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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주로부터 분리한 Bacillus polyfermenticus CJ6의 항진균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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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J6 bacterial strain, which possesses strong antifungal activity, was isolated from meju and identified 
as Bacillus polyfermenticus based on Gram staining, biochemical properties, and 16S rRNA gene sequencing. 
B. polyfermenticus CJ6 showed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the various pathogenic molds, yeasts, and bacteria. 
Antifungal activity from B. polyfermenticus CJ6 was reduced after 24 hr at 70oC but antifungal activity was 
not completely destroyed. The antifungal activity was stable in the pH range of 3.0~9.0, and inactivated by 
proteinase K, protease, and α-chymotrypsin, which indicate its proteinaceous nature. The apparent molecular 
masses of the partially purified antifungal compound, as indicated by using the direct detection method in 
Tricine-SDS-PAGE, was approximately 1.4 k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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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 까지 개발된 미생물이 생산하는 항균 활성 물질들  

부분의 박테리오신  bacteriocin-like substances(BLS)

는 일부 세균에만 국한되어 항균작용을 나타내는 한계를 지

니고 있다(1). 진균류에 의한 인간의 질병, 작물의 병해 유발, 

식품의 부패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하여 보다 효과 인 

항진균 활성 물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재 사용되고 

있는 진균류 제어용 화학요법은 세균감염증에 한 화학요

법에 비하여 그 발 이 매우 조한 실정이고, 화학 으로 

합성된 항생제는 효과가 일시 이며 난분해성이여서 인축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Peptide성 항균물

질은 인체에 섭취되어 소화기 의 단백가수분해효소에 의

해 분해됨으로 무독성이고 잔류성이 없어 항생제의 체원

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2). 따라서 여

러 가지 진균류에 한 강력한 항진균 활성을 가진 항균성 

peptide를 생산하는 새로운 미생물의 탐색  개발이 꼭 필

요한 실정이다(2).

Bacillus 속은 산업 으로 요한 종으로서, 오랜 세월동

안 식품  각종 발효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protease, 

amylase, glucanases  cellulase 등의 요한 효소  다양

한 구조를 지니는 항균 활성 물질들을 생산하는 특징을 지니

고 있다(1,3). Bacillus  속이 생산하는 항균 물질들은 종에 

따라 다양하며(1,3), 이  alboleutin(4), bacillomycin(5,6), 

bacilysin(7), fengycin(8), iturin(9,10), mycosubtilin(11,12), 

rhizocticins(13)은 항진균 활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콩 발효식품에서 요한 발효 미생물로 

작용하는 B. subtilis나 B. licheniformis는 GRAS(generally 

regarded as safe) 미생물이며(14), 이들이 생산하는 항균물

질은 항균 활성 범 가 매우 넓고 다양한 특징을 지니는 특

성 때문에 새로운 항진균 활성 물질 생산균주로서 심이 

모아지고 있다(1,3).

그동안 로바이오틱 생균제는 주로 유산균을 사용하여 

제조되어 왔으나, 최근 Bacillus polyfermenticus를 이용한 

Bacillus  속 로바이오틱 생균제에 한 산업 인 유용성

이 증 되고 있다(15-17). 그 에서도 B. polyfermenticus 

SCD(비스 균)는 로바이오틱 생균제로 시 되고 있다

(18). B. polyfermenticus는 1933년 일본의 Terakado가 공기

로부터 분리한 그람 양성의 비병원성균으로, 아포를 형성하

고 plate 배양 시 콜로니의 색상으로 은 황색을 보이며 균

주의 형태는 약 0.8×4～4 μm의 크기의 간균이다(19). 한 

비스 균은 20여종의 효소를 분비하여 양을 보 시키며 

인체의 3  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섬유소를 

소화, 흡수시키고 병원성 균들인 티 스균, 라티 스균, 

리균, 콜 라균 등을 용균시켜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비스 균은 일본약국방외의약품성분규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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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균(amylolytic Bacillus)이라 하여 B. subtilis  B. 

mesentericus와 함께 게재되어 있으나, 국제명명규약( 를 

들어 Bergey's manual)에 의한 분류명에는 존재하지 않는

다(20). 그러나 미생물 분류상의 특징들을 비교해볼 때 B. 

polyfermenticus는 B. subtilis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인정

되고 있으나, B. subtilis와 다른 은 유당을 분해하는 능력

이 있고 포도당과 유당에서 산과 젖산을 더욱 많이 생산하

는 것 등이다(21). 재 B. polyfermenticus 유래의 항균물질

은 B. polyfermenticus SCD에 의해 생산되는 polyfer-

menticin SCD라고 명명된 박테리오신에 한 연구가 이루

어져 있으며, 이는 Gram 양성균과 Gram 음성균 그리고 곰

팡이 에서는 Aspergillus oryzae와 Aspergillus niger에

서만 생육 해활성을 가지는 항균력을 가지고 있다(21). 그

러므로 식품의 부패나 식 독에 여하는 곰팡이  세균, 

효모 등의 미생물에 해 용될 수 있는 넓은 범 의 항균

력을 가지고 있는 GRAS 등 의 항균제나 생균제재의 개발

은 그 유용성을 더욱 크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래식 메주로부터 항진균  항

세균 활성을 나타내는 균주를 분리하 다. 이  가장 항진

균 활성이 강하고 항진균 활성 범 가 넓은 Bacillus poly-

fermenticus를 분리하 고 분리균주의 항진균 활성 물질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항진균 활성 균주의 분리

가정에서 제조된 재래형 메주를 수집하여, 이  1 g을 

취하여 마쇄하 다. 마쇄된 메주가루를 10 mL의 멸균수에 

탁한 후, 탁액을 100 μL 는 200 μL를 취하여 Lu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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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배지, potato dextrose agar(PDA, Difco Laboratories, 

MI, USA), malt extract agar(MEA, Difco Laboratories) 배

지에 도말하 다. LB 평 배지는 37oC, PDA 평 배지는 

25oC, MEA 평 배지는 30oC에서 2～5일 동안 평 배양하

면서 곰팡이  세균들에 해 해활성을 나타내는 균주를 

분리하 다.

분리균주의 동정

항진균 활성 분리균주의 동정을 하여 일차 으로 형태

학 , 생화학  특성을 조사하 다. 그람 염색  포자형성 

찰과 API 50 CHB system(BioMérieux Co., France)을 이

용하여 당 발효능을 조사한 후에 균주동정 로그램(http:// 

apiweb.biomerieux.com)을 이용하여 균주를 동정하 다. 

최종 인 동정은 분리균주의 16S rRNA gene 염기서열 결

정을 통하여 시행하 다. 분리균주의 16S rRNA gene se-

quencing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 다. 분리균주의 

chromosomal DNA를 Genomic DNA purification kit 

(Q-Biogene, USA)을 이용하여 분리한 후, 1차 PCR은 

Universal primer(22)를 사용하여 시행하 다. 2차 PCR은 

B. subtilis와 B. polyfermenticus의 16s rRNA gene의 서열 

 상동성이 높은 부 를 primer 서열로 합성하여(Ba4-F: 

5'-AGCTGCTCCCTGATGTTAG-3'; 4-subRR: 5'- 

TCGAAGAATCGAATGATCCT-3') 수행하 다. 증폭된 

PCR 산물은 pGEM-T easy vector(Promega Co., USA)에 

cloning 한 후 ABI PRISM 3730 DNA analyzer(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를 이용하여 염기서열

을 결정하 다. 그 결과를 BLASTN 로그램(23)을 이용하

여 GenBank의 ribosomal RNA gene sequence와 비교하

으며 sequence의 상동성은 CLUSTAL X program을 이용하

여 분석하 다.

조항균 물질의 비

본 실험에 사용된 항균 물질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비

하 다. 항균 물질 생성 균주를 tryptic soy broth(TSB, 

Difco Laboratories, USA) 5 mL에 종하여 37
oC에서 12시

간 배양한 후 배양액을 50 mL TSB 액체 배지에 1% 

종하여 37oC에서 30시간 동안 본배양하 다. 본배양액을 

원심분리(9,500×g, 15 min, 4oC)하여 얻은 상징액을 0.2 μm 

membrane filter(Advantec MFS, Inc., Japan)로 제균한 후 

배양상징액을 조항균 물질로 사용하거나 는 동결건조

(Labconco Co., USA) 후 3차 증류수로 녹여 5배, 10배, 20배 

농축하여 사용하 다. 이때 조구로는 TSB 액체 배지를 

동결건조 후 실험구와 같은 배율로 농축한 것을 사용하 다.

분리균주의 항균 활성 측정

분리균주의 항균 활성은 direct method(3)  paper disk 

method(24)를 사용하여 Gram 양성과 음성세균, 효모  곰

팡이에 하여 조사하 다. 항균 spectrum 실험에 사용한 

미생물  ATCC 균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 Manassas, VA, USA)로부터 구입하

으며 Bacillus subtilis DJⅠ(25), Bacillus subtilis cxⅠ(26), 

Aspergillus petrakii PF-1, Aspergillus ochraceus PF-2, 

Aspergillus nidulans PF-3, Cladosporium gossypiicola 

KF-2는 본 실험실에서 된장(DJⅠ), 토양(cxⅠ), 메주

(PF-1,2,3) 그리고 김치(KF-2)로부터 분리하여 동정한 균주

를 사용하 다. 항균 활성 측정을 한 감수성 세균은 LB 

는 brain heart infusion(BHI, Difco Laboratories, USA) 

평 배지, 감수성 곰팡이는 MEA 는 PDA 평 배지, 감수

성 효모는 yeast mold broth(YMB, Difco Laboratories) 

는 sabouraud dextrose broth(SDB, Difco Laboratories) 평

배지에 1×106 cfu/mL로 도말하 다.

Direct method(3)에서는 5 mL TSB 액체배지에서 12시간 

 배양된 분리균주 6 μL를 감수성 균주가 도말된 평 배지 

에 micropipette을 사용하여 3 cm 길이로 직  그어 주었

다. Paper disk method(24)는 감수성 균주가 도말된 평 배

지 에 8 mm 직경의 paper disk(Advantec, Toyo Ro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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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ha, Ltd., Japan)를 놓고 항균 물질을 100 μL씩 일정하게 

가하 다. 항세균 실험에서는 37
oC에서 12시간 동안 배양하

고, 항진균 실험은(효모와 곰팡이) 25
oC 는 30oC에서 24～

72시간 동안 배양하여 분리균주의 항균활성을 측정하 다. 

항균활성은 diamatic caliper(CD-15CPX, Mitutoyo, Japan)

를 사용하여 생육 지환의 지름으로 측정하 다.

생육시기에 따른 항진균 활성 측정

분리균주는 37oC에서 0～120시간 동안 진탕배양하면서 

600 nm(Ultrospec 2100 pro, Amersham Biosciences, Uppsala, 

Sweden)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생육곡선을 그리고, 이 때 

생육시기에 따른 항진균 활성을 측정하 다. 항진균 활성 

측정은 spot-on-the lawn test(27)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 다. 감수성 곰팡이인 Aspergillus petrakii PF-1의 

포자를 PDA 배지 20 mL에 1×106 cfu/mL로 첨가하여 petri 

dish에 부은 후에 굳으면 항진균 물질 10 μL를 배지 에 

spotting하여 30oC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활성을 측정하

다. 활성 역가는 항진균 물질을 순차 으로 2배씩 희석하여 

해환을 형성하는 최  희석배수의 역을 취하고, 이 값에 

1 mL에 해서 환산해주는 환산계수를 곱하여 AU/mL로 

나타내었으며 3회의 반복실험을 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 다.

항진균 물질의 안정성

항진균 물질의 온도, pH  각종 효소처리에 한 안정성

을 조사하 다. 온도에 의한 향을 알아보기 하여 배양상

징액을 25oC, 30oC, 37oC, 50oC, 70oC에서 24시간, 100oC에서 

30분, 121
oC에서 15분간 열처리한 후에 잔존활성을 측정하

다(21,28). pH에 한 향을 알아보기 하여 배양상징액

을 5 N NaOH와 5 N HCl를 사용하여 pH 3.0～pH 9.0으로 

조정하여 4oC에서 4시간 동안 처리한 후, 항진균 활성을 측

정하 다(21,28). 각종 효소에 한 향을 알아보기 하여 

분리균주의 배양상징액에 proteinase K(EC 3.4.21.64, Sigma 

Co., USA)는 10 mM Tris-HCl 50 mM NaCl 5 mM EDTA 

(pH 7.5), protease(type I, 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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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pas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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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한 후에 잔존하는 항진균 활성을 

측정하 다(21,28).

항진균 물질의 부분 정제

항진균 활성 분리균주를 50 mL TSB 액체 배지에서 37oC, 

30시간 진탕배양 한 후, 원심분리(9,500×g, 15 min, 4oC)하
여 회수한 상징액을 0.2 μm membrane filter로 제균하 다. 

제균된 상징액을 100% methanol과 3차 증류수로 미리 

soaking된 소수성 column인 C18 Sep-Pak(Waters Co., 

Massachusetts, USA)에 흡착시킨 후, 3차 증류수로 수세하

고 100% methanol로 용출하 다. Methanol에 녹아있는 분

획은 Speed Vac Concentrator(Centra-Vac VS-802, Vision, 

Korea)를 이용하여 용매를 제거한 후 멸균수에 녹여 항진균 

활성 측정  Tricine-SDS-PAGE(29)에 사용하 다.

Tricine-SDS-PAGE

C18 Sep-Pak column으로 부분 정제한 시료로부터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의 분자량을 Tricine-SDS-PAGE를 

통하여 결정하 다. 18% acrylamide gel을 사용하 고, 표

 분자량 물질로는 polypeptide SDS-PAGE standards 

(Bio-Rad, USA)를 사용하 다. 기 동 후 coomassie 

brilliant blue G(Sigma Co., USA)로 단백질을 염색하 다. 

Gel 상에서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의 band 확인은 direct 

detection 방법(30)에 하여 시행하 다. 기 동 한 gel을 

25%(v/v) isopropanol과 10%(v/v) glacial acetic acid 용액

에 담근 후 상온에서 30분간 고정시키고 나서 증류수로 1시

간 30분 동안 세척하 다. 세척한 gel은 염색된 gel상에서의 

band와 비교하여, 주요 band 부 를 잘라 PDA 평 배지 

에 놓고 그 에 PDA top agar(0.7%, w/v) 10 mL를 분주

하여 굳힌 후에 배지 표면에 Cladosporium gossypiicola  

KF-2를 면에 도말한 다음, 25oC에서 72시간 배양한 후, 

항진균 생육 해환이 생성되는 band를 확인하 다. 조구

로는 acrylamide gel을 direct detection에 사용된 band gel과 

같은 크기로 잘라 동일한 세척  활성 측정법을 시행하여 

acrylamide 성분에 의한 생육 해 작용이 없음을 확인하 다.

결과  고찰

항진균 활성 균주의 분리  동정

메주가루를 멸균수에 희석한 시료를 LB, PDA, MEA 평

배지에 도말하여 2～5일간 배양한 후, 형성된 미생물의 

집락을 찰하 다. 배양된 평 배지에서 다양한 종류의 세

균(352종)과 곰팡이(10종)들이 찰되었으며, 이  형성된 

곰팡이 집락들에 해 생육 해활성을 나타내는 균주 18종

을 1차 선별하 다. 1차 선별된 18종의 미생물은 균체를 직

 감수성균주에 가하는 direct method(3)를 사용하여 Table 

1의 곰팡이 7종에 한 항진균 활성을 조사하 다. 이  

가장 항진균 활성이 강하고 그 활성 범 가 넓은 균주 1종을 

선별하 고, 이를 CJ6라 명명하 다(data not shown). 최종 

선별된 분리균주 CJ6의 곰팡이 7종에 한 항진균 활성은 

Fig. 1에 나타내었다.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는 분리균주는 포자를 형성하는 

Gram 양성의 간균이며, API 50 CHB system을 이용한 균주 

동정 결과에서 Bacillus subtilis로 86.1%의 상동성을 나타내

었다. 보다 정확한 동정을 하여 항진균 활성 분리균주의 

16S rRNA gene의 염기서열을 결정하여(1,520 bp) 이를 

GenBank에 등록된 표 균주(type strain)나 참고균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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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Fig. 1. Antifungal activities of the B. poly-
fermenticus CJ6. Indicator: A, Aspergillus flavus 
ATCC 22546; B, Aspergillus fumigatus  ATCC 
96918; C, Cladosporium gossypiicola KF-2; D, 
Penicillium roqueforti ATCC 10110; E, Aspergillus 
petrakii PF-1; F, Aspergillus ochraceus PF-2; G, 
Aspergillus nidulans PF-3.

Table 1. Inhibitory spectrum of B. polyfermenticus  CJ6

Microorganisms Indicator
Antimicrobial activity

Supernatant 5× 10× 20×

Gram-positive 
bacteria

Bacillus subtilis ATCC 6633 
Micrococcus luteus ATCC 13513 
Streptococcus mutans  ATCC 25175 
Listeria monocytogenes ATCC 19113 
Bacillus subtilis DJⅠ 
Bacillus subtilis cxⅠ

+ 
- 
- 
++ 
- 
-

++ 
+ 
+ 
+++ 
- 
+

++ 
+ 
+ 
+++ 
- 
+

+++
++
++
+++
+
++

Gram-negative 
bacteria

Escherichia coli  ATCC 25922 
Escherichia coli O157:H7 ATCC 43895 
Pseudomonas aeruginosa  ATCC 27853 
Salmonella Typhi ATCC 19430

- 
- 
- 
-

+ 
- 
- 
-

++ 
+ 
+ 
+

+++
++
+
+

Molds

Aspergillus flavus ATCC 22546 
Aspergillus fumigatus ATCC 96918 
Aspergillus petrakii PF-1 
Aspergillus ochraceus PF-2 
Aspergillus nidulans PF-3 
Cladosporium gossypiicola KF-2 
Penicillium roqueforti  ATCC 101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Yeasts
Candida albicans ATCC 24433 
Candida albicans ATCC 11006 
Candida albicans ATCC 18804

- 
- 
-

- 
- 
-

- 
- 
-

+
+
+

Activity was expressed as the diameter of inhibition zone against each sensitive indicator. Degree of clarity of clear zone by 
growth inhibition: -, no inhibition zone; +, below 14.05 mm; ++, 14.05～17.05 mm; +++, above 17.05 mm. Control experiment were 
carried out by using the culture media (TSB-without inoculation) concentrates (1×, 5×, 10×, 20×). No inhibition zone was ob-
served through control experiment.

erence strain)의 16S rRNA gene 염기서열들과 상동성을 

비교한 결과 분리균주는 B. polyfermenticus와 99.9%의 상

동성을 나타내었다. 이에 분리균주는 최종 B. polyfer-

menticus로 동정되었으며 이를 B. polyfermenticus  CJ6 

(GenBank No. FJ436014)라 명명하 고, 그 16S rRNA gene

의 염기서열은 GenBank에 등록하 다.

분리균주의 항균 spectrum

Gram 양성균과 음성균 세균 10종, 곰팡이 7종  효모 

3종을 상으로 B. polyfermenticus CJ6에 의한 항균 활성을 

조사하 다(Table 1). B. polyfermenticus CJ6의 배양상징

액을 paper disk method(24)를 통하여 항균 활성을 측정한

결과, Gram 양성균인 B. subtilis  ATCC 6633, Listeria 

monocytogenes ATCC 19113에 한 해 활성을 나타내었

으며, Aspergillus ochraceus PF-2와 C. gossypiicola KF-2

의 곰팡이를 해하 다. B. polyfermenticus CJ6의 배양상

징액을 5배, 10배, 20배 농축하여 처리한 구에서 분리균주는 

Gram 양성균과 음성균을 모두 해하 으며 Candida albi-

cans strain 효모들에 해서도 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곰

팡이에 한 실험에서는 Aspergillus flavus ATCC 22546을 

제외한 Aspergillus fumigatus  ATCC 96918, A. petrakii 

PF-1, A. ochraceus PF-2, Aspergillus nidulans PF-3, C. 

gossypiicola KF-2, Penicillium roqueforti ATCC 101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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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육 해활성을 나타내었다(Table 1). 이때 조구로 

사용된 TSB 액체 배지만을 농축하여(5배, 10배, 20배) 처리

한 구에서는 사용된 세균, 효모, 곰팡이에 해 어떠한 해 

활성도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하 다.

B. polyfermenticus는 GRAS 균주로서 최근 정장용 생균

제재(probiotics)로 시 되고 있다(18). 그러나 항균 활성을 

지닌 B. polyfermenticus에 한 보고는 많지 않으며, 기존

에 개발된 B. polyfermenticus SCD도 항세균 활성과 A. or-

yzae와 A. niger의 단 두 종에 제한된 항진균 활성에만 한정

되는 한계가 있다(21). 그러므로 보다 강력하고 항세균 활성

과 항진균 활성을 동시에 지니는 GRAS 미생물의 개발이 

요구되며, 항세균 활성과 항진균 활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B. polyfermenticus CJ6에 한 본 연구 결과는 새로운 항균 

활성(항세균＋항진균) B. polyfermenticus 균주의 개발이라

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생육시기에 따른 항진균 활성

B. polyfermenticus CJ6(Fig. 2)의 생육에 따른 항진균 활

성을 조사하 다. B. polyfermenticus CJ6는 배양 12시간에 

1차 수기 반을 지나 24시간에 생육 정지기에 잠시 이르

다가 다시 36시간에 2차 수기에 어들어 생육 60시간경 

최  생육도를 나타내었다(A600: 7.63). 그 이후 사멸기에 

어들면서 세포 탁도가 서서히 감소하 다(A600: 6.16). 항

진균 활성은 배양 6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30시간 이

후부터 최  활성(3,200 AU/mL)을 나타내었으며, 자가분해

에 의한 포자방출시기인 72시간 이후 격히 활성이 감소

(1,600 AU/mL)하 으나 그 후 120시간까지 활성(1,600 

AU/mL)이 유지되었다(Fig. 2).

세균의 일반 인 생육곡선은 sigmoid 형태를 나타내며,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은 sigmoid 곡선의 정상기(정지기)에

서 격히 세포 탁도가 떨어지는 형태를 나타낸다. Fig. 

2의 B. subtilis ATCC 6633의 생육곡선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의 형 인 생육곡선과는 달리, 

B. polyfermenticus CJ6의 생육곡선은 2단 생육곡선 후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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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owth and antifungal activity of B. polyfermenticus 
CJ6. □ , B. polyfermenticus CJ6 cell growth; ▲, B. subtilis ATCC 
6633 cell growth; ●, antifungal activity (AU/mL) against A. pet-
rakii  PF-1. All values were mean±SD (n=3).

히 세포 탁도가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B. polyfermenticus SCD를 TSB배지에서 배양하여 pol-

yfermenticin SCD를 생산할 때 정지기 이후 항균활성이 

격히 감소되는 반면(21), B. polyfermenticus CJ6는 생육곡

선상 2번의 수기를 나타내고, 2차 수기에 이르러 항진

균 활성 물질의 생산이 최 값을 나타내었으며 그 이후 지

속 으로 항진균 활성 물질이 분비됨을 알 수 있었다. 한 

균이 사멸기에 도달하면서 세포 탁도 감소 상과 함께 

항진균 활성이 감소되는 결과는 균이 사멸기에 이르러 포자

형성과 함께 세포의 자가분해에 의해 세포 내 단백분해효소

의 방출에 의한 향으로 생각되며 이로부터 B. poly-

fermenticus CJ6에 의해 생산된 항진균 활성 물질은 세포 

내 단백가수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단백질성 물질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항진균 물질의 안정성

B. polyfermenticus CJ6는 70oC 이상의 열처리에서 항진

균 활성이 감소되는 결과(3,200→1,600 AU/mL)를 보 다

(Table 2). 그러나 항진균 활성 물질은 121oC에서 15분간 열

처리하 을 때 역가가 완 히 소실되지 않고 일부 남아있는 

것(800 AU/mL)을 확인할 수 있었다. pH 안정성 실험 결과 

B. polyfermenticus CJ6의 항진균 활성 물질은 pH 3.0～9.0 

구간에서 안정한 활성을 나타내어 분리균주가 생산하는 항

진균 활성 물질이 산성에서부터 알칼리 역에서 안정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2). 각종 효소에 한 향을 살펴본 결

Table 2. Effect of heat, pH, and enzyme treatment on the 
antifungal activities of B. polyfermenticus  CJ6

Treatment
Antifungal activity 

(AU/mL)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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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0
3,200
3,200
3,200
1,600
1,600
800

pH

Control
3.0
4.0
5.0
6.0
7.0
8.0
9.0

3,200
3,200
3,200
3,200
3,200
3,200
3,200
3,200

Enz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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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0
200
0

3,200
3,200
0

3,200
3,200

The antifungal activity was measured by the spot-on-the lawn 
test. A. petrakii  PF-1 was used as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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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B. polyfermenticus CJ6의 항진균 활성 물질은 pepsin, 

trypsin, α-amylase, lipase 처리에는 향을 받지 않았으나, 

proteinase K 처리시 역가가 감소하 으며 protease, α- 

chymotrypsin의 단백분해효소 처리로 항진균 활성이 불활

성화 되어 역가를 상실하 다(Table 2). 이로부터 B. poly-

fermenticus CJ6가 생산하는 항진균 활성 물질은 pH  열

에 비교  안정하며, 일부 단백분해효소에 의해 항진균 활성

이 크게 감소되거나 실활되어 단백질성 물질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육시기에 따른 항진균 활성 실

험에서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 단백질성 물질임

에도 pH 3.0～9.0 구간에서 안정한 활성을 보이고 121
oC에서 

15분간 열처리에는 항진균 활성이 완 히 소실되지 않는 결

과로부터 B. polyfermenticus CJ6가 생산하는 항진균 활성 

물질은 3차 이상의 복잡한 단백질 구조가 아닌 1, 2차 구조만

을 지니는 분자성 단백질 물질의 특성을 지님을 추측할 

수 있었다.

Bacillus  속 유래의 항진균 활성 물질에 한 그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분 단백분해효소의 향을 받지 않는 

물질이다. B. licheniformis M-4가 생산하는 fungicin M4의 

항진균 활성 물질은 cyclic peptide 구조를 가지며 proteinase 

K, trypsin, carboxypeptidase A 등의 단백분해 효소에 향

을 받지 않았으며(31), B. subtilis가 생산하는 항진균 활성 

물질인 bacillomycin D와 plipastatin B1은 구조 내에 D형 

아미노산을 가지므로 단백분해효소에 향을 받지 않았다

(32,33). 이는 Bacillus 속이 생산하는 항진균 활성 물질들이 

열에 매우 안정하며 cyclic peptide의 구조를 가지거나 물질 

구조 내에 D형 아미노산을 가져 단백분해효소에도 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31,34,35). 그러나 B. polyfermenticus 

CJ6이 생산하는 항진균 활성 물질은 pH와 열에는 안정하나 

일부 단백분해 효소에 불안정하므로 기존에 보고된 

Bacillus 유래의 항진균 활성 물질들과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성 물질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항진균 물질의 부분 정제  Tricine-SDS-PAGE

B. polyfermenticus CJ6의 배양상징액을 C18 Sep-Pak 

column에 흡착시킨 후 100% methanol로 용출하여 얻은 분

획에서만 강한 항진균 활성을 찰하 다(data not shown). 

이러한 결과는 B. polyfermenticus CJ6가 생산하는 항진균 

활성 물질은 소수성 물질임을 의미한다. B. polyfermenticus 

CJ6의 배양상징액을 각각 C18 Sep-Pak column으로 부분 

정제한 시료를 Tricine-SDS-PAGE로 단백질 분리를 하

을 때 세 개의 주된 band를 나타내었다(Fig. 3). 세 개의 band

를 각각 잘라 C. gossypiicola KF-2에 한 항진균 활성을 

direct detection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분자량 1.4 kDa 부분

의 band에서 C. gossypiicola  KF-2에 한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다른 band 부분에서는 항진균 활성이 찰되

지 않았다. 이상의 실험 결과로부터 B. polyfermenticus CJ6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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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ricine-SDS-PAGE and direct detection of partially 
purified antifungal compounds from B. polyfermenticus CJ6.
A. Tricine-SDS-PAGE of partially purified antifungal com-
pounds after Coomassie Brilliant Blue G staining. Lane 1, molec-
ular weight markers; lane 2, partially purified B. polyfermenticus 
CJ6 antifungal compounds. B. Direct detection of antifungal com-
pounds from B. polyfermenticus CJ6 by using the gel overlaid 
with the indicator stain.

이 생산하는 항진균 활성 물질의 분자량은 약 1.4 kDa임을 

확인하 다.

B. polyfermenticus CJ6가 생산하는 항진균 활성 물질에 

한 본 연구는 지 까지 거의 보고되지 않은 넓은 범 의 

항진균 활성을 가지는 B. polyfermenticus  유래의 항진균 

활성 물질에 한 보고이다. 본 연구 결과는 새로운 항진균 

활성 미생물의 개발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식품  사료 등에 

천연보존제(biopreservative)로 활용함으로서 장성 향상

뿐만 아니라 열처리량 감소에 의한 양  가치, 맛, 조직감 

향상 등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Listeria 등의 병원성

균, 부패미생물 그리고 피부질환 원인균 곰팡이의 제어에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식품, 향장  의약 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를 하여 본 연구진은 본 항진

균 활성 물질의 정제  구조분석, 물질 기능  특성규명 

등의 연구를 시행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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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메주로부터 곰팡이  세균 등에 생육 해활성을 나타내

는 균주 B. polyfermenticus CJ6을 분리․동정하 다. 분리

균주 B. polyfermenticus CJ6는 2단 수기를 나타내는 생육

곡선상 특이 을 나타내었으며 배양 30시간 이후부터 최  

활성을 나타내었고 사멸기 이후 활성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120시간까지 활성을 유지하 다. B. polyfermenticus CJ6의 

항진균 활성 물질은 70
oC 이상에서 활성이 감소되었으나 

121
oC에서 15분간 열처리 시 역가가 완 히 소실되지 않았

다. pH 안정성 실험에서는 pH 3.0～9.0 구간에서 안정한 활

성을 나타내었으며, 각종 효소에 한 향에서 항진균 활성 

물질은 proteinase K, protease, α-chymotrypsin 등의 단백

분해효소 처리로 역가를 상실하거나 일부 감소되어 단백질

성 물질임을 추정하 다. 균주의 항진균 활성 물질을 C18 

Sep-Pak column으로 부분 정제한 후 Tricine-SDS-PAGE 

 direct detection 실험을 통하여 분자량이 약 1.4 kDa의 

물질임을 확인하 다. B. polyfermenticus CJ6가 생산하는 

항진균 활성 물질은 기존에 거의 보고되지 않은 B. poly-

fermenticus 유래의 단백질성 항진균 활성 물질로서 천연보

존제  천연항균제재로 사용이 기 되며, 이를 하여 항진

균 활성 물질들의 정제  구조분석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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