU/ml 

농도로 현탁하고 caco-2 세포가 106 cells/well 농도로 접종되

어 있는 24-well plates에 0.5 ml/well를 첨가하였다. 37°C, 5% 

CO2 조건하에서 2시간 배양한 후에 1 ml의 0.1% tritonX-100

을 첨가하여 5분간 고정시키고 PBS로 세척을 통해 부착되지 

않은 세포를 제거한 뒤 생균수를 측정함으로써 대조구와 비교

하여 Caco-2 cell에 대한 부착능을 측정하였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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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ological properties of selected Lactobacillus strains

Characteristics BCNU 9032 BCNU 9037 BCNU 9098 BCNU 9101

Gram's reaction

Optimum growth temperature (℃)

Growth pH

Growth NaCl (%)

Assimilation of carbohydrate

Arabinose

Cellobiose

Fructose

Galactose

Glucose

Lactose

Mannose

Mannitol

Raffinose

Sucrose

Xylose

+
1)

37

2.5-9.0

3-5

-

-

-

-

+

+

+

+

+

+

-

+

37

2-9.0

3-5

-

-

-

-

+

+

+

+

+

+

+

+

37

2-9.0

3-5

-

-

-

-

+

+

+

+

+

+

+

+

37

2.5-9.0

3-5

-

-

-

-

+

+

+

+

+

+

+
1)+ ; Positive, - ; negative 

Table 2. Haemolytic activity and production of enzyme in LAB strains

Characteristics BCNU 9032 BCNU 9037 BCNU 9098 BCNU 9101 E. c L. a

Heamolysis

Gelatinase

β-glucosidase

β-glucuronidase

Tryptophanase

Urease

γ-hemolysis

-1)

-

-

-

-

γ-hemolysis

-

-

-

-

-

γ-hemolysis

-

-

-

-

-

γ-hemolysis

-

-

-

-

-

-

-

+

+

+

-

γ-hemolysis

-

-

-

-

-
1)E.c: Escherichia coli ATCC 10798; L.a: Latobacillus. acidophilus ATCC 4356
2)+ : positive, - : negative 

결과  고찰

Lactobacillus 균주들의 선발  동정

1차 선별된 50여개의 콜로니는 형태 및 생리학적 특성조사

를 통해 그람양성의 장간균으로 낮은 pH 범위에서 생존가능

한 4종의 균주를 선별하였고(Table 1), 16S 리보솜 RNA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L. arizonensis DSM 13273T 

(GenBank accession number: AJ965487)와 근연종인 BCNU 

9032와 L. brevis DSM 20054T (GenBank accession number: 

M58810)의 근연종인 BCNU 9037, BCNU 9098 그리고 BCNU 

9101 균주를 선발하였다. 

안 성 조사를 한 in vitro 시험

프로바이오틱스로서 섭취시 인체에 유해성을 나타낼 수 있

는 여러가지 인자를 조사한 결과, 4종의 균주는 sheep blood가 

포함된 한천배지에서 용혈현상이 없는 γ-형으로 나타났고, 장

내세균이 생산하는 유해효소인 β-glucoronidase, tryptopha-

nase 및 urease를 분비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섭취하는 음식과 장내세균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유해하지 

않은 식품도 대사과정에서 장내세균이 생산하는 유해효소(β- 

glucoronidase와 tryptophanase 등)로 인해 발암물질로 전환

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12].

항생제 감수성 조사에서 BCNU 9032가 streptomycin에 대

해 EFSA와 SCAN의 기준보다 높은 저항성을 가지고 있었으

며, 4종의 균주가 gentamicin에 대해 SCAN 기준에 비해 저항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그러나 Danielsen & 

Wind는 많은 Lactobacillus 속 균주가 aminoglycoside계 항생

제에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6], 김치에서 분리된 

다수의 L. sakei와 L. plantarum이 선발균주와 비슷한 경향의 

항생제 감수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15]. 그러므로 선발

된 균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pH  담즙산염에 한 안정성

섭취 시 균체가 장내에 도달하여 기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는 낮은 pH와 담즙산에 대한 내성 능력이 필수적이다. 선발된 

균주의 pH에 대한 내성은 pH 2.5에서 초기균수와 3시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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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nimum inhibitoy concentration (MIC) μg/ml of antibiotics to Lactobacillus strains

Em1) Gm Am Te Ch Sm

BCNU 9032

BCNU 9037

BCNU 9098

BCNU 9101

SCAN

Danielsen & Wind

EFSA

<0.25

<0.25

<0.25

<0.25

4

4

1

16

4

4

2

1

128

16

<0.25

<0.25

<0.25

<0.25

2

4

4

1

4

2

2

16

4

8

1

1

1

1

16

16

4

>64

32

16

16

16

>256

64
1)Em: erythromycin; Gm: gentamicin; Am: ampicillin; Te: tetracycline; Ch: chloramphenicol;  Sm: streptomycin. 

Table 5. Bile resistance of Lactobacillus sp. strains

Control

(log CFU/ml)
0.3%

Survival rate 

(%)
0.6%

Survival rate 

(%)
1%

Survival rate

(%)

BCNU 9032

BCNU 9037

BCNU 9098

BCNU 9101

7.87±0.01

7.89±0.02

7.97±0.00

7.75±0.01

7.87±0.02

7.88±0.02

8.15±0.00

7.97±0.01

100.01

 99.97

102.30

102.77

7.85±0.01

7.89±0.03

8.07±0.01

7.90±0.01

 99.72

100

101.29

101.91

7.78±0.01

7.86±0.01

8.01±0.01

7.76±0.02

 98.87

 99.72

100.60

100.13

Survival of LAB strains was compared by plate counting after exposure with bile salt 0.3%, 0.6%, 1% in MRS broth for 0 and 

24 hr.

Table 6. Antimicrobial activities of Lactobacillus sp. strains against food-borne pathogens

B. c
1) L. m S. a E. c S. s S. t

BCNU 9032

BCNU 9037

BCNU 9098

BCNU 9101

11.5±0.5
2)

12±1.0

-

11±1.0

16.5±2.1

15.5±3.5

-

-

 -3)

-

11.5±0.5

15.5±2.1

19

 19±1.0

16.5±0.5

 17±1.0

 16±1.4

15.5±0.7

 11±1.4

11

13.5±0.7

12.5±0.7

-

-
1)B.c: Bacillus cereus; L.m: Listeria monocytogenes; S.a: Staphylococcus aureus; E.c: Escherichia coli; S.s: Shigella sonnei; S.t: Salmonella 

typhimurium.
2)Each value represents a diameter of clear zone (mm; mean ± SD, n=3).
3)- ; negative

Table 4. Acid resistance of Lactobacillus sp. strains

Initial mean counts

(log CFU/ml)

Survival after 

3 hr at pH 2.5

Survival

rate (%)

BCNU 9032

BCNU 9037

BCNU 9098

BCNU 9101

8.81±0.01 

8.84±0.01 

8.97±0.00 

8.89±0.01 

8.82±0.01 

8.83±0.01 

8.94±0.11 

8.93±0.00 

100.11

 99.89

 99.67

100.45

생존력을 비교함으로써 확인하였다(Table 4). BCNU 9032와 

BCNU 9101은 낮은 산성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BCNU 9037과 BCNU 9098도 99.6% 이상 생존률을 보임으로

써 산에 대한 안정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4종의 선발균주는 1%의 고농도의 담즙산에서 99-100% 생존

률을 보임으로써 담즙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Table 5), 이는 김치에서 분리한 10여종의 L. sakei가 

3.25% oxgall에서 생존률이 10% 내외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

으나[15] 이에 비해 4개의 선발균주가 본 실험을 통해 담즙산

에 대한 뛰어난 안정성을 보유한 균주임이 확인되었다.

항균활성

Paper disc법에 따라 8 mm의 disc에 50 μl의 균 배양 상등액

을 접종하여 그람양성 세균 3종과 그람음성 세균 3종의 식중

독 원인균에 대해 항균활성을 조사하였다. BCNU 9032와 

BCNU 9037의 배양 상등액은 대체로 넓은 항균스펙트럼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특히 E. coli에 대해 저해

환 19 mm의 높은 항균 활성을 보였고, List. monocytogenes와 

S. sonnei에 대해서도 우수한 항균 활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BCNU 9098과 BCNU 9101의 배양 상등액 또한 E. coli

에 대한 항균 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4종의 

균주가 생산하는 이차대사산물들이 전반적으로 그람음성 세

균에 대한 높은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

존의 연구된 Lactobacillus sp. 균주가 대부분 E. coli에 대한 항

균 활성이 없거나 S. aureus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항균 활성

을 가진 것과 비교하여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11, 17], 실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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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holesterol-related activities and hydrophobicity of selected probiotic Lactobacillus sp. strains

Strains BSH activity Cholesterol assimilation (%)
Hydrophobicity (%)

n-hexadecane chloroform

BCNU 9032

BCNU 9037

BCNU 9098

BCNU 9101

 +
1)

+

-

-

54.28 ± 5.31

50.90 ± 8.66

17.81 ± 1.74

 7.93 ± 3.54

56.70 ± 2.08

99.65 ± 0.23

92.53 ± 1.31

97.83 ± 0.40

63.22 ± 0.52

96.28 ± 1.68

98.33 ± 2.70

94.52 ± 1.46
1)+; positive for BSH activity, - :negative for BSH activity

Fig. 1. Adhesion ability of Lactobacillus sp. strains to Caco-2 cell. 

The adherence percentage of LAB strains to Caco-2 cells was 

calculated by comparing the plate counts between initial and 

adhered bacteria. 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n=3.

이 대부분의 식중독 원인균인 그람음성 세균에 대해 활성이 

매우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콜 스테롤 하 효능과 소수성

BSH 활성은 BSH agar 배지에서 흰색 침전환이 생성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BCNU 9032와 BCNU 9037은 모

두 BSH 활성을 가지고 있는 효소를 분비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Table 7). 그리고 TDCA와 수용성 cholesterol을 배지에 

첨가하고 배양하여 잔존 콜레스테롤양을 측정하는 동화능 실

험에서도 BCNU 9032와 BCNU 9037은 50% 이상의 활성을 

보임으로써 콜레스테롤 저하 효능이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김치에서 분리한 L. sakei는 40-60%, L. plantarum NR74는 

47.8% 그리고 상업 균주인 L. rhamnosus GG가 48%의 콜레스

테롤 저하효능이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15]. 그러므로 실험에 

사용한 균주에서 이들 균주보다 다소 뛰어난 콜레스테롤 저하

효능이 확인되었다. 

세포표면의 소수성은 병원성 세균과의 부착 및 응집현상, 

숙주세포의 방어 등 다양한 현상들과 연관되어 있으며[3, 10], 

본 연구에서는 미생물의 탄화수소에 대한 부착능을 측정함으

로써 소수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BCNU 9037은 n-hexadecane 

첨가시 99.6% 이상의 높은 부착능을 보였으며, BCNU 9098과 

BCNU 9101도 90% 이상의 부착능을 가짐으로써 세포표면의 

소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발효 코코아에

서 분리한 L. brevis FFC199와 SAU105는 xylene 첨가시 각각 

0.26%, 60.98%의 부착능을 보였으며, L. rhamnosus GG는 

n-hexadecane 처리시 100%의 부착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으

로써 콜레스테롤 동화능과 세포표면 소수성면에서 BCNU 

9037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co-2 cell에 한 부착능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장관 상피세포 유래의 Caco-2 cell

에 대한 부착능력은 BCNU 9098과 BCNU 9101이 각각 12.8%, 

11.9%로 BCNU 9032의 8.2%, BCNU 9037의 5.8%보다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Fig. 1). 세포표면 특성은 장내세포와의 

응집력 및 부착능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6], 

소수성이 높은 BCNU 9098과 BCNU 9101이 상대적으로 

Caco-2 cell에 대한 부착능이 높은 것으로 본 실험에서도 확인

되었다. 낙농제품에서 분리한 29종의 Lactobacillus sp. 균주의 

Caco-2 부착능은 0.1-25.5% 범위로 평균 5% 내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6], L. plantarum SAU96, L. brevis FFC199 

및 상업 균주인 L. rhamnosus GG의 Caco-2 cell 부착능은 각각 

1.8%, 0.9% 그리고 1.5%로 보고되고 있으므로[19] 결과를 참고로 

할 때 이들 균주들은 인체장관의 상피세포에의 부착능력도 우수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차후에 이를 실험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김치로부터 분리한 4종의 Lactobacillus sp.는 GRAS 균주로 

식품첨가물로써 사용가능한 안전한 균주이며, 본 연구에서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효소 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프로바이오틱스로서 기본적인 산성과 담즙산에 대해 우

수한 안정성을 보였으며, BCNU 9032와 9037은 E. coli와 S. 

sonnei에 대해 특히 뛰어난 항균활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CNU 9032와 9037은 BSH 활성 및 콜레스테롤 수준을 

50% 이상 감소시켰으며, 소수성 실험을 통해 섭취시 장내 부

착능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어 프로바이오틱스로서 섭취시 

장내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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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김치로부터 분리된 Lactobacillus strains의 probiotic 특성

최혜정1․임보람1․김동완2․권기석3․주우홍1*

(1창원대학교 생물학과, 2창원대학교 미생물학과, 3안동대학교 생명자원과학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 김치로부터 분리된 4개의 잠재적인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안전성

과 기능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담즙산염에 대한 높은 내성과 내산성 그리고 소수성 특성에 기초하여 

한 균주의 Lactobacillus arizonensis (BCNU 9032)와 3 균주의 L. brevis (BCNU 9037, BCNU 9098 and BCNU 9101)

는 선택되었다. 모든 균주는 pH 2.5에서 3시간 후에도 99% 이상 생존가능했고, 1%의 담즙산염에 내성을 보였다. 

이들 균주는 특히 Echerichia coli와 Shigella sonnei 같은 다수의 식중독 원인균에 대해 우수한 항균활성을 보였다. 

L. arizonensis BCNU 9032와 L. brevis 9037의 콜레스테롤 수준을 감소시키는 능력은 시험관내 담즙염 가수분해 

활성과 콜레스테롤 동화작용 시험을 통해 검증되었다. 게다가, L. brevis BCNU 9098과 BCNU 9101은 Caco-2 cells

에 대해(각각 12.76, 11.86%) 상업균주인 Lactobacillus rhamnosus GG 보다 높은 부착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이들 균주를 프로바이오틱스로서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