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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Chang,Ji-Yoon

Adviser:Prof.Chang,Hae-Choon,Ph.D.

DepartmentofFoodandNutrition,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A new bacteriocinproducinglacticacidbacteriawithbroadinhibitionspectrum,

includinglacticacidbacteria,othergram-positiveandgram-negativebacteria,was

isolatedfrom Kimchi.ItwasidentifiedasLeuconostoccitreum,andaccordingly
designatedasLeuconostoccitreum GJ7.ThebacteriocinGJ7from Leu.citreum
GJ7wasstableinthepH rangebetween2.5～9.5.BacteriocinGJ7wasactiveat

widetemperaturerangefrom 4℃ to121℃.Itwasinactivatedby proteinaseK,

trypsin,α-chymotrypsinandproteasetreatments,indicatingitsproteinousnature.

Analysis of the purified bacteriocin GJ7 on Tricin-SDS-PAGE suggested a

molecularmassofapproximately3,500dal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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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cultureofLeuconostoccitreum GJ7andanindicatorstrain,Lactobacillus
plantarum KFRI 464, Lactobacillus delbruekii KFRI 347 or Leuconostoc
mesenteroidesKCTC1628,increasedtheproductionofbacteriocinGJ7.Thisresult
suggestedaninducingfactor(IF)ofthebacteriocinGJ7mightbepresentinthe

indicatorstrain.TheIF wascharacterizedandpurifiedfrom Lb.plantarum KFRI

464,whichshowedthemaximum enhancementofbacteriocinGJ7activity.TheIF

ofbacteriocinGJ7wasverystableatpH 2.5～9.5rangeand4～70℃.Moreover

pre-heattreatmentofIFinducedmorebacteriocinGJ7.TreatmentofIFat100℃

for30minor121℃ for15minwasmoreefficientforbacteriocinGJ7induction

thanthoseofat4～70℃ for24hr.TreatmentoftheIFwithproteinaseK,trypsin,
α-chymotrypsin destroyed theinducing activity.TheIF waspurified by using

DEAE-sephacelcolumnandHPLC.ThepurifiedIF yieldedasinglebandon a

Tricin-SDS-PAGEgel,havingamolecularmassofabout6,500daltons.N-terminal

16 amino acid residuesweresequenced and thefirstamino acid residuewas

identified asmethionine.Artificalpeptidewith the16aminoacid residueswas

synthesizedinvitroandtheinducingactivityofsyntheticpeptidewasanalyzed.
Thesyntheticpeptidewith16aminoacidsshowedinducingactivitybutslightly

lowerthanwholecompleteIF.ThisresultstronglysuggestedthatbacteriocinGJ7

couldbeinducedbyinducingagent,whichwasoriginatedfrom sensitivestrains

suchasLb.plantarum KFRI464.Molecularweightofinducingagentwas6,500

daltons.

ProductionofbacteriocinGJ7wasenhancedbyusingbacteriocinGJ7-sensitive

strains,Lb.plantarum KFRI464,and Kimchiwas made by using this as

starter(namedasGJ7starterKimchi).Variousmicroorganismswerecontrolle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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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er(Leu.citreum GJ7)in GJ7-starter Kimchi,and Leu.citreum GJ7 was

counted to more than 80%,as the mostdominantspecies whereas various

microorganisms(bacteria,yeast,fungi)weredetectedalongwithlacticacidbacteria

inthecontrol(non-starterKimchi).TastesofGJ7-starterKimchiwascharacterized

bysoftsweetness,andrefreshed,clearandcrispfreshness.Controlwithoutstarter

tastedverysourandsmelledbad.ItwassurelyrecognizedthatinKimchiusing

Leu.citreum GJ7asstarter,controlledmicrobialgrowthorfermentations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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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유산균(lacticacidbacteria:LAB)은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고 탄수화물을 혐기적으

로 이용하여 젖산을 생성하는 미생물로서 유제품,육류,야채 등의 발효 가공에 starter

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으며,식품의 보존뿐만 아니라 향기(flavor)와 조직(texture)

등의 관능적 특성에도 기여하고 있다(60,75,86).유산균의 식품보존 효과는 유산균 발

효에 있어서 pH 저하가 제 1요인이지만,그 외에 유산균이 생산하는 다양한 증식 저

해물질이 식품 오염균,병원성균 또는 부패균의 생육을 억제 또는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들 증식 저해물질에는 젖산 등의 유기산(90),과산화수소(11,14),diacetyl(37),

ammonia및 저분자의 단백질성 물질인 박테리오신 등(48,88)이 있으며,이들 물질이

발효 식품중의 안정된 균총(microflora)형성에 관여하고 있다(8,18).특히 세균이 생

산하는 항균물질(antimicrobialagent)인 박테리오신은 세포외로 분비되는 peptides나

protein으로서 일반적으로 박테리오신을 생산하는 미생물과 형태,계통학적으로 유사한

균종에 대하여 살균 또는 정균작용을 하는 물질로 알려지고 있다(48).

일반적으로 항생제와 박테리오신의 차이점은 항생제가 2차 대사산물인데 반하여

박테리오신은 자신의 유전자로부터 직접 생합성 되는 것이다.따라서 박테리오신의

경우 유전자분석 및 조작을 통하여 분자적 수준에서의 생산량을 최대화하는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분자적 변이를 통하여 특성이 더욱 우수한 박테리오신을 합성할 수 있다.

또한 항생제의 경우 사람에게는 투여 시 부작용이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박테리오신

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인체에 섭취되는 즉시 소화기관의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됨으로써 인체에 무독성이고 잔류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생물학적 보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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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preservative)내지는 발효식품의 생물제어제(bioregulator)로 그 효용이 기대되고 있

다.

박테리오신의 작용기작은 박테리오신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략 3가

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대부분의 박테리오신은 phospholipid나 glycoprotein과 같

은 세포성분과 응집체를 형성하여 세포막의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세포막에 ion

channel을 만들어 세포내 전해질을 유출시키거나 pH 균형을 파괴함으로서 세포막에

손상을 준다(92,94).둘째,일부 박테리오신은 세포막을 통과해서 nuclease로 작용함으

로써 내부단백질에 영향을 미친다.셋째,박테리오신이 targetcell의 immunegene에

의해 생산되는 면역단백질과 가역적으로 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한 다음 targetcell의

receptor에 흡착한다.이후 면역단백질이 박테리오신을 해리시켜 활성화시키면 해리된

박테리오신이 targetcell로 들어가 작용한다.

유산균이 생산하는 박테리오신에 대한 연구는 cheesestarter균주인 Lactococcus
lactissubsp.lactis가 생산하는 nisin이 Mattick과 Hirsch(65)에 의하여 보고되면서부

터 유산균 속으로 알려진 Lactococcus,Lactobacillus,Pediococcus,Leuconostoc및
Carnobacterium 속에서 많은 박테리오신이 분리,보고되었다.이들 박테리오신은 정제

기술과 분자생물학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분자적 해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이

를 토대로 Klaenhammer등(49)은 젖산균이 생산하는 박테리오신을 분자 및 생리학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의 군(class)으로 분류하였다.

Class Ⅰ은 lantibiotics로, 유전자가 단백질로 translation된 이후의 변이

(post-translationalmodification)에 의하여 생성되는 독특한 아미노산인 lanthionine과
β-methyllanthionine을 함유하는 박테리오신이며,대표적 박테리오신인 nisin이 이 군에

속한다.

ClassⅡ는 지금까지 보고된 많은 박테리오신들이 속하는 class로 lanthionine을 함유

하지 않는 박테리오신으로 분자량이 작고(＜13KDa),작은 분자량으로 인하여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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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구조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비교적 열에 안정하며,보통 20개 정도의 소수성

(hydrophobic)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transmembranehelix를 분자내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며 다시 3가지 작은 class(subclass)로 나뉜다.첫 번째 subclass로는

listeria에 대하여 강한 항균활성을 나타내며, N-말단 아미노산 서열에

-Tyr-Gly-Asn-Gly-Xaa-Cys와 같은 상동부위를 가진다.두 번째 subclass는 항균작

용이 두 가지의 peptide가 서로 상보적인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박테리오신이다.최근

까지 classⅡ 박테리오신의 경우 N-말단 아미노산 앞쪽의 서열(leadersequence)에

Gly-Gly motif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이는 박테리오신의 세포외 분비 시

ATP-bindingcassette(ABC)transportsystem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그러나

divergicinA와 acidocinB의 경우 Gly-Glymotif를 가지지 않으며 E.coli의 단백질

분비 system인 sec-의존성 분비(sec-dependentsecretepathway)와 유사한 sec-의존

성 신호 서열(sec-dependentsignalsequence)을 갖는 것이 보고됨에 따라 이 두 박테

리오신을 세 번째 subclass로 분류하였다.

ClassⅢ는 분자량이 30KDa이상으로 열에 불안정한 박테리오신이며,classⅣ는 박

테리오신의 활성부위가 단백질에 탄수화물 또는 지방이 결합된 박테리오신으로

plantaricinS등이 여기에 속한다.그러나 지금까지 여기에 속하는 박테리오신의 분자

적 해명은 불충분한 상태이며,plantaricinS의 경우 정제를 통하여 오로지 peptide로만

구성된 박테리오신임을 확인함에 따라 Nes등(68)은 classⅣ 박테리오신의 경우 분류

에 있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많은 유산균들에서의 박테리오신 생산은 흔히 나타나는 특성이며,이러한 현상은

같은 생태학적 적소(適所)에서 다른 살아있는 유기체와의 환경적 경쟁에 의한 것으로

박테리오신 생산균과 근연의 bacteria또는 같은 영양물을 요구하는 다른 bacteria에

대해 활성을 가지게 된다(30,94).유산균으로부터 생성된 박테리오신들의 특성 규명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으며,최근 들어 박테리오신 생산 유산균이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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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과 저장기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연적 또는 천연보존제로서의 사용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박테리오신을 식품의 보존성 향상에 이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만일 ‘protective'라 불리우는 LABculture가 너무 낮은 cell농도로 접종되었을

때 biopreservation에서는 박테리오신 생산의 조절이 문제되어진다.Saucier등(81)은

액체배지에서 Carnobacterium piscicolaLV17에 의한 박테리오신 생산은 105이거나 그

이상 접종했을 때만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즉,식품환경에서 박테리오신 생산은 높은

농도의 cell에 이르렀을 때 한번에 개시되어지며,너무 낮은 농도의 cell로 접종 시에는

식품보존효과를 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또한 박테리오신 생산에 있어서 박테리오신

생산균주 내에서 박테리오신 합성제어(repression)가 발생하여 항상 일정한 항균활성을

지니지 못하고 높아졌다 낮아졌다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박테리

오신 생산 조절기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박테리오신 생산 최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박테리오신 생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pH(7,8,9,39,40),온도(23,59,85,

89),배지성분(19,27,77,85,95),DNA-손상 약품(25,26,77)및 생육조건(9,29,38)

등의 효과에 대한 연구 등 박테리오신 생산균주 내에서 박테리오신 생산 조절 기작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유전자적 조절기작에 대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peptide-basedinductionofbacteriocinproduction'을 설명하고 있다.유산균에서의 박

테리오신 생산 유전자의 발현은 histidine protein kinase(HPK)와 response

regulator(RR)로 구성된 two-componentsignal-transductionsystem에 의해 조절되어

진다는 것이며, Lactococcus lactis subsp. lactis에 의한 nisin(54, 55)과

Carnobacterium divergens V41에 의한 divercin V41(66)의 생산, 그리고

Carnobacterium pisicolaLV17에 의한 박테리오신 생산(81)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즉,이들 박테리오신의 생산은 일정한 cell농도에 이르렀을 때만 생산되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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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density-dependent quorum-sensing mechanism에 의해 two-component

regulatorysystem이 작동하게 된다(51,68,81,90).이런 경우의 박테리오신들은 또한

autoinducer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class Ⅱ 박테리오신들은

two-component signal-transduction system보다는 HPK와 RR 그리고 inducing

factor(IF)로 구성된 three-componentsignal-transductionsystem에 의해 조절되어지

는데,LactobacillussakeLTH 673의 sakacinP(10,22),Enterococcusfaecium CTC
492의 enterocins A와 B(69),Lactobacillus plantarum C11의 plantaricin E/F와

J/K(3), Lactobacillus salivarius subsp. salivarius VCC118에 의한 plantaricin

ABP-118(24), Lactobacillus sakei Lb706에 의한 sakacin A(4), 그리고

Carnobacterium piscicolaA9b에 의한 carnobacteriocinB2(70)등에서 보고된 경우로

이들의 박테리오신의 생산 유도효과는 항균활성을 지니지 않고 약 19개에서 26개의 아

미노산으로 구성된 peptide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다.즉 박테리오신 생산균이 생산하

는 항균활성을 지니지 않는 peptidepheromone또는 autoinducerpeptide에 의해 박테

리오신 생산의 발현이 일어나게 된다.따라서 박테리오신 생산조절은 박테리오신 생산

균주내의 어떠한 peptide가 균 성장 동안 생산되어 천천히 축적이 되고 일정 농도이상

으로 과잉되면 three-componentregulatorysystem이 작동하게 되며,peptide의 발현

정도에 따라 박테리오신의 발현정도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균주들로부터 생

산된 peptidepheromone의 대부분은 너무 낮은 농도로 희석된 배양액 상태에서는 박

테리오신 생산의 방아쇠로서 또는 박테리오신 생산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또한 같은

영양배지 환경하에서 경쟁적 유기체의 존재는 몇몇의 유산균에 의한 박테리오신 생산

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 보고되었는데,Lactobacillusplantarum NC8에 의해

생산되어지는 유도성 박테리오신인 plantaricinNC8은 몇몇의 그람양성균과의 공동배

양 후에만 박테리오신이 생산되어짐을 보여주었다(63,76).박테리오신 생산 유도물질

을 분리하고 그 특성을 규명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이 경우도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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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박테리오신 생산 유도물질과 마찬가지로 plantaricinNC8의 생산을 위한 박테리오

신 생산 유도물질은 감수성균주로부터 생산되어진 것이 아닌 박테리오신 생산균주 자

체에 의해 생산되는 peptide이었다.즉 같은 환경내에서 감수성균주의 존재에 의해 박

테리오신 생산균 자체에서 박테리오신 생산 유도물질의 생산이 자극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수많은 유사관련 연구와 시각을 조금 달리 하고자 하였다.같은

환경에 존재하는 bacteria사이에 박테리오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영양적 경쟁에

대해 강력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다른 bacteria의 존재가 박테리오신 생산의 방

아쇠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작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다른 bacteria의 감지

와 그에 대한 응답으로 박테리오신 생산이라는 방어전략이라 할 수 있다(21,80,93).

즉 미생물의 진화적 측면에서 볼 때 박테리오신 생산균이 박테리오신을 생산한다는 현

상이 다른 미생물에 대해 보다 우세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박테리오신 생산균 자체에 매달려 이로부터 분비되는 박테리오신의 특성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원천적으로 이 박테리오신 생산균에 대해 가장 민감한 감수성을 보이는

균주로부터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한 것이다.즉 박테리오신 생산균이 감수성균주가 분

비하는 어떤 물질을 인지하고 이를 inducer로 받아들여 감수성균주에 대하여 보다 우

세하게 환경을 지배하려는 미생물의 본능적 생리에 따라 훨씬 강력한 항균물질을 분비

한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박테리오신 생산균 자체에 의한 박테리오신 생산 유도물질의 분리 및 특성규명에

대한 보고는 몇몇 있으나 감수성균주로부터의 inducer작용에 대한 연구는 Barefoot

등(6)에 의한 박테리오신 생산균주인 Lactobacillusacidophillus로부터의 lactacinB에

대해 감수성균주인 Lactobacillusdelbruekiisubsp.lactisATCC4797의 inducer존재

와 Carnobacterium divergens AS7이 생산하는 박테리오신에 대해 감수성균주인

Carnobacterium piscicola의 존재에 의한 박테리오신 생산 강화(84)외에는 거의 보고

된 바 없다.또한 감수성균주로부터 박테리오신 생산 유도물질을 분리 및 정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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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규명한 연구는 Barefoot등에 의한 lactacinB의 박테리오신 생산 유도물질뿐이

었으며,그 후 Ulrich와 Hughes등(91)은 추정된 박테리오신 생산 유도물질 유전자를

클로닝하였다.클로닝 된 박테리오신 생산 유도물질 유전자는 3개의 open reading

frame(ORF)로 구성되어있으며,그 중 하나의 ORF가 lactacin B inducerprotein과

98%의 높은 상동성을 나타내었으며,이는 triosephosphateisomerase로 나타났다.그러

나 클로닝된 ORF에 의해 발현된 protein은 lactacinB의 생산을 유도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Barefoot등에 의한 연구에서 분리된 inducer가 다른 protein의 오염 또는 다른

protein을 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는 우리나라 고유의 발효식품으로서 배추나 무 또는 오이,열무 등을 주원료로

하여 마늘,생강,파,고춧가루,젓갈 등 다양한 향신료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채소발효

식품이며 이들 원료와 미생물의 적당한 발효에 유래되는 성분이 잘 조화되어 독특하고

고유한 풍미를 가진다.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식이섬유소,비타민,무기질 등의 공급원

으로(73),최근에는 김치의 식이섬유소와 김치속의 재료인 마늘,생강,고추 등의

항돌연변이 활성이 알려져 대장암,빈혈,동맥경화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등(12,46)중

요한 영양생리학적 작용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또한 김치는 산업적으로

중요한 유산균을 얻을 수 있는 근원으로 Leuconostoc 속, Lactobacillus 속,

Streptococcus속,Pediococcus속 등의 유산균들을 포함하여 효모 등 200여종 이상으

로 매우 다양하게 경시적으로 존재한다(32,57).김치 발효과정에 관여하는 유산균들의

경시적 변화에 의해 발효초기에는 Leuconostoc 속 등과 같은 이상젖산균

(heterofermentativelacticacidbacteria)의 번식에 의하여 발효가 시작되며 발효중기

이후 pH가 4.0이하로 낮아지면 내산성이 강한 정상젖산균(homofermentativelactic

acidbacteria)인 Lactobacillus속 등이 빨리 증식하면서 많은 유기산을 생성하여 김치

의 산패를 일으키며 효모에 의하여 이취가 나고 연부현상이 나타난다(41,58).

김치의 저장성을 높이고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온살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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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조사,방부제,염혼합물 첨가 등 물리화학적 방법이 시도되었으나 품질저하 및 소

비자의 거부감 등이 지적되어 실용화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또한 김치산패균인

Lactobacillusplantarum의 생육을 억제하기 위하여 산초유나 키토산,부추등과 같은

천연보존제 첨가에 대한 연구 역시 시도되었으나 현재까지 이상적인 천연보존제의 개

발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41,42,44).

김치는 특별한 지식 없이도 가정에서 누구나 전래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제조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발효가 일어나 김치의 제조가 가능하였으므로 김치가 지니는 오랜 역

사에 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량․정성화된 김치발효 시스템 구축이 미진한 실

정이다.서양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유발효제품은 대장균 등의 유해미생물이 번식하

기 쉽기 때문에 인위적인 살균과 발효시스템에서의 종균화 등의 기술이 일찍부터 개

발․도입됨과는 비교되는 결과이다.

최근 국내의 김치산업은 김치를 국제화 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품질을 고급화,규

격화하는 방향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김치제조업체의 표준가공개

발,Codex규격화 추진(33,97),김치의 규격화,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재료 배합비별

김치제조,저장 중의 품질 특성변화 등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13,43,47,72)

이와 같이 우수한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수행되어져 왔지만,김치의 상품화에서 품

질의 균일화 및 규격화 그리고 보전성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으로 남아있

다.김치는 원료의 종류 및 품종,생산시기에 따라 가공적성과 발효숙성조건이 달라지

게 되나,현재 기업적 생산에서는 전래의 보편적인 방법에 의해 제조되기 때문에 제품

의 품질이 연중 균일하지 못하다.또한 김치의 품질이 일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김치는 발효유제품처럼 아직 ‘종균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즉 김치의

조성물인 원․부재료들은 가열 살균할 수 없으므로 김치재료로부터 이행되는 초기균수

와 균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효유제품과 같은 발효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기존 연구된 김치제조용 미생물 스타터 개발은 처음에 김치의 속성제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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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도되었으나 우수한 종균을 개발해도 원료살균이 이루어지지 않은 김치 발효계

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종균양을 초기에 접종 시 첨가해야 하고,이로 말미암아 김치

발효속도 조절이 어려워 너무 신 김치가 만들어진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김치 제품의 다양화 측면에서도 김치재료를 배추,무,오이,갓,고들빼기 등 김치 원

재료를 바꾸어 제조하거나 다양한 양념맛을 주어서 김치를 제조함에 집중되어 있는 실

정이다.즉,김치가 다른 절임 채소류 식품과 달리 우수함은 발효식품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다양한 미생물 대사체계를 이용하여 김치를 발효시킴으로서 각기 다른 발효

산물이 생산됨에 따른,풍미가 다른 김치의 생산은 개념자체가 없는 실정이다.서양의

와인이나 각종 발효제품이 발효의 차이에 따라 독특한 풍미를 나타내는 제품으로 생산

되고 그 발효정도에 따라 품질의 등급이 달라짐과는 크게 다른 실정이다.그러므로 기

존의 김치연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상기의 문제점들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

고 이것이 해결되었을 때,우리 전통김치의 우수성 및 부가가치는 더욱 크게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① 맛있는 발효능,② 박테리오신 생성능,③ 박테리오신 생

성 유도작용 보유능의 3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춘 김치발효 우량종균 Leuconostoc
citreum GJ7을 최적숙성기의 김치로부터 분리하였으며,그로부터 생산된 박테리오신을

분리‧정제하고 특성을 규명하였다.또한 박테리오신 GJ7에 감수성균주인 Lactobacillus
plantarum KFRI464와 몇몇의 감수성유산균주의 존재 하에 Leu.citreum GJ7으로부
터 박테리오신의 생산이 강화됨을 발견하였으며,감수성균주 Lb.plantarum KFRI464
로부터 박테리오신 생산촉진 현상의 원인물질을 분리하고 그 특성을 규명하여 박테리

오신 생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박테리오신 생산균과 박테리오신 감수성균주에 의한 박테리오신 생산 강화’에

의한 미생물 대사공학을 이용하여 김치발효시스템(비살균 개방형 발효시스템)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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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김치발효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품질이 균일하고 보존성이 향상된 첨단김치

의 제조기술 개발을 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우수한 우리의 전통식품인

김치에 첨단 미생물대사공학을 접목시키어 발효과학에 의한 우리 고유의 전통 김치 맛

을 계승발전 시킴과 동시에 맛의 다양화 및 제조법의 과학화를 통한 김치의 세계화를

꾀하고자 한다.



- 11 -

제제제 222장장장 실실실험험험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제제제 111절절절 항항항균균균물물물질질질 생생생산산산균균균주주주의의의 분분분리리리 및및및 특특특성성성규규규명명명

111...항항항균균균물물물질질질 생생생산산산균균균주주주의의의 분분분리리리

김치의 최적발효를 주도하는 김치유산균을 분리하기 위해서,가정에서 식용되는 김

치 중 담근 지 1～2주 정도 되어 맛이 가장 좋은 최적 숙성기의 김치를 수집하여 내용

물 전체를 마쇄한 다음, 무균적으로 여과하고 멸균수로 적정배율로 희석하여,

CaCO3(AmerscoInc.,USA)가 2% 첨가된 MRS(DifcoCo.,France)배지에 30℃에서 평

판배양한 후,투명환을 형성하는 colony를 유산균으로 잠정적으로 분리하였다.분리된

균 중 Lactobacillusplantarum 균주에 대하여 생육저해를 일으키는 항균물질 생성균

주를 분리하였다.분리균주는 MRS 액체배지에 배양한 후 대수기에 있는 배양액에

glycerol10%가 되게 첨가하여 -70℃에서 보관하였다.실험에 사용할 경우 5mL

MRS액체배지에 접종하여 30℃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계대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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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항항항균균균물물물질질질 생생생산산산균균균주주주의의의 동동동정정정

분리된 항균물질 생성균주는 형태학적 특성,그람염색(Gram stain kit,BD Co.,

USA)과 APIkit(50CHL,BiomérieuxCo.,France)을 이용한 생화학적 특성 그리고

16srDNA 염기서열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동정하였다.16SrDNA 염기서열을 분석

하기 위하여,분리균으로부터의 genomicDNA 추출은 GenomeDNA kit(Q-Biogene,

USA)을 사용하였다.분리균의 동정을 위한 16SrDNA 증폭용 primer는 Leuconostoc
속 특이적 primer(Table 1)들을 사용하였다(56).PCR은 genomic DNA 2.5 ng을

template로 Taq DNA polymerase(TaKaRa Co., Japan) 2.5 unit을 첨가하여

Palmcycler(CorbettResearch,Australia)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PCR 온도조건은

94℃에서 5분간 pre-denaturation을 수행하고 94℃ 1분,60℃ 1분,72℃ 2분의 과정을

30회 반복하고 72℃ 10분간 post-elongation을 실행하였다.PCR에 의하여 증폭된 단편

은 전기영동한 다음,1.5% agarosegel에서 Qiaquikgelextractionkit(QiagenCo.,

Germany)을 사용하여 회수한 후 pGEM-T easy vector(Promega Co.,USA)에

ligation하였다.LigationDNA 혼합물의 형질전환 시 E.coliTG1을 숙주세포로 사용

하였으며,항생제(ampicillin,50㎍/mL)가 함유된 LB 고체배지에 도말하여 37℃에서

12시간 평판배양하였다.LBAP고체배지에 형성된 colony는 50㎍/mL의 ampicillin이

함유된 LB 액체배지에 toothpicking하여 접종한 후 37℃에서 12시간 진탕배양하여

QiaprepⓇ spinminiprepkit(QiagenCo.,Germany)으로 plasmidDNA를 추출하였다.

재조합 plasmid는 제한효소 EcoRⅠ 혹은 PstⅠ(TaKaRaCo.,Japan)으로 digestion하

여 삽입된 단편의 크기(1,304bp)를 확인한 후 염기서열을 결정하였다(한국기초과학지

원연구원).염기서열의 상동성 검사는 GeneBankdatabase에 등록된 정보를 대상으로

Blastprogram(34)에 의해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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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111...SSSeeeqqquuueeennnccceee ooofffttthhheee ooollliiigggooonnnuuucccllleeeoootttiiidddeee ppprrriiimmmeeerrrsss uuussseeeddd fffooorrrPPPCCCRRR

aaammmpppllliiifffiiicccaaatttiiiooonnnooofff111666SSSrrrDDDNNNAAA ssseeeqqquuueeennnccceee

PPPrrriiimmmeeerrr OOOllliiigggooonnnuuucccllleeeoootttiiidddeeessseeeqqquuueeennnccceee(((555′′′→→→ 333′′′)))

LLLmmmeeesssPPP
Forward:AACTTAGTGTCGCATGAC

Reverse:AGTCGAGTTACAGACTAC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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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조조조항항항균균균물물물질질질의의의 제제제조조조

항균물질을 생성하는 분리유산균주를 30℃에서 24시간 전배양한 후 100mLMRS

액체배지에 1% 접종하여 30℃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배양액을 원심분리(9,950×g,10

min)하여 0.45㎛ membranefilter로 제균하였다.제균한 상징액은 동결건조(Labconco

Co.,USA)하여 50mM Tris-HCl(pH 8.3)또는 3차 증류수 4mL에 녹였다.동결건조

농축액은 dialysis-sack(MW＜1,000,Spectra/Por6membrane,Spectrum Laboratories,

Inc.,USA)을 사용하여 동일 완충용액에 넣어 4℃에서 6시간 동안 투석시켜 염류와 유

기산을 제거하였다.투석액은 다시 동결건조하여 4℃에서 보관하였으며,1mL의 50

mM Tris-HCl(pH 8.3)완충용액에 녹여 조항균물질로 사용하였고 이의 항균활성은

diamaticcaliper(MitutoyoCo.,Japan)로 측정하였다.

444...항항항균균균 ssspppeeeccctttrrruuummm

분리유산균주의 항균물질 생산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균체를 직접가하는 ⅰ)

directmethod(88)와 조항균물질을 paperdisk에 가하여 생육저지환을 관찰하는 ⅱ)

agardiffusionmethod(87)를 병행하였다.ⅰ)Directmethod는 지시균이 유산균인 경

우 5mLMRS액체배지에서 혐기적으로 전배양된 분리유산균주을 MRS고체배지에

그은 후 105～6CFU/mL의 지시균이 함유된 0.75% soft-agar8mL로 덮은 후 30℃에

서 24시간 동안 혐기배양하면서 지시균주에 대한 저지환을 관찰하였다.유해균주를 지

시균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LB고체배지에 지시균을 105～6CFU/mL농도로 도말한 후

직경 5.00mm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분리유산균주을 soft-agar에 함유시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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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gar diffusion method는 상기의 방법으로 제조한 조항균물질을 paper

disk(diameter 8.00 mm,Advantec Co.,Japan)에 점적하였다.지시균이 함유된

soft-agar로 덮은 후 30℃에서 24시간 배양하여,지시균주에 대한 저해환을 검토하면

서 항균생성력의 여부를 관찰하였다.분리된 유산균의 항균물질 생산능 검증용 지시균

으로 유산균으로는 Lactobacillusplantarum KFRI464,LactobacillusdelbruekiiKFRI
347,Lactobacillus plantarum KFRI 236,Lactobacillus acidophillus KFRI 150,
LeuconostocmesenteroidesKFRI218그리고 LeuconostocmesenteroidesKCTC
1628을 사용하였다.KFRI균주들은 한국식품연구원(KoreaFoodResearchInstitute)으

로부터,KCTC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BiologicalResourceCenter)의 유

전자은행으로부터 각각 분양받아 사용하였다.유해균주로는 Bacillus속,Micrococcus
속,Staphylococcus속,Salmonella속 및 Pseudomonas속 그리고 Listeria속 등을

사용하였다.

555...항항항균균균물물물질질질의의의 생생생성성성조조조건건건

111)))배배배양양양시시시간간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영영영향향향

항균물질을 생산하는 분리유산균주의 성장단계에 따른 항균활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30℃에서 24시간 전배양한 분리유산균주를 100mL의 MRS 액체배지에 1% 접종한

후 36시간 정치배양하면서 A600(Ultro spec2100pro,Amersham BiosciencesCo.,

England)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배양시간에 따른 조항균물질을 위의 상기된 방법

에 의해 제조하여 agardiffusionmethod에 의해 감수성균인 Lb.plantarum KFRI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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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생육저지환을 측정하여 항균물질을 생산하는 최적시기를 조사하였다.

222)))배배배지지지의의의 초초초기기기 pppHHH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영영영향향향

배지의 초기 pH가 분리유산균주의 성장과 항균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

하여,1N NaOH 또는 1N HCl로 pH 4.0,5.0,6.0,6.5,7.0,그리고 10.0으로 보정한

100mLMRS액체배지에 분리균주를 1% 접종하여 24시간 정치배양한 후 A600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고,그 조항균물질을 제조하여 그 상대활성을 측정하였다.

333)))배배배지지지의의의 NNNaaaCCClll농농농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영영영향향향

배지의 초기 NaCl농도가 균주의 성장과 항균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

여,NaCl을 0,1,3,5및 7% 첨가한 100mLMRS액체배지에 분리균주를 1% 접종하

여 24시간 정치배양한 후 A600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그 조항균물질을 제조하여 그

상대활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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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항항항균균균물물물질질질의의의 안안안정정정성성성

111)))온온온도도도의의의 영영영향향향

항균물질의 활성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기의 방법에 의해 제조

한 조항균물질을 4,30,50및 70℃에서 24시간 동안 열처리하였으며 100℃에서는 30

분,121℃에서 15분 동안 열처리한 후 항균활성을 측정하였다.

222)))pppHHH의의의 영영영향향향

항균물질의 활성에 대한 pH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pH 2.5(50 mM

glycine-HCl),pH 4.5(50mM sodium acetate),pH 6.0(50mM sodium citrate),pH

7.0(50mM phosphate),pH 8.0(50mM Tris-HCl),pH 9.5(50mM glycine-NaOH)완충

용액을 1N HCl과 1N NaOH로 보정하여 만든 다음 동결건조된 배양 농축물을 각각

의 pH에 해당하는 완충용액에 용해시키고,dialysis-sack(M.W.＜1,000,Spectra/Por6

membrane,Spectrum Lacboratories,Inc.,USA)에 넣은 후 각 pH 완충용액에서 4℃,

6시간 동안 투석시켜 그 상대 활성을 측정하였다.

333)))효효효소소소의의의 영영영향향향

Trypsin(EC 3.4.21.4 type I,Sigma,Missouri,USA),lipase(EC 3.1.1.3 type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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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protease(typeI,Sigma),lysozyme(EC 3.2.1.17,Sigma)을 50mM Tris-HCl완충

액(pH 7.5),pepsin(EC3.4.23.1typeI,Sigma)은 50mM citrate완충액(pH 2.0),proteinase

K(EC 3.4.21.64,Sigma)는 10 mM Tris-HCl-50 mM NaCl-5 mM EDTA(pH 7.5), α

-amylase(EC3.2.1.1typeVIII-A,Sigma)는 0.1M sodium phosphate완충액(pH 7.0)에 20

mg/mL가 되도록 준비하였다.조항균물질에 준비된 각종 효소를 최종 4mg/mL 농도로

37℃에서 12시간동안 반응시켜 활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대조구로는 모든 동일한 조건에

서 효소액만 빼고 처리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777...항항항균균균물물물질질질의의의 정정정제제제 및및및 분분분자자자량량량 산산산출출출

항균물질 생산 분리유산균주의 25배 농축배양액 7mL를 50mM Tris-HCl(pH 8.3)완

충용액으로 평형화된 DEAE-sephacelcolumn(2.5 cm × 24 cm,Amersham Phamacia

BiotechAB,Sweden)에 loading하여 동일 완충용액하에서 flow rate를 0.5mL/min하여 한

분획당 5mL씩 받았다.A280에서 단백질양을 측정하였고 이로부터 얻어진 분획을 모아,동

결건조하여 항균활성을 확인하였다.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정제물의 분자량은 Tricin-SDS-PAGE(Tricin-sodium

dodecyl-polyacryamidegelelectrophoresis)방법(82)을 통하여 결정하였다.Gel조성은

4% stackinggel과 15.5% separatinggel로 사용하였다.Samplebuffer는 2×(0.125M

Tris-HCl pH 6.8, 4% SDS, 20% glycerol, 10% β-mercaptoethanol, 0.2%

bromophenolblue,DW)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정제 시료를 samplebuffer와 1:1의

비율로 혼합하여 끓는 물에서 3분간 가열하여 전기영동하였다.전기영동 완충용액으로

5×Anodebuffer(0.2M TrispH 8.9)와 5×Cathodebuffer(0.1M Tris,0.1M Tr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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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DS, pH 8.25)를 1/5배 희석시켜 사용하였다. 전기영동장치로는 ATTO

GEL(Japan)을 사용하였으며,전기영동후 gel을 coomassiebrilliantblueR-250으로 염

색한 후 destainingsolution(30% methanol,10% aceticacid)으로 처리하였다.이 때

표준분자량 물질로는 polypeptidestandardsmarker(Bio-rad,CA,USA)를 사용하였다.

정제된 항균물질의 N-말단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하기 위하여 항균활성이 확인된

단백질을 Tricin-SDS-PAGE를 한 후 gel은 westernblotting을 시행하였다.Transfer

완충용액(Tris5.82g,glycine2.928g,SDS0.375g,20% methanol/L)에서 전압 20mV

로 1시간 30분 동안 PVDF-Plustransfermembrane(0.1micron,9×10cm,Osmonics

Inc.,USA)에 옮긴 후 membrane은 40% methanol이 함유된 0.025% coomassie

brilliantblueR-250으로 염색시키고 destainingsolution(50% methanol)으로 처리하였

다.Membrane에서 추정의 항균물질 밴드를 오려낸 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서울분소)

에 N-말단 아미노산 서열 분석을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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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박박박테테테리리리오오오신신신 생생생산산산 유유유도도도물물물질질질의의의 분분분리리리 및및및 특특특성성성규규규명명명

같은 배지내에서 박테리오신 생산균주와 감수성균주 또는 감수성균주의 세포분획의

존재가 박테리오신 생산을 자극하는 환경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감수성균주 Lactobacillusplantarum KFRI464,LactobacillusdelbruekiiKFRI347,
Lactobacillus plantarum KFRI 236, Lactobacillus acidophillus KFRI 150,

LeuconostocmesenteroidesKFRI218그리고 LeuconostocmesenteroidesKCTC
1628이상,총 6종을 사용하였다.

111...감감감수수수성성성균균균주주주와와와의의의 공공공동동동배배배양양양

같은 배지내에서 항균물질 생성균주와 감수성균주의 존재가 박테리오신 생산을 자

극하는 환경적 신호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6종의 감수성균주와 항균

물질 생성균주을 공동배양하였다.100mLMRS액체배지에 24시간 전 배양된 분리균

주를 1% 접종하고 30℃에서 정치배양하여 대수기 초기에 감수성균주인 Lb.plantarum
KFRI464,Lb.delbruekiiKFRI347,Lb.plantarum KFRI236,Lb.acidophillus
KFRI150,Leu.mesenteroidesKFRI218그리고 Leu.mesenteroidesKCTC1628을
각각 1%씩 접종하여 30℃에서 총 24시간 동안 공동배양하여 항균활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감수성균주 1%와의 공동배양에 의해 분리유산균주로부터 박테리오신 생산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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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할 수 있는 감수성균주(2종)와 유도성이 없는 균주(1종)를 선정하여,1% 접종한 분

리유산균주의 대수기 배양액에 선정된 감수성균주들을 2,5,10%씩 각각 첨가하고 공

동배양하여 항균활성 및 균총 점유율을 비교하였다.이에 유산균이 생성하는 유기산

(젖산)에 의한 결과가 부과되어 나타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대조구로서 감수성

균주를 1,2,5,10%씩 각각 배양한 후 젖산에 의한 항균활성도 함께 비교하였다.

222...박박박테테테리리리오오오신신신 생생생산산산 유유유도도도물물물질질질의의의 세세세포포포내내내 위위위치치치 및및및 유유유도도도효효효과과과

박테리오신 생산 유도물질(Inducingfactor:IF)로 작용하는 물질이 감수성균주의 세

포내 위치와 그 유도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감수성균주의 세포내․외의 물질을 분획

하여 항균물질 생성균 배양에 첨가한 후 그 활성을 비교하였다.박테리오신 생산 유도

물질을 분획하기 위하여 100mLMRS액체배지에 30℃에서 24시간 본 배양된 감수성

균주들을 각각 원심분리(9,950×g,4℃,15 min)하여 균체와 상징액(세포외 분획:

extracellularextract)을 분리하였다.균체는 50mM Tris-HCl(pH 8.3)완충용액 20

mL를 가하여 sonication(Ampi:60,Pulse:2sec,Time:10 min,SonicsVC 13D,

Newton,USA)한 후 원심분리(9,950×g,4℃,25min)하여 세포내 분획(intracellular

extract)과 세포파쇄물(celldebris)로 분리하였다.세포내 분획은 membranefilter(0.45

㎛,MilliporeCo.,USA)로 제균하였으며,세포파쇄물을 20mL액체배지에 풀어 박테

리오신 생산 유도 실험에 사용하였다.전 배양된 박테리오신 생성균을 100mLMRS

액체배지에 1% 접종하고,6종의 각 감수성균주의 세포외 분획(배양 상징액),세포내

분획 및 세포파쇄물를 각각 2.5%로 넣고 30℃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그 항균활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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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박박박테테테리리리오오오신신신 생생생산산산유유유도도도물물물질질질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분리균주의 박테리오신 생산을 촉진 또는 유도효과를 나타내는 Lb.plantarum
KFRI464으로부터 세포내 분획을 준비하고 이의 pH,열,안정성 및 각종 효소의 영향

을 확인하였다.

111)))pppHHH의의의 영영영향향향

Lb.plantarum KFRI464으로부터의 세포내 분획은 pH 2.5(50mM glycine-HCl),

pH 4.5(50mM sodium acetate),pH 6.0(50mM sodium citrate),pH 7.0(50mM

phosphate),pH 8.0(50mM Tris-HCl),pH 9.5(50mM glycine-NaOH)완충용액에 각

각 dialysis-sack(MW＜1,000,Spectrum,USA)을 이용하여 4℃에서 12시간 투석시켰

다.투석액은 A280과 A260에서 흡광도(Ultrospec2100pro,Amersham Biosciences

Co.,England)를 측정하여 최종 단백질 농도 1.5mg/mL로 조정하여 박테리오신 생성

균주 배양에 2.5% 첨가하여 24시간 배양한 다음 항균활성을 확인하였다.

222)))온온온도도도의의의 영영영향향향

Lb.plantarum KFRI464의 세포내 분획은 4,37,50및 70℃에서 3시간 동안 열처

리하였으며,100℃에서는 30분,121℃에서는 15분 동안 열처리 한 후 분리유산균주를

1% 접종한 MRS액체배지에 각각 2.5%씩 첨가하여 항균활성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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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효효효소소소의의의 영영영향향향

박테리오신 생산 유도물질이 단백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백분해효소를 처리하

여 박테리오신 생산 촉진 여부를 조사하였다.Lb.plantarum KFRI464의 세포내 분획

에 serineprotease(35,36)인 proteinaseK,trypsin그리고 α-chymotrypsin각각을 최

종 2mg/mL농도로 37℃에서 5시간 반응시키고,단백분해효소를 불활성화 시키기 위

해 serine protease inhibitor인 AEBSF[4-(2-aminoethyl)-bezensulfornyl fluoride

hydrochloride,Sigma,USA]를 100mM 농도로 첨가하여 37℃에서 12시간 처리하였

다.이 후 각 처리물을 박테리오신 생성균주 배양에 2.5% 첨가하여 항균활성을 확인하

였다.대조구로는 AEBSF로 불활성화시킨 proteinaseK와 AEBSF(100mM)만을 분리

균주 배양에 각각 첨가하였다.

444...박박박테테테리리리오오오신신신 유유유도도도물물물질질질의의의 정정정제제제

DEAE-sephacel 음이온 교환수지 크로마토그래프와 HPLC(High-performance

liquid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박테리오신 생산 유도물질의 정제를 실시하였다.

DEAE-sephacelcolumn(2.5 cm × 24 cm,Amersham Phamacia Biotech AB,

Sweden)에 Lb.plantarum KFRI464세포내 분획을 10mL loading한 후 50mM

Tris-HCl(pH 8.3)완충용액 180mL(Flow rate:1mL/min)로 washing하고 resin에 결

합된 물질을 0.2M～1M NaCl완충용액으로 gradient를 주어 용출시켰다.용출된 분

획들을 A280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2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동결건조하였다.동결건조

된 분획들은 50mM Tris-HCl완충용액에 녹여 dialysis-sack(M.W＜1,000)으로 투석

시키고 다시 centricon(M.W＜1,000)으로 일정농도로 농축하였다.농축된 두 구간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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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은 분리유산균주의 배양액내에 첨가하여 항균활성을 확인하였다.박테리오신 생산

유도효과가 확인된 분획은 HPLC(YounglinAcmeHPLC,YounglinCo.,Korea)에 의

해 재정제하였다.μ-BondapackC18column(3.9×300mm,WatersCo.,Ireland)을 사용

하여, 0.1%(v/v) trifluoroacetic acid(TFA)가 함유된 0～60% acetonitrilae

gradient(Flow rate:0.6mL/min)로 용출시킨 후 UV detector(UV30D)로 검정하였다.

용매는 A:0.1% TFA,B:0.1% TFA가 함유된 60% acetonitrile이며 gradient조건은

100% A,5분;100% A～100% B,100분;100% B,30분;100% A,5분으로 하였다.

용출된 분획들을 A280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2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동결건조하였다.

동결건조 된 분획들은 50mM Tris-HCl완충용액에 적정농도로 녹인 후 분리유산균

주의 배양액내에 첨가하여 항균활성을 확인하였다.

555...박박박테테테리리리오오오신신신 생생생산산산 유유유도도도물물물질질질의의의 분분분자자자량량량과과과 NNN---말말말단단단 아아아미미미노노노산산산 서서서열열열분분분석석석

박테리오신 생산 유도효과가 확인된 HPLC정제물의 분자량은 Tricin-SDS-PAGE

방법을 통하여 결정하였다.Gel조성은 4% stackinggel과 16.5% separatinggel로 사

용하였으며,전기영동조건은 박테리오신 GJ7의 정제방법과 동일하게 하였다.전기영동

후 gel은 western blotting을 시행하였다.Transfer 완충용액(Tris 5.82g,glycine

2.928g,SDS 0.375g,20% methanol/L)에서 전압 20 mV로 1시간 30분 동안

PVDF-Plustransfermembrane(0.1micron,9×10cm,OsmonicsInc.,USA)에 옮긴

후 membrane은 40% methanol이 함유된 0.025% coomassiebrilliantblueR-250으로

염색시키고 destainingsolution(50% methanol)으로 처리하였다.Membrane에서 추정

의 inducingfactor를 오려낸 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서울분소)에 의뢰하여 N-말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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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산 서열을 분석하였다.분석된 아미노산 서열의 상동성 검사는 Blastprogram(34)

에 의해 실행하였다.

666...합합합성성성 iiinnnddduuuccciiinnngggfffaaaccctttooorrr의의의 유유유도도도효효효과과과

Lb.plantarum KFRI464의 세포내 분획으로부터 박테리오신 생산 유도물질을 분리

및 정제하여 밝혀진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고 수탁업체(PerSeptiveBiosystem,Pioneer,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서울분소)에 의뢰하여 아미노산을 합성하였다.합성 IF는 50

mM Tris-HCl(pH 8.3)완충용액으로 0.02～0.05mg/mL의 농도별로 희석하여 분리유

산균주 배양에 2.5%씩 각각 첨가하여 박테리오신 유도활성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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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 절절절 박박박테테테리리리오오오신신신 생생생산산산 강강강화화화균균균주주주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종종종균균균김김김치치치의의의

발발발효효효특특특성성성

111...종종종균균균김김김치치치의의의 제제제조조조

‘박테리오신 감수성균주에 의한 박테리오신 생산균주의 박테리오신 생산 강화’에 의

한 미생물 대사공학을 이용하여 김치발효 시스템(비살균 개방형 발효시스템)에 적용함

으로써 김치발효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품질이 균일하고 보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를 조사하였다.

111)))사사사용용용 균균균주주주

박테리오신 GJ7에 대하여 감수성균주인 Lb.plantarum KFRI464의 세포내분획을

사용하여 상기의 방법으로 분리유산균주 GJ7의 박테리오신 생성능을 강화시킨 후 이

를 김치 starter로 사용하여 종균김치(GJ7-종균김치)를 제조하였다.또한 종균에 따른

맛의 다양화가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우량김치종균의 요건을 지닌 박테리오신 생산균

LeuconostockimchiiGJ3를 starter로 사용하여 종균김치(GJ3-종균김치)를 제조하여

이의 발효특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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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김김김치치치의의의 제제제조조조

원료배추를 잘 다듬은 후 천일염으로 제조한 16.7%(w/v)의 소금용액에서 5～6시간

실내온도에서 절임하고 흐르는 물에 3회 세척하여 5～10℃에서 4～5시간 탈수하였다.

재료의 배합비는 탈수된 절임배추 100g에 대하여 고춧가루 2.7g,마늘 1.3g,생강 0.5g,

액젓 4.0g,파 1.3g,무 1.2g,당근 0.66g,설탕 0.86g,명태지 0.45g으로 하였고 김치의

염도는 2.0～2.1%가 되도록 조정하였다.분리유산균주 GJ7(또는 Leu.kimchiiGJ3)을
박테리오신 유도물질로 박테리오신 생성능을 강화시킨 후 그 균체을 김치에 첨가하였

다.담은 종균김치는 폴리에틸렌수지 또는 나일론＋PE1kg용 포장지에 담아 진공포장

하였다.대조구로는 동일한 김치제조공정에 종균을 첨가하지 않은 김치로 하였다.

222...일일일반반반분분분석석석

111)))pppHHH 및및및 산산산도도도의의의 측측측정정정

김치를 마쇄하여 멸균거즈로 여과한 김치여액으로 pH와 산도를 측정하였다.pH는

pH meter(DenverInstrumentCo.,Model15)로 측정하였으며,산도는 A.O.A.C방법에

의하여 김치여액 10mL를 0.1N NaOH용액으로 pH 8.3이 될 때까지의 NaOH용액 소

비량으로 정의하였으며,이것을 아래 식에 의하여 젖산함량으로 환산하여 총산함량(%)

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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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총총산산산(((%%%)))===aaa×××fff×××FFF×××111000

a:0.1NNaOH용액의 소비mL수

f:0.1N NaOH용액의factor

F:0.1N NaOH용액의 1mL에 상당하는 유기산 계수(젖산인 경우 0.009)

222)))염염염농농농도도도의의의 측측측정정정

김치를 마쇄하여 멸균거즈로 여과한 김치여액으로 염도계(SekisuiCo.SS-21A,

Japan)을 사용하여 김치의 염농도를 측정하였다.

333...미미미생생생물물물균균균수수수의의의 측측측정정정

김치를 마쇄하여 멸균거즈로 여과한 김치여액을 LB,MRS,CaCO3가 2% 함유된

MRS고체배지에 도말하여 30℃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형성된 colony를 그람염색 및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444...종종종균균균김김김치치치 및및및 종종종균균균비비비첨첨첨가가가김김김치치치의의의 발발발효효효 pppaaatttttteeerrrnnn분분분석석석

김치를 위의 방법으로 GJ7-종균김치 및 종균비첨가김치를 제조한 다음,10±5℃에



- 29 -

서 김치를 발효시키면서 pH,산도,균총(총균수,종균점유율)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

다.

555...GGGJJJ777---종종종균균균김김김치치치의의의 관관관능능능조조조사사사

종균김치와 종균비첨가김치 그리고 현재 시판되고 있는 (주)○○○사의 김치의 관

능적인 특징 및 기호도를 비교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주)○○○에서 미리 선정하여 훈

련시킨 주부관능전문요원 10명과 조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관능검사는 각 김치의 최적 적숙기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평가항목은 Fig.1과 같이 맛,냄새,조직감,색깔 및 기호도 그리고 전반적인 기호도를

나누어 9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관능검사의 통계처리는 T-test또는 Studentt-test

에 의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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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111...SSSeeennnsssooorrryyyttteeessstttssshhheeeeeettt

외외외관관관
111...전전전반반반적적적인인인 김김김치치치의의의 색색색

1 2 3 4 5 6 7 8 9
밝은 어두운

222...윤윤윤기기기
1 2 3 4 5 6 7 8 9
약함 강함

향향향미미미
111...풋풋풋내내내

1 2 3 4 5 6 7 8 9
약함 강함

222...신신신맛맛맛
1 2 3 4 5 6 7 8 9
약함 강함

333...짠짠짠맛맛맛
1 2 3 4 5 6 7 8 9
약함 강함

444...단단단맛맛맛
1 2 3 4 5 6 7 8 9
약함 강함

555...젓젓젓갈갈갈향향향미미미
1 2 3 4 5 6 7 8 9
약함 강함

666...탄탄탄산산산가가가스스스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톡톡톡쏘쏘쏘는는는 시시시원원원한한한 맛맛맛
1 2 3 4 5 6 7 8 9
약함 강함

777...군군군내내내
1 2 3 4 5 6 7 8 9
약함 강함

888...감감감칠칠칠맛맛맛
1 2 3 4 5 6 7 8 9
약함 강함

999...아아아삭삭삭함함함(((줄줄줄기기기와와와 잎잎잎부부부분분분을을을 함함함께께께 먹먹먹음음음)))
1 2 3 4 5 6 7 8 9
약함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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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결결결과과과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제제제 111절절절 항항항균균균물물물질질질 생생생산산산균균균주주주의의의 분분분리리리 및및및 그그그 특특특성성성 규규규명명명

111...항항항균균균물물물질질질 생생생산산산균균균주주주의의의 분분분리리리 및및및 항항항균균균물물물질질질 생생생성성성능능능

가정에서 식용되는 김치 중 가장 맛이 좋은 최적 숙성기의 김치를 수집하여 내용물

전체를 마쇄한 후,무균적으로 여과하고 멸균수로 적정배율로 희석하여 CaCO3가 2%

함유된 MRS고체배지에 30℃에서 2일 동안 평판배양하였다.그 결과 투명환을 형성

하는 colony들을 유산균으로 잠정적으로 분리한 후 Lactobacillusplantarum KFRI464
에 대하여 생육을 저지시키는 박테리오신 생성균주를 한 개 분리하였으며,이 분리균

주는 편의상 GJ7이라 명칭하였다.

222...분분분리리리균균균주주주의의의 분분분류류류 및및및 동동동정정정

항균물질을 생산하는 분리유산균주 GJ7의 형태학적,배양학적 및 당 대사능 그리고

16SrDNA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GJ7의 분류학상 위치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2～3,Fig.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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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형형형태태태 및및및 배배배양양양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분리유산균주 GJ7을 MRS배지에 접종하여 24시간 혐기배양하고,Gram 염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Table2,Fig.2)분리유산균주 GJ7은 그람양성으로 구균

이었으며,colony는 둥근형으로 표면은 매끈하며 상아색으로 불투명하였다.

222)))당당당 대대대사사사능능능

Biolog에 의한 유산균(Lactobacillussp.)동정 kit에 해당하는 API50CHL을 사용하

여 분리유산균주 GJ7의 C-화합물의 대사능을 검토한 결과(Table3)항균물질을 생산

하는 본 분리유산균주 GJ7은 Leuconostoccitreum으로 99.9%의 상동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균량 및 배양시간에 따른 data값의 변동이 커서 본 Biologdata는 C-화합물의

대사능을 알아보는 자료로 삼았다.일반적으로 유산균은 유당(lactose)을 에너지 대사

원으로 삼으므로 유당대사능이 있음에 반해,본 분리유산균주 GJ7은 유당 대사능이 음

성으로 나타났다.이것은 분리한 균주의 근원이 유당이 존재하지 않은 김치였으며,김

치에 존재하는 유산균이 유당 대사능을 불필요하게 여기고 다른 당을 에너지원으로 이

용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333)))111666SSSrrrDDDNNNAAA 염염염기기기서서서열열열 분분분석석석

분리유산균주 GJ7의 16S r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균주동정을 하기 위하여

GJ7으로부터 chromosomalDNA를 추출하고 Leuconostoc속 특이적 primer인 Lm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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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set(55)를 가지고 16S rDNA를 PCR에 의해 증폭하였다.그 결과 1,304bp의

PCR증폭 단편을 얻었으며(Fig.3),이 16SrDNA 염기서열을 분석하고(Fig.4)Blast

program을 사용하여 상동성을 검색한 결과 Leuconostoc citreum AF 111949,

Leuconostoccitreum AF 111948과 98.9%의 높은 상동성을 나타내었으며,Fig.5에

16SrDNA 염기서열을 기초로 한 다른 bacteria와의 계통발생론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분리유산균주 GJ7의 당대사능을 포함한 일반적인 특성과 16S rDNA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Leuconostoccitreum으로 동정되었으며,그 결과 GJ7을 Leuconostoc
citreum GJ7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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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222...MMMooorrrppphhhooolllooogggiiicccaaalllaaannndddcccuuullltttuuurrraaalll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ooofffttthhheeeiiisssooolllaaattteeeGGGJJJ777

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 GGGJJJ777

Gram stain +++

Morphology coccus

Colony circular

Colony
surface smooth

Colony
color

cream
color

Colony
opacity opa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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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222...GGGrrraaammm ssstttaaaiiinnniiinnngggooofffttthhheeeiiisssooolllaaattteeeGGGJJJ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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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333...SSSuuugggaaarrruuutttiiillliiizzzaaatttiiiooonnn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ooofffttthhheeeiiisssooolllaaattteeeGGGJJJ777

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 GGGJJJ777 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 GGGJJJ777

Glycerol - Esculine +
Erythritol - Salicine +
D-Arabinose - Cellobiose +
L-Arabinose + Maltose +
Ribose - LLLaaaccctttooossseee ---
D-Xylose - Melibiose -
L-Xylose - Saccharose +
Adonitol - Trehalose +

β-Methyl-xyloside - Inuline -
Galactose - Melezitose -
D-Glucose + D-Raffinose -
D-Fructose + Amidon -
D-Mannose + Glycodene -
L-Sorbose - Xylitol -
Inositol - β-Gentiobiose +
Manitol + D-Turanose +
Sorbitol - D-Lyxose -

α-Methyl-D-mannoside - D-Tagatose -
α-Methyl-D-Glucoside + D-Fucose -
N-Acetylglucosamine + Rhamnose -

Amygdaline + Dulcit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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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ppp 111 222

1,500 111,,,333000444bbbppp
1,000

500

FFFiiiggguuurrreee333...PPPCCCRRRaaammmpppllliiifffiiicccaaatttiiiooonnnooofff111666SSSrrrDDDNNNAAA bbbyyyuuusssiiinnngggLLLmmmeeesssPPPppprrriiimmmeeerrrssseeettt
Lane1:100bpDNA laddermarker(TaKaRaCo.)
Lane2:Amplified16SrDNA genefrom theisolateGJ7byusingLmesPprimer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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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7

AF111949

GJ7

AF111949

GJ7

AF111949

GJ7

AF111949

GJ7

AF111949

GJ7

AF111949

GJ7

AF111949

GJ7

AF111949

GJ7

AF111949

GJ7

AF111949

GJ7

AF111949

FFFiiiggguuurrreee444...DDDNNNAAA ssseeeqqquuueeennnccceeeooofffttthhheeeaaammmpppllliiifffiiieeeddd111666SSSrrrDDDNNNAAA fffrrrooommm ttthhheeeiiisssooolllaaattteeeGGGJJJ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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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emoris(M 23034)

Leuconostoc mesenteroides(AB023246)

Leuconostoc mesenteroides(AY675249)

Leuconostoc sp. CR-310S(AF349931)

Leuconostoc pseudomesenteroides(AF468002)

Leuconostoc fa llax(AF360738)

Leuconostoc carnosum(AB022925)

Leuconostoc gasicomitatum stra in LM G 18811(AF231131)

Leuconostoc inhae stra in IH611(AY117686)

Leuconostoc inhae stra in LM 2630(AY675244)

Leuconostoc k imchii sp. nov.(AF173986)

L.lactis M 23031

Leuconostoc lactis(AB023968)

Uncultured bacterium clone LB1C2(AY186084)

Leuconostoc lactis(AY026048)

Leuconostoc garlicum(AY456086)

Leuconostoc argentinum(AF175403)

Leuconostoc citreum IH22(AF111949)

Leuconostoc citreum(AF111948)

Leuconostoc citreum GJ7

Leuconostoc citreum(AB022923)

Leuconostoc citreum(AF195784)

Leuconostoc citreum(AY165007) 0.01

FFFiiiggguuurrreee555...PPPhhhyyylllooogggeeennneeetttiiicccrrreeelllaaatttiiiooonnnssshhhiiipppbbbeeetttwwweeeeeennn GGGJJJ777aaannndddooottthhheeerrrrrreeelllaaattteeedddbbbaaacccttteeerrriiiaaabbbaaassseeedddooonnn

111666SSSrrrDDDNNNAAA ssseeeqqquuueeennnccc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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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항항항균균균 ssspppeeeccctttrrruuummm

여러 gram 양성 및 gram 음성균을 지시균으로 하여 Leu.citreum GJ7의 항균활성

을 조사하기 위하여 균체를 직접 가하는 directmethod와 조항균물질을 paperdisk에

가하여 agardiffusionmethod를 시행한 결과를 Table4에 나타내었다.Leu.citreum
으로부터의 항균물질은 Lb.plantarum KFRI464,Lb.delbruekiiKFRI347,Lb.
plantarum KFRI236,Lb.acidophillusKFRI150,Leu.mesenteroidesKFRI218그리
고 Leu.mesenteroidesKCTC1628등의 같은 유산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식품오염

미생물인 Micrococcusluteus,Pseudomonasaeroginosa와 분변오염의 지표가 되는

Escherichia속 그리고 리스테리아 식중독(Listeriosis)원인균인 Listeria속 등의 유해

균주에 대해서도 항균활성이 뛰어나 gram 양성,음성균 모두에게 spectrum이 넓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박테리오신 항균 spectrum에 대한 보고 중 Streptococcuscremoris346균주로부
터 분리한 diplococcin(17)이 St.cremoris와 St.lactis에 국한된 좁은 항균범위를 나타

내는가 하면 김치로부터 분리된 LactobacilluscurvatusSE1이 생산하는 박테리오신

(45)도 gram 양성균(Lactobacillus,Pediococcus,Listeria)에는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반면 gram 음성균에는 저해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현재 식품보존제로 널리 사용 중

인 Lactococcuslactissubsp.lactis가 생산하는 nisin(61)도 대부분의 gram 양성균들

(Staphylococcus,Streptococcus,Latobacillus,Bacillus,Listeriamonocytogenes등)과
혐기성포자 형성균들(Clostridium butyrium,C.tryrobutyriccum,C.sporogenes)에 대

해 항균활성을 지니나 일부 gram 음성균(Neisseri)을 제외한 gram 음성균과,효모,곰

팡이에 대해서는 억제작용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존의 대부분의 유산균 유래 박테리오신은 gram barrier때문에 gram 음성균에는

국한된 항균활성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몇몇 박테리오신의 경우는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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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항균범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Lactococcus sp. HY 449(96)의 경우

Lactobacillus spp., Lactococcus spp., Staphylococcus epidermidis, Listeria
monocytogenes등의 gram 양성뿐만 아니라 gram 음성균인 EscherichiacoliHB101,
E.coliA2,Pseudomonasfuoresens에 대해서도 억제환을 나타내어 비교적 넓은 항균

활성을 지녔으나 포자를 형성하는 Bacillus subtilis ATCC 6633,gram 음성균인

Salmonella typhimurium 및 효모에 대해서는 억제환을 나타내진 못하였다.

Lactobacillusbulgaricus가 생산하는 bulgarican(79)은 gram 양성과 병원성균을 포함

한 gram 음성균에 대해 넓은 항균 spectrum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Leu.citreum GJ7으로부터의 항균물질은 gram 양성,음성균에 대해 광범위한 항균

활성을 나타내어 식품가공의 이용에 있어서 통조림식품에서의 포자형성균(Bacillus속)
의 제어나 발효유,발효알콜음료,유제품 등 여러 가지 식품 및 사료에 천연보존제로

사용함으로써 저장성 향상뿐만 아니라 열처리량 감소에 의한 영양적 가치,맛,조직감

향상 및 listeria,저온성균,병원성균 그리고 부패미생물의 제어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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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444... AAAnnntttaaagggooonnniiissstttiiiccc aaaccctttiiivvviiitttyyy ooofff GGGJJJ777 aaagggaaaiiinnnsssttt ooottthhheeerrr

mmmiiicccrrroooooorrrgggaaannniiisssmmmsss

GGGrrrooouuuppp SSSeeennnsssiiitttiiivvveeeiiinnndddiiicccaaatttooorrr AAAccctttiiivvviiitttyyy***

LLLAAABBB

Lactobacillusplantarum KFRI464 +++

LactobacillusdelbruekiiKFRI347 +++

LeuconostocmesenteroidesKCTC1628 +++

LeuconostocmesenteroidesKFRI218 +++

LactobacillusacidophillusKFRI150 +++

Lactobacillusplantarum KFRI236 +++

GGGrrraaammm(((+++)))

BacillussubtilisATCC6633 +++

StreptococcusfaecalisATCC29212 +++

StreptococcusmutansATCC25175 +++

MicrococcuslutersATCC9341 +++

StaphylococcusaureusATCC29213 +++

ListeriamonocytogenesATCC19113 +++

GGGrrraaammm(((---)))

Salmonellathphimurium ATCC19430 +++

PseudomonasaeroginosaATCC27853 +++

EscherichiacoliO-157 +++

EscherichiacoliATCC25922 +++

Toassay ofantibacterialactivity,Leu.citreum GJ7wasdirectly appliedontothe
testedotherstrains
+*:detectable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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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GGGJJJ777으으으로로로부부부터터터 항항항균균균물물물질질질의의의 생생생산산산

111)))생생생육육육시시시기기기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항항항균균균물물물질질질의의의 활활활성성성

Leu.citreum GJ7을 30℃에서 36시간 혐기배양하여 매 6시간마다 흡광도와 항균활

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Fig.6).Leu.citreum GJ7은 배양 24시간쯤에 생육정지기에

이르렀으며 생육초기에는 항균활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대수기 중반에 이르는 12시간

때부터 생육저지환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여 대수증식기 후기에 이르는 18시간부터

정지기 초기 24시간까지 최대활성을 보였으나 생육 24시간 이후부터는 항균활성이 조

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이러한 현상으로 Daba 등(15)도 보고한 바 있어,Leu.
mesenteroides를 MRS배지에서 배양하여 mesenteroides5를 생산할 때 24시간 이상

이 경과하면 90%이상의 활성이 소실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것은 항균물질이 영양

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육시기별로 보면 정지기 때 축적

되었다가 정지기 이후 균이 사멸되기 시작하면서 배양액내에 증가되는 단백질 분해효

소의 작용에 의해 분해되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222)))배배배지지지의의의 초초초기기기 pppHHH의의의 영영영향향향

1N NaOH 또는 1N HCl로 pH 4.0,5.0,6.0,6.5,7.0,10.0으로 보정한 MRS액체

배지에 30℃에서 24시간 정치배양하여 Leu.citreum GJ7의 생육도와 항균물질 생성능

을 검토하였다.그 결과 Fig.7과 같이 pH 6.0에서부터 pH 10.0까지의 범위에서 잘 생

육하였으며 생육최적 pH는 6.5이었다.항균물질 생성 또한 pH 6.5부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산성 영역인 pH 4.0～5.0에서는 균체증식과 항균물질 생성은 매우 미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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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알칼리 영역 pH 10.0에서는 균의 생육은 양호하였으나 항균물질은 거의 생성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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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666...GGGrrrooowwwttthhhaaannndddaaannntttiiimmmiiicccrrrooobbbiiiaaalllaaaccctttiiivvviiitttyyyfffrrrooommm GGGJJJ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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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NNNaaaCCClll농농농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영영영향향향

NaCl이 항균물질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기본 배지인 MRS액체배

지에 NaCl을 0,1,3,5,7%가 되게 첨가하여 Leu.citreum GJ7의 생육 및 항균물질의

생성능을 조사하였다.NaCl이 적당한 농도로 첨가되었을 때 박테리오신 생성능이 비례

적으로 증가한다는 보고(18)와는 달리 Fig.8에서와 같이 NaCl의 첨가 농도가 증가할

수록 생육과 항균물질 생성이 감소되었으며 5% 이상의 농도에서는 균체 증식과 항균

물질 생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555...항항항균균균물물물질질질의의의 안안안전전전성성성

111)))온온온도도도의의의 영영영향향향

Leu.citreum GJ7으로부터 생성된 항균물질을 4～121℃ 범위에서 열안정성을 살펴

보았다(Table5).지금까지 알려진 박테리오신의 열 안정성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커

서 helveticinV-1829(23)와 lactacinF(67)는 50℃에서 각각 20분과 30분 만에 불활성

화 되어 열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또 diplococcin(17)은 실온에서도 불안정

하였고 100℃에서 1분간의 열처리로 75%의 활성이 감소하였다.반면 bulgarican은 12

1℃,60분 열처리에도 변화가 없었으며(79),bacteriocinS50(53)과 plantaricinA(16)는

100℃에서 각각 60분과 30분 열처리 시에도 안정하여 내열성이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

되고 있다.DeVuyst등(20)은 박테리오신의 이러한 열안정성은 강한 소수성부위의 발

생,안정한 cross-linkage형성,glycine의 높은 함량 그리고 작은 구형구조의 형성 등

에 의한 것이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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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 분리된 Leu.citreum GJ7이 생산하는 항균물질은 100℃에서 30분,

121℃에서 15분간 열처리 후에도 원래의 활성을 100% 그대로 유지하여 열에 매우 안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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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 888...EEEffffffeeeccctttooofffNNNaaaCCClllooofffttthhheee gggrrrooowwwttthhh mmmeeedddiiiaaa ooonnn ttthhheee gggrrrooowwwttthhh aaannnddd

aaannntttiiimmmiiicccrrrooobbbiiiaaalllaaaccctttiiivvviiitttyyyooofff GGGJJJ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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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555...EEEffffffeeeccctttooofffhhheeeaaattttttrrreeeaaatttmmmeeennntttooonnnttthhheeeaaaccctttiiivvviiitttyyyooofffaaannntttiiimmmiiicccrrrooobbbiiiaaalll

aaagggeeennntttfffrrrooommm GGGJJJ777

TTTeeemmmpppeeerrraaatttuuurrreee(((℃℃℃)))
(((tttiiimmmeeeooofffhhheeeaaattttttrrreeeaaatttmmmeeennnttt)))

AAAnnntttiiimmmiiicccrrrooobbbiiiaaalllaaaccctttiiivvviiitttyyy***

4(24h) +++

37(24h) +++

50(24h) +++

70(24h) +++

100(30min) +++

121(15min) +++
*Lb.plantarum KFRI464wasusedasasensitivestrain.
+:detectable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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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pppHHH의의의 영영영향향향

Leu.citreum GJ7이 생산하는 항균물질의 pH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H 2.5에

서 pH 9.5까지의 범위에서 4℃에서 6시간 처리하여 상대 활성을 측정하였다.그 결과

Table6과 같이 pH 2.5～9.5까지 6시간동안 항균활성의 변화가 없어,넓은 pH 구간에

서 매우 안정함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유산균이 생산하는 박테리오신은 낮은 pH에서 활성을 보이거나,매우 국

한된 범위의 pH에서만 안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그 예로 Lactobacillus
plantarum C-11이 생산하는 plantaricinA는 pH 4～6.5사이의 범위에서만 활성을 나

타내었으며(16),Leuconostocmesenteroidessubsp.mesenteroidesFR52균주가 생산

하는 mesenteroides52는 pH 7.0까지 비교적 안정하나 80℃에서 6시간 처리 시 pH 7.0

보다는 pH 4.5에서 더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64).또한 Lactococcuslactis가 생산하

는 박테리오신으로 현재 사용 중인 nisin의 경우에는 pH 2에서의 용해성이 57mg/mL

인 반면 pH 8～10에서는 0.25mg/mL의 낮은 용해성을 보여 알칼리 영역에서의 불안

정이 보고된 바 있다(61).Gross와 Morell(31)은 pH가 높을 경우 hydroxideions,

depronatedamines,depronatedhydroxylgroup과 같은 nucleophile이 dehydro-residue

와 반응하여 분자 간 혹은 분자 내 crosslinkage를 형성하여 화학적 변형을 일으킨다

고 보고하였다.Dehydro잔기가 존재하는 nisin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

여러 종류의 반응 산물이 생성되고 nisin의 항균력은 급격하게 소실된다고 보고하였다

(61).이에 반해 유산균이 생성하는 박테리오신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넓은 pH 영역에

서도 안정한 경우도 있는데 LactobacillusbrevisB37이 생산하는 brevicin37은 pH

2～10(67),Lactobacilluscamis가 생산하는 박테리오신은 pH 2～11(8)의 넓은 범위에

서 안정하다고 보고되었다.또 PediococcusacidilacticiSJ-1에서 생산한 pediocin

SJ-1도 pH 3～9까지 안정성을 가지며 낮은 pH에서 훨씬 안정하다고 하였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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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Leu.citreum GJ7으로부터의 항균물질도 거의 전 pH 영역(pH 2.5～

9.5)에서 pH의 영향을 받지 않아 pH에 매우 안정한 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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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666...EEEffffffeeeccctttooofffdddiiiffffffeeerrreeennntttpppHHHsssooonnnttthhheeeaaaccctttiiivvviiitttyyyooofffaaannntttiiimmmiiicccrrrooobbbiiiaaalllaaagggeeennnttt

fffrrrooommm GGGJJJ777

pppHHH(((aaattt444℃℃℃,,,fffooorrr666hhh))) AAAnnntttiiimmmiiicccrrrooobbbiiiaaalllaaaccctttiiivvviiitttyyy***

2.5 +++

4.5 +++

6.0 +++

7.0 +++

8.3 +++

9.5 +++
*Lb.plantarum KFRI464wasusedasasensitivestrain.
+:detectable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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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각각각종종종 효효효소소소의의의 영영영향향향

Leu.citreum GJ7이 생산하는 항균물질의 각종 효소처리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았

다(Table7).Lipase나 lysozyme또는 α-amylase의 처리 시에는 항균활성이 그대로 유

지되어,지질이나 당이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에 관여하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었

다.그러나 protease,trypsin,α-chymotrysin,proteinaseK에 의해 항균활성이 소실되

는 것으로 보아 이 항균활성 물질은 단백질성 물질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666...박박박테테테리리리오오오신신신 GGGJJJ777의의의 정정정제제제

Leu.citreum GJ7이 생산하는 박테리오신 GJ7을 정제하였다.Leu.citreum GJ7의
25배 농축배양액으로부터 박테리오신 GJ7은 DEAE-sephacel음이온 교환수지 크로마

토그래피를 실시하였을 때 resin에 결합치 않고 50mM Tris-HCl에 의해 용출되어져

나온 2개의 단백질 peak을 얻을 수 있었으며(Fig.9),이 분획들을 크게 둘로 나누어

(Ⅰ,Ⅱ)각각 동결건조한 후 agardiffusionmethod에 의해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

peakⅡ에서만 항균활성이 관찰되었다.DEAE-sephacel음이온 교환수지 크로마토그

래피에서 항균활성을 나타낸 peakⅡ를 Tricin-SDS-PAGE를 한 결과 단일 밴드를 얻

을 수 있었으며,그 분자량은 약 3,500dalton정도로 추정되었고(Fig.10-A)이 밴드는

gel상에서 항균활성이 확인되었다(Fig.10-B).

정제된 박테리오신 GJ7은 Tricin-SDS-PAGE를 한 후 PVDF-plus transfer

membrane에 옮긴 후 3,500dalton의 밴드를 오려내어 N-말단 아미노산 서열 분석을

시도하였으나,N-말단 부분이 blocking되어 박테리오신 GJ7의 아미노산 서열을 확인

할 수 없었다.N-말단이 blocking되는 이유로는 N-말단이 Gln인 경우 R grou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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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ize되어 pyrrolidone carboxylate화 되었거나 blocking group인

acetyl(CH3-CO-NH-),formyl(H-CO-NH)이 있는 경우,N-trimethylalanine의 경우로

는 Endman반응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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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777...EEEffffffeeeccctttooofffvvvaaarrriiiooouuussseeennnzzzyyymmmeeetttrrreeeaaatttmmmeeennntttsssooonnnttthhheeeaaaccctttiiivvviiitttyyyooofff

bbbaaacccttteeerrriiioooccciiinnnGGGJJJ777

EEEnnnzzzyyymmmeee
(((444mmmggg///mmmlll:::aaattt333777℃℃℃,,,fffooorrr222444hhhrrr))) AAAnnntttiiimmmiiicccrrrooobbbiiiaaalllaaaccctttiiivvviiitttyyy***

Control
(non-enzymetreatedsample) +++

Trypsin ---

Protease ---

Lipase +++

α-Amylase +++

ProteinaseK ---

α-Chymotrypsin ---
*Lb.plantarum KFRI464wasusedasasensitivestrain.
+: detectable activity, -: no clear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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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 999...EEEllluuutttiiiooonnn ppprrrooofffiiillleee ooofffbbbaaacccttteeerrriiioooccciiinnn GGGJJJ777 fffrrrooommm aaa DDDEEEAAAEEE---ssseeeppphhhaaaccceeelll

cccooollluuummmnnneeeqqquuuiiillliiibbbrrraaattteeedddwwwiiittthhh555000mmmMMM TTTrrriiisss---HHHCCClllbbbuuuffffffeeerrr(((pppHHH 888...333)))...Thebacteiocin
activityofpeakIorⅡ wasassayedbyagardiffusion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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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A.                           B.B.B.B.

FFFiiiggguuurrreee111000...TTTrrriiiccciiinnn---SSSDDDSSS---PPPAAAGGGEEE(((AAA)))ooofffpppuuurrriiifffiiieeedddbbbaaacccttteeerrriiioooccciiinnn GGGJJJ777fffrrrooommm

GGGJJJ777aaannndddBBB,,,ssshhhooowwwiiinnngggttthhheeezzzooonnneeeooofffgggrrrooowwwttthhhiiinnnhhhiiibbbiiitttiiiooonnnooonnngggeeelll
A.Lane1:polypeptidestandardsmarker(Bio-rad,USA)
Lane2:purifiedbacteriocinGJ7

B:PositivedetectionofbacteriocinGJ7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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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박박박테테테리리리오오오신신신 생생생산산산 유유유도도도물물물질질질의의의 분분분리리리 및및및 특특특성성성규규규명명명

111...감감감수수수성성성균균균주주주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박박박테테테리리리오오오신신신 생생생산산산의의의 유유유도도도효효효과과과

111)))감감감수수수성성성균균균주주주와와와의의의 공공공동동동배배배양양양

박테리오신 생산균주 Leu.citreum GJ7을 1% 접종하고 30℃에서 정치배양하여 대

수기 때 감수성균주 Lb.plantarum KFRI464,Lb.delbruekiiKFRI347,Lb.
plantarum KFRI236,Lb.acidophillusKFRI150,Leu.mesenteroidesKFRI218그리
고 Leu.mesenteroidesKCTC1628을 1%씩 각각 첨가하고 공동배양(co-culture)하여

항균활성을 비교하여 보았다(Table8또는 Fig.11).1% 감수성균주와의 공동배양 결

과 박테리오신 생산균주 Leu.citreum GJ7만을 단독 배양한 것에 비해 Lb.plantarum
KFRI464,Lb.delbruekiiKFRI347그리고 Leu.mesenteroidesKCTC1628과의 공

동배양에 의해 박테리오신 생산이 증가되었으며,Lb.plantarum KFRI236과 Lb.
acidophillusKFRI150및 Leu.mesenteroidesKFRI218과의 공동배양에서는 박테리

오신 생산 유도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Lb.plantarum KFRI464및 Lb.plantarum
KFRI236은 모두 Lb.plantarum에 속하고 Leu.citreum GJ7에 대해 모두 감수성을

나타내지만,Lb.plantarum KFRI464는 박테리오신 GJ7생산을 유도할 수 있으나 Lb.
plantarum KFRI236과의 공동배양에 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수성균주 1%와의 공동배양에 의해 박테리오신 생산 유도효과를 보이는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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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arum KFRI464와 Lb.delbruekiiKFRI347그리고 유도효과를 나타내지 않은

Leu.mesenteroides KFRI218 감수성균주의 접종량을 2,5,10%로 높여 Leu.
citreum GJ7을 1% 접종하여 배양한 대수기 배양액에 첨가하여 공동배양 시 박테리오

신 생산이 증가되는지와 이 때 박테리오신 생산균주가 배지내에서 우점종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Table9).또한 공동배양에 의한 박테리오신의 항균활성이

감수성균주의 다량의 접종량으로부터 배양초기에 많은 균생육이 이루어지고 이로부터

생성된 다량의 유기산(젖산)의 영향이 부가되어 나타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감

수성균주만을 1,2,5,10% 접종하여 배양한 후 이의 항균활성도 함께 확인해보았다

(Table9).그 결과 감수성균주만을 배양한 경우 감수성균주의 접종량에 비례하여 더

낮은 pH값을 나타내었고 이에 따라 항균활성은 균체접종량에 비례하여 더 크게 나타

났다.박테리오신 생산균주 Leu.citreum GJ7과 감수성균주 Leu.mesenteroides
KFRI218과의 공동배양에서는 감수성균주의 접종량의 증가에 상관없이 Leu.citreum
항균활성은 일정한 값(약 12mm)으로 나타났다.이는 Leu.citreum GJ7의 항균작용에

의하여 감수성균주 Leu.mesenteroidesKFRI218의 생육이 저해되어 접종량이 많아

도 배양시간에 따라 더 많은 균생육이 일어나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감수성균주인 Leu.
mesenteroidesKFRI218으로부터 더 많은 유기산(젖산)이 생성되지 않은 결과이다.

즉 박테리오신 생산균주 Leu.citreum GJ7과 각 감수성균주와의 공동배양에서 Leu.
citreum GJ7의 항균활성에 의하여 접종량 1～10%까지의 배양환경에서 Leu.
mesenteroidesKFRI218을 완전히 제어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또한 박테리오신 생

산균주 1%와 감수성균주인 Lb.plantarum KFRI464와 Lb.delbruekiiKFRI347을 2,

5,10%로 공동배양한 경우에는 감수성균주를 1% 첨가한 공동배양에서와 마찬가지로

항균활성이 증가되었으며,이 때 우점종은 박테리오신 생산균주 Leu.citreum GJ7으로
확인되었다.즉 Leu.citreum GJ7에 의한 감수성균주의 생육저해로 항균활성이 감수성

균주가 생성하는 유기산이 아니라,감수성균주와의 공동배양에 의한 항균활성은 박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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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신 생산균주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이는 박테리오신 생산균주가 함유된 배

지상에 감수성균주의 존재는 박테리오신 생산균주에 대해 박테리오신 생산을 자극시키

고,감수성균주가 다량으로 존재할수록 박테리오신 생산균주는 배지환경을 지배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박테리오신을 생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동시에 생산된 박테리오신

에 의해 오히려 성장이 억제되어 공동배양 시 박테리오신 생산균주가 배지내에서 우점

종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박테리오신 생산균주와 감수성균과의 공동배양

에 의한 박테리오신 생산의 유도 현상은,감수성균주 세포벽에 존재하는 유도물질이

박테리오신 생산균주와의 공동배양 시 생산균주에 자극을 주어(signaling)박테리오신

생산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파악된다.즉,박테리오신 생산균주가 감수성균주에 의해 분

비되는 특정 물질을 인지하고,이를 유도물질로 받아들여 감수성균주에 대해 우세하게

환경을 지배하려는 미생물의 본능적 생리에 따라 훨씬 강력 또는 다량의 항균물질을

분비한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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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888...EEEnnnhhhaaannnccceeemmmeeennntttooofffaaannntttiiimmmiiicccrrrooobbbiiiaaalllaaaccctttiiivvviiitttyyy ooofffbbbaaacccttteeerrriiioooccciiinnn GGGJJJ777 bbbyyy

GGGJJJ777aaannndddiiitttsssssseeennnsssiiitttiiivvveeessstttrrraaaiiinnncccooo---cccuuullltttuuurrreee

CCCooo---cccuuullltttiiivvvaaatttiiiooonnn AAAnnntttiiimmmiiicccrrrooobbbiiiaaalllaaaccctttiiivvviiitttyyy***

Leu.citreum GJ7 +++

Leu.citreum GJ7+Lb.plantarum KFRI464 ++++++++++++

Leu.citreum GJ7+Lb.delbruekiiKFRI347 +++++++++

Leu.citreum GJ7+Lb.acidophilusKFRI150 +++

Leu.citreum GJ7+Leu.mesenteroidesKCTC1628 ++++++

Leu.citreum GJ7+Lb.plantarum KFRI236 +++

Leu.citreum GJ7+Leu.mesenteroidesKFRI218 +++
*Lb.plantarum KFRI464wasused asasensitivelawn to assay ofantimicrobial
activity.Degreeofclarityofclearzonebygrowthinhibition:18.50～20.99mm:++++,
16.00～18.49:+++,13.50～15.99mm:++,11.00～13.49mm:+,Noclear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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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FFFiiiggguuurrreee111111...EEEnnnhhhaaannnccceeemmmeeennntttooofffaaannntttiiimmmiiicccrrrooobbbiiiaaalllaaaccctttiiivvviiitttyyyooofffbbbaaacccttteeerrriiioooccciiinnnGGGJJJ777bbbyyy

GGGJJJ777aaannndddiiitttsssssseeennnsssiiitttiiivvveeessstttrrraaaiiinnncccooo---cccuuullltttuuurrreee
1.AntimicrobialactivityofbacteriocinGJ7producedbypureculture(Leu.citreum GJ7)
2.Antimicrobialactivity ofbacteriocin GJ7 produced by co-cultivation with Leu.
mesenteroides KCTC1628

3.Antimicrobialactivity of bacteriocin GJ7 produced by co-cultivation with Lb.
acidophilusKFRI150

4.Antimicrobialactivity of bacteriocin GJ7 produced by co-cultivation with Lb.
plantarum KFRI464

5.Antimicrobialactivity of bacteriocin GJ7 produced by co-cultivation with Lb.
delbruekiiKFRI347

6.Antimicrobialactivity ofbacteriocin GJ7 produced by co-cultivation with Leu.
mesenteroidesKFRI218

7.Antimicrobialactivity of bacteriocin GJ7 produced by co-cultivation with Lb.
plantarum KFRI236

*Lb.plantarum KFRI464wasused asasensitivelawn to assay ofantimicrobi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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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999...BBBaaacccttteeerrriiioooccciiinnnGGGJJJ777ppprrroooddduuuccctttiiiooonnnbbbyyypppuuurrreeeooorrrcccooo---cccuuullltttuuurrreee

CCCuuullltttiiivvvaaatttiiiooonnncccooonnndddiiitttiiiooonnn AAA666000000 pppHHH PPPooosssssseeessssssiiiooonnn
rrraaattteee

AAAccctttiiivvviiitttyyy
(((mmmmmm)))

pppuuurrreee
cccuuullltttuuurrreee

Leu.citreum GJ7 2.52 4.3 GJ7100% 12.01
Lb.plantarum KFRI4641% 8.26 4.09 464100% 21.03
Lb.plantarum KFRI4642% 8.428 4.07 464100% 22.01
Lb.plantarum KFRI4645% 8.351 3.99 464100% 23.02
Lb.plantarum KFRI46410% 8.197 3.95 464100% 24.01
Lb.delbruekiiKFRI3471% 4.401 4.47 347100% 19.02
Lb.delbruekiiKFRI3472% 4.311 4.45 347100% 20.04
Lb.delbruekiiKFRI3475% 4.068 4.45 347100% 20.05
Lb.delbruekiiKFRI34710% 4.167 4.40 347100% 20.06
Leu.mesenteroidesKFRI2181% 1.569 5.62 218100% 19.3
Leu.mesenteroidesKFRI2182% 1.624 5.42 218100% 19.01
Leu.mesenteroidesKFRI2185% 1.728 5.62 218100% 18.01
Leu.mesenteroidesKFRI21810% 2.142 5.51 218100% 18.05

cccooo---cccuuullltttuuurrreee

GJ7+Lb.plantarum KFRI4641% 2.624 4.29 GJ7100% 111999...000333
GJ7+Lb.plantarum KFRI4642% 3.032 4.24 GJ797.6% 111999...000222
GJ7+Lb.plantarum KFRI4645% 3.268 4.15 GJ796.3% 111999...000444
GJ7+Lb.plantarum KFRI46410% 4.232 4.13 GJ791.9% 222000...000222
GJ7+Lb.delbruekiiKFRI3471% 2.492 4.27 GJ7100% 111777...000444
GJ7+Lb.delbruekiiKFRI3472% 2.422 4.27 GJ7100% 111777...000555
GJ7+Lb.delbruekiiKFRI3475% 2.52 4.27 GJ7100% 111888...000222
GJ7+Lb.delbruekiiKFRI34710% 2.59 4.24 GJ7100% 111888...000444
GJ7+Leu.mesenteroidesKFRI2181% 2.506 4.29 GJ7100% 12.02
GJ7+Leu.mesenteroidesKFRI2182% 2.513 4.29 GJ7100% 12.01
GJ7+Leu.mesenteroidesKFRI2185% 2.471 4.28 GJ7100% 12.01
GJ7+Leu.mesenteroidesKFRI21810% 2.457 4.29 GJ7100% 12.03

*Lb.plantarum KFRI464wasused asasensitivelawn to assay ofantimicrobi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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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박박박테테테리리리오오오신신신 생생생산산산 유유유도도도물물물질질질의의의 세세세포포포내내내 위위위치치치 및및및 유유유도도도효효효과과과

박테리오신 생산 유도작용을 나타내는 물질(Inducing factor:IF)이 감수성균주의

세포내 위치와 그 유도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감수성균주의 세포내․외의 물질을 분

획하여 항균물질 생성균 Leu.citreum GJ7배양에 첨가한 후 그 활성을 비교하였다

(Table10).감수성균주 6종 모두 세포외 분획에서는 박테리오신 생산이 증가되지 않

았으며,Lb.plantarum KFRI236과 Leu.mesenteroidesKFRI218을 제외한 감수성균

주의 세포내 분획 또는 세포파쇄물(debris)은 박테리오신 생산을 현저히 증가시켰다.

특히 감수성균주에 따라 박테리오신 생산을 증가시키는 분획이 다르게 확인되었고,그

유도물질은 Lb.plantarum KFRI464의 경우 세포내 분획 및 세포파쇄물 모두에 존재

하였으며,Lb.plantarum KFRI347과 Leu.mesenteroidesKCTC1628은 세포파쇄물

에,Lb.acidophilusKFRI150은 세포내 분획에 존재하였다.

Table8또는 Fig.11의 박테리오신 생성균과 감수성균과의 공동배양에 따른 결과

와 함께 Table10의 결과를 살펴보면,Table10에서 Leu.mesenteroidesKFRI218과
Lb.plantarum KFRI236은 아예 박테리오신 GJ7의 유도물질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이

고,Lb.acidophilusKFRI150은 박테리오신 유도물질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세포내에

존재하므로 Table8의 공동배양에서는 박테리오신 생산이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Table10에서 세포파쇄물에 유도물질이 존재하는 경우(Lb.plantarum KFRI464,
Lb.delbruekiiKFRI347,Leu.mesenteroidesKCTC1628)는 감수성균주와 박테리오

신 생산균주의 공동배양(Table8또는 Fig11)으로 박테리오신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

다.즉 감수성균주라고 모두 박테리오신 유도효과를 지니는 것이 아니며,유도효과를

지닌 감수성균주(Lb. plantarum KFRI 464, Lb. delbruekii KFRI 347, Leu.
mesenteroidesKCTC 1628,Lb.acidophilusKFRI150)간에도 유도물질의 세포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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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위치에 따라 공동배양만으로도 유도효과가 나타나는 경우(Lb.plantarum KFRI464,
Lb.delbruekiiKFRI347,Leu.mesenteroidesKCTC1628)와 박테리오신 생산균주의

배양 시 감수성균 세포내분획물(Lb.acidophilusKFRI150)을 가하여만 박테리오신 생

산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감수성균주에 의한 박테리오신 생산 증가현상은,미생물의 속(genes)과 종

(species)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특정한 박테리오신 생성균주(strain)에 대해

박테리오신 생산을 유도시킬 수 있는 유도물질(inducingfactor)을 함유하는 감수성균

주가 매우 특이적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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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111000...EEEnnnhhhaaannnccceeemmmeeennntttooofffbbbaaacccttteeerrriiioooccciiinnn GGGJJJ777ppprrroooddduuuccctttiiiooonnn bbbyyy mmm

GGGJJJ777aaaccccccooorrrdddiiinnngggtttoooccceeellllllfffrrraaaccctttiiiooonnnaaatttiiiooonnnooofffiiitttsssssseeennnsssiiitttiiivvveeessstttrrraaaiiinnn

BBBaaacccttteeerrriiioooccciiinnn
ppprrroooddduuuccceeerrr SSSeeennnsssiiitttiiivvveeessstttrrraaaiiinnn***

IIInnnhhhiiibbbiiitttiiiooonnnzzzooonnneeebbbyyyiiinnnddduuuccctttiiiooonnn
wwwiiittthhhssseeennnsssiiitttiiivvveeeccceeellllllfffrrraaaccctttiiiooonnnaaatttiiiooonnn
(((dddiiiaaammmeeettteeerrrooofffcccllleeeaaarrrzzzooonnneee:::mmmmmm)))

cccooonnntttrrrooolll dddeeebbbrrriiisss IIInnntttrrraaaccceeelllllluuulllaaarrr

Leu.citreum GJ7

Lb.plantarum KFRI464 12.03 222000...333333 111555...999111

Lb.delbruekiiKFRI347 14.04 111777...000222 14.07

Lb.plantarum KFRI236 12.01 12.05 12.04

Leu.mesenteroidesKFRI218 13.03 13.02 13.04

Lb.acidophilusKFRI150 20.41 20.35 222888...111444

Leu.mesenteroidesKCTC1628 13.07 222000...111444 13.12

*Strains tested as inducer(sensitive strain)ofbacteriocin GJ7 production by Leu.
citreum GJ7wereusedassensitivelawnsforclearzonemeasurements,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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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박박박테테테리리리오오오신신신 생생생산산산 유유유도도도물물물질질질의의의 특특특성성성

111)))pppHHH의의의 영영영향향향

Leu. citreum GJ7에 대해 박테리오신 생산촉진 유도효과를 나타내는 Lb.
plantarum KFRI464으로부터 세포내 분획(intracellularextract)을 준비하고,pH 2.5～

9.5완충용액에 각각 4℃에서 12시간 투석하여 단백질 농도 1.5mg/ml로 되게 하여

Leu.citreum GJ7배양액에 첨가하여 항균활성을 비교하였다.그 결과 Table11과 같

이 pH 2.5～9.5로 처리한 구간 모두 박테리오신 GJ7의 항균활성을 증가시켜,넓은 pH

구간에서 매우 안정함을 알 수 있었다.

222)))온온온도도도의의의 영영영향향향

Lb.plantarum KFRI464의 세포내 분획은 4,37,50및 70℃에서 3시간,100℃에서

는 30분,121℃에서는 15분 동안 열처리하고,Leu.citreum GJ7배양액에 첨가하여 항

균활성을 측정하였다(Table12).그 결과 4～70℃에서 3시간 열처리에도 박테리오신

생산 유도효과에 변화가 없었으며,100℃에서 30분,121℃에서 15분 열처리 시 오히려

박테리오신의 생산을 증가시켰다.이와 비슷한 현상으로 Carnobacterium divergens
AS7에 의해 생산되는 박테리오신 divercin(84)은 감수성균주 Carnobacterium pisicola
의 존재 하에 박테리오신 생산이 증가되며,C.pisicola를 100℃에서 보다 121℃에서

열처리 시 divercin생산이 더 증가되었다.이는 감수성균주를 열처리하는 동안 어떤

물질이 형성되거나 또는 divercin생산의 자극물질로 작용할 수 있게끔 훨씬 더 작은

분자로 분해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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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 분리된 Leu.citreum GJ7박테리오신 유도물질은 열에 매우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333)))단단단백백백분분분해해해효효효소소소의의의 영영영향향향

Lb.plantarum KFRI464의 세포내 분획에 단백질분해효소 처리를 한 후 이

inducingfactor가 여전히 박테리오신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즉 박테

리오신 유도물질(inducing factor)에 serine protease인 trypsin, α-chymotrypsin,

proteinaseK를 최종 2mg/mL 농도로 37℃에서 5시간 반응시킨 후 serineprotease

inhibitor(AEBSF)를 처리하여 단백분해효소를 불활성화 시켰다.단백분해효소를 처리

하지 않은 IF를 첨가한 Leu.citreum GJ7의 항균활성은 증가하였으나 trypsin, α

-chymotrypsin,proteinaseK로 처리한 inducingfactor를 첨가한 Leu.citreum GJ7의
박테리오신은 inducingfactor를 첨가하지 않고 Leu.citreum GJ7만을 배양하여 얻은

박테리오신과 항균활성이 같게 나왔다(Table13).AEBSF로 불활성화 시킨 proteinase

K와 AEBSF(100mM)만을 첨가하여 배양한 Leu.citreum GJ7의 박테리오신 항균활

성을 비교한 결과 박테리오신 생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이로부터 inducingfactor

는 세 종류의 단백분해효소에 의해 가수분해 되어 박테리오신 생성에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보아 단백질성 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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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111111...EEEffffffeeeccctttooofffpppHHH ooonnn ttthhheee iiinnnddduuuccciiinnnggg aaaccctttiiivvviiitttyyy oooffffffiiilllttteeerrr sssttteeerrriiillliiizzzeeeddd

iiinnndddiiicccaaatttooorrrccceeelllllleeexxxtttrrraaacccttt(((IIIFFF)))

IIIFFF///pppHHH tttrrreeeaaatttmmmeeennnttt111))) AAAnnntttiiimmmiiicccrrrooobbbiiiaaalllaaaccctttiiivvviiitttyyy222)))

Leu.citreum GJ7(control) +++

Leu.citreum GJ7+IF* ++++++

Leu.citreum GJ7+IF/pH 2.5 ++++++

Leu.citreum GJ7+IF/pH 4.5 ++++++

Leu.citreum GJ7+IF/pH 6.0 ++++++

Leu.citreum GJ7+IF/pH 7.0 ++++++

Leu.citreum GJ7+IF/pH 9.5 ++++++
1)InducingfactorofLb.plantarum KFRI464wastreatedeachindicatedpH.Treated
anduntreatedextractswereheldfor12hat4℃.

2)Lb.plantarum KFRI464wasusedasasensitivestrain.Degreeofclarityofclear
zonebygrowthinhibition:18.50～20.99mm:++++,16.00～18.49:+++,13.50～15.99mm:
++,11.00～13.49mm:+,Noclearzone:-

* IF:The inducing activity offiltersterilized indicatorcellextract(IF)from Lb.
plantarum KFRI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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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111222...EEEffffffeeecccttt ooofff ttteeemmmpppeeerrraaatttuuurrreee ooonnn ttthhheee iiinnnddduuuccciiinnnggg aaaccctttiiivvviiitttyyy ooofff fffiiilllttteeerrr

sssttteeerrriiillliiizzzeeedddiiinnndddiiicccaaatttooorrrccceeelllllleeexxxtttrrraaacccttt(((IIIFFF)))

IIIFFF///TTTeeemmmpppeeerrraaatttuuurrreee(((℃℃℃)))tttrrreeeaaatttmmmeeennnttt AAAnnntttiiimmmiiicccrrrooobbbiiiaaalllaaaccctttiiivvviiitttyyy1)

Leu.citreum GJ7(control) +++

Leu.citreum GJ7+IF*** ++++++

Leu.citreum GJ7+IF/4℃,3h ++++++

Leu.citreum GJ7+IF/37℃,3h ++++++

Leu.citreum GJ7+IF/50℃,3h ++++++

Leu.citreum GJ7+IF/70℃,3h ++++++

Leu.citreum GJ7+IF/100℃,30min +++++++++

Leu.citreum GJ7+IF/121℃,15min +++++++++
1)Lb.plantarum KFRI464wasusedasasensitivestrain.Degreeofclarityofclear
zonebygrowthinhibition:18.50～20.99mm:++++,16.00～18.49:+++,13.50～15.99mm:
++,11.00～13.49mm:+,Noclearzone:-

* IF:The inducing activity offiltersterilized indicatorcellextract(IF)from Lb.
plantarum KFRI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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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111333... EEEffffffeeecccttt ooofff vvvaaarrriiiooouuusss eeennnzzzyyymmmeeesss ooonnn ttthhheee iiinnnddduuuccciiinnnggg aaaccctttiiivvviiitttyyy ooofff

fffiiilllttteeerrr---sssttteeerrriiillliiizzzeeedddiiinnndddiiicccaaatttooorrrccceeelllllleeexxxtttrrraaacccttt(((IIIFFF)))

EEEnnnzzzyyymmmeeeTTTrrreeeaaatttmmmeeennnttt111))) AAAnnntttiiimmmiiicccrrrooobbbiiiaaalllaaaccctttiiivvviiitttyyy3)

Leu.citreum GJ7(control) +++

Leu.citreum GJ7+IF* ++++++

Leu.citreum GJ7+IF/AEBSF(100mM)2) ++++++

Leu.citreum GJ7+AEBSF(100mM) +++
Leu.citreum GJ7+proteiaseK(2mg/mL)

/AEBSF(100mM)
+++

Leu.citreum GJ7+IF/proteiaseK(2mg/mL)
andthenAEBSF(100mM)2)

+++

Leu.citreum GJ7+IF/trypsin(2mg/mL)
andthenAEBSF(100mM)2)

+++

Leu.citreum GJ7+IF/α-chymotrypsinK(2mg/mL)
andthenAEBSF(100mM)2)

+++

1)EnzymeorAEBSF wasaddedtoinducing factorfrom Lb.plantarum KFRI464.
Treatedanduntreatedextractswereheldfor1hat37℃.

2)Theserineproteaseinhibitor,AEBSFwasaddedaftertheinducerwastreatedwith
proteinaseK,trypsin,α-chymotrypsin for5hourat37℃ and then held foran
additional12hourat37℃.

3)Lb.plantarum KFRI464wasusedasasensitivestrain.Degreeofclarityofclear
zoneby growth inhibition:18.50～20.99mm:++++,16.00～18.49:+++,13.50～15.99
mm:++,11.00～13.49mm:+,Noclearzone:-

* IF:The inducing activity offiltersterilized indicatorcellextract(IF)from Lb.
plantarum KFRI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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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IIInnnddduuuccciiinnngggfffaaaccctttooorrr(((IIIFFF)))의의의 정정정제제제 및및및 분분분자자자량량량 산산산출출출

Lb.plantarum KFRI464으로부터 세포내 분획을 얻어 박테리오신 생산 유도물질

(inducingfactor:IF)의 정제를 실시하였다.Lb.plantarum KFRI464으로부터의 세포

내 분획의 IF는 DEAE-sephacel음이온 교환수지 크로마토그래피를 실시하였을 때 50

mM Tris-HCl(pH 8.3)완충용액으로 washing한 후 0.2M～1M NaClgradient에 용

출되었다.용출된 분획들을 A280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2개의 구간(Ⅰ,Ⅱ)으로 나누

어 동결건조하였다(Fig.12).동결건조된 분획들은 dialysis-sack(MW＜1,000)으로 투석

시킨 후,centricon(MW＜1,000)을 사용하여 A280에서 3.6이 될 때까지 농축하여 Leu.
citreum GJ7의 배양액 내에 첨가하였다.그 결과 구간 Ⅱ에서만 박테리오신 GJ7의

activity가 증가함(125%)을 확인하였다.역가가 확인된 Ⅱ구간은 HPLC를 시행하여

0.1% trifluoroacetiacacid(TFA)가 함유된 0～60% acetonitrilegradient로 용출시키고

A280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결과,2개의 구간(Ⅰ,Ⅱ)으로 나누어졌으며 이 두 구간의 분

획은 동결건조하였다(Fig.13).동결건조 후 투석한 Leu.citreum GJ7의 배양액 내에

첨가한 결과 acetonitrile30～34%의 농도에서 용출된 구간 Ⅱ의 단일 peak에서만 박테

리오신 GJ7의 항균활성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박테리오신 유도활성이 있는 단백질을

Tricin-SDS-PAGE를 시행하였으며 약 6,500dalton의 분자량을 갖는 peptide로 확인되

었다(Fig.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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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IIInnnddduuuccciiinnngggfffaaaccctttooorrr의의의 NNN---말말말단단단 아아아미미미노노노산산산 서서서열열열분분분석석석

HPLC에 의해 정제된 IF는 Tricin-SDS-PAGE를 한 후 PVDF-plus transfer

membrane에 옮긴 후 약 6,500dalton의 밴드를 오려내어 N-말단 아미노산 서열을 분

석하였다.그 결과 N-말단부터 methionine으로 시작하는 16개의 아미노산 서열을 밝혀

내었다(Fig.15).Lb.plantarum KFRI464으로부터의 IF의 N-말단 아미노산 서열은

Blastprogram(34)을 사용하여 상동성 검사를 한 결과 Lb.plantarum WCFS1의

ribosomalprotein S16(50)과 88%의 상동성을 나타내었다.또한 다른 4개의 균주

Clostridium acetobutylium ATCC 824(28),Oceanobacillus iheyensis HTE831(62),
EnterococcusfaecalisV583(74)그리고 ListeriainnoculaClip11262(71)등의 (30S)

ribosomalproteinS16과 81-82%의 상동성을 나타내었다(Table14).현재까지의 박테

리오신 생산균주에 의한 또는 감수성균주로부터의 박테리오신 생산 유도물질(IF)에 대

한 연구 결과만으로는 Lb.plantarum KFRI464로부터의 IF가 왜 다른 균주들로부터의

(30S)ribosomalproteinS16과 높은 상동성을 나타내는지 규명하기는 어렵다.

IF의 N-말단 염기서열내의 단백분해효소자리를 검토한 결과 Fig.16과 같이

proteinaseK,trypsin,α-chymotrypsin분열위치가 존재하였으며,이는 Table7에서

단백분해효소에 의해 IF가 불활성화 된 결과와 일치하였다.

555...합합합성성성 iiinnnddduuuccciiinnngggfffaaaccctttooorrr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박박박테테테리리리오오오신신신 GGGJJJ777의의의 유유유도도도효효효과과과

Lb.plantarum KFRI464의 세포내 분획으로부터 분리․정제하여 밝혀진 16개의 IF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고 분자량 2004.5,순도 80.1%,단백질 농도 5.7 mg/m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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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tide조각을 합성하였다.합성 된 IF 조각은 0.02～0.05mg/mL의 농도별로 Leu.
citreum GJ7배양액에 첨가하여 박테리오신 활성을 비교한 결과 Table15와 같이

0.028mg/mL이상의 농도에서 박테리오신 유도활성이 나타났으며,0.45mg/mL이상

의 농도에서는 유도활성이 그 이상 증가되지 않았고 0.02～0.025mg/mL농도에서는

유도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합성 IF조각(약 15mm)은 Lb.plantarum KFRI464으
로부터 세포내 분획내의 IF의 활성(약 16mm)보다 박테리오신 유도활성을 낮게 나타

났으나 아미노산 서열이 밝혀진 IF의 N-말단 부분이 박테리오신 유도활성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부분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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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111222...PPPuuurrriiifffiiicccaaatttiiiooonnnooofffttthhheeeiiinnnddduuuccciiinnngggfffaaaccctttooorrrfffrrrooommm KKKFFFRRRIII

444666444bbbyyyaaaDDDEEEAAAEEE---ssseeeppphhhaaaccceeelllcccooollluuummmnnnwwwiiittthhh000...222MMM～～～111MMM NNNaaaCCClllgggrrraaadddiiieeennntttbbbuuuffffffeee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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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min)

0 %

60%

Acetonitrile

    (%)

ⅠⅠⅠⅠ ⅡⅡⅡⅡ

FFFiiiggguuurrreee111333...PPPuuurrriiifffiiicccaaatttiiiooonnnooofffiiinnnddduuuccciiinnngggfffaaaccctttooorrrfffrrrooommm KKKFFFRRRIII444666444
The inducing activity was eluted in a single peak (with arrow) atacetonitrile
concentrationof30～34% in0.1% (v/v)trifluroaceticacidbuffer(bold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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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IFIFIF

26.526.526.526.5

16.916.916.916.9

14.414.414.414.4

6.56.56.56.5

1     1     1     1     2    2    2    2    KDaKDaKDaKDa

FFFiiiggguuurrreee 111444... TTTrrriiiccciiinnn---SSSDDDSSS---PPPAAAGGGEEE ooofff pppuuurrriiifffiiieeeddd iiinnnddduuuccciiinnnggg

fffaaaccctttooorrrfffrrrooommm KKKFFFRRRIII444666444
Lane1:purifiedinducingfactor
Lane2:polypeptidestandardsmarker(Bio-RAD,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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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5555

MetMetMetMet ValValValVal LysLysLysLys IleIleIleIle ArgArgArgArg LeuLeuLeuLeu LysLysLysLys ArgArgArgArg

MetMetMetMet GlnGlnGlnGln SerSerSerSer LysLysLysLys LysLysLysLys AsnAsnAsnAsn ProProProPro PhePhePhePhe

10101010 15151515

FFFiiiggguuurrreee 111555...NNN---ttteeerrrmmmiiinnnaaalllaaammmiiinnnooo aaaccciiiddd ssseeeqqquuueeennnccceee ooofff ttthhheee bbbaaacccttteeerrriiioooccciiinnn GGGJJJ777

iiinnnddduuuccciiinnngggfffaaaccctttooorrrfffrrrooommm KKKFFFRRRIII44466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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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ProtK

Tryps

ProtK, Ch

Ch

Tryps

Tryps

Tryps

Tryps

ProtK

Tryps

MMM VVV KKK IIIRRRLLLKKK RRRMMM QQQ SSSKKK KKK NNN PPPFFF1-1-1-1- -16-16-16-16

FFFiiiggguuurrreee111666...TTThhheeecccllleeeaaavvvaaagggeeesssiiittteeesssooofffttthhheeeeeennnzzzyyymmmeeesssmmmaaappppppeeedddooonnntttoooNNN---ttteeerrrmmmiiinnnuuusss

ooofffiiinnnddduuuccciiinnngggfffaaaccctttooorrrpppeeeppptttiiidddeee
Ch:chymotrypsine,ProtK:proteinaseK,Tryps:tryp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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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111444...MMMuuullltttiiipppllleeeaaallliiigggnnnmmmeeennntttooofffttthhheeeNNN---ttteeerrrmmmiiinnnaaalllssseeeqqquuueeennnccceeeooofffttthhheeebbbaaacccttteeerrriiioooccciiinnnGGGJJJ777iiinnnddduuuccciiinnngggfffaaaccctttooorrrwwwiiittthhhooottthhheeerrr

ppprrrooottteeeiiinnnsss

SSSooouuurrrccceee HHHooommmooolllooogggyyy
(((%%%))) NNN---ttteeerrrmmmiiinnnaaalllaaammmiiinnnooossseeeqqquuueeennnccceee MMMWWW RRReeefffeeerrreeennnccceee

IFfrom Lb.plantarum KFRI464 100 1-M VKIR LKR M Q SK KN PF -16 ≃6,500 thiswork

ribosomalproteinS16
from Lactobacillusplantarum WCFS1 88 1-M SVKIR LKR M G SK KN PF -17 10,207.9 49

30SribosomalproteinS16
from OceanobacillusiheyensisHTE831 82 1-M AVKIR LKR M G SK RN PF -17 10,350 61

ribosomalproteinS16
from EnterococcusfaecalisV583 82 1-M AVKIR LKR M G SK KS PF -17 10,334.1 73

ribosomalproteinS16
from ListeriainnoculaClip11262 82 1-M AVKIR LKR M G SK KK PF -16 9,147.2 70

ribosomalproteinS16
from Clostridium acetobutylicum ATCC824 81 1-M VKIR LKR M G AK KA PF -17 10,383.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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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111555...IIInnnddduuuccciiinnngggaaaccctttiiivvviiitttyyywwwiiittthhhsssyyynnnttthhheeesssiiizzzeeedddNNN---ttteeerrrmmmiiinnnaaallliiinnnddduuuccciiinnngggfffaaaccctttooorrr

fffrrraaagggmmmeeennnttt

IIInnnddduuuccctttiiiooonnncccooonnndddiiitttiiiooonnnsss IIInnnhhhiiibbbiiitttiiiooonnnzzzooonnneee(((mmmmmm)))

Leu.citreum GJ7culturealone 12.04

Leu.citreum GJ7+crudeIF1) 16.00

Leu.citreum GJ7+synthesizedIF2)0.02mg/ml 12.41

Leu.citreum GJ7+synthesizedIF0.025mg/ml 12.32

Leu.citreum GJ7+synthesizedIF0.028mg/ml 111555...111000

Leu.citreum GJ7+synthesizedIF0.03mg/ml 111555...000333

Leu.citreum GJ7+synthesizedIF0.035mg/ml 111555...444888

Leu.citreum GJ7+synthesizedIF0.04mg/ml 111555...333111

Leu.citreum GJ7+synthesizedIF0.045mg/ml 111555...222222

Leu.citreum GJ7+synthesizedIF0.05mg/ml 111555...222888

1)IF:Crudeinducingfactorwaspreparedfrom intracellularfractionofLb.plantarum
KFRI464.

2) Synthesized IF:inducing factor harbored 16 amino acids which sequence was
determinedbyN-terminalsequenceofinducingfactorfrom Lb.plantarum KFRI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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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 절절절 박박박테테테리리리오오오신신신 생생생산산산 강강강화화화균균균주주주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종종종균균균김김김치치치의의의

발발발효효효특특특성성성

맛이 좋은 최적숙성기의 김치로부터 분리한 Leu.citreum GJ7의 박테리오신 생산

에 의한 김치발효대사계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종균김치를 제조하였다.박테

리오신 GJ7에 대하여 감수성균주인 Lb.plantarum KFRI464를 사용하여 Leu.
citreum GJ7의 박테리오신 생성능을 강화시킨 후 이를 종균으로 사용하여 김치를 제

조하였다(GJ7-종균김치).종균김치 및 대조구(종균비첨가김치)는 10±5℃에서 발효시키

면서 pH,산도,균총(총균수 및 종균점유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111...GGGJJJ777---종종종균균균김김김치치치의의의 발발발효효효특특특성성성

Table16의 결과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김치가 가장 맛있다고 알려진 산도 0.4～

0.75% 범위 때 김치를 저장하여 약 두 달간 상미기간을 유지하였다.종균 김치내의 총

균수는 발효개시 후 약 10일째 109CFU/mL로 최고치를 나타내었으며,Leu.citreum
GJ7종균 점유율은 발효초기 5일 이후부터 45일까지 총균수의 80% 이상을 차지하였

다.종균김치를 10±5℃에서 발효시킨 결과 톡쏘는 맛은 약 8일 경부터 나타나기 시작

하여 45일 이후까지도 지속되었으며 GJ7-종균김치의 특유 단맛으로 신맛이 masking

되어 맛이 부드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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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111666...CCChhhaaannngggeeesssooofffpppHHH,,,aaaccciiidddiiitttyyy(((%%%))),,,tttaaasssttteeesssaaannndddmmmiiicccrrroooffflllooorrraaaiiinnnttthhheeeGGGJJJ777---ssstttaaarrrttteeerrrKKKiiimmmccchhhiiiddduuurrriiinnngggfffeeerrrmmmeeennntttaaatttiiiooonnn

aaattt111000±±±555℃℃℃

발발발효효효경경경과과과일일일 000 555 888 111000 111111 111777 333111 444555

111000±±±555℃℃℃
발발발효효효

pppHHH 5.75 5.183 5.12 4.83 4.718 4.53 4.439 4.362

산산산도도도(((%%%))) 0.21 0.34 0.366 0.45 0.59 0.69 0.72 0.8

균균균총총총

LLLBBB 잡균
많음

3.20×108
GGGJJJ777:::111000000%%%

9.8×107
GGGJJJ777:::999555%%%
간균:5%

4.0×109
GGGJJJ777:::888999%%%
간균:11%

3.2×108
GGGJJJ777:::888777%%%
간균:13%

4.2×108
GGGJJJ777:::888555%%%
간균:15%

3.2×108
GGGJJJ777:::888777...555%%%
간균:12.5%

7×107
GGGJJJ777:::888222%%%
간균:5%
구균:15%

MMMRRRSSS 잡균
많음

333...777×××111000888
GGGJJJ777:::111000000%%%

9.9×107
GGGJJJ777:::999000%%%
간균:10%

2.7×109
GGGJJJ777:::888555%%%
간균:15%

2.9×108
GGGJJJ777:::888555%%%
구균:12%
간균:3%

3.8×108
GGGJJJ777:::888555%%%
간균:15%

4.5×108
GGGJJJ777:::888666%%%
간균:7%
구균:6.6

8.5×107
GGGJJJ777:::888555%%%
간균:15%

MMMRRRSSS---
CCCaaaCCCOOO333

잡균
많음

7.2×106
GGGJJJ777:::888777...555%%%
단간균:12.5%

8.0×107
GGGJJJ777:::999000%%%
간균:10%

2.2×107
GGGJJJ777:::888555%%%
간균:15%

1.5×107
GGGJJJ777:::888555%%%
간균:15%

2.2×108
GGGJJJ777:::888555%%%
간균:15%

1.9×107
GGGJJJ777:::888444...222%%%
간균:15.8%

7×106
GGGJJJ777:::888333%%%
간균:17%

관관관능능능

생 김 치
맛 (배 추
의 단맛)

약간 안 익은
맛

톡쏘는 맛이
나며 GJ7만의
단맛이 남

톡쏘는 맛이 강
하게 나며 GJ7만
의 특유 단맛으
로 맛이 부드러
움

톡쏘는 맛이 좀
더 강해졌으며 특
유단맛

톡쏘는 맛이 강하
게 나며 특유 단맛

톡소는 맛이 강하
며 시원한 맛

톡쏘는 맛이 강하
고 신맛 있지만
부드러운 단맛으
로 대조구보다 훨
씬 시게 느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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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종종종균균균비비비첨첨첨가가가구구구의의의 발발발효효효특특특성성성

Table17과 같이 종균을 첨가하지 않은 김치의 최적가식 산도 0.4～0.75% 범위를

발효 약 17일간 유지하였으며 발효개시 후 31일에는 0.85%,45일쯤에는 산도 0.9% 까

지 증가하였다.종균비첨가구의 균총 분포는 간균,구균,단간균의 유산균이 관찰되었

으며 발효 45일 이후에는 효모도 관찰되었다.종균비첨가구의 경우 GJ7-종균김치에서

나는 톡쏘는 맛과 특유의 단맛이 나지 않았으며 종균김치에 비해 신맛이 매우 강하였

으며 군내도 나타나 기호도가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감수성균주 Lb.plantarum KFRI464를 이용한 박테리오신 강화균주

Leu.citreum GJ7을 종균으로 사용하는 미생물 대사제어시스템을 김치제조에 도입시

켰다.종균김치를 10±5℃에서 발효시킨 결과 Leu.citreum GJ7은 지속적으로 김치 환

경하의 미생물 중 우점종(약 80% 이상)을 유지하였고,김치 맛도 김치가 나타내는 산

도에 비하여 시다고 느끼지 못하는 정도였다.이는 Leu.citreum GJ7이 생산하는 당에

의하여 신맛이 어느 정도 masking된 결과로 된 결과로 추측된다.종균비첨가김치(대

조구)는 동 조건에서 산도가 더 증가하였으며(0.9%)관능평가 시 매우 시다고 느껴지

고 군내도 느껴졌다.

Leu.citreum GJ7를 첨가한 종균김치와 동일조건의 종균비첨가김치 그리고 현재

시판되고 있는 김치내 균총을 비교한 결과 Fig.17와 같이 일반 시판 김치내(Fig.

17-1)에 여러 종류의 유산균뿐만 아니라 효모,곰팡이 등이 존재하였으며,최적의 청정

조건에서 담은 종균비첨가구(Fig.17-2)에서도 일반 시판김치보다는 덜 하였지만 여러

종류의 유산균과 효모가 존재하였다.그러나 종균첨가김치(Fig.17-3)의 경우 L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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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eum GJ7에 의한 잡균 제어에 의한 균일한 균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김치의 비살균 개방형 발효시스템에서의 종균화가 가능하고 김치발효를 인위적으로 조

절하여 품질이 균일하고 보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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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111777...CCChhhaaannngggeeesssooofffpppHHH,,,aaaccciiidddiiitttyyy(((%%%))),,,tttaaasssttteeesssaaannndddmmmiiicccrrroooffflllooorrraaaiiinnnttthhheeennnooonnn---ssstttaaarrrttteeerrrKKKiiimmmccchhhiiiddduuurrriiinnngggfffeeerrrmmmeeennntttaaatttiiiooonnn

aaattt111000±±±555℃℃℃

발발발효효효경경경과과과일일일 000 555 888 111000 111111 111777 333111 444555

111000±±±555℃℃℃
발발발효효효

pppHHH 5.75 5.525 5.34 4.45 4.514 4.428 4.3 4.10

산산산도도도(((%%%))) 0.21 0.277 0.38 0.49 0.61 0.76 0.75 0.9

균균균총총총

LLLBBB 잡균
많음

5.7×108
장간균:33.3%
간균:50%
구균:16.6%

9.8×108
구균:60
간균:40%

4.0×109
구균:50%
간균:50%

4.7×108
간균:64%
구균:26%
단간균:10%

5.2×108
구균:40%
간균:50%
간균:10%

2.2×108
구균:22.7%
간균:22.7%
간균:54.5%

4.4×107
간균:81%
구균:12%
단간균:7%

MMMRRRSSS 잡균
많음

5×108
구균:50%
간균:50%

8.6×108
구균:75%
간균:25%

4.5×109
구균:85%
간균:15%

3.31×108
장간균:5%
구균:23%
간균:72%

1.5×108
구균:40%
간균:60%

4.2×108
구균:60%
간균:40%

1.5×107
간균:75%
구균:22%
효모:3%

MMMRRRSSS---
CCCaaaCCCOOO333

잡균
많음

6.8×106
구균:65
간균:35%

8.0×108
구균:80%
간균:20%

2.6×108
구균:45%
간균:55%

7×107
간균:85.7%
구균:14.2%

1.4×107
간균:75%
구균:15%
간균:10%

5×106
간균:70%
구균:10%
간균:20%

5.4×106
간균:60%
구균:30%
효모:10%

관관관능능능

생 김 치
맛 (배 추
의 단맛

안 익은 맛 약간 안 익은
맛

톡쏘는 맛 거의
없음

톡쏘는 맛이 약간
나며 GJ7보다 약
하고 밋밋

톡쏘는 맛이 약간
나며 GJ7보다 약하
고 밋밋

GJ7보다 시며 단
맛도 없으며 맛이
밋밋

GJ7보다 매우 시
며 맛이 밋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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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BBB

333...

222...

111...

FFFiiiggguuurrreee111777...MMMiiicccrrroooffflllooorrraaaooonnnttthhheeeMMMRRRSSS---CCCaaaCCCOOO333aaannndddMMMRRRSSSmmmeeedddiiiaaaiiinnnttthhheeeKKKiiimmmccchhhiii
A:MRS-CaCO3media,B:MRSmedia,
1:Market-Kimchi,2:non-starterKimchi,3:GJ7-starter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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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GGGJJJ777---종종종균균균김김김치치치의의의 관관관능능능조조조사사사

박테리오신 생산균주 Leu.citreum GJ7을 starter로 사용하여 제조한 GJ7-종균김치

와 김치종균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 김치 그리고 현재 시판되고 있는 (주)○○○사

의 김치로 관능검사를 시행하였다.관능검사를 하기 위해 모든 김치는 최적 숙성기의

것으로 하였으며 (주)○○○사에서 미리 선정하여 훈련시킨 주부관능전문요원 10명과

조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생 10명이 참여하여 3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그 결

과를 Table19에 나타내었다.관능검사 시 시험구는 무작위 번호를 부여하여 Blind

test를 하였다.관능조사 결과 전체 기호도의 평균값은 GJ7-종균김치는 6.22,(주)○○

○사의 시판김치는 4.44였으며 종균비첨가구는 5.11로 나타났으며 GJ7-종균김치와 (주)

○○○사의 시판김치의 편차는 1.78이었다.GJ7-종균김치와 (주)○○○사의 시판김치

간의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귀무가설(Ho)을 “GJ7-종균김치와 (주)○○○사의 시

판김치는 같다”라고 설정하고 5% 유의수준에서 비교하였다.이 경우 우수하면서 유의

차가 있음을 검정해야하므로 단측검정을 실시하였고,본실험의 경우 기각역이 1.645이

며 z-value는 13.09로 초기의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GJ7-종균김치와 (주)○○○사의

시판김치는 같지 않고,결과적으로 GJ7-종균김치가 기호도면에서 일반시판김치보다 우

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따라서 GJ7-종균김치가 종균비첨가김치나 기존의 김치산업체

에 의해 시판되고 있는 김치보다도 더 GJ7-종균김치의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

었다.



- 90 -

TTTaaabbbllleee 111888...DDDaaatttaaa ooofff ssseeennnsssooorrryyy ttteeesssttt ooofff GGGJJJ777---ssstttaaarrrttteeerrr KKKiiimmmccchhhiii,,,nnnooonnn---ssstttaaarrrttteeerrr

KKKiiimmmccchhhiiiaaannndddmmmaaarrrkkkeeetttKKKiiimmmccchhhiii

항항항목목목별별별관관관능능능검검검사사사 색 풋맛 신맛 짠맛 단맛 젓갈맛 상쾌
한맛 군내 감칠맛 조직감

GJ7종균김치(386) 5.68 4.68 5.79 5.95 5.579 5.68 5.56 5.61 5 5.58

(주)○○○김치
(571) 5.79 5.32 4.74 4.95 5.26 5.21 5.21 4.63 5.26 5.53

종균비첨가구
(699) 3.95 4.94 5.32 5.53 5.37 5.11 5.26 5.37 5.16 5.16

z-value -0.42 -2.22 4.4 5.08 1.30 1.56 1.16 2.66 -0.73 0.21

기기기호호호도도도 평평평가가가 GJ7-종균김치(386) (주)○○○김치(571) 종균비첨가구(699)

표준편차 0.6666667 0.881971 1.1666667

합 56 40 46

평균 6.22 4.44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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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종종종균균균 GGGJJJ333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발발발효효효특특특성성성

종균에 따른 김치 맛의 다양화가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우량김치종균의 요

건을 지닌 박테리오신 생산균 LeuconostockimchiiGJ3를 사용하여 Leu.citreum GJ7
과 동일한 김치양념배합비로 종균김치(GJ3-종균김치)를 제조하였다.GJ3-종균김치는

10±5℃에서 발효시키면서 pH,산도 및 균수(총균수,우량김치종균점유율)의 변화를 조

사하였다.Table22와 같이 GJ3-종균김치의 산도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며 발효개시

후 35일까지도 맛있는 산도 구간인 0.4～0.75%를 유지하였다.GJ3-종균김치내의 총균

수는 발효개시 11일경에 109CFU/mL로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총균수 내 Leu.kimchii
GJ3의 점유율은 85% 이상 차지하였고 35일까지 80% 이상을 나타내었다.관능검사 결

과 GJ7-종균김치는 특유의 부드러운 단맛과 함께 톡쏘는 맛이 강하였으나 GJ3-종균김

치는 GJ7-종균김치와 달리 톡쏘는 맛은 덜하였지만 맛이 깔끔하고 시원하며 뒷끝맛이

개운하여 마치 잘 익은 물김치와 같은 맛을 나타내어 일반김치보다는 고기(불고기 등)

구이 등에 곁들이는 김치에 활용에 적합하게 사료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김치맛의 다양화가 배추,무우,열무 등의 원재료나 부재

료(양념)에 의해 이루어졌지만,서양의 발효유제품이나 포도주처럼 종균의 발효능 차이

로 제품의 맛과 풍미를 결정할 있음을 시사하였다.또한 종균김치의 경우 김치종균의

발효작용에 따라 특정한 맛이 재현되므로 맛과 품질의 균일화 및 규격화가 가능함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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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111999...CCChhhaaannngggeeesss ooofff pppHHH,,,aaaccciiidddiiitttyyy(((%%%))),,,tttaaasssttteeesss aaannnddd mmmiiicccrrroooffflllooorrraaa iiinnn ttthhheee

GGGJJJ333---ssstttaaarrrttteeerrrKKKiiimmmccchhhiiiddduuurrriiinnngggfffeeerrrmmmeeennntttaaatttiiiooonnnaaattt111000±±±555℃℃℃

경경경과과과일일일 000 111111 222111 333555

111000±±±555℃℃℃

pppHHH 5.9 4.602 4.395 4.319

산산산도도도(((%%%))) 0.2 0.5 0.62 0.71

균균균총총총

LLLBBB 잡균많음
4.1×109
GGGJJJ333:::888777%%%
구균:13%

5.4×109
GGGJJJ333:::888555%%%
구균:15%

4.0×108
GGGJJJ333:::888000%%%
구균:20%

MMMRRRSSS 잡균많음
2.8×109
GGGJJJ333:::999000%%%
구균:10%

6.2×109
GGGJJJ333:::888999%%%
구균:11%

3.5×108
GGGJJJ333:::888555%%%
구균:15%

MMMRRRSSS---
CCCaaaCCCOOO333 잡균많음

1.1×109
GGGJJJ333:::888555%%%
구균:15%

9.8×108
GGGJJJ333:::999000%%%
구균:10%

6.3×107
GGGJJJ333:::888444%%%
구균:16%

관관관능능능

안 익은 맛 톡쏘는 맛이 약
간 있으며 맛이
개운하고 시원

맛이 개운하고
고기 쌈 샐러드
용처럼 깔끔

톡쏘는 맛은
GJ7-종균김치보
다 덜 하지만 맛
이 깔끔하고 시
원하며 신맛이
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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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유산균(Lacticacidbacteria)이 생산하는 박테리오신(peptides또는 protein)은 박테

리오신 생산균주와 유사한 종(種)또는 영양적 요구물질이 비슷한 미생물에 대하여 생

육저해 효과를 가진다.이러한 단백질성 물질의 세포내 합성은 강한 에너지 소비 과정

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특별한 molecularregulationsystem(유도작용,이화작

용의 억제 등)에 의해 엄격하게 조절되어진다.따라서 박테리오신 생산은 다른 요인,

즉 그들 사이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에 의해 조절되어지고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할

수 있다.박테리오신 생산을 위한 가능성 있는 자극물은 박테리오신 생산균주에 의해

생산된 박테리오신 또는 이들이 생산한 대사산물의 작용에 민감한 경쟁적 미생물의 존

재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박테리오신 생산의 유도성(induction)은 드물게 연구되어져 왔으며,대부분의 박테

리오신 생산 유도물질(inducingfactor;IF)은 균체 농도의 지표로서 작용하며,이 IF에

의해 박테리오신의 합성(synthesis),이동(transport),조절(regulation)에 필요한 모든

operon의 발현이 활성화 되게 된다.

박테리오신 생산균 자체에서 생산된 inducing factor에 의해 대사되는

quorum-sensing 또는 autoinduction mechanism은 Lactobacillus plantarum,
Lactobacillussakei,Carnobacterium pisicola그리고 Enterococcusfaecium 등에서 찾

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system의 모든 경우의 박테리오신 생산은 불안정한 phenotype

이었다.이러한 박테리오신 생산 불안정성은 생육환경 내에서 IF의 합성이 감소된 것

에 기인하는 것으로,환경적 요인이 박테리오신 생산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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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치로부터 광범위한 항균력을 가지며 안정성이 뛰어난 박테리오신

생산균주를 분리하였으며, 감수성균주 Lactobacillus plantarum KFRI 464,

LactobacillusdalbruekiiKFRI347그리고 LeuconostocmesenteroidesKCTC1628의
존재 하에 박테리오신 생산균주가 보다 강력한 항균력을 나타내는 현상에 착안하여,

기존의 박테리오신 생산균주 자체에 의한 박테리오신 생산 유도가 아닌,감수성균주의

존재에 의한 항균물질 생산균주의 항균물질 생성과 유도작용 기작을 분석하고,이를

김치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치로부터 분리한 박테리오신 생산균주를 gram 염색하고 형태학적,배양학적 특

성,그리고 16SrDNA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Leuconostoccitreum으로 동정되었으

며 Leu.citreum GJ7으로 명명하였다.Leu.citreum GJ7은 대수 증식기 후기부터 정

지기에 이르는 18시간부터 24시간까지 최대 박테리오신 활성을 보였으며,pH 6.5와

0% NaCl배지에서 균체생육 및 박테리오신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Leu.citreum GJ7이 생산하는 조항균물질의 항균 spectrum을 조사한 결과

Lactobacillus 속,Leuconostoc 속 등의 유산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Bacillus 속,
Streptococcus속,Micrococcus속,Staphylococcus속,Listeria속 등의 gram 양성세

균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으며,gram 음성세균인 Salmonella속,Pseudomonas속,
Escherichia속에 대해서도 강한 항균력을 보여주었다.

항균물질의 열 안정성 실험 결과 100℃에서 30분,121℃에서 15분간 열처리 후에도

원래의 활성을 100% 그대로 유지하여 열에 매우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넓은

pH 영역(pH 2.5～9.5)에서 24시간 이상의 처리조건에서도 항균활성에 변화가 없어 pH

에 대해 매우 안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단백질 분해효소 proteinaseK,trypsin,α

-chymotrypsin및 protease에 의해 그 항균활성이 실활 되어 이 항균활성 물질은 단백

질성 물질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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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 citreum GJ7의 농축배양액을 DEAE-sephacel column으로 정제하여

Tricin-SDS-PAGE를 분석한 결과,항균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의 분자량은 대략 3,500

dalton정도로 추정되었다.

Leu.citreum GJ7은 감수성균주 Lb.plantarum KFRI464,Lb.delbruekiiKFRI
347그리고 Leu.mesenteroidesKCTC1628과의 공동배양에 의해 박테리오신 생산이

증가되었으며,Lb.plantarum KFRI236과 Lb.acidophilus KFRI150 및 Leu.
mesenteroidesKFRI218과의 공동배양에서는 유도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IF의 감수

성균주 세포내 위치 및 유도효과를 확인한 결과 세포파쇄물에 IF가 존재하는 경우

(KFRI464,KFRI347,KCTC1628)감수성균주와 박테리오신 생산균주의 공동배양으

로 박테리오신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었었으며,IF가 세포내분획에 존재하는 경우

(KFRI150)공동배양으로 박테리오신 생산이 증가되지 않았다.Lb.plantarum KFRI
464의 경우 세포내 분획 및 세포파쇄물 양쪽 모두에 IF가 존재하였으며 Lb.
plantarum KFRI236은 박테리오신 GJ7의 유도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

Lb.plantarum KFRI464으로부터 생산되는 IF는 pH 2.5～9.5영역에서 안정하였

고,4～70℃에서 24시간 열처리 시에도 inducer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였으며,100℃에서

30분,121℃에서 15분 열처리 시에는 오히려 박테리오신 생산을 더 증가시켰다.IF는

proteinaseK,trypsin,α-chymotrypsin에 의해 가수분해 되어 박테리오신 생산에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단백질성 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Lb.plantarum KFRI464으로부터 세포내 분획을 얻어 DEAE-sephacelcolumn과

HPLC를 실행하여 박테리오신 GJ7유도활성을 나타내는 단일 peak을 얻을 수 있었으

며,Tricin-SDS-PAGE를 한 결과 박테리오신 GJ7 유도물질의 분자량은 약 6,500

dalton으로 추정되었다.정제된 IF의 아미노산 서열분석 결과 N-말단부터 methionine

으로 시작되는 16개(N-MVKIRLKRMQSKKNPE)의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Lb.plantarum WCSF1의 ribosomalproteinS16과 88%의 상동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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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의 결정된 aminoacid서열에 따라 인위적으로 합성된 artificalpeptide에 의한 박테

리오신 GJ7유도활성을 실험한 결과 0.028mg/mL이상의 펩타이드 농도에서 박테리

오신 유도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수성균주 Lb.plantarum KFRI464를 사용하여 Leu.citreum GJ7의 박테리오신

생성능을 강화시키고 이를 종균으로 사용하여 종균김치를 제조한 결과 최적 가식 산도

범위인 0.4～0.75%에 20일 이상 김치의 상미기간이 유지되었으며 Leu.citreum GJ7의
종균 점유율은 총균수의 80% 이상을 차지하였고 Leu.citreum GJ7종균 특유의 단맛

과 톡쏘는 맛이 재현되었다.

또 다른 박테리오신 생산균 Leu.kimchiiGJ3로 종균김치를 제조한 결과 GJ7-종균

김치와는 다른 맛이 깔끔하고 시원하며 뒷끝맛이 개운하여 고기쌈용 등으로 적합한 특

징을 나타내었으며 이의 김치내 Leu.kimchiiGJ3종균 점유율도 80% 이상을 유지하였

다(발효 후 35일경).

본 연구는 유산균이 생산하는 박테리오신이 감수성균주로부터 유래한 물질에 의해

서도 유도될 수 있다는 기존의 가설을 명확히 단백질수준에서 증명하였다는데 그 의의

가 있으며,이러한 유도물질 및 유도 시스템은 향후 유산균의 박테리오신 생산을 조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또한 이를 이용한 김치발효시스템의 적용은 품질이 균일

하고 보존성이 향상된 김치뿐만 아니라 종균의 발효에 의한 김치 맛이 다양한 첨단김

치의 제조를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IF에 대한 연구로는 감수성균주 Lb.plantarum KFRI로부터의
박테리오신 유도물질(IF)이 박테리오신 생산균주에서 어떻게 박테리오신 생산의 방아

쇠로 작용하는 신호물질(signalmolecule)로 인지 될 수 있는지와 다른 균주들의

ribosomalproteinS16과 높은 상동성(80% 이상)을 나타내는지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하

다.따라서 앞으로의 IF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생산 기작과 박테리오신 생산 system과



- 97 -

의 관계가 규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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