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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bacteria belonging to the genus Lactobacillus were isolated

and tested for their uses in bio-industry such as bacterial cellulose production

and manufacture of antioxidant food or anti-inflammatory cosmetics.

Lactobacillus plantarum KC-09 (KCCM 80077) was isolated and tested for

its effect on bacterial cellulose production. The effects of initial concentration

of acetate and mixed culture with L. plantarum KC-09 (KCCM 80077) on

production of bacterial cellulose by Gluconacetobacter sp. gel_SEA623-2 were

examined. In mixed culture with 0.5% acetate added, the viable cell count

increased from 2.4 × 106 CFU/ml to 1.1 × 107 CFU/ml after 14 days of

culture, and total acidity was about 0.3% higher than in single culture, which

implies that additional lactate was produced by L. plantarum KC-09 (KCCM

80077). In single culture, although bacterial cellulose productivity was higher

when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acetate was 0.0% or 0.5%, than when it was

1.0%,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However, concentration and

thickness of bacterial cellulose pellicle were 37.83±6.81 g/L and 10.33±0.58 mm

in mixed culture with 0.5% acetate added, respectively, which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28.40±1.23 g/L and 7.50±0.50 mm in single culture with 1%

acetate added.

Meanwhile, lactobacillus was used as a starter for fermentation of green

barley (Hordeum vulgare L.) extract. Three isolates of L. paraplantarum

(AMI-1101), L. plantarum (AMI-1103), and L. brevis (AMI-1109) were

cultivated in the extract of barley leaves. The resulting culture products were

examined for their antioxidant activity. The antioxidant capacity of H.

vulgare L. extract was improved through bacterial fermentation. Especially,

the culture product of L. paraplantarum (AMI-1101) showed the highest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55.4% and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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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ly at a concentration 500 μg/ml. In addition, the cultured

lactobacillus cells were heat-killed and split into nano-size particles with a

microfluidizer in order to maximize skin penetration and efficacy. The

antioxidant capacity of heat-killed lactobacilli was also improved through size

conversion process. The lactobacillus cells microfluidized at 20,000 psi showed

89.9% of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t a concentration of 1,000 μg/ml,

which was higher than 61% of normal size cell products.

As another approach for industrial application of lactobacilli, the skin

microbiome was analyze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distribution of the microbiome between the testers with normal skin and acne

skin. In addition, a new lactic acid bacteria(L.rhamnosus AMI-1301) was

isolated from the skin of the only healthy infant among microbiome analysis

samples, and a study was conducted to utilize it as an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material.

First, the isolated lactic acid bacteria were cultured using green tea, centella

asiatica, mandarin orange, green barley and broccoli as substrates, and the

antioxidant enhancing effect of the fermented product recovered from the

culture was investigate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typically

increased by 27.2% in fermented green barley,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fermented mandarin orange increased by 17.4%.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lactic acid bacteria extracellular vesicles

(LEVs) on cell viability and NO production was investigated. LEVs

concentration up to 20 μg/mL did not affect the cell viability(%). NO

production was inhibited by 61% at a concentration of 20 μg/mL, confirming

the inflammatory response inhibitory effect of LEVs. In addition, the effect on

the production of cytokines IL-6, IL-1β and TNF-α that regulate the

inflammatory response was investigated. Although there were some changes

depending on the type of these cytokines in the concentration of LEVs

ranging from 10 μg/mL to 20 μg/mL, the production of those cytokine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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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ibited by 6.3-49.6%.

These results show that LEVs and nano-size lactobacillus cells can be

utilized as functional ingredients of food or cosmetic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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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산균은 당을 이용하여 젖산을 생성하는 균으로 Lactobacillus, Lactococcus,

Enterococcus, Bifidobacterium 등이 있으며 유제품, 김치, 장류 등과 같은 발효

식품 제조에 대표적인 starter로 이용되고 있다(Oh et al., 2020) 또한, 유산균은

젖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여 장내 해로운 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증식

을 활성화하여 장 건강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rdigon et al.,

1990). 이러한 유산균은 항산화 및 콜레스테롤 감소효과(Ryu et al., 2020) 있음

이 확인된바 있으며, 면역증진활성(Kim et al., 2004), 아토피 유발인자 억제효과

(Jo et al., 2012), 항바이러스 및 항암효과(Jung et al., 2009) 등 다양한 기능성을

나타낸다.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으로 Leuconostoc 속, Lactobacillus 속,

Sterptococcus 속, Pediococcus 속, Weissella 속 등의 유산균을 비롯한 여러 미

생물들에 의해 발효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을 통해 특유의 맛과 향미를 갖게된다

(Cheigh et al., 1994). 관련 연구로는 김치 유산균을 스타터로 이용하여 저염김치

에 활용하거나(Huang et al., 2016), 쌀 가루를 이용한 쌀 유산균 발효음료(Kim

et al., 2011), 감 발효음료(Seo et al., 2015) 등 가공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발효는 미생물의 대사 작용에 의해 유용 물질을 생산하고 생물 전환

시키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생물학의 기술로, 전통적인 발효의 경우 김치,

장류, 주류, 식초, 유제품, 젓갈 등 다양한 발효 음식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발효 기술은 그 생산물의 영양학적 가치와 생명 공학 등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천연물의 유산균 발효를 통한 항산화, 항염, 항균, 항노화 기능성 증진에 관한 연

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Jeon et al., 2011; Jun et al., 2014; Kang et al.,

2020b). 이러한 기능성 및 응용 가능성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

능한 기술로 발전되고 있다(Park, 2012; Kim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Lactobacillus속에 해당되는 유산균을 분리 및 동정하여, 식품,

화장품 등 생물산업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들 유산균이 섬유소의 발효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항산화성 또는 항염성 소재로 활용되는데 필요한 자료

를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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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소(cellulose)는 지구상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천연 고분자이며 재생 가

능 자원으로서 D-glucose가 β-1,4 결합에 의하여 중합된 사슬 상의 다당류이다.

주로 식물에 의해 생성되나 일부 algae, fungi 그리고 Acetobacter,

Agrobacterium, Pseudomonas, Rhizobium속 등 다양한 세균에서 생합성이 확인

되었으며(Matthysse et al., 1981; Ko et al., 2000), 그 중에서도 당으로부터 초산

발효를 통해 식초를 만드는 초산균인 Acetobacter 속이 cellulose 생산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Ko et al., 2000; Son et al., 2000). Bacterial

cellulose(BC)를 생성하는 초산균으로는 A. xylinum, G. hansenii 등이 알려져 있

으며 특히, Acetobacter xylinum 의해서 생산되는 cellulose가 대표적이고

cellulose 생산력이 가장 우수한 균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Matsuoka et

al., 1996; Lee et al., 2005). BC 생성균으로 Gluconacetobacter sp.의 분리는 비

교적 최근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16S rRNA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분자계통

분류학적으로 Acetobacter 속으로부터 재분류 되었다(Lee et al., 2002; Choi et

al., 2004). BC는 식물유래 cellulose와는 달리 lignin, hemicellulose가 전혀 포함

되지 않는 순수상태로 생성되며(Klemm et al., 2001; Jung et al., 2003), 강도, 보

수성 및 결착성이 높아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독성이 낮은 특성으로 인하여 고강

도용 공업재료, 복합섬유 및 의료용 재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Jeon et al., 2013; Cho et al., 2014). BC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전적으로 안전

한 미생물의 분리, 균주개량, 최적배지 및 배양조건에 관련된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며(Lee et al., 2003; Mikkelsen et al., 2009; Park et al., 2010), pH 3–4의

배양액으로 30–35℃ 정치배양이 유리하다는 점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Choi et al., 2004). 또한 glucose, fructose 등의 탄소원과 TCA cycle에 관여하

는 lactate, pyruvate, succinate 등을 기본배지에 첨가하여 BC의 생산량을 증가

시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며(Matsuoka et al., 1996; Naritomi et al., 1998;

Choi et al., 2004), A. xylinum의 경우 fructose 이외에 lactate를 배지에 첨가하

여 BC 생산성을 증가시켰다고 보고되었으나(Matsuoka et al., 1996; Naritomi et

al., 1998), G. hansenii의 경우에는 lactate의 농도가 높아지면 생산량을 감소시키

며, succinate 또한 BC 생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보고되어

(Jung et al., 2003; Jang and Jeong, 2005)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화장품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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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BC는 미생물로부터 직접 합성되는 바이오폴리모로써, 화장품산업에서는 바

이오셀룰로오스로 불리며, 식물유래 셀룰로오스에 비해 섬유의 높은 물리적강도,

수분 흡수 및 유지능력, 균일한 섬유 네트워크 형성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

(Jun et al., 2018). 또한 이러한 BC는 20-50 nm의 미세섬유(Microfibril)가 수소

결합에 의해 서로 연결된 3차원 망상구조를 이루고 있고, 높은 신장강도와 탄성

계수 및 수분보유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고성능 진동판, 상처 피복제, 인공피부,

인공혈관 등으로서 잠재적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et al.,

2020). 무엇보다 미생물에 의해 생산된 셀룰로오스는 환경친화적 소재이기 때문

에 생태학적 관점에서도 매력적인 생물소재라고 할수 있다(Lee et al., 2014). 이

렇듯 유산균과 BC생성균과의 혼합배양 연구는 비상품 감귤을 이용한 다양한 가

공식품 개발의 일환으로 제주산 감귤 착즙액을 이용한 BC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초기 초산농도에 따른 BC 생성량을 비교하여 최적 배합비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lactate 첨가에 따라 BC의 생산성이 증대되었다는 연구결과

(Matsuoka et al., 1996; Naritomi et al., 1998)를 바탕으로 높은 산도의 환경에서

도 다량의 젖산을 생성하는(Sim et al., 1995; Cho et al., 2007) 김치에서 분리된

Lactobacillus plantarum KCCM 80077 유산균을 혼합배양(mixed culture)하여

BC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리(Hordeum vulgare L.)는 벼과(Poaceae/Gramineae)에 속하는 세계 4대 작

물 중 하나이며, 특히 보리 잎에는 항산화제인 superoxide dismutase (SOD)와

폴리페놀 화합물, 비타민C, 비타민E, catechin, β-carotene 등의 다양한 생리 활

성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고 보고되었다(Ohkawa et al., 1998; Park et al.,

2008). 청보리는 누른빛을 띠는 일반 보리와는 달리 푸른빛을 띠는 보리를 의미

하며, 보리가 완숙되기 15일 이전에 수확한 것으로 일반보리에 비해 chlorophyll

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능을 갖는다(Kim and Kim, 2015; Park et al., 2019).

보리에 대한 영양학적 가치 및 다양한 생리 활성에 관한 연구는 알려져 있으나,

청보리를 활용한 발효 소재 및 사균체의 생리 활성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어 있

지 않다.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화학물의 사용과 미세먼지, 자외선, 유해 환경 등

피부를 자극하는 외부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화장품 성분을 중요하게 여기

는 소비자가 많아짐에 따라 성분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친환경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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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유래의 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아 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

히 수행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보다 안전한 성분과 보다 확실

한 효과를 추구하는 경향에 따라 기능성과 안전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

품들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Lee and Kang, 2020).

사균체는 생균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발효를 통해 얻어진 생균과 대사산물들

을 열처리 등에 의해 균의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형태로 세포질

(cytoplasm), 세포벽(cell wall), 박테리오신(bacteriocin) 등의 항균활성물질, 다당

류(polysaccharide), 유기산 등을 포함한다. 1989년 Fuller는 Probiotics를 “장내

균총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숙주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는 생균제제”라고 정의하

였고(Fuller, 1989), 살아있는 미생물로서의 정립이 이루어졌으나, 1999년

Sslminen 등이 “숙주에 유익한 작용을 갖는 미생물 또는 미생물의 성분”으로 정

의함으로써 Probiotics의 범위를 사균으로까지 확대시켰다(Salminen et al., 1999).

국내에서는 항균활성을 바탕으로 하여 설사치료를 위한 원료의약품으로 주로 많

이 사용되고 있으며 in vitro 및 in vivo 실험을 통해 면역조절기능(Hirose et al.,

2009), 독소제거(Kabak et al., 2008) 등과 같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나

타낸바 있다. 또한 유산균 사균체 제품은 생균제품과 비교하여 높은 안전성과 안

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높은 안정성으로 인하여 보관이 용이하고 유통기간

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Seo et al., 2010). 따라서 사균체 소재는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제, 의약품, 동물사료 등과 같은 기존의 유산균 생균이 적

용되어 온 분야 외에도 화장품 원료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제로서의 활용성이 높고 아직 사균체 제

품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재로 생각된다. 다만, 현재 국내의 유산균 사균체는 외국에 비

해 연구가 부진한 상황이다(Choi et al., 2018; Kang et al., 2020a).

항산화(antioxidant)는 산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말하며, 산화적 스트레스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피부는 그 항산화성 방어망의 불균형이 일어나 산화 생성물 및

과산화지질 등이 축적되어 피부 노화가 촉진된다(Kim et al., 2019b). 생체 내 정

상적인 세포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여러 환경 오염 및 화학 물질의 노출 등

에 의해 생성되는 수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superoxide radical anion, O2․
-),



- 12 -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H2O2), 하이드록실 라디칼(hydroxyl radical,

·OH) 등의 산소 화합물을 통틀어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

라 하며,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07; Jun et al.,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산균을 활용하여 청보리 잎 추출

물을 발효하고, Microfludizer로 나노화된 사균체의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및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cation (ABTS+) 라

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하여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고, 청보리 발효물 및 사균체를

이용한 기능성 바이오 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및 응용하고자 한다.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이라는 용어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Lederberg와 McCray의 2001년 The Scientist지 기고를 통해 최초로 정의되었다.

그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존재하며 우리 몸을 함께 공유하며 살고 있지만

그 동안 건강이나 질병의 원인으로 거의 무시되어 온 상재균, 공생균, 병원균 등

모든 미생물들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현재는 세균(bacteriome)뿐만 아니라

바이러스(virome)와 곰팡이(mycobiome)까지 모든 미생물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

용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오타(microbiota)라는 용어와 혼동하여 쓰

이는데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군집을 유전자 수준이 아닌

개체 수준으로 한정하여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며,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

이오타와 그들이 가진 유전정보 전체를 통칭한다(Choi et al., 2016). 피부의 다양

한 부위는 각기 다른 틈새를 반영하여 각기 다른 미생물의 개체 수를 갖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겨드랑이 또는 발가락 사이와 같은 습한 영역에서 나오는 에어

로빅 박테리아의 군집수는 cm2당 107개 박테리아에 이를 수 있는 반면, 팔이나

몸통과 같은 건조한 영역은 cm2당 102개 이하의 박테리아를 포함할 수 있다. 많

은 외부 요인이 피부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생물 집단이 변

화할 수 있다. 숙주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면역 상태, 입원 상태, 위생, 약물 사

용(항생제, 스테로이드), 비누와 화장품 사용, 외상 유무 등이 있다. (David,

2001) 이러한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은 태아 때부터 모체의 미생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연분만에 의해 질을 통과하여 태어난 신생아의 피

부는 모체의 질 내 세균과 유사하게 Lactobacillus, Prevotella, Sneathia 종

(species)이 많이 발견되고,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의 피부는 모체의 피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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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Staphylococcus, Corynebacterium, Propionibacterium 종이 많이 발견

되었다(Dominguez-Bello et al., 2010). 인체에는 인간의 세포 수에 10배에 해당

하는 약 1014개의 미생물이 존재하며, 숙주인 인간과 공생하며 인간의 소화 기능,

영양분의 흡수, 면역 체계 등에서 여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The human

microbiome project consortium, 2013). 최근 미생물의 배양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서식환경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미생물을 차세대 유전자 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방법으로 규명할 수 있는 메타게놈 분석 방법이 발달하

고 이용됨에 따라 미생물 관련 분야의 연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다(Mathieu et al., 2014). 특히 이러한 기술의 발달과 분석 비용의 절감으로 인

해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기능성 검증, 식중독균 분리 및 동정시 필요한 유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NGS를 보편적으로 사

용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계 및 산업계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Kwon et

al., 2019)

세포외 소포체(extracellualr vesicles)는 모든 세포가 외부 환경으로 분비하는

지질 이중층으로 둘러쌓인 나노 크기의 소포체이며 세포외 소포체의 분비는 세

균(bacteria), 고생물(archaea), 진핵생물(eukarya)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계에서

진화적으로 보존된 현상이다. 모든 세포들은 다른 세포들 또는 외부환경과 정보

교환을 위해 다양한 물질들을 외부 환경으로 분비하는데, 사이토카인(cytokines),

케모카인(chemokines),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 등과 세포외 소포체를 통한 정보

교환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Choi el al., 2015). 세포외 소포체는 기원, 분비기작

및 크기 등을 기준으로 엑소좀(exosomes), 마이크로베시클(microvesicles), 엑토

좀(ectosomes), 마이크로파티클(microparticles), 막소포체(membrane vesicles), 나

노베시클(nanovesicles), 외막소포체(outer membrane vesicles) 등 다양한 명칭

으로 불려왔다(Choi el al., 2015). 세포외 소포체는 단백질, 지질, 핵산, 대사물질

(metabolites) 등 생물학적 활성을 보이는 다양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이

유래하는 세포들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박테리아 추출물이나 정제

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세포 내 반응을 유발한다(Kim et al., 2020). 특히 박테리

아에서 유래한 세포외 소포체는 항생제 내성, 경쟁 박테리아 제거, 독성인자 전

달, 숙주 세포 조절 등에 관여한다(Gho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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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 반응은 미생물 감염, 내독소, 조직 손상과 같은 위해성 자극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 방어 작용으로, 정상적인 염증 반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염증 촉진성 매개체(pro-inflammatory mediators)의 생성은 감소하고 항염증성

매개체(anti-inflammatory mediators)는 증가함으로써 스스로 염증 반응 조절 과

정을 가진다. 이러한 염증반응이 최근 암, 비만,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의 발병과

진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면서 염증반응 조절을 통해 염증 관련

질환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게 되었다(Jung et al., 2016). 이러한 염증

반응에 관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식세포

(macrophages)는 세균 세포막 성분인 lipopolysaccharides(LPS)의 자극으로 활성

화되며 대식세포를 LPS로 자극하면 interleukin(IL)-1, IL-6, tumor necrosis

factors(TNF)-α 등과 같은 사이토카인 및 nitric oxide(NO)의 발현이 증가되므로

함염증제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하는 치료제 개발이 연구

되고 있다(Zhao et al., 2005).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

유아의 피부에서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분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

양한 천연물을 활용한 발효소재의 항산화효과 및 세포외 소포체의 항염증 효과

를 알아봄으로써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은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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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 1장

Gluconacetobacter sp.를 이용한 bacterial cellulose 생산에

초산농도 및 Lactobacillus 혼합배양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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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 및 방법

1) 사용균주 및 전 배양액의 제조

본 연구에 사용한 bacterial cellulose(BC) 생성균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시

험장에서 분양 받은 Gluconacetobacter sp. gel_SEA623-2를 이용하였으며(Lee

et al., 2011), 균주 혼합배양 실험에 이용된 유산균은 김치에서 직접 분리한 L.

plantarum KCCM 80077을 이용하였다. 유산균의 동정은 16S rRNA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을 위하여 27F와 1492R 2개의 primer를 사용하여 PCR을 수행하였고

결정된 염기서열은 GenBank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검색하여 유사도가 가장 높은

유산균으로 동정되었다.

BC를 생성하는 gel_SEA623-2는 먼저 G10 agar (glucose 100g/L, yeast

extract 10 g/L, calcium carbonate 20 g/L, agar 15 g/L)에 접종하고 30˚C에서 4

일간 배양하여 주변에 투명환이 생성된 colony를 전 배양액(감귤착즙액 10%,

sucrose 8.8%, ethanol 1%, acetate 1%, 정제수 79.2%)에 접종하고 배양병 입구

를 멸균 filter paper(HYUNDAI Micro)로 덮은 후 30˚C에서 5일간 정치배양하여

본 배양을 위한 종균(seed)으로 사용하였다.

혼합배양을 위한 유산균인 L. plantarum KCCM 80077은 BCP(Bromocresol

purple) plate count agar (yeast extract 2.5 g/L, peptone 5 g/L, dextrose 1

g/L, Tween 80 1 g/L, L-cysteine 0.1 g/L, bromocresol purple 0.04 g/L, agar

15 g/L)에 접종하고 35˚C에서 2일간 배양하여 주변에 형광색 환이 생성된

colony를 MRS broth (mixed peptones 10 g/L, yeast extract 5 g/L, meat

extract 10 g/L, glucose 20 g/L, potassium phosphate 2 g/L, sodium acetate 5

g/L, magnesium sulphate 0.2 g/L, magnasese sulphate 0.05 g/L, Tween 80

1.08 g/L, ammonium citrate 2 g/L)에 접종하고 35˚C의 온도에서 150rpm의 속도

로 24시간 동안 진탕배양하여 lactate를 생성하는 종균(seed)으로 사용하였다.

2) 단독배양 및 혼합배양

BC를 생성하는 최적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단독배양(single culture)은 전 배양

액과 동일하게 10%의 감귤착즙액, 1%의 ethanol 및 10% 농도(w/w)의 설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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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9% 비율로 제조하여 이용하였다. 본 배양액 조성에 있어 초기 초산 농도에

따른 BC 생산성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초산을 0.5–1.5% 비율로 첨가하였고,

cellulose 생산을 위한 전 배양액을 각각 1%(v/v)씩 접종하여 30˚C의 온도에서

14일 동안 배양하면서 BC 생성량을 비교하였다. 대조군은 분양 받은

gel_SEA623-2로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시험장 에서 BC를 제조하는 배합비

를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초산이 1% 첨가된 단독배양이다.

또한 혼합배양(mixed culture)은 단독배양(single culture)와 동일한 배합비를 바

탕으로 내산성이 강한 유산균인 L. plantarum KCCM 80077를 추가로 1%(v/v)

씩 접종하여 배양하였으며, 균주의 혼합배양을 통해 추가적으로 BC 생성량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초기 초산 농도에 따른 단독배양 및 혼합배양

의 배합비율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3) 배양 균수 측정

Gluconacetobacter sp. gel_SEA623-2 전 배양액의 세포수는 hemacytometer

(Marienfeld)를 이용한 세포 계수법을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L. plantarum

KCCM 80077 전 배양액과 배양 일수에 따른 본 배양액의 생균수는 십진희석법

을 이용한 표준평판배양법을 토대로 BCP plate count agar를 이용하여 35˚C의

온도에서 48시간 배양 후 형광색 환을 형성하는 colony의 수를 계수하였다.

4) pH 및 총산도 측정

배양액의 pH는 pH meter (Starter3000, OHAUS)를 이용하였다. 배양액 중에 유

기산 함량은 AOAC법(1990)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100 ml 비이커에 배양액 시료

10 ml을 취한 후 phenolphthalein 용액을 2–3 방울을 가하고 0.1 N-NaOH 표준

용액으로 적정하여 소비된 양을 토대로 total acidity (%)를 산출하였다.

5) bacterial cellulose 생성량의 측정

BC 생성량은 먼저 배양액 상층에 형성된 균개(pellicle)의 두께(thickness)를 기

준으로 평가하였으며, 가장 두꺼운 부분과 가장 얇은 부분 두 곳을 측정하여 평

균값으로 나타내었고, 배양일에 따라 mm 단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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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dium composition for single culture and mixed culture

Acetate

(%)

Citrus juice

(%)

Ethanol

(%)

10% Sugar solution

(%)

SC1)

1.0 10.0 1.0 88.0

0.5 10.0 1.0 88.5

0.0 10.0 1.0 89.0

MC2)

1.0 10.0 1.0 88.0

0.5 10.0 1.0 88.5

0.0 10.0 1.0 89.0

1)SC : single culture(inoculated with 1% preculture : Gluconacetobacter sp. gel_SEA623-2)
2)MC : mixed culture(inoculated with 1% preculture : Gluconacetobacter sp. gel_SEA623-2 and

Lactobacillus plantarum KC-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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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성된 BC의 건조중량(dry weight)을 측정하기 위해 세척 후 건조기

(OF-22, 팜스웰바이오)에 넣고 60˚C의 온도에서 24시간 건조하여 남은 건조체의

중량을 기준으로 미세저울(FX-300i, AND)을 이용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측

정하였다.

6)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SPSS 12.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

하였으며, 분산분석(ANOVA)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P<0.05 수준에서 BC 건조중량과 두께의 유의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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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및 고찰

1) 유산균의 동정

김치로부터 분리된 유산균은 16S rRNA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Fig. 1과 같은 염

기서열 및 Clustal omega의 다중서열정렬(multiple sequence alignment, MSA)

분석을 통한 계통수(phylogenetic tree) 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 상동성을 비교한

결과 L. plantarum과 99.8%의 상동성을 보인 최종 균주로서 한국미생물보존센터

에 기탁 후 L. plantarum KC-09(KCCM 80077)로 명명하였다.

2) 전 배양액의 균수 측정

BC 생산을 위한 gel_SEA623-2 전 배양액의 총 균수는 hemacytometer

(Marienfeld)를 이용한 세포 계수법을 토대로 측정하였으며 2.5 × 107 CFU/ml의

균수가 확인되었다. 또한 유산균 혼합배양에 따른 BC 생산성 비교를 위해 L.

plantarum KC-09(KCCM 80077) 배양액의 생균수는 표준평판배양법을 이용하여

계수하였고 2.9 × 108 CFU/ml의 생균수가 확인되었다.

3) 배양 일수 별 pH 및 bacterial cellulose 생산성 비교

단독배양액(SC)에서 초기 초산농도에 따른 배양일 별 pH와 건조중량으로 측정

한 BC 생산성을 Fig. 2에 나타내었다. 배양 초기 초산을 첨가하지 않은 단독배

양액(SC-0.0)의 pH는 3.91에서 배양 7일 후 2.90으로 감소하였으며 배양 종료시

점인 14일 이후에는 2.45까지 감소하였다. 초산을 0.5% 및 1.0% 첨가한 단독배양

액은 각각 배양초기(0일) 3.20과 3.04에서 시작하여 배양중기(7일)에는 각각 2.74,

2.72로 감소하고 종료시점(14일)에는 각각 2.35와 2.63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pH

가 3.66–3.86에서 배양 14일 후 2.26–2.74까지 감소하였다는 보고(Choi et al.,

2004)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BC를 생성함과 동시에 호기적인 조건에서 초

산이 생성됨에 따라 pH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BC의 건조중량(DW)을

토대로 생산성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배양 7일 후 초산을 첨가하지 않은 배양액

(SC-0.0)의 BC가 28.10±1.60 (g/L)의 생성량으로 가장 많은 생산성을 보인 반면,

배양종료시점인 14일 후에는 초산을 첨가하지 않은 배양액(SC-0.0)과 0.5%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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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Nucleotide sequences(a) and phylogenetic tree(b) of 16S rRNA gene

from Lactobacillus plantarum KC-09(KCCM8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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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ulture time-dependent changes in cellulose concentration and pH on

single culture(SC, singl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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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양액(SC-0.5)의 BC 생성량이 각각 31.93±1.96, 32.57±4.83 (g/L)을 나타내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혼합배양(MC)을 통해 얻어진 BC의 건조중량과 배양일 별 배양액의 pH 값은

Fig. 3에 나타내었으며, 배양 초기 초산을 첨가하지 않은 혼합배양액(MC-0.0)의

pH는 3.94였고 배양 최종일에는 2.42까지 감소하여 단독배양(SC)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초산을 0.5% 및 1.0% 첨가한 배양액도 단독배양과 마찬가지

로 배양 초기에는 초산농도에 따른 pH의 차이가 있었으나 배양 종료시점(14일)

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BC 생산성은 배양 7일 후 초산을 첨가

하지 않은 배양액에서 생산된 BC가 24.20±0.60 (g/L)로 가장 많은 생산성을 보

였으나, 배양 14일 후에는 초산을 0.5% 첨가한 혼합배양액(MC-0.5)에서 생성된

BC가 37.8±6.80(g/L)으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어 단독배양(SC) 보다 우수

한 BC생산성을 보여주었다.

4) 배양일 별 총산도의 변화

단독배양(SC)을 통해 얻어진 배양액의 총산도를 배양 단계별로 측정한 결과, 초

산을 첨가하지 않은 배양액은 총산도가 배양 초기(0일) 0.10%에서 배양 중기(7일

후)에는 0.40%까지 높아졌다가 배양 종료시점(14일 후)까지 0.40%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0.5%와 1.0%의 초산을 첨가한 배양액은 배양 종료시점에 산도

가 일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듯 배양 종료시점에 산도가 일부 감소하는

것은 BC 생성균에 의해 생성된 초산이 배양일이 길어짐에 따라 과산화 된 것으

로 보이며 (Jung et al., 2003; Kim and Choi, 2005), 초기 산도가 높을수록 산

함량이 많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혼합배양(MC)을 통해 얻어진 배양액의 총산도는 전체적으로 단독배양(SC) 보

다 높은 결과을 보였으며, 이는 유산균에 의해 생성된 젖산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배양초기(0일) 초산을 첨가하지 않은 배양액은

총산도가 0.10%에서 배양 중기(7일 후)에 0.80%까지 높아졌다가 배양 종료시점

(14일 후)에는 0.74%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단독배양액과 마찬가지로

1%의 초산을 첨가한 혼합배양액의 경우에도 배양 7일 후 최대 1.52%의 산도를

나타내었다가 배양 종료시점에는 1.10%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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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ulture time-dependent changes in cellulose concentration and pH on

mixed culture(MC, mixe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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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ulture time-dependent changes in total acidity on single culture(SC,

single culture) and mixed culture(MC, mixe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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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양일 별 혼합배양의 유산균 생균수 변화

생균수가 2.9 × 108 CFU/ml 수준인 전 배양액을 초산 첨가량에 따른 혼합배양

액에 각 1%씩 접종하여 배양 단계 별로 측정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초기 초산 첨가농도가 균주의 접종단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접종

직후의 생균수를 측정하였고, 2.2–2.4 × 106 CFU/mL 수준의 유산균의 생균수가

확인됨에 따라 초기 산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1.0%의 초산

을 첨가한 혼합배양액(MC)에서는 배양 중기(7일)에 생균수가 1.3 × 107

CFU/mL수준까지 증가하였고, 배양 말기(14일)에는 0.8 × 106 CFU/mL까지 감소

하여 가장 낮은 생균 활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0.5%의 초산을 첨가한 배양액에

서는 배양중기(7일) 1.6 × 107 CFU/mL까지 생균수가 최대로 증가하였고, 배양말

기(14일)에 1.1 × 107 CFU/mL 수준까지 유산균 생균수가 유지됨에 따라 배양종

료시점까지 가장 많은 유산균의 생균수가 유지되는 배양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반면에 초산을 첨가하지 않은 배양액의 경우 배양말기(14일) 1.4 × 106

CFU/mL으로 확인되었고, 유산균의 생균수가 0.5%의 초산을 첨가한 배양액과

약 8배의 차이를 보여 배양 초기 적절한 초산농도(0.5%)가 유산균의 생육을 장

기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6) 초산농도에 따른 bacterial cellulose 생산성 비교

1% 초산을 첨가한 단독배양액(SC)을 대조구(control)로 설정하고 초산 농도의

차이와 추가로 접종한 유산균과 혼합 배양시킨 혼합배양액(MC)에서 생성된 BC

의 생산성, total acidity 및 pH를 배양 종료 후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1%의 초산을 첨가한 대조구(control)는 가장 낮은 2.36±0.01의 pH와

1.16±0.35(%)의 총산도(total acidity)를 나타내었고, BC의 dry weight와

thickness는 28.40±1.23 (g/L)와 7.50±0.50 (mm)으로 가장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

었다. 그리고 SC에서는 0.0 및 0.5%의 초산 첨가 배양액 모두 평균적으로 조금

높은 BC 생산성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는 못하였다. 하지만 0.5%의 초산을 첨가한 MC 배양액에서는 2.42±0.05의 pH와

1.04±0.35(%)의 total acidity와 함께 BC 생산성은 37.83±6.81 (g/L)의 dry weight

와 10.33±0.58 (mm)의 thickness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통계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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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Fig. 5는 BC의 두께(thickness)를 배양 중기인 7

일과 배양 종료시점인 14일에 측정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배양

중기에는 초산을 첨가하지 않은 SC-0.0와 MC-0.0 배양액에서 높은 BC의

thickness를 나타내고 있고 SC와 MC 배양액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배양 14일 이후에는 그 차이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대조군과 비

교하여 MC-배양액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이는 내산성

이 강한 유산균이 배양 종료시점까지 생육활성을 나타냄을 본 실험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고 대조군 및 SC-배양액과 비교하여 MC-배양액에서 높은 산도를 보

이는 것은 유산균이 생성한 젖산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BC의 생산성

이 증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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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initial acetate added on viable cell counts of lactic acid bacteria during mixed culture

Acetate 

concentration(%)

Culture time(days)

0 7 14

MC-V1)

(CFU/mL)

1.0 2.2 × 106 1.3 × 107 0.8 × 106

0.5 2.4 × 106 1.6 × 107 1.1 × 107

0.0 2.3 × 106 3.3 × 107 1.4 × 106

1) MC-V : mixed culture viable cell count of lactic acid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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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initial acetate added on cellulose production and total acidity after 14 days’ single culture or mixed

culture

Acetate

concentration(%)

Bacterial cellulose Total

acidity(%)
pH

DW(g/L)1) Thickness(mm)

SC(Control)
2) 1.0 28.40±1.23a5) 7.50±0.50a 1.16±0.35 2.36±0.01

SC3)
0.5 32.57±4.83ab 8.50±1.32ab 0.74±0.35 2.36±0.01

0.0 31.93±1.96ab 9.00±1.00abc 0.42±0.00 2.45±0.02

MC4)

1.0 34.73±5.44ab 9.67±1.15bc 1.10±0.35 2.39±0.03

0.5 37.83±6.81b 10.33±0.58c 1.04±0.35 2.42±0.05

0.0 32.27±1.17ab 9.33±0.58bc 0.74±0.35 2.42±0.01

1)DW : dry weight
2)Control : single culture solution contained in acetate of 1.0 %
3)SC : single culture(Gluconacetobacter sp. gel_SEA623-2)
4)MC : mixed culture(Gluconacetobacter sp. gel_SEA623-2 and Lactobacillus plantarum KC-09)
5)Values are mean±SD and those with different sub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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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bacterial cellulose pellicle thickness on SC(single

culture) and MC(mixed culture). (Control : single culture in medium

containing 1.0% acetate ini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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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본 연구에서는 BC를 생성하는 gel_SEA623-2를 이용하여 배양 초기 초산농도

와 L. plantarum KCCM 80077 유산균의 혼합배양을 통해 얻어지는 BC 생산량

을 dry weight과 thickness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단독배양(single culture)에서

초기 초산농도가 0.0 및 0.5%일 때 1.0%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BC 생산

량을 나타내었으며 이때 초기 pH는 3.91과 3.20였고 BC 생성의 배양 초기 최적

pH가 3.0–4.0으로 확인되었다는(Choi et al., 2004)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혼합배양(mixed culture)의 경우 유산균의 생균수가 배양 종료시점에

1.1 × 107 CFU/ml 수준까지 가장 많이 유지된 0.5% 초산 첨가구(MC-0.5)에서

가장 높은 BC 생산성을 보였으며 이는 BC 생성단계에 lactate를 첨가한 실험구

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는(Matsuoka et al., 1996; Naritomi et al., 1998)결과

와 일치하고 있으며 총산도가 단독배양액(SC)에서는 0.74±0.34로 측정되었으나

혼합배양액(MC)에서는 1.04±0.35로 측정된 바로 미루어보아 유산균에 의한 추가

적인 lactate 생성이 BC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본 연구

를 통해 lactate를 생성하는 L. plantarum KC-09(KCCM 80077)이 배양 단계에

초산에 대한 내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BC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차후 다른 종의 유산균을 이용한 혼합배양 실험과

BC의 물성특성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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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 2장

김치에서 분리된 Lactobacillus 속 유산균을 활용한 청보리

발효물과 사균체의 항산화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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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 및 방법

1) 원재료 및 사용 균주

본 실험에 사용한 청보리(Hordeum vulgare L.)는 묘종을 재배대에 옮겨 심은

후 4주간 재배된 익지 않은 청보리를 (주)만나 CEA(Korea)에서 구매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사용된 유산균은 김치로부터 분리 및 동정된 Lactobacillus

paraplantarum AMI-1101(LPP), Lactobacillus plantarum AMI-1103 (LP),

Lactobacillus brevis AMI-1109 (LB) 유산균을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Clustal

omega의 다중서열정렬(multiple sequence alignment, MSA) 분석을 통한 계통수

(phylogenetic tree) 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Fig. 6, Fig. 7, Fig. 8). 또한 2018년

11월 12일 부로 한국 미생물 보존 센터(KCCM)에 국제 기탁하였고

KCCM12383P, KCCM12384P, KCCM12385P의 기탁번호를 부여받았다.

2) 청보리 발효 및 사균체 제조방법

뿌리를 제거 후 정제수로 세척하고 건조시킨 청보리 잎를 조분쇄하여 20배의

추출 용매(정제수)로 121°C, 15분간 고압열수 추출을 하였다. 발효를 위한 종균은

멸균된 유산균 배양 배지(Lactobacillus MRS Broth, Difco)에서 배양된 유산균

LPP, LP 및 LB을 사용하였으며 배양이 완료된 후 균체만 회수하여 1 × 107

CFU/ml 농도로 청보리 추출물에 접종하였다. 발효는 발효조를 이용하여 LPP는

35°C로 1일간, LP는 35°C로 2일간, LB는 30°C로 2일간 유지하며 진행하였고, 발

효가 완료된 청보리 추출 발효물은 0.2 μm 여과지를 이용하여 필터에 남은 균체

를 분리하였다. 필터 표면에 남겨진 균체를 정제수로 씻어내어 회수한 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여 침전된 균체만을 회수하였다. 상기 발효 균체를 121°C에서 15

분간 가열하여 사멸시킨 후, 멸균하여 동결 건조 분말화하였다. LPP, LP, LB 3

가지 균주를 활용한 복합 발효물을 기반으로 사균체를 제조하여

Microfluidizer(M110EH, Mfic)로 나노화된 압력별 사균체에 대한 항산화능을 평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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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Nucleotide sequences(a) and phylogenetic tree(b) of 16S rRNA gene

from Lactobacillus paraplantarum AMI-1101(KCCM1238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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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Nucleotide sequences(a) and phylogenetic tree(b) of 16S rRNA gene

from Lactobacillus plantarum AMI-1103(KCCM1238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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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8. Nucleotide sequences(a) and phylogenetic tree(b) of 16S rRNA gene

from Lactobacillus brevis AMI-1109(KCCM1238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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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산균 복합 사균체의 나노화

동결건조 사균체 파우더를 70% ethanol 용액에 0.1%로 혼합하여 준비된 시료를

Microfluidizer(M110EH, Mfic)를 이용하여 10,000, 15,000 및 20,000 psi의 압력별

로 각 3회씩 반복하여 균질화 후 회수하였다. 그리고 회수한 유산균 사균체를

40°C 저온 진공 농축한 후, 동결 건조하여 분말화 하였다.

4) 사균체의 영상 분석

Microfluidizer로 나노화된 사균체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방출 주사전자현미

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ESCAN, MIRA3)을 이용하

여 나노화된 사균체의 크기 및 모양을 분석하였다.

5) 2,2-diphenyl-1-picrylhydrazyl 라디칼 소거 활성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실험은 Blois 방법

(Brand-williams et al., 1995)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하였다. 먼저 시료를

1 mg/ml 농도로 만든 후, 이를 31.25, 62.5, 125, 250 및 500 μg/ml 농도로 희석

하였다. DPPH 시약은 DMSO를 사용하여 2mM 농도로 녹여준 뒤 이를 ethanol

에 0.2 mM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이 후 농도별로 희석한 시료 용액을 96 well

plate에 각각 20 μl씩 넣고 multi pipette을 사용하여 0.2 mM DPPH 180 μl를 넣

어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키고,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15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 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율(%)은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하였으며, 각

시료는 3회 반복 실험을 실시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A : 515 nm에서 DPPH의 흡광도

B : 515 nm에서 시료와 DPPH 반응액의 흡광도

C : 515 nm에서 시료 자체의 흡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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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cation 라디칼

소거 활성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 cation 라디칼 소

거 활성은 Re 등의 방법(Re et al., 1999)을 응용하였고,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

행하였다. 7.0 mM ABTS 용액과 2.45 mM potassium persulfate 용액을 1:1

(v/v)로 혼합하여 16시간 이상 차광 상태에서 반응을 시켜 ABTS+ 라디칼을 만

들었다. 이 ABTS+ 라디칼 용액을 에탄올에 희석하여 700 nm에서 흡광도가 0.78

± 0.002가 되도록 조절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 후 96 well plate에 농도별로

희석한 시료 용액 각각 20 μl와 ABTS+ 라디칼 용액 180 μl를 혼합하여 15분간

차광 상태에서 반응시키고,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율(%)은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하였으며, 각 시료

는 3회 반복 실험을 실시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A : 700 nm에서 ABTS의 흡광도

B : 700 nm에서 시료와 ABTS 반응액의 흡광도

C : 700 nm에서 시료 자체의 흡광도

7) 통계처리

모든 시료의 통계처리 분석은 모두 3번 반복 수행하여, 평균치와 표준편차

(Mean ± SD)값으로 표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Excel software (version 2007,

Microsoft Corp.) 프로그램으로 student’s t-test를 실시해 통계처리 하였고, 시료

가 포함되지 않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p value가

0.05 미만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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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및 고찰

1) Microfluidizer로 나노화된 청보리 발효-유산균 사균체의 주사전자현미경

영상

청보리 잎을 LPP, LP 및 LB 유산균을 활용하여 발효 후 이를 기반으로 혼합사

균체를 제조하였으며,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나노화된 사균체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사균체의 길이를 기준으로 압력

처리를 하지 않은 일반 사균체는 평균 1,368±24nm 길이를 보인반면, 10,000 psi

의 압력을 처리한 사균체는 1,046±33nm, 15,000 psi의 압력을 처리한 사균체는

985±276nm의 길이를 나타내었고, 20,000 psi의 높은 압력을 처리한 사균체는

861±115nm의 길이로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주사전자현미

경 관찰을 통해 Microfluidizer의 압력이 최대 20,000 psi로 높아질수록 세포의 원

래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높은 압력에 의해 파괴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그에

따라 유산균의 크기도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9).

2) 유산균 3종 활용 청보리 추출발효물의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

성

DPPH는 분자 내 라디칼을 함유하고 있어서, tocopherol, polyhydroxy 방향족

화합물 및 방향족 아민류인 항산화제에 의해 환원 시 라디칼이 소거되어 짙은

자색이 탈색되는 정도를 항산화 물질의 전자 공여 능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며,

DPPH 분자의 움직임은 하이드록실 라디칼과 유사하여 free radical 소거실험에

활용된다고 한다. 또한,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측정은 potassium persulfate와

반응하여 생성된 ABTS+ 라디칼이 항산화 물질에 의해 제거되어 라디칼 특유의

청록색이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해 항산화 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Kim et al.,

2019a). 청보리 추출 발효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ABTS 라디칼 소거 활

성에 대한 실험 결과는 Figs. 10, 11에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을 평

가 결과, 500 μg/ml의 농도에서 청보리 추출물의 경우 35.8% 소거능을 보였으나,

청보리 추출 발효물에서 53.7%의 소거능을 나타내며 발효 후 소거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10). ABTS 라디칼 소거능을 평가한 결과, 500 μg/m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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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s of microfluidized lactic acid

bacterial cells obtained after cultivation in the extract of green barley leaves.

(A) Control (not treated), (B) Microfluidized at 10,000 psi, (C) Microfluidized

at 15,000 psi, (D) Microfluidized at 20,000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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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the extracts of green barley

leaves before and after cultivation of lactic acid bacteria. Data a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re presented as means ±

SD. (* p<0.05, ** p<0.01, ***p<0.001. two-tailed Student’s t-test).



- 42 -

농도에서 청보리 추출물의 경우 40.3% 소거능을 보였으나, 청보리 추출 발효물

에서 59.1%의 소거능을 나타내며 발효 후 소거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11). 이를 통해 발효 전 대비 발효 후 농도 의존적으로 DPPH 및 ABTS

라디칼을 소거능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3) 나노화된 복합 사균체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 평가

Microfluidizer로 나노화된 3종 복합 사균체의 항산화능을 평가하였다. 1,000 μ

g/mL의 농도에서 일반 사균체의 경우 61% 소거능을 나타내었으나, 10,000 psi에

서 나노화된 사균체는 75.1%, 15,000 psi에서 나노화된 사균체는 73.2%, 20,000

psi에서 나노화된 사균체는 89.9%의 소거능을 보였다. 압력처리를 통한 나노화

과정을 통하여 사균체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였고, 20,000 psi에서 처

리된 균체의 항산화 효과가 최대치를 나타냈다(Fi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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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BTS cation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the extracts of green

barley leaves before and after cultivation of lactic acid bacteria. Data a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re presented as means ±

SD. (* p<0.05, ** p<0.01, ***p<0.001. two-tailed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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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BTS+ cation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mixtures of

microfluidized Lactobacillus bacterial cells. Data a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re presented as means ± SD. (* p<0.05, **

p<0.01, ***p<0.001. two-tailed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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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본 연구는 청보리 추출 발효물 및 청보리 발효-유산균의 사균체의 항산화 활성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이다. 청보리 잎을 김치에서 분리한 L.

paraplantarum (AMI-1101), L. plantarum(AMI-1103), L. brevis(AMI-1109)를

활용하여 발효하였고, 사균체는 피부 침투율 및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Microfludizer로 나노화 하였는데 10,000, 15,000 및 20,000 psi의 압력별로 사균체

의 전자주사현미경을 통해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정도를 관찰하였고 항산화 효능

을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평가를 통해 확인하였다. Microfludizer로

나노화된 유산균 사균체 소재의 전자주사현미경 이미지 측정 결과, 압력이

20,000psi로 높아질수록 세포의 원래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압력에 의해 파괴된

상태를 보여주었으며 그에 따라 유산균의 크기도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

보리 추출 발효물의 항산화 평가 결과, 500μg/ml의 농도에서 55.4% DPPH 라디

칼 소거활성 및 59.1%의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내며 발효 전 대비 라

디칼 소거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사균체의 항산화 평가 결과, 1,000 μg/ml의

농도에서 일반 사균체의 경우 61%, 20,000 psi 사균체가 89.9%의 소거능을 나타

냄 으로써, 일반 사균체에 비해 나노화된 사균체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이 증

가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청보리 추출 발효물과 사균체는 항

산화 활성을 가지는 식품 및 천연 화장품 소재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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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 3장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한 피부유산균 조사 및

유산균 세포외 소포체의 항염 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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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 및 방법

1) 연령 및 피부타입별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연령 및 피부타입별 피부상재균의 분포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상피부를 갖는

유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및 60대의 남/여 대상자 14명과 여드름성 피

부를 갖고 있는 남/여 대상자 4명을 포함한 총 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기

상 후 오전 세안 직전에 SWAP(ST-25 PBS, Elmex, Japan)으로 이마와 코 주변

의 표면미생물을 채취하여, ㈜MD헬스케어(Korea)에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의

뢰하였다.

2) 피부유래 유산균의 분리 및 동정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위해 채취한 5세 유아 피부의 표면 미생물 시료 200μL

를 Lactobacilli MRS broth(BD difco, USA) 20mL에 넣고, 35℃에서 24시간 동

안 혐기조건에서 배양하여 호기성균의 사멸과 혐기성균의 증식을 유도하였다. 선

택배양액을 BCP agar(BD difco, USA)에 획선도말하여 35℃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고, 그로부터 노란색 환을 가진 독립군락을 선별하여 MRS agar에 계대

배양하였다. 최종적으로 순수 분리된 세균을 동정하기 위하여 ㈜솔젠트(Korea)에

16s rRNA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였다. 2개의 primer 27F와 1492R를 사용하여 양

방향으로 유전자를 증폭시켜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16s rRNA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기준으로 분리균주는 유산균(Lactobacillus rhamnosus AMI-1301)으로 동

정되었다.

3) 피부유래 유산균을 활용한 발효소재의 항산화성 평가

녹차(green tea), 병풀(Centella asiatica), 감귤(mandarin orange), 청보리(green

barley) 그리고 브로콜리(broccoli)를 40℃에서 48시간 동안 풍건한 다음에 거칠

게 분쇄하였다. 식물체 시료의 20배에 상당하는 정제수를 섞어서 121°C에서 15분

간 열수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아 피부로부터 분리된 유산균(L.

rhamnosus AMI-1301)와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에서 분양받은 균주 L.

rhamnosus KCCM32405을 발효용 종균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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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을 Lactobacillus MRS Broth(Difco)에 배양한 다음에 원심분리하여 균체

를 회수하여, 1×107 CFU/ml 농도로 각 열수추출물에 접종하였다. 35℃에서 48시

간 동안 배양하여 추출물의 발효를 유도하였다. 발효물을 0.2 μm 여과지로 여과

시켜 균체 및 고형분을 제거한 다음에 동결건조(Operon, Korea)하여 항산화 실

험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항산화 실험 중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실험은 Blois 방법(Brand-williams et

al., 1995)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하였다. 먼저 발효물 시료를 1 mg/ml 농

도로 만든 후, 이를 순차적으로 희석하여 최종농도 31.25, 62.5, 125, 250, 500 μ

g/ml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DPPH는 DMSO에 2mM 농도로 용해시킨 뒤,

ethanol로 희석하여 0.2 mM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96 well plate에서 희석된 시

료 20 μl와 0.2 mM DPPH 180 μl를 섞어서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에,

ELISA reader를 사용하여 5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ABTS cation radical 소거 활성은 Re 등의 방법(Re et al., 1999)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우선, 7.0 mM ABTS 용액과 2.45 mM potassium

persulfate 용액을 1:1 (v/v)로 혼합하여 16시간 이상 차광 상태에서 반응을 시켜

ABTS+ 라디칼을 만들었다. ABTS+ 라디칼 용액을 에탄올로 희석하여 700 nm에

서의 흡광도가 0.78±0.002가 되도록 조절한 다음에 사용하였다. 96 well plate에

희석된 시료 20 μl와 ABTS+ 라디칼 용액 180 μl를 혼합하여 차광상태에서 15분

간 반응시킨 다음에 ELISA reader를 사용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4) 유산균 세포외 소포체의 분리

분리균주 L. rhamnosus AMI-1301(KCCM 80230)를 Lactobacilli MRS broth

500mL에 접종하여 37℃에서 20시간 동안 정치배양하였다. 배양액을 13,000xg에

서 15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균체를 제거하여 상등액을 얻었고, 배양 상등액을

0.22μm bottle-top filter(Corning, NY, USA)로 여과하여 여액을 회수하였다(Choi

et al., 2020). 그리고 접선유동여과장치(TFF　system, MD Healthcare, Korea)를

이용하여 여과 및 농축을 2회 수행하였고 최종적으로 37mL의 세포외 소포체를

수득하였다(Kim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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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산균 세포외 소포체의 항염활성 평가

100mm petridish에 DMEM complete media(Gibco, USA)를 넣고 37℃ CO2

incubator(BB 150, Thermo Fisher Scientific, USA)에서 배양한 Raw 264.7 cell

을 사용하였다. 1xPBS(Gibco, USA)로 세포를 2번 반복 세척한 후, scraper로 떼

어낸 cell을 원심분리하고 상징액을 흡입 제거하였다. DMEM complete media를

담은 새 dish에 cell을 넣고 48시간 동안 37℃에서 배양하였다. cell의 숫자는 적

혈구계수기(hemacytometer)로 계수하였으며, 실험에 필요한 cell수를 계산하여

well plate에 seeding 후 배양하였다. 유산균의 세포외 소포체와

lipopolysaccharide(LPS)를 동시에 cell을 seeding한 well plate에 처리하였다. 세

포를 24시간 동안 37℃에서 배양한 후에 ELISA reader(Sunrise, Austria)로

57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결과값을 도출하였다. 세포생존율을 확인하는

MTT 측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세포외 소포체 시료를 농도별로 넣고 cell

을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양된 세포에 MTT(Amresco, USA)의 최종농도가

0.4mg/mL 되도록 처리하여 1시간 동안 추가 배양하였다. 배지를 제거한 다음에

DMSO(Amresco, USA)를 well당 500μL씩 가하여 formazan 침전물을 용해시키

고 57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6) 유산균 세포외소포체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 억제효과

RAW264.6 세포를 24 well plate에. 1.5×105 cells/mL으로 분주하여 24시간 배양

후 LPS를1 μg/mL로 처리하여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자극하였다. cytokine 생성

이 자극된 세포에 농도별로 시료를 처리하여 24시간 배양 후 상등액을 이용하여

사이토카인의 억제활성을 측정하였다. 사이토카인은 Mouse TNF-α(BD

Bio-science, San Diego, USA), IL-1β(R&D System, Minneapolis, USA),

IL-6(Invitrogen, Carlsbad, USA) ELISA kit를 사용하여 450nm에서 측정하였다.

7) 통계처리

모든 시료에 대한 실험은 3번 반복하였고, 그 결과를 평균치와 표준편차

(Mean±SD)값으로 표시하였다. Excel software (version 2007, Microsoft Corp.)

프로그램으로 student’s t-test를 실시해 통계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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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및 고찰

1) 연령 및 피부타입별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결과

마이크로바이옴분석을 통해 연령 및 피부타입별 피부상재균의 분포도를 조사하

여, 생물의 분류체계인 문(phylum), 강(class), 목(order), 과(family), 속(genus)

종(species)순으로 제시하였다.

문(phylum) 수준에서 연령 및 피부타입별 기준으로 보면 여드름성 피부를 갖고

있는 남성에서 Firmicutes 분포도가 평균 56.3%로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Actinobacteria의 경우에는 여드름성 피부를 갖고 있는 여성에서 분포도가 평균

48.06%로 가장 넓게 나타났다(Fig. 13). 이는 피지를 분비하는 피부부위인 이마,

코, 등, 가슴 등의 부위에서 phylum 수준에서 Actinobacter가 56%이상의 분포

도를 나타냈다는 연구결과(Chen et al., 2013)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주성분 분석(Prinsipal component analysis)에서는

10대, 60대 및 여드름성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유사한 형태의 분포도를

나타내었다(Fig. 14).

강(class)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연령 및 피부타입별 기준으로 보면,

Firmicutes(56.3%)에 속하는 Bacilli가 여드름성 피부를 갖고 있는 남성에서 평

균 55.08%의 분포도로 가장 넓게 나타내었다. 이는 피부에 존재하는 Bacilli가

Firmicutes의 대부분(92.5%)을 차지한다는 연구(Chen et al., 2013)와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내었으며, Actinobacteria는 여드름성 피부를 갖고 있는 여성에서 분포

도가 평균48.03%로 가장 넓게 나타났다(Fig. 15). 또한 주성분 분석 결과에서는

20대와 30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유사한 분포도를 갖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6).

목(order)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연령, 성별 및 피부타입별 기준으로 보면,

Bacillales는 여드름성 피부의 남성에서 분포도가 평균 52.96%로 가장 넓게 나타

났으며, Lactobacillales는 가장 건강한 피부를 갖고 있는 유아에서 분포도가 평

균 35.16%로 가장 넓게 나타났고, 10대에서는 평균 28.44%을 분포도를 보였다

(Fig. 17).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피부에서 상대적으로 Lactobacillales의 높

은 분포도를 보였는데 이는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손바닥 피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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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obacillales의 분포도가 340%이상 높았다는 연구(Fierer et al., 2008)와 유사

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성별에 따라 미생물의 분포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주성분 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아

와 10대의 경우 성별에 따라 다소 분포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대

와 30대의 경우에는 미생물의 종류와 분포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

였다(Fig. 18).

과(family)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연령 및 피부타입별 기준으로 보면,

Staphylococcaceae는 여드름성 피부의 남성에서 분포도가 평균 52.84%로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Streptococcaceae는 가장 건강한 피부를 갖고 있는 유아에서

분포도가 평균 31.06%로 가장 넓게 나타났다(Fig. 19). 이는 피부가 성숙해지는

청소년기 이후보다 유아피부에서 Streptococcaceae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도를

보였다는 연구(Sanmiguel et al., 2016)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청소년기

이후에는 피지샘 활성 증가 및 Propionibacterium sp.과 같은 미생물의 증가로

인해 미생물 분포도가 변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성분 분석 결과에서는

20대의 경우 검출된 미생물들의 종류는 유사하나 검출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

는 결과를 나타낸 반면에 30대의 경우 남자와 여자 피부 샘플에서 전혀 다른 미

생물 분포도를 보여주는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20).

속(genus)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연령 및 피부타입별 기준으로는

Staphylococcus의 경우 여드름성 피부의 남성에서 분포도가 평균 52.82%로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이는 아토피환자의 피부에서 Starphylococcus가 평균 66.2%의

비율로 나타났다는 연구(Kim et al., 2017)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Streptococcus의 경우에는 가장 건강한 피부를 갖고 있는 유아에서 분포도가 평

균 31.05%로 가장 넓게 나타났다(Fig. 21). 전성분 분석결과 유아와 40대는 군집

분포도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 피부상재균의 상관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

고, 여드름성 피부의 경우 4명 중 3명은 매우 근접한 분포도를 나타냄으로써 실

제 여드름성 피부에 피부상재균 분포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Fig.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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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kin microbiome analysis at phylum rank depending on age and ski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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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beta diversity at phylum rank depending on age and ski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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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kin microbiome analysis at class rank depending on age and ski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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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beta diversity at class rank depending on age and ski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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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Skin microbiome analysis at order rank depending on age and ski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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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beta diversity at order rank depending on age and ski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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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Skin microbiome analysis at family rank depending on age and ski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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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beta diversity at family rank depending on age and ski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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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kin microbiome analysis at genus rank depending on age and ski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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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beta diversity at genus rank depending on age and ski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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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species)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연령 및 피부타입별 기준으로는 여드름성

피부의 남성에서 Staphylococcus sp.가 평균 52.79%로 분포도가 가장 넓게 나타

났으며, 그 다음으로 Propionibacterium sp.가 평균 22.66% 수준의 높은 분포도

를 나타내었다. 이는 피지가 많은 분비되는 피부부위에서 보다 높은 비율의

Propionibacterium sp.이 나타났다는 연구(Chen et al., 2013) 및 피지모낭에서

지배적인 세균을 구성한다는 연구(Dreno et al., 2020)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

다. 그리고 가장 건강한 피부를 갖고 있는 유아에서 Streptococcus sp.가 평균

30.65%의 가장 넓은 분포도를 나타내었고(Fig. 23), 이는 Streptococcus sp.가 유

아의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피부상재균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분포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준 만큼 이를 유지

하거나 증식시킬 수 있는 응용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종(species) 수준에서의 전성분 분석결과는 속(genus)수준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아, 40대 및 여드름성 피부에서 유사한 상관성을 나타내었고, 연령

및 피부타입 간에 점 분포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이와

피부타입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4).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고 여드름성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Streptococcus

sp.의 비율이 줄어들고 Staphylococcus sp.와 Propionibacterium sp.의 비율이 늘

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Staphylococcus sp.와 Propionibacterium

sp.의 생육을 억제하고 Streptococcus sp.와 같은 유익한 피부 미생물들이 잘 생

육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균형 개선 소재를 개

발한다면 관련 산업 시장의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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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Skin microbiome analysis at species rank depending on age and ski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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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beta diversity at species rank depending on age and ski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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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유래 유산균 동정

마이크로바이옴분석을 의뢰한 연령 및 피부타입별 18명의 모든 샘플을 바탕으

로 유산균을 분리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유일하게 5세 유아 피부에서만 유산

균이 분리되었고,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과 Clustal omega의 다중서열정렬

(multiple sequence alignment, MSA) 분석을 통한 계통수(phylogenetic tree) 분

석결과를 확인하였다(Fig. 25). 분석결과 기존 균주의 유전자 염기서열과 비교를

통해 L. rhamnosus와 99.1%의 상동성을 보였으며,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에 분리균주를 기탁후 L. rhamnosus AMI-1301(KCCM 80230)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피부를 갖고 있는 유아피부 표면에서 마이크로바이

옴분석결과와 동일한 Streptococcus sp.를 분리하지는 못했지만 유일하게

Lactobacillus rhamnosus 유산균이 분리 및 동정 되었다. 이는 아토피 환자에는

Lactobacillus 속 유산균이 0%의 비율을 나타낸 반면 정상피부를 갖는 시험자에

서 Lactobacillus 속 유산균이 2.13% 비율로 나타났다는 연구(Kim et al., 2017)

를 바탕으로 정상피부를 유지하는데 Lactobacillus 속 유산균이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유아 피부유래 유산균을 활용한 천연발효소재의 항산화성 평가

유아피부에서 분리된 유산균 L. rhamnosus AMI-1301를 녹차(green tea), 병풀

(Centella asiatica), 감귤(mandarin orange), 청보리(green barley), 브로콜리

(broccoli)의 열수추출물 발효에 사용하였다. 유산균이 접종되지 않은 열수추출물

을 대조구로 설정하여, 이들 발효물의 DPPH 및 ABTS 양이온 라디칼 소거활성

을 평가하였다.

먼저 녹차 발효물(AMI-1301)의 DPPH 및 ABTS 양이온 라디칼 소거활성 결과

를 Fig. 26에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농도 250μg/mL 이상에서는

100% 이상 소거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농도를 낮추어 15.6∼125μg/mL 범위에서

실시하였다. 농도 125μg/mL에서 녹차대조구(control)는 82.4±1.7%의 소거능을 보

인 반면에, 녹차발효물(AMI-1301)은 88.0±0.6%의 소거능을 보여, 5.6% 정도 항

산화 활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녹차가루를 첨가한 유산균 발효유의 항산화활성

평가한 연구(Yeo et al., 2017)에서 발효 전보다 발효 이후에 DPPH radical 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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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5. Nucleotide sequences(a) and phylogenetic tree(b) of 16S rRNA gene

from Lactobacillus rhamnosus AMI-1301 (KCCM 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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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6.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fermentation broth of green tea

extract. (A)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ata a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re presented as means ± SD. (* p<0.05, ** p<0.01,

***p<0.001. two-tailed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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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연구 내용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유산균의 젖산발효에 의해 생성된 대사물질 및 유기산 등에 의한 작용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ABTS 양이온 라디칼 소거활성은 62.5μg/mL 농도 이상에서는

100% 이상의 소거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농도를 낮추어 3.9∼31.3μg/mL 범위에

서 실시하였다. 농도 31.3μg/mL에서 녹차대조구(control)는 88.0±1.2%의 소거능

을 보인 반면에, 녹차발효물(AMI-1301)은 92.0±1.0%의 효능을 보여, 4.0%정도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다.

이어서 병풀발효물(AMI-1301)의 DPPH 및 ABTS 양이온 라디칼 소거활성을

Fig. 27에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의 경우, 농도 1,000μg/mL에서 병

풀대조구(control)는 34.3±2.1%의 소거능을 보인 반면에, 병풀발효물(AMI-1301)

은 52.1±2.0%의 효능을 보여, 17.8% 정도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병풀

잎을 100℃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켜 차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발효차

의 DPPH radical 소거활성능을 평가한 연구(Heong et al., 2011)에서 항산화효과

가 오히려 감소되었다는 내용과는 대조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

부에서 분리된 L.rhamnosus 유산균울 종균으로 사용한 부분과 병풀 열수추출물

을 이용하여 35℃에서 48시간 동안 액상 발효시킨 제조방법에 따른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ABTS 양이온 라디칼 소거활성은 농도 1,000μg/mL에

서 병풀대조구(control)는 71.5±0.3%의 소거능을 보인 반면에, 병풀발효물

(AMI-1301)은 84.8±0.3%의 효능을 보여, 13.3% 정도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다.

감귤발효물(AMI-1301)의 DPPH 및 ABTS 양이온 라디칼 소거활성은 Fig. 28

에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의 경우, 농도 1,000μg/mL에서 감귤대조

구(control)는 37.9±4.3%의 소거능을 보인 반면에, 감귤발효물(AMI-1301)은

63.1±3.3%의 효능을 보여, 항산화 활성이 25.2% 정도 증가하였음을 나타내었다.

이는 감귤부산물에 L.plantarum 및 L.rhamnosus 등의 유산균을 접종하여 발효시

킨 발효물에 대한 DPPH radical 소거활성능이 발효 전 대비하여 증가했다는 연

구(Moon et al., 2006)와 일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감귤이 유산균 발효를 통한 항산화효과 증대에 우수한 기질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ABTS 양이온 라디칼 소거활성은 1,000μg/mL 농도에

서 감귤대조구(control)는 74.6±0.6%의 소거능을 보인 반면에, 감귤발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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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1301)은 92.0±0.2%의 효능을 보여, 17.4% 정도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다.

청보리발효물(AMI-1301)의 DPPH 및 ABTS 양이온 라디칼 소거활성은 Fig.

29에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의 경우, 1,000μg/mL 농도에서 청보리

대조구(control)는 39.8±2.9%의 소거능을 보인 반면에, 청보리발효물(AMI-1301)

은 67.0±4.7%의 효능을 보여, 항산화 활성이 27.2% 정도 증가하였음을 나타내었

다. 이는 L.brevis 및 Lparacasei 유산균으로 발효한 보리발효물이 발효하지 않

은 보리 추출물 보다 유의성 있게 항산화효과가 증대되었다는 연구결과(Lee et

al., 2018)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우수한 발효기질로 활용될 수 있는 천연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ABTS 양이온 라디칼 소거활성은 농도 1,000μg/mL에

서 청보리대조구(control)와 청보리발효물(AMI-1301)이 서로 비슷한 각각

99.8±0.1%와 99.3±0.2% 수준의 소거능을 보였다.

브로콜리발효물(AMI-1301)의 DPPH 및 ABTS 양이온 라디칼 소거활성을 Fig.

30에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의 경우, 1,000μg/mL 농도에서 브로콜

리대조구(control)는 63.1±6.1%의 소거능을 보인 반면에 브로콜리발효물

(AMI-1301)은 78.2±2.2%의 효능을 보여, 15.2% 정도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ABTS 양이온 라디칼 소거활성은 농도 1,000μg/mL에서 브로콜리대조구

(control)와 브로콜리 발효물(AMI-1301)이 서로 비슷하게 각각 99.7±0.1%와

100.0±0.3%의 소거능을 보였다. 이번 항산화 활성 증대를 위해 발효 기질로 활용

된 브로콜리는 십자화과(Brassicaceae)에 속하는 배추속 작물로서 녹색꽃 양배추

로도 불리며 감귤과 더불어 제주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대표하는 작물 중

하나이다. 이미 보고된 연구(Kim et al., 2014)에서 브로콜리의 가식부인 꽃송이

(floret)와 비가식부인 줄기(stalk) 모두 DPPH 및 ABTS radical 소거활성 평가를

통해 항산화 활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뿐만 아니라 항균활성 및 대장암세포 생

육억제 활성도 확인된바 있다. 또한 L.plantarum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브로콜리

발효물에서 생균활성이 7.15 x 109 CFU/mL 수준으로 매우 우수함을 확인(Yang

et al., 2015)하여 브로콜리가 기능성 증대를 위한 우수한 발효기질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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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7.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fermentation broth of Centella asiatica

extract. (A)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ata a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re presented as means ± SD. (* p<0.05, ** p<0.01,

***p<0.001. two-tailed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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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8.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fermentation broth of Mandarin

orange extract. (A)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ata a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re presented as means ± SD. (* p<0.05, ** p<0.01,

***p<0.001. two-tailed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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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9.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fermentation broth of green barley

extract. (A)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ata a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re presented as means ± SD. (* p<0.05, ** p<0.01,

***p<0.001. two-tailed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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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0.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fermentation broth of broccoli extract.

(A)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ata a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re

presented as means ± SD. (* p<0.05, ** p<0.01, ***p<0.001. two-tailed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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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유아피부에서 분리된 균주 L. rhamnosus AMI-1301가 항산화성 증

대효과에 미치는 역할을 해석하고자, 공시균주 L. rhamnosus KCCM32405와 비

교실험을 실시하였다.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녹차열수추출물을 발효기

질로 사용하여 분리균주와 공시균주를 각각 배양하여 얻은 발효물의 DPPH 및

ABTS 양이온 라디칼 소거활성을 조사하였다(Fig. 31).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의 경우, 농도 62.5μg/mL에서 녹차대조구(control)는 76.9±5.3%, 공시균주의 녹차

발효물은 84.2±2.9%, 분리균주(AMI-1301)의 녹차발효물은 88.0±0.9%로 나타났

다. 즉, 분리균주가 대조구와 공시균주에 비하여 각각 11.1%, 3.8% 정도 높은 항

산화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ABTS 양이온 라디칼 소거활성은 농도 15.6μ

g/mL에서 녹차대조구(control)는 69.0±0.1%, 공시균주의 녹차발효물은

62.2±0.1%, 분리균주(AMI-1301)의 녹차발효물은 75.5±0.0%로 나타났다. 분리균

주의 경우, 대조구와 공시균주에 비해서 각각 6.5%, 13.3% 정도 높은 항산화효과

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유아피부에서 분리된 균주 L. rhamnosus AMI-1301를

사용한 발효물이 대조구 및 공시균주를 사용한 발효물보다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였다. 이는 김치에서 분리한 L. rhamnosus 유산균을 활용하여 칡을 발효하였

을 때 DPPH 및 ABTS radical 소거활성능이 증대되었다는 연구(Kim et al.,

2019)와 엉겅퀴를 발효하였을 때 DPPH radical 소거활성능이 증대하고

tyrosinase 저해활성이 증대되었다는 연구(Park et al., 2019)와 유사한 결과를 보

임으로써 L. rhamnosus 유산균이 다양한 천연물을 발효하여 기능성을 증대시키

는 생물전환 starter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동종의 L. rhamnosus 유산균이라 할지라도 분리원에 따라서 그

효능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녹차추출물 이외에도 유산

균이 잘 생육할 수 있는 천연물을 기질로 하여 항산화효과가 증대된 우수한 발

효소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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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fermentation broth of green tea

extract by Lactobacillus rhamnosus strains. (A)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ata a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re presented as means ±

SD. (* p<0.05, ** p<0.01, ***p<0.001. two-tailed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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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산균 세포외소포체의 세포생존율 및 nitric oxide 생성 억제효과

유아의 피부로부터 분리된 유산균(L.rhamnosus AMI-1301)의 세포외소포체가 세

포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Fig. 32A). LPS(1μg/mL)로 자극하여 염

증반응이 유도된 Raw 264.7 cell에 세포외소포체를 0.1, 1, 10 및 20 μg/mL 농도

로 처리하여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음성 대조구와 비교하였다(Fig. 32B). 그리고

nitric oxide(NO) 생성 억제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양성대조구인 2-amino

-4-picoline(10μM)의 처리구도 함께 평가하였다. 유산균(AMI-1301) 세포외소포

체를 처리한 모든 실험구와 양성 대조구(2-amino-4-picoline) 모두 100% 이상의

세포생존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세포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료농

도를 최대 20μg/mL로 설정하여 NO 생성 억제율을 조사하였다. 유산균 세포외소

포체의 항염증 효과를 NO 생성 억제율로 평가하였다. 세포외소포체 농도에 따른

NO 생성율은 음성대조구의 100%와 비교하여, 1.0μg/mL에서 93.4±2.5%, 10μ

g/mL에서 55.3±2.8%, 20μg/mL에서 39.0±4.0%로 감소하여, 각각 1.0μg/mL에서

6.6%, 10μg/mL에서 44.7%, 20μg/mL에서 61% 수준의 NO 생성 억제효과, 즉

염증반응 억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5) 유산균 세포외소포체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 억제효과

IL-6, IL-1β 및 TNF-α는 염증반응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으로, 면역

세포의 활성, 증식 및 분화를 조절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LPS로 염증반응이

유도된 Raw 264.7 cell에 유산균 세포외소포체를 처리하였을 때, 이들 염증성 사

이토카인의 생성에 미치는 변화를 조사하였다.

먼저, 사이토카인 IL-6의 생성은 음성대조구의 39.5ng/mL에 비하여, 세포외소포

체 농도 10μg/mL에서 34.9±4.1ng/mL, 20μg/mL에서 28.5±3.0ng/mL로 각각 감소

하였다(Fig. 33). 그리고 사이토카인 IL-1β의 생성은 음성대조구에서는

88.2ng/mL이었으나, 세포외소포체 농도 1.0μg/mL에서 51.4±4.7ng/mL, 10μg/mL

에서 49.0±5.5ng/mL로 각각 감소하였다(Fig. 34). 마지막으로 TNF-α 사이토카

인의 생성은 음성대조구의 경우 57.6 ng/mL에 비하여, 세포외소포체 농도 10μ

g/mL에서 46.2±3.1ng/mL, 20μg/mL에서 54.0±2.2ng/mL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Fig. 35). 이는 LPS를 이용한 대식세포(Raw 264.7 cell) 염증유도 모델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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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줄기세포 유래 세포외소포체가 TNF-α와 IL-10의 생성을 억제하였다는 연구결

과(Jung et al., 2016)와 L. paracasei 유산균에서 유래한 세포외소포체가 대장암

세포(HT29 cell)에서 LPS로 유도된 염증성 사이토카인 중 IL-1β, IL-2 및

TNF-α의 생성을 억제하였다는 연구(Choi et al., 2020)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활용된 L.rhamnosus 유산균에서 유래한 세포외소

포체는 염증유발을 유도하는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진 IL-6, IL-1β, TNF-α의 생

성을 억제하는 항염증 생물 소재로서 다양한 산업영역에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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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2. Effects of extracellular vesicles from Lactobacillus rhamnosus

AMI-1301 on cell viability and NO production. (A) Cell viability(%) (2) NO

production(%). Data a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re presented as means ± SD. (* p<0.05, ** p<0.01, ***p<0.001. two-tailed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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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Effects of extracellular vesicles from Lactobacillus rhamnosus

AMI-1301 on production of cytokine IL-6(Interleukin-6). Data a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re presented as means ±

SD. (* p<0.05, ** p<0.01, ***p<0.001. two-tailed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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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Effects of extracellular vesicles from Lactobacillus rhamnosus

AMI-1301 on production of cytokine IL-1β(Interleukin-1 beta). Data a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re presented as means ±

SD. (* p<0.05, ** p<0.01, ***p<0.001. two-tailed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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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Effects of extracellular vesicles from Lactobacillus rhamnosus

AMI-1301 on production of cytokine TNF-α(Tumor necrosis factor-alpha).

Data a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re presented as

means ± SD. (* p<0.05, ** p<0.01, ***p<0.001. two-tailed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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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본 연구에서는 연령 및 피부상태에 따른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였으며 정상

피부와 여드름성 피부를 갖는 시험자 사이에 마이크로바이옴 분포도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샘플 중 유일하게 건강한 유아의 피

부에서 새로운 유산균(L.rhamnosus AMI-1301)이 분리되었고 이를 항산화성 소

재와 항염증 소재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녹차, 병풀, 감귤, 청보리 및 브로콜리를 기질로 사용하여 분리된 유산균

을 배양하였고, 배양액으로부터 회수한 발효물의 항산화성 증대효과를 조사하였

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녹차발효물의 경우 최고농도에서 대조구 대비

5.6%, 병풀발효물 17.8%, 감귤발효물 25.2%, 청보리발효물 27.2%, 브로콜리발효

물 15.2%씩 각각 증가하여, 유산균 발효가 항산화성을 증대시켰다. ABTS 양이

온 라디칼 소거활성은 녹차발효물의 경우 최고농도에서 대조구 대비 4.0%, 병풀

발효물 13.3%, 감귤발효물 17.4%씩 각각 증가하였으나, 청보리발효물과 브로콜리

발효물의 경우에는 대조구와 유사한 소거능을 보였다.

한편, 유산균 세포외소포체가 세포생존율 및 NO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 세포외소포체 농도 최대 20μg/mL까지 세포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NO의 생성은 농도 20μg/mL에서 61% 억제되어, 유산균 세포외소포체의 염

증반응 억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염증반응을 조절하는 사이토카인

IL-6, IL-1β 및 TNF-α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세포외소포체 농도

10μg/mL-20μg/mL 범위에서 이들 사이토카인의 종류에 따라서 다소 변화는 있

지만 6.3-49.6% 억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산균 세포외소포체가 염증반응 억

제용 소재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83 -

Ⅴ. 참고문헌

Brand-Williams W, Cuvelier ME, and Berset C. 1995. Use of a free radical

method to evaluate antioxidant activity. LWT. 28, 25–30.

Cheigh HS and Park KY. 1994. Biochemical, microbiological, and nutritional

aspects of kimchi (Korean fermented vegetable product). Critical Reviews in

Food Science and Nutrition. 34, 175-203.

Chen YE, Tsao H. 2013. The skin microbiome: Current perspectives and

future challenges.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69, 43-55

Cho JK, Li GH, Cho SJ, Yoon YC, Hwang SG, Heo KC and Choe IS. 2007.

The identification and physiological properties of Lactobacillus plantarum

JK-01 isolated from kimchi. Korean Journal for Food Science of Animal

Resources. 27, 363–370.

Cho KS, Lee SM, Jeong SY, Park GT, Lee HS, Hwang DY, Jung YJ and

Son HJ. 2014. Static culture condition for production of bacterial cellulose,

environment-friendly functional material, by acetic acid bacteria.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23, 895–902.

Choi KH, Jeong JS, Moon CH, and Kim ML. 2004. Effect of carbon source

supplement on the gel production from citrus juice by Gluconacetobacter

hansenii TL-2C.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33, 170

–175.

Choi DS, Kim DK, Kim YK and Gho YS. 2015. Proteomics of extracellular



- 84 -

vesicles. Exosomes and ectosomes. Mass Spectrometry Reviews. 34, 474-490.

Choi SM, Cho SH and Yl HN. 2016. Human microbiome studies in Korea.

Allergy Asthma & Respiratory Disease. 4, 311-320

Choi MS, Chang SJ, Chae Y, Lee MH, Kim WJ, Iwasa M, Han KI, Kim WJ,

and Kim TJ. 2018. Anti-inflammatory effect of heat-killed Enterococcus

faecalis, EF-2001. Journal of Life Science. 28, 1361–1368.

Choi JH, Moon CM, Shin TS, Kim EK, McDowell A, Jo MK, Joo YH, Kim

SE, Jung HK, Shim KN, Jung SA and Kim YK. 2020. Lactobacillus

paracasei-derived extracellular vesicles attenuate the intestinal inflammatory

response by augmenting the endoplasmic reticulum stresspathway,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52, 423–437

David NF. 2001. Microbial Ecology of Human Skin in Health and Disease.

Society for Investigative Dermatology. 6, 167-169

Dominguez-Bello MG, Costello EK, Contreras M, Magris M, Hidalgo G, Fierer

N, et al. 2010. Delivery mode shapes the acquisition and structure of the

initial microbiota across multiple body habitats in newborn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7,

11971-11975.

Dreno B, Dagnelie MA, Khammari A and Corvec S. 2020. The Skin

Microbiome: A New Actor in Infammatory Acn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Dermatology. 21, 18-24



- 85 -

Fierer N, Hamady M, Lauber CL and Knight R. 2008. The influence of sex,

handedness, and washing on the diversity of hand surface bacteria.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SA. 105, 17994-17999

Fuller R. 1989. Probiotics in man and animal. Journal of Applied

Bacteriology. 66, 365-378

Gho YS. and Lee C. 2017. Emergent properties of extracellular vesicles: a

holistic approach to decode the complexity of intercellular communication

networks. Molecular BioSystems. 13, 1291-1296.

Hayes M, Ross RP, Fitzgerald GF and Stanton C. 2007. Putting microbes to

work: dairy fermentation, cell factories and bioactive peptides. Biotechnology

Journa. l2, 426-434.

Heong CS, Bhupinder K, Huda N, Karim AA and Fazilah A. 2011. Effect of

Fermentation on the composotion of Centella asiatica Teas. American Journal

of Food Technology. 6, 581-593

Hirose Y, Murosaki S, Yamamoto Y, Muroyama K, Miwa Y, Fujishima A

and Lynch B. 2009. Safety studies of LP20 powder produced from heat-killed

Lactobacillus plantarum L-137. Regulatory Toxicology and Pharmacology. 54,

214-220

Huang Y, Lee YN and Kim MY. 2016. Fermentation Characteristics of

Low-sodium Kimchi by Kimchi Lactic Acid Bacteria Starters. The Korean

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29, 801-807

Jang SY. and Jeong YJ. 2005. Effect of lactate and corn steep liquor on the



- 86 -

production of bacterial cellulose by Gluconacetobacter persimmonis KJ145.

The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14, 561–565.

Jeon JM, Choi SK, Kim YJ, Jang SJ, Cheon JW, and Lee HS. 2011.

Antioxidant and antiaging effect of ginseng berry extract fermented by lactic

acid bacteria. Journal of Society of Cosmetic Scientists of Korea. 32, 75–81.

Jeon S, Park JW and Kim HJ. 2013. Manufacturing and applications of

bacterial cellulose. KIC News. 16, 37–45.

Jo YR and Kang SM. 2012. Lactococcus lactis culture methods for the

enhanced depression of inducers in atopic diseases. Korean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40, 310-318

Jun DA, Cho WA, Lee JB, Jang MJ, You MS, Park JY, Kim SH, and Lee

JT. 2014. Antioxidant activity of chestnut (Castanea crenataS.et Z.) bur

fermented by Lactobacillus casei. Journal of Life Science. 24, 1193–1199.

Jung JY, Park YH and Park JK. 2003. Effect of medium composition on the

bacterial cellulose production by Gluconacetobacter hansenii PJK. The Korean

Society for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18, 94–99.

Jung MY, Park YH, Kim HS, Bu HY and Jang YH. 2009. Probiotic Property

of Lactobacillus pentosus Miny-148 Isolated from Human Feces. The Korean

Journal of Microbiology. 45, 177-184

Jung SK, Park MJ, Lee JN, Byeon JS, Gu NY, Cho IS and Cha SH. 2016.

Immunomodulatory Effect of Mesenchymal Stem Cell-Derived Exosomes in

Lipopolysaccharide-Stimulated RAW 264.7 Cells. Microbiology and



- 87 -

Biotechnology Letters. 44, 383-390

Jun SH, Kim SY, Park SG, Lee CK, Lee SH and Kang NG. 2018.

Characterizations of Water-dispersed Biocellulose Nanofibers on the Skin

Surface. Journal of Society of Cosmetic Scientists of Korea. 44, 89-94

Kabak B and Var I. 2008. Factors affecting the removal of aflatoxin M1 from

food model by Lactobacillus and Bifidobacterium strains.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Health. 43, 617-624

Kang SY, Kim KH and Yook HS. 2020. Antioxidant activities of fermented

Ulva pertusa Kjellm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49, 940–945.

Kang HJ, Kim TW, Jhoo JW, and Kim GY. 2020. Antioxidant effects of

fermented milk added with Enterococcus faecalis EF-2001 heat-killed

probiotics. Annals of Animal Resource Sciences. 31, 72–81.

Kim SY, Shin KS and Lee H. 2004. Immunopotentiating activites of cellular

component of Lactobacillus brevis FSB-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33, 1552-1559

Kim ML. and Choi KH. 2005. Sensory characteristics of citrus vinegar

fermented by Gluconacetobacter hansenii CV1. Korean Journal of Food and

Cookery Science. 21, 263–269.

Kim YC, Hong HD, Rho J, Cho CW, Rhee YK, and Yim JH. 2007. Changes

of phenolic acid contents and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ginseng

according to steaming times. Journal of Ginseng Research. 31, 230–236.



- 88 -

Kim DC and Choi JW, In MJ, 2011. Utilization of Leuconostoc mesenteroides

310-12 Strain in the Fermentation of a Traditional Korean Rice-based

Beverage.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54, 21-25

Kim HJ and Kim HJ. 2015.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Jeju barley and

extracted β-glucan. Food Engineering Progress. 19, 132–138.

Kim MH, Rho M, Choi JP, Choi HL, Park HK, Song WJ, Min TK, Cho SH,

Cho YJ, Kim YK, Yang SH and Pyun BY. 2017. A Metagenomic Analysis

Provides a Culture-Independent Pathogen Detection for Atopic Dermatitis.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9, 453-461

Kim MJ, Yu SM, Kim DY, Heo TI, Lee JW, Park JA, Park CS, and Kim YS.

2018. Physicochemical characterization of fermented Rhododendron micranthum

Turcz. extract and its biological activity. Journal of Life Science. 28, 938–

944.

Kim JE, Jo SM, and Lee NH. 2019. Anti-oxidative and anti-bacterial

constituents from the extracts of Rhododendron weyrichii leaves. Journal of

Society of Cosmetic Scientists of Korea. 45, 341–351.

Kim BH, Jang JO, Lee JH, Park YE, Kim JG, Yoon YC, Jeong SJ, Kwon GS,

and Lee JB. 2019. Increased anti-oxidative activity and whitening effects of a

Saposhnikovia extract following bioconversion fermentation using Lactobacillus

plantarum BHNLAB 33. Journal of Life Science. 29, 1208–1217.

Kim WI, Lee EJ, Bae IH, Myoung KS and Kim ST. 2020. Lactobacillus

plantarum-derived extracellular vesicles induce anti-inflammatory M2



- 89 -

macrophage polarization in vitro. Journal of extracellular vesicles. 9, 1794

Klemm D, Schumann D, Udhardt U and Marsch S. 2001. Bacterial synthesized

cellulose - artificial blood vessels for microsurgery. Progress in Polymer

Science. 26, 1561–1603.

Kwon JG, Kim SK and Lee JH, 2019. Recent next-generation sequencing and

bioinformatic analysis methods for food microbiome research. Food Science

and Industry. 52(3), 220-228

Lee OS, Jang SY and Jeong YJ. 2002. Culture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of bacterial cellulose with Gluconacetobacter persimmonus KJ145.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31, 572–577.

Lee OS, Jang SY and Jeong YJ. 2003. Effect of ethanol on the production of

cellulose and acetic acid by Gluconacetobacter persimmonensis KJ145.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32, 181–184.

Lee SY, Jeon JR and Yang YK. 2005. Characteristics of the physical function

of biocellulose from Acetobacter xylinum. Food Engineering Progress. 9, 182

–191.

Lee SY, Park KJ, Park SM, Kim SS and Choi YH. 2011. Production of

bacterial cellulose using juice medium with Gluconacetobacter sp. SEA623-2.

Korean Journal of Hort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29, 145.

Lee KY, Buldum G, Mantalaris A and Bismarck A. 2014. More than meets

the eye in bacterial cellulose: biosynthesis, bioprocessing, and applications in

advanced fiber composites. Macromolecular BioScience. 14, 10-32



- 90 -

Lee JH, Yoon YC, Kim JK, Park YE, Hwang HS, Kwon GS and Lee JB,

2018. Antioxidant and Whitening Effects of the Fermentation of Barley Seeds

(Hordeum vulgare L.) Using Lactic Acid Bacteria. Journal of Life Science.

28, 444-453

Lee J and Kang S. 2020. Antioxidant characteristics of Lactobacillus

plantarum heat-killing acid bacteria isolated from Kkakdugi as cosmetic

mater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6, 913–922.

Matsuoka M, Tsuchida T, Matsushita K, Adachi A and Yoshinaga F. 1996. A

synthetic medium for bacterial cellulose production by Acetobacter xylinum

subsp. sucrofermentans. Bioscience, Biotechnology and Biochemistry. 60, 575

–579.

Mathieu A, Vogel TM and Simonet P. 2014. The future of skin

metagenomics. Research in Microbiology. 165, 69-76.

Matthysse AG, Holmes KV and Gurltz RH. 1981. Elaboration of cellulose

fibrils by Agrobacterium tumefaciens during attachment to carrot cells.

Journal of Bacteriology. 81, 583–595.

Mikkelsen D, Flanagan BM, Dykes GA and Gidley MJ. 2009. Influence of

different carbon sources on bacterial cellulose production by Gluconacetobacter

xylinus strain ATCC53524. Journal of Applied Microbiology. 107, 576–583.

Moon YG, Lee KJ, Kim KY, Song CB, Jeon YJ and Heo MS, 2006.

Characteristics of Citrus by-product ferment using probiotics as starter.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2, 158-165



- 91 -

Naritomi T, Kouda T, Yano H and Yoshinaga F. 1998. Effect of lactate on

bacterial cellulose production from fructose in continuous culture. Journal of

Fermentation and Bioengineering. 85, 89–95.

Oh BM, Jun HI, Oh HH, J SW and Jeong DY. 2020. Quality characteristics

and functional evaluation of Sikhye fermented by Lactic acid bacteri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49, 803-813

Park SJ, Lee JS, Hoe YH, Moon EY and Kang MH. 2008. Physiology activity

of barley leaf using different drying methods. 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37, 1627–1631.

Park SM, Yoon SJ, Son HJ and Lee CY and Kim, H.S. 2010. Properties of

bacterial cellulose produced in agitated culture using three kinds of medium.

Textile Science and Engineering. 47, 266–271.

Park KY. 2012. Increased health functionality of fermented foods. Food

Industry Nutrition. 17, 1–8.

Park CH, Park JH, Min SY, Kim K, Kim S, and Park YJ. 2019. Studies on

antioxidant, anti-inflammation and whitening activities of Hordeum vulgare L.

extracts and their fractions. JJournal of Society of Cosmetic Scientists of

Korea. 45, 287–297.

Park YE, Kwon GS, Kim BH and Lee JB. 2019. Evaluation of the Usefulness

of the Fermented Thistle (Cirsium japonicum) with Lactobacillus rhamnosus

BHN-LAB105 for Antioxidative and Whitening Effects. Asian Journal of

Beauty and Cosmetology. 17, 1-13



- 92 -

Park SJ, Choi SH, Park MJ, Lee OM and Son HJ. 2020. Production and

Characteristics of Bacterial Cellulose, an Eco-Friendly Biomaterial, using

Different Carbon Sources.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29,

819-826

Perdigon G, Macias ME, Alvarez S, Oliver G and Holado P. 1990. Prevention

of gastrointestinal infection using immunobiological methods with milk

fermented with Lactobacillus casei and Lactobacillus acidophilus. Journal of

Dairy Research, 57, 255-264

Re R, Pellegrini N, Proteggente A, Pannala A, Yang M and Rice-evans C.

1999. Antioxidant activity applying an improved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assay. Free Radical Biology & Medicine. 26, 1231–1237.

Ryu DG, Park SK, Kang MG, Jeong MC, Jeong HJ, Kang DM, Lee JH, Kim

YM and Lee MS. 2020. Antioxidant and Cholesterol-lowering Effects of Lactic

Acid Bacteria Isolated from Kelp Saccharina japonica Kimchi. Korean Journal

of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 53, 351-360

Salminen S, Ouwehand A, Benno Y and Lee YK, 1999. Probiotics: how

should they be defined? Trends in Food Science & Technology. 10, 107-110

SanMiguel A and Grice EA. 2016. Interactions between host factors and the

skin microbiome. Cellular and Molecular Life Sciences. 72, 1499-1515

Seo JG, Lee GS, Kim JE and Chung MJ. 2010. Development of Probiotic

Products and Challenges. Korean Society for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Journal. 25, 303-310



- 93 -

Seo SY, Ahn MS, Choi SR, Song EJ, Choi MK and Yoo SM. 2015.

Characteristics of Persimmon Juice fermented with Kimchi Lactic acid

bacteria. The Korean 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28, 16–23

Sim JH, Oh SJ, Kim SK and Baek YJ. 1995. Comparative tests on the acid

tolerance of some lactic-acid-bacteria species isolated from lactic acid

fermented products. Korean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27, 101

–104.

Son HJ, Lee OM, Kim YG, Park YK and Lee SJ. 2000. Characteristics of

cellulose production by Acetobacter sp. A9 in static culture. The Korean

Society for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15, 573–577.

The Human Microbiome Project Consortium, 2012. Structure, Function and

Diversity of the Healthy Human Microbiome. Nature. 486, 207–214

Yang JW, Kim KT and Kim SS. 2015. Fermentation Characteristics and

anti-Helicobacter pylori Activity of Aqueous Broccoli Fermented by

Lactobacillus plantarum MG208.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58,

89-95

Yeo SB, Yeo SH and Park HD, 2017. Quality characteristics, antioxidant

activity and storage properties of fermented milk added with green tea

powder. Korean Journal of Food Preservation. 24, 576-584

Zhao Q, Shepherd EG, Manson ME, Nelin LD, Sorokin A and Liu Y. 2005.

The role of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phosphatase-1 in the response of

alveolar macrophages to lipopolysaccharide: attenuation of proinflammatory



- 94 -

cytokine biosynthesis via feedback control of p38.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280, 8101-8108.



- 95 -

Ⅵ. 부 록

Table 4. Skin microbiome analysis at phylum rank depending on age and ski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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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kin microbiome analysis at class rank depending on age and ski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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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kin microbiome analysis at order rank depending on age and ski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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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kin microbiome analysis at family rank depending on age and ski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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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kin microbiome analysis at genus rank depending on age and ski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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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kin microbiome analysis at species rank depending on age and ski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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