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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actobacillus salivarius JWS 58 (JWS 58) and Lactobacillus plantarum JWS 1354 (JWS 1354)

are isolated from duck intestine and have ability to produce bacterioci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immunomodulatory effects of JWS 58 and JWS 1354. The nitric oxide (NO) and cytokines

(IL-1β and TNF-α) were measured in C57BL/6 mouse peritoneal macrophages to determine immune

enhancing effects of JWS 58 and JWS 1354. A Listeria (L.) monocytogenes challenge mice model was

used to evaluate immune enhancement ability of JWS 58 and JWS 1354 in vivo. The results showed that

JWS 58 and JWS 1354 increased the production of NO or cytokines by peritoneal macrophages and that

oral administration of viable probiotic strains in mice elicited the immuno-modulatory effect upon L.

monocytogenes challenge. JWS 1354 showed stronger immune enhancing effects than JWS 58. Collectively,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Lactobacillus strain JWS 58 and JWS 1354 possess immune enhancing effect.

Furthermore, two stains are expected to use feed supplement to prevent diseases by pathogenic bacteria

through releasing bacteriocin and enhancing host immune responses in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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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Lactobacillus는 그람 양성 간균 형태의 비 병원성 유

산균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장내에 정상적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숙주의 면역반응을 유도하여 macrophage와 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숙주의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Lactobacillus는 다양한 감

염성 질병 예방목적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식품이나 사

료첨가제 또는 치료제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5, 21, 25].

Macrophage는 monocyte로부터 분화된 세포로 숙주의

면역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생물이나

lipopolysaccharide(LPS), lymphokines, interferon과 같은 다

양한 물질에 의해 활성화되어, nitric oxide(NO)나

interleukin-1β(IL-1β)와 tumor necrosis factor-α(TNF-α)같

은 염증성 cytokine을 분비하여 숙주의 면역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11, 12, 22, 28]. NO는 L-arginin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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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ic oxide synthetase 효소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로서

단시간 존재하는 반응 중간산물이지만, 미생물이나 암

세포의 사멸 또는 성장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 [13, 24].

IL-1β는 염증을 유도하는 cytokine으로 알려져 있으며 숙

주 세포의 증식, 분화, 소멸 등과 같은 다양한 세포 반

응을 유도하며 다른 cytokine과 chemokine의 분비를 유

도해 면역 연쇄반응을 촉발시키기도 한다 [3, 8]. TNF-

α는 숙주의 면역 체계 내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데, 염증과정을 조정하거나 intracellular pathogen을 억제

하여 숙주가 감염성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갖도록 한다

[2].

박테리오신(Bacteriocin)은 미생물이 생산하는 천연의

항균성 단백질 또는 펩타이드계 물질로써 표적 미생물

의 세포막 합성을 저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산균이 생산하는 박테리오신은 Listeria(L.) monocyt-

ogenes나 Clostridium perfringens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테리오신 생성능

을 가진 유산균은 항생제 대체물질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1, 7, 16].

오리의 장관에서 분리된 유산균주 Lactobacillus

salivarius JWS 58(JWS 58)과 Lactobacillus plantarum

JWS 1354(JWS 1354)는 병원성 미생물에 대하여 항균

효과를 나타내는 박테리오신을 생성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23]. 또한 유산균주에 의해 생성된 박테리오신이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 항균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확인 하였다 [23]. 두 균주가 생산하는 박테리오신은 공

통적으로 L. monocytogenes에 강력한 항균효과를 가지

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JWS 58은 Streptococcus mutans

에 항균력을, JWS 1354은 Bacillus cereus와 Staphylo-

coccus aureus에 대해 항균효과를 나타내었다 [23]. 

본 연구에서는 박테리오신 생성능력이 검증된 JWS 58

균주와 JWS 1354균주가 가진 면역 조절 능력을 평가하

기 위해 in vitro 상에서 C57BL/6 마우스 peritoneal

macrophage의 유산균에 의한 활성 효과를 NO와 cytokine

측정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in vivo 상에서는 마우스 L.

monocytogenes 감염 실험을 통해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두 유산균주의 방어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재료 및 방법

미생물 배양

JWS 58균주와 JWS 1354균주는 MRS broth(BD, USA)

에 37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MRS plate를 이용하여

균 수를 측정 하였다. 또한, 배양액을 4oC에서 12,000

rpm으로 10분 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은 버리고 균체

만을 0.01 M 멸균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pH 7.2)

에 두 번 세척한 후, 110oC에서 15분 간 열처리로 유산

균을 사멸시킨 후 –20oC에 저장하였다. In vitro 실험

시, 유산균을 5 × 108과 1 × 108 colony forming units(CFU)/

mL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In vivo 실험의 경우에는 살

아있는 유산균 1 × 109 CFU를 100 µL의 10% skim milk

가 함유된 PBS에 현탁하여 2주간 매일 경구투여 하였다.

L. monocytogenes BA00092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로부터 분양 받은 야생 균주로 BHI broth(BD, USA)에

37oC에서 12시간 배양한 후 BHI plate에서 균수를 측정

하였다. 4oC에서 12,000 rpm으로 10분 간 원심 분리하여

균체만 PBS로 두 번 세척한 후 2 × 106 CFU/mL로 희석

하였다.

마우스로부터 peritoneal macrophage 분리

마우스 peritoneal macrophage는 Zhang 등 [29]의 방

법에 따라 분리하였다. C57BL/6 마우스(Nara Biotech,

Korea)의 복강에 3 mL의 Brewer thioglycollate medium

(Sigma, USA)을 복강내로 주사하고 4~5일 경과 후, CO2

로 안락사한 마우스의 복강에 5 mL PBS를 주사하여 복

강을 세척하여 복수를 채취하였다. 그 후 4oC, 1,500 rpm

에서 8분 간 원심 분리하여 cell pellet을 모은 후, PBS

로 2회 세척 하고, hemocytometer로 세포의 활력과 세

포 수를 측정하였다. 10%(v/v) FBS(Invitrogen, USA)와

100 mg/mL streptomycin과 100 U/mL penicillin(Invitrogen,

USA)이 첨가된 RPMI 1640(Sigma, USA)배지에 macro-

phage를 1 × 106 cells/mL으로 희석하였다.

Peritoneal macrophages 활성화

Peritoneal macrophages를 12-well tissue culture plate

(BD, USA)에 5 × 105 cells/well씩 분주한 후, 유산균을

5 × 107 CFU/mL과 1 × 107 CFU/mL씩 첨가하여 macro-

phage 당 균체 수가 20 또는 100 CFU/macrophage가 되

게 하였다. Control로 사용할 well에는 유산균 대신 PBS

를 첨가하였다. Negative control well에는 유산균을 제

외하고 PBS만을 첨가하였으며, positive control well에는

PBS와 함께 LPS(Sigma, USA)를 100 또는 500 ng/mL씩

첨가하였다. LPS는 TLR4(toll-like receptor 4)에 결합하

여 macrophages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

산균에 의한 macrophages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

해 사용되었다 [15]. 모든 시험은 3반복씩 수행하였다.

37oC, 5% CO2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상층액 만을 모

아 NO와 cytokine(IL-1β, TNF-α)의 농도를 측정 하였

다 [12, 25].

NO 측정

NO의 농도는 Griess reagent(Promega, USA)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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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측정하였다. 50 µL의 macrophage 배양액 또는 nitrite

standard(0~100 µM sodium nitrite)에 1% sulfanilamide가

함유된 5% phosphoric acid 50 µL와 0.1% N-1-

naphyl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 50 µL를 섞고 실

온의 암실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USA)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흡광도 값을 standard 표준곡

선을 이용하여 NO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모든 샘플과

standard는 3반복씩 실시하였다 [19].

Cytokines 측정

IL-1β와 TNF-α의 농도는 ELISA set(BD, USA)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450 nm에서 측정한 흡광도 값을

standard (0~2,000 pg/mL, IL-1β; 0~1,000 pg/mL, TNF-α)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모든 샘플과 standard

는 3반복씩 실시하였다.

L. monocytogenes challenge 시험

마우스에 대한 L. monocytogenes의 감염 시험은 normal

control(NC), positive control(PC), JWS 58투여군 그리고

JWS 1354투여군으로 총 4개의 군으로 나누어 실시하였

으며, 각 군 별 7마리, 총 28마리의 마우스를 사용하였

다. 7~9 주령의 암컷 BALB/c 마우스(Nara Biotech,

Korea)에게 1 × 109 CFU의 JWS 58 또는 JWS 1354균주

100 µL를 2주간 매일 경구투여 하였다. NC와 PC에는

10% skim milk가 함유된 PBS 100 µL만을 경구투여 하

였다. 2주 후에 JWS 58투여군, JWS 1354투여군 그리고

PC군의 마우스에 L. monocytogenes 치사량인 1.2 × 105

CFU를 100 µL PBS에 현탁하여 미정맥을 통해 인공감

염 시켰다. NC의 마우스에는 100 µL PBS만을 주사하였

다 [6, 17]. L. monocytogenes 감염 3일 후, 마우스의 체

중을 측정하고 안락사 시킨 후, 복대정맥에서 혈액을 채

취하여 혈청을 수집하였다. 무균적으로 간과 비장을 적

출하여 무게를 측정한 후, 간은 70 µm nylon mesh(Fisher

Scientific Inc., USA)로 균질화하여 PBS로 단계 희석하

고 BHI plate에 접종하여, 간 내 L. monocytogenes의 균

수를 측정하였다. 결과는 log 지수로 나타내었다. 마우

스 혈청으로는 NO와 cytokine(IL-1β, TNF-α)을 측정하

였다 [20]. 모든 동물실험은 충북대학교 동물실험 윤리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며 실시하였다.

통계 처리

통계 처리는 SPSS(Windows ver. 12.0; SPSS, USA)를

이용하였으며 그룹간의 유의성 검정은 ANOVA와

Tukey’s multiple range test로 실시하였다(p < 0.05).

결 과

유산균의 in vitro 상에서의 peritoneal macrophages

활성 효과

열처리하여 사멸시킨 유산균에 의한 in vitro 상에서

의 마우스 peritoneal macrophage의 NO 생성량의 경우

JWS 58균주를 5 × 107 CFU/mL과 1 × 107 CFU/mL의 농

도로 처리한 macrophage는 두 농도 모두에서 PBS만을

첨가한 군(0.79 ± 0.07 µM/mL)에 비해 NO 생성이 유의

적으로 증가되지 않았다. 하지만 JWS 1354균주를 첨가

한 macrophage의 NO 생성량은 11.44 ± 0.28 µM/mL

(1 × 107 CFU/mL, 저농도 처리군)과 13.49 ± 0.34 µM/

mL(5 × 107 CFU/mL, 고농도 처리군)로 두 농도 모두 LPS

500 ng/mL을 첨가한 control(7.21 ± 2.76 µM/mL) 및 PBS

만 처리한 control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Fig.

1A).

IL-1β의 생성량은 유산균 농도에 따른 증가를 보였는

데, 두 균주 모두 PBS를 첨가한 macrophage 보다 증가

하였으나 JWS 58균주를 첨가한 macrophage의 증가 량

이 훨씬 많았다. JWS 1354균주 저농도 처리군의 IL-1β

322.55 ± 3.20 pg/mL로 PBS 처리군(15.00 ± 2.11 pg/mL)

보다는 증가했으며, JWS 1354균주 고농도 처리군과 JWS

58균주 저농도 및 고농도 처리군은 LPS 100 ng/mL 처

리군(434.82 ± 14.03 pg/mL)보다 많은 양의 IL-1β를 생산

하였다. 가장 높은 증가 량을 보인 것은 JWS 58균주 고

농도 처리군(1,525.91 ± 10.00 pg/mL)이었다(Fig. 1B).

TNF-α는 IL-1β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유산균에

의한 생성 량 증가 효과가 크지 않았다. 두 균주 모두

농도에 따른 증가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JWS 1354균주

의 경우 두 농도 모두 PBS 처리군(140.33 ± 1.84 pg/mL)

과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고 JWS 58균주의 경우 저농도

처리군은 LPS 100 ng/mL 처리군과 유사한 TNF-α 생성

량을 나타내었다. JWS 58균주 고농도 처리군(592.39

± 75.17 pg/mL)이 가장 많은 TNF-α 생산량을 보였으나,

이 또한 LPS 500 ng/mL 처리군(2,767.11 ± 67.12 pg/mL)

보다는 적었다(Fig. 1C).

마우스 L. monocytogenes 감염 모델에서의 면역증강

효과

JWS 58균주와 JWS 1354균주가 in vitro 상에서 보여

준 면역조절능력이 in vivo 상에서도 증명되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마우스에 2주간 유산균을 투여한 뒤 L.

monocytogenes를 감염시켜 유산균에 의한 숙주의 감염

에 대한 저항성 증가 여부를 관찰하였다. 마우스의 체중

의 경우, 2주간의 유산균 투여 후 L. monocytogenes 감

염전 측정 결과, 모든 군간에 통계학적 유의성을 발견되



284 최현종·김지예·신명수·이상명·이완규

지 않았으나, 감염 3일 후 측정한 체중에서 L.

monocytogenes 감염 시킨 유산균 투여군과 PC군의 마우

스 체중이 감염 시키지 않은 NC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체중 당 간장의 무게

또한 감염으로 인해 증가되었는데, 유산균 투여군의 증

가 폭이 PC군에 비해 더 컸다. 반면 체중 당 비장 무게

Fig. 1. Nitric oxide (NO) (A), IL-1β (B) and TNF-α (C) production by murine peritoneal macrophages induced by two

concentrations of heat-killed Lactobacillus salivarius JWS 58 (JWS 58) and Lactobacillus plantarum JWS 1354 (JWS 1354).

Murine peritoneal macrophages (5 × 105 cells/mL) were stimulated with probiotics or PBS for 24 h. Density of JWS 58

and JWS 1354 were 1 × 107 colony forming units (CFU)/mL, respectively. JWS 58 and JWS 1354 × 5 = 5 × 107 CFU/mL.

“L100” or “L500” mean LPS at 100 ng/mL or 500 ng/mL. Data are mean ± SD of triplicate.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dicate the statistical differences as determined by ANOVA (p < 0.05).

Table 1. Effect of Lactobacillus salivarius JWS 58 and Lactobacillus plantarum JWS 1354 on the body weight and

relative liver and spleen weights of mice 3 days after Listeria (L.) monocytogenes challenge

Group Body weight (g) Liver/BW (g/kg) Spleen/BW (g/kg)

NC 18.38 ± 0.27a 46.99 ± 1.53a 5.47 ± 0.08a

PC 15.31 ± 0.26b 60.98 ± 2.67b 7.35 ± 0.48b

JWS 58 14.08 ± 0.24b 70.40 ± 0.82bc 6.22 ± 0.37ab

JWS 1354 14.63 ± 0.46b 76.01 ± 0.67c 6.08 ± 0.28ab

a,b,cThe statistical differences determined by ANOVA (p < 0.05). NC: normal control (no probiotics-feeding and no infection with 

L. monocytogenes), PC: positive control (no probiotics-feeding and infection with L. monocytogenes), JWS 58: Lactobacillus 

salivarius JWS 58-fed and infected with L. monocytogenes group, JWS 1354: Lactobacillus plantarum JWS 1354-fed and 

infected with L. monocytogenes group. All data represent the mean ± SE of seven mice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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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산균 투여군의 증가 폭이 PC군에 비해 작아 PC군

이 NC군에 비해 비장 무게가 유의적으로 증가 된데 비

해 유산균 투여군은 NC군과의 통계학적 유의성이 관찰

되지 않았다.

간장 내 L. monocytogenes 수에서도 유산균 투여군이

PC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2). PC군의 간 내 평균 L. monocytogenes 수는

4.3 × 108 CFU/g 이었으나 JWS 58균주를 투여한 마우스

의 간 내 L. monocytogenes 수는 평균 5.2 × 107 CFU/g,

JWS 1354균주는 4.1 × 107 CFU/g로 각각 88% 와 90.5%

의 감소율을 보였다.

마우스 혈청 내 cytokine 수치 또한 유산균 투여군에

서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s. 3B and C). 특히

JWS 1354투여군의 cytokine 수치가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다. IL-1β의 경우 JWS 1354투여군이 1,123.34

± 397.19 pg/mL로 다른 군과의 유의성을 보였으나 JWS

58투여군은 392.90 ± 134.81 pg/mL로 NC군 및 PC군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TNF-α의 경우 JWS 58투여군

에서 NC군이나 PC군에 비해 증가되기는 하였지만, JWS

1354투여군처럼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Fig. 2. Viable cells of Listeria (L.) monocytogenes in liver

of BALB/c mice in the L. monocytogenes challenge model.

Data represent the log data of mean ± SE of seven mice

in each group. PC: Positive Control group (no probiotics-

feeding and infection with L. monocytogenes), JWS 58:

Lactobacillus salivarius JWS 58-fed and infected with L.

monocytogenes group, JWS 1354: Lactobacillus plantarum

JWS 1354-fed and infected with L. monocytogenes group.
a,bThe statistical differences as determined by ANOVA (p

< 0.05).

Fig. 3. Nitric oxide (A), IL-1β (B) and TNF-α (C) production in BALB/c mice sera in the L. monocytogenes challenge

model. NC: normal control group (no probiotics-feeding and no infection with L. monocytogenes), PC: positive control

group (no probiotics-feeding and infection with L. monocytogenes), JWS 58: Lactobacillus salivarius JWS 58-fed and

infected with L. monocytogenes group, JWS 1354: Lactobacillus plantarum JWS 1354-fed and infected with L.

monocytogenes group. a,bThe statistical differences as determined by ANOVA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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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kine과는 다르게 혈청 내 NO량에 있어서는 4군 모

두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A).

 

고 찰

오리로부터 분리한 유산균 JWS 58균주와 JWS 1354

균주의 macrophage에 대한 활성효과를 NO와 cytokine

을 통해 측정해 본 결과, 두 균주 모두 macrophage를 활

성화 시켰다. 특히, JWS 1354균주는 NO를, JWS 58균

주는 cytokine의 생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crophage를 활성화시키는 실험에는 열처리로 사멸시

킨 유산균을 이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유산균의 증식으

로 인해 배지가 산성화되면서 macrophage가 죽는 현상

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열처리로 사멸시킨 유산균도

macrophage를 활성화시켜 cytokine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는 연구 보고가 발표되었다 [10, 18].

이 결과를 토대로 in vivo 상에서 마우스의 L.

monocytogenes 감염 모델로 유산균 투여 시 면역 활성

을 통한 숙주의 저항성 증가 여부를 확인하여 보는 실

험을 실시하였다. L. monocytogenes는 사람에게 식중독

을 유발하는 병원성 균으로, 세균 감염에 대한 숙주의

면역반응을 연구하는 실험 모델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

며, 유산균의 경구 투여로 감염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

다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4, 14]. 마우스에

Lactobacillus rhamnosus 또는 Lactobacillus casei의 경구

투여가 Salmonella typhimurium 또는 L. monocytogenes

의 감염으로부터 숙주의 저항성을 증가시켜 준다는 보

고가 있다 [6, 17].

In vivo 실험 결과, 혈청 내 cytokine(IL-1β, TNF-α) 수

치가 유산균 투여군의 마우스에서 비 투여군(NC군과

PC군)에 비해 월등하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JWS 1354투여군의 cytokine 농도 증가가 현저하였다. 이

러한 cytokine의 증가는 면역체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

고,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19]. 그 결과, 유산균 투여가 간 내의

L. monocytogenes의 수를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

었다. 또한 유산균 투여군은 L. monocytogenes 감염으로

인한 마우스 체중당 비장의 무게 증가가 PC군에 비해

크지 않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유산균에 의한 숙주의 면

역 활성으로 인한 보호 효과로 추측된다. Puertollano 등

[20] 또한 Lactobacillus plantarum 투여로 L. monocy-

togenes 감염 마우스에서 비장의 무게가 정상 수준으로

감소 되었으며, 생존율이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

표한 바가 있다. 반면에 유산균 투여군의 간장의 무게는

비투여군에 비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L.

monocytogenes 감염으로 인한 영향이라기 보다는 유산

균 투여로 인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Puertollano 등 [20]

의 L. monocytogenes 감염 실험 결과, 비록 우리의 결과

처럼 군간의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감염 후 2~4

일 사이에 유산균 투여군에서 간장의 무게가 비투여군

에 비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Tsai 등

[27]은 랫드에서 유산균을 경구 투여한 경우, 다른 장기

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오직 암컷의 간장 무게만이

증가된 것을 보고한 적이 있다. 우리의 실험결과 또한

이와 유사해 보인다. 감염 후 3일차에 측정한 체중에서

는 비감염군에 비해 L. monocytogenes 감염군에서만 체

중 손실을 보였는데, 이는 L. monocytogenes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JWS 58균주와 JWS 1354

균주는 마우스의 macrophage를 활성화 시켜 NO 및

cytokine의 분비를 증가 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한 이와 같은 효과로 macrophage 및 숙주의 면역 체계

가 활성화 되어 체내에 존재하는 L. monocytogenes 수

를 감소, 마우스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

낸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 속의 다른 2종 이상의 미생물로 이루어진 복합

생균제가 단일 미생물로만 이루어진 생균제에 비해 숙

주의 성장률과 폐사 율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발표되

고 있다 [9, 26]. 또한 사료 내 박테리오신의 첨가는 해

당 가축의 면역반응을 증가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는 보

고도 있다 [7]. 이와 같은 학문적 배경에서 볼 때, JWS

58균주와 JWS 1354균주는 오리에서 분리한 비 병원성

의 유산균주로서 박테리오신을 생산하는 능력과 면역

활성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두 균주를 혼합하

여 동물 사료첨가용 복합 생균제로 개발한다면 항생제

대체제로서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JWS 58와 JWS 1354 두 균주의 마우스

에서 나타난 면역 활성효과가 생균제를 사용 하고자 하

는 동물에서의 재현성 여부와 사용 동물의 안전성 검증

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박테리오신을 생산하는 JWS 58균주와 JWS 1354균

주의 면역 활성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우스

macrophage에서 NO와 cytokine 생산량 측정을 통한 in

vitro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마우스 L.

monocytogenes challenge model의 혈청 내 NO와 cytokine

수치 측정, 체중 당 간장과 비장의 무게 측정, 간 내 L.

monocytogenes균 수 측정 등을 이용한 in vivo 실험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두 균주에 의한 우수한 면역 활성 효

과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또한 L. monocytogenes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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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숙주를 보호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유산균주 중에서 JWS 1354균주의 면역 활성효과가

더 높았지만 두 균주를 혼합하여 동물 사료 첨가용 복

합 생균제로 개발할 경우, 산업적 활용가치가 더욱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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