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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에서 분리된 콜레스테롤 감소능을 가진 젖산세균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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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solate and characterize lactic acid bacteria (LAB) exhibiting cholesterol-
lowering activity from the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food, kimchi. The previously isolated LAB strains were assessed
for cholesterol-lowering efficacy in the presence of 0.1% cholesterol. All LAB strains tested in this study were able to
assimilate cholesterol at varying levels, ranging from 35.0 to 99.4%. Among them, the Lactobacillus plantarum FMB 31
strain exhibited the highest cholesterol-lowering effect with 99.4% cholesterol removal efficiency. The strain was stable in
the presence of acid, bile, and salt stress, and showed high adherence on HT-29 cells, a human colon line. In addition,
the LAB strain showed no pathogenic properties such as the production of hemolysin and biogenic amines.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 plantarum FMB 31 strain isolated from kimchi can be a potential source of probiotic products
with strong cholesterol-lower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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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젖산세균(lactic acid bacteria, LAB)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균주로, 여러 나라의 전통 발효식품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된다.

LAB는 발효 식품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당을 분해해 유기산 등

의 대사산물을 생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품의 풍미는 좋아지고

부패균의 증식은 억제되며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는

LAB가 생산하는 대사산물을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

로 인증하고 있다(1).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가 숙주의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프

로바이오틱스는 신체 내 유해 세균 성장의 억제(2), 장내 기능의

개선(3), 콜레스테롤 감소(4)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유엔식량기구(FAO)와 WHO에서도 적당한 양의 프로

바이오틱스 섭취가 사람 또는 동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발효유에 포함된 LAB가 콜레스테롤 혈

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보고된 1970년대 이후

LAB와 비피더스균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5,6). 하지만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가지는 프로

바이오틱스는 인체 내에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프

로바이오틱스를 지속적으로 섭취해야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가지는 프로바이

오틱스 균주 개발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발효식품인 김치

에서 분리한 LAB 중 콜레스테롤 저하 활성이 우수한 LAB를 분

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내산성, 내담즙성, 장 정착성 및 인체에

대한 안전성 등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리된

콜레스테롤 저하 활성이 우수한 LAB는 향후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을 가지는 다양한 건강 기능식품 개발에 이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재료 및 방법

사용 균주 및 배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LAB 분리에 사용된 균주는 부경대

학교 식품공학과 식품미생물학 연구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에서 분리하여 동정된 23종의 LAB를 사용하였

으며,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 Daejeon,

Korea)에서 분양 받은 표준균주 Lactobacillus rhamnosus KCTC

5033는 대조구로 사용하였다(Table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LAB의 배양을 위해서 deMan Rogosa

Sharpe medium (MRS; Difco Laboratories Inc., Detroit, MI)을

사용하였고 LAB의 용혈활성 측정을 위해서는 5% sheep blood

(v/v)가 함유된 Mueller-Hinton agar (MHA; Difco Laboratories

Inc.)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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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아민(biogenic amines) 생성 분석에는 대조균주로 Entero-

coccus faecalis KCTC 3206 및 Pseudomonas aeruginosa KCTC

1637 균주를 사용하였다.

콜레스테롤 감소 활성 분석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Rudel과

Morris(8)의 방법을 일부 변형한 O-프탈알데하이드(phthalaldehyde)

정색반응을 이용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하였다. 0.3% 황소쓸개즙

(oxgall; Sigma-Aldrich; Saint Louis, MO)을 첨가한 MRS 액체배

지에 수용성 콜레스테롤(water-soluble cholesterol; Sigma-Aldrich)

을 각각 0.0, 0.125, 0.25, 0.5 및 1.0 g/L에 해당하는 농도로 준비

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표준보정곡선을 작성하였다.

LAB의 콜레스테롤 감소활성은 Choi 등(9)의 방법을 약간 변형

하여 진행하였다. 배양한 LAB 23종과 대조구 1종을 0.1% cho-

lesterol이 포함된 MRS 액체배지를 이용하여 37oC에서 24시간 배

양한 후, 원심분리(7,000×g, 14 min, 4oC)하여 얻어진 상층액 1 mL

에 2 mL의 50% (w/v) 수산화포타슘(KOH)과 3 mL의 95% 에탄

올(v/v)을 첨가한 후 1분간 혼합하고 60°C의 항온수조에서 10분

간 방치하였다. 그 후 시료를 냉각시키고 5 mL의 헥세인(hexane)

을 첨가하여 혼합하였다. 그리고 1 mL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현

탁 시킨 후 10분간 방치하였다. 분리된 상층의 헥세인 층 3 mL

를 시험관에 옮긴 후 60oC의 항온수조 상에서 질소가스로 농축

하였다. 농축시킨 시료에 4 mL O-프탈알데하이드 반응액[0.5 mg

O-프탈알데하이드/빙초산(glacial acetate) in 1 mL]을 첨가하여 혼

합하고 상온에서 10분간 방치한 다음 2 mL의 진한 황산을 천천

히 첨가하여 섞어주고, 10분 후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내담즙성 측정

내담즙성 실험은 Ji 등(10)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인산완충

식염수(phosphate buffered saline; 0.1 M, pH 7.0)에 인공 담즙인

황소쓸개즙을 각각 0.1, 0.3% 및 0.5% (w/v) 첨가하여 실행하였

다. 실험에 사용한 총 24개의 균주는 37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제거하여 균체(약 1.0×108 CFU/mL)를

회수하였다. 그리고 각 균체를 서로 다른 농도의 황소쓸개즙이

첨가된 인산완충식염수에 희석한 뒤 37oC에서 6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LAB를 순차적으로 희석하여 MRS 고체 배지에 37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MRS 고체배지에 형성된 집락(colony)의 수를

측정하여 내담즙성을 확인하였다. 실험은 3회 반복했으며 평균값

을 사용하였다.

내산성 측정

내산성 실험은 Ji 등(10)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염산(HCl)을

사용하여 pH를 각각 1.5, 2.0 및 3.0으로 조정한 인산완충식염수

(0.1 M, pH 7.0)에 펩신(Sigma-Aldrich; 1 mg/mL)을 첨가하여 진

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총 24개의 균주는 37oC에서 24시간 배

양한 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제거하여 균체를 회수하였다.

그리고 각 균체(약 1.0×108 CFU/mL)를 pH가 조정된 인산완충식

염수에 희석한 뒤 37oC에서 2시간 배양 후 각각의 LAB를 L-시

스테인(cysteine, Sigma-Aldrich)이 첨가된 희석수로 세척한 뒤 순

차적으로 희석하여 MRS 고체 배지에 37oC에서 24시간 배양하였

다. 배양 후 MRS 고체배지에 형성된 집락의 수를 측정하여 내

산성을 확인하였다. 실험은 3회 반복했으며,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내염성 측정

내염성 실험은 Khedid 등(11)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37oC에

서 24시간 전 배양한 LAB 배양액 0.1 mL을 NaCl 함량을 3, 6%

및 9%로 조정한 MRS 액체배지에 37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내염성을 확인하였다.

장내 상피세포에 대한 LAB 부착능

장 부착능 실험은 Korean Cell Line Bank (KCLB; Seoul,

Korea)로부터 분양 받은 장내 상피 세포인 HT-29 세포를 이용하

여 Lim 등(12)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56oC에서

30분간 가열 처리한 10%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Gibco,

Rockville, MD, USA; v/v), 2 mM L-글루타민(glutamine), 1 mM

피루브산소듐(sodium pyruvate), 100 U/mL 페니실린(penicillin)과

0.1 mg/mL streptomycin을 첨가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inimal essential medium (DMEM; Sigma-Aldrich)에 HT-29 세

포를 접종하고 37oC, 5% CO2 조건 하에서 배양하였다. Monolayer

를 형성한 HT-29 세포를 소태아혈청과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DMEM 배지가 분주된 6-well culture plate (Falcon; Beckton

Dickinson, Sparks, MD, USA)에 1.0×105 cells/mL 되도록 조정하

고 1.0×108 CFU/mL의 LAB를 접종하였다. 37oC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한 후 부착되지 않은 HT-29 세포를 제거하고, 부착된 세포

는 trypsin-EDTA 용액으로 탈착시켜 인산완충식염수로 세척하고

MRS 고체배지를 이용하여 LAB 균수를 측정하였다.

용혈능 분석

용혈능 실험은 Lim 등(12)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분석하였

다. MRS 액체배지에 LAB 균주를 37oC에서 24시간 배양 후 5%

sheep blood가 함유된 MHA 배지에 획선 접종 후 37oC에서 48

시간 배양한 후 알파 용혈(α-hemolysis, 집락 주변 녹색환 생성),

베타용혈(β-hemolysis, 집락 주변 황색 투명환 생성)과 감마용혈

(γ-hemolysis, 집락 주변 환 생성 없음)을 조사하였다.

생체아민 생성능 분석

생체아민 생성능은 Bover-Cid와 Holzapfel(13)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아미노산을 첨가한 카르복실기 제거배지(decarboxylating

medium; DCM, Difco Laboratories Inc.)에서 측정하였다. LAB에

서 관련 효소 생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각의 전구체 아미노산

(L-histidine monohydro-chloride monohydrate, L-tyrosine diso-

dium salt, L-lysine monohydro-chloride 및 L-ornithine monohy-

drochloride; 1 g/L)과 pyridoxal 5-phosphate (1 mg/L)를 첨가한

DCM 액체배지에서 LAB를 37oC에서 24시간 동안 5회 배양하여

관련 효소 활성을 유도하였다. 그 후 각각의 전구체 아미노산(2%,

w/v)이 첨가된 DCM 액체배지를 96 well-microtiter plate의 각

well에 100 μL 분주하고 LAB 배양액 50 μL을 접종하였다. 그리

고 37oC에서 72시간 동안 혐기적인 조건 하에서 배양한 후 자색

으로 변한 경우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같은 조건에서 배양한 P.

aeruginosa KCTC 1637을 음성 대조군으로, E. faecalis KCTC

3206 균주를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는 SAS (ver. 9.4, Statistical Anal-

ysis System, Milwaukee, WI, USA)를 이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

를 계산하였으며, 군간의 분산 분석은 ANOVA (Analysis of Vari-

ance) test를 사용하였고, Duncan의 다중 비교(Duncan’s multiple

range test) 로 p<0.05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보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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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LAB 균주의 콜레스테롤 감소 활성

한국전통식품인 다양한 김치에서 분리하여 부경대학교 식품공

학과 식품미생물 연구실에서 보관중인 23종의 LAB와 1종의 표

준균주인 L. rhamnosus KCTC 5033의 콜레스테롤에 대한 감소

활성을 분석하였다(Table 1). L. rhamnosus KCTC 5033는 현재

프로바이오틱스로서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감

소활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에서 대조구로 사용하였

다(9). LAB 균주들의 콜레스테롤 분해 활성은 콜레스테롤 표준

용액에 대한 표준보정곡선(상관 계수 R2=0.9965)을 이용하여 비

교하였다(결과 미제시).

LAB를 콜레스테롤이 첨가된 MRS 액체배지에서 24시간 배양

한 결과, LAB 균주에 따른 콜레스테롤 감소 활성의 차이가 관

찰되었고 LAB를 접종하지 않은 대조구와 비교하였을 때 35.0%

에서부터 99.4% 범위에서 콜레스테롤 감소가 나타났다(Fig.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LAB 균주들 중에서 L. plantarum FMB 31

균주가 가장 높은 99.4%의 콜레스테롤 감소가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L. plantarum FMB 27 균주가 90.7%의 감소 활성을 나타내

었다. L. plantarum FMB 24번 균주는 35.0%로 가장 낮은 수치

를 나타내었고 대조구로 사용된 L. rhamnosus KCTC 5033은

88.1%의 콜레스테롤 감소 수치를 나타내어 2종의 분리 젖산세균

인 L. plantarum FMB 27 균주와 L. plantarum FMB 31 균주

보다는 다소 낮은 감소율을 나타내었다(Fig. 1).

콜레스테롤 감소 능력에 대한 Choi와 Chang(14)의 보고에 따

르면 김치에서 분리한 50종 LAB 균주의 콜레스테롤(0.1 g/L) 감

소율은 3.51%에서 80.86% 범위라고 보고하고 있다. Lim 등(15)

은 7종의 Streptococcus sp.가 평균적으로 17.3%, 11종의 Lactoba-

cillus sp.가 평균 약 55.9% 그리고 7종의 Bifidobacterium sp. 가

평균적으로 약 29.1%의 콜레스테롤 감소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해 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

된 두 분리균주(L. plantarum FMB 27 및 FMB 31)는 상대적으

로 우수한 콜레스테롤 감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치 유래 젖산세균의 인공 담즙에 대한 저항성

LAB는 기본적으로 담즙에 대한 내성이 있어야만 장내에서 생

존하고 증식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5,16). 이에 본 연구에

서 사용된 LAB의 인공담즙에 대한 저항성을 확인하기 위해 황

소쓸개즙 농도별 생존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황소쓸개즙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 균의 생존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

타났다(Fig. 2). 0.1% 황소쓸개즙에서는 6시간 후 L. mesenteroides

FMB 3, L. plantarum FMB 35, L. plantarum FMB 37, L.

brevis FMB 53, L. paraplantarum FMB 78 및 L. casei FMB

94 균주들은 생존하지 못하거나 생존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균주는 70% 이상의 생존율을 나타내었

다(Fig. 2). 0.3% 황소쓸개즙이 첨가된 인산완충식염수에 37oC에

서 6시간 배양한 후 생존율을 확인하면, 모두 사멸한 6종을 제

외하면 평균적으로 78.4%의 생존율을 나타내었으며, 그 중 L.

plantarum FMB 24 균주는 91.6%, L. plantarum FMB 21 균주

는 82.8%, L. brevis FMB 4 균주는 80.0%, L. brevis FMB 3

균주는 79.9%, L. plantarum FMB 31 균주는 79.9%, L. brevis

FMB 8 균주는 79.7% 그리고 L. brevis FMB 5 균주가 78.8%의

Table 1. Lactic acid bacteria (LAB) isolated from kimchi used in

this study

No. LAB strains

1 Lactobacillus brevis FMB 01

2 L. brevis FMB 02

3 L. brevis FMB 03

4 L. brevis FMB 04

5 L. brevis FMB 05

6 L. brevis FMB 06

7 L. brevis FMB 07

8 L. brevis FMB 08

9 Pediococcus pentosaceus FMB 01

10 P. pentosaceus FMB 22

11 L. plantarum FMB 20

12 L. plantarum FMB 21

13 L. plantarum FMB 24

14 L. plantarum FMB 26

15 L. plantarum FMB 27

16 L. plantarum FMB 31

17 L. plantarum FMB 34

18 Leuconostoc mensenteroides FMB 3

19 L. plantarum FMB 35

20 L. plantarum FMB 37

21 L. brevis FMB 53

22 L. paraplantarum FMB 78

23 L. casei FMB 94

24 L. rhamnosus KCTC 5033

Fig. 1. Cholesterol removal efficacy of isolated lactic acid bacteria in MRS broth containing 0.1%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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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율을 보이며 대조구로 사용된 L. rhamnosus KCTC 5033 균

주의 78.4%의 생존율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Fig. 2). 0.5% 황소쓸개즙에서의 생존율의 경우, 모두 사멸한

7종을 제외했을 때 평균 61.7%의 생존율을 나타내었으며 L.

plantarum FMB 24 균주가 81.3%로 가장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

었고 다음으로 L. plantarum FMB 31 균주가 70.5%로 높은 생존

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조구로 사용된 L. rhamnosus

KCTC 5033 균주의 77.4%의 생존율과 비교 하였을 때 큰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2).

Vinderola 등(17)은 5종의 L. casei 및 3종의 L. rhamnosus 균주

들에 대한 인공담증 내성에 대한 실험 결과, 0.1% 황소쓸개즙의

조건에서 균주별로 3.0%-73.0%의 서로 다른 담즙 내성을 나타낸

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Papamanoli 등(18)도 0.3% 황소쓸개즙

에서 L. sakei 49 균주는 0.0% 그리고 L. curvatus 24 균주는

58.0%의 생존율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처럼,

모든 젖산세균이 인공담즙인 황소쓸개즙에 대한 높은 내성을 가

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본 연

구에서 사용된 김치에서 분리된 젖산세균들 중에서 L. plantarum

FMB 24 및 L. plantarum FMB 31 균주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담

즙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 유래 젖산세균의 내산성

대부분의 LAB는 낮은 pH 조건에서의 생존율이 떨어지기 때

문에 프로바이오틱스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조건들 중의 하나

는 내산성으로, 강한 산성 조건의 위를 통과 후 장까지 도달하여

생존하여야 한다(19). 이에 본 연구에서 분리된 LAB의 내산성을

확인하였다. pH 3.0에서 LAB의 평균 생존율은 평균 98.2%로 나

타나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Fig. 3). 이는

대조구로 사용한 L. rhamnosus KCTC 5033 균주와 비교하였을

때도 큰 차이가 없었다. pH 2.0의 조건에서는 LAB의 평균 생존

율은 67.0%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46.9%의 생존율을 보인

L. plantarum FMB 35 균주와 34.8%의 생존율을 보인 L. plan-

tarum FMB 37 균주를 제외하면 60.5%의 생존율을 보인 대조구

L. rhamnosus KCTC 5033 균주와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Fig. 3). pH 1.5로 조정한 인산완충식염수에서의 LAB

평균 생존율은 pH 2.0 조건보다 다소 낮은 64.5%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L. plantarum FMB 31 균주는 82.1%로 가장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그 외에도 L. plantarum FMB 24 (79.0%),

L. brevis FMB 7 (76.7%), L. brevis FMB 8 (75.8%), L. plan-

tarum FMB 20 (72.8%) 균주들이 높은 내산성을 나타내었으며 대

조구인 L. rhamnosus KCTC 5033 (60.6%) 보다 높은 내산성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3).

Liong과 Shah(20)은 L. acidophilus 4종과 L. casei 7종의 LAB

균주를 pH 2.0에서 내산성에 대해 실험한 결과, 대부분의 LAB

가 초기 30분까지는 산성에 대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지만, 1

시간이 지난 후부터 대체적으로 모든 LAB의 생존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LAB의 생존율이 큰 폭으로 감소

한다고 보고하였다. L. acidophilus 4종의 경우 평균 약 61.9%의

생존율을 그리고 L. casei 7종의 경우 평균 약 49.5%의 생존율을

나타내었고 그 중에서도 L. acidophilus ATCC 4962 균주가

Fig. 2. Bile tolerance of isolated lactic acid bacteria in the presence of 0.1% (□), 0.3% (▤) and 0.5% oxgall (■).

Fig. 3. Acid tolerance of isolated lactic acid bacteria in 0.1 M phosphate buffer saline adjusted to pH 3.0 (□), pH 2.0 (▤) and pH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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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그리고 L. casei ASCC 292 균주는 70.2%의 생존율을 나

타냈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해 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리

균주L. plantarum sp. FMB 27 및 L. plantarum FMB 31 균주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내산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치 유래 젖산세균의 내염성

LAB를 3%, 6% 및 9% 염화소듐이 첨가된 MRS broth에 37oC

에서 24 시간 처리 후에 대부분의 LAB 균주들은 생존하였다. 하

지만 L. plantarum FMB 35, L. paraplantarum FMB 78 및 L.

casei FMB 94 균주들은 6% 염화소듐이 첨가된 배지에서 생존을

확인할 수 없었고, 6%에서 생존하지 못한 3종의 균주 외에 L.

brevis FMB 06, Pediococcus pentosaceus FMB 01, P. pentosa-

ceus FMB 22, L. plantarum FMB 26 및 L. plantarum FMB

34 균주들은 9% 염화소듐이 첨가된 배지에서 생존을 확인할 수

없었다(결과 미제시).

Khedid 등(11)은 염화소듐 함량이 3-4%인 배지에서는 LAB가

생육하는 데 지장이 없지만, 염화소듐 함량이 6%가 넘어가면

LAB 균주들의 특성에 따라 생존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 본 실험에 사용한 분리 LAB는 염화소듐 함량이 9%인

배지에서도 23 종의 균주 중 15 종의 균주가 생존하였는데 이는

식염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발효식품인 김치에서 분리한 균주

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LAB에 비해 염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것

으로 사료된다(21).

L. plantarum FMB 31 균주의 장내 상피세포에 대한 정착성

본 연구에서 시용된 LAB 균주들 중에서 L. plantarum FMB

31 균주가 높은 콜레스테롤 감소활성을 가지면서 내담증성, 내산

성 그리고 내염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 plantarum

균주는 프로바이오틱스로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리균주

는 활용한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개발을 위한 종균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2). 이에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로서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인 장내 정착성에 대한 실험을 진

행하였다. 장내 상피세포인 HT-29 세포를 이용하여 L. plantarum

FMB 31 균주의 장애 정착능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L.

plantarum FMB 31 균주는 HT-29 세포에 대한 20.0%의 정착성

을 나타내었다.

Lee 등(23)은 L. plantarum SY11 균주가 장내 상피세포에 대해

7.2%의 정착성을, L. plantarum SY12 균주가 5.3%의 정착성을 각

각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Jung과 Kim(24)은 L.

plantarum BSM-2 균주는 4.0%, L. plantarum EHJ-1균주는 4.6%,

L.casei GSM-3 균주는 11.8%, L. casei EHJ-2 균주는 7.11%의

정착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해 보

면, L. plantarum FMB 31 균주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장내 정착

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L. plantarum FMB 31 균주의 용혈 활성

용혈활성은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선발을 위한 조건 중 인체 안

전성 측면과 관련한 실험이다. 용혈이란 적혈구의 막을 파괴하거

나 혹은 막의 표면 물질에 변화를 주어 적혈구의 내부 물질을 유

출하는 작용을 갖는 독소의 총칭으로 병원성과 관련된 알파 용

혈(α-hemolysis)과 베타 용혈(β-hemolysis)이 있다. 알파 용혈의 경

우 적혈구의 불완전한 용해를 일으켜 세균 집락 주위로 녹색의

불투명한 환이 생성되고, 베타 용혈의 경우 적혈구의 완전한 용

해를 일으켜 세균 집락 주위에 황색의 투명한 환을 생성한다(24).

본 연구에서 분석된 LAB 분리 균주 23종과 대조구 1종을 포

함한 모든 LAB 균주들은 용혈활성이 없는 감마 용혈 활성을 나

타내어 인체 병원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결과 미제시).

Estifanos(25)의 보고에서도 7종의 LAB에서 감마 용혈 활성을 나

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Simone 등(26)도 18종의 Enterococcus sp.

를 용혈능 실험한 결과 감마 용혈 활성을 나타내어 프로바이오

틱스로서 적합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L. plantarum FMB 31 균주의 생체아민 생성능

일반적으로 과량의 생체아민 섭취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

고, 알레르기 환자 및 아민산화효소(monoamine oxidase) 저해제

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생체아민이 인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27). 이러한 이유로 FDA의 경우

참치나 다랑어류에 한해 히스타민(histamine)의 잔류허용기준을

50 mg/kg, 유럽과 CODEX의 경우 어류 및 가공어육에 한해 히스

타민의 잔류허용기준을 100 mg/kg으로 제한하고 있다(28).

한편, Victoria와 Carmen(29)은 와인에서 분리한 31종의 LAB

중에서 6종이 생체아민을 생성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Curiel 등

(30)도 식품에서 분리한 93종의 LAB 중에서 13종이 생체아민을

생성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서 L. plantarum FMB 31 균주의 인체 안전성 분석을 위

해 생체아민 생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L. plantarum FMB 31 균주는 히스티딘(histidine), 티

로신(tyrosine), 라이신(lysine) 및 오르니틴(ornithine) 등의 전구체

를 분해(탈탄산 반응)하여 히스타민, 타이라민(tyramine), 카다베

린(cadaverine) 및 푸트레신(putrescine) 등의 생체아민을 생성하는

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김치에서 분리된 프로바이오틱 젖

산세균 L. plantarum FMB 31 균주는 내산성, 내담즙성을 가지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감

소능도 우수한 LAB로서, 향후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을 가진 프

로바이오틱스 종균제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식품인 김치에서 분리된 LAB를 이용

하여 콜레스테롤 감소능을 가지고 있는 LAB를 분리하고 그 특

성을 규명하였다. 23 종의 분리 LAB 중에서 L. plantarum FMB

31 균주가 99.4%의 높은 콜레스테롤 감소 활성을 나타내었고, 프

로바이오틱스로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특성인 내담즙성, 내산

성 그리고 내염성 등이 대조구로 사용된 L. rhamnosus KCTC

5033 균주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였다. 또한 L. plantarum FMB

Table 2. Production of biogenic amines of the Lactobacillus

plantarum FMB 31

Biogenic
amines

Strains

Enterococcus 
faecalis

ATCC 29212

Pseudomonas 
aeruginosa
KCTC 1637

L. plantarum 
FMB 31

Histamine +1) -2) -

Tyramine + - -

Cadaverine + - -

Putrescine + - -

E. faecalis ATCC 29212 and P. aeruginosa KCTC 1637 were used as
positive and negative control strain, respectively.
1)Production of biogenic amine; 2)Non-production of biogenic 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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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균주는 인체 안전성과 관련된 용혈독성 및 생체아민 생성능

실험에서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이

분리균은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을 가지는 다양한 건강 기능 식

품 개발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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