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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or natural preservatives because of increased consumer interest 

in health. In this study, we produced Lactobacillus rhamnosus cell-free supernatant (LCFS) and evaluated and 

compared its antimicrobial activity with existing natural preservatives against pathogenic microorganisms and 

in chicken breast meat contaminated with Escherichia coli and Staphylococcus aureus. Lactobacillus rhamno-
sus cell-free supernatant possessed 30 units of lysozyme activity and contained 18,835 mg/L of lactic acid, 

2,051 mg/L of citric acid and 5,060 mg/L of acetic acid. Additionally, LCFS inhibited the growth of fourteen 

pathogenic bacteria, S. aureus, Bacillus cereus, Listeria monocytogenes, Vibrio parahaemolyticus, Listeria in-
nocua, S. epidermidis, L. ivanovii, E. coli, Pseudomonas aeruginosa, Shigella sonnei, Shi. flexneri, Proteus 
vulgaris, Pseudomonas fluorescens, and Klebsiella pneumoniae. The antibacterial activity of LCFS was stronger 

than that of egg white lysozyme (EWL), Durafresh (DF) and grapefruit seed extract (GSE). Additionally, 

LCFS maintained its antimicrobial activity after heat treatment at 50oC~95oC and at pH values of 3~9. 

Moreover, LCFS inhibited the growth of E. coli and S. aureus in chicken breast meat.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LCFS, which contains both lysozyme and three organic acids, will be useful as a good natural 

preservative in the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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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 증가와 가금류

의 가공기술 발달로 고단백질 식품 중 하나인 닭가

슴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Chae 등 2012). 또

한, 냉장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의 경우 신선도나 안

전성이 소비자의 구매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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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im 2001). 닭고기는 양계장에서부터 관리되어 

유통되고 있으나 미생물 오염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어(Kim 1997) 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유통된 닭고

기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섭취 시까지 긴 

시간 동안 상온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영양소가 풍

부한 닭고기는 지질 산화 및 미생물 증식이 일어나

기 쉽다(Russell 1997; Kim 등 1999; Zhang 등 2016). 

따라서 닭고기의 저장 기간을 연장하거나 미생물로

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존료를 

사용하여 포장을 한다(Vermeiren 등 1999; Lee 등 

2003; Zhang 등 2016).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대로 합성 보존료에 대한 소비자 기피 현상

이 확대되고 천연 보존료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

고 있다(Yoon 등 2010). 현재 식품산업체에서는 자

몽종자추출물(GSE)이나 라이소자임(EWL), 일부 유

기산 등을 천연 식품보존료로 사용하고 있다. 자몽

종자추출물의 경우 미생물의 세포막을 약화시킴으

로 인해 세포 증식을 억제하여 항균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이는 자몽종자추출물에서 잔류 용

매에 의한 항균 효과라는 보고도 발표되고 있어 안

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Ha 등 2009). 치즈, 와

인, 생면 등에 보존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라이소

자임은 달걀 흰자에 함유된 효소로 미생물 세포벽

인 펩티도글리칸의 N-acetylglucosamine과 N-ace-

tylmuramic acid의 결합을 끊어 항균 활성을 나타낸

다(Cho 등 2005). 그러나 상대적으로 펩티도글리칸 

층이 두꺼운 그람양성균에서만 항균 효과가 뛰어나

다고 보고되고 있다(Gill & Holley 2003). 식품보존료

로 이용되고 있는 유기산은 젖산, 초산, 구연산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식품의 원료에 발효산물로 존

재하거나 인공적으로 첨가하고 있다(Chang 등 2008). 

Lactobacillus를 비롯한 젖산균은 분자량이 적은 

유기산이나 박테리오신, 과산화수소 등을 생성하여 

이들의 항균 활성이 보고되고 있다(Gänzle 2004). 젖

산균으로부터 생산되었다고 보고된 항균 물질로는 

Lactobacillus paracasei BGUB9의 박테리오신(Tolinački 

등 2010), L. reuteri의 reutericyclin와 reuterin(Gänzle 

등 2000; Kwon 등 2001), L. acidophilus의 acidocin 

(Leer 등 1995), L. sakei의 lactosin(De Carvalho 등 

2010) 등이 있다. 젖산균에 의해 생산된 박테리오신은 

장내 유익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잔류성이 없기 때문

에 식품보존료로 이용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

행되고 있다. 그러나 천연 항균 물질이 중량적으로 보

았을 때 합성 보존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항균성

으로 인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Kim 등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L. rhamnosus 배양물(LCFS)을 이용하여 식

품의 변패나 식중독을 유발하는 14종 세균들의 증

식에 미치는 영향 및 식중독균이 오염된 닭고기에 

대한 항균 활성을 조사하여 안전성이 높은 천연 보

존료의 개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Lactobacillus rhamnosus의 항균 물질 생산 

항균 물질 생성 균주는 L. reuteri(KCTC 3594), L. 
paracasei(KCTC 3165), L. rhamnosus(KCTC 3498)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Daejeon, Korea)에

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LCFS의 항균 효과를 비교

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존료인 자몽종자추출물과 

Durafresh는 DH바이오(Anseong-si, Korea)에서 공급받

았으며, egg white lysozyme은 Bioseutica B.V.(Zeewolde, 

Netherlands)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Lactobacillus 

sp.는 액체 배양 배지(glucose 20 g/L, proteose peptone 

10 g/L, beef extract 10 g/L, yeast extract 5 g/L, ammo-

nium citrate 2 g/L, sodium acetate 5 g/L, magnesium 

sulfate 0.1 g/L, manganese sulfate 0.05 g/L, dipotas-

sium phosphate 2 g/L, polysorbate 80 1 g/L)에 접종하

여 30oC에서 24시간씩 3회 계대 배양하였다(Kwon 

등 2001). 항균 물질 생산을 위해 24시간 배양액을 

액체 발효 배지(glucose 20 g/L, proteose pepton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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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 beef extract 10 g/L, yeast extract 5 g/L, ammo-

nium citrate 2 g/L, sodium acetate 5 g/L, magnesium 

sulfate 0.1 g/L, manganese sulfate 0.05 g/L, dipotassium 

phosphate 2 g/L, polysorbate 80 1 g/L, Micrococcus 
lysodeikticus cells 0.1 g/L)에 1% 접종하여 30oC, 100 rpm

으로 설정된 shaking incubator(Hanbaek, HB-201SF, 

Siheung, Korea)에서 60시간 이상 발효하였다(Oh 2015). 

LCFS는 Amicon(Millipore 8400, Saint charles, USA)

에 분자량 3, 10, 30, 100 kDa으로 cut-off 할 수 있는 

membrane filter를 사용하여 ＜3, 3∼10, 10∼30, 30∼

100 kDa로 분획을 하였다. 이때 4oC를 유지하면서 

질소 가스 압력을 40 psi로 하였다. 각각 분획물의 2

배가 되는 50 mM sodium phosphate buffer(pH 6.2)를 

첨가하여 membrane filtration하였다. 

2. 라이소자임 활성 측정 

라이소자임의 활성 측정은 Kim 등(2012)의 방법

을 이용하였다. 0.3 mg/mL Micrococcus lysodeikticus 
(Sigma Aldrich Co., St. Louis, USA)를 0.1 M sodium 

phosphate buffer(SPB, pH 6.0) 1.8 mL에 녹여 30oC에

서 10분간 방치한 후, 10 mg/mL 항균 물질 0.2 mL

를 더하여 spectrophotometer(Ultrospec 2100 pro; 

Amersham Biosciences, Uppsala, Sweden) 450 nm에서 

10분간 지속적으로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군은 egg 

white lysozyme(Sigma Aldrich Co., St. Louis, USA)을 

사용하였고, 음성 대조군으로는 SPB를 사용하였다. 

라이소자임 활성 1 unit은 pH 6.0, 30oC에 반응 용액

을 방치했을 때 분당 0.001의 흡광도를 감소시키는 

양으로 정의하였다.

3. 유기산 분석

유기산의 분석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

원에서 보유한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Ultimate 

3000, Thermo Dionex, California, USA)를 이용하였다. 

이동상은 0.01 N H2SO4를 사용하였고, 컬럼은 Aminex 

87H column(300×10 mm, Bio-Rad, California, USA)을 

이용하여 10 μL를 주입하였다. 유속은 0.5 mL/min

으로 흘려보냈으며 컬럼 온도는 40oC로 하였고, 검

출기는 UV, RI(ERC, Refracto MAX520, Tokyo, 

Japan)를 사용하여 210 nm에서 측정하였다.

4. 안정성

LCFS의 열 안정성은 Miao 등(2014)의 방법을 변형

하여 실험하였다. LCFS를 50, 65, 80, 95oC에서 1시간 

동안 가열 시킨 후 5분 동안 냉각 시켰다. E. coli와 S. 
aureus를 106 CFU/mL를 TSB(600 μL)에 접종하고 가열

시킨 0.1%(w/v) LCFS 600 μL를 혼합하여 plate count 

agar(PCA, Difco, Detroit, USA) 배지에 100 μL씩 분주

하여 도말한 후 37oC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LCFS의 pH 안정성은 Miao 등(2014)의 방법을 변

형하여 실험하였다. LCFS에 1N NaOH를 첨가하여 

pH 5, 7, 9로 맞추어 2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E. coli
와 S. aureus를 106 CFU/mL TSB(600 μL)에 접종하

고, pH를 조정한 0.1%(w/v) LCFS 600 μL를 혼합하

여 plate count agar 배지에 100 μL씩 분주하여 도말

한 후 37oC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5. 생육저해율 측정

생육저해율 측정은 Silva 등(1987)의 방법을 변형

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병원성 균주는 KCTC에서 분

양 받았다. E. coli KCTC 1682, P. vulgaris KCTC 2512, 

S. aureus KCTC 3881는 TSB(pancreatic digest of casein 

17 g/L, papaic digest of soybean 3 g/L, dextrose 2.5 g/L, 

sodium chloride 5 g/L, dipotassium phosphate 2.5 g/L)에

서 배양하였고, V. parahaemolyticus KCTC 2729는 3% 

NaCl을 포함한 TSB에 배양하였고, Pseudomonas aerugi-
nosa KCTC 1750, P. fluorescens KCTC 1767, Shi. sonnei 
KCTC 2518, Shi. flexneri KCTC 22192, K. pneumoniae 

KCTC 2208, S. epidermidis KCTC 1917는 NB(peptone 5 

g/L, beef extract 3 g/L)에서 배양하였고, B. ce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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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Lysozyme activity of cell-free supernatant of 
Lactobacillus sp. RHA, 0.1% supernatant of L. 
rhamnosus; PAR, 0.1% supernatant of L. paracasei; 
REU, 0.1% supernatant of L. reuteri. One unit of 
lysozyme was defined as the amount that pro-
duced a 0.001 per minute decrease in the ab-
sorbance of the Micrococcus lysodeikticus sus-
pension in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Figure 1. Antimicrobial activity of cell-free supernatant Lactobacillus
sp. RHA, 0.1% supernatant of L. rhamnosus; PAR, 
0.1% supernatant of L. paracasei; REU, 0.1% su-
pernatant of L. reuteri.

KCTC 1012, L. monocytogenes KCTC 3710, L. innocua 

KCTC 3586, L. ivanovii KCTC 3444는 BHI broth(beef 

heart infusion solid 5 g/L, proteose peptone 10 g/L, glu-

cose 2 g/L, sodium chloride 5 g/L, disodium phosphate 

2.5 g/L)에서 배양하였다.

생육저해율 측정을 위해서 24시간 동안 배양된 

병원균을 신선한 배지(TSB, TSB containing 3% NaCl, 

LB or BHI)에 접종(106 CFU/mL of final reaction vol-

ume)한 후 항균 물질(0.1% (w/v of final reaction vol-

ume))을 첨가하여 37o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spectrophotometer나 microplate reader(SpectraMax M2e, 

Molecular Devices, CA, USA)를 이용하여 600 nm에

서 측정하였다. 대조군에는 항균 물질 대신 3차 멸

균증류수를 첨가하였다. 

균 사멸률의 측정은 De Keersmaecker 등(2006)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생육저해율 측정을 위

하여 사용한 24시간 반응액을 10배씩 희석하여 100 

μL씩 각각의 병원성균을 배양하기 위하여 사용하

였던 배지(agar plates of TSB, TSB containing 3% 

NaCl, LB or BHI)에 도말하였다. 이들은 37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콜로니수를 측정하였다. 

6. 닭가슴살의 항균 활성

LCFS의 식품 내 항균 효과는 Miao 등(2014)의 방법

을 변형하여 실험하였다. 닭가슴살(Harim Co., Iksan, 

Korea)은 지역 내 마트(Cheonan, Korea)에서 구입하여 

균질화를 위해 믹서기(BL120, Tefal, Haute-savoie, 

France)에 강도 5로 맞추어 1분 동안 갈았다. 10 g씩 

분할한 후, 멸균 튜브에 넣어 0.85% NaCl 30 mL를 첨

가한 후 최종 부피의 0.1, 1.0, 5.0% LCFS, 0.1% EWL, 

0.1% GSE를 넣고 E. coli와 S. aureus 105 CFU/mL를 접

종하여, 37oC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0, 6, 24, 48

시간 때에 plate count agar 배지에 100 μL씩 분주하여 

도말한 후 37oC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7. 통계 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Minitab 17(Minitab Inc, Sydney, 

Australia)를 이용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사후검정

으로 Tukey test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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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rowth curves of E. coli (A) and S. aureus (B) in the presence of LCFS and organic acid. CON, control; EWL, 0.1% egg 
white lysozyme; LCFS, 0.1% supernatant of L. rhamnosus; LA, 0.1% lactic acid; AA, 0.1% acetic acid; CA, 0.1% citric acid; 
OA mixture, 0.1% organic acid mixture.

Table 1. Growth inhibition rate of heat treated LCFS against E. coli and S. aureus.

50oC 65oC 80oC 95oC

E. coli

EWL1)  9.34±0.12b2)  7.26±0.44b 6.65±0.28b –7.83±0.97b

LCFS 73.19±1.09a 77.85±0.74a 100±0.79a  100±0.83a

S. aureus

EWL 14.87±0.11b –0.25±0.95b –0.9±0.80b –0.81±0.79b

LCFS 71.92±0.98a 79.03±0.77a 100±0.85a  100±0.90a

1) EWL, 0.1% egg white lysozyme; LCFS, 0.1% supernatant of L. rhamnosus; EC, E. coli; SA, S. aureus
2) 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 b) within a column of each targeted microorganism differ significantly (P＜0.05)

결 과

1. 항균 발효물 선정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미생물인 Lactobacillus 3종류에서 

항균 물질을 생산하는 균주를 선별하기 위한 항균 활

성은 Fig. 1에 나타냈다. 5가지 병원성 균주를 비교 

하였을 때, L. reuteri, L. paracasei의 발효물보다 L. 
rhamnosus의 발효물에서 항균 활성이 모두 높았고, 

70% 이상의 항균 활성을 나타냈다. 3종 Lactobacillus 

균주의 cell-free supernatant의 라이소자임 활성을 측정

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L. rhamnosus의 라이

소자임 활성은 30 unit·mg protein-1로 가장 높았으며 L. 
paracasei와 L. reuteri 순으로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소자임 활성이 높고, 6가지 병원성 균에 대해 

70% 이상의 항균 활성을 나타낸 L. rhamnosus를 선정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LCFS에서 유기산 성분을 분

석한 결과 젖산 18,835 mg/L, 아세트산 5,060 mg/L와 

시트르산 2,051 mg/L가 검출 되었으며, 말산, 숙신산, 

포름산 등 3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LCFS의 항균 효과가 라이소자임 단독이나 유기

산만의 효과인지 알아보기 위해 108 CFU/mL의 E. 
coli와 S. aureus에 각각을 그리고 LCFS와 동량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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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rowth inhibition rate of LCFS soaked in various pH 
solutions (b) against E. coli and S. aureus. EWL, 
0.1% egg white lysozyme; LCFS, 0.1% supernatant of 
L. rhamnosus; EC, E. coli; SA, S. aureus.

Figure 5. Growth curves of E. coli and S. aureus in the presence of fractionated LCFS (A, B) and LCFS adjusted to pH 5 (C, D). 
CON, control; EWL, 0.1% egg white lysozyme.

합 유기산을 첨가하여 증식 정도를 비교하였다(Fig. 3). 

젖산, 아세트산, 시트르산 단독 처리 또는 혼합 유

기산만으로는 108 CFU/mL로 배양된 E. coli와 S. 
aureus의 생육을 유의적으로 저해하지 못하였다. 

병원성균의 생육저해를 나타내는 발효물의 열 안

정성은 Table 1에 나타냈다. EWL과 비교 하였을 때, 

50∼95oC에서 LCFS가 높은 항균 활성을 갖고 있었

다. 특히 온도가 높아질수록 안정성이 높아져 항균 

활성도 증가하였다. 발효물의 병원성균의 생육저해

율은 pH 7과 pH 9에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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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Growth inhibition rate (A) and cell death rate (B) of LCFS and natural preservatives against pathogenic bacteria. LCFS, 
0.1% supernatant of L. rhamnosus; GSE, 0.1% grapefruit seed extract; DF, 0.1% Durafresh; EWL, 0.1% egg white lysozyme.

2. 분획물의 미생물에 대한 생육저해

LCFS를 분자의 크기로 분획을 하여 E. coli와 S. 
aureus에 대해 생육저해를 측정한 것은 Fig. 5에 나

타냈다. CON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분획물에서 생

육저해를 하였다. pH에 의한 항균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LCFS 분획물에 0.1N NaOH 수용액으로 pH 5

로 조정한 후 생육저해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분

획물과 EWL에서 항균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LCFS의 생육저해는 pH 저하가 동시에 수반될 때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S. aureus에 

대해서는 30∼100 kDa의 분획물에서만 유의적인 생

육저해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P<0.05). 

3. 생육저해

Fig. 6은 S. aureus, B. cereus, L. monocytogenes, L. in-
nocua, S. epidermidis, L. ivanovii 등 그람양성균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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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hanges in the number of viable cell in E. coli (a) and S. aureus (b) contaminated chicken breast. CON, control; EWL, 
0.1% egg white lysozyme; GSE, 0.1% grapefruit seed extract; 0.1%, 0.1% supernatant of L. rhamnosus, 1.0%, 1.0% super-
natant of L. rhamnosus; 5.0%, 5.0% supernatant of L. rhamnosus; EC, E. coli; SA, S. aureus.

coli, P. aeruginosa, Shi. sonnei, Shi. flexneri, Pro. vulgar-
icus, P. fluorescens, K. pneumoniae, V. parahaemolyticus 

등 그람음성균에 대한 LCFS와 식품보존료로 사용되고 

있는 자몽종자추출물(GSE), Durafresh(DF), 라이소자임

(EWL)의 생육저해 효과(A)와 사멸 효과(B)를 나타

냈다. LCFS는 39.35∼89.14%의 범위로 병원성 미생

물의 증식을 저해하였다. GSE는 P. fluorescens에 대

해서 균 증식을 저해하지 못하였다. DF는 P. aerugi-
nosa, Shi. flexneri, S. aureus, L. monocytogenes, V. 
paraheamolyticus, S. epidermidis에 대하여 각각 13.36, 

21.20, 5.23, 2.12, 4.18, 40.31%의 증식을 저해하였다. 

EWL은 E. coli, S. epidermidis에서만 각각 12.83, 

57.83%의 항균 활성을 보이고, 그 외 병원성 미생물

의 증식을 억제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항균물질 

중 LCFS에서 생육저해율이 가장 광범위하고 높게 

나타났다. 균 사멸률의 경우도 LCFS는 P. fluorescens
를 제외한 대부분의 균에 대해 효과가 있었으며, E. 
coli, P. aeruginosa, Shi. sonnei, Shi. flexneri, Pro. vul-

garis, S. aureus에 대해서 100% 사멸 효과가 있었다. 

GSE는 E. coli, Shi. flexneri, S. aureus, S. epidemidis, 

L. ivanovii에 대하여 사멸 효과가 있었다. DF는 S. epi-
dermidis에서 38.36%, EWL은 B. cereus에서 25.73%의 

사멸 효과를 보였다. 

4. 닭가슴살의 항균 활성

닭가슴살에 L. rhamnosus의 발효물을 0.1, 1, 5%의 

농도로 처리한 후 37oC에서 48시간 동안 반응시키면서 

E. coli와 S. aureus 균수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7).

LCFS를 첨가한 경우 모두 생육저해가 나타났다. 

그람음성인 E. coli는 105 CFU/mL로 접종하였고, 48시간 

후는 7.65 log CFU/mL로 시판 식품보존료인 자몽종

자추출물보다 세균의 생육저해가 높았다. 0.1, 1, 5% 

LCFS는 각각 7.33, 7.02, 7.01 log CFU/mL로 0.32, 

0.63, 0.64 log CFU/mL씩 생육저해를 하였다. 그람양

성인 S. aureus는 105 CFU/mL로 접종하였고, 48시간 

후는 8.59 log CFU/mL였다. 0.1, 1, 5% LCFS는 각각 

7.12, 6.95, 6.90 log CFU/mL로 1 log CFU/mL 이상 

생육저해가 나타났으나 시판 자몽종자추출물은 8.98 

log CFU/mL로 세균의 생육저해 효과가 없었다. 

LCFS를 1%에서 5%로 첨가 농도를 높여도 세균의 

생육저해는 유의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LCFS를 첨

가한 군의 pH는 6.5∼6.7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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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GRAS 미생물인 Lactobacillus의 5가지 균주에서 

병원성 균주에 대한 항균 활성을 비교한 결과 LCFS

가 다른 군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Sarika 등(2010)은 

L. rhamnosus GP1(HM585368)에서 생산한 박테리오

신은 Acinetobacter sp., E. coli, B. subtilis, Enterococcus 
faecalis, V. harveyi, P. aeruginosa, S. aureus 등 그람 

양성과 음성균 모두에서 항균 활성을 보였으며, 이

들은 세포막에 결합하여 세포막에 이온 채널을 형

성하여 미생물의 에너지 생성을 저해하거나 세포막

에 구멍을 만들어 세균 증식을 억제하였을 것이라

고 예상하였다. Beristain-Bauza 등(2016)의 연구에서

는 유청 단백질 필름에 L. rhamnosus 발효물에서 생

산된 박테리오신 유사물질을 첨가하여 E. coli, S. 
aureus, L. monocytogenes에서 항균 활성을 관찰한 바 

있다. Tolinački 등(2010)의 연구에서 L. paracasei 
BGUB9가 생산하는 박테리오신 BacUB9는 4 kDa의 

크기로 E. coli, Pro. vulgaris, P. aeruginosa, Shi. flex-
neri, Shi. sonnei, Klebsiella sp., L. innocua에서 항균

력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Gänzle 등(2000)은 L. 
reuteri에서 생산하는 reutericyclin은 그람양성균에는 

항균 효과가 관찰되었으나 그람음성균에는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항균 발효물 후보 균주 Lactobacillus 속 3종의 라

이소자임 활성 측정 결과 모두 효소 활성을 보유하

였다. 라이소자임은 세균의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펩티도글리칸층의 N-acetylmuramic acid와 N-acetylglu-

cosamine 사이에 존재하는 β-1,4 결합을 가수분해 

시켜 세포벽을 용해시키는 효소이다. 그람양성균은 

세포벽의 90% 이상이 펩티도글리칸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라이소자임에 의한 항균 작용이 효과적이다

(Benachour 등 2012). Lactobacillus 속이 분비하는 라

이소자임 활성은 주로 프로바이오틱에 기인하여 연

구가 되어 왔다(Coyette & Shockman 1973; Kullisaar 

등 2002; Kullisaar 등 2003). Coyette & Shockman(1973)

은 L. acidophilus의 경우 자가분해효소로써 라이소자

임(N-actylmuramidase)을 세포벽 내에서 분비하였고, 

이는 37oC에서 불안정한 효소 활성을 보였다고 하였

다. L. casei나 L. rhamnosus GG를 포함한 사료를 공

급받은 잉어나 tilapia 등 어류의 혈청 라이소자임 활

성은 증가되어 병원성균과 길항 작용을 하여 결과

적으로 어류의 성장 촉진과 사망률을 낮추었다는 

보고가 있다(Pirarat 등 2011; Andani 등 2012). 항산

화와 프로바이오틱 활성을 동시에 보유한 L. fermen-
tum에 관한 연구에서 L. fermentum의 항균 활성은 

대사산물들 중 단독 화합물의 역할은 미비하였고, 

hydrogen peroxide를 포함한 lysozyme, ethanol, suc-

cinic acid 등의 여러 대사산물들의 복합적인 결과라

고 하였다(Kullisaar 등 2002). 

라이소자임을 분비하는 미생물들로 Lactobacillus 

속 외 B. subtilis, Streptococci, Staphylococci, Thermomonas 
koreensis 등이 보고되고 있다(Kamei 등 1988). Kamei 

등(1988)은 B. subtilis YT-25에서 생산된 라이소자임

이 EWL과는 촉매 활성 부위만 같고, 전반적인 아미

노산 서열은 상이하였으며, 오히려 AIDS 바이러스인 

ARV-2의 gag 단백질 p25와 유사하였다고 하였다. 

LCFS의 유기산 성분을 분석한 결과로 젖산, 아세

트산과 시트르산이 검출되었으며, 말산, 숙신산, 포

름산 등 3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LCFS의 항균 효과

가 라이소자임 단독이나 유기산만의 효과인지 알아

보기 위해 E. coli와 S. aureus에 각각을 그리고 LCFS

와 동량의 혼합 유기산을 첨가하여 증식 정도를 비

교한 결과 유기산 단독 처리 또는 혼합 유기산만으

로는 생육을 저해하지 못하였다. Lee 등(2002)의 연

구에서는 본 연구의 유기산 농도를 포함한 다양한 

농도에서 항균력을 관찰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

면 E. coli와 S. aureus에서는 1% 젖산 농도에서 증

식 억제가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유기산의 항균 

활성은 비해리 된 유기산의 작용 때문이며, 비해리 

된 유기산은 세포 내부로 수송되어 세포의 pH를 변

화시켜 세포 내 효소를 변성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Conner 등 1990). 

Taniguchi 등(1998)은 Bifidobacterium longum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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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ionibacrium freudenreichii를 co-culture하여 항균 

활성이 있는 cell-free supernatant를 생산한 결과 아세

트산 24,700 mg/L와 프로피온산 12,000 mg/L을 포함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혼합 균주 cell-free super-

natant는 단독 균주에 대한 항균 활성을 초산 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Micrococcus luteus는 초산

이 43,000 mg/L, Pseudomonas sp.와 S. aureus는 29,000 

mg/L일 때 증식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여러 화합물의 혼합 처리에 의한 항균 시너지 효

과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Kong 등

(2001)의 연구에서는 L. monocytogenes에 대해서 젖

산, 아세트산, 시트르산을 단독처리하는 것보다 신

갈나무 잎 에탄올 추출물과 62.5∼125 μg/mL 유기

산을 혼합하였을 시 항균 활성이 증가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Cho & Park(2012)의 연구에서는 새싹 채

소에서 유기산을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보다 에탄올

과 유기산을 혼합하였을 때 평균 2 log CFU/g 감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Oh(2015)의 선행연구에 따르

면 유기산과 라이소자임 단독으로는 병원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6,250 mg/L 라이소자임

과 625 mg/L 숙신산, 12,500 mg/L 라이소자임과 625 

mg/L 말산의 혼합물에서 항균 효과가 있었다. 

위의 연구들과 같이 라이소자임이나 유기산을 단

독으로 처리하였을 때보다, 항균 물질에 유기산을 

첨가함으로써 항균 활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LCFS는 LCFS에 포함하고 있는 유기산에 의

한 항균 활성이 아니라 LCFS의 항균 물질과 그 속

에 포함하고 있는 라이소자임과 혼합 유기산의 시

너지 효과로 생각된다.

LCFS를 분자의 크기로 분획을 하여 E. coli와 S. 
aureus에 대해 생육저해를 측정한 결과 모든 분획물

에서 생육저해를 하였다. pH에 의한 항균 효과를 배

제하기 위해 LCFS 분획물을 pH 5로 조정한 후 생

육저해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분획물과 EWL에서 

항균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S. aureus에 대해서

는 30∼100 kDa의 분획물에서만 유의적인 생육저해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LCFS의 항균 효

과는 유기산 외 30∼100 kDa내에 존재하는 물질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30∼100 kDa의 크기를 갖는 항

균물질로 31 kDa의 halocin H1과 58 kDa의 lactacin B 

등이 보고되고 있다(Barefoot 등 1994; Platas 등 2002). 

그러나 전반적으로 LCFS의 생육저해는 pH 저하가 동

시에 수반될 때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LCFS는 온도나 pH 변화에 높은 항균 활성을 보

유하였다. Miao 등(2014)은 L. paracasei subsp. toler-

ans FX-6의 항균 물질을 60∼80oC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해도 E. coli에 대한 항균력이 유지됨을 확인하

였다. Sowani & Thorat(2012)는 carrot kanji에서 분리

한 항균 물질을 60∼100oC에서 10분 동안 가열해도 

S. aureus에 대한 항균력이 유지되는 것을 관찰하였

다. Miao 등(2014)의 연구에서는 항균 물질을 pH 3

∼9로 조절한 다음 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E. coli
의 항균 활성이 유지되었고, Sowani and Thorat(2012)

의 연구에서는 pH 2∼8로 조절한 다음 10분 동안 

반응시킨 후 S. aureus의 항균 활성이 유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Daeschel 등(1990)에 의하면 L. plantarum 

C-11이 생산하는 plantaricin A는 pH 4.0∼6.5 범위에

서만 항균력이 유지되었다. Rammelsberg & Radler 

(1990)의 연구에서는 L. brevis B37이 생산하는 brevi-

cin 37은 넓은 pH 범위(pH 2∼10)에서 항균 활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LCFS의 항균 활성은 현재 천연 보존료로 사용되

고 있는 자몽종자추출물(GSE), Durafresh(DF), 라이소

자임(Egg white lysozyme, EWL)과 비교하여 분석하

였다. LCFS와 자몽종자추출물은 모든 그람양성균에 

높은 항균 활성을 보였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그람음성균에서는 LCFS는 40% 이상의 항균 효과를 

보였고, 그중에서도 E. coli, Pro. vulgaris, V. para-
haemolyticus에서 80% 이상의 항균 활성을 보였다. 

자몽종자추출물에서는 P. fluorescens를 제외하고 약

간의 항균 활성이 관찰되었고, Durafresh는 P. aerugi-
nosa, Shi. flexneri, V. parahaemolyticus를 제외하고는 

모두 효과가 없었다. 그람양성균의 경우 펩티도글리

칸층이 90%이상으로 이루어져 쉽게 사멸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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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람음성균은 펩티도글리칸이 외막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세균이 사멸되기가 어렵다(Benachour 등 2012). 하

지만 라이소자임의 항균 활성은 대부분 나타나지 

않았다. 라이소자임이 균을 사멸시켜 그 세포가 부

유물질 형태로 나타났고, 사멸한 세포가 가라앉아서 

흡광도 값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Chin 등

(2005)은 자몽종자추출물은 세균의 세포벽과 세포막을 

약화시키고, 효소 활성을 저해하여 세균의 증식을 억제

시킨다고 한다(Cvetnić & Vladimir-Knezević 2004; Chin 

등 2005, Park & Kim 2006). Durafresh는 Varsha와 

Nampoothiri(2016)의 연구에서 유기산과 펩타이드로 

구성되어 그람양성균, 효모, 곰팡이의 증식을 억제

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그람음성균인 S. aur-
eus, L. monocytogenes, V. parahaemolyticus에서 2.12∼

5.23%의 항균 활성을 보였고 S. epidermidis에서 40%

의 항균 효과를 보였다. 

LCFS의 생육저해율과 비교를 해보면, 그람음성균 

보다 그람양성균에서 저해율이 높았고, 사멸률은 그

람양성균보다 그람음성균이 더 높았다. 자몽종자추

출물 처리 시 그람양성균에 대해 생육저해율이 높

았지만, 세균을 사멸시키는 능력은 거의 없었다. 

Durafresh를 S. epidermidis에 처리 시 생육저해율과 사

멸률이 유사하였다. Chun 등(2005)은 L. plantarum 배양 

상등액을 5배 농축시킨 후 세균 사멸률을 보았을 때 

Salmonella typhimurium, Shi. sonnei, Edwardsiella tarda는 

1시간이 지나고 사멸되었으며, E. coli는 2시간 이내에 

사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닭가슴살에 LCFS를 첨가한 경우 모두 생육저해

가 나타났으며, 자몽종자추출물보다 세균의 생육저

해가 높았다. Miao 등(2015)은 L. paracasei의 발효물

을 0.15, 0.6, 1.2% 처리한 돼지고기는 그렇지 않은 

고기보다 세균 증식을 1.5∼1.8 log CFU/g 감소시켰

다고 보고하였다. Lee 등(2015)은 마늘 분말과 낙산

을 혼합 처리한 닭고기에서 S. typhimurium와 P. aer-
uginosa의 항균 효과를 보고하였다. Kim 등(2014)의 

연구에서는 닭가슴살을 염지할 때 유산균 발효액을 

첨가하여 총 호기성 미생물의 변화를 보았는데, 대

조군의 경우 저장 3일차에 7.17 log CFU/g이었고, 

1%, 2% 유산균 발효액을 첨가한 군에서 저장 3일차

에 각각 4.52, 2.87 log CFU/g이었다. 총 호기성 미생

물 증식이 억제되었고, 농도가 높을수록 증식 억제

율이 더 증가하였다. Chouliara 등(2007)의 연구에서

는 닭고기에 0.1% oregano oil에서는 Brochothrix ther-
mosphacta에 대한 항균 효과가 없었고, 1% oregano 

oil에서는 3일째까지 1 log CFU/mL가 감소하였고, 

그 이후에는 항균 효과가 없었다. Hao 등(1998)의 

연구에서는 20% 피망 잎 추출물로 105 CFU/mL 

Aeromonas hydrophila를 닭가슴살에 접종하였을 때 7일

째에 0.61 log CFU/mL 감소하였고, 105 CFU/mL L. 
monocytogenes를 접종 하였을 때, 7일째에 0.91 log 

CFU/mL가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천연 보존료를 대체할 수 

있는 L. rhamnosus 배양물(LCFS)을 생산하여 라이소

자임 활성과 유기산을 분석하였고, 14종 병원성 미

생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과 E. coli와 S. aureus를 

각각 오염시킨 닭 가슴살에서 이들 균의 증식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LCFS는 30 Unit/mg protein

의 라이소자임 활성을 보유하였고, 젖산 18,835 

mg/L, 아세트산 5,060 mg/L, 시트르산 2,051 mg/L을 

함유하였으며 항균 활성은 온도 50∼95oC와 pH 3∼

9에서 유지되었다. LCFS는 자몽종자추출물, 

Durafresh, egg white lysozyme(EWL)보다 E. coli, P. 
aeruginosa, Shi. sonnei, Shi. flexneri, Pro. vulgaris, P. flu-
oresnces, K. pneumoniae, S. aureus, B. cereus, L. mono-
cytogenes, V. parahaemolyticus, L. innocua와 L. ivanovii
에 대해 높은 생육저해율을 나타내었다. LCFS는 E. 
coli와 S. aureus가 오염된 닭 가슴살에서 이들 균의 

증식 억제 효과가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라이소자임 활성과 3종의 유기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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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된 LCFS는 14종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높은 

생육저해와 사멸 효과가 있었으며, 닭 가슴살에서 

세균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기존 천연 보존

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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