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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probiotic properties of lactic acid bacteria 200 strains isolated 
from traditional fermented foods. Based on being higher tolerance to bile salts and showing higher 
acid resistance, 4 LAB Strains were selected in the screening experiment; Lactobacillus plantarum SRCM 
102224, Lb. plantarum SRCM102227, Lb. paracasei SRCM102329, Lb. paracasei SRCM102343.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various pathogens, acid and bile salt tolerance, hemolytic phenomenon, cell surface 
hydrophobicity, and antibiotic resistance were examined. Among the tested strains, SRCM 102343 
(95.9%) was highly observed hydrophobicity compared to Lb. rhmanosus GG (13.4%) as control. In this 
study, the in vitro adhesion properties of 4 strains of LAB was investigated using human intestinal 
caco-2 cell cultures. SRCM102329 and SRCM102343showed higher adherence to caco-2 cells than Lb. 
rhamnosus GG. The antibacterial activities of 4 strains LAB were investigated. the 3 strains showing 
strongly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Escherichia coli ATCC10798, Staphylococcus aureus KCCM11593, 
Listeria invanovii KCTC3444, Bacillus cereus ATCC11778 and S. enterica serovar. Typhi KCTC1926. These 
results suggest that selected strains have good probiotic potential for application in functional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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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산균은 일반적으로 Lactobacillus 속, Pediococcus 속, 

Leuconostoc 속 등의 균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기산(젖산, 아

세트산 등), 저급지방산, hydrogen peroxide, 그리고 bacter-

iocin과 같은 항균물질 등 다양한 대사물질을 생산하여 부패세

균의 생육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32], 또한 정장 작용, 

면역 조절, 항암 및 항돌연변이 효과, 콜레스테롤 저하, 항알레

르기 효과, 유당불내증 완화 등의 프로바이오틱 기능성이 알

려 있다[5, 19, 29].

프로바이오틱스는 숙주와 상호작용을 통해 숙주의 건강증

진에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로 주로 인간의 장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며, 소화관의 안정성 유지, 설사 예방이나 

증상의 완화, 콜레스테롤 수치의 감소, 고혈압 완화, 면역체계

의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22].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제로 사용되고 있는 세균으로는 Lactobacillus 속, Enter-

ococcus 속, Streptococcus 속, Bifidobacterium 속 등이 보고되어 

있다. 대부분 산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인

간의 장관이나 유제품 등에서 분리한 동물 유래 유산균이었으

나, 김치, 장류 등과 같이 식물 유래 유산균에도 프로바이오틱

스 기능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14].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들은 각종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사료첨가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현대인의 비만, 당뇨, 고혈압, 아토피 등과 같은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로 

국내 시장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3, 9]. 프로바이

오틱스가 인체에서 정장작용 및 여러 생리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위산과 담즙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생존력, 대장상피

세포에 대한 높은 부착능 등의 조건을 갖춰야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항균력, 콜레스테롤 저하능 등의 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들은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그 정도

가 다르게 나타나며, 같은 종에 속한 미생물의 경우에도 차이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

이 확보 및 기능성을 가진 잠재적인 프로바이오틱스 특성을 

지닌 균주를 분리하기 위하여 전통발효식품로부터 유산균을 

선발하였으며, 용혈성, 내산성 및 내담즙성, 항균 활성, 항생제

에 대한 내성 그리고 장내 상피세포 부착능 등의 특성을 분석

하여 프로바이오틱스 소재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유산균의 분리, 동정  계통도



698 생명과학회지 2019, Vol. 29. No. 6

국내에 있는 가정에서 담근 전통식 된장, 간장, 고추장, 누

룩, 갓김치, 총각김치, 배추김치, 갓김치, 알타리 김치 등의 시

료 100여 종을 사용하여 각 시료 10 g을 멸균생리식염수 90 

ml에 단계희석하여 lactobacilli MRS (Difco, MI, USA) 배지에 

도말하여 37℃, 48시간 배양하였다. 각각의 유산균 200여종을 

순수 분리하였고, 그 중 내산성, 내담즙성에서 활성이 가장 

뛰어난 유산균 4종에 대하여 macrogen (Seoul, Korea)에 16S 

rDNA sequence 분석을 의뢰하였고, 분석된 염기서열은 

NCBI의 data base와 비교하여 동정하였다. 16S rRNA 염기서

열 분석을 위해 universal 프라이머인 27F (5'-AGAGTTTGAT 

CCTGGCTCAG-3')와 1492R (5'-GGTTAC CTTGTTACGAC 

TT-3')을 사용하여 유전자를 증폭 후 염기서열을 해독하였다. 

염기서열의 chromatogram을 이용하여 gap을 최소화한 후 

NCBI에서 서열 일치도가 높은 표준 균주들의 16S rRNA 유전

자 염기서열을 확보하여 계통도를 작성하였다. 계통도 분석은 

tamura-Nei 모델에 기초한 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고[31], 산출한 각각의 계통수에서 각 분지에 대

한 통계학적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bootstrap 분석을 1,000

회 실행하였으며, 분석은 MEGA 7.0.26 program을 사용하였

다[17].

내산성, 내담즙성  용 성 측정

선별된 유산균의 내산성 평가는 pH 2.0, 3.0, 4.0, 5.0 (in 

5 N HCl)로 조정한 MRS broth에 위산에 대한 저항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각각의 균주를 접종하여 30분 정치 후, 시료를 

회수하여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대조구와 비교하여 생균수가 

증가한 실험구를 내산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내담즙성 

평가를 하기 위하여 oxgall (Neogen, Lansing, MI, USA)을 

0.1%, 0.3%, 0.5%, 1.0%의 농도로 첨가한 MRS broth와 oxgall

을 첨가하지 않은 MRS broth에 각각의 유산균 접종하여 37℃

에서 6시간 배양하여 대조구와 비교하여 내담즙성을 평가하

였다. 용혈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선별된 유산균 4종을 MRS 

(Difco) 액체배지에 1%(V/V) 접종하여 37℃에서 배양한 다음, 

5% 면양혈액 한천배지(MB cell, Seoul, Korea)에 획선 도말하

여 균주의 용혈타입을 확인하였다. 획선 도말된 배지는 37℃

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였고, 배양이 끝난 다음 콜로니 주변

에 용혈현상으로 인해 생성된 환의 형태를 확인하였다[6].

세포 표면 소수성

세포의 장내 부착성은 세포표면의 조성 및 구조에 따라 많

은 영향을 받아 세포표면의 소수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8]. 용매에 대한 세포 표면 소수성(cell-surface hydro-

phobicity) 검사는 Doyle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6].  각각

의 균주를 MRS broth에 접종한 뒤 37℃에서 18시간 배양하였

다. 배양액의 균체 회수한 후, PBS로 두 번 세척한 다음 같은 

용액으로 현탁하였다. 현탁액과 chloroform (Sigmaaldrich)을 

각각 1:1의 비율로 첨가한 다음 2분 동안 vortex 후, 30분 동안 

상온에 방치하였다. 현탁액(OD 580 nm reading 1)과 분리된 

층에서 수용액 층(OD 580 nm reading 2)에 대한 흡광도를 

580 nm에서 측정하였으며, 소수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측정하였다[16].

% hydrophobicity = [OD 580 nm reading 1–OD 580 nm 

reading 2]/ OD 580 nm reading 1 ×100

세포주 Caco-2에 한 장내 부착능

실험에 사용한 인체 결장암 세포주 Caco-2 세포는 Korean 

Cell Line Bank (KCLB,  Korea)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Caco-2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Hyclone), 1% 

streptomycin/penicillin (10,000 IU/ml, Hyclone), 1% non-es-

sential amino acid (Hyclone), 10 mM HEPES, 1 mM L-gluta-

mate, 1 mM sodium pyruvate (Hyclone)이 첨가된 Minimum 

essential medium (MEM, Gibco)배지를 사용하여 37℃, 5% 

CO2/ 95% air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5×105 cells/well로 seed-

ing하여 cell이 monolayer를 형성될 때까지 분화시켜 사용하

였다. 각각의 균주는 MRS 배지에서 18시간 배양한 후, 원심분

리(10,000 rpm, 3 min, 4℃)로 균체를 회수하여 PBS (pH 7.2)로 

2회 세척한 후 serum free MEM에 107 CFU/ml로 현탁하여 

monolayer를 형성한 caco-2 세포가 있는 24 well tissue cul-

ture plates에 각각 well에 0.5 ml씩 첨가하였다. 37℃, 5% 

CO2/ 95% air 조건하에 1시간 배양한 후, PBS로 3회 세척하고, 

0.05% triton X-100 1 ml씩 넣고 10분간 고정시키고 이를 연속

희석을 통하여 생균수를 측정함으로써 대조구와 비교하여 

Caco-2 cell에 대한 부착능을 측정하였다[7, 10, 27].

항균력 조사

항균 활성은 paper disc method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30]. E. coli ATCC 10798, M. luteus KCTC1056, S. aureus 

KCCM 11593, L. invanovii KCTC34440, B. cereus ATCC11778 

및 S. typhi KCTC1926에 대한 선별된 유산균의 항균력을 조사

하였다. 선별균주를 37℃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0.4 μm mem-

brane 필터 (Millipore, Membrane filter, Ireland)를 이용하여 

제균한 상등액을 시료로 사용하여 항균력을 측정하였다. 각각

의 지시균주가 105 CFU/ml로 도말된 고체배지에 8 mm 직경

의 paper disc (Advantec, Tokyo, Japan)를 놓고 시료 100 μl씩 

분주하여 생육저지환을 측정하였다.

항생제 감수성 조사

항생제 감수성 시험은 NCCLS (National Committee for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의 disk diffusion법으로 실시

하였다.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guidelines을 따라 disc method에 의해 수행하였다[4]. 사용한 

항생제디스크 (BBL, Sensi-disc, Becton Dickinson Co., 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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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lecular Phylogenetic analysis by Maximum Likelihood method. The evolutionary history was inferred by using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based on the Tamura-Nei model [1]. The tree with the highest log likelihood (-3382.85) is 

shown. The percentage of trees in which the associated taxa clustered together is shown next to the branches. Initial tree(s) 

for the heuristic search were obtained automatically by applying Neighbor-Join and BioNJ algorithms to a matrix of pairwise 

distances estimated using the Maximum Composite Likelihood (MCL) approach, and then selecting the topology with superior 

log likelihood value. The tree is drawn to scale, with branch lengths measured in the number of substitutions per site. 

The analysis involved 14 nucleotide sequences. All positions containing gaps and missing data were eliminated. There were 

a total of 1188 positions in the final dataset. Evolutionary analyses were conducted in MEGA7 [17].

USA)는 amikacin, amoxicillin-clavulanic acid, ampicillin, 

azithromycin, cefaclor, ceftazidime 등 총 30종의 항생제를 사

용하였다. 유산균 4종은 MRS 액체배지에서 배양한 후, 105 

CFU/ml가 되게 Mueller hinton agar (Merck, Darmstadf, 

Germany)에 도말한 다음, 30종의 항생제 디스크를 놓고 37℃

에서 24시간 방치한 다음, 각 항생제에 대한 저지환의 크기를 

측정하고 감수성과 내성을 판정하였다.

결과  고찰

유산균의 분리, 동정  계통도

국내에 있는 가정에서 담근 전통식 된장, 간장, 고추장, 누

룩, 갓김치, 총각김치, 배추김치, 갓김치, 알타리 김치 등의 시

료 100여종을 수집하여 이를 대상으로 유산균 200여종을 순수 

분리하여 -80℃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분리된 균주에 대하

여 내산성, 내담즙성을 확인하였고, 저항성이 높은 유산균 4종

을 선발하여 SRCM102224, SRCM102227, SRCM102329, SRCM 

102343로 명명하고, 분리된 균주는 16S rRNA sequencing을 

통해 얻은 염기서열을 NCBI BLAST DB에서 검색한 결과, 

99%의 상동성을 보이는 Lb. paracasei SRCM102329, Lb. para-

casei SRCM102343, Lb. plantarum SRCM102224, Lb. plantarum 

SRCM102227로 명명하였다(Fig. 1). 그 중 SRCM102343은 한

국미생물보존센터(KCCM, 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

ganism)에 KFCC1197P 기탁하였다.

유산균의 내산성, 내담즙성  용 성

유산균이 식품과 함께 섭취 시 프로바이오틱스로서의 효과

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화액 수준인 pH 3 이하의 낮은 pH 

조건과, 장내 담즙산의 농도보다 고농도의 담즙산이 함유된 

배지에서 생장 할 수 있는 조건이 요구되어야 한다[11]. 선별된 

유산균 4종을 대상으로 pH에 대한 내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균주가 pH 2에서 103 CFU/ml 이상의 생균수를 나타내었고, 

SRCM102224, SRCM102227 균주가 가장 높은 생균수를 보이

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1). 유산균의 내산성은 당분해 과정 

흐름의 변화, 세포내 pH 조절 능력과 세포막의 ATPase와 관

련이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의해 저항성은 유의하게 증가되

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4]. 또한 Mishra 등의 연구에 따르

면 프로바이오틱스로 사용되는 여러 균주들이 pH 2에서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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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 resistance of selected 4 strains at various pH from 6.5 to 2.0 (Unit: Log CFU/ml)

Strains
Survival of cells

pH 2.0 pH 3.0 pH 4.0 pH 5.0 pH 6.5

SRCM102224

SRCM102227

SRCM102329

SRCM102343

4.32±0.10
ab

4.60±0.07a

3.70±0.21c

3.85±0.14bc

8.00±0.69a

8.00±0.03a

7.90±0.07a

8.00±0.10a

8.19±0.09a

8.28±0.21a

8.15±0.15a

8.29±0.07a

8.13±0.12a

8.19±0.21a

8.23±0.04a

8.23±0.12a

8.10±0.19a

8.21±0.00a

8.06±0.04a

8.05±0.17a

Means in each column with different subscripts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duncan's test (p<0.05).

Table 2. Bile tolerance of selected 4 strains at various bile salt from 0 to 1.0% (Unit: Log CFU/ml)

Strains
Survival of cells

0 0.1% 0.3% 0.5% 1.0%

SRCM102224

SRCM102227

SRCM102329

SRCM102343

8.44±0.02
b

8.66±0.02a

8.40±0.11b

8.50±0.05ab

8.47±0.06b

8.89±0.14a

8.45±0.06b

8.54±0.02b

8.02±0.22a

8.44±0.12a

8.44±0.13a

8.26±0.01a

8.17±0.00b

8.53±0.01a

8.09±0.13b

8.39±0.05ab

8.13±0.04ab

8.52±0.04a

8.20±0.23ab

8.28±0.25ab

Means in each column with different subscripts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duncan's test (p<0.05).

Table 3. Adhesion ability to Caco-2 cells of selected 4 strains and LGG

Strains Initial cell count (Log CFU/ml) Adhered cell count (Log CFU/ml) Adhesion (%)

SRCM102224

SRCM102227

SRCM102329

SRCM102343

LGG

7.01±0.51b

7.13±0.24b

7.51±0.18ab

7.69±0.11a

7.04±0.21b

4.89±0.16c

5.32±0.28b

5.73±0.12a

5.89±0.13a

5.16±0.19bc

69.92±1.97c

74.54±1.15ab

76.30±0.33a

76.58±0.84a

73.34±0.73b

LGG; Lactobacillus rhamnosus GG, Values represent the mean ± SD (n=3). 

Means in each column with different subscripts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duncan's test (p<0.05).

Fig 2. Hydrophobicity of selected 4 strains and LGG. LGG; 

Lactobacillus rhamnosus GG, Values represent the mean± 

SD (n=3). Means in each column with different sub-

scripts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duncan's test 

(p<0.05).

CFU/ml 이하의 생균수를 보였고[20],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별된 유산균 4종의 

경우 산성에 대한 우수한 내성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즙산은 지질로 구성된 미생물의 세포막에 영향

을 주어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Lactobacillus 속을 포함한 많은 종의 유산균에서는 담즙산염 

가수분해효소를 생성하여 담즙산을 가수분해하고 이 같은 억

제작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8]. 선별된 균주

의 내담즙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균주가 1% 담즙엽 농도에서 

108 CFU/ml 이상의 매우 높은 생균수를 보여, 담즙염에 대해 

우수한 내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이와 

같은 결과는 선별된 유산균 4종 모두 내산성 및 내담즙성이 

프로바이오틱 균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진다. 용혈작용은 

적혈구가 파괴되는 정상적인 작용과 적혈구의 유전적인 결함

이나 화학물질, 뱀 등의 독액, 미생물이 생성하는 독성물질에 

의해서 형성되는 비정상적인 작용이다[15]. SRCM102224, 

SRCM102227, SRCM102329, SRCM102343 4종에 대하여 α형, 

β형, γ형 용혈 타입을 확인한 결과, 선별된 유산균 4종 모두에

서 sheep blood가 포함된 한천배지에서 용혈 현상이 없는 γ형

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프로바이오틱으로 섭취하였을 시 인체

에 유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적혈구 용혈에 대한 안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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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timicrobial activities of selected 4 strains against food pathogens

Strains
E. coli

ATCC 10798

M. luteus

KCTC 1056

Staphy. aureus 

KCCM 11593

L. invanovii 

KCTC 3444

S. enterica serovar. 

Typhi KCTC 1926

B. cereus 

ATCC 11778

SRCM102224

SRCM102227

SRCM102329

SRCM102343

+

+

+

+

-

+

-

-

+

+

+

+

+

+

+

+

+

+

-

-

+

+

+

+

+, Positive activity; -, negative activity. 

Values represent the mean ± SD (n=3).

Table 5. Antibiotic susceptibility of selected 4 strains

Antibiotics
Code/Disc potency

(μg)

Result

SRCM

102224

SRCM

102227

SRCM

102329

SRCM

102343

Amikacin

Amoxicillin

Amoxicillin/clavulanic acid

Ampicillin

Azithromycin

Cefaclor

Ceftazidime

Cephalexin

Ciprofloxacin

Clindamycin

Erythromycin

Fusidic acid

Gentamicin

Imipenem

Kanamycin

Lincomycin

Metronidazole

Nalidixic acid

Neomycin

Netilmicin

Ofloxacin

Oxacillin

Penicillin G

Pipemidic acd

Piperacillin

Rifampicin

Roxithromycin

Teicoplanin

Tetracycline

Trimethoprim-sulfamethoxazde

AN/30

AML/25

AMC/20

AM/10

AZM/15

CEC/30

CAZ/30

CL/30

CIP/5

CD/10

E/15

FC/30

GM/10

IMI/10

K/30

MY/15

MTZ/5

NA/30

N/30

NET/30

OFX/5

OX/5

P1 IU

PI/20

PRL/100

RD/5

RXT/15

TEC/30

TE/30

SXT/25

S

SS

SS

SS

S

S

S

SS

S

S

SS

S

S

SS

S

S

R

R

S

S

R

S

S

R

SS

SS

S

R

S

S

S

SS

S

SS

S

S

S

S

R

SS

SS

S

S

SS

R

S

R

R

S

S

R

SS

S

R

SS

S

S

R

S

S

S

SS

S

SS

SS

S

S

S

S

SS

SS

R

S

S

R

SS

R

R

S

S

S

S

S

R

SS

SS

SS

R

SS

R

R

SS

S

SS

S

S

S

S

S

SS

SS

R

S

S

R

SS

R

R

R

S

S

S

S

R

SS

SS

SS

R

S

R

Diameter, cm; R, resistance, S, 1.2∼3.0, SS, 3.1∼4.0. Values represent the mean ± SD (n=3).

확인되었다[27].

세포표면 소수성

세포표면의 소수성은 병원성 세균과의 부착 및 응집현상, 

숙주세포의 방어 등 다양한 현상들과 연관성을 가진다고 알려

져 있다[2, 13]. 미생물의 탄화수소에 대한 부착능을 chloro-

form에 부착하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 선별된 유산균 4종은 

10~95.9% 소수성을 나타내었는데, 그 중 SRCM10234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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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oform에 대하여 가장 높은 소수성을 보였다. 또한 프로바

이오틱스 특성을 갖는 표준균주인 LGG (13.41%)에 비해 

SRCM102227, SRCM102329도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2). 반면 SRCM102224는 ~로 다소 낮은 소수성을 나타내었다. 

Perez 등의 연구에 따르면 세포 표면 소수성은 85% 이상이 

되어야 장 상피 세포에 대한 부착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 본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SRCM102343은 장 상피세포

의 부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24].

세포주 Caco-2에 한 장내 부착능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의 특징을 지니려면 위와 십이지

장을 통과하여 최종 목적 부위인 장에 도달하여 장내 상피세

포에 정상적으로 부착되어야 그 기능을 할 수 있다[8]. LGG는 

다른 유산균에 비해 장내부착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선별된 유산균의 Caco-2 세포에 대한 장내부착능을 확인

한 결과(Table 3), SRCM102224를 제외하고 LGG에 비해 높은 

부착능을 보여주었다. 상기 소수성 결과와 유사하게 선별된 

유산균 4종 중 SRCM102343 균주가 76.53%의 부착능이 가장 

높게 나타나 프로바이오틱스의 소재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되

었다.

항균력 조사

유산균의 항균활성은 유산균에 의해 생성된 유기산, 저급지

방산, hydrogen peroxide, diacetyl, bacteriocin등을 생성하여 

병원성 세균과 부패세균의 생육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30]. 선별된 유산균을 식중독 및 유해균주에 대한 항균력을 

측정한 결과(Table 4), 선별된 균주 4종 모두 E. coli, S. aureus, 

B. cereus, S. typhi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는데 Lb. plantarum SRCM102227만 M. luteus에 대하여 억제

환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다양한 유산 균주가 S. aureus, E. coli,  S. typhi, B. cereus 등에 

항균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 22, 25, 35]. 따라서 선별

된 균주는 부패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장내 유해 세균의 억제

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선별된 균주의 항생제 내성

Lactobacillus 속은 본질적으로 광범위한 항생제에 대하여 저

항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강할수록 생존 가능성이 높아 장관 내 증식하여 유용한 기능

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2, 16]. 선별된 유산균 

4종에 대해 항생제 내성 특성은 Table 5와 같다. 항생제 감수성

을 조사한 결과, penicillin계 항생제인 penicillin G, amox-

icillin, amoxicillin/clavulanic acid, ampicillin에 대하여  선별

된 유산균 4종 모두 생육이 억제됨을 확인하였고, tetracycline

계 tetracycline, cephem계 cephalexin, macrolide계 eryth-

romycin, roxithromycin, lincomycin계 clindamycin, linco-

mycin에 대하여 선별된 유산균 4종 모두 감수성을 가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Aminoglycoside계 amikacin과 neomycin에 

대하여 SRCM102343은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kanamycin에 

대하여 SRCM102224를 제외하고 내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quinolones계 항생제인 nalidixic acid와 glyco-

peptides계 항생제인 teicoplanin에 대하여 선별된 유산균 4종 

모두 내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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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통발효식품 유래 유산균의 로바이오틱스 특성 연구

김은지․조승화․김진경․정도연*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본 연구에서는 전통발효식품에서 분리한 유산균 200여종에 대하여 프로바이오틱 특성을 확인하였다. 내담즙성 

및 내산성이 높게 측정된 유산균 4종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유산균은 Lb. plantarum SRCM102224, Lb. plantarum 

SRCM102227, Lb. paracasei SRCM102329, Lb. paracasei SRCM102343이다. 항균활성, 내산성, 내담즙성, 용혈성, 세

포표면 소수성, 장내 세포 부착성, 항생제 내성을 조사하였다. 선발된 유산균 4종 중 SRCM102343은 세포표면 소

수성이 95.9%로 대조구 Lb. rhamnosus GG는 13.4%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4종의 유산균의 장내상피세포 caco-2에 

대한 부착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SRCM102343와 SRCM102329의 Lb. rhamnosus GG보다 부착율이 높았다. 선

발된 유산균 4종에 대하여 항균활성 조사 결과, 그 중 3종이 Escherichia coli ATCC 10798, Staphylococcus aureus 

KCCM 11593, Listeria invanovii KCTC3444, Bacillus cereus ATCC11778 및 S. enterica serovar. Typhi KCTC1926에 

대하여 항균활성이 뛰어났다.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선발된 균주는 프로바이오틱의 가능성으로 기능성식품에 활

용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