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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assessed th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afety of 88 Enterococcus faecium strains
isolated from meju; the strains possess the glutamate decarboxylase gene gadA/B involved in γ-aminobutyric
acid production. The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E. faecium meju isolates as food fermentation starters. We observed that a NaCl concentration of 6% (w/v) facilitated the
growth and acid production of all strains. At a NaCl concentration of 7%, 21 strains (24%) exhibited a low
growth rate, 72 strains (82%) a weak acid production, and 16 strains (18%) showed no acid production. All
strains exhibited protease activity at a NaCl concentration of 4%. At a NaCl concentration of 5%, 86 strains
exhibited weak activity, and one strain showed no protease activity. We could not detect any lipase activity
in the investigated strains. None of the strains exhibited an acquired antibiotic resistance to the seven antibiotics tested in the present study, namely ampicillin, chloramphenicol, ciprofloxacin, gentamicin, penicillin
G, tetracycline, and vancomycin. We could identify the Enterococcus endocarditis antigen gene efaA and
the tyrosine decarboxylase gene tdc contributing to tyramine production, in 88 meju isolates. We could not
detect the Enterococcus surface protein gene esp, which is specifically possessed by human-originated E.
faecium strains, in any of the 88 strains test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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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산균 범주에 속하는 Enterococcus 속(genus) 박테리아
는 2020년 7월 현재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 http://www.ncbi.nlm.nih.gov) database에
63종(species)이 등록되어 있으며, Enterococcus faecalis와
Enterococcus faecium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종이다.
Enterococcus 속은 사람과 동물의 장관 공생균으로 알려져
있으며[1], 대장균과 더불어 분변오염의 지표균으로 이용된
다[2]. 그 외, 토양, 식물, 물 등 다양한 환경 및 발효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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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절임 과채류와 같은 식품에서의 검출이 보고되었다[3].
Enterococcus 속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질병 관련 문제를
야기하지 않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요로감염증,
균혈증, 심내막염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
다[4−6]. 항생제가 사용되는 병원과 축산, 양식 등의 환경에
서 항생제 내성 Enterococcus 속 검출이 증가하고 있어, 여
러 항생제에 대한 Enterococcus 속 내성균 발생은 대표적 위
해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vancomycin 내성 Enterococcus
속 균주의 발생은 치료의학분야의 문제점의 하나로 등장하
였다. 항생제 내성 외에도 숙주의 특이적 및 비특이적 방어
메커니즘을 저해하는 인자 및 숙주로의 침입과 증식에 관여
하는 인자들이 Enterococcus 속의 독성인자로 고려되고 있
다. 독성인자를 보유한 균주는 직접적인 독소 생산을 통하여
병리학적 특성을 발현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염증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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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병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지금까지 다양한 Enterococcus 속의 감염 및 병리학적 특
성 관련 인자들이 보고되었고, 대표적 독성인자로는 용혈소
또는 세포용해소(cytolysin)로 알려진 β-hemolysin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숙주로의 부착 및 감염에 관여한다고 알려
진 세포응집인자(aggregation substance, Agg), 세포의 콜라
겐성 물질을 분해하는 단백질분해효소(gelatinase, GelE), 부
착분자의 일종인 Enterococcus surface protein (Esp)과 E.
faecalis 유래의 콜라겐 결합 adhesin (Ace) 등이 있다. 부착
분자와 유사한 Enterococcus 심내막염 항원(EfaA) 및 E.
faecalis의 선모 관련 단백질(endocarditis and biofilmassociated pili, Ebp) 또한 독성인자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다
양한 발효식품에서 분리된 Enterococcus 속 박테리아가
biogenic amine의 한 종류 tyramine의 생산자로 보고된 바
있어, 인체에 유해한 병리학적 원인 제공 가능성이 보고되었
다[8−10].
한편, 발효육제품, 치즈, 유제품에서 우점으로 검출되는
Enterococcus 속은 지질 및 단백질 분해 활성, citrate 대사,
다당류 생성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발효식품에서 특유의 풍
미와 물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bacteriocin을 생성하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3, 11]. 또한 Enterococcus 속
의 일부 균주들은 신경전달 물질인 γ-aminobutyric acid
(GABA)를 생성한다고 보고되었으며[12], probiotics 제품으
로 상품화되어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균주들도 있다[13].
이러한 특성은 발효식품 유래 Enterococcus 속 균주들의 경
우, 식품 재료로 활용되어도 사람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최근, 재래식 메주에서 Enterococcus 속의 우점이 보고되
었고, 특히 E. faecium의 높은 빈도 검출이 보고되었다[14].
이러한 결과는 E. faecium이 메주 숙성 및 풍미 형성에 기여
하고 있으며 메주 및 대두 발효식품의 종균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실험에서는 우리나라 각지의 메
주에서 분리한 E. faecium 균주의 기능적 특성 및 안전성 검
토를 통하여 E. faecium의 발효식품용 종균으로써의 활용 가
능성을 조명해 보았다.

재료 및 방법
균주 및 배양
본 실험에서는 메주로부터 분리하여 16S ribosomal RNA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동정한 E.
durans 17균주, E. faecalis 28균주, E. faecium 67균주와
Jang 등[14]이 분리하여 16S rRNA 유전자 및 guanylate
kinase 유전자(gmk)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E. faecium으
로 동정한 163균주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Enterococcus 속

http://dx.doi.org/10.48022/mbl.2012.12004

균주는 Difco tryptic soy agar (TSA; BD Diagnostic
Systems, USA)와 Difco tryptic soy broth (TSB; BD
Diagnostic Systems)를 사용하여 37℃에서 24시간 배양하였
다. Erythromycin 내성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E. faecium
2014-VREF-16과 E. faecium 2014-VREF-39 균주는 아시
아태평양감염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for Infectious
Diseases, APFID)으로부터 분양받았다[15].

gmk 염기서열 분석
Enterococcus 속 균주 동정 검증은 gmk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gmk 증폭은 50 μl 반응계에서 template
DNA 또는 소량의 colony, 10 mM dNTP, 1 U Taq
polymerase (Inclone, Korea), 10 pmol의 primer를 첨가하
여 T3000 thermocycler (Biometra, Germany)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gmk 증폭에 사용된 primer는 Jang 등[14]이 사
용한 gmkF (5'-ATG KCA GAG CGT GGA TTA-3')와
gmkR (5'-GCC ATC ATT TCG ATT TCT KC-3')을 사용하
였고, template DNA는 Genomic Plus DNA Prep Kit
(Inclone)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반응조건은 95℃에서 5분
간 예비가열 후, 95℃에서 30초간 변성, 55℃에서 45초
annealing, 72℃에서 45초의 중합반응의 과정을 30회 반복
하고, 그 후 72℃에서 5분간 처리한 후 4℃에서 반응을 중단
시켰다. 증폭된 PCR 산물은 1.5% (w/v) agarose gel을 이용
한 전기영동으로 확인하였으며, Gel & PCR Purification
Kit (Inclone)를 이용하여 정제한 후, 수탁업체(Bionics,
Korea)에 의뢰하여 염기서열을 결정하였다. 결정된 염기서
열은 NCBI database의 BLAST program을 이용하여
GenBank에 등록된 염기서열정보를 대상으로 상동성 분석
을 수행하였다.
GABA 생성 관련 glutamate decarboxylase 유전자
gadA/B 보유 확인
GABA 생성 관련 유전자 gadA/B 보유 확인을 위한 PCR
primer는 GenBank에 등록된 E. faecium 균주의 gadA/B
염기서열을 고려하여 gadF (5'-CCT AAC CTG GTG ATC
TCT TCT GG-3')와 gadR (5'-GCC ATA GTT GGC ATT
TCT CCA CC-3')을 제작하였다. PCR 반응은 gmk 증폭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GABA 정량 분석
GABA 생성 정량을 위한 균주 배양에는 sucrose 0.5% (w/v),
Bacto yeast extract (BD Diagnostic Systems) 2%,
monosodium glutamate (Tokyo Chemical Industry Co.,
Japan) 0.5% (w/v)가 첨가된 Difco MRS broth (BD
Diagnostic Systems)를 pH 7.5로 조정하여 사용하였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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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broth에서 배양한 균주는 600 nm 파장 흡광도 0.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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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ythromycin, gentamicin, penicillin G, tetracycline,

건으로 동일화 한 다음, GABA 정량 배지에 1% 접종하고

vancomycin)를 대상으로 96 well microplate 상에서 Difco

30℃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액은 원심분리하여 상등

Mueller-Hinton broth (MHB; BD Diagnostic Systems)를

액을 100 μl 취한 다음, 1 M sodium carbonate-sodium
bicarbonate buffer (pH 10.0) 200 μl, 80 g/l 농도로
acetone에 용해시킨 dansyl chloride (Sigma-Aldrich, USA)
100 μl, 증류수 600 μl를 혼합하여 80℃에서 40분간 유도체
화 시키고, 10% (v/v) acetic acid 100 μl을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시켰다. 반응액은 원심분리 후, 0.22 μm membrane
filter (Merck Millipore, USA)로 여과하여 15 μl를 HPLC
system (LC-2000Plus, JASCO, Japan)에 주입하여 254 nm,
30℃에서 분석하였다[17]. 시료 분리를 위한 고정상은

사용하여 최종 농도 0.5−32 mg/l가 되도록 2배수 연속 희석
하였다. 균주는 TSB에서 두 번 배양하여 McFarland 표준탁
도(bioMerieux, Fance) 0.5가 되도록 균수를 조정한 뒤,
MHB로 100배 희석하여 최종 균수가 5 × 105 CFU/ml이 되
도록 접종하고, microplate를 35℃에서 20시간 배양하였다.
각 항생제에 대한 최저생육저해농도는 균체 생장을 저해하
는 최저농도에서 결정하였다. 각 항생제의 생육저해농도 값
이 European Committee on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EUCAST, http://mic.eucast.org)이 제시하는
breakpoint 값보다 높은 경우, 내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
으며, 실험은 3반복 진행하였다.

AccQ·Tag C18 column (3.9 mm × 150 mm × 4 µm; Waters,
MA, USA)을 사용하였고, 이동상은 2개의 용매를 사용하였

다. 용매 A는 tetrahydrofuran, methanol, 50 mM sodium
acetate-acetic acid buffer (pH 6.2)를 1:15:84로 혼합하여

제조하였고, 용매 B는 methanol을 사용하였다. 용매 A와 B
는 80:20, 45:55, 0:100의 비율로 각각 5분, 16분, 4분간
1 ml/min 유속으로 시료를 전개하였다[17]. GABA를 농도별
로 제조한 표준곡선을 기준으로 GABA 생성을 정량하였고,
실험은 3반복 진행하였다.

기능적 특성 평가
내염성은 NaCl을 최종농도 6, 7, 8% (w/v)가 되도록 첨가
한 TSA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산 생성 활성은 glucose 1%
(w/v)와 CaCO3 0.7% (w/v)를 첨가한 TSA에 NaCl을 5, 6,
7% (w/v) 농도로 첨가하여 확인하였다. 단백질분해효소 활
성은 Difco skim milk (BD Diagnostic Systems)가 2% (w/v)
첨가된 TSA에 NaCl을 최종농도 3, 4, 5% (w/v)가 되도록 첨
가하여 확인하였다. 지방분해효소 활성은 tributyrin (SigmaAldrich)을 1% (v/v) 첨가한 tributyrin agar (SigmaAldrich)에 NaCl을 최종농도 0, 2, 4% (w/v)로 첨가하여 확
인하였다. 기능적 특성 평가를 위한 균주는 TSB에 배양하여
600 nm 파장에서 흡광도 0.5가 되도록 동일화 한 다음, 기
능적 특성 평가를 위한 고체배지에 1 μl 접종하였다. 30℃에
서 72시간 배양하여 각 배지에서의 생육 및 투명환의 생성
으로 기능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항생제 최저생육저해농도(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s) 결정
항생제 최저생육저해농도는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https://clsi.org) 기준에 따라 액
체배지 미량희석법(broth microdilution method)으로 결정
하였다. 유산균 항생제 내성 평가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8종
의 항생제(ampicillin, chloramphenicol, ciprofloxacin,

용혈활성 평가
α-용혈활성과 β-용혈활성은 rabbit blood (MB cell, Korea)
와 sheep blood (MB cell)를 각각 5% (v/v) 첨가한 T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α-용혈활성은 30℃에서 24시간 배양
하였고, β-용혈활성은 30℃에서 24시간 배양한 뒤 4℃에서
24시간 배양하는 cold shock 후 , 결과를 확인하였다 [18].
24시간 배양 후, colony 주변에 투명환이 형성되는 경우, 용
혈활성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양성 대조군으로
Staphylococcus aureus USA300-p23을 사용하였다[19]. 용
혈활성 실험은 3반복 수행하였다.
PCR을 통한 독성인자 유전자 보유 확인
Enterococcus 속의 잠재적 독성인자의 유전자로 알려진
ace, agg, efaA, esp, gelE 증폭을 위한 primer는 기존에 보
고된 primer 서열을 사용하였고(Table 1), erythromycin 내
성 유전자(ermA, ermB)와 tyramine 생성 관련 tyrosine
decarboxylase 유전자(tdc)는 GenBank에 등록된 E.
faecium의 ermA, ermB, tdc 염기서열을 고려하여 제작하였
다(Table 1). PCR 반응은 gmk 증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
행하였으며, 증폭된 PCR 산물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확
인하였다.

결 과
gmk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Enterococcus 속 균주의 재동정
E. durans와 E. faecium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은
99.6% 상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16S rRNA 염기서열 분석
만으로 결정한 본 실험실 보유 Enterococcus 속 균주의 동정
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
석을 통하여 동정된 E. durans 17균주, E. faecalis 28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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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CR primers used for the detection of genes of potential virulence factors.
Target
gene
ace

Gene product

Sequence (5'-3')

Collagen binding protein

AAAGTAGAATTAGATCCACAC
TCTATCACATTCGGTTGCG

agg

Aggregation substance

efaA

Adhesin like Enterococcus
endocarditis antigen A

esp

Enterococcus surface protein

gelE

Gelatinase

tdc

Tyrosine decarboxylase

AAGAAAAAGAAGTAGACCAA
AAACGGCAAGACAAGTAAATA
AACAGATCCGCATGAATA
CATTTCATCATCTGATAGTA
TTACCAAGATGGTTCTGTAGGCAC
CCAAGTATACTTAGCATCTTTTGG
AGTTCATGTCTATTTTCTTCAC
CTTCATTATTTACACGTTTG
GAAGGWTCAAAAGCHGGDGC
GCHCGGTTCCATRCMTCATC
CCAGAAAAACCCTAAAGACACGC
GCATGCTTCAAAGCCTGTCGG
CGAGTGAAAAAGTACTCAACC
GGCGTGTTTCATTGCTTGATG

ermA

23S rRNA (adenine 2085-N6)dimethyltransferase

ermB

23S rRNA (adenine 2085-N6)dimethyltransferase

Annealing temp.
(℃)
56

Amplicon size
(bp)
320

58

1553

[29]

52

735

[29]

56

1141

[29]

56

402

[29]

57

546

This study

59

607

This study

53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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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aecium 67균주의 gmk 염기서열 분석 결과, E. durans로

88균주 중, 10균주를 임의로 선발하여 GABA 생성을 확인

동정되었던 16균주가 E. faecium으로 확인되었다. E.
faecalis 경우, gmk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기존 동정의 유효
성이 확인되었다. E. faecium으로 동정되었던 12균주의 동
정 오류가 확인되어, 총 112균주 중 71균주가 E. faecium으
로 확인되었다.

한 결과, 가장 높은 GABA 생성을 나타낸 균주는 0.55 ±
0.04 g/l를, 가장 낮은 생성을 나타낸 균주는 0.33 ± 0.01 g/l
를 생성하여 10균주 모두가 GABA를 생성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gadA/B 보유 균주는 GABA를 생성할 것으
로 추정된다.

gadA/B 보유 균주의 존재
본 연구에서 gmk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재동정한 E.
faecium 71균주와 Jang 등[14]이 선발한 E. faecium 163균
주를 대상으로 gadA/B 보유를 PCR로 확인한 결과, 총 234
균주 중 88균주로부터 예상 크기(436 bp)의 DNA 단편이 증
폭되었다. 이들의 염기서열은 완전한 유전체 정보가 보고된
E. faecium NCTC7174 균주(accession: GCA_900637035.1)의
gadA/B와 99.7% 이상의 상동성을 나타냈다. gadA/B 보유

gadA/B 보유 균주들의 기능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이 높고 미생물이 이
용가능한 당을 보유하고 있는 대두의 특성과 NaCl 농도 10%
이상에서 제조되는 우리나라 대두 발효식품의 염도를 고려
하여 gadA/B를 보유하고 있는 E. faecium 88균주를 대상으
로 내염성, 산 생성, 단백질 및 지방 분해 활성을 NaCl과 각
효소의 기질이 첨가된 TSA 상에서의 생육 및 기질의 분해
를 통하여 확인하였다(Table 2). 6% NaCl 농도에서는 모든

Table 2. Effects of NaCl on th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88 E. faecium strains from meju.
Activity
++
+
W
–
N

6%
88

Growth
7%
67
16
5

8%

5%
88

Acid production
6%
7%
87
1
28
44
16

88

+, positive activity; W, weak activity; –, negative activity; N, non-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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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ase activity
3%
4%
5%
88
86
1
2
32
54
1

0%

88

Lipase activity
2%
4%

8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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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가 생장하였고, 산 생성도 확인되었다. 7% NaCl 농도에
서는 모든 균주가 생장하였으나, 21균주(24%)는 낮은 생장
을 나타냈고, 산 생성은 6% NaCl 농도에서 보다 약하게 나
타났으며 16균주(18%)의 산 생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8%
NaCl 농도에서 생장하는 균주는 확인되지 않았다. 메주에서
분리한 E. faecium 균주들은 TSA, 30℃ 조건에서 72시간 배
양하면 7% NaCl 농도에서도 colony 확인이 가능하지만, 생
육은 빠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균주의 단백질 분
해 활성은 4% NaCl 농도에서 확인되었지만, 5% NaCl 농도
에서는 1균주를 제외한 나머지 균주는 약한 활성을 나타냈
고, 활성을 나타내지 않는 균주도 확인되었다. 한편, 지방 분
해 활성은 NaCl을 첨가하지 않은 배지에서도 모든 균주의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항생제 내성
E. faecium 88균주의 8종 항생제(ampicillin, chloramphenicol,
ciprofloxacin, erythromycin, gentamicin, penicillin G,
tetracycline, vancomycin)에 대한 최저생육저해농도 평가 결

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모든 균주는 erythromycin을
제외한 7종 항생제의 breakpoint를 초과한 농도에서 생장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7종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rythromycin에 대한 내성을 나타낸
18균주(20%)는 breakpoint (4 mg/l)보다 최대 4배 높은
erythromycin 16 mg/l의 농도에서 내성을 나타냈다. 한편,
erythromycin 내성 균주 E. faecium 2014-VREF-16과 E.
faecium 2014-VREF-39은 128 mg/l 이상의 erythromycin
농도에서 내성을 나타냈다. 2020년 7월 기준 NCBI
database에 완전한 유전체 정보가 공개된 E. faecium 135균
주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한 결과, ermA 또는 ermB를 보유
한 87균주(64%)의 존재가 확인되었다(data not shown). E.
faecium이 보유한 ermA, ermB를 증폭할 수 있는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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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를 제작하여 해당 유전자를 증폭한 결과, 메주 유래
88균주는 ermA 및 ermB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지만, erythromycin 내성 양성 대조군 E. faecium 2014VREF-16과 E. faecium 2014-VREF-39은 두 유전자를 모두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ata not shown).

용혈활성
E. faecium 88균주를 대상으로 α-용혈활성과 β-용혈활성
에 대하여 표현형으로 확인한 결과, 모든 균주가 활성을 갖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ata not shown). 한편, 용혈활
성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S. aureus USA 300-p23 균주는
α-용혈활성과 β-용혈활성을 나타냈다.

독성인자 유전자의 존재
Enterococcus 속의 잠재적 독성인자 유전자 ace, agg,
efaA, esp, gelE와 tyramine 생성 유전자 tdc의 보유를 메주
유래 E. faecium 88균주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88균주 모
두에서 efaA 및 tdc가 증폭되었지만, ace, agg, esp, gelE는
증폭되지 않았다. 한편, 사람의 장관에서 분리한 2014-VREF16과 2014-VREF-39 균주에서는 efaA, esp, tdc 유전자가 증
폭되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E. faecium 234균주 중, 88균주의 gadA/
B 보유를 확인하였다. NCBI database에서 완전한 유전체 정

보가 공개된 E. faecium 135균주를 대상으로 gadA/B 보유
를 검토한 결과, 26균주의 보유가 확인되었다(2020년 7월 기
준; data not shown). 또한, 각 균주 gadA/B의 chromosomal
DNA 상 위치는 상이함을 확인하였으며, gadA/B 주변에서
Insertion Sequence (IS) element의 존재를 확인하였다(Fig. 1).

Table 3. MIC distribution to eight antibiotics of 88 E. faecium strains from meju.
Antibiotic
Ampicillin
Chloramphenicol
Ciprofloxacin
Erythromycin
Gentamicin
Penicillin G
Tetracycline
Vancomycin

0.5
1

1

49

2

1
88
69

17

Number of strains with MIC (mg/l)
4
8
16
32
62
1
83
4
10
27
7
63
17
1
27
32
29
2
25
39
21
2
25

2

64

128

Breakpoint
(mg/l)a
4
32
8
4
32
16
4
4

a

The recommended breakpoint values for Enterococcus faecium provided by the European Committee on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http://mic.eucast.org)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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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s of genes surrounding the annotated gadA/B in 26 E. faecium genomes (analysis of data available in July 2020).
Abbreviations: gadA/B, glutamate decarboxylase gene; gadC, glutamate/gamma aminobutyrate antiporter gene; tdk, thymidine
kinase gene; dndE, DNA sulfur modification gene; alr, alanine racemase gene; mazF, endoribonuclease gene; HP, hypothetical protein
gene; UP, uncharacterized protein gene. IS elements, IS1201, IS257, and IS30A, are presented with black arrows.

이러한 결과는 E. faecium의 gadA/B는 다른 박테리아로부
터 수평이동에 의해 획득하였음을 시사한다.
미생물에 의한 대두 발효 과정에서 대두의 단백질 및 지
방, 당을 이용하여 생성된 아미노산, 지방산, pyrazine 성분
등이 발효산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23]. 메주 유래 E. faecium 균주의 내염성, 산 생성 및 단
백질 분해 활성은 NaCl 농도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고, 8%
이상의 NaCl 농도에서는 생육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메
주 숙성 과정에는 E. faecium이 기여하지만, 메주를 이용하
여 염도 10% 이상의 장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기능적 특
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전체 정보가 공개
된 E. faecium 135균주의 유전체 정보로부터 esterase 및
lipase 유전자로 annotation된 유전자 다수의 보유가 확인되
어 지방 분해 활성을 나타낼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메주 유래 E. faecium 균주들의 지방 분해 활성은 NaCl을 첨
가하지 않은 배지에서도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E. faecium
이 생산하는 esterase 또는 lipase는 tributyrin을 분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Katz 등[24]은 E. faecium이 세포내
lipase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향후 다른 종류의 지
방을 기질로 사용한 추가적인 lipase 활성 측정 실험을 통하
여 지방 분해 관련 특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항생제 내성 평가에서 18균주(20%)는 erythromycin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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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breakpoint 보다 최대 4배 높은 농도에서 내성을 나타냈
다. Ammor 등[25]은 획득형 erythromycin 내성 유전자를
보유한 Lactobacillus 속 균주의 erythromycin 내성은
breakpoint 대비 6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
라서, 본 실험에서 확인된 18균주의 erythromycin 내성은
transferable plasmid 또는 transposon에 의한 내성 유전자
획득이 아닌 균주 특이적 생리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된다.
Enterococcus 속의 잠재적 독성인자 유전자 중, 메주 유래
E. faecium 균주는 efaA와 tdc를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완전한 유전체 정보가 공개된 E. faecium 135균주 중, 사
람 및 식품 기원의 균주는 각각 68균주와 8균주로 확인되었
고, 이들 76균주 모두는 efaA 및 tdc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ace, agg, gelE를 보유한 균주는 존재하지 않았다(Table 4).
한편, 사람 유래의 68균주 중 54균주(80%)가 efaA, tdc와 함
께 Enterococcus surface protein 유전자 esp를 보유하지만,
식품 유래 균주는 esp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메주 유래 균
주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메주에서 분
리된 E. faecium 균주의 경우, Enterococcus 심내막염 항원
(EfaA)과 tyrosine decarboxylase에 의해서 생성된 tyramine이
잠재적 위해요소로 고려된다. E. faecalis의 EfaA는 동물모
델에서 병원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으나[26, 27],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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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s of potential virulence factors identified in the complete-genome-published E. faecium strains of human and food
origins (analysis of data available in July 2020).
Origin

Source

Human Blood
Rectal swab
Urine
Feces
Rectum
Pus
Others
Food Meju
Fermented dairy products
Chinese sausages
Chicken
Others

Number of
strains in
database
20
4
5
11
2
4
22
1
2
1
2

Number of virulence gene possessors
ace

agg

2

faecium의 EfaA의 독성은 아직 보고된 바 없다. 또한, 다수
의 연구에서 E. faecalis와 E. faecium의 EfaA 아미노산 서
열의 유사성이 높지 않음을 보고하였으며, 서열의 차이는 기
능적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26, 28, 29]. 본 연
구의 메주에서 분리한 88균주는 모두 tyrosine decarboxylase
유전자 td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균주
가 tyramine 생성 관련 유전자 tdc를 보유하고 있어 발효과
정에서 tyramine이 생성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전세계적
으로 histamine과 달리 tyramine에 대해서 별도의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식품에서의 biogenic amine 규
제는 어류의 신선도를 파악하기 위한 품질기준으로 고려되
고 있어, 발효과정에서 생성되는 biogenic amine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규제의 대상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현재
까지 대두 발효식품에서 tyramine이 검출된다는 보고는 있
으나, 건강상의 문제가 보고된 바는 없어, 섭취에 의한 위해
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GABA 생성 유전자를 보유한 메주 유래 E. faecium 88균
주를 대상으로 기능적 특성 및 안전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항생제 내성, 용혈활성, Enterococcus 속의 잠재적 독성인자
유전자 보유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tyramine을 생성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종균 활용에서의 걸
림돌이 될 수 있다. Ladero 등[30]의 연구에서 E. durans, E.
faecalis, E. faecium의 tdc 보유를 종 특이적(speciesspecific) 현상으로 보고한 바 있지만, tdc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활성을 나타내지 않는 균주의 존재도 보고되었다[9,
10, 31]. 따라서, tdc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tyrosine

efaA

esp

20
4
5
11
2
4
22
1
2
1
2

18
4
5
6
2
2
17

2

gelE

tdc
20
4
5
11
2
4
22
1
2
1
2
2

decarboxylase 활성을 나타내지 않는 메주 유래의 균주가 선

발된다면 대두 발효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
된다.

요 약
γ-Aminobutyric acid 생성에 관여하는 glutamate
decarboxylase 유전자 gadA/B를 보유한 메주 유래
Enterococcus faecium 88균주를 대상으로 기능적 특성 및 안

전성 평가를 진행하여 메주 유래 E. faecium의 발효식품용 종
균으로써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6% NaCl 농도(w/v)에
서 모든 균주의 생장 및 산 생성이 확인되었다. 7% NaCl 농
도에서는 21균주(24%)가 낮은 생장을 나타냈으며, 72균주
(82%)가 약한 산 생성 활성을 나타냈고, 16균주(18%)는 산
생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4% NaCl 농도에서는 모든 균주가
단백질 분해 활성을 나타냈지만, 5% NaCl 농도에서 86균주
(98%)가 약한 활성을 나타냈고, 1균주(1%)는 활성을 나타내
지 않았다. 지방 분해 활성은 모든 균주에서 나타나지 않았
다. 모든 균주가 7종의 항생제(ampicillin, chloramphenicol,
ciprofloxacin, gentamicin, penicillin G, tetracycline,
vancomycin)에 대해 획득형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지 않았

다. Enterococcus 심내막염 항원 유전자 efaA 및 tyramine
생성에 관여하는 tyrosine decarboxylase 유전자 tdc가 메주
유래 88균주에서 발견되었지만, 사람 기원 E. faecium 균주
가 특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Enterococcus surface protein
유전자 esp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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