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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ic acid bacteria (LAB), belonging to the Firmicutes phylum, lack heme biosynthesis and, thus, are characterized as fermentative and catalase-negative organisms. To verify the hypothesis that heme-rich-nutrients
might compensate the heme-biosynthesis incapability of non-respiratory LAB in animal gut, a heme-richnutrient was fed to a dog and its fecal microbiome was analyzed. Firmicutes abundance in the feces from
the heme-rich-nutrient-fed dog was 99%, compared to 92% in the control dog. To clarify the reason of
increased Firmicutes abundance in the feces from the heme-rich-nutrient-fed dog, Lacobacillus gasseri
were used as model anerobic LAB to study a purified heme (hemin). The anaerobic growth of L. gasseri in
the medium with 25 µM hemin supplementation was faster than that in the medium without hemin, while
the growth in the 50 µM hemin-supplemented medium did not vary. Cellular activities of the cytochrome bd
complex were 1.55 ± 0.19, 2.11 ± 0.14, and 2.20 ± 0.08 U/gcell in the cells from 0, 25, and 50 µM hemin-supplemented
medium, while intracellular ATP concentrations were 7.90 ± 1.12, 11.95 ± 0.68, and 12.56 ± 0.58 µmolATP/gcell,
respectively. The ROS-scavenging activities of the L. gasseri cytosol from 25 µM and 50 µM hemin-supplemented medium were 68% and 82% greater than those of the cytosol from no hemin supplemented-medium,
respectivel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xternal hemin could compensate the heme-biosynthesis incapability of L. gasseri by increasing the cytosolic ROS-scavenging and extra ATP generation, possibly through
increasing the electron transfer. Increase in the number of anaerobic bacteria in heme-rich-nutrient-fed
animal gut is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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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화기 말단인 대장(large intestine)은 동물 내 관으로써
역할 외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장에는 많
은 수의 뉴런이 존재하고, 95% 이상의 세로토닌을 생성한다
는 결과가 알려지면서 제2의 뇌라고 지칭할 정도로 중요성
이 심화되어 인식되기 시작했다[1]. 인간 대장의 길이와 표
면적은 각각 1.5 m와 300 m2로 알려져 있으며, 인간의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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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track)에 존재하는 전체 미생물 군집(flora)의 수는 약
1013-14개 이상 존재한다[2]. 이러한 장내 균총은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술이 발전
함에 따라서 서식하는 미생물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많은 연
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3]. 인간의 장내균총은 후벽균문
(Firmicutes), 의간균문(Bacteroidetes), 프로테오박테리아문
(Proteobacteria), 방선균문(Actinobacteria) 등의 여러 문
(phylu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종(species)은 400여종 이
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또한 분변 고형물의 약 30% 이
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으며 이러한 장내 균총의 활
성은 인체의 면역, 약효, 소화대사 등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5]. 이러한 장내 균총의 연구 중에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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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균(Firmicutes)에 속하는 Lactobacillus 종들과 동물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
로 외부의 알레르겐과 바이러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기
능이 알려진 Lactobacillus johnsonii [6], 제 2형 당뇨와 연
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Lactobacillus acidophilus [7], 유산균
종들의 지방대사 연관관계에 따른 항 비만 역할[8] 등을 예
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인체 건강의 영향력 때문에 유산균들
은 여러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에 포함되어 관련 시장이 확
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898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9].
헴철(heme or haem)은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모든 호흡
대사(respiratory metabolism)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분자로
서, 포르피린(porphyrin)과 철 이온(iron)의 배위결합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곁사슬(side chain)을 갖는 분자들의
총칭이다. 헴철은 보결분자단(prosthetic group)으로서 단백
질과 결합된 여러 종류의 헴단백(hemoprotein = hemeconjugated protein)의 형태로 자연계에 폭 넓게 분포하며,
산소 분자(O2)의 전달(적혈구 내 헤모글로빈, 근육 내 미오
글로빈, 콩과식물의 레그헤모글로빈), 전자의 전달(여러 종
류의 시토크롬류, 리덕타제, 옥시게나제 등), 독성 산소의 제
거(카탈라제, 페옥시다제 등)와 같은 생명체의 에너지 생산
과정이나 활성산소종(ROS: reactive oxygen species)에 대한
제거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유산균류와 같이 헴철 생
합성 능력이 결실된 혐기성 미생물들은 호흡 대사(respiration)
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발효 대사(fermentation)만을 유일한
에너지 생성대사로 이용하게 되며, 또한 호기적 환경에서 자
연적으로 발생되는 활성산소종에 대하여 취약한 공통된 특
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생태학적 적소(ecological niche)도 동
물의 장관과 같은 혐기적 환경(anaerobic environment)으로
제한되는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헴철이 풍부한 영양원을 공급받는 경우에
동물의 분변으로부터 혐기성 미생물 군집의 변화를 확인하
고, 단일 성분의 헴철(헤민, hemin: 소 혈액에서 분리한 heme
B의 염소 착염분자)을 혐기성 유산균으로서 Lactobacillus
gasseri에 공급하였을 때의 생장특성과 유산균 세포에서의
에너지와 활성산소 방어능을 조사하여 동물 장관에 분포하
는 전체 혐기성 세균들의 변화를 추론하였다.

재료 및 방법
동물식이에 따른 분변채취와 균총분석
헴철 영양원의 식이 실험을 위한 동물로는 동일한 실내생
활로 인간과 장내 미생물 군집이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소
형 반려견을 사용하였다. 4세령 소형견 2 기(암컷 푸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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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모두 3.5 kg)에 동일한 시중 사료(Ultragrainfree for
adult dog, Natural Balance Korea Inc., Korea)를 하루에
체중 1 kg당 25 g씩 공급하면서 4주간 동일한 실내 환경
(전라도 광주 소재 실험자 거주 아파트 실내)에서 28일 동
안 순화(domestication) 과정을 통해 장내 균총을 동기화
(synchronization)하였다. 순화과정동안 동물에게는 정량의
사료와 음용수(자유 급식) 이외에는 추가적인 식이를 공급하
지 않았고, 실험자 이외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였
다. 29일부터 소형견 2 기는 분리된 별실로 이동하여 시험기
간 동안 상호 접촉이 없도록 유지하였다. 거주공간 분리 이
후 6일 동안 1 기에게는 1 g의 헴철이 포함된 사료 과립을
매일 1회씩 일반 사료와 함께 공급하였고, 다른 1 기에게는
일반 사료 이외에는 헴철 포함 사료 과립을 공급하지 않았
다. 헴철이 포함된 사료 과립(HemoP, Hemolab Co., Korea)을
구입하여 동물의 헴철이 풍부한 식이로 사용하였고, 이 과립
의 헴철 함량은 1 g당 16.9 mg(철분함량 1.5 mg/g)이었다.
소형견의 체중은 시험기간 동안 2일마다 1회씩 측정하였
고, 특이한 행동이나 건강상의 변화를 실험자가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다. 7일차에 동물의 분변시료는 배출 즉시 50 ml 튜
브에 넣고 밀봉상태로 -20℃로 동결하였다. 분변시료의 균총
변화는 마이크로비옴 분석기관(CheonLab Co., Korea)에서
16S rRNA 유전자의 서열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모델 유산균과 배양방법
각각 후벽균문(Firmecutes)와 방선균문(Actinobacteria)에
속한 유산균으로써 Lactobacillus gasseri KCTC3163와
Bifidobacterium bifidium KCTC3418 표준균주는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에서 분양받아 실험에 사용
하였다. 표준균주의 유전체 정보는 미국 국립생명공학정보
사이트(www.nlm.ncbi.gov)를 통해 검색하였다.
유산균의 배양에는 복합배지(MRS Broth, KisanBio Co.,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헴철의 표준으로 사용한 헤민
(hemin, Merck Inc., Germany)은 1 M NaOH 용액에 헤민
25 mM가 되도록 용해시킨 표준용액을 제조한 후 실험에 사
용하였다. 150 ml-시럼바이얼(Bellco Glass Inc., USA)에
MRS 배지와 헤민 표준용액 또는 동일 부피의 1 M NaOH
용액을 100 ml에 맞추어 넣고, 알루미늄 캡을 씌운 고무마
개로 밀봉하였다. 주사바늘을 연결한 진공펌프로 40초간 용
기 내 헤드스페이스의 공기를 제거한 후 고순도 질소를 30초
간 주입하기를 3회 반복하여 용기 내 잔존 산소를 제거한 후
고압멸균기에서 121℃로 15분간 멸균하였다. 활발히 생장중
인 유산균 전배양액(seed culture)은 초기 흡광도가 OD600nm
= 0.1이 되도록 10 ml 주사기로 산소의 접촉 없이 멸균된 배
지에 접종하였고, 세포 침강을 막기 위해 낮은 진탕속도
(100 rpm)의 진탕배양기에서 37℃를 유지하며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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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액 시료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1 ml
씩 채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세균의 생장은 분광광도계
(BioSpectrometer, Eppendorf Inc., Germany)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1 OD600nm = 0.265 g of cell/l의 세포
농도로 환산하여 계산에 사용하였다.

시토크롬 bd 복합체 활성도의 측정
시토크롬 bd 복합체의 활성도는 TMPD(N,N,N',N'tetramethyl-p-phenylene diamine 또는 Wuster’s blue) 산
화법을 사용하였다[10−12]. 이 방법은 TMPD로부터의 전자
가 세균 표면의 시토크롬 bd 복합체 내부에 결합된 보결분
자단 heme B595나 heme D로 전달되는 경우 산화된 TMPD
가 정량적으로 발색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접종 후 4시
간 동안 배양한 유산균의 배양액을 채취한 후 원심분리(4℃,
2600 g, 10분)하여 균체를 분리하고 0.9 % NaCl 용액으로
2회 세척하였다. 획득한 세포 펠렛은 100 µl의 0.9% NaCl 용
액에 분산시킨 후 1.4 ml의 인산완충용액(100 mM, pH 7.0)
과 5 µl의 TMPD 표준 용액(0.54 M TMPD, Merck Inc.)를
혼합하고 상온에서 10분 동안 52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산화된 TMPD의 환산계수는 1 OD520nm = 6.1
/mM·cm로 사용하였고, 시토크롬 bd 복합체의 활성 1 단위
(unit)는 일정 세포량에 의해 1분 동안 산화되는 TMPD의
mmol수(U = mmol of oxidized TMPD formation/min)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13].
세포질 ATP 농도의 측정
세포질에 존재하는 ATP 농도는 비드비터(beadbeater
Model 607, Biospec Inc., Bartlesvile, USA)를 사용하여 물
리적으로 세포를 파쇄한 후 용출된 세포질 시료로부터 결정
하였다. 배양액 1 ml으로부터 원심분리(4℃, 3,000 g, 15분)
후 펠렛을 증류수 800 µl에 현탁하고 0.2 g의 글래스비드
(glass beads 212-300 micron, Merck Inc.)를 첨가했다. 현
탁액을 포함한 1.5 ml-튜브는 비드비터를 이용하여 30초 진
동(700 W)과 1분 냉각 과정을 총 6회 운전하여 세포를 파쇄
시켰다. 파쇄액은 원심분리(4℃, 12,000 g, 5분)로 잔여물을
제거한 이후의 상등액을 채취하여 포함된 ATP 농도를 ATP
assay kit (Merck Inc.)의 시료로 사용하였고, 제조자가 공급한
매뉴얼에 따라 발광광도기(Turner BioSystems Luminometer,
Thermo Fischer Scientific Inc., USA)를 이용하여 시료의
발광 정도를 측정하였다.
세포질 라디칼 소거능의 측정
세포질의 라디칼 소거능은 세포 파쇄액으로부터 DPPH 라
디칼(2,2-diphenyl-1-picrylhydrazyl radical) 분자가 세포질
로부터 전자를 획득하여 중화되면 정량적으로 발색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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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사용하였다[14, 15]. 접종 후 2시간과 4시간의 배양액
1 ml의 원심분리(4℃, 3,000 g, 10 min) 후 얻어진 펠렛을
OD600nm = 1이 되도록 인산완충용액(100 mM, pH 7)에 현탁
한 후 위에 기술한 방법으로 세포를 파쇄시켰다. 원심 분리
(4℃, 12,000 g, 5분) 이후 상등액 500 µl를 채취한 후 동일
부피의 ethyl acetate를 혼합하고 강하게 섞어 주었다. 혼합
물을 다시 원심분리(4℃, 12,000 g, 5분)하여 층분리를 유도
한 후 ethyl acetate 층만을 분리하여 잔여물을 필터(0.22 µm
pore size syringe filter, Merck Inc.)를 이용하여 제거하였
다. 필터액에서 20 µl를 채취하여 280 µl의 DPPH 표준용액
(5 mg DPPH를 100 ml ethanol에 용해)과 혼합시킨 후 96well 플레이트에 옮기고 상온에서 커버를 씌워 빛을 차단하
고 30분 동안 정치하였다. 96-well 플레이트는 다중플레이트
검출기(Multiplate reader, Biorad Inc., USA)를 사용하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라디칼 소거능은
표준 DPPH 용액에서 얻은 표준곡선과 비교하여 다음 공식
을 통해 전환하였다.
ROS-scavenging activity (%) =
(Acontrol − Asample)/Acontrol × 100

결 과
헴철 영양원을 공급받은 동물 분변의 분석
28일의 순화과정 이후 헴철미생물 사균체 과립 총 6 g
(16.9 mgheme/g 포함)을 6일동안 공급받은 소형견 1 기와 공
급받지 않은 소형견 1기는 모두 시험 기간 6일 동안 특이한
행동, 활동성의 변화나 발진과 같은 이상 징후들이 관찰되지
않았고, 체중의 급격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Fig. 1A). 헴
철 영양원 공급개시 후 7일차에 발생한 동물의 분변은 분석
기관에서 16S rRNA 서열분석을 통해 균총변화를 추적하였
다(Fig. 1B, Table S1). 헴철미생물 사균체 과립을 공급받지
않은 대조군의 분변에서는 총 172 종(species)이 발견되었으
며, 91.9%의 비중으로 후벽균문(Firmicutes)에 속한 세균
109종(species)과, 8.0%의 비중으로 프로테오박테리아문
(Proteobacteria)에 속한 세균 34종이 메이져 비중으로 발견
되었다. 이 외에도 의간균문 Bacteriodetes) 12종, 방선균문
(Actinobacteria) 13종, 사카리박테리아문(Saccharibacteria)
1종, 시너지스테츠문(Synergistes) 1종, 베루코마이크로비아
문(Verrucomicrobia) 2종, 푸소박테리아문(Fusobacteria)
1종에 속한 종들이 각각 1% 미만의 마이너 비중으로 발견되
었다(Table S1 A). 반면 헴철미생물 사균체를 공급받은 시
험군의 분변에는 전체 202종류의 종 중에서 99.1%의 비중
으로 후벽균문(Firmicutes)에 속한 세균이 145종 발견되었
다. 프로테오박테리아문(Proteobacteria) 17종의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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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ations of weight and fecal microbiomes in bacterial phylum from a heme-rich-nutrient-fed dog.
Panel A indicates the graph for weight variation of dogs (white bar for control-nutrient-fed and black bar for the heme-rich-nutrientfed dog). Panel B indicates the fecal microbiomes of a control and heme-rich-nutrient-fed dogs.
The variation of fecal microbiome in bacterial species is listed in detail at supplementary Table S1.

0.5%로 감소하였다 . 이외에도 방선균문 (Actinobacteria)
19종 , 의간균문(Bacteroidetes) 15종, 사카리박테리아문
(Saccharibacteria) 4종, 시피로체츠문(Spirochaetes) 1종, 푸

소박테리아문(Fusobacteria) 1종이 1% 미만의 마이너 비중
으로 발견되었다(Table S1 B).
따라서 헴철이 풍부한 식이 1 g씩 6일동안 공급받은 개의
분변은 공급받지 않은 개의 분변보다 후벽균문(Firmicutes)
의 균총 비중이 증가되면서 프로테오박테리아문(Proteobacteria)
의 균총 비중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났고, 발견되는 장내
균총의 종류도 172종에서 202종으로 다양성이 증가하였다.

http://dx.doi.org/10.48022/mbl.2102.02006

헤민 공급에 의한 L. gasseri의 생장 변화
헴철미생물 사균체 과립 공급에 의해 개의 장내균총에서
유산균류가 다수 포함된 후벽균문(Firmicutes)이 증가된
Fig. 1의 결과로부터 식이에 포함된 헴철 분자가 후벽문군에
속한 혐기성 유산균류의 균총의 비중을 증가시키는데 기여
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상기 실험에 사용된 헴철미
생물 사균체 과립에는 헴철 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
포 조성물질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었으므로, 헴철 분자가 유
효물질임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하여 헴철의 염소(Cl) 착염
분자인 헤민(hemin, Merck Inc.)을 단일 성분으로 하고,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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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군문에 속한 종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MRS를 기본 배지 성분으로 하여 다른 농도의 헤민을 포
함한 시럼바이알 내부를 혐기조건으로 유지하면서 L. gasseri
를 접종하여 생장을 비교하였다(Fig. 2A). 최대 비생장속도
(specific growth rate, 1/h)에는 헤민 첨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헤민 25 µM 첨가 배지에서 생장한 L. gasseri는 헤
민을 무첨가한 대조군보다 지연기(lag phase)가 단축되면서
빠르게 생장했다. 반면 헤민 50 µM 첨가 배지에서는 L.
gasseri의 생장이 다시 느려져서 헤민 무첨가 배지에서의 생
장곡선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L. gasseri는 낮은 농도범위
의 헤민이 존재하는 배지에서는 헤민 무첨가의 경우보다 일
찍 생장이 시작되었고, 높은 농도범위의 헤민이 존재하는 배
지에서는 생장의 시작시간이 느려졌다. 헤민 첨가 농도에 따
른 호기조건(고무 셉터로 막은 시럼바이얼 용기 대신에 면전
으로 막은 250 ml-플라스크 용기에서의 배양, 그 외 배양 조
건은 혐기조건 배양과 동일)의 L. gasseri 생장곡선도 헤민
추가에 따라 혐기조건에서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Fig. 2B).
즉, 헤민 25 및 50 µM 첨가 배지에서는 무첨가 배지의 경우
보다 빠르게 생장이 시작되었고, 100 µM 이상의 헤민 첨가
조건에서는 생장의 시작시간이 점차 느려져서 헤민 300 µM
첨가 배지에서는 생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낮은
농도구간의 헤민 첨가에 의해 L. gasseri의 생장 지연기가 단
축됨에 의한 생장이 빨라졌고, 산소 접촉의 정도에 따라서
생장이 촉진되는 헤민의 적정한 농도범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Fig. 2. Growth curves of L. gasseri in media with and without
hemin supplementation.
Panel A indicates the anaerobic conditional growth curve and
panel B the aerobic conditional growth curve. Legends are in the
graph panels.

기성 유산균류의 모델로 결정한 Lactobacillus gasseri의 배
양에 농도별로 추가하면서 헤민 첨가가 유산균 생장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혐기성 유산균류의 모델은 프로바이
오틱스로써의 기능성과 전체 유전체 서열정보가 알려진 후

헤민 공급에 의한 L. gasseri의 시토크롬 bd 복합체 활성도
변화
L. gasseri는 호흡대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체
검색에서는 다른 호흡대사 종에서 발견되는 전자전달계의
단백질 성분인 시토크롬 bd 복합체를 구성하는 단백질들의
유전자(cydABCD)가 존재한다[16]. 따라서 L. gasseri는 시
토크롬 bd 복합체를 불활성 상태인 아포단백질(apoproteins:
보결분자단이 포함되지 않은 단백질부분) 형태로 포함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공급된 헴철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활성
상태인 헴-접합단백질(heme-conjugated protein)로 바뀔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혐기배양 중

Table 1. Activity of cytochrome bd complex and cytosolic ATP concentration of L. gasseri grown in hemin supplemented
medium.
Growth conditions
A. Activity of cytochrome bd complexa (U/g of cell)
B. ATP concentration in cytosol (μmol/g of cell)

No hemin
supplementation
1.55 ± 0.19
7.90 ± 1.12

25 μM hemin
supplementation
2.11 ± 0.14
11.95 ± 0.68

50 μM hemin
supplementation
2.20 ± 0.08
12.56 ± 0.59

a

One unit of cytochrome bd complex activity was defined as the amount of oxidized TMPD formation per minute by whole cell (U =
mmol of oxidized TMPD/min). Actively growing cells in MRS-basal medium were sampled from anaerobic culture at 4 h after inoculation. Data are represented as mean ± SD from three biological rep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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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생장하는 시기의 세포(접종 후 4시간)를 채취하여 호
기조건에서 시토크롬 bd 복합체로의 전자흐름을 측정하였다
(Table 1A). 헤민 무첨가 MRS 배지에서 혐기적으로 생장하
던 대조군 L. gasseri는 외부에서 공급된 TMPD를 1.55 ±
0.19 mmol/min·g of cell의 속도로 산화시켰다. 반면 25 및
50 µM 헤민이 첨가된 MRS 배지에서 혐기적으로 생장하던
L. gasseri는 더 높은 속도로 (각각 2.11 ± 0.14 및 2.20 ±
0.08 mmol/min·g of cell) TMPD를 산화시켰다. 따라서 외부
에서 공급된 헴철이 포함된 배지에서 생장한 L. gasseri의 시
토크롬 bd 복합체로의 전자전달 활성이 증가하였다.

헤민 공급에 의한 L. gasseri의 세포 내 ATP 농도 변화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시토크롬 bd 복합체의 전자전달 활
성에 따라 세포내 ATP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위 시료의
세포를 물리적으로 파쇄하였다(Table 1B). 혐기적 환경에서
생장한 대조군 L. gasseri의 세포질에 존재하는 ATP는
7.90 ± 1.12 µmol/g of cell인 반면 25 및 50 µM 헤민이 첨가
된 배지에서 혐기적으로 생장하던 L. gasseri의 세포질에는
각각 11.95 ± 0.68과 12.56 ± 0.59 µmol/g of cell이 측정되
었다. 따라서 헤민이 무첨가된 배지에서 생장하던 세포의 세
포질보다 헤민이 공급된 배지에서 생장하던 세포의 세포질
에는 대조군보다 50% 가량 높은 에너지 상태를 나타냈다.
헤민 공급에 의한 L. gasseri 세포질의 라디칼 소거능 변화
외부 헤민 공급에 의해 L. gasseri에서 시토크롬 bd 복합
체로의 전자전달활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세포질 내부의 ATP
가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으나, 절대 혐기환경인 동물의 장관
에서 후벽균문에 속한 유산균류가 헴철 식이에 의해 에너지
증가로 인한 개체수 증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호기성 생물 종에서의 헴철은 전자전달과정의 산화· 환원효
소들 뿐 아니라 활성산소 방어에 필요한 카탈라제, 페옥시다
제에 필요하므로, 외부에서 공급된 헴철이 L. gasseri 세포
질에서 불활성 아포단백질으로 존재하는 ROS-방어효소들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었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헤민 첨
가에 따라 혐기적 환경에서 생장하는 L. gasseri 세포질의 라
디칼 소거능의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3). 25 및 50 µM 헤
민 첨가 조건에서 혐기적으로 생장한 L. gasseri 세포질 시
료(접종 후 2시간)는 헤민 무첨가 조건의 세포질 시료보다
각각 68%와 82%가 상대적으로 높은 DPPH 라디칼 소거능
을 보였다. 접종 후 4시간의 L. gasseri 세포질 시료들도 접
종 후 2시간대의 라디칼 소거능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4시간대의 헤민 무첨가 조건에서의 대조군 시료보다 25 및
50 µM 헤민 첨가 조건의 시료는 라디칼 소거능이 각각 13%
및 10% 더 높았다. 또한 L. gasseri의 유전체 정보에서는 헴
철 의존성 카탈라제의 유전 정보가 확인되었다[17].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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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ytosolic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L. gasseri
grown in media with and without hemin supplementation.
The DPPH radical scavenging by the cytosol from MRS medium
is in white bar, the cytosol from hemin 25 µM supplementation
is in shade bar, and the cytosol from hemin 50 µM supplementation is in black bar. Cells were taken from anaerobic culture at
2 and 4 h of cultivation and set to OD600nm = 1 before disruption
to release cytosol. The error bars indicate the SD from three biological repeats.

로 L. gasseri 세포질에 아포단백질 형태로 존재하는 헴철의
존성 페옥시다제 또는 카탈라제가 외부 헴철 공급에 의해 활
성형인 헴-접합형태로 전환되어 세포질의 전체 활성산소에
대한 방어능력이 증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장 개시에 필요
한 세포질의 적정 환원도에 일찍 다다른 것으로 생각되었다.

고 찰
1일당 16.9 mg씩의 헴철을 6회 추가로 공급받은 개의 분
변에서 유산균류가 다수 포함된 후벽균문(Firmecutes)의 균
총 비중이 증가된 것(Fig. 1)은 헴철 생합성이 결핍된 혐기
성 세균의 호흡성 에너지 생성이나 활성산소에 방어에 관계
되는 아포단백질들(apoproteins)에 보결분자단(prosthetic
group)인 heme이 외부로부터 공급되어 활성형인 헴-결합단
백(heme-conjugated proteins) 형태로 전환되어 활성을 가짐
으로써 생장이나 생존성이 증대된 것으로 사료되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사용한 2 기의 개 분변에서의 미생물 군집의 변
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타 동물의 사양시
험 결과들(헴철 사균체 과립을 전체 식이량의 1%인 사료를
5일간 공급받은 마우스 5 기의 분변 균총에서 후벽균문의 비
중이 증가했던 결과나 동일 과립이 전체 식이량의 0.5%인
사료를 1개월간 공급받은 닭들 200 기의 맹장 및 분변에서
의 MRS 배지에서 생장하는 전체 유산균류의 생균수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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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결과)와 유사하였다[18]. 또한 소 혈액 유래의 헴철을
배지에 첨가하는 경우 Lactobacillus lactis의 균체량이 증가
나[16] 사멸기의 지연[19]을 보고한 논문들도 본 논문에서의
결론과 일치한다. Lactobacillus plantarum이 담즙산(bile
acid)에 의해 용해된 B. subtilis의 헴철-포함 세포질 용출물
에 의해 과산화수소수(H2O2)에 대한 해독능력이 증가되었던
논문도 본 연구의 결론을 지지하였다[20].
헴철 공급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본 논문의 혐기성 유
산균으로 사용한 L. gasseri는 1980년대에 Lauer and
Kandler가 여성의 질에서 처음 분리한 유산균[21]으로, 인체
섭취 결과 지방의 약 8%를 감소시키는 효과나[22] 자궁 내
막증, 생리통 및 월경통 등의 완화기능[23] 등의 기능성이 보
고된 유산균이다. 후벽균문(Firmecutes)에 속한 L. gasseri
이외에도 방선균문(Actinobacteria)에 속한 혐기성 유산균인
Bifidobacterium bifidium에서도 헤민 첨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소규모의 생장촉진효과(Fig. S1)나 세포질의
라디칼 소거능력 증대(Fig. S2)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여러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에 사용되는 유산균류에 헴철을 공급
하는 경우 에너지 추가생산에 의한 생장 증대나 산소 접촉
환경에서의 활성산소 방어력 증대에 의한 생존성 증대가 가
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공급되는 헴철의 농도에 따른 L.
gasseri의 생장결과(Fig. 2)가 암시하듯이 공급되는 헴철의
농도가 과도한 경우에는 오히려 생장이나 생존력이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유산균의 종에 따라 적절한 헴철
공급 농도 범위가 별도로 결정되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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