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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 에탄올 추출물이 Listeria monocytogenes의 균체 형태와
그 성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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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tty acid composition, protein content, and shape change of Listeria monocytogenes treated with ethanol extracts 
from Schizandra chinensis were examined.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y of cells treated with ethanolic S. 
chinensis extracts showed development of morphological changes. Cell surfaces were irregular, swollen, or even 
disrupted after treatment with ethanol extracts, compared with the smooth surfaces of normal cells. Interestingly, 
cell protein content was decreased by ethanol extract treatment. Cell fatty acid composition was also changed after 
treatment with ethanol extracts. The levels of 13-methylpentadecanoic acid (i-15:0), 12-methylpentadecanoic acid 
(a-15:0) and 15-methylpentadecanoic acid (i-17:0) of L. monocytogenes Scott A and L. monocytogenes ATCC 19111 
were decreased, but the concentrations of Cis-9,12 octadecanoic acid (18:29,12) and cis-9-octadecanoic acid (18:19) 
were increased. 13-methylpentadecanoic acid (i-15:0) and 12-methylpentadecanoic acid (a-15:0) levels in L. 
monocytogenes Brie I were decreased but the concentrations of Cis-9,12 octadecanoic acid (18:29,12) and 
cis-9-octadecanoic acid (18:19) were increased after treatment with ethanolic extracts. Notably, the levels of 
12-methylpentadecanoic acid (a-15:0) significantly were decreased but those of cis-9,12 octadecanoic acid (18:29,12) 
significantly were increased in all tested micro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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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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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ria monocytogenes는 식품의 가공 및 저장 중에 생존,

성장하여 식중독의 발생을 관여하며 특히, 우유 관련 제품

과 함께 육류, 생선, 야채, 각종 가공식품에 오염되어 사람과

동물에게 유산, 패혈증, 또는 화농성 뇌막염 등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병원성 세균으로 알려져 있다(1). 저온에서 성장

이 가능하여 열처리 공정에서도 생존 할 수 있어 식품위생

학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미자(Schizandra chinensis Baill)는오미자과(Schizandraceae)

에 속하는 낙엽 활엽관목으로서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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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맛의 다섯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그 명칭이 유래한 것이

라 한다(2). 오미자는 한국산이 약용으로서 효용이 인정되

었고, 한방에서는 진정, 진해, 해열 등의 중추 억제 작용과

간 보호 및 혈압강하, 알코올에 대한 해독 작용 등이 인정되

고 있으며 또한 고대로부터 오미자차, 오미자 술, 오미자

화채, 강장제 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3). 오미자에 관한

연구로는 오미자의 약리기능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으로

알려진 lignan 화합물로 gomisin A, B, C, F, G와

deoxyschizandrin, shizandrin 등을 분리 확인하는 연구(4)와

유기산으로부터 cit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가 보고

되었으며(5), 47종류의 정유 성분이 확인되었다(6). 오미자

는 페놀함량이 높고 항산화 활성과 다양한 기능성을 나타내

며(7,8), 여러가지 부패미생물에 대해 우수한 항균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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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고 있다(9). Lee 등(1,10)은 오미자 추출물이 L.

monocytogenes 3종과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도

항균활성이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Lee 등(11)도 오미자

로부터 항균활성물질인 lignin 계통의gomisin C와 정유성분

인 trimethylcitrate을 분리, 동정하고 Salmonella typhimurium

에 의해 문제시되는 식품에 천연보존료서의 이용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천연식물로부터 식품보존료 개발을 위한 천연항균성 물

질의 검색은 물론 안전하고 우수한 기능성 물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유효성의 검색이나 그들

의 기능성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이들 추출물이 균체

지방산, 균체 단백질, 균체 모양에 미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 등은 천연 식품보존료를 개발하기 위

한 방안의 하나로 오미자 추출물에 대한 항균성을 검토하여

항균성이 우수함을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항균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국내산오미자 추출물이 L. monocytogenes

의 지방산과 균체단백질의 변화 및 형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에 사용된 오미자는 서울 호원당에서 경기도 이

천산을 구입, 세척한 후 건조 오미자 열매로 실험하였으며,

-70℃의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다.

에탄올 추출물의 제조

오미자 에탄올 추출은 Lee 등(10)의 방법에 따라 냉각

응축기가 설치된 삼각 플라스크에 시료와 에탄올을 1:9의

비율로 넣고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추출 한 다음, 여과지로

여과하였다. 여과시켜 얻은 액을 회전 진공 증발기로 최초

량의 1/10로 감압 농축하여 추출 원액으로 사용하였으며

추출액은 membrane filter로 멸균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사용균주와 배지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실험균주는 미국 조지아 대학 식품

가공학과로부터 분양받은 L. monocytogenes Scott A와 L.

monocytogenes Brie I, 그리고 한국 종균협회로부터 분양받

은 L. monocytogenes ATCC 19111을 사용하였고, 배양용

배지는 Tryptic soy broth(TSB, Difco)에 접종하여 35℃, 24

시간 2회 계대배양하여 사용하였다.

균의 성장 단계별 증식에 미치는 영향

24시간 배양한 3 종류의 L. monocytogenes를 TSB 배지에

접종하여 배양 4시간, 8시간, 12시간, 24시간째 각각 균주를

회수하여 오미자 에탄올 추출물을 0.1%(v/v) 첨가한 TSB

배지에 접종하여 35℃에서 3시간 배양한 후 생균수의 변화

를 측정하였다.

투과 전자현미경에 의한 균체 형태 관찰

오미자 추출물에 의한 세포의 손상여부를 관찰하기 위하

여 24시간 배양한 L. monocytogenes를 오미자 추출물을 첨

가한 배지와 오미자 추출물울 첨가하지 않은 배지에서 배양

하고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은 버리고 균체는 0.05 M

phosphate buffer(PB)에서 2.5% glutaraldehyde로 4℃에서 2

시간 전고정하였다. 냉장의 동일한 buffer로 2-3회 세척하고

같은 buffer로 실온에서 0.5% osmium tetroxide 용액에 1시

간 후 고정을 하였다. 다시 PB로 세척한 후 2% agar로 block

을 만들고 알코올 series로 탈수하고 마지막으로 polybed

araidite resin으로 포매하였다. 이렇게 block sample을 LKB

ultratome IV microtome으로 section하고 Zeiss 109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로 관찰하였다. 사진은

Gevalith metaboratortho film으로 현상하였다.

균체 지방산 분석

24시간 배양한 L. monocytogenes를 0.1%의 오미자 에탄

올 추출물을 함유한 TSB에 각각 접종하여 35℃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원심분리(8,000 rpm, 4℃, 10분)하여 균체를 회수

하여 멸균 0.05 M phosphate buffer(pH 7.0)로 2회 수세하였

다. 대조구로서는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것을 같은 방법

으로 처리하였다. 지방산의 추출은 Miller 등(12)의 방법에

따랐다. 각각 회수한 균체를 methanol과 10% NaOH 1 mL를

가하여 100℃에서 30분간 끓인 다음, methanol과 HCl 2 mL

를 가하여 80℃에서 10분간 가열하여 메틸화시켰다. 메틸

화된 시료에 hexane과 ethyl ether를 1.25 mL가하여 교반시

킨 후 상층을 취하였다. 그 상층액에 11% NaOH 용액을

3.0 mL 가한 다음 교반한 후 상층을 취하였다. 그 상층액에

11% NaOH 용액을 3.0 mL 가한 다음 교반한 후 상층액을

취하여 gas chromatography(GC)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때

지방산의 분석 조건은 Hewlett packard 5890 GC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carrier는 N2, Injection 온도는 230℃,

Detecters는 FID를 사용하였다. 지방산의 표준품은 Supel

Co의 bacterial fatty acid methyl esters
TM

mix 제품을 사용하

였다.

균체 단백질 분석

L. monocytogenes의 배양액을 원심분리(8,000 rpm, 4℃,

10분)하여 회수된 균체의 단백질은 Laemmli의 방법(13)에

따라 10%의 gel을 사용하여 SDS polyacrylamide gel 전기

영동을 실시하였다. 전기영동 후 gel은 coomassie brilliant

blue로 염색하고 탈색 후 단백질 band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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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균의 성장단계에 미치는 영향

오미자의 L. monocytogenes에 대한 항균력이 세포의 성

장 단계 중 어느단계에 가장 강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배양

시간별로 회수하여 오미자 에탄올 추출물을 0.1% 첨가한

TSB 배지에 접종하여 35℃에서 3시간 배양한 후 생균수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L. monocytogenes Scott A, L.

monocytogenes Brie I, L. monocytogenes ATCC 19111 3 균주

공히 4시간 째 회수한 균주에서 대조구에 비해 3.09, 3.00,

2.13의 log cycle 감소현상을 보여 생균수 감소현상이 뚜렷

하였다. 균체의 성장 단계 중 대수적 증식기는 세포들이

분열을 시작하고, DNA, RNA 등이 2배로 증가하는 등 세포

들의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한 시기이다. 하지만 성장의 대

수기 동안에 미생물들은 부정적인 조건들(adverse

conditions)에 대해 보통 때보다 더욱 민감하다. 방사능과

많은 항균성 약품들, 예를 들면 페니실린은 성장 과정의

중요한 단계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배수기

동안에 세포는 물리적, 화학적 처리에 대해서 감수성이 높

다. 본 실험에서는 대수기가 유도기나 정지기보다 항균성

물질이나 외부 자극에 가장 민감하다고 알려진 바와 달리

L. monocytogenes는 유도기에서부터 오미자의 항균력이 강

하게 영향을 미쳐증식 억제 효과가 나타 난 것으로판단되

었다(그래프 나타내지 않음).

투과 전자현미경에 의한 균체의 형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오미자 처리에 의한 L. monocytogenes의 세포의 형태 변

화를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 한결과는 Fig. 1, 2,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L. monocytogenes Scott A는 완전한 세포형

태를 나타낸 대조구와는 달리 오미자 처리구는 대조구에

비해 세포가 다소 팽대해있고 세포벽이 찌그러져 일정한

형태를 관찰할 수 없었으며 일부 세포벽은 파괴되어 세포

내용물의 유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L. monocytogenes

Brie I 및 L. monocytogenes ATCC 19111도 Scott A와 마찬가

지로 대조구는 세포벽과 그 형태가 smooth한 모양을 나타

내었으나 처리구는 전체적인 균체 표면이불규칙한 모양을

나타내었고, 세포벽과 세포막이 파괴되고, 균체의 팽윤현

상을나타내었다. Park 등(14)은상백피추출물이 Staphylococcus.

aureus의 균체 표면이 불규칙하게 나타났으며, Bacillus

subtilis와 Escherichia coli는 세포벽이 심하게 파괴되었다

는 보고와 유사하였다. Kang 등(15)은 갓 에탄올 추출물에

의해 균체가팽윤되고 변형되어 균체의표층구조가 손상을

받는 형태학적 변화는 미생물의 세포벽 및 세포막 기능이

파괴되고 용균이나 균체성분의 누출을 증대시킨다는 보고

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오미자 처리에 의해 미생물의

세포벽 및 세포막의 기능이파괴되고 형태학적으로는 기형

적인 모양을 나타내어 오미자 에탄올 추출물의 주요 항균

물질의 작용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of L. monocytogenes
Scott A(× 40,000).

A: Control, B: Treated with Schizandra chinensis of ethanol extract(0.1%)

Fig. 2.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of L. monocytogenes Brie
I(× 40,000).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Fig. 1

Fig. 3.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of L. monocytogenes
ATCC 19111(× 40,000).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Fig. 1

균체의 지방산의 변화

오미자 처리에 의한 L. monocytogenes의 성장 억제 현상

을 규명하기 위하여 오미자 에탄올 추출물 처리에 의한

L. monocytogenes Scott A, L. monocytogenes Brie I, L.

monocytogenes ATCC 19111의 지방산 조성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 2, 3과 같다. L. monocytogenes Scott A,

L. monocytogenes Brie I, L. monocytogenes ATCC 19111

3균주 공히 오미자 추출물 처리구는 대조구와 다른지방산

조성을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L.

monocytogenes Scott A는대조구에비하여 13-methylpentadecanoic

acid(i-15:0), 12-methylpentadecanoic acid(a-15:0) 및 15-

methylpentadecanoic acid(i-17:0)는 오미자 에탄올 추출물

처리 후 그 함량이 각각 14.12%, 41.43%, 5.12% 감소한

반면, Cis-9,12 octadecanoic acid(18:2
9,12

)와 cis-9-octadecanoic

acid(18:19)는각각 33.83%, 4.69% 증가하였다. L. monocytogenes

Brie I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L. monocytogenes Scott

A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어 13-methylpentadecanoic acid

(i-15:0)와 12-methylpentadecanoic acid(a-15:0) 함량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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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jor fatty acid composition(%) of Listeria monocytogenes
Scott A treated with Schizandra chinensis ethanol extract

Fatty acid
Added extract concentration(%)

control 0.1

11:0 2.60

12:0 12.64

14:0 0.82 0.67

i-15:0 22.12 8.00

a-15:0 54.11 12.68

i-16:0 6.62 3.20

16:1
9

0.55

16:0 4.39 14.01

i-17:0 7.56 2.44

18:29,12 1.47 35.30

18:19 0.92 5.61

18:1
9
(18:1

11
) 1.29

18:1
9

1.94 1.22

11:0; Undecanoic acid, 12:0; Dodecanoic acid, 14:0; Tetradecanoic acid, i-15:0;
13-methylpentadecanoic acid, a-15:0; 12-methylpentadecanoic acid, i-16:0; 14-
methylpentadecanoic acid, 16:19; Cis-9 hexadecanoic acid, 16:0; Hexadecanoic acid,
i-17:0; 15-methylpentadecanoic acid, 18:29,12; Cis-9,12 octadecanoic acid, 18:19(18:111);
Trans-9, cis-11- octadecanoic acid, 18:0; Octadecanoic acid.

Table 2. Major fatty acid composition(%) of Listeria monocytogenes
Brie I treated with Schizandra chinensis ethanol extract

Fatty acid
Added extract concentration(%)

control 0.1

11:0 11.64

12:0 0.82

14:0 1.42 0.60

i-15:0 23.88 7.70

a-15:0 58.94 6.97

16:19 1.99

16:0 0.71

i-17:0 3.34 14.91

2-OH 16:0 4.08 0.56

18:2
9,12

0.64 44.86

18:1
9

3.35 8.09

18:19(18:111) 1.56

18:19 2.31 1.58

11:0; Undecanoic acid, 12:0; Dodecanoic acid, 14:0; Tetradecanoic acid, i-15:0; 13-
methylpentadecanoic acid, a-15:0; 12-methylpentadecanoic acid, 16:19; Cis-9
hexadecanoic acid, 16:0; Hexadecanoic acid, i-17:0; 15-methylpentadecanoic acid, 2-OH
16:0; 2-hydroxyhexdecanoic acid, 18:29,12; Cis-9,12 octadecanoic acid, 18:19(18:111);
Trans-9, cis-11- octadecanoic acid, 18:0; Octadecanoic acid.

Table 3. Major fatty acid composition(%) of Listeria monocytogenes
ATCC 19111 treated with Schizandra chinensis ethanol extract

Fatty acid
Added extract concentration(%)

control 0.1

11:0 2.08

12:0 14.96

13:0 1.01

14:0 0.64 0.72

i-15:0 22.11 7.42

a-15:0 60.69 7.95

16:1
9

0.58

16:0 3.38 13.84

i-17:0 6.70

2-OH 16:0 0.66

18:29,12 1.20 40.50

18:19 0.93 7.47

18:19(18:111) 1.35

18:0 1.45 1.45

11:0; Undecanoic acid, 12:0; Dodecanoic acid, 13:0; Tridecanoic acid, 14:0;
Tetradecanoic acid, i-15:0; 13-methylpentadecanoic acid, a-15:0; 12-methylpentadecanoic
acid, 16:1

9
; Cis-9 hexadecanoic acid, 16:0; Hexadecanoic acid, i-17:0; 15-

methylpentadecanoic acid, 2-OH 16:0; 2-hydroxyhexdecanoic acid, 18:29,12; Cis-9,12
octadecanoic acid, 18:19; Cis-9 octadecanoic acid, 18:19(18:111); Trans-9, cis-11-
octadecanoic acid, 18:0; Octadecanoic acid.

16.18%, 51.97% 감소한 반면, Cis-9,12 octadecanoic acid

(18:2
9,12

)와 cis-9-octadecanoic acid(18:1
9
)는 각각 약 44.22%,

4.74% 증가하였다. ATCC 19111의 경우도 Table 3에서보는

바와같이13-methylpentadecanoic acid(i-15:0), 12-methylpentadecanoic

acid(a-15:0) 및 15-methylpentadecanoic acid(i-17:0)는 오미

자 에탄올 추출물 처리 후 그 함량이 각각 14.69%, 52.64%,

6.70% 감소한 반면, Cis-9,12 octadecanoic acid(18:29,12)와

cis-9-octadecanoic acid(18:1
9
)는 각각 약 39.30%, 6.54% 증

가하였다. 특히 3균주 모두 12-methylpentadecanoic acid

(a-15:0)는 뚜렷이 감소한 반면에 Cis-9,12 octadecanoic

acid(18:2
9,12

)는 뚜렷한 증가현상을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세균은 외계의 온도 변화에 따라 세포막 인지질의 지방산

조성을 빠르게 변화시키는데, 이러한 세포막의 유동성을

인지질의 상전이 온도(phase transition temperature, Tm)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6-17). 즉, 일반적으로 환경

온도가낮은 경우에는불포화 지방산이나 포화지방산 중에

서도 Tm이 낮은 iso-C15:0, anteiso C15:0 및 anteiso-C17:0과

같은 branched-chain 지방산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온도가

높게 되면 Tm이 높은 n-C16:0 및 n-C18:0과 같은 포화지방

산을 증가시켜 막의 유동성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한다.

Tatsuguchi 등(18)은 글리신과 식염에 의한 대장균 인지질

조성의 변화에서 포화지방산인 hexadecanoic acid(16:0)의

조성은 증가하였고 불포화지방산인 octadecadien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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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는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Park 등(14)은

B. subtilis, S. aureus 및 E. coli 모두 hexadecanoic acid(16:0)

및 octadecadienoic acid((18:0, 18:2)의 조성은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는 반면 B. subtilis 의 경우 pentadecanoic

aicd(15:0), heptadecanoic acid(17:0) 및 octadecenoic acid

(18:1), S. aureus는 pentadecanoic aicd(15:0), E. coli는

hextadecenoic acid(16:1) 및 octadecenoic acid(18:1)의 조성

이 각각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Kang 등(15)은 E. coli

및 S. aureus에 대하여 갓 추출물을 처리시 증감의 폭은

적지만 포화지방산인 hextadecenoic acid(16:0)의 조성은 증

가하였으나, 불포화지방산인 octadecenoic acid(18:1)는 감

소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균종에 따라 항균물질 처리에 의해

지방산의 종류 및 변화의 폭은 차이가 있었으며, 오미자

에탄올 추출물 처리시 균체는 주위환경에불리한환경으로

변하여 이러한 주위 환경에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균체

지방산의 조성이 변화된 것으로판단되며 이에 따른심도있

는 연구는 더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었다.

균체 단백질 변화

오미자 처리에 의해 L. monocytogenes 3종의 세포벽의

파괴현상과 지방산 조성의 변화가 관찰되어 오미자 에탄올

추출물의 첨가에 따른균체 단백질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오미자 추출물 첨가구의 crude 단백질을 전기 영동한 결과

는 Fig. 4에서 보는바와 같다. 오미자 처리 후 회수한 균체와

대조구의 균체 단백질을 비교한 결과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미자 처리 균체의 단백질이 거의 소실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오미자 처리에 의한 균체의 변형과 파괴

에 기인한 균체 성분의누출 현상으로 기인된 것으로 판단

되었다. 결국 지방산 조성과 단백질 전기 영동한결과 전자

현미경에 의해 보여진 균체 파괴현상과 일치하여 L.

monocytogenes는 오미자 에탄올 추출물 첨가에 의해서 균

체막이 터져서 균체성분이 누출되었다고 판단되었다. Park

등(14)은 상백피 추출물 처리에 의한 균체 아미노산을 살펴

본 결과, B. subtilis, S. aureus 및 E. coli 모두 전체적인

아미노산 조성에는큰변화가없었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오미자 처리에 의해

세포의 용탈현상과 함께 균체 단백질 변성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보여지며 아미노산 전체 총량은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Kang 등(15)이 E. coli 및 S. aureus에 대하여

갓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균체성분이누출했다고 보고하였

으며 Tatsuguchi 등(18)은 대장균을 NaCl 존재하에서

glycine을 처리하였을 때 균체성분이 누출하였다고 보고하

여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결국 오미자에 함유되어

있는 항균성 물질은 L. monocytogenes의 세포벽에 작용하여

막 기능을 저하시켜 세포의 lysis를 유도하여 성장을 저해

또는 사멸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4. 10% SDS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of the crude
membrane protein of L. monocytogenes.

MP: Marker protein, A: L. monocytogenes Scott A(control) B: L. monocytogenes Scott
A(treated with Shizandra chinensis) C: L. monocytogenes Brie I(control) D: L.
monocytogenes Brie I(treated with Shizandra chinensis) E: L. monocytogenes ATCC
19111(control) F: L. monocytogenes ATCC 19111(treated with Shizandra chinensis)

요 약

오미자 에탄올 추출물 처리에 의한 균체의 지방산과 단

백질 분석 및 형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오미

자 처리에 의한 L. monocytogenes를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

한 결과 오미자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는 smooth

한 모양을 나타내었으나, 오미자 추출물을 첨가한 처리구

는 전체적인 균체 표면이 불규칙한 모양을 나타내었고, 세

포벽과 세포막의 파괴, 균체의 팽윤현상을 나타내었다. 단

백질 변화를 살펴본 결과 오미자 처리에 의한 L.

monocytogenes의 균체 단백질은 거의 소실되었다. 균체 지

방산은 L. monocytogenes Scott A와 L. monocytogenes ATCC

19111의 경우 13-methylpentadecanoic acid(i-15:0), 12-methyl-

pentadecanoic acid(a-15:0)와 15-methylpentadecanoic acid

(i-17:0)의 함량은 감소하였으나 Cis-9,12 octadecanoic

acid(18:2
9,12

)와 cis-9-octadecanoic acid(18:1
9
)의 함량은 증

가하였다. L. monocytogenes Brei I는 13-methylpentadecanoic

acid(i-15:0)와 12-methylpentadecanoic acid(a-15:0)의 함량

은 감소한 반면 Cis-9,12 octadecanoic acid(18:2
9,12

)와

cis-9-octadecanoic acid(18:19)의 함량은 증가하였다. 특히,

세 균주 모두 12-methylpentadecanoic acid(a-15:0)의 함량은

뚜렷이 감소한 반면에 Cis-9,12 octadecanoic acid(18:2
9,12

)의

함량은 뚜렷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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