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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포졸란의 항생제 내성균과 장내 유해 미생물 억제에 관한 체외배양 항균
활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대조군 (CON, 포졸란 무첨가 대조군)과 DP0.3 (증류수와 포졸란 분말 
0.3%를 혼합하여 제조한 배지군), DP0.5 (증류수와 포졸란 분말 0.5%를 혼합하여 제조한 배지군), PE 
(포졸란 분말 추출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배지군)으로 구분하였다. Lacctobacillus casei 균수는 CON과 
비교할 때 DP0.3 처리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나 (P<0.05) 기타 처리구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Clostridium butyricum, E. coli, Salmonella typhimurium 균수는 CON과 비교할 때 포졸란 처리구가 
유의하게 낮았다 (P<0.05). Clostridium butyricum, Salmonella typhimurium 균수는 DP0.3, DP0.5와 
PE 사이, E. coli 균수는 DP0.5와 PE 사이의 유의차가 있었다 (P<0.05).  MRSA와 VRE의 균수는 
CON과 비교할 때 포졸란 처리구가 유의하게 낮았다 (P<0.05). MRSA 균수는 DP0.5와 DP0.3, PE 사
이의 차이가 있었고, VRE 균수는 PE> DP0.3> DP0.5> CON 처리구 순서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5).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포졸란의 항생제 내성균 및 장내 유해 미생물에 대한 항균활성이 확인
됨에 따라 가축용 천연항균제, 보조사료 규산염제로써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포졸란, 장내미생물, 항생제 내성균, MRSA, VRE, 항균활성, 체외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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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n vitro antibacterial activities of 
pozzolan against super bacteria and intestinal bacteria. There were four treatment groups: 1) CON, 
pozzolan free control group; 2) DP0.3, microbial culture medium prepared by mixing distilled 
water and 0.3% of pozzolan powder; 3) DP0.5, microbial culture medium prepared by mixing 
distilled water and 0.5% of pozzolan powder; and 4) PE, microbial culture medium prepared with 
pozzolan powder extracts without adding distilled water. The count of Lacctobacillus casei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DP0.3 group compared to CON (P<0.05). However, i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other treatment groups. Numbers of Clostridium butyricum, 
Escherichia coli, and Salmonella typhimurium were significantly lower in pozzolanic treatment 
groups compared to CON (P<0.05). Clostridium butyricum and Salmonella typhimurium cou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DP0.3, DP0.5, and PE groups (P<0.05). Counts of E. coli were 
also significantly between DP0.5 and PE groups (P<0.05). Counts of MRSA and VRE were 
significantly lower in pozzolanic treatment groups compared to CON (P<0.05). MRSA cou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DP0.5, DP0.3 and PE groups. VRE cou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order of PE > DP0.3> DP0.5> CON (P<0.05).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zzolan could be 
used as a dietary silicate supplement and a natural antibacterial agent for livestock if its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super bacteria and harmful bacteria in the intestine is confirmed. 

Keywords : Pozzolan, intestinal bacteria, super bacteria, antibacterial activity, MRSA, VRE

1. 서 론 

  인간과 동물에 대한 항생제 오남용으로 MRSA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VRE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usi)와 같
은 항생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하여 심각
한 현안으로 떠올랐다[1,2]. 그러므로,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생제의 사용 규제와 함께 
가축사료용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항균 활성제의 개발이 필요하다[3]. 기존의 항생
제와는 서로 다른 작용 메커니즘을 통하여 유해 
세균에 대한 항균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생분해
성과 자연계에서 잔류 위험성이 없는 친환경적인 
천연물질의 개발이 필요하다[4,5].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동물의 면역력, 건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장내 미생물
은 유익균 Lactobacillus의 증식이 많고 E. Coli, 
Clostridium, Salmonella를 비롯한 유해균이 적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1,5].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장내 세균 군집의 비가역적 변화, 대사
산물의 변화와 함께 장 세포의 반응 및 면역계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6]. 유해세균의 장 정착을 
억제하는 방법은 유익한 미생물에 의한 유해세균
과의 직접적인 충돌과 장내 영양소에 대한 경쟁

적 배제이다[5,7]. 
  무기 항균제는 유기 항균제에 비해 사료 가공
조건에서 안정하기 때문에 천연 광물질, 특히 규
산염 점토광물질에 속하는 지올라이트, 벤토나이
트, 고령토 등에 관한 사료첨가제 연구가 진행되
었다[8,9]. 이 가운데, 포졸란은 강력한 항균활성
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무기 항균제
로써 특히 관심을 받고 있다[10]. 포졸란은 게르
마늄, 이산화규소, 음이온을 함유함과 동시에 원
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동물영양, 항균활성을 
갖는 친환경적 사료첨가제로써 이용할 수 있다
[10,11]. 본 연구는 포졸란 분말과 열수 추출물의 
항생제 내성균과 장내 유해 미생물 억제에 관한 
in vitro 조건에서 항균활성을 조사하여 가축에 
대한 보조사료 규산염제로써 개발을 위한 기초자
료를 얻고자 수행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설계

  포졸란 분말 (Pozzolan powder, PP, 600 
mesh)은 ㈜모닝스타 (강원도, 원주시)로부터 공급
받았다. 포졸란 분말과 열수 추출물에 대한 항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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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조군 (CON, 포졸란 
무첨가 대조군)과 DP0.3 (증류수와 포졸란 분말 
0.3%를 혼합하여 제조한 배지군), DP0.5 (증류수
와 포졸란 분말 0.5%를 혼합하여 제조한 배지
군), PE (포졸란 분말 추출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배지군)으로 구분하였다. 예비실험 결과, 배양배
지의 무게에 대한 포졸란 0.3% 내지 0.5% 수준
을 벗어났을 때 장내 유해세균 균주와 항생제 내
성균주의 성장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일정한 균
수를 유지하는 범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포졸란
의 첨가 수준을 0.3%와 0.5%로 설정하였다.    

2.2. 실험 균주 
  장내 미생물 균주 4개와 항생제 내성균주 2개
로써 총6개의 균주를 포졸란의 항균활성을 평가
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장내 균주는 한국식품연구
원에서 분양받은 Lacctobacillus casei (KFRI 
00129), E.scherichia coli (KFRI 00242), 
Salmonella typhimurium (KFRI 00250), 
Clostridium butyricum (KFRI 01064)를 이용하였
다. 항생제 내성균주는 서울여자대학교 내성균주 
은행으로부터 분양받은 MRSA (Staphylococcus 
aureus, CCARM 3089), VRE (Entercocus, 
CCARM 5203)를 이용하였다.

2.3. 사용배지

  균주배양을 위해 배지로써 Lactobacillus casei 
(MRS ager, Difco 288210), Salmonella 
typhimurium (Nutrient ager, Difco 213000),  
E. coli (Nutrient ager, Difco 213000), 
Clostridium butyricum (Differential Reinforced 
Clostridial ager, Difco 264120), MRSA 
(Nutrient ager, Difco 213000), VRE (Nutrient 
ager, Difco 213000)를 각각 사용하였다. 

2.4. 배양조건

  장내 미생물 및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포졸란 
분말과 추출물의 항균활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천
평판배양법 (agar plate count method)를 이용하
였다. 예비실험 결과, 포졸란 분말 및 열수추출물
을 이용한 최소억제농도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는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천평판배양법을 적용하였다[12]. 모든 균주는 
상기 기술한 해당 고체배지에서 성장 및 유지시
켰다. CON은 PP를 혼합하지 않고 배지원료와 
증류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고체배지에 균주를 배

양하였다. 고체배지는 포졸란 분말 (PP) 3 g 또
는 5 g, 배지원료 20 g 및 증류수 1 L로 각각 
구성하였다. 이를 121℃에서 15분 동안 멸균하여 
고체 배지를 제조하였다. 처리군으로써 DP0.3과 
DP0.5는 배지원료와 PP 0.3% 및 0.5%를 각각 
혼합하여 증류수로써 제조한 고체배지에 균주를 
배양하였다. PE는 PP:증류수 1:5의 비율로 혼합 
후 배양기 (1550 Shaking incubator, 
VorTempTM, Labnet USA)에서 50℃, 8 h 섞음 
처리 후 얻어진 포졸란 열수추출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고체배지에 균주를 배양하였다. 균주 접종
은 1x107 CFU (colony forming unit)/mL의 밀
도로 표준화하고 적절한 고체배지에 접종하였다. 
혐기성 박테리아를 함유하는 평판은 혐기성 챔버 
(수소 5%, CO2 5%, 질소; Sheldon 
Manufacturing Inc., Cornelius, OR, UK)에서 
제조 하였다. 접종된 한천평판을 호기성, 혐기성 
또는 미호기성 조건 하에서 37 ℃, 24-48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혐기성 균주는 Gas-Pak®시스
템 (BBL microbiology system, Cockeysville, 
USA)을 사용하여 혐기성 조건 하에서 배양하였
다. 미생물 배양 후 콜로니 수 (CFU) 및 희석 계
수를 곱하여 박테리아 수를 계산하였다. 결과는 
배양배지 플레이트 당 박테리아 수 (log10 
CFU/plate)로써 제시하였다.

2.5 통계처리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19.0 (IBM Corp., Armonk, N.Y., USA)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평균±표준오차로서 
나타냈다. 변수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차는 95% 
신뢰수준 (P<0.05)에서 결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포졸란의 성분 
  본 연구에 사용된 포졸란은 주성분으로써 게르
마늄 23.72 ppb,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 
SiO2) 51.62%, 산화알루미늄 (aluminium oxide, 
Al2O3) 14.21%, 산화철분 (iron oxide, Fe2O3) 
5.84%, 불소(F-) 2.40 ppm과 염소산 (ClO2

-, 
ClO3

-) <1.00 ppm을 비롯한 여러 음이온을 함유
하였고 원적외선 (파장 5-20 μm 범위에서 원적
외선 방사율 0.925, 방사에너지 3.82x102 W/m2․
μm, 37℃)을 방출하는 제품이었다[10]. 규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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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에서 게르마늄 농도는 0.5-3 mg/kg으로 알
려졌으나 포졸란은 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13]. 
포졸란의 이산화규소, 산화알루미늄 및 산화철분 
함량은 Cobirzan 등(2015)에 의해 보고된 천연 
포졸란의 성분과 비슷하였으나[14], Sturz 등
(1998)이 보고한 점토광물질 보다 높았고 산화철
분은 낮았다[15]. 이산화염소, 브롬 및 불소를 비
롯한 음이온은 시멘트 재료에서 포졸란의 활성화 
반응, 미생물의 살균 및 소독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6,17]. 게르마늄은 지구상에 분포하는 
희귀 원소로써 Si, C, Zn, Cu, Fe, Sn 및 Ag와 
무기질 결합을 이루며 산화철분이 풍부한 광물질
이다. 또한, 지질 화학적으로 유사한 Si4+를 Ge4

+

으로 대체한 규산염 광물로써 분포되어있다[18]. 
게르마늄과 이산화규소는 공기 중 음이온과 원적
외선을 방출하여 다양한 생물학적 효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18,19]. 원적외선은 50-1,000 
μm 파장을 갖는 방사선으로 인체 유익한 범위
는 5-20 μm로 알려져 있다. 산화알루미늄이나 
산화규소 구조체로 이루어져 있는 규산염 광물질
은 원적외선의 방사율이 높은 대표적인 물질이다. 
원적외선은 생체 내부에 열전달이 용이하고 항균
작용을 비롯한 다양한 생체효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0]. 

3.2. 장내 미생물 균주 

  장내 미생물 균주에 대한 포졸란 분말과 열수
추출물의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
다. Lacctobacillus casei 균수 (log10 CFU/plate)
는 7.55-7.64 범위였으며 CON (7.55±0.04)과 
비교할 때 DP0.3 (7.64±0.05)가 유의하게 높았
으나 (P<0.05) 기타 처리구와 사이에 차이는 없
었다. Salmonella typhimurium, E. coli, 그리고  
Clostridium butyricum 균수는 CON과 비교할 
때 포졸란 처리구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P<0.05). 
Salmonella typhimurium 균수 (log10 CFU/ 
plate)는 7.67-8.29로 나타났으며 CON 
(8.29±0.05)과 비교할 때 PE (8.09±0.06)> 
DP0.3 (7.86±0.10)> DP0.5 (7.67±0.13) 순서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P<0.05). E. coli 균수 
(log10 CFU/plate)는 7.43-8.03 이었으며 CON 
(8.03±0.09)과 비교할 때 PE (7.87±0.05), 
DP0.3 (7.76±0.13)> DP0.5 (7.43±0.13) 순서로 
유의하게 낮았다 (P<0.05). Clostridium 
butyricum 균수 (log10 CFU/plate)는 7.93-8.38 
이었으며 CON (8.38±0.04)과 비교할 때 DP0.5 

(8.26±0.04)> DP0.3 (8.11±0.04)> PE (7.93± 
0.06) 순서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P<0.05). 따라
서, 포졸란이 장내 유해세균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포졸란
의 주성분인 게르마늄, 이산화규소, 산화알루미
늄, 산화철분, 음이온 등의 상승작용, 그리고 원
적외선 방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포졸란의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보고는 알려
진 것이 거의 없다[10,18,21]. 게르마늄, 철분 및 
원적외선은 항균활성, 세포노화 방지와 면역조절
에 관여하는 중요한 성분이다[19,22,23]. 또한, 
박테리아 세포에 흡수되어 세균 세포막 단백질과 
기타 고분자 역할을 억제하여 항균작용을 갖는다
[21]. 공기 이온 중 음이온은 여러 음전하를 띠는 
분자로써 몇 개 또는 20-30개의 물 분자와 결합
하여 음이온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인간과 동물에
서 게르마늄과 이산화규소는 공기 중 음이온 발
생으로 항균활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24]. 
      
3.3. 항생제 내성균주

  항생제 내성 균주에 대한 포졸란 분말과 열수
추출물의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MRSA와 VRE의 균수는 CON과 비교할 
때 포졸란 처리구가 유의하게 낮았다 (P<0.05). 
MRSA 균수 (log10 CFU/plate)는 7.56-7.96 범
위였으며 CON (7.96±0.04)과 비교할 때 PE 
(7.82±0.05), DP0.3 (7.74±0.05)> DP0.5 
(7.56±0.07) 순서로 유의하게 낮았다 (P<0.05). 
VRE 균수는 (log10 CFU/plate)는 7.42-7.91로 
나타났으며 CON (7.91±0.03)과 비교할 때 PE 
(7.79±0.03)> DP0.3 (7.66±0.04)> DP0.5 
(7.42±0.07) 순서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P<0.05). 
이와 같은 포졸란의 항생제 내성 균주에 대한 강
력한 억제효과는 포졸란의 주성분인 이산화규소, 
게르마늄, 음이온, 원적외선, 산화알루미늄, 및 산
화철분에 의한 시너지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포졸란의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보고는 알려
진 것이 거의 없다[10,25-27]. 게르마늄은 강력
한 항균효과가 있어 항생제 내성 균주인 MRSA
와 VRE를 억제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22,27]. 
규소 및 음이온은 동물의 성장과 발육에 중요한 
미량원소로써 뼈 형성 및 Ag-SiO2 복합체로써 
MRSA, E.coli에 대한 강력한 항균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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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pozzolan powder and hot water extracts on growth inhibition of intestinal 
bacteria. CON: pozzolan free control group, DP0.3: microbial culture medium prepared by 
mixing distilled water and 0.3% of pozzolan powder, DP0.5: microbial culture medium 
prepared by mixing distilled water and 0.5% of pozzolan powder, PE: microbial culture 
medium prepared with pozzolan powder extracts without adding distilled water. Error bars 
indicate 95% confidence intervals. abcdThe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CON DP0.3 DP0.5 PE

MRSA 7.96±0.04a2) 7.74±0.05b 7.56±0.07c 7.82±0.05b

VRE 7.91±0.03a 7.66±0.04c 7.42±0.07d 7.79±0.03b

1CON: pozzolan free control group, DP0.3: microbial culture medium prepared by mixing 
distilled water and 0.3% of pozzolan powder, DP0.5: microbial culture medium prepared by 
mixing distilled water and 0.5% of pozzolan powder, PE: microbial culture medium prepared 
with pozzolan powder extracts without adding distilled water. 2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VRE: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abcdMean values within a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1. The numbers of cultured super bacteria in in a culture medium containing pozzolan 

powder and extracts1                                     Unit : (log10 CFU/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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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규산염 광물질로써 포졸란 분말과 열수 추출물
의 항생제 내성균과 장내 유해 미생물 억제에 대
한 항균활성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Lacctobacillus casei 균수는 대조군과 비교할 때 
포졸란 처리군에서 정상 균수를 유지하거나 유의
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P<0.05). 
Clostridium butyricum, E. coli, 및 Salmonella 
typhimurium 균수는 대조구와 비교할 때 포졸란 
분말 처리구와 포졸란 분말 추출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배지 처리구가 높았으며, 특히 포졸란 분
말 처리구 및 포졸란 분말 처리구와 포졸란 분말 
추출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배지 처리구 사이의 
유의차가 있었다 (P<0.05). MRSA, VRE의 균수
는 대조구와 비교할 때 포졸란 분말 처리구와 포
졸란 분말 추출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배지 처리
구가 유의하게 낮았다 (P<0.05). MRSA 균수는 
증류수와 포졸란 분말 0.3%, 0.5%를 각각 혼합
하여 제조한 배지군과 포졸란 분말 추출물을 이
용하여 제조한 배지 처리구 사이의 유의차가 있
었다 (P<0.05). VRE 균수는 포졸란 분말 추출물
을 이용하여 제조한 배지 처리구> 증류수와 포졸
란 분말 0.3%> 증류수와 포졸란 분말 0.5%를 
각각 혼합하여 제조한 배지 처리구 순서로 유의
하게 높았다 (P<0.05). 결론적으로, 포졸란 분말 
또는 열수 추출물이 항생제 내성균 및 장내 유해
세균에 대하여 강력한 항균활성을 갖는 보조사료 
규산염제로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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