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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illus polyfermenticus CJ6가 생산하는 항세균 물질의 특성 및

병원성 식중독 미생물의 성장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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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Bacillus polyfermenticus CJ6 harboring antibacterial activity was isolated from meju. The anti-
bacterial activity of Bacillus polyfermenticus CJ6 was stable in the pH range of 3.0∼9.0, but it disappeared
after culture at 70

o
C for 24 hr. Antibacterial activity was inactivated by proteinase K, protease, and α-chymo-

trypsin, indicating its proteinaceous nature. The growth inhibitory effects of B. polyfermenticus CJ6 culture
on food-borne pathogens such as Staphylococcus aureus, Salmonella Typhi, Listeria monocytogenes, and
Escherichia coli O157:H7 were examined in this study. Approximately 6∼6.2 log CFU/mL of each pathogen
was co-cultured with B. polyfermenticus CJ6 in a 50 mL culture volume for 24 hr. Growth of S. aureus and
L. monocytogenes was completely inhibited after 3 hr of incubation. Growth of S. Typhi and E. coli O157:H7
was also completely inhibited after 6 hr of incubation. The antibacterial compounds from B. polyfermenticus
CJ6 were purified by solid phase extraction (C18 Sep-pak cartridge), recycling preparative HPLC, and analytical
HPLC. Ultra-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and electrospray ionization tandem mass spectrometry
analysis were used to identify the purified antibacterial compounds, which were confirmed to be five peptides
(757.4153 Da, 750.3444 Da, 1024.5282 Da, 1123.6083 Da, and 1617.8170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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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Bacillus 속은 그람 양성균에 내생 포자를 형성하며 토양,

먼지, 물, 식물, 식품 그리고 곤충, 동물의 위 장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존재한다(1). Bacillus 속은 생리활성을 가진 수많

은 단백질을 생산하며, 넓은 항균 spectrum과 다양한 구조를

지니는 항균물질을 생산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세균에서

생산되는 항균 활성 peptide나 protein은 bacteriocin 또는

bacteriocin-like substance(BLS)라고 하며 Bacillus 균주가

생산하는 많은 bacteriocin과 BLS가 보고되었다(2-4). Bac-

teriocin은 여러 종의 미생물이 생산하는 천연 항균성 단백

질, 또는 단백질계 물질로서 일반적으로 bacteriocin을 생산

하는 미생물과 형태, 계통학적으로 유사한 균종에 대하여

항균기작을 갖는 물질을 말한다(5). Bacteriocin은 인체에 무

해하고 잔류성이 없으며 기존의 항생제가 2차 대산산물인데

반하여 plasmid나 chromosome으로부터 직접 생합성 되어

유전자조작 등에 의한 생물 공학적 응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5).

식중독이란 병원성 미생물, 화학물질, 자연독 등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한 후 발생되는 질환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에서는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독소형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식중독은 섭취한 식품이 원인이 되어 발

생되는 모든 질환을 의미하며, 병원체의 전파에 의한 감염

증상의 전염병과 대비된다(6).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통계에 따르면 2002년～2010년 12월

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세균성 식중독 원인

균을 살펴보면 pathogenic Escherichia coli 246건, Salmo-

nella spp. 215건, Vibrio parahaemolyticus 177건, Staphy-

lococcus aureus 16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이후

Norovirus로 인한 식중독 발생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식품에서 식중독 세균과 부패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목적

으로 많은 종류의 보존료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904 정지혜․장해춘

화학합성 보존료가 지속적으로 체내에 축적될 경우에는 만

성독성,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

라 최근에는 독성과 잔류의 염려가 없는 천연물을 이용한 항

균 활성 물질을 탐색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8).

B. polyfermenticus는 약 0.8×4∼4 μm의 크기의 간균으

로 그람 양성의 비병원성균이며, 아포를 형성하고 평판 배양

시 옅은 황색의 콜로니를 형성한다(9). 또한 20여종의 효소

를 분비하여 인체의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및 섬유소를 소화, 흡수시키고 병원성 균들인 티프스균, 파

라 티프스균, 콜레라균, 적리균 등을 용균시켜 생육을 억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9). 최근 Bacillus 속을 이용한 프

로바이오틱 생균제에 관한 산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중 B. polyfermenticus를 활용한 생균제재는 이미 국내에

서 일반의약품으로 시판되고 있다(10). 그러므로 식품의 부

패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GRAS

(generally regarded as safe) 등급의 새로운 B. polyfer-

menticus strain 유래의 항균제나 생균제재의 개발은 그 유

용성을 더욱 크게 할 것이다(11).

본 연구팀은 우리나라 재래식 메주로부터 항세균 활성과

항진균 활성을 동시에 지니는 B. polyfermenticus CJ6를 분

리하고 그중 항진균 활성 물질의 특성을 규명하여 보고한바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B. polyfermenticus CJ6가 생산하

는 항세균 활성 물질을 분리·정제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고,

더나가 우리나라 주요 식중독 세균인 Salmonella Typhi,

Staphylococcus aureus, Escherichia coli O157:H7, Listeria

monocytogenes의 생육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균주 및 배지

메주로부터 분리하여 동정된 B. polyfermenticus CJ6를

항세균 활성 물질 생산 균주로 사용하였다(12). 항세균 활성

실험에서 감수성균으로 사용한 B. subtilis ATCC 6633과

식중독 세균인 Gram 음성균 S. enterica subsp. enterica

serovar Typhi ATCC 19430, E. coli O157:H7 ATCC 43895,

Gram 양성균 S. aureus subsp. aureus ATCC 29213, L.

monocytogenes ATCC 19113 균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 Manassas, VA, USA)로부터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B. polyfermenticus CJ6의 항진균 활성

실험에서는 Aspergillus petrakii PF-1 균주(12)를 감수성

균주로 사용하였다. B. polyfermenticus CJ6, S. Typhi, S.

aureus, E. coli O157:H7 배양 배지는 tryptic soy broth

(TSB, Difco, Sparks, MD, USA)를 사용하였으며, L.

monocytogenes는 brain heart infusion(BHI, Difco)을 배양

배지로 사용하였다. B. subtilis ATCC 6633은 Luria broth

(LB, 1% bacto-tryptone, 0.5% yeast extract, 1% NaCl)를

사용하였으며, A. petrakii PF-1은 potato dextrose agar

(PDA, Difco)를 배양배지로 사용하였다.

B. polyfermenticus CJ6의 배양 및 항세균 활성 물질

의 준비

B. polyfermenticus CJ6 균주를 5 mL TSB 액체배지에

접종하여 37oC에서 12시간 전배양한 후, 50 mL TSB 액체

배지에 전배양액을 1% 접종하여 37oC에서 8시간 동안 본배

양 하였다. 본배양액은 원심분리(9,500×g, 15 min, 4oC)한
후 상등액을 0.2 μm membrane filter(Advantec, Tokyo,

Japan)로 여과하여 제균된 여과액을 항세균 활성 물질 시료

로 사용하였다.

생육곡선과 항세균 활성의 측정

B. polyfermenticus CJ6의 배양시간에 따른 생육도와 항

세균 활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50 mL TSB 액체배지에 1%

접종하여 37oC에서 0～36시간 동안 진탕배양하면서 600

nm(Ultrospec 2100 pro, Amersham, Uppsala, Sweden)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생육곡선을 그리고, 이때 생육시기에 따

른 항세균 활성을 측정하였다.

항세균 활성 측정은 spot-on-the-lawn test(13)를 사용하

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감수성 세균인 B. subtilis ATCC

6633을 지시균으로 사용하여 LB 평판배지에 약 1×105
CFU/mL로 도말한 후 준비된 항세균 활성 물질 5 μL를 배지

위에 spotting하여 37
o
C에서 12시간 배양한 후 항세균 활성

을 측정하였다. 활성 역가는 항세균 활성 물질을 순차적으로

2배씩 희석하여 저해환을 형성하는 최대 희석배수의 역을

취하고, 이 값에 1 mL에 대해서 환산해주는 환산계수를 곱

하여 AU/mL로 나타내었으며 3회의 반복실험을 한 후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항세균 활성 물질의 안정성

항세균 활성 물질의 온도, pH 및 각종 효소처리에 대한

안정성을 조사하였다. 온도에 의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B. polyfermenticus CJ6의 배양상등액을 25oC, 37oC, 50oC,

70
o
C에서 24시간, 100

o
C에서 30분, 121

o
C에서 15분간 열처리

한 후에 잔존 활성을 측정하였다(11,14,15). 대조구는 배양

상등액을 4oC에서 24시간 처리한 것으로 삼았다.

pH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B. polyfermenticus

CJ6의 배양상등액을 pH 3.0(50 mM glycine-HCl), pH 4.0

(50 mM sodium acetate), pH 5.0(50 mM sodium acetate),

pH 6.0(50 mM sodium acetate), pH 7.0(50 mM Tris-HCl),

pH 8.0(50 mM Tris-HCl), pH 9.0(50 mM glycine-NaOH)

완충용액을 5 N HCl과 5 N NaOH를 사용하여 조정한 후

4
o
C에서 4시간 동안 처리한 후 항세균 활성을 측정하였다

(11,15). 대조구는 동일한 반응조건에서 10 mM Tris-HCl

(pH 7.5)로 처리하여 활성을 측정하였다.

각종 효소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B. polyfer-

menticus CJ6의 배양상등액에 proteinase K(EC 3.4.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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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 St. Louis, MO, USA)는 10 mM Tris-HCl 50 mM

NaCl 5 mM EDTA(pH 7.5), protease(type I, Sigma) 및

trypsin(EC 3.4.21.4, Sigma)은 50 mM Tris-HCl(pH 7.5),

pepsin(EC 3.4.23.1, Sigma)은 10 mM citrate(pH 6.0), α-

chymotrypsin(EC 3.4.21.1, type I-S, Sigma)은 10 mM

phosphate(pH 7.0), lipase(EC 3.1.1.3, type VII, Sigma)는

50 mM Tris-HCl 10 mM CaCl2(pH 7.0), α-amylase(EC

3.2.1.1, Type VIII, Sigma)는 50 mM sodium phosphate 10

mM NaCl(pH 7.0)에 4 mg/mL의 농도로 trypsin, α-chymo-

trypsin은 25
o
C에서 6시간을 처리하였고, 나머지 효소들은

37oC에서 6시간을 처리한 후에 잔존하는 항세균 활성을 측

정하였다(11,15). 이때 대조구로서는 동일한 반응조건에서

효소첨가만을 제외한 것으로 삼았다. 잔존하는 항세균 활성

측정은 spot-on-the-lawn test(13)를 사용하여 감수성 세균

으로는 B. subtilis ATCC 6633을 사용하였다.

Solid phase extraction(SPE) 정제

50 mL TSB 액체배지에서 전배양액을 1% 접종하여 37oC

에서 4시간 동안 본배양한 배양상등액을 원심분리(9,500×g,
15 min, 4

o
C) 후 상등액을 0.2 μm membrane filter로 제균하

여 배양상등액을 준비하였다. 배양상등액 50 mL을 활성화

된 소수성 column인 C18 Sep-pak cartridge(Waters, Bos-

ton, MA, USA)를 수세한 후에 통과시켜 소수성 물질들을

흡착시키고 20 mL의 3차 증류수로 다시 수세한 뒤 methanol

(HPLC-grade, Fisher, Fair Lawn, NJ, USA) 7 mL를 사용

하여 C18 Sep-pak column에 흡착된 소수성 성분을 용출시

켰다. Methanol로 용출된 시료는 speed vac(Centra-Vac

VS-802, Vision, Bucheon, Korea)을 이용하여 용매인 me-

thanol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Recycling preparative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정제

SPE 처리 후 methanol을 제거한 시료는 80%(v/v) aque-

ous acetonitrile에 완전히 녹인 후에 0.20 μm syringe filter

로 여과하여 HPLC(LC 9104, Japan Analytical Industry,

Tokyo, Japan) 정제 시료로 사용하였다. 항세균 물질을 분리

하기 위한 1차 HPLC 정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HPLC

column은 JAIGEL-W252 prep-column(Japan Analytical

Industry)을 사용하였으며, 20×500 mm 규격 column 한 개

를 사용하였다. 80% aqueous acetonitrile을 용매로 flow rate

는 3 mL/min 조건으로 시행하였으며, UV detector(3702,

Japan Analytical Industry)를 사용하여 210 nm의 파장에서

검출하였다. 분리․정제된 모든 분획은 speed vac을 이용하

여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여 spot lawn method(13)를 사용하

여 다음과 같이 항균 활성을 측정하였다. 용매가 제거된 각

분획을 10 mM Tris-HCl(pH 7.5) 완충액 20 μL에 녹여 이

중 10 μL는 B. subtilis ATCC 6633에 대한 항세균 활성을,

나머지 10 μL는 A. petrakii에 대한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는

구획을 조사하였다. 항세균 활성이 확인된 구획만을 다시

80% aqueous acetonitrile에 완전히 녹인 후 0.20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2차 HPLC를 시행하였다.

Analytical HPLC 정제

Recycling preparative HPLC로 정제된 시료를 5%(v/v)

aqueous acetonitrile에 완전히 녹인 후에 0.20 μm syringe

filter(Minisart RC 4, Sartorius Stedim Biotech, Goettingen,

Germany)로 여과하여 analytical HPLC(Younglin Acume

HPLC, Younglin, Anyang, Korea) 시료로 사용하였다. Ana-

lytical HPLC 정제 시 LUNA 5 μ C18(2) column(4.6×250
mm, Phenomenex, Torrance, CA, USA)을 사용하였으며

5% aqueous acetonitrile(A), 80% aqueous acetonitrile(B)

용매를 사용하여 분리․정제하였다. Flow rate는 0.4 mL/

min으로 하여 gradient 조건은 처음 A: 100%, B: 0%로 시작

하여 Fig. 3의 gradient 조건에 따라 분리․정제하였고, UV

detector(UV730D, Younglin)를 사용하여 210 nm의 파장에

서 검출하였다. 용출된 분획을 구획별로 나누어 speed vac으

로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였으며 각 분획은 10 mM Tris-HCl

(pH 7.5) 완충액 10 μL에 녹여 spot lawn method(13)를 사용

하여 B. subtilis ATCC 6633에 대한 항세균 활성을 나타내

는 구획을 조사하였다.

Ultra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UPLC)

를 이용한 electrospray ionization tandem mass spec-

trometry(ESI-MS/MS)

정제된 항세균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UPLC에 의한

ESI-MS/MS를 시행하였다. 항세균 활성을 나타내는 3개의

분획을 acquity BEH C18 1.7 μm column(2.1×100 mm, Wa-
ters)을 사용하여 0.1% formic acid/100% H2O와 0.1% for-

mic acid/100% acetonitrile을 용매로 정제한 후 Synapt

HDMS(High Definition Mass Spectrometry™, Waters)를

사용하여 이온화하고 분자량을 측정하였다.

식중독 세균 생육 저해 활성

B. polyfermenticus CJ6의 식중독 세균 4종에 대한 생육

저해 활성을 조사하였다. 식중독 세균과 B. polyfermenticus

CJ6는 5 mL TSB 또는 BHI 액체배지에 각각 1%씩 접종하

여 37
o
C에서 12∼24시간 배양한 후 원심분리(9,500×g, 15

min, 4
o
C)하여 균체를 회수하였다. 각각의 식중독 세균과 B.

polyfermenticus CJ6는 약 6.0～6.2 log CFU/mL로 희석하

였다. 희석된 각각의 식중독 세균 1종과 B. polyfermenticus

CJ6을 1:1 volumn으로 50 mL TSB 또는 BHI 액체 배지에

접종하여 접종 직후 혼합 균체 농도가 최종 약 6.2～6.4 log

CFU/mL가 되도록 하였다. 이를 37
o
C에서 0～24시간 동안

진탕배양하면서 3시간마다 식중독 세균과 B. polyfermenti-

cus CJ6의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식중독 세균과 B. polyfer-

menticus CJ6의 변별은 plate 상에서 B. polyfermenticus

CJ6는 plate 배양 시 점질물을 포함한 볼록한 모양의 col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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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rowth and antibacterial activity of B. polyfermenti-
cus CJ6. □, B. polyfermenticus CJ6 cell growth; ●, antibacterial
activity (AU/mL) against B. subtilis ATCC 6633. All values were
mean±SD (n=3).

Table 1. Effect of heat, pH and enzyme treatment on the an-
tibacterial activities of B. polyfermenticus CJ6

Treatment
Antibacterial

activity (AU/mL)

Heat

Control
25, 24 hr
37, 24 hr
50, 24 hr
70, 24 hr
100, 30 min
121, 15 min

102,400
102,400
51,200
1,600
0
0
0

pH

Control
3.0
4.0
5.0
6.0
7.0
8.0
9.0

102,400
102,400
102,400
102,400
102,400
102,400
102,400
102,400

Enzyme

Control
Proteinase K
Protease
Pepsin
Trypsin
α-Chymotrypsin
Lipase
α-Amylase

102,400
0

6,400
102,400
102,400
6,400
102,400
102,400

The antibacterial activity was measured by the spot-on-the
lawn test. B. subtilis ATCC 6633 was used as indicator.

를 형성함에 반하여 식중독 세균은 일반적 세균 colony 모양

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있었다. 대조군으로는 각 식중독 세

균과 B. polyfermenticus CJ6의 균체 배양액을 50 mL TSB

또는 BHI 액체배지에 최종 약 6.0～6.2 log CFU/mL가 되도

록 각각 단독 접종하여 배양한 것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생육시기에 따른 항세균 활성

B. polyfermenticus CJ6는 배양 4시간경 대수기를 나타내

며 16시간 이후 정지기에 도달함을 알 수 있었다. 항세균

활성은 배양 4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8시간에 최대 활

성(102,400 AU/mL)을 나타내었으며 이후 급격히 항세균 활

성이 감소하여 배양 12시간에 최대 활성의 50%를 나타내며

배양 16시간 이후에는 거의 활성이 소실되어(12,800 AU/

mL) 이후 36시간까지 3,200 AU/mL 정도의 활성을 유지하

였다(Fig. 1).

기존의 보고에서 B. polyfermenticus CJ9이 생산하는 항

세균 활성 물질은 생육 12시간에 최대 활성을 나타내고 정지

기에 접어든 생육 36시간 이후부터 72시간까지도 최대 활성

을 유지하다가, 사멸기인 96시간에 최대 활성의 50%가 감소

하여 120시간에는 활성이 완전히 소실되었다고 보고되어 B.

polyfermenticus CJ9이 B. polyfermenticus CJ6보다 생육에

따른 항세균 활성 안정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11). 그러나

B. polyfermenticus SCD의 항세균 활성은 생육 3시간에 최

대 활성(약 6,400 AU/mL)을 나타내고 생육 4시간에 정지기

에 이르러 급격하게 활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정지기에 진입하면서 바로 항세균 활성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14). 이러한 항세균 활성의 감소는

균의 포자형성과 세포의 자가분해에 의한 세포 내 단백분해

효소의 방출에 의하여 분해 작용에 의한 결과로 생각되며

(2), 이로부터 B. polyfermenticus CJ6가 생산하는 항세균

활성 물질은 단백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단백질성 물질

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세포내 단백분해 효소에 대한

항세균 물질의 분해정도는 strain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항세균 활성 물질의 안정성

B. polyfermenticus CJ6의 항세균 물질의 열안정성 실험

결과 항세균 활성 물질은 37oC에서 24시간 처리 시 그 활성

이 50% 저하되며 70
o
C에서 24시간 처리 후 역가가 완전히

소실되어 열에 불안정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1). pH에 대

한 안정성 실험에서 B. polyfermenticus CJ6의 항세균 활성

물질은 pH 3.0～9.0 구간에서 안정한 활성을 나타내어 분리

균주가 생산하는 항세균 물질은 산성에서부터 알칼리 영역

까지 전 pH 구간에서 안정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1). 각종

효소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결과 B. polyfermenticus CJ6의

항세균 활성 물질은 pepsin, trypsin, α-amylase, lipase 처리

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protease, α-chymotrypsin을 처리

시 역가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proteinase K의 단백분해 효소

에 역가를 완전히 상실하였다(Table 1).

이로부터 B. polyfermenticus CJ6가 생산하는 항세균 활

성 물질은 단백질성 물질임을 추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B.

polyfermenticus가 생산하는 bacteriocin 물질에 대한 연구

는 많지 않으며 B. polyfermenticus CJ9이 생산하는 항세균

활성 물질과 B. polyfermenticus SCD가 생산하는 polyfer-

menticin SCD라는 물질이 보고되고 있다(11,14). B. poly-

fermenticus CJ9이 생산하는 항세균 활성 물질은 37oC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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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solation of the antibac-
terial compounds by recycling
preparative HPLC. A, Chroma-
togram of a recycling prep-HPLC
after solid phase extraction (SPE)
by first injection; B, Chromato-
gram of a recycling prep-HPLC of
the fraction 4 by second injection;
a,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B.
subtilis ATCC 6633; b, Antifungal
activity against A. petrakii PF-1.

의 온도에서 그 활성이 완전히 소실되어 열에 불안정하고

pH 5.0∼9.0 구간에서 안정하였으며 proteinase K, protease,

trypsin, α-chymotrypsin에 활성이 완전히 소실되었으며

Gram 양성균에서 Gram 음성균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항세균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1). Polyfermenti-

cin SCD는 열에 안정하며, pH 2.0∼9.0 구간에서 안정하였

으며 proteinase K에 의해 활성이 소실되었으며 항세균

spectrum이 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B. polyfer-

menticus CJ6가 생산하는 항세균 활성 물질은 위 두건의

보고와 단백분해 효소에 실활 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보다

세부적인 특징 즉 실활 되는 단백분해 효소의 종류, 항세균

활성 물질의 안정된 pH 구간, 항균 스펙트럼, 항균력 등에서

다소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B. poly-

fermenticus CJ6가 생산하는 항진균 활성 물질과 그 특성을

비교 시 항진균 활성 물질은 121
o
C에서 15분간 열처리 시에

도 원래 역가의 25% 정도를 유지할 정도로 열에 매우 안정

하다는 차이점이 있다(12).

Recycling preparative HPLC 정제

B. polyfermenticus CJ6가 생산하는 항세균 활성 물질을

정제하기 위해 배양 상등액을 SPE 정제한 후, recycling

preparative HPLC JAIGEL-W252 column(20×500 mm)으
로 분리․정제하여 8개의 분획을 얻었다(Fig. 2A). 각 분획

의 항세균 및 항진균 활성을 확인한 결과 3, 4번 분획에서

가장 강한 항세균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3번 분획은 항진균

활성도 함께 검출되어(Fig. 2A-a, b), 4번 분획만을 이후의

정제 시료로 사용하였다. 4번 분획을 5배 농축하여 2차

HPLC 정제를 시행하여 5개의 분획을 얻었다(Fig. 2B). 분리

된 5개의 분획의 항세균 및 항진균 활성을 조사한 결과 5개

의 분획 모두 항진균 활성은 나타내지 않았으며 4-4번 분획

에서 가장 강한 항세균 활성을 나타내어(Fig. 2B-a, b) 다음

단계의 정제 실험 시료로 사용하였다.

Analytical HPLC 정제

두 차례에 걸친 recycling preparative HPLC 정제 시료는

analytical HPLC로 다시 정제하였다(Fig. 3). 총 3개의 peak

로 분리하여 각 peak의 항세균 활성을 확인하였을 때 3개의

peak 모두에서 항세균 활성이 관찰되었다. 항세균 활성은

peak 2, peak 1, peak 3 순으로 강한 활성을 나타내었다(Fig.

3). 3개의 분획은 각각 분취하여 분자량 결정을 위한 ESI-

MS/MS 분석의 시료로 사용되었다.

UPLC를 이용한 ESI-MS/MS

정제된 B. polyfermenticus CJ6가 생산하는 항세균 활성

물질(3 peaks－Fig. 3)의 정확한 분자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UPLC를 이용하여 ESI-MS/MS를 시행하였다. 3개의 peak

중 1번 peak에서는 2개(M.W.: 757.4153 Da, 750.3444 Da),

2번 peak에서는 1개(M.W.: 1024.5282 Da), 3번 peak에서는

2개(M.W.: 1123.6083 Da, 1617.8170 Da)의 각각 다른 분자량

을 나타내는 5개의 peptide가 검출되었다(Fig. 4A～E). 이상

의 결과로부터 B. polyfermenticus CJ6가 생산하는 항세균

활성 물질은 분자량이 약 750 Da, 1024.5 Da, 약 1120∼1600

Da의 적어도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항세균 활성 물질을 생산

함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자량과 특징을 지닌

Bacillus 균주가 생산하는 bacteriocin이 보고되고 있으며

(16-24), 이들의 분자량이 보고된 논문들과 모두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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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Isolation of the antibacterial compounds by reversed-phase analytical HPLC. A, Chromatogram of analytical HPLC.
Aqueous acetonitrile gradient was shown as dotted line (⋯); B, Antibacterial activities by spot-on-the lawn test. B. subtilis ATCC
6633 was used as indicator.

하였을 때 본 실험에서 분리·정제된 5개의 peptide는 지금까

지 보고된 bacteriocin과 다른 분자량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향후 본 실험에서의 5개의 peptide는 bacteriocin 물질

의 특성 실험, 구조 분석 등의 연구를 진행하여 어떤 물질인

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식중독 세균 생육 저해활성

식중독 세균 4종을 각각 B. polyfermenticus CJ6와 동일

한 농도(6.0～6.2 log CFU/mL)로 배지에 1:1로 접종하고 이

를 공동배양한 후 B. polyfermenticus CJ6의 식중독 세균의

생육 저해 효과를 조사하였다(Fig. 5). S. Typhi는 단독 배양

시 생육이 점차 증가되어 24시간에 최대 생육도(9.30 log

CFU/mL)를 나타내었으나, B. polyfermenticus CJ6와 공동

배양 하였을 때에는 공동배양 6시간만에 완전히 생육이 저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E. coli O157:H7은 단독 배양

시 12시간에 최대 생육도(9.97 log CFU/mL)를 나타내었으

나, B. polyfermenticus CJ6와 공동배양 하였을 때는 공동배

양 6시간에 완전히 생육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S. aureus는 단독 배양 시 12시간에 최대 생육도(9.18

log CFU/mL)를 나타내었으나, B. polyfermenticus CJ6와

공동배양에서는 3시간만에 완전히 생육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L. monocytogenes는 단독 배양 시 24시간

에 최대 생육도(11.19 log CFU/mL)를 나타내었으나, B.

polyfermenticus CJ6와 공동배양에서는 배양 3시간만에 완

전히 생육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그러나 B.

polyfermenticus CJ6의 생육은 각각의 식중독 세균과 공동

배양 또는 B. polyfermenticus CJ6 단독 배양에서 거의 유사

한 패턴으로 나타나 B. polyfermenticus CJ6의 생육이 식중

독 세균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Chang과 Chang(25)이 보고한 박테리오신을 생산하는 유산

균 Leuconostoc citreum GJ7을 24시간 배양한 후 그 배양액

에 식중독 세균 E. coli O157:H7, S. Typhi, S. aureus의 각

식중독 세균을 약 5 log CFU/mL로 접종하여 공동 배양한

결과 S. Typhi 균주만 배양 18시간에 완전히 제어되었으며,

E. coli O157: H7, S. aureus는 배양 36시간까지 완전히 생육

이 제어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박테리오신 생성균주 B. polyfermenticus CJ6와 식중독 세

균을 동일한 농도(6.0～6.2 log CFU/mL)로 접종 후 공동배

양 하여도 배양 3시간∼6시간만에 완전히 식중독 세균의 생

육이 억제되어 B. polyfermenticus CJ6가 매우 강력한 식중

독 세균 저해능이 있는 균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Gram 음성

균(S. Typhi, E. coli O157:H7, 6시간)보다 Gram 양성균(S.

aureus, L. monocytogenes, 3시간)에 대하여 더 빠른 시간내

에 생육을 저해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바이

오틱 균주로서 필요한 특성 중 장내 유해 세균에 대한 항미

생물능과 관련하여 장내 유해한 세균의 생육은 억제하면서

B. polyfermenticus CJ6의 생육은 유지하여 장내 유용 세균

밸런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B. polyfermenticus CJ6는 정장작용 및 식중독 예방

및 치료용 생균제재(probiotic)로 활용할 수 있을것이며 더

불어 본 균주가 생산하는 항세균 활성 물질을 천연 보존제

등 다양한 관련 산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B. polyfermenticus CJ6가 생산하는 항세균 활성 물질의

특성을 규명하고 정제하였다. 생육에 따른 항세균 활성은

배양 4시간부터 나타내어 정지기인 배양 8시간에 최대 활성

(102,400 AU/mL)을 나타내고 이후 급격히 활성이 감소되었

다. B. polyfermenticus CJ6의 항세균 활성 물질은 37
o
C에서

24시간 처리 시 활성의 50% 저하되고 70
o
C에서 24시간 처리

시 활성이 완전히 소실되어 열에 불안정하였으며, pH 3.0∼

9.0 구간에서 안정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B. polyfermenticus

CJ6의 항세균 활성 물질은 protease, α-chymotrypsin을 처

리 시 역가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proteinase K의 단백분해

효소에 역가를 완전히 상실하여 단백질성 물질임을 추정하

였다. B. polyfermenticus CJ6는 E. coli O157:H7, S. au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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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lectrospray ioniztion tandem mass spectrum of the purified antibacterial compound from B. polyfermenticus CJ6 using
ultra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A&B, peak 1 in Fig. 3; C, peak 2 in Fig. 3; D&E, peak 3 in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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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rowth of the inoculated food-borne pathogens in B. polyfermenticus CJ6 culture. ●, B. polyfermenticus CJ6 growth
with pathogen cell growth; ○, B. polyfermenticus CJ6 growth without pathogen cell growth; ■, pathogen growth with B. polyfermenticus
CJ6 cell growth; □, pathogen growth without B. polyfermenticus CJ6 cell growth. All values were mean±SD (n=3).

S. Typhi, L. monocytogenes의 식중독 세균과의 각각 공동

배양에서 배양 3∼6시간 이내에 식중독 세균의 생육을 완전

히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polyfermenticus CJ6가 생

산하는 항세균 활성 물질은 SPE, recycling preparative

HPLC, analytical HPLC을 이용한 4단계의 정제과정을 통하

여 최종 항세균 활성을 나타내는 3개의 분획을 분리하였다.

정제된 물질의 분자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UPLC를 이용한

ESI-MS/MS를 시행한 결과 3개의 분획에서 분자량이 다른

5개의 peptide(757.4153 Da, 750.3444 Da, 1024.5282 Da,

1123.6083 Da, 1617.8170 Da)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기존에

보고된 bacteriocin 분자와는 다른 분자량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polyfermenticus CJ6와 식중독 세균과의 공동

배양 실험에서 B. polyfermenticus CJ6는 식중독 세균에 대

하여 매우 강력한 항세균 활성을 나타내며 그 원인물질이 되

는 새로운 항 미생물 peptides 물질은 천연식품 보존제 및

사료 보존제뿐만 아니라 정장용 제재, 식중독 예방 및 치료

용 생균제재 등으로도 활용이 기대되며, 이를 위하여 분리된

5개의 peptide의 정확한 구조 및 특성 규명 등의 연구가 앞으

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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