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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문 요약문

코드번호 D-0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연구의 목적

- 전임상 시험을 통해 Lb. rhamnosus BFE5264균주의 콜레스테롤 저하능과 장

내미생물총과의 상관관계에 기인한 메카니즘을 확인하고, 또한 인체적용시험에

서 확인하여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

- BFE5264의 전장 유전체를 분석하여 유용 유전자를 발굴하고, 항대사성 질환 

효능 등의 추가 기능성을 확인하여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지적 재산권을 확보

○ 연구내용

- 콜레스테롤 저하 효능과 추가 기능성 발굴을 위한 동물실험

- 콜레스테롤 저하 효능 검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및 개별인정형 획득

- Lb. rhamnosus BFE5264 전체 유전체 분석 및 유용 유전자원 분석

- Lb. rhamnosus BFE5264의 안정성 실험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동결건조

  조건 실험

- Lb. rhamnosus BFE5264를 이용한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연구개발성과

○ Lb. rhamnosus BFE5264의 동물실험

- 고콜레스테로식이 섭취 동물실험을 통해 콜레스테롤 저하와 장내미생물총 변

화간의 상관성을 확인

- 고지방식이 동물실험을 통해 항비만 개선 효능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BFE5264에 대한 지적 재산권 확보

○ Lb. rhamnosus BFE5264의 인체적용시험

- 인체적용시험을 완수하였으나 유의적인 효과를 확인하지 못함

○ Lb.rhamnosus BFE5264의 전체 유전체 분석

- NCBI와 NABIC에 등록

- 110개 strain과 유전체 비교분석

○ Lb. rhamnosus BFE5264의 동결건조조건 확립을 통해 안정성을 향상시켰으

며 사업화에 있어 원가 절감 및 매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를 획득

○ 유용 유전자원 확보

- 질염세균에 효과적인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추가 발굴 및 특허 출원

○ Lb. rhamnosus BFE5264의 제품화 및 사업화

- 새로운 브랜드의 제품 개발을 위해 브랜드와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제품 상

세페이지 제작

- 국내 공급계약 1건, 해외 수출계약 1건 체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 장내 미생물총을 조절하는 유산균 개발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

기술 확보

○ 유산균을 이용한 대사성 질환 개선 제품 개발을 통해 유산균의 신규 적용 분

야 확대로 사업성 극대화

○ 인체적용시험의 경험과 노하우를 구축하고 이를 차후 진행될 다른 인체적용시

험에도 적용함으로써 인체적용시험의 성공률을 높여 과학적 기반의 신뢰성 있

는 제품 개발기술을 확보

중심어

(5개 이내)
프로바이오틱스 콜레스테롤저하 장내미생물총 유전체 분석 대사성질환



〈 SUMMARY 〉

코드번호 D-02

Purpose&

Contents

○ Study purpose

- Determination of the effect of gut microbiome modulate activity of Lb. 

rhamnosus BFE5264 on cholesterol reduction in animal experiment and 

clinical trial and approval of health claims from KFDA

- Development of additional functionality of Lb. rhamnosus BFE5264 and 

secure of intellectual property

- Full genome analysis of Lb. rhamnosus BFE5264

- Development of product and business 

○ Study method

- Animal experiment to determine cholesterol lowering activity and 

additional functionality

- Clinical trial and approval of health claims from KFDA

- Full genome analysis of Lb. rhamnosus BFE5264

- Development of seful genetic resources 

- Determination of freeze-drying method for stability improvement

- Product and business development 

Results

○ Animal experiment

- Confirmation of relation between cholesterol reduction and gut microbiome 

modulation using high-cholesterol diet induced mouse

- Confirmation of anti-obesity activity of BFE5264 using high-fat diet 

induced mouse and secure of patent

○ Clinical trial

- Completion of clinical trial

- No significant change in cholesterol level of subjects

○ Full genome analysis of Lb. rhamnosus BFE5264

- Registration on NCBI and NABIC 

- Comparative genome analysis with 110 rhamnosus strains

○ Determination of freeze-drying method for stability improvement

○ Development of seful genetic resources

- Isolation of 2 strains that inhibit vaginal pathogenic bacteria and patent 

 apply

○ Product and business development

- Development of new brand, package design and detail information page 

for online marketing

- Conclusion of a contract with vietnam and domestic company 

Expected

Contribution

○ Securing high value-added food development technology by developing

lactic acid bacteria that controls the gut microbiome

○ Maximization of business by expanding the new applications of lactic acid

bacteria that improve metabolic diseases

○ Build up experience and know-how of human clinical trials and increase

of the success rate by applying it to other clinical trials to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Keywords Probiotics
Cholesterol 

lowering

Gut 

microbiome

Genome 

analysis

Metabolic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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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드번호 D-03

1-1. 연구개발 목적

○ Lb. rhamnosus BFE5264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능과 추가 기능성 발굴을 위한 동물실험

○ Lb. rhamnosus BFE5264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능 검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 식약처에 기능성 원료로서의 개별인정형 획득

○ Lb. rhamnosus BFE5264의 전체 유전체 해독 및 유용 유전자원 분석

○ Lb. rhamnosus BFE5264의 안정성 실험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동결건조조건 실험

○ 혈중지질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개발 및 사업화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 기술적인 측면

Ÿ 유산균의 다양한 기능적 측면 개발: 세포 실험을 통해 Lb. rhamnosus BFE5264는 콜레스테롤

의 흡수 및 배출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콜레스테롤증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인 동맥경

화를 예방 또는 개선시킬 수 있는 대체 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개발될 잠재력을 보였음. 

Ÿ 기능성과 연관된 장내미생물총 조절이라는 새로운 메카니즘 확인: Lb. rhamnosus BFE5264가 

장내 미생물총 및 항염증 인자를 조절함으로서 비만이나 당뇨 등의 대사성 질환의 예방 및 개

선을 도울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함. 

Ÿ 추가적 기능성의 확인: 고지방식이를 섭취시킨 동물실험을 통해 Lb. rhamnosus BFE5264의 

체지방 감소 및 혈당 저하와 같은 다른 항대사성 질환능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므로써 지적재산

권을 확보하고 다기능성 유산균을 개발하고자 함.  

○ 경제⋅산업적 측면

Ÿ 개별인정형 소재의 확대

Ÿ 국내외의 유산균 시장의 비약적인 확대에 따른 고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필요성 증대

Ÿ 장내 미생물총을 조절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이용한 제품 시장의 확대

○ 사회⋅문화적 측면

Ÿ 국내 건강기능식품 웰빙소재의 개발 활성화: 평균 수명의 증가, 질병패턴의 변화와 함께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선진국형 생활패턴으로 가고 있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건강 기능 

식품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Ÿ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현대인의 많은 질병 종류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성을 발견

하여 개별인증 품목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투

자도 병행되어야 함.

Ÿ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확대: 인체적용시험을 거쳐서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으로 

출시될 경우 유산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함께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능이 입증되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도와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1-3. 연구개발 범위

○ 이상식이 동물실험 모델을 통한 Lb. rhamnosus BFE5264의 기능성을 확인

   -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성 재확인을 위한 동물실험

   - 추가 기능성 확인을 위한 동물실험

○ Lb. rhamnosus BFE5264의 인체적용시험 

- 프로토콜 및 IRB 관련 서류 개발, IRB 승인

- 피험자 모집, 스크리닝 및 선정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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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수행(식이조사, 채혈 등) 및 모니터링

- 콜레스테롤 등의 유효성 평가 및 안전성 평가, 장내 미생물총 분석

- 통계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Lb. rhamnosus BFE5264의 개별인정형 획득

-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서류 작성 및 획득

○ Lb. rhamnosus BFE5264의 전체 유전체 서열 등록 및 유용 유전자원 분석

○ Lb. rhamnosus BFE5264의 안정성 실험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동결건조조건 실험

○ Lb. rhamnosus BFE5264을 이용한 개별인정형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

- 상표 및 제품용기 디자인 리뉴얼 

-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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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D-04

○ 장내 미생물총은 장관 내부의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으로써, 숙주의 면역반응에 깊이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면역질환 뿐 아니라 비만, 당뇨 등의 대사성 질환과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

은 정신질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장내 미생물총의 구성과 비율

이 변하는 dysbiosis 현상이 숙주의 유전적 손상이나 면역학적 변형, 환경적 요인과 겹쳐질 때 발생

한다.

○ 이에 연관되어 동맥경화증 등 고콜레스테롤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합성의약품의 대체 수단으 

로 프로바이오틱스가 대두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자체가 장내 미생물총의 구성원이며, 동시

에 dysbiosis 상태의 장내 미생물총을 회복시킴으로써 숙주의 면역반응 조절을 통한 질병 치료를 수

행할 수 있다. 또한 신규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시 안전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작용

의 위험도 배제할 수 있다.

○ 국내외적으로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보이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에 대한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체내의 지질 관련 대사를 조절하므로써 콜레스테롤 저하 및 혈당 강하 등의 효과를 보이는 유산균 개

발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장내 미생물총의 변화를 통해 대사성 질환 증상을 개선

시킬 수 있는 기능성 유산균을 개발하고자 한다.

○ 국내 및 국외시장 분석결과, 피부 면역 개선이나 여성의 질 건강 개선 기능성이 있는 제품 등의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장성이 큰 대사성 질환을 개선시키는 유산

균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바, 본 연구과제에서는 대사성 질환 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므로써 혈중지질이상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능성 유산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첫 콜레스테롤 저하 효능의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및 국외에 

판매할 계획이다.

            표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

순번 기능성 기능성 원료

1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 L. sakei Probio 65

2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 L. plantarum CJLP133

3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 프로바이오틱스 ATP

4 면역력 증진에 도움 E. faecalis 가열처리건조분말

5 과민면역반응 완화에 도움 E. faecalis 가열처리건조분말

6 유산균증식을 통한 여성 질 건강 UREX 프로바이오틱스

7 인지능력 개선에 도움 L. helveticus 발효물

8 면역을 조절하여 장 건강에 도움 프로바이오틱스 VSL#3

9 체지방 감소에 도움 L. gasseri BNR17

10 피부건강 프로바이오틱스 HY7714

○ 다양한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는 반면, 미생물 안전성, 장내 생존률, 용량 등에 대한 기본적인 연

구조차 되지 않은 제품들이 시장에 다수 유통되며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프로

바이오틱스의 효능 및 기전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 사람의 장관내에는 전통적인 배양법으로는 약 20%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종류와 

수의 미생물이 복잡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최근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에 기반

한 메타지노믹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배양법이 아닌 유전적 분석 방법으로 장내 미생물총 (마이크로바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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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옴)의 확인이 가능해졌다. 또한 한 개체의 전장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질병의 발병이

나 치료와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내는 일이 가능해져 숙주와의 상호작용 메카니즘을 더욱 심도있게 규

명할 수 있게 되었다.

○ 프로바이오틱스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신약선도물

질로 각광받고 있는데, 국외의 경우 프로바이오틱스가 단순한 건강기능성 식품을 넘어 질병치료 선도

물질인 의약품 수준의 프로바이오틱스로 개발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장균총을 조

절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의 선두주자로 각광받고 있다. 

○ 아일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등의 유수 대학 및 기업들이 질병치료용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에 

투자하고 있으며, 일례로 미국의 Dupont 사는 덴마크의 프로바이오틱스 기업인 Danisco를 2011년 7

조원에 인수한 바 있다.

○ 국내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아직까지 식품 소재로만 인식하고 있어 의약품 

수준까지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해외만큼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대표될 수 있는 개

인맞춤형 의학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의 고기능성이 마이크로바이옴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 이에 관련된 유용 유전자를 찾아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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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D-05

연 구 범 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 Lb. rhamnosus 

BFE5264의 동물실

험

○ C57BL6마우스에 고콜

레스테롤식이와 균주를 

10주간 투여

○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유도한 마우스모델에 Lb. 

rhamnosus BFE5264를 10주간 투여하면서 혈중 

콜레스테롤 및 SCFA를 측정

○ 장균총 변화 분석을 위한 분변으로부터 DNA 추출

○ 시퀀싱 작업으로 대용량 유전체 서열 생산

○ 장내세균총 분포 분석

○ 관련 특허 출원, SCI(E) 논문 투고

    Cholesterol-lowering effect of Lactobacillus 

rhamnosus BFE5264 and its influence on gut 

mirobiome and propionate level in a murine 

model. PLos One.

○ 고지방/고탄수화물식이 

투여 마우스모델에서 Lb. 

rhamnosus BFE5264의 

추가적 대사성 질환 개선 

기능성 조사

○ AIN93G 기본 마우스 식이에 sucrose와 

maltodextrin, lard를 추가하여 탄수화물 40%, 지

방 45%로 조제한 이상식이를 C57BL6 마우스 투

여하여 대사질환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Lb. 

rhamnosus BFE5264를 투여하여 체중 및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

○ 관련 특허 출원

○ Lb. rhamnosus 

BFE5264의 콜레스

테롤 저하 효능 검

증을 위한 인체적용

시험

○ 콜레스테롤 관련 

기능성, 섭취량 관련, 

안전성 자료 조사

○ 문헌과 데이터베이스 검색

○ 논문, 특허, 시장 및 상품 (제품) 조사

○ 프로토콜 및 IRB 관련 

서류 개발 및 IRB승인

○ 프로토콜 및 IRB 승인을 위한 서류 개발

 - 시험디자인 및 피험자 수 결정

 - 식이조사방법 및 바이오마커 결정

 - 프로토콜, 연구자 자료집(IB), 증례기록서(CRF), 

   피험자 동의서 및 동의 설명문 등 개발

 - 개발된 서류를 IRB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함

 - 연구책임자와 개시 미팅

○ 인체적용시험을 위한 

샘플 제조

○ 인체 적용 시험을 위해 피험자 90명 (대조군 45   

   명, 시험자 45명)이 12주 동안 섭취할 수 있는 IP  

   를 전문 제조 회사에서 제조

○ 피험자 모집 및 시험 

수행 (식이조사, 채변, 채

혈 등)

○ 피험자 모집 및 시험 수행

 - 광고 또는 기존 피험자 pool을 이용하여 모집

 - 프로토콜 내 선정기준에 적합한 피험자 등록

 - 선정된 피험자에 한하여 IP 제공

 - 방문시 식이교육/식이섭취조사 수행 및 채혈

○ 적절한 시험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

인 모니터링 수행

○ 바이오마커 데이터 수 ○ 기능성 및 안전성 바이오마커 분석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6

집 및 통계 분석 ○ 통계분석

○ Lb. rhamnosus 

BFE5264의 전체 

유전체 해독 및  분

석

○ 해독된 유전체 서열에 

대해 서열 등록 기관에 절

차에 따라 등록

○ NCBI와 NABIC에 Lb. rhamnosus BFE5264 의 

유전체 서열을 등록

○ 관련 논문 게재 

   Complete genome sequence of Lactobacillus   

   rhamnosus BFE5264, isolated from Maasaii    

   traditional fermented milk. Genome 

   Announcements.2017. 5(27), e00563-17. 

○ 해독된 유전체를 다른 

strain과 비교분석

○ Lb. rhamnosus BFE5264 의 유전체 주석화 진행

○ Lb. rhamnosus BFE5264 의 유전체를 110개     

   strain과 비교 분석

○ Lb. rhamnosus 

BFE5264의 안정성 

실험 및 안정성 향

상을 위한 동결건조

조건 확립실험

○ 유산균 원말의 동결건
조에 사용하는 보호제 성
분의 배합비를 조절해 가
면서 40℃의 가혹조건에
서 경시율 확인

○ Lb. rhamnosus BFE5264 유산균 원말의         

   실온에서의 안정성을 생균수 측정 실험을 통해 확

   인 (약 9개월간)

○ 동결건조 보호제 확립 실험

 - 다양한 배합비의 보호제를 적용하여 동결건조한 

   후 40℃에 보관하면서 일정기간별로 생균수 확인

○ 유용 유전자원 

확보
○ 질염세균에 효과적인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추
가 발굴

○ C. albicans의 증식을 억제하는 2개의 로바이오틱  

   유산균주 발굴

○ 위의 2개 균주와 BFE5264 및 기존 보유 김치유  

   산균주를 믹스한 균주 조합을 이용하여 동물 실험  

   상에서 질염 억제 확인

○ 관련 특허 출원

○ Lb. rhamnosus 

BFE5264의 제품화 

및 사업화

○ 새로운 브랜드의 제품 

개발 

○ 국내외 공급계약 체결

○ Lb. rhamnosus BFE5264를 주원료로 하는 새로  

   운 브랜드의 제품 개발을 위한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 베트남 수출 계약 및 국내 화장품 업체 공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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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PBS HC-PBS HC-BFE HC-ST HC-GG

Initial BW (g) 20.85±1.05 20.26±1.06 20.30±0.76 20.23±0.60 19.5±1.28  

Final BW (g) 26.69±2.37 26.33±1.93 24.27±2.33 24.86±1.48 26.77±2.93  

BW gain (g) 5.84±1.35a 6.06±1.10a 4.17±1.82b 4.64±0.97ab 7.03±2.02a  

Liver (g) 1.12±0.11a 1.76±0.30b 1.69±0.24b 1.67±0.17b 1.68±0.17b  

AT (g) 0.37±0.07 0.33±0.08 0.30±0.08 0.37±0.11 0.32±0.08  

FC * 65.83±10.8
9 67.34±9.06 60.96±8.14 60.93±9.99 67.47±8.71  

FE ** 1.18±0.38 1.26±0.31 0.91±0.21 0.95±0.42 1.22±0.45  

I. Lb. rhamnosus BFE5264의 대사성질환 개선 기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동물실험

1. Lb. rhamnosus BFE5264의 콜레스테롤 저하능 재확인을 위한 동물실험

1) 동물 실험 방법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유도한 마우스모델에 Lb. rhamnosus BFE5264를 표1과 같이 투여하였다. 

고콜레스테롤식이는 Research Diets사의 RD12336 (1.25g%의 콜레스테롤)와 그의 대조식이인 저콜

레스테롤식이 RD12337를 사용하였다. 식이 및 멸균된 식수는 자유

급여로 제공되었으며, 오전과 오후 각각 한번씩 하루에 두차례 균주 및 PBS가 표와 같이 투여되

었다. 

표 1 .  고콜레스테롤식이 마우스 실험 개요 

저콜레스테롤식이 대조군 (LC-PBS) 200ul PBS

고콜레스테롤

식이

(High-

cholesterol

diet, HC)

고콜레스테롤식이 대조군 

(HC-PBS) 
200ul PBS

고콜레스테롤식이 시험군

200ul PBS에 suspend된 5x109cfu 의 Lb. 

rhmanosus BFE5264 (HC-BFE)

200ul PBS에 suspend된 5x109cfu 의 Lb. 

rhmanosus GG (HC-GG)

양성대조군 (HC-ST) Lovastatin 20mpk (콜레스테롤 생합성 저해제)

                        (일회 투여방법기준이며, 하루에 이와 같이 두차례 투여하였다, N=7)

2) 체중 변화 및 식이섭취량

그룹간 체중 및 식이섭취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HC-BFE 그룹과 HC-ST 그룹은 체중 증가량이 

고콜레스테롤식이 대조군보다 낮았으나, 식이 섭취량에는 차이가 없었다. 간의 무게는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한 모든 그룹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체중 및 식이섭취량의 변화

BW: body weight; AT: adipose tissue, FC: feed consumption; FE: feed efficiency ratio;

*: kcal consumed per week for each mouse; **: weight gain per total feed consumed 

(% of g/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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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중 콜레스테롤 측정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측정키트( 14-3078, 14-2856, 14-3076, 아산제약주식

회사)를 이용하여 마우스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를 측정하였으며, LDL콜레스테롤은 

Anandaraja  (2005) 방법에 따라 계산값으로 산출하였다 (LDL=총콜레스테롤-HDL-중성지방

/5(mg/dL)). 콜레스테롤식이 및 균주를 9주간 투여하고 실험 종료 후 측정한 혈중 총콜레스테롤 및 

HDL,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Fig. 1과 같다. BFE5264와 lovastatin을 투여한 그룹에서 고콜레스테

롤식이 대조군보다 혈중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적게 검출된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하였다. 예상과는 달리, 저콜레스테롤식이 그룹의 중성지방이 오

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그룹에서 혈청 샘플을 획득한 시각이 다른 그룹과 달라서였

기 때문으로 보인다. 

Fig 1. Cholesterol consumption of each mouse per week (A), and total amount of 

cholesterol (B) and percentage of HDL cholesterol (C) and LDL cholesterol (D) over 

total cholesterol in the serum. LC-PBS: low cholesterol control diet with sterile PBS; 

HC-PBS: high cholesterol control diet with sterile PBS; HC-BFE: high cholesterol 

diet group receiving L. rhamnosus BFE5264; HC-GG: high cholesterol diet group 

receiving L. rhamnosus GG. Data are shown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nd were 

analysed with one-way ANOVA. Significant differences compared to HC-PBS are 

presented as asterisks. *p<0.05; ** p <0.01; *** p <0.001.

3) 간조직 내 콜레스테롤양의 변화 및 지질대사 관련 유전자의 발현 변화

마우스에 의해 섭취된 콜레스테롤의 대사 및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이해

하기 위해 각 그룹별 마우스의 간조직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한 결과, LC-PBS 대조군과 

HC-ST투여군 뿐아니라 BFE그룹 또한 HC대조군에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2A). HC-GG 투여 그룹 역시 간조직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였으

나 그 차이가 HC-PBS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수준은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간조직 내 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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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롤 수치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약간 다른 경향성을 보였는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경우 

LC-PBS 대조군에서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나, 간조직 내 콜레스테롤 수치는 HC-ST투여군에서 가장 

낮게 확인되었으며, 그룹간의 차이 정도도 두 가지 데이터가 상당부분 다르게 나타났다 (Fig. 1과 

2). 이는 LC-PBS 대조군의 경우는 섭취되는 콜레스테롤양 자체가 고콜레스테롤 식이 그룹들에 비하

여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하여, HC-ST투여군의 경우 간세포에서의 콜레스테롤 생합성을 저해

함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lovastatin의 효과 기작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동맥경화 치료약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statin계열의 약들은 일차적으로 세포내에서 콜레스테롤 

생합성 과정에서 중요한 효소인 HMG-CoA reductase의 작용을 저해하므로써, 콜레스테롤 양을 낮

추는 역할을 한다. Statin에 의한 HMG-CoA reductase 작용의 저해는 오히려 반대로 간에서 

HMG-coA reductase의 mRNA 발현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Zager et al. 

2003). 또한 간에서 LDL recpetor의 발현을 촉진하여 해로운 지단백질로 알려진 LDL 흡수를 촉진

함으로써, 혈중 LDL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statin계열 중 하나인 lovastatin

을 사용한 그룹 (ST)에서 HMG-coA reductase와 LDL receptor의 발현이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Fig. 2의 B와 C), BFE그룹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 BFE5264의 콜레스테

롤 저하 효과가 statin의 활동기작과 유사한 메카니즘을 가지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HC-LG 그

룹은 간의 콜레스테롤을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지질대사 관련 지표 역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Fig 2. The amount of cholesterol in the liver (A) and the mRNA expression level of 

HMG-CoA reductase (B) and LDL receptor (C). LC-PBS: low cholesterol control diet 

with sterile PBS; HC-PBS: high cholesterol control diet with sterile PBS; HC-BFE: 

high cholesterol diet group receiving L. rhamnosus BFE5264; HC-GG: high 

cholesterol diet group receiving L. rhamnosus GG. Data are shown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nd were analysed with one-way ANOVA. Significant differences 

compared to HC-PBS are presented as asterisks. *p<0.05; ** p <0.01.

4) 장균총 변화 분석

-80°C 에 보관되어있는 분변시료를 0.3g의 0.1mm zirconium/silica bead를 이용하여 4800rpm 

에서 120초간 bead beating (Biospec, 607)한다.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이용하여 QIAmp 

DNAstool kit 매뉴얼에 따라 bacterial DNA를 추출하였다. 이 후 Illumina Miseq system 장비를 

이용하여 약 750Mbp의 유전체 서열을 생산하고 미생물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BFE526 균주의 투여는 고콜레스테롤식이로 인해 야기된 dysbiosis상태의 장내 미생물

총을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HC-BFE 그룹과 HC-ST 그룹에서 Bacteroidetes와 

Deferribacteres, 특히 Mucispirilum은 LC-PBS 그룹과 유사한 비율로 조절된 반면, HC-GG 그룹

에서는 HC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었다. 장내 미생물총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Firmucutes는 전반적으로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Oscillospira는 LC-PBS와 HC-BFE 그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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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PBS 그룹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achnospiraceae의 Roseburia는 Lactobacilli 투여 

그룹에서 감소하였다. 흥미롭게도, Lactobacillus 속은 BFE5264 투여군에서만 크게 증가하였으며, 

HC-GG 그룹에서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BFE5264의 투여는 Helicobacteraceae와 

Desulfovibronaceae의 알려지지 않은 속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체간 큰 

variation으로 인해 통계적 유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kkermansia속으로 대표되는 

Verrucomicrobia는 BFE5264 투여군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Fig 3. Relative abundance of assigned OTUs on genus level (A) and phylum level 

(B).The OTU picking was done by uclust taxonomy classifier by processing 

pick_open_reference_otus.py through Macqiime 1.9.1. LC-PBS: low cholesterol control 

diet with sterile PBS; HC-PBS: high cholesterol control diet treated with sterile PBS; 

HC-BFE: high cholesterol diet group receiving L. rhamnosus BFE5264; HC-GG: high 

cholesterol diet group receiving L. rhamnosus GG. Data are shown as mean value 

without standard deviation and OTUs with less than 0.05 % of abundance were 

excluded.

Beta diversity는 weighted unifrac distance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PCoA 분석 결과, HC-BFE 그룹

의 장내 세균총은, HC-PBS 그룹과의 차이가 HC-ST나 HC-GG 그룹보다 확연하였다 (Fig. 4A와 

4B).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한 모든 그룹이 저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한 그룹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 식이에 따른 장내 미생물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C). BFE와 ST, GG 그룹의 장내

미생물총 변화는 HC-PBS 그룹과 비교했을 때 체중과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earson 

correlation=0.481, p=0.011)(Fig. 4D), 간 무게 (Pearson correlation=–0.57)와 혈청 콜레스테롤 

(Pearson correlation=–0.635)은 negative correlation을 보였고 (p<0.005), 혈청 HDL콜레스테롤과

는 positive correlation을 보였다 (Pearson correlation=0.407,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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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incipal coordinates analysis (PCoA) plots (A-B) and the score of each PC1 

(C), PC2 (D) and PC (E) generated from weighted UniFrac distance metrics. LC-PBS: 

low cholesterol control diet with sterile PBS; HC-PBS: high cholesterol control diet 

with sterile PBS; HC-BFE: high cholesterol diet group receiving L. rhamnosus 

BFE5264; HC-GG: high cholesterol diet group receiving L. rhamnosus GG. Data are 

shown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nd were analysed with one-way ANOVA. 

Significant differences compared to HC-PBS are presented as asterisks. *p<0.05; ** 
p <0.01; *** p <0.001.

4) 혈액과 맹장 내 SCFA분석

프로바이오틱스 투여와 콜레스테롤 저하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BFE5264의 투여에 의해 조절

된 장내 세균총의 BSH activity의 증가와 이로 인한 BA (bile acid)의 증가를 기대하였으나, 분변 

BA의 변화나 간의 BA 생합성 효소인 cholesterol 7-alpha-monooxygenase or cytochrome P450 

7A1 (CYP7A1)의 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으로 지질 및 당 대사와 관련있는 것으로 알

려진 SCFA를 분석하였다. LC-PBS 그룹과 비교했을 때, 고콜레스테롤식이의 섭취는 총 SCFA의 양

을 감소시켰으나,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주와 statin의 투여는 이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utyrate와 propionate의 양은 이 세 그룹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cetate는 오히려 

LC-PBS 그룹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장에서는 혈액에서만큼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나, 

BFE와 statin 그룹에서는 여전히 propionate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FA, 특히 propionate의 증가는 체내에서의 지질생합성 억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앞선 연구들에 

비추어봤을 때, 균주 투여그룹에서 증가된 SCFA와 개선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관련되었을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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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amount of total short-chain fatty acids (SCFA) (A), propionic acid (B) and 

butyric acid (C) in the serum, and caecal total SCFA (E), propionic acid (F) and 

butyric acid (G). LC-PBS: low cholesterol control diet with sterile PBS; HC-PBS: 

high cholesterol control diet with sterile PBS; HC-BFE: high cholesterol diet group 

receiving L. rhamnosus BFE5264; HC-GG: high cholesterol diet group receiving L. 
rhamnosus GG. Data are shown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nd were analysed 

with one-way ANOVA. Significant differences compared to HC-PBS are presented as 

asterisks. *p<0.05; ** p <0.01; *** p <0.001.

2. Lb. rhamnosus BFE5264 추가 기능성 확인을 위한 동물실험

1) 동물 실험 방법

AIN93G 기본 마우스식이에 sucrose와 maltodextrin, lard를 추가하여 탄수화물 40%, 지방 45%

로 조제한 이상식이를 마우스모델에 투여하여 대사질환을 유도한다. 동시에 Lb. rhamnosus 

BFE5264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표 3). 식이 및 물은 자유 급여되었으며, 체중 및 식이섭취량

은 매주 일회 측정하였다.

일반식이 대조군(AIN93G)-ND 200ul PBS

이상식이

(high-fat 

diet)

HF-PBS (대조군) 200ul PBS

HF-BFE 200ul PBS에 현탁된 5x108cfu 의 BFE5264

HF-MET 

(양성대조군)
200mpk metformin (당뇨치료제)

표 3. 대사질환 마우스 모델 실험 개요

                (일회 투여방법기준이며, 하루에 이와 같이 두차례 투여하였다, N=10)

2) 체중변화

동물실험이 6주간 진행된 후 체중변화는 Fig. 6과 같다. 비록 처음 시작시부터 BFE5264균주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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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그룹의 무게가 대조군(PBS)의 무게보다 낮았으나, 균주를 투여한 6주동안 그 차이가 더욱 벌

어졌으며 (Fig. 6A), 총 체중증가량도 균주를 투여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적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B).

Fig 6. Change of body weigtht (A) and total weight gain (B). ND: normal diet with 

PBS treatment; PBS: high fat diet with PBS treatment; BFE: high-fat diet with Lb. 
rhamnosus BFE5264 treatment; Met: high-fat diet with metformin treatment. Data 

were shown as mean and SD and analyzed with one-way ANOVA compared to PBS. 

p<0.05: *, p<0.01: **, p<0.001: ***.

3) 당부하검사 

실험 6주차에 당부하검사를 실시하였다. 16시간 금식시킨 마우스의 공복혈당을 측정한 다음, 

2g/kg의 포도당을 구강투여한 후 15분, 30분, 60분, 120분간격으로 마우스의 꼬리 혈액으로부터 혈

당량을 측정하였다 (혈당측정기-지닥터, ㈜올메디쿠스). 당부하검사 결과 균주를 투여한 그룹에서 내

당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7).

Fig. 7. Change of blood glucose levels (A) and AUC (B) after 2g/kg glucose loading 

at 6 weeks. ND: normal diet with PBS treatment; PBS: high fat diet with PBS 

treatment; BFE: high-fat diet with Lb. rhamnosus BFE5264 treatment; Met: high-fat 

diet with metformin treatment. Data were shown as mean and SD and analyzed with 

one-way ANOVA compared to PBS. p<0.05: *, p<0.01: **, p<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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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b. rhamnosus BFE5264의 항비만 및 항당뇨 기능성에 대한 동물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마

이크로바이옴 조절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분석할 예정이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기능성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여 복합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로의 개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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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Lb. rhamnosus BFE5264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성 확인을 위한 인체적용 연구 

1. 문헌 및 데이터 베이스를 통한 기초 자료 수집

1) 제품의 기원 및 개발경위 

① 식품 기원에 관한 자료 

○ Lb. rhamnosus 는 내산성, 내담즙성 및 장세포에 대한 부착활성과 병원성 세균에 대해 우수한 

항균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US FDA 에서 인증하여 GRAS 에 등재되어 있으며, 

국제기구 WHO, FAO 의 Data Base 에 수록되어 과거부터 섭취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발효 미생물류의 프로바이오틱스에 속해있고, 현재 일본 외 여러 

국가에서 유통되는 유산균 제품에 함유되어 있다.

○ 아프리카 동부의 케냐 지역에 사는 마사이 부족은 농사를 짓지 않는 반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르는 가축의 붉은 고기와 우유 등을 주식으로 한다. 따라서 하루에 필요한 열량의 

대부분을 지방으로부터 얻게 되며, 부족원의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 또한 사람당 

600~2000mg 으로 대단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는 극히 낮은 

편이며, 동맥경화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1970 년대 이후, 몇몇 보고서들이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였는데, 많은 활동량이나 채취하는 허브 종류, 지방 함량은 높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식이, 에너지 흡수율에 있어서의 유전적 차이 등을 조사하였고, 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이 그들이 먹는 전통 발효유인 kule naoto 이다. Kule naoto 는 훈연한 박에 신선한 

가축의 젖을 넣어 1~2 일정도 숙성시켜 먹는 발효유로써, 마사이 부족원은 하루에 

3~4 리터씩의 많은 양을 섭취한다. 1974 년, Mann 등은 마사이 부족원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고, 그 이유가 이 전통 발효유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였다. 

○ 2000 년대 들어, Mathara 등은 kule naoto 로부터 다양한 유산균주들을 분리하여 그 

프로바이오틱스 활성을 조사하였으며, Yoon 등은 그 중에서 Lb. rhamnosus BFE5264 를 

선정하여 콜레스테롤 저하능을 알아보기 위한 세포실험을 실시하였다. Lb. rhamnosus 

BFE5264 는 세포실험에서 장내 콜레스테롤 흡수의 핵심인자인 Niemann-Pick C1-like 1 

(NPC1L1)의 발현을 감소시키며, 동시에 콜레스테롤 배출을 촉진시키는 ABCG5/8 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콜레스테롤 저하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고콜레스테롤증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인 동맥경화를 예방 또는 개선시킬 수 있는 대체 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개발될 잠재력을 

보였다. 

○ 이에 ㈜에이투젠은 Lb. rhamnosus BFE5264 를 개발한 한동대학교와 공동 연구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후 동물실험을 통해 Lb. rhamnosus 

BFE5264 가 in vivo 상에서도 세포실험과 같은 메카니즘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NGS 

분석을 이용해 장내 미생물총을 변화시키며, 장내 SCFAs 의 양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② 개발경위 

○ 현대 세계 성인 사망요인의 1 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혈관질환 (Cardiovascular Disease, 

CVD)의 원인인 고콜레스테롤증 (hypercholesterolemia)은 그 심각성과 거대한 시장규모로 

인해 세계 선두 제약회사들의 주요 target 이었다. 특히 기존의 콜레스테롤 저하제 및 동맥경화 

체료제들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장기간 복용시 간기능 저하, 근육통, 

지용성 비타민의 결핍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효과면에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고가의 의약품들이다. 따라서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효과가 우수한 콜레스테롤 저하제의 

개발에 제약회사들의 R&D 가 집중되고 있다. 또한 고콜레스테롤증으로 인해 발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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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의 예방 차원에서 음식물 섭취를 통해 콜레스테롤 저하라는 치료 효과를 가지는 

약리식품 (Nutraceuticals or functional food) 개발이 핀란드,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 유산균은 당류(Glucose)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다량 (50%이상)의 젖산을 생성하면서 

사람이나 동물의 장내에서 해로운 물질인 인돌, skatole, 페놀, 아민, 암모니아 등을 생성하지 

않고, 부패를 방지하는 등 사람(동물)에게 유익한 장내 세균이다. 유산균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하여 장내 유해균 억제 작용 및 정장 작용, 면역 증강 작용, 항암 작용, 영약학적인 측면에서 

비타민 B 군 합성, 내인성 감염 억제 작용 등의 다양한 기능이 밝혀졌다. 이 중 인체 내에서 

안전하면서 유익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을 돕는 기능을 가진 특정 세균을 

Probiotics 로 정하여 건강기능성식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Probiotics 균으로는 

Lactobacillus, Lactococcus, 그리고 Bifidus 등이 있다. 

○ 비만으로 인해 야기되는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성질환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발병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쉽고 꾸준한 섭취를 통해 이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항비만/당뇨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개발 된다면 국내외적으로 기술적 경쟁력과 함께 큰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 최근 장균총의 교란이 비만 당뇨를 포함하는 각종 대사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어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장균총 조절이 새로운 대사질환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다. 

○ 프로바이오틱스는 숙주의 장균총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익한 장균총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되며, 

프로바이오틱스의 항비만 및 항대사성질환 기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일례로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Lactobacillus gasseri SBT 2055 프로바이오틱을 투여한 

결과, 내장 및 피하지방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발표하였으며, 네슬레사는 자사의 

프로바이오틱스인 L. rhamnosus CGMCC1.3724 를 24 주에 걸쳐 시험한 결과, 여성군에서 

플라세보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체중감소가 있음을 발표하였다(Sanchez 등, 2014).

○ 짧은사슬지방산 (SCFA)은 장내에서 장균총의 발효에 의해 만들어지는 주요한 대사체중 

하나이며 최근 숙주의 체지방축적 및 연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데, 장균총에 

의해 만들어진 SCFA 는 일차적으로 장세포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며 많은 양의 SCFA 가 

혈액을 통해 간, 지방 또는 근육으로 이동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거나 대사 조절 신호전달 

물질로의 역할을 한다.

○ 일례로 Gao 등이 2009 년 Diabetes 저널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고지방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마우스에 뷰티르산을 투여할 경우 PGC1-alpha 의존적으로 근육에서의 지방산화가 증가하여 

유의적인 체중감소 및 혈당의 감소가 있음을 발표하였다.

○ SCFA 는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10%를 차지하며, 그 중 아세트산은 간에서 

유리지방산 또는 콜레스테롤로 재합성되고,프로피온산은 간에서 포도당신생과정에 관여함으로, 

장균총 개선을 통해 소화기관내 SCFA 를 조절하고 혈중 뷰티르산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 

이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한 비만/당뇨 치료의 새로운 작용기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산균은 오랜 기간동안 그 안전성이 입증되어 부작용의 염려가 없고, 동맥경화와 관련된 

콜레스테롤, 산화, 염증 등의 억제 작용이 입증되었다. 유산균이 콜레스테롤 함량을 저하시키는 

작용으로는 담즙산을 분해하여 담즙산의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유산균이 콜레스테롤의 

장내흡수를 억제하거나, 콜레스테롤의 동화 및 유산균 세포벽에 콜레스테롤을 흡착한다는 

가설이 보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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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원료명 인정번호 기능성 내용 일일 섭취량

Lactobacillus sakei 
Probio65

제2013-17호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
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

1X1010CFU
~ 1×1012CFU

Lactobacillus 
plantarum HY7714

제2015-1호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

1X1010CFU

Lactobacillus 
plantarum HY7714

제2015-2호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
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
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
능 2등급)

1X1010CFU

과채유래유산균 제2013-11호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
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

1X1010CFU
~ 1×1012CFU

UREX 프로바이오틱스 제2014-27호 유산균   증식을 통한 여성 1X109CFU

○ 콜레스테롤 저하 유산균은 살아있는 생물체를 이용하므로 화학물질로 인한 독성 및 부작용이 

전혀 없고, 유산균 배양 발효라는 단순공정으로 인해 생산단가가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장내 

유해균의 번식 및 생육을 억제하여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등 유산균 본연의 기능까지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콜레스테롤 저하제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Lb. rhamnosus 는 사람의 모유 또는 동물과 사람의 소화기관 및 대변에서 분리되며 내산성과 

내담즙성이 있으며 항균력과 항생제 내성이 있으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주이다. 또한 기능적인 면에서 장염의 치료, 요도 및 생식기관 보호와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으로 인한 감염증 치료, 유아기 호흡기 질환의 위험 감소, 아토피 피부염 치료, 여성의 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등의 기능성이 알려져 있다.

○ ㈜에이투젠에서는 아프리카 마사이 부족의 전통 발효유로부터 분리한 Lb. rhamnosus 

BFE5264 가 세포실험에서 LXR 유전자 조절을 통해 지방 대사 관련 인자들을 조절함으로써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함과 동시에 배출을 촉진시키는 활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동물실험을 통해 항염증 및 장내미생물총 조절, SCFAs (short chain fatty acids) 생성을 통해 

혈중 및 간 조직내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현재까지 유산균은 수백 년간 독성학적인 측면에서 그 과학적인 근거가 미약하였으나,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섭취되어 왔으며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WHO 에서는 그 

기능성을 인정하여 섭취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Lb. rhamnosus 의 안전성은 미국 FDA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에 등재되어 인정되었으며 KFDA 의 건강기능식품 공전에도 

명시되어 있는 Probiotics 이다. 

○ 그러므로 아프리카 전통 발효유에서 분리된 Lb. rhamnosus BFE5264 는 Probiotics 로써 그 

안전성을 이미 인정받은 것이며, 또한 세포 실험과 동물실험에서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그 섭취량을 1ⅹ1010cfu/일 로 정하였으며, 부작용이 없이 여러 가지 인체 

내 유익한 효과와 함께 고콜레스테롤증 및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한 기능성 식품 원료로써 

개발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① 국내 

○ 원재료 ‘Lb. rhamnosus BFE5264’는 건강기능식품공전상 발효미생물류 중 프로바이오틱스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6-29호) 2-51. 프로바이오틱스].

○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원료 개별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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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

프로바이오틱스 
VSL#3

제2009-28호

유익한   유산균 증식, 유해
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 장 
면역을 조절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
기능 2등급)

108CFU
~3×1012CFU

유통국 제품명 제조사 일일섭취량 표시내용 섭취시 주의사항 섭취용도

미국

Probiotics 
lactobacillus 
rhamnosus 
with FOS 

swanson
5 biillon cfu/ 

1 캡슐

1 일 2 캡슐

Wide ranging 
beneficial gut bacteria
Designed-release 
vegetarian capsules 
ensure consistent 
delivery
Added prebiotics help 
keep probiotics 
thriving

-
Dietary

Supplement

미국

L. 
Rhamnosus 

Powder

Custom 
Probiotics

200 billon 
cfu/ 1 스쿱

1 일   

1 스쿱

Our probiotic 
formulations do NOT  
 contain dairy, sugar, 
gluten, soy, corn, 

Start with one adult scoop 
(0.8 gram,   200 billion 
cfu’s) of the probiotic   
powder first thing in the 

Dietary   
Supplement

제품명 제조사 일일섭취량 표시내용 섭취시 주의사항 섭취용도

아이엠지
프로바이오틱

스

한국신

약

500mg/캡슐
1일 1회 1캡

슐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
제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

스, 아연)

프로바이오

500 골드

㈜

엘스

케이

500mg/1 캡슐

1일 1 회, 

1 회 1 캡슐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

스)

  

 ② 국외 

  ○ US FDA에서 인증하여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에 등재

-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에서 인증한 CODEX에 등재

- Health and Nutritional Properties of Probiotics in Food including Powder Milk       

with Live Lactic Acid Bacteria - WHO와 FAO 인증 

- BFE5264와 같은 유산균 종인 Lb. rhamnosus GG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회의  인체적용시

험이 실시되었으며, 기능성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보고되어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이다.

 ③ 국내외 사용 현황 

[국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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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in, yeast, artificial 
colors,   flavors, 
preservatives, FOS or 
any Genetically 
Modified or 
engineered   
ingredients.

morning on an empty 
stomach (30 minutes prior 
to   eating).
Start with one baby scoop 
(0.1 gram, 25   billion 
cfu’s) of the probiotic   
powder first thing in the 
morning on an empty 
stomach.

미국

Klaire Labs 
Ther-Biotic 

Factor 1   
(Lactobacillus 

rhamnosus

Klaire 
Labs

20+ billion 
/1 캡슐

1 캡슐/1 일

This hardy strain 
quickly colonizes the 
intestinal   mucosal 
membrane and lowers 
intestinal pH, which 
assists in inhibiting 
the   growth of 
pathogenic bacteria 
responsible for 
adverse effects in the 
gut such   as 
diarrhea.

-
Dietary   

Supplement

Items BFE5264 Items BFE5264

Control Acid phosphatase 30

Alkaline phophatase 20
Naphthol-AS-BI-phospho
-hydrolase

20

Esterase(C4) 30 α-galactosidase 20

Esterase lipase(C8) 30 β-galactosidase ≥40

Lipase(C4) 5 β-glucuronidase 5

Leucine arylamidase ≥40 α-glucosidase 20

Valine arylamidase ≥40 β-glucosidase ≥40

Cystine arylamidase 30 N-acetyl-β-glucosaminidase 0

Trypsin 5 α-mannosidase 0

α-chymotrypsin 10 α-fucosidase ≥40

3) 기능성분 (Lb. rhamnosus BFE5264)의 특성 

 ① 분리된 유산균의 효소 활성 

분리된 Lb. rhamnosus BFE5264의 효소 활성을 APIZYM kit (Biomerieux, France)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장내세균이 생산하는 β-glucuronidase는 발암효소의 하나로 

알려져 있어 이 효소의 활성을 나타내는 균주는 유해한 균주로 간주된다. 본 연구의 Lb. 

rhamnosus BFE5264는 β-glucuronidase 활성을 나타내지 않는 안전한 균주임을 확인하였다.

표 1. Lb. rhamnosus BFE5264의 APIZYM ki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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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Initial   mean 

counts
pH2.0 pH2.5

(log cfu/ml) (log cfu/ml) survival(%) (log cfu/ml) survival(%)

BFE5264 9.0 3.0 33.5 8.9 99.7

strain
Erythromyc

in
Gentamicin Ampicillin

Tetracycli

ne

Chroramphe

nicol

Streptomyc

in

Ciprofloxa

cin

Benzylpeni

cillin

BFE5264 0.5 96 0.5 0.5 2 96 4 0.125

② 내산성 및 내담즙성 

균주의 내산성 및 내담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Lb. rhamnosus BFE5264 을 MRS 액체배지 4 

㎖에 접종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18∼20시간 배양한 후, 이 배양액의 일정량을 pH 2.0과 

2.5로 조절한 MRS 액체배지에 초기균수 109 CFU/㎖가 되도록 다시 접종하였고, 37℃에서 2시간 

배양한 후 MRS 한천평판 배지를 이용하여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내산성 실험을 실시한 배양

액을 그대로 원심분리하여 균체만 회수한 후 0.3% oxgall이 첨가된 MRS 액체배지(pH 6.8)에 접종

하였고, 37℃에서 9시간 배양한 후 역시 MRS agar plate를 이용하여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

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Lb. rhamnosus BFE5264 은 pH 2.5의 강한 산성처리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0.3% oxgall 함유 배지에서도 생존이 높게 나타났

다.

표 2. Lb. rhamonosus BFE5264 균주의 내산성 분석 결과

  

③ 장내부착능 확인 

2% (v/v) FCS가 첨가된 DMEM 배지에 Lb. rhamnosus BFE5264를 하룻밤 배양한 후, 1X108 

CFu/ml로 희석하여 tissue culture plate에 넣고 원심분리 (2000g, 2분)한 다음 10% CO2하에서 

1시간 배양하였다. 상층액을 MRS agar plate위에 접종하였으며, 그 위에 Triton X100 (0.05% 

solution)으로 lysis한 HT29MTX 세포를 다시 접종하였다. 실험 결과, BFE5264는 66±3%의 비교

적 높은 소수성 및 62±1%의 HT29MTX 세포에서의 부착 특성을 나타내었다. 

④ 항생제 내성 확인

Kanamycin, gentamicin, ciprofloxacin의 항생물질에 내성을 보였으며, erythromycin, 

gentamicin, ampicillin, tetracycline, chroramphenicol, streptomycin, ciprofloxacin, 

benzylpenicillin에 대하여 최저 저해 농도를 기준으로 내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3. Lb. rhamnosus BFE5264 균주의 항생제 내성 실험 (MIC ug/ml)

 

 ⑤ 독성 확인

Lb. rhamnosus BFE5264 균주는 DNAse 활성, musin 분해, 용혈능이 없으며 biogenic amine

을 생성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과민성 면역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생체아민 생성능이 없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균주는 comat assay를 통해 antigenotoxic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 미제시).

  ⑥ 발효유 생산을 위한 starter로서의 활성 확인

Lactobacillus rhamonosus BFE5264 균주가 접종된 전유 (whole milk)의 경우 30℃ 또는 37℃

에서 11~11.5시간 내에 pH4.6에 도달이 가능함을 관찰함으로써 본 균주가 빠른 산성화 능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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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온도 0   days 20   days 30   days 50   days 60   days

30℃ 9.63±0.20 9.28±0.28 6.98±0.15 8.28±0.20 8.14±0.22

37℃ 9.63±0.10 8.61±0.25 8.60±0.25 8.05±0.15 8.32±0.30 

온도 strain Firmness (g) Consistency(g/s) Cohesiveness(g) 
Index   of 

viscosity (g/s)

37℃
BFE5264 138.95±2.50 1655.66±7.38 47.73±0.82 37.84±0.56

Control 33.93±0.52 905.03±1.03 25.63±0.15 66.31±0.44

30℃
BFE5264 88.89±0.25 1387.27±1.97 33.04±0.21 59.78±0.39

Control 33.93±0.52 905.03±1.03 25.63±0.15 66.31±0.24

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 30℃ 및 37℃에서 BFE5264 균주의 acidification kinetics (pH)   

       

온도 0h 3h 5h 7h 8h 9h 10h 10.5h 11h 11.5h

30℃
6.53

+0.12

3.41

+0.10

6.20

+0.01

5.74

+0.02

5.47

-0.03

5.23

-0.03

5.05

+0.01

4.88

+0.01

4.63

-0.03
-

37℃
6.57

±0.03

6.38

±0.04

5.99

±0.09

5.71

±0.02

5.63

±0.01

5.28

±0.02

5.14

±0.05

4.85

±0.02

4.72

±0.03

4.60

±0.02

또한, L. rhamonosus BFE5264 균주는 30℃와 37℃에서 모두 빠르게 산성화 된 후 60일간 냉

장 저장 시에도 107 cfu/g보다 더 높은 레벨의 생존 능력을 보였다.

표 5. 4℃에서 BFE5264 균주의 생존능 특성 확인 (cell number cfu/g) 

냉장 저장 후 본 균주가 좋은 유변학적 특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4℃에서 12시

간 저장 후 texture 분석을 수행한 결과, 37℃에서 Lb. delbruekii subsp와 bulgaricus 그리고 S. 

thermophilus의 발효에 의해 만들어진 상용화된 정치형 (non-stirred) 요거트보다 4배 더 높은 견

고함 (firmness)과 2배 더 높은 농도 (consistency)와 응집성 (cohesiveness)을 보인 반면 점도

(viscosity)는 더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6. BFE5264 균주에 의해 37℃에서 생산되는 발효유의 texture parameters

   * Control: a commercial not stirred yoghurt produced by fermentation  of Streptococcus   

    thermophilus and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균주의 기술적 성능과 발효유의 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절 조성 변수인 fat(F), non-fat milk 

solids(S)와 발효 온도에 따라, 최적의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발효 속도, 저장동안의 균주 세포 부

하, exo-polysaccharide 생산, 생산 제품의 유동학적 지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

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2

Equationsa Rb Fc Pd S.E.e

Eq. (1) 
(fermentation time)

5.018[T] - 0.472[T][F] - 0.236[T][S] 
+ 4.754[F][S] -   0.113[T]2 0.982 68.424 <0.000 6.398

Eq. (2) 
(cell loads at 30 days) 0.616[T] - 0.010[T2] 0.999 24377 <0.000 0.169

Eq. (3) 
(exo-polysccharide content) 9.515[T] - 0.158[T2] 0.999 15118 <0.000 3.358

Eq. (4) 
(firmness) 5.529[T] 0.868 48.783 <0.000 98.556

Eq. (5) 
(cohesiveness) 2.288[T] 0.859 45.152 <0.000 42.384

Eq. (6) 
(consistency) 82.602[T] 0.869 49.783 <0.000 1458.0

Eq. (6) 
(index of viscosity) 0.058[T2] 0.835 38.835 <0.000 36.604

표 7. BFE5264균주의 다른 CCD 변수의 영향에 관계된 최적 방정식

a. [T]=temperature(℃); [F]=UHT cream (%); [S]=skim milk (%0

b. Regression codfficient.

c. F-value

d. Only terms with p<0.05 were included.

e. Standard error

4) 안전성 자료 

 ① 섭취근거 정보 

2)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와 같다.

 ② 기능성분 및 관련물질의 안전성 정보 

○ 유산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WHO에서도 섭취를 권

고하고 있다.

○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는 US FDA에서 식품 첨가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일반

적으로 안전하다고 입증된 식품첨가물을 뜻한다. FDA의 GRAS list에는 Lb. rhamnosus 

BFE5264와 같은 유산균 종인 Lb. rhamnosus HN001과 Lb. rhamnosus GG가 등재되어 있다. 

GRAS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그 안전성이 입증되어 KFDA에서도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지 않

는다.

                                

○ Lb. rhamnosus는 KFDA의 건강기능식품 공전상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 프로바이오틱스 품목에 

해당하고 다음은 유산균 함유 제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내용으로 식용 가능하고 안전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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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제목 혈중 콜레스테롤에 대한 BFE5264 유산균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

한 12주,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임상시험

임상시험 의뢰자 ㈜에이투젠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1로 11-8, 201(관평동)

임상시험 

시험책임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용균 교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김도훈 부교수

임상시험

실시기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1)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임상시험 기간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임상시험 승인일로부터 12개월

임상시험 대상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239 mg/dl에 해당하거나 또는 LDL 콜레스테

롤이 130~189 mg/dl에 해당되는 자

임상시험 목적 본 임상시험은 BFE5264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의 개선에 있

어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임상시험 

단계 및 디자인

단계: 기타 (건강기능식품)

디자인: 12주,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임상시험용 식품 Ÿ 시험식품: 1일 2회, 1회 1 sachet(2g)씩 식전 경구 섭취

            (BFE5264 유산균으로써 1×1010 cfu/day) 

Ÿ 대조식품: 시험식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섭취

섭취기간 12주

임상시험 방법 시험대상자(또는법정대리인)는 자의로 임상시험 동의서에 서명 후, 방문평

가를 통해 선정기준/제외기준 적합여부를 판정한뒤, 적합한 시험대상자에 

한하여 등록된 순서에 따라 시험군 또는 대조군 중 한 군으로 무작위배정한

다. 배정된 시험대상자는 12주간 임상시험용 식품(시험식품 또는 대조식품)

을 섭취한다.

고시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016-29호).

③ 섭취량 평가정보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 2016-29호)의 2-51. 프로바이오틱스에서 Lb. rhamnosus의 

최종제품의 요건 중 일일 권장섭취량은 108~1010이나, 실제로 BFE5264와 같은 종인 Lb. 

rhamnosus GG (LGG)에 대해서 1˟1010cfu/일 이상의 용량에 대해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한 예는 

전세계적으로 많이 보고되어 있으며, 부작용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 본 인체적용시험에서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대상이 인체임을 고려하여 Lb. rhamnosus BFE5264가 콜레스테롤 

저하의 기능성을 나타내기 위한 섭취량을 1˟1010cfu/2sachet/일로 설정한다.

○ 본 인체적용시험을 위한 첫 IRB 심의 신청시, 일일섭취량을 2˟1010cfu/일로 설정하였으나, 동물

실험 결과를 검토했을 때, 1˟109cfu투여군부터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제품화에 적합한 1˟
1010cfu를 일일 섭취량으로 다시 설정하였다.

2. 인체적용시험 수행

 ○ 인체적용시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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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상자 수     

            
시험군 대조군 합계

최종평가례수(PP) 34 34 68

Drop-out (24%) 고려예수 45 45 90

선정기준 1) 만 20세 이상 ~ 만 75세 이하의 성인남녀

2)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239 mg/dl에 해당하거나 또는 LDL 

콜레스테롤이 130~189 mg/dl에 해당되는 자

3)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본 임상시험의 참여를 동의하고 서면동의서 

(Informed consent)에 서명한 자

제외기준 1) 시험시작 3개월 이내에 콜레스테롤 치료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자

2) 시험시작(무작위배정) 3일 이내에 항생제를 투여한 자

3) 일주일에 4번 이상의 지속적인 음주를 하는 자

4) 심장질환, 중추신경장애 등으로 입원 및 약물치료, 재활치료 중인 자

5) Creatinine이 연구기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인 자

6) ALT 또는 AST가 연구기관 정상상한치의 3배 이상인 자

7)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등으로 치료 중인 자 

(시험자에 의해 본 임상시험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참여가능)

8) 속쓰림, 소화불량 등의 심한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는 자

9) 담낭질환이나 통풍, 포르피리아가 있는 자

10) 우울증, 정신분열증, 알코올중독증, 약물중독 등의 정신질환자

11) 영양실조 또는 영양불량 상태로 판단되는 자

12) 임신, 수유중이거나 본 임상시험 기간동안 임신 계획이 있는 자

13) 본 임상시험 기간중에 다른 임상시험에 참가할 계획이 있는 자

14) 본 임상시험 시작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자

15) 시험자가 본 임상시험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유효성 평가 • 1차유효성평가

1) Total cholesterol

2) LDL-cholesterol

3) HDL-cholesterol

• 2차유효성평가

1) Triglyceride

2) Apoprotein A1

3) Apoprotein B

4) Lipoprotein A

5) 혈중동맥경화지수:(Tota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 HDL 

cholesterol

6) BMI: 체중(kg)/신장(m2)

7) 혈중FFA(Free fatty 

acid),SCFA(Short chain fatty 

acid), Bile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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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변장내세균총, SCFA, Bile acid

안전성 평가 1) 이상반응 2) 임상병리검사(혈액학적/혈액화학적검사, 뇨검사)

3) 활력징후(맥박, 혈압), 신체계측(체중) 4) 심전도

연구계획 심의의뢰서 연구자 자료집 연구계획서

동의설명서 증례기록서 IRB 승인서

2. IRB 제출 및 승인  

 ○ 개발된 프로토콜,연구자자료집(IB),증례기록서,동의서 및 설명문 등의 서류를 각 연구병원별 

IRB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였다. 

Ÿ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IRB No. 2016-06-83(201)

Ÿ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IRB No. 2016-S043

Ÿ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IRB No. AS16068-002

3. 인체적용시험 수행   

○ 본 인체적용시험은 12주간,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비교 시험으로 수행되었다. 자의

에 의해 인체적용시험 동의서에 서명한 지원자는 피험자 선정기준에 의해 적합여부를 판정 받은 

뒤, 등록된 순서에 따라 대조군 또는 시험군으로 무작위 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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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군 대조군

p-value* p-value$N=43 N=43

Mean±SD Mean±SD

Total 
cholesterol

(mg/dl)

Baseline(방문1) 226.47±21.60 226.09±18.44 0.9317   　

6주 (방문3) 223.51±24.19 217.44±28.81

Change from 
baseline

-2.95±21.33 -8.65±24.93 0.2580   0.2368   

p-value** 0.3690   0.0281   　 　

12주 (방문4) 224.35±24.25 223.05±33.45

Change from 
baseline

-2.12±23.09 -3.05±26.33 0.8621   0.8500   

p-value** 0.5511   0.4523   　 　

○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보호, 보고된 인체적용시험 관련 자료가 근거문서와 대조하여 정확하고, 

완전하며,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인체적용시험이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수행되는지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험자 기록 원본, 건강기능식품 관리 기

록, 자료 보관(연구 파일)등을 확인하였다. 

○ 통계분석: 무작위 배정된 90명 피험자의 기본 특성은 IT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능성 평가는 

시험을 완료한   명을 대상으로 PP분석을 주 분석법으로, 그리고 FA분석을 보조분석법으로 사

용하여 확인하였다. 

4. 인체적용시험 결과

1) 피험자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총 90명이 선정되었으며, 중도탈락 1명과 선정제외기준 위반 3명을 

제외한 86명을 대상으로 FA se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P set 분석은 병용약물 위반, 검사시행 위

반, 순응도 80% 미만인 피험자들을 제외한 58명에 대해 진행하였다. 안전성 평가는 FAS 분석을 주 

분석법으로 하였으며, 유효성 평가는 FA set 분석을 주 분석법으로 하고 PP set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시험대상자의 성별과 체중, 이학적 검사, 동반질환 및 병력, 수술력, 스크리닝 4주 이내 

약물 투여력 등에서 대조군과 시험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고지혈증 가족력에 있어서는 

례수는 적었지만 시험군에서 고지혈증 가족력을 가지는 피험자가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많았던 것

으로 나타났다 (p=0.0071). 

2) 1차 유효성 검사: 콜레스테롤 관련 지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총 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의 변화에 있어서 군

간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표 9-표 14). 오히려 대조군의 경우, 유의적 범위는 아니지

만, 총 콜레스테롤 및 6주째의 LDL-콜레스테롤 감소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고지혈증 가족력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고, 대조군에서 에너지 섭취량이 적거나 신체활동량이 더 많

은 경향을 나타낸 것 (표 15)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져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중에 있다. 

표 9 . 방문별 Total cholesterol 변화량 (FA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ANCOVA



27

시험군 대조군

p-value* p-value$N=43 N=43

Mean±SD Mean±SD

LDL-
cholesterol

(mg/dl)

Baseline (방문
1)

151.47±17.98 146.86±21.82 0.2886   　

6주 (방문3) 146.09±20.89 140.56±20.58

Change from 
baseline

-5.37±16.46 -6.30±24.77 0.8381   0.4118   

p-value** 0.0382   0.1027   　 　

12주 (방문4) 145.56±22.74 143.19±25.65

Change from 
baseline

-5.91±22.82 -3.67±27.60 0.6838   0.9389   

p-value** 0.0971   0.3877   　 　

시험군 대조군

p-value* p-value$N=30 N=28

Mean±SD Mean±SD

Total 
cholesterol

(mg/dl)

Baseline (방문
1)

226.60±19.32 224.32±15.90 0.6271   　

6주 (방문3) 226.47±23.60 215.18±24.74

Change from 
baseline

-0.13±21.39 -9.14±24.28 0.1387   0.0907   

p-value** 0.9730   0.0565   　 　

12주 (방문4) 226.20±24.82 221.89±29.66

Change from 
baseline

-0.40±22.85 -2.43±24.31 0.7445   0.6890   

p-value** 0.9243   0.6014   　 　

표 10. 방문별 Total cholesterol 변화량 (PP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ANCOVA

표 11 . 방문별 LDL-cholesterol 변화량 (FA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ANC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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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군 대조군

p-value* p-value$N=30 N=28

Mean±SD Mean±SD

LDL-
cholesterol

(mg/dl)

Baseline (방문
1)

151.83±16.43 147.04±19.16 0.3095   　

6주 (방문3) 147.57±18.99 139.07±16.70

Change from 
baseline

-4.27±16.22 -7.96±22.94 0.4791   0.1400   

p-value** 0.1605   0.0773   　 　

12주 (방문4) 145.20±23.87 143.96±22.47

Change from 
baseline

-6.63±24.43 -3.07±27.92 0.6065   0.9927   

p-value** 0.1477   0.5653   　 　

시험군 대조군

p-value* p-value$N=43 N=43

Mean±SD Mean±SD

HDL- 
cholesterol

(mg/dl)

Baseline (방문
1)

53.58±12.15 55.49±12.91 0.4826   　

6주 (방문3) 52.65±13.91 54.42±12.89

Change from 
baseline

-0.93±6.61 -1.07±7.99 0.9299   0.9750   

p-value** 0.3613   0.3847   　 　

12주 (방문4) 53.12±13.56 54.98±11.83

Change from 
baseline

-0.47±6.83 -0.51±7.60 0.9762   0.8741   

p-value** 0.6574   0.6609   　 　

표 12. 방문별 LDL-cholesterol 변화량 (PP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ANCOVA

표 13. 방문별 HDL-cholesterol 변화량 (FA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ANC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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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섭취량 a)

(Kcal/day)

Baseline (방문 2) 1626.30±592.82 1700.04±440.72 0.5973

6 주 (방문 3) 1724.88±414.25 1804.76±441.41

Change from baseline 98.58±440.82 104.72±418.35 0.9572

p-value** 0.2386 0.1964

12 주 (방문 4) 1725.31±406.63 1751.23±393.78

Change from baseline 99.01±510.82 51.20±374.55 0.6894

p-value** 0.3055 0.4757

피험자
의 신
체활동

량b)

(Kcal/
day)

빈도

Baseline (방문 2) 2.52±3.02 2.75±3.93 0.8026

6 주 (방문 3) 17.38±14.48 18.79±12.71

Change from baseline 14.86±13.02 16.04±11.96 0.7247

p-value** <.0001 <.0001

12 주 (방문 4) 18.86±13.84 17.61±12.88

Change from baseline 16.34±12.89 14.86±13.16 0.6681

p-value** <.0001 <.0001

시간
(분)

Baseline (방문 2) 184.66±464.41 139.64±214.55 0.6393

6 주 (방문 3) 1156.59±1494.85 1205.71±944.13

Change from baseline 971.93±1200.59 1066.07±912.21 0.7408

p-value** 0.0002 <.0001

12 주 (방문 4) 1099.41±1298.08 968.39±786.15

Change from baseline 914.76±1044.52 828.75±812.86 0.7306

p-value** <.0001 <.0001

시험군 대조군

p-value* p-value$N=30 N=28

Mean±SD Mean±SD

HDL- 
cholesterol

(mg/dl)

Baseline (방문
1)

54.43±11.68 54.46±9.32 0.9912   　

6주 (방문3) 54.33±14.49 53.29±11.83

Change from 
baseline

-0.10±6.82 -1.18±6.13 0.5300   0.5276   

p-value** 0.9365   0.3179   　 　

12주 (방문4) 54.03±14.33 54.96±9.85

Change from 
baseline

-0.40±7.19 0.50±5.30 0.5916   0.5950   

p-value** 0.7628   0.6214   　 　

표 14. 방문별 HDL-cholesterol 변화량 (PP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ANCOVA

표 15. 방문별 에너지 섭취량 및 신체활동량 변화량 (PP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a) 시험군 02-S037(R030) 방문 2 분실로 누락

b) 시험군 02-S004(R001) 방문2 미실시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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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군 대조군

p-value* p-value$N=30 N=28

Mean±SD Mean±SD

Triglyceride 
(mg/dl)

Baseline (방문
1)

157.07±95.60 149.39±69.34 0.7293   　

6주 (방문3) 185.23±126.84 156.57±96.78

Change from 
baseline

28.17±83.23 7.18±70.29 0.3057   0.3084   

p-value** 0.0740   0.5933   　 　

12주 (방문4) 188.27±126.00 138.39±63.60

Change from 
baseline

31.20±95.89 -11.00±41.00 0.0334 0.0291 

p-value** 0.0852   0.1671   　 　

시험군 대조군

p-value* p-value$N=43 N=43

Mean±SD Mean±SD

Triglyceride 
(mg/dl)

Baseline (방문
1)

152.33±89.85 152.35±82.26 0.9990   　

6주 (방문3) 174.16±113.35 153.28±94.04

Change from 
baseline

21.84±76.16 0.93±76.36 0.2071   0.2024   

p-value** 0.0670   0.9367   　 　

12주 (방문4) 172.91±114.70 154.00±82.38

Change from 
baseline

20.58±88.06 1.65±62.96 0.2551   0.2425   

p-value** 0.1329   0.8643   　 　

3) 2차 유효성 검사 

2차 유효성 평가 항목 역시 1차 유효성 평가 항목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유의적 차이는 

없었지만, triglyceride와 Apolipoprotein A1, Apolipoprotein B, Lipoprotein, 혈중동맥경화지수, 

BMI 등의 거의 모든 분석 항목이 시험군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오히려 대조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16. 방문별 Triglyceride 변화량 (FA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ANCOVA

표 17. 방문별 Triglyceride 변화량 (PP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ANC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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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군 대조군

p-value* p-value$N=30 N=28

Mean±SD Mean±SD

Apolipoprotein 
A1

(mg/dl)

Baseline (방문
1)

149.78±18.90 149.21±16.70 0.9051   　

6주 (방문3) 149.01±23.68 147.44±19.60

Change from 
baseline

-0.77±14.96 -1.78±14.00 0.7916   0.7828   

p-value** 0.7810   0.5070   　 　

12주 (방문4) 150.11±23.74 148.60±17.96

Change from 
baseline

0.34±14.66 -0.61±14.24 0.8040   0.7889   

p-value** 0.9008   0.8221   　 　

시험군 대조군

p-value* p-value$N=43 N=43

Mean±SD Mean±SD

Apolipoprotein 
A1

(mg/dl)

Baseline (방문
1)

148.17±22.01 151.37±22.27 0.5049   　

6주 (방문3) 146.70±24.35 148.37±21.73

Change from 
baseline

-1.47±13.54 -3.00±13.59 0.6023   0.7106   

p-value** 0.4820   0.1558   　 　

12주 (방문4) 148.52±26.17 149.10±20.48

Change from 
baseline

0.35±13.43 -2.26±13.80 0.3759   0.4477   

p-value** 0.8647   0.2884   　 　

표 18. 방문별 Apolipoprotein A1 변화량 (FA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ANCOVA

표 19. 방문별 Apolipoprotein A1 변화량 (PP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ANC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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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군 대조군

p-value* p-value$N=30 N=28

Mean±SD Mean±SD

Apolipoprotein 
B

(mg/dl)

Baseline (방문
1)

121.33±18.34 119.43±17.11 0.6847   　

6주 (방문3) 120.97±19.16 115.75±15.14

Change from 
baseline

-0.37±11.47 -3.68±13.92 0.3255   0.2213   

p-value** 0.8622   0.1733   　 　

12주 (방문4) 127.63±50.96 118.93±19.54

Change from 
baseline

6.30±46.73 -0.50±13.51 0.4503   0.4653   

p-value** 0.4662   0.8462   　 　

시험군 대조군

p-value* p-value$N=43 N=43

Mean±SD Mean±SD

Apolipoprotein 
B

(mg/dl)

Baseline (방문
1)

121.47±17.60 120.44±17.75 0.7890   　

6주 (방문3) 120.53±17.56 117.12±17.59

Change from 
baseline

-0.93±10.72 -3.33±13.70 0.3690   0.2914   

p-value** 0.5722   0.1189   　 　

12주 (방문4) 125.19±43.06 119.51±20.36

Change from 
baseline

3.72±39.69 -0.93±14.23 0.4727   0.4631   

p-value** 0.5421   0.6704   　 　

표 20. 방문별 Apolipoprotein B 변화량 (FA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ANCOVA

표 21. 방문별 Apolipoprotein B 변화량 (PP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ANC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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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군 대조군

p-value* p-value$N=30 N=28

Mean±SD Mean±SD

Lipoprotein (a)
(mg/dl)

Baseline (방문
1)

18.86±16.46 17.74±18.44 0.8066   　

6주 (방문3) 18.77±18.95 15.57±16.48

Change from 
baseline

-0.10±5.61 -2.16±4.91 0.1428   0.1400   

p-value** 0.9236   0.0276 　 　

12주 (방문4) 18.92±18.67 17.82±18.38

Change from 
baseline

0.05±6.09 0.08±5.82 0.9860   0.9826   

p-value** 0.9632   0.9431   　 　

시험군 대조군

p-value* p-value$N=43 N=43

Mean±SD Mean±SD

Lipoprotein (a)
(mg/dl)

Baseline (방문
1)

20.41±21.77 15.51±15.79 0.2356

6주 (방문3) 20.54±23.47 13.71±14.23

Change from 
baseline

0.13±5.15 -1.80±4.70 0.0733 0.0681

p-value** 0.8702 0.0161

12주 (방문4) 20.03±21.42 14.79±15.81

Change from 
baseline

-0.38±5.91 -0.72±5.41 0.7849 0.6226

p-value** 0.6717 0.3883

표 22. 방문별 Lipoprotein (a) 변화량 (FA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ANCOVA

표 23. 방문별 Lipoprotein (a) 변화량 (PP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ANC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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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군 대조군

p-value* p-value$N=43 N=43

Mean±SD Mean±SD

혈중 
동맥경화지수

Baseline (방문
1)

3.40±0.86 3.26±0.90 0.4719   　

6주 (방문3) 3.46±1.02 3.16±0.86

Change from 
baseline

0.07±0.66 -0.10±0.62 0.2215   0.1508   

p-value** 0.5155   0.2767   　 　

12주 (방문4) 3.41±0.90 3.18±0.82

Change from 
baseline

0.01±0.49 -0.07±0.61 0.4765   0.3076   

p-value** 0.8819   0.4280   　 　

시험군 대조군

p-value* p-value$N=30 N=28

Mean±SD Mean±SD

혈중 
동맥경화지수

Baseline (방문
1)

3.31±0.78 3.22±0.67 0.6433   　

6주 (방문3) 3.39±1.08 3.17±0.77

Change from 
baseline

0.08±0.69 -0.04±0.48 0.4182   0.4259   

p-value** 0.5120   0.6276   　 　

12주 (방문4) 3.39±0.97 3.12±0.70

Change from 
baseline

0.08±0.48 -0.09±0.49 0.1783   0.1742   

p-value** 0.3753   0.3149   　 　

표 24. 방문별 혈중 동맥경화지수((Total cholesterol – HDL cholesterol)/HDL cholesterol) 변화량 
(FA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ANCOVA

표 25. 방문별 혈중 동맥경화지수((Total cholesterol – HDL cholesterol)/HDL cholesterol) 변화량 
(PP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ANC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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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군 대조군

p-value* p-value$N=43 N=43

Mean±SD Mean±SD

BMI
(kg/m2)

Baseline (방문
1)

24.49±2.98 24.28±2.70 0.7335   　

6주 (방문3) 24.63±3.08 24.20±2.70

Change from 
baseline

0.14±0.48 -0.08±0.45 0.0285 0.0303 

p-value** 0.0569   0.2511   　 　

12주 (방문4) 24.60±3.01 24.21±2.73

Change from 
baseline

0.11±0.53 -0.07±0.57 0.1256   0.1236   

p-value** 0.1663   0.4291   　 　

시험군 대조군

p-value* p-value$N=30 N=28

Mean±SD Mean±SD

BMI
(kg/m2)

Baseline (방문
1)

24.61±2.90 24.27±2.37 0.6288   　

6주 (방문3) 24.69±2.99 24.23±2.41

Change from 
baseline

0.08±0.42 -0.04±0.41 0.2544   0.2727   

p-value** 0.2887   0.5851   　 　

12주 (방문4) 24.64±2.88 24.19±2.48

Change from 
baseline

0.03±0.50 -0.08±0.57 0.4477   0.4425   

p-value** 0.7583   0.4689   　 　

표 26. 방문별 BMI 변화량 (FA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ANCOVA

표 27. 방문별 BMI 변화량 (PP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ANCOVA

4) 장내미생물총 및 혈액과 분변 중의 대사체 분석

시험대상자들의 장내미생물총을 분석한 결과, phylum level에서는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Genus level에서는 Bacteroidetes에 속하는 Bacteroides와 알 수 없는 그룹이 대조군에서는 감소한 

반면 시험군에서는 증가하였으며, Prevotella의 경우에는 대조군에서는 증가하였으며 시험군에서는 

감소하였다. 혈중 SCFA는 두 그룹 모두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대조군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낸 반면, 시험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혈중 bile acid는 역시 유의적 차이는 없으나 시

험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분변 중 SCFA는 PP 분석상에서 두 그룹 모두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지만 (표 31), 대조군에서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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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hylum level에서의 OTUs의 상대적 분포도. OTU 선정은 Macqiime 1.9.1.에

의해 수행되는 uclust taxonomy classifier로 진행하였다. control_initial: 대조군-V2,

control_after: 대조군-V4; subject_initial: 시험군-V2, subject_after: 시험군-V4. 

데이터는 표준오차 없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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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enus level에서의 OTUs의 상대적 분포도. OTU 선정은 Macqiime 1.9.1.에 

의해 수행되는 uclust taxonomy classifier로 진행하였다. control_initial: 대조군-V2, 

control_after: 대조군-V4; subject_initial: 시험군-V2, subject_after: 시험군-V4. 

데이터는 표준오차 없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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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군 대조군

p-value* p-value$N=43 N=43

Mean±SD Mean±SD

혈중 SCFA
(umol/g)

Baseline (방문
1)

492.55±285.31 464.67±262.34 0.6384   　

6주 (방문3) 606.32±338.30 537.90±296.86

Change from 
baseline

113.77±501.69 73.23±422.82 0.6864   0.2651   

p-value** 0.1445   0.2625   　 　

12주 (방문4) 475.91±293.94 498.62±313.72

Change from 
baseline

-16.64±375.57 33.95±283.78 0.4829   0.5939   

p-value** 0.7728   0.4372   　 　

혈중 Bile acid
(umol/L)

Baseline (방문
1)

4.88±1.32 4.96±1.41 0.8011   　

6주 (방문3) 4.54±1.34 4.21±1.59

Change from 
baseline

-0.34±1.83 -0.74±1.67 0.2959   0.2731   

p-value** 0.2225   0.0058   　 　

12주 (방문4) 5.42±1.71 4.66±1.68

Change from 
baseline

0.54±1.93 -0.30±2.01 0.0513 0.0334 

p-value** 0.0728   0.3350   　 　

표 28. 방문별 혈중 SCFA, Bile acid 변화량 (FA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ANCOVA
a):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혈중 FFA 단위 mEq/L에서 uEq/L로 환산하여 

분석함 (uEq/L=1000ⅹmE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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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군 대조군

p-value* p-value$N=30 N=28

Mean±SD Mean±SD

혈중 SCFA
(umol/g)

Baseline (방문
1)

496.18±258.73 423.98±189.89 0.2335   　

6주 (방문3) 622.31±358.40 531.41±292.01

Change from 
baseline

126.13±507.61 107.43±342.03 0.8692   0.2005   

p-value** 0.1840   0.1081   　 　

12주 (방문4) 483.78±293.65 492.74±322.00

Change from 
baseline

-12.40±306.03 68.76±269.70 0.2899   0.4778   

p-value** 0.8259   0.1885   　 　

혈중 Bile acid
(umol/L)

Baseline (방문
1)

4.81±1.35 4.91±1.49 0.7913   　

6주 (방문3) 4.54±1.32 4.44±1.70

Change from 
baseline

-0.26±1.97 -0.47±1.59 0.6691   0.7389   

p-value** 0.4694   0.1322   　 　

12주 (방문4) 5.38±1.70 4.67±1.38

Change from 
baseline

0.58±2.09 -0.24±1.88 0.1263   0.0833   

p-value** 0.1419   0.5119   　 　

표 29. 방문별 혈중 SCFA, Bile acid 변화량 (PP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ANCOVA
a):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혈중 FFA 단위 mEq/L에서 uEq/L로 환산하여 
분석함 (uEq/L=1000ⅹmE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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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군   a) 대조군

p-value* p-value$N=43 N=43 a)

Mean±SD Mean±SD

분변 SCFA
(umol/L)

Baseline (방문
2)

175.57±50.24 164.06±44.39 0.2658

12주 (방문4) 174.09±50.09 161.68±43.68

Change from 
baseline

-1.48±52.67 -2.38±49.97 0.9355 0.4127

p-value** 0.8566 0.7562

분변 Bile acid
(umol/L)

Baseline (방문
2)

224.10±85.90 225.58±107.44 0.9442

12주 (방문4) 182.57±104.23 179.43±112.67

Change from 
baseline

-41.53±109.44 -46.15±112.09 0.8479 0.8582

p-value** 0.0182 0.0099

시험군   a) 대조군   b)

p-value* p-value$N=30 N=28

Mean±SD Mean±SD

분변 SCFA
(umol/L)

Baseline (방문
2)

165.70±53.92 157.09±42.74 0.5203

12주 (방문4) 169.61±50.60 169.26±42.65

Change from 
baseline

3.90±52.32 12.17±48.18 0.5495 0.7733

p-value** 0.6960 0.2095

분변 Bile acid
(umol/L)

Baseline (방문
2)

222.82±88.21 236.33±99.88 0.6000

12주 (방문4) 184.92±107.74 187.15±111.07

Change from 
baseline

-37.91±115.85 -49.17±120.57 0.7276 0.9168

p-value** 0.0948 0.0480

표 30. 방문별 분변 검사 변화량 (FA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ANCOVA
a): (시험군) 03-S017(R012) V2 분변검사 'NA'로 제외

표 31. 방문별 분변 검사 변화량 (PP Se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Two sample t–test
**: Compared within groups; p-value by paired t-test
$: Compared between groups; p-value by ANCOVA
a): (시험군) 03-S017(R012) V2 분변검사, 01-S016(R011) V4 분변검사 'NA'로 제외
b): (대조군) 01-S003(R004), 01-S018(R012) V4 분변검사 'NA'로 제외

5) 안전성 평가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임상시험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다고 판단될 만한 이상반응은 발생하지 않았

으며, 시험대상자들의 혈액학적/혈액화학적 검사, 뇨 검사, 활력징후 (맥박, 혈압), 심전도 등에서도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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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① 본 인체적용시험은 Lb. rhamnosus BFE5264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능을 확인하고자 진행하였

으나, 인체적용시험에서 대조군과 섭취군 간에 BFE5264의 섭취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는 없었으며, 장내 미생물총과 대사체 변화에 있어서의 차이도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대조군의 

경우에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혈액과 분변 중의 SCFA 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험 결과가 기대했던 바와 반대적 경향을 보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인

체적용시험의 진행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우선적으로 파악된 사항은, 례수의 차이가 크

지는 않지만, 고지혈증 가족력을 가진 경우가 시험군에서 더 많았다는 점과, 대조군에서 에너지 섭취

량은 적은 반면 신체활동량은 컸던 것으로 분석된 점이다. 즉, 시험식품을 섭취하는 기간 동안 시험

군보다 대조군의 피험자들이 식이나 생활습관 관리가 잘 수행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 다른 원인

은, 시험식품의 섭취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즉 순응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

내에 일시적으로 부착하는 유산균의 특성상 매일 꾸준한 섭취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시험에서는 

순응도 cut off를 80%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분석 결과, 이에 해당하는 시험대상자의 례수가 58명으

로 크게 감소함으로써 그룹간 통계적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순응도를 70% 

이상으로 낮추어 다시 통계 분석하였으나 역시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는 시험식품의 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역시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순응도의 cut off를 높일 경우에는 분석 례수가 적어짐으로써 유의적인 차이가 

날 확률이 낮아지고, 순응도 cut off를 낮출 경우에는 시험식품을 복약을 제대로 하지 않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바이오틱

스 유산균의 인체적용시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험대상자의 복약 순응도를 최대한 

높여야 하며,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관리약사의 적극적인 복약지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여겨졌다. 

② 본 연구의 결과와 경험을 토대로 인체적용시험의 재실시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 성공적인 인체적용시험을 위한 전략

- 인체적용시험 설계 단계부터 CRO 및 임상시험 수행 병원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전임상 

시험과 연계된 수행 방법과 분석항목을 디자인할 것

- Pilot study를 통해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유효 용량을 미리 설정함과 동시에 본 시험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실패 요인들을 미리 체크하여 사전에 발생위험을 없앨 것 

- 피험자 스크리닝 단계에서 가족력 및 식습관, 운동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 분석에 활용할 것

- 인체적용시험 수행 책임자의 지도 아래 철저한 시험식품 복용을 지도하여 순응도를 향상시키고 

식습관 여부를 체크할 것

- 연구 수행병원을 1곳으로 하여 모니터링 및 피험자 관리가 용이하도록 할 것

◯ 재시험 일정

- 2019년 하반기부터 재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성 시험 특성상 피험자 모

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약 20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개별인정형 신청 및 획득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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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추진일정(2019년 하반기 ~ 202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CRO 및 수행기관 
선정

인체적용시험 자료집 
작성

프로토콜 개발 및 IRB 
심의

인체적용시험 수행

결과 수집 및 
통계분석

최종 보고서 작성 및 
IRB 보고

개별인정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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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Lb. rhamnosus BFE5264의 전장 유전체 해독 및 유용 유전자원 분석

 1. Lb. rhamnosus BFE5264의 전장 유전체 서열을 서열 등록 기관에 등록

   

NCBI NABIC

Bioproject PRJNA308635

Biosample SAMN04404358

Localid contig.1.cir

Accession CP014201

Size 3,068,152 bp

등록번호 : NG 0718-000001

   

 2. Lb. rhamnosus BFE5264 유전체 분석

1) Lb. rhamnosus 종의 유전체 분석 현황

○ 일반 현황

NCBI 웹사이트의 유전체 해독 현황(https://www.ncbi.nlm.nih.gov/genome/genomes/913; 

GenBank 등록 자료 기준)에 의하면 2018년 2월 중순 현재 Lb. rhamnosus 종(tax ID: 47715)에는 

총 129건의 시퀀싱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assembly level이 complete genome 수준인 

것은 12개, chromosome 수준은 2 개다. 표준 균주(type strain)인 DSM 20021(=JCM 1136 

=NBRC3425)은 아직 유전체 서열 시퀀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서 GCA_001435405.1(Scaffold 

level)과 GCA_000615245.1(Contig level)의 두 건이 등록된 상태이다.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서 널

리 쓰이는 Lb. rhamnosus GG(ATCC 53103)는 핀란드 헬싱키대(assembly accession: 

GCA_000026505.1)와 일본 동경대(GCA_000011045.1)에서 2009년 9월 유전체 서열 정보를 공개

하였다.

천랩의 EzBioCloud public genome database에 의하면 129건의 유전체가 Lb. rhamnosus 

species로 등록된 상태이며, original label 역시 전부 동일한 종명을 따르고 있어서 공개된 Lb. 

rhamnosus 유전체의 종 수준 분류 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여겨졌다. 참고로, EzBioCloud에서는 

표준 균주와 비교한 ANI(Average Nucleotide Identity) 수치가 95%인 경우에만 query 균주를 표

준 균주와 동일한 species에 속하는 것으로 할당한다.

Lb. rhamnosus의 비교유전체학적 분석을 위한 NCBI의 RefSeq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수집하였다

(ftp://ftp.ncbi.nlm.nih.gov/genomes/refseq/bacteria/assembly_summary.txt). GenBank 자료는 연

구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므로 간혹 정밀한 QC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도 존재하며, 유전체 

주석화에서도 통일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RefSeq 자료는 GenBank에 등록된 유전

체 서열을 기반으로 하지만 QC 기준에 못 미치는 자료는 배제시키며(예: 완성도가 너무 낮거나 

pseudogene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표준 균주 자료의 중복을 제거하고, PGAP(Prokaryotic 

Genome Annotation Pipeline)에 따라서 재주석화를 실시한다. 단, GenBank 자료에 포함된 original 

gene call을 old locus tag으로 연결하여 준다. 예를 들어서 GenBank에서 어떤 유전자의 locus tag

이 AWJ15_00005이었다면, RefSeq에서 새롭게 예측한 유전자가 이와 대응하는 경우 

AWJ15_RS00005라는 locus tag을 부여하고 AWJ15_00005는 old locus tag qualifier의 값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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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Level
1

Assembly2
S i z e 

(Mb)
%GC Replicons3 Gene4 Protein5

BFE5264 CG
GCF_001988935.

1
3.11476 46.76 C + one P 3206 2931

GG 
(ATCC 53103)

CG
GCF_000026505.

1
3.01011 46.70 C 3062 2860

Lc 705 CG
GCF_000026525.

1
3.03311 46.63 C + one P 3254 2811

ATCC 8530 CG
GCF_000233755.

1
2.96034 46.80 C 2958 2776

LOCK900 CG
GCF_000418475.

1
2.88338 46.80 C 2901 2734

LOCK908 CG
GCF_000418495.

1
2.9909 46.80 C 2988 2811

Pen CG
GCF_002076955.

1
2.88497 46.80 C 2907 2729

4B15 CG
GCF_002158925.

1
3.04784 46.70 C 3214 2928

LR5 CG
GCF_002286235.

1
2.97259 46.70 C 3025 2808

DSM 14870 CG
GCF_002287945.

1
3.01315 46.70 C 3057 2842

BPL5 CG
GCF_900070175.

1
3.02403 46.70 C 3042 2854

ASCC 290 C (1)
GCF_001590655.

1
2.90389 46.70 C 2895 2734

DSM 20021
S 

(38)

GCF_001435405.

1
2.9491 46.70 NA 2962 2781

당하여 준다. 실제로는 GenBank에 새로운 미생물 유전체를 제출하는 경우 등록자의 자체 주석화 결

과보다는 NCBI의 PGAP을 사용하여 주석화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서 GenBank와 

RefSeq 자료 사이의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실정이다.

○ 유전체 비교 분석을 위한 자료의 선택

RefSeq의 assembly summary 파일에 따르면 Lb. rhamnosus의 유전체 시퀀싱 자료는 총 111 건

이며 Complete Genome 레벨은 12건으로 NCBI Genome 웹페이지의 현황과 같으나 Chromosome 

레벨인 것은 ASCC 290 strain (GCF_001590655.1) 1건만 존재하였다. Chromosome 레벨로 

GenBank에 등록된 Lb. rhamnosus WQ2(GCA_002025085.1) 균주의 유전체 정보는 RefSeq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교유전체학적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RefSeq에서 내려받은 

111건 중에서 두 건이 존재하는 GG strai의 GCF_000026505.1의 것만을 남긴 110건을 기준으로 

하였다. Complete Genome 또는 Chromosome level에 해당하는 12 건(Lb. rhamnosus BFE5264 

포함)과 표준 균주의 유전체 일반 특성을 다음의 표 1에 비교하였다.

표 1. Lb. rhamnosus 13개 주요 균주의 유전체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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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G, complete genome; C, chromosome; S, scaffold.
2 RefSeq assembly version
3 C, chromosome; P, plasmid. 괄호 안의 숫자는 scaffold의 수.
4 RNA gene과 pseudo 포함.
5 Pseudo 제외.

Genes (total) = CDS (total) + RNA
CDS (total) = CDS (coding) + Pseudo
Genes (coding) 
    CDS (coding)
      hypothetical protein
Genes (RNA)
    rRNAs
    complete rRNAs
    tRNAs
    ncRNAs
Pseudo Genes (total)
    Pseudo Genes (ambiguous residues)
    Pseudo Genes (frameshifted)
    Pseudo Genes (incomplete)
    Pseudo Genes (internal stop)
    Pseudo Genes (multiple problems)
CRISPR Arrays

3,206
3,128
2,931
2,931
543
78
5, 5, 5 (5S, 16S, 23S)
5, 5, 5 (5S, 16S, 23S)
60
3
197
0 of 197
89 of 197
76 of 197
60 of 197
23 of 197
2 (1389288..1390446, 

1392048..1393139)

 

2) Lb. rhamnosus BFE5264의 유전체 주석화

○ PGAP을 사용한 기본 유전체 주석화 (GenBank 제출본)

BFE5264의 유전체 주석화는 NCBI의 PGAP version 4.1(gene prediction tool은 GeneMarkS+ 

사용)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결과 요약은 표 2에 나타내었다. Pseudo를 제외한 2,931개의 단백질 

암호화 유전자 중에서 2,388개 (81.5%)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543개의 유전자

는 기능을 알지 못하는 유전자(product=hypothetical protein)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PGAP에 의한 BFE5264의 genome annotation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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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Lb. rhamnosus BFE5265 염색체의 원형 지도. 복제 원점 추정의 근거가 되는 

dnaA gene(chromosomal replication initiator protein DnaA)의 위치는 

2208645..2209994(forward strand)이다.. BLAST analysis(1 to 3, 바깥에서 안쪽방향)에 

사용한 유전체 서열은 각각 strain 979, DSM 20021(T) 및 GG(=ATCC 53103)을 사용하

였다. Map 작성에는 CGView server

(http://stothard.afns.ualberta.ca/cgview_server/index.html)를 사용하였다.

○ Conserved domain 검색(CD-Search)를 이용한 도메인 검색

NCBI의 CDD(Conserved Domain Database)에 대한 검색을 이용하여 2,831개의 유전자 산물이

보유한 도메인 구조를 파악하여 functional annotation coverage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검색에는

50,369개의 PSSM(Position-Specific Scoring Matrix)으로 구성된 CDD를 사용하였다. 총 2297 개

(74.4%)의 단백질로부터 1개 이상의 도메인이 확인되었으며, 여기에는 92개의 hypothetical protein

이 포함되었다. 유전체 주석화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functional categorization 결과를 얻기 위하

여 PGAP의 gene prediction 결과를 사용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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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G(Clusters of Orthologous Groups) Analysis

2014년도에 발표된 COG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PGAP가 예측한 유전자의 단백질 번역 

서열에 대한 COG assignment 및 functional classification을 실시하였다. Pseudo를 제외한 전체 

2,931개의 유전자 중에서 2,426개(82.8%)의 유전자에 대하여 functional category를 할당할 수 있

었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카테고리는 [G] Carbohydrate transport and metabolism로서 전

체 유전자의 10.3%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그림 2. Lb. rhamnosus BFE5265 유전자의 functional classification

○ RAST server를 이용한 subsystem classification

PGAP 결과물(GenBank flat file)을 RAST server에 업로드한 뒤 original gene call을 그대로 사

용하여 functional annotation을 실시하였다. 전체 2,931개의 유전자 중에서 2,069개(70.6%)의 유전

자에 subsystem이 할당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functional category를 할당할 수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subsystem은 Carbohydrate로서 18.8%의 유전자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COG 

functional classification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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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Lb. rhamnosus BFE5265 유전자의 functional classification

○ Genomic Island의 예측

수평적 전달을 통해 외부에서 유입된 유전자군(genomic island, GI)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염색체와 플라스미드 서열을 IslandViwer 4(http://www.pathogenomics.sfu.ca/islandviewer/)   

에 업로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 서비스에서는 IslandPath-DIMOB, SIGI-HMM 및 

IslandPick 도구를 이용하여 그 분석 결과물을 유전체 상의 위치에 따라 병합하여 제공한다. 

BFE5264의 염색체 서열에서는 총 21곳의 GI가 예측되었는데, 알려진 virulence factor나 

resistance gene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4). 단, 11개의 resistance gene homolog가 예측되었지

만 실제 product의 점검 결과 BFE5264의 프로바이오틱적 유용성에 지장을 줄만 한 것은 전혀 아니

었다. Genomic island에 포함된 유전자들의 주요 기능은 prophage, transposase, recombinase, 

sugar metabolism 관련 유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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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antiSMASH에 의한 이차대사물 생합성 유전자군(BGC) 예측 결과

그림 6. Bacteriocin을 합성할 것으로 예측되는 cluster 9의 유전자군 구조. 고동색은 생합성 

유전자, 파랑색은 transport와 관련된 유전자를 나타낸다.

그림 4. 염색체 상에서 예측된 genomic Island. 가장 

바깥쪽(빨강)은 통합 결과, 파랑색은 

IslandPath-DIMOB, 주황색은 SIGI-HMM, 녹색은 

IslandPick, 분홍색 원은 homologs of resistance 

genes.

○ 이차대사물 생합성 유전자군의 예측

BFE5264가 생성 가능한 유용 이차대사물 생합성 유전자는 antiSMASH v4.1.0을 이용하여 예측하

였다. 유전자 클러스터의 탐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ClusterFinder 기능을 활성화하였으며 나머

지 파라미터는 전부 기본 조건을 수용하였다. 분석 결과 하나의 bacteriocin 생합성 유전자군

(AWJ15_RS08005 및 주변부)을 비롯한 총 11개의 클러스터가 예측되었으나 대부분은 알려진 

biosynthetic gene cluster(BGC)와의 유사도가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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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parative genomic analysis

○ Average nucleotide identity(ANI)를 이용한 분석

비교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110개 strain의 유전체 서열 간 유사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우선 dRep

을 사용한 클러스터링을 실시하였다. 이 도구에서는 MinHash 알고리즘(MASH)을 이용한 빠른 일차 

클러스터링과 ANIcalculator(https://ani.jgi-psf.org/html/download.php?; protein-coding gene의 

nucleotide identity 및 aligned fraction 계산)를 이용한 정확한 ANI 계산의 두 단계로 나누어서 분

석을 실시한다. 일차 클러스터링 결과 110개의 모든 균주는 동일 species로 간주할 수 있는 ANI 

cutoff 이내(95~96%)에 전부 묶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7). BFE5264를 포함한 13종의 집중 비교 

대상 균주는 MASH dendrogram 내에서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각 유전체의 유

사도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dendrogram으로는 BFE5264와 가장 가까운 균주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서 dRep의 이차 클러스터링 결과 파일로부터 ANI 및 AF(aligned fraction) 정보를 추출하

여 정리한 결과 L156.4 strain (GCF_001991035.1)이 BFE5264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98.66% ANI), complete genome 중에서는 GG strain (ATCC 53103, GCF_000026505.1)이 

가장 가까웠다 (표 3). BFE5264을 포함한 109 genome pair의 ANI 값은 최대 98.66%, 평균 

97.95%, 중간값 97.77% 및 최소 97.04%였다. 한편 BFE5264에 대한 AF의 최고치는 0.885(평균 

0.8471, 최소 0.7750)로서 이에 해당하는 strain은 총 5 건(ANI range: 98.15~98.48%)이었다. 이

상의 순위 자료는 1:1 유전체 비교를 통하여 strain 간의 특이적 유전자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

다.

ANI에 의한 군집화 구조를 좀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pyani

(https://github.com/widdowquinn/pyani)를 사용한 ANI(blast) heatmap을 작성하였다 (그림 8). 

ANI의 개념은 유사하지만 실제 사용된 계산 방법과 클러스터링 방법에 따라서 군집의 topology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그림 9). ANIb 수치를 이용하였을 때 BFE5264과 가장 가까운 균주는 

L154.6(98.40%)로 나타났으며, 이는 ANIcalculator에 의한 것과 같았으나 나머지 균주의 순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 4).



51

그림 7. MASH를 이용한 110개 Lb. rhamnosus strain의 유전체 클

러스터링. 하이라이트한 것은 assembly level이 chromosome 이상

인 11개 유전체이며 표준균주는 녹색 밑줄로 표시하였다.

     



52

Strain 및 assembly accession ANI AF

L156.4_GCF_001991035.1 98.66 0.865

Lrh1_GCF_001656755.1 98.65 0.815

Lrh38_GCF_002103155.1 98.645 0.85

PEL6_GCF_000712515.1 98.64 0.87

Lrh9_GCF_001656785.1 98.64 0.86

Lrh18_GCF_001657055.1 98.64 0.87

Lrh14_GCF_001657115.1 98.64 0.87

313_GCF_001044415.1 98.64 0.87

PEL5_GCF_000712505.1 98.63 0.87

Lrh8_GCF_001656535.1 98.63 0.87

Lrh7_GCF_001656815.1 98.63 0.87

Lrh16_GCF_001657085.1 98.63 0.86

RI-004_GCF_001981725.1 98.625 0.865

HCT70_GCF_001756565.1 98.625 0.86

Lrh32_GCF_001656545.1 98.62 0.87

Lrh2_GCF_001657025.1 98.62 0.825

Lrh17_GCF_001657075.1 98.62 0.865

GG_ATCC_53103_GCF_000026505.1* 98.62 0.87

4B15_GCF_002158925.1* 98.62 0.865

Lrh46_GCF_002103215.1 98.605 0.86

gANI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상위 20 건만을 표시하였다. 별

표(*)는 complete genome sequence를 의미한다.

Strain 및 assembly accession ANIb
L156.4_GCF_001991035.1 98.40%
RI-004_GCF_001981725.1 98.39%
Lrh17_GCF_001657075.1 98.36%
313_GCF_001044415.1 98.35%
Lrh18_GCF_001657055.1 98.35%
Lrh46_GCF_002103215.1 98.34%
Lrh9_GCF_001656785.1 98.33%
Lrh7_GCF_001656815.1 98.33%
PEL6_GCF_000712515.1 98.33%
P4_GCF_002406745.1 98.32%
PEL5_GCF_000712505.1 98.32%
Lrh8_GCF_001656535.1 98.32%
Lrh32_GCF_001656545.1 98.32%
214_LRHA_GCF_001062955.1 98.31%
Lrh1_GCF_001656755.1 98.31%
HCT70_GCF_001756565.1 98.31%
HN001_GCF_000173255.4 98.31%
Lrh14_GCF_001657115.1 98.31%
Lrh16_GCF_001657085.1 98.30%
GG_ATCC_53103_GCF_000026505.1* 98.30%

상위 20 건만을 표시하였다. 별표(*)는 complete genome sequence를 의

미한다.

                표 3. BFE5264에 대한 다른 균주의 gANI 및 AF 결과(dRep secondary 

                    clustering using ANIcalculator).

               표 4. pyani를 이용한 ANI(blast)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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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pyani를 이용하여 작성한 Lb. rhamnosus 110 strain의 ANI heatmap. 

○ Phylogenetic analysis

ANI 기반 분석은 각 유전체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효율적으로 군집화할 수 있는 기법이지만 각

균주의 실제적인 계통발생학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core gene alignment를 이용한 계통수 작

성이 필수적이다. 본 과정에서는 pan genome analysis tool의 일종인 Roary를 사용하여 core gene

과 accessory gene을 추출하였다. 110개 strain의 유전체 정보를 전부 사용하였을 경우 942개의 

core gene이 얻어졌으며, core와 accessory gene을 전부 합하여 7956개의 유전자 클러스터가 확

보되었다. Core gene 서열은 Prank를 사용하여 다중 서열 정렬을 실시한 뒤 FastTree 2를 사용하

여 approximately maximum-likelihood tree를 작성하였으며, 계통수의 시각화에는 iTOL을 사용하

였다. 그림 9에서 보였듯이 BFE5264는 다른 20개의 strain과 함께 하나의 monophyletic group을 

이루지만 ANI analysis에서 가깝게 묶였던 strain들이 특이하게도 다른 곳에 위치함을 발견하였다



54

그림 9. ANI를 이용하여 작성한 dendrogram의 비교. (A) dRep secondary clustering 

(ANIcalculator). (B) pyani (ANI blast). 

(노랑색 배경으로 표시). 그리고 BFE5234는 그룹 내에서도 가장 외곽에 위치한 별도의 branch에 단

독으로 존재하였다. ANI는 단지 두 유전체 사이에서 MUMmer나 BLASTN의 방법으로 alignment가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치를 계산하므로, 만약 유사도가 높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예: 

horizontal gene transfer)로 구성된 composite genome이라면 유전적 거리가 있어도 ANI는 비정상

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일 종 확인 목적의 1:1 유전체 비교에

서는 aligned fraction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서 유사도가 높은 genome을 지나치게 많이 샘플링한 것이 ANI tree와 core 

gene-based phylogenetic tree와의 불일치를 유도한 것이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하여 표 1에서 나

열한 13 개 주요 균주의 유전체 서열만을 선택하여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0). 그러나 여기에

서도 상당한 수준의 불일치가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빈번한 recombination

이나 lineage-specific gain or loss 등 여러 가지 원인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혹은 FastTree보다 

정확한 표준적인 maximum likelihood 기반의 계통수 작성 도구인 RAxML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Strain-specific region의 탐색

동일 종을 구성하는 전체 세균 유전체의 집합적 구성(“pan genome)은 모든 균주가 공유하는 

core genome과 각 균주 특이적인 accessory genome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균주

만이 보유한 유전체 상의 특이적 영역은 해당 균주의 accessory gene 분포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전자 기반의 방법 외에도 직접 분석 대상 genome에 다른 비교 genome을 BLASTN 등

의 방법으로 검색하여 match가 되지 않는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단, 후자의 경

우 검색 전에 비교 genome 서열을 일정 길이로 단편화하는 전처리 작업이 필요하다.



55

그림 10. 942개의 core gene alignment(683790 bp)를 이용한 

110 strain의 계통수. Chromosome level 이상의 스트레인 및 표

준 균주는 굵은 라벨로 표현하였다. 노랑색 배경은 ANI 

dendrogram에서 BFE5264(빨강색)와 가깝게 묶였던 균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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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선정된 13 개 주요 strain에 대한 계통수 분석. (A) pyani로 계산한 ANI(blast) 수치를 

이용한 dendrogram. (B) Roary로 1896 개의 core gene을 추출하여 정렬한 것(1756758 bp)을 

FastTree 2로 처리하려 그린 phylogenetic tree. 빨강색 점선 상자로 둘러싼 것은 ANI tree와는 

다른 topology를 보이는 taxon.

Pan genome analysis tool인 Roary에서는 core gene sequence에 대한 다중서열정렬을 제공하

여 phylogenetic tree를 작성하게 해 줌과 동시에 accessory gene의 정보를 제공한다. Core gene

에 속하지 못한 유전자라 하여도 (1) 해당 균주만이 보유한 유전자일 수도 있고, 혹은 (2) 일부 균주

가 공유하는 유전자 클러스터일 수도 있음. 따라서 각 균주 특이적인 유전자를 확보하려면 Roary의 

accessory gene 관련 결과물로부터 (1)을 회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Pan genome의 개념에 의하면 

이러한 균주 특이적인 유전자는 비교 대상 균주(유전체)의 수에 따라서 변동한다. 예를 들어서 3000 

개의 유전자를 지닌 두 균주를 비교하여 각 400 개씩의 균주 특이적 유전자를 산출했다 하여도, 비

교 대상 균주의 수를 점차 늘려 나간다면 400개의 균주 특이적 유전자는 새롭게 비교 대상에 포함

된 다른 균주의 특이적 유전자와 공통 관계(물론 전체 균주에 대하여 공통 관계는 아님)를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1 비교 혹은 적은 수의 균주 집단을 비교하여 얻은 각 균주 특이적인 유전

자들은 만약 해당 종의 모든 균주로 비교 대상의 범위를 넓혀 나간다면 그 수가 더욱 줄어들 수 있

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Lb. rhamnosus의 110개 균주 전체와 집중 분석 대상 균주인 13개로 비교 분석 범위를 구분하였

을 때, Roary가 산출한 accessory gene 결과물로부터 각 균주의 특이적인 유전자를 집계하였다(표 

5). 예상했듯이 비교의 범위가 확장될수록 각 균주가 보유한 특이적 유전자의 수는 현저하게 감소하

였으나, 특이하게도 BFE5264는 다른 어느 균주보다 accessory gene의 수가 많았다. 13개 주요 균

주 중에서 BFE5264의 유전체 크기가 가장 크다는 것도 다른 균주에 비해서 특이적인 유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BFE5264의 특징은 core gene sequence 

alignment를 이용한 phylogenetic tree에서 BFE5264가 그룹 내에서 가장 루트에 가깝게 위치한 곳

에서 별도의 가지를 치고 존재하는 현상을 연관 지어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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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명 및 assembly accession N = 13 N = 110

BFE5264 GCF_001988935.1 237 89

GG (ATCC 53103) GCF_000026505.1 8 3

Lc 705 GCF_000026525.1 50 7

ATCC 8530 GCF_000233755.1 51 0

LOCK900 GCF_000418475.1 19 0

LOCK908 GCF_000418495.1 21 3

Pen GCF_002076955.1 19 0

4B15 GCF_002158925.1 60 34

LR5 GCF_002286235.1 214 39

DSM 14870 GCF_002287945.1 125 11

BPL5 GCF_900070175.1 137 12

ASCC 290 GCF_001590655.1 3 1

DSM 20021 GCF_001435405.1 2 0

    표 5. 비교 대상 균주의 확장에 따른 각 균주별 특이적 유전자의 변화.

염색체 상에 특이적 영역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파악하려면 이상과 같은 유전자 단위의 분석 방

법이 아니라 BFE5264 염색체에 직접 비교 대상 유전체 서열을 정렬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다. 만약 

특정 영역에 이러한 유전자들이 모여 있다면 HGT에 의해서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

구에서는 BRIG를 사용하여 BFE5264의 유전체가 특이적으로 갖고 있는 영역을 시각화하였다 (그림 

12). BFE5264가 특이적으로 보유한 영역은 대부분 GI와 일치하였으며, insertion 

sequence/transpoase 및 prophage-related sequence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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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BRIG를 이용한 유전체 비교의 시각화. IsandViewer로 예측된 GI의 위치와 

기능을 추가하였다. 가장 안쪽부터 GC content(GI는 빨강색 영역으로 표시), GC 

skew, LOK900, Pen, DSM 14870, 4B15, Lc 705, LR5, ATCC 8530, ASCC 290, 

GG (ATCC 53103), BPL5, DSM 20021, L156.4, LOK908. 

○ 유용 유전자의 분포 비교

BFE5264의 유전체를 분석했을 때, Lb. rhamnosus GG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단백질 성분인 

p40과 p75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3, 14). p40은 CHAP domain-containg protein이

며 p75는 glycoside hydrolase로 알려져 있는 단백질이다. Human intestinal epithelial cell에 있어

서 anti-apoptopic effect와 cell protective effect를 나타냄으로써 anti-inflammation 효능을 보이

는 secreted proteins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BFE5264에서, p40은 2255번째 ORF에 위치하고 

있으며, p75는 2564번째 ORF에 위치하고 있다. Lactobacillus species 중에서는 rhamnosus와 

casei에서만 보고되고 있는 표면 단백질인데, 그 원인을 두 species간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진화학

적 측면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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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Lb. rhamnosus BFE5264와 Lb. rhamnosus GG 의 p40 amino acid sequence 비교

그림 14. Lb. rhamnosus BFE5264와 Lb. rhamnosus GG 의 p75 amino acid sequenc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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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No. 
Identification Source

Acid and bile resistance

Initial Cell 

Number

Treatment

pH 2.5, 1hr 3% oxgall, 3hr

F7 Lb. helveticus Feces 2.4 X 108 2.1 X 108 3.6 X 107

A-2 Lb. sakei Kimchi 8.5 X 107 6.8 X 107 2.2 X 107

B-2 Lb. plantarum Kimchi 3.1 X 108 6.6 X 107 8.2 X 107

R65 Lb. brevis raw milk 1.6 X 108 1.9 X 108 8.3 X 107

R71 Lb. plantarum raw milk 1.8 X 108 1.1 X 108 3.4 X 107

MM1-2 Lb. gasseri human milk 1.7 X 108 4.2 X 107 1.2 X 107

F-LBS-2 Lb. gasseri Feces 1.9 X 109 1.4 X 108 5.8 X 107

YJ2 Lb. sakei Kimchi 2.6 X 107 1.3 X 107 7.6 X 106

Yeolmu Lb. sakei Kimchi 4.5 X 108 4.9 X 107 1.5 X 107

PHJ2 Lb. sakei Kimchi 2.9 X 108 7.0 X 107 6.5 X 106

균주 기탁 번호

Lactobacillus sakei PHJ2 KCTC18667P

Lactobacillus sakei YJ2 KCTC18668P

3. 유용 유전자원의 확보

1)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후보 균주의 발굴

본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본사는 새로운 기능성을 가지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주를 

개발하고자 다양한 식품 및 신생아의 분변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크리닝 작업을 수행해 왔다. 여러 

종류의 분리원로부터 유산균 배양배지에 배양하여 나온 콜로니를 대상으로 내산성 및 내담즙성을 

테스트하여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균주들의 16S 염기서열을 분석, 동정하는 방법으로 총 9종의 후보 

유산균들을 확보하였다.  

  표 1. 본 과제에서 분리된 후보 균주의 내산성 및 내답즙성 

2) Candida albicans에 항균활성을 보이는 유용 미생물 발굴

본 연구에서는 BFE5264를 비롯하여 새롭게 분리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들 중에서 질염세균인 C. 

albicans의 증식을 저해하는 균주를 개발하기 위한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예비실험을 통해 

Lb. sakei PHJ2와 Lb. sakei YJ2, BFE5264, 그리고 기존에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 균주인 Lb. 

plantarum HAC01의 C. albicans에 대한 증식저해활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후 실험은 이들을 대

상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Lb. sakei PHJ2와 Lb. sakei YJ2는 특허 기탁하였다.

① 질염 세균에 대한 4개 유산균주의 항균 작용

YM broth에 배양한 C. albicans를 18시간 배양하여 1× cfu/mL가 되도록 동일한 배지를 이용

하여 희석하였다. 4개의 유산균주는 각각 20 mL MRS broth에서 18시간 배양한 다음, 3,000 rpm,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을 동결건조하였다. 동결건조한 배양액은 PBS에 녹인 후 0.2 μm 

필터로 여과멸균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96 well plate에 1×106 cfu/mL의 C. albicans 배양액과 

각 유산균주 동결건조액을 100 μL 씩을 넣고 37℃, 24시간 배양한 후 OD600nm 값을 측정함으로

써 항균활성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4개의 균주 모두 C. albicans에 대해 항균력을 나타내었으며, 

다만 Lb. sakei PHJ2의 경우는 항균력이 다른 세 개의 균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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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 Lb. sakei PHJ2 Lb. sakei  YJ2
Lb. plantarum 

HAC01

Lb. rhamnosus 
BFE5264

Growth inhibition 

rate(%)
47.59±1.47 83.09±1.16 87.93±0.88 80.97±0.70

균주 Lb. sakei PHJ2 Lb. sakei  YJ2
Lb. plantarum 

HAC01

Lb. rhamnosus 
BFE5264

%Co-aggregation 31.62 41.65 34.81 31.22

Growth inhibition rate(%)=


X100

ODcontrol: 유산균 배양농축액을 넣지 않은 샘플의 OD값

ODcfs: 유산균 배양농축액을 넣은 샘플의 OD 값

표 2. 4개 분리 균주의 C. albicans에 대한 항균 활성

② 질염 세균에 대한 4개 유산균주의 공응집능 (co-aggregation) 활성

YM agar plate에 배양한 C. albicans의 colony를 이용하여 McFarland No. 4의 현탁액을 

만들었다. 실험하고자 하는 4개의 유산균주에 대해서도 MRS agar plate에 배양한 colony를 

이용하여 같은 농도의 현탁액을 만들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질염 세균의 현탁액과 각 유산균주의 

현탁액을 6 well plate에 1 mL씩 첨가하여 37℃에서 4시간동안 배양한 다음 아래 식에 의해 

공응집능 정도를 계산하였다. 한편으로는, 배양액 일부를 슬라이드 글라스에 도말한 후 crystal 

violet으로 염색하여 현미경 관찰하였다.

Co-aggregation(%) =   
     

 유산균현탁액의   병원체현탁액의   유산균과병원체혼합액의

유산균이 질염세균에 대해 응집능을 보이는 것은 질염세균이 질 세포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질염 세균에 의한 발병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실험 결과 (표 

3), C. albicans에 대해 Lb. sakei YJ2가 가장 높은 응집율 정도를 보였으며, Lb. sakei PHJ2와 

Lb. plantarum HAC01, Lb. rhamnosus BFE5264도 30% 이상의 응집율을 보였다. 또한, 유산균과 

C. albicans의 응집 정도를 염색을 통해 현미경 관찰한 결과에서도, 본 실험에 사용한 4개 유산균주 

모두 C. albicans 세균에 잘 부착하는 것을 관찰했으며, 특히 hyphae에도 부착하는 모습을 보여 C. 

albicans의 증식을 저해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었다 (Fig. 4). 

표 3. 4개 분리 균주의 C. albicans에 대한 항균 활성

이상의 실험을 통해, 실험에 사용한 4개의 균주는 C. albicans의 증식을 저해하거나 질내 세포에 

부착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염 세균에 대한 저해 및 응집능 정도는 유산균의 

strain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Lb. sakei PHJ2의 경우는 C. albicans 에 대한 항균력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C. albicans에 대한 응집능은 실험한 균주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따라서 

균주들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균주를 혼합해서 사용할 경우 질염 세균에 대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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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유산균주와 C. albicans의 

공응집능의 현미경 관찰. (A), Lb. 

sakei PHJ2; (B), Lb. sakei YJ2; 

(C), Lb. plantarum HAC01; (D), 

Lb. rhamnosus BFE5264. x1,000.

③ 동물실험 

4개 유산균주가 질염 세균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7주령된 암컷 생쥐(BALB/c mice)를 구입하여 1주일간 순화시킨 후 체중을 측

정하고 C. albicans와 유산균 대신 PBS만 투여하는 음성 대조군, C. albicans를 접종하고  유산균 

대신 PBS를 투여하는 양성 대조군, C. albicans와 유산균을 모두 투여하는 실험군으로 나누었다.각 

그룹별로 soybean oil (Sigma E7381)에 녹인 0.1mg의 베타 에스트라디올(beta-esteradiol 

3-benzonate, Sigma E8515)을 실험 시작하기 3일전부터 복강 투여하기 시작하여 2일 간격으로 

실험이 끝날 때까지 투여하면서 호르몬 조절 및 estrous cycle을 유도하였다. 실험 시작일에 C. 

albicans를 1×105 cfu/10 uL 농도로 질 내로 직접 감염시킨 후 1×106 cfu/10 uL 의 유산균 혼합

배양액을 투여하였다. 유산균 혼합배양액은 Lb. sakei PHJ2, Lb. sakei YJ2, Lb. plantarum 

HAC01, Lb. rhamnosus BFE5264의 4개 균주 배양액을 혼합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 시작일

부터 매일 1회씩 총 4일간 유산균 혼합배양액을 질 내에 투여하였으며, 4일째에 해부하여 자궁과 질

을 적출한 후 초음파 파쇄기로 파쇄하여, 13,000rpm, 10분간 원심분리한 뒤 상층액만 분리하였다. 

이후 상층액으로부터 DNA를 추출하여 C. albicans 검출용 Real time PCR kit를 이용하여 정량 분

석하였으며, 키트 제조업체의 매뉴얼에 따라 Ct값이 35이상일 경우 음성으로 판별하였다.  

Real time PCR 실험 결과, 유산균 배양혼합액을 투여하지 않은 양성 대조군은 모든 실험 마우스

에서 C. albicans가 검출된 반면, 4개 유산균의 배양혼합액을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C. albicans의 검

출량이 감소하였다. 정량 분석 결과, 양성 대조군의 경우 약 2.6x105±0.03 cfu의 C. albicans가 검

출된 반면, 실험군에서는 약 2.5x104±0.33 cfu의 균수가 검출되어 유의적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p=0.007), 본 실험에 사용한 4개 유산균주의 배양혼합액이 질염세균인 C. albicans의 증식을 억제

할 수 있음을 동물 실험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음성 대조군에서는 모든 마우스의 Ct값이 35이상

으로 C. albicans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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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Lb. rhamnosus BFE5264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동결건조조건 확립

1. Lb. rhamnosus BFE5264의 안정성 실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주원료로 사용될 Lb. rhamnosus BFE5264 유산균 원말의 안정성을 조사

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메디오젠에서 배양하여 트레할로스, 혼합탈지분유 등의 성분들과 함께 배

합하여 동결건조한 유산균 원말을 20℃에 보관하면서 일정기간별로 생균수를 측정한 결과 (Fig. 5), 

9개월 이후로 균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5. Lb. rhamnosus BFE5264 유산균 원말의 상온에서의 안정성 실험

따라서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성분 및 배합비로 동결건조 보호제를 제조하여 생균수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 A, B, C 세 개의 보호제 (성분명 및 배합비는 비공개)를 분산매

로 사용하여 동결건조시킨 원말을 40℃±2℃의 가혹조건에 밀봉보관하면서 일정기간별로 생균수 측

정하였다. 생균수 측정 실험은, 샘플 10 g을 인산완충용액 90 mL로 여러 단계 희석한 후 BCP agar 

plate 상에서 37℃, 48시간 배양하여 얻어진 콜로니 수를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40℃ 가혹조건에서 보관중인 Lb. rhamnosus BFE5264 원말의 안정성 

기간
생존균수 (생존율, %)

control A B C

1주차
4.1 × 1010 

(40.9%)

3.6 × 1010 

(36.3%)

2.0 × 1010 

(20%) 

2.3 × 1010 

(22.5%) 

2주차
7.9 × 109

(7.9%)

1.5 × 1010 

(15%) 

1.0 × 1010  

(10%)

5.3 × 109 

(5.3%)

4주차
4.0 × 109

(4.0%)

1.3 × 1010  

(12.5%)

5.8 × 109 

(5.8%)

1.2 × 109 

(1.2%)

8주차
5.0 × 108

(0.5%) 

9.3 × 109

(9.3%) 

3.6 × 109 

(3.6%)

5.0 × 108 

(0.5%)

* 각 분산매 실험은 1.0 × 1011 기준 경시 변화 분석

* Control, A, B, C 각 보호제들의 성분명 및 배합비는 비공개

가속일수는 Ɵn = 2a X Ɵs [a = (Accelerated temperature - normal temperature)/10, Ɵs는 실

험일수]로 계산하였다. 결과에서 보듯이, Lb. rhamnosus BFE5264는 A 동결건조 보호제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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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경우, 8주차에서의 생존율이 control에 비해 약 18배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같은 조

건으로 제조된 원말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현재까지 약 8개월간 생균수를 측정한 결과, 초기 생균수

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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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Lb. rhamnosus BFE5264를 이용한 제품화 및 사업화

1. Lb. rhamnosus BFE5264를 이용한 제품화

1) 개별인정형 제품은 아니지만, 본 과제를 통해 기업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개

발하고자 계획하였으며,  Lb. rhamnosus BFE5264를 이용한 기존제품인 락토쿨레 제품을 업그레

이드한 새로운 제품인 ‘락토쿨레 프리미엄’을 개발하였다. 새로운 제품은 장, 간, 콜레스테롤을 한

꺼번에 케어할 수 있는 소재들이 첨가된 프리미엄급 제품으로써, 최근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트

렌드인 복합기능성 유산균 제품을 표방하였으며, 이미지에 맞는 고급스러운 포장박스 디자인을 구

현하였다.  

그림 2. ‘락토쿨레 프리미엄’의 박스 디자인 시안(A), 내포장지 디자인 시안(B), 아웃박스 디자인 (C)

그림 3. ‘락토쿨레 프리미엄’의 제품 상세 페이지 제작물

2) 새롭게 출시되는 ‘락토쿨레 프리미엄’은 2018년 7월 출시 예정이며,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어 향후 자사의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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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공급 계약 체결

1) 본사는 Lb. rhamnosus BFE5264가 포함된 제품인 락토쿨레에 대해 베트남의 VIMAT사와 수출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2017.11), 금액은 향후 3년간 최소 81만달러어치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

였다. 

                            그림 1. 베트남 VIMAT사 물품공급 계약서

2) 또한 국내 업체인 ㈜큐비엠에 보습을 위한 화장품 소재로서 향후 5년간 독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큐비엠은 전통발효유에서 분리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라는 컨셉을 활용한 제

품을 출시하여 판매를 개시하였다.

                             그림 2. ㈜큐비엠 물품공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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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인정형 획득 후 사업화 계획

2019년 하반기부터 진행할 재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개별인정형이 획득될 경우, 국내에서는 직접 제

품 생산을 통해, 그리고 해외에서는 라이센싱 아웃을 통한 로얄티 확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매출 성

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매출예상액 및 고용창출 효과

     

구  분 2021 2022 2023

국내매출액 5 억원 20 억원 50 억원

해외수출액 10 억원 25 억원 70 억원

고용창출 영업 2 명 해외 영업 2 명 해외영업 1 명

코드번호 D-06

구분

(연도)
세부과제 세부연구목표

달성도 

(%)
연구개발 수행내용 평가방법

1차

년도

(2016)

Lb.rhamnos

us BFE5264

의 동물실험

C57BL6마우스에 

고콜레스테롤식이

와 균주를 9주간 

투여

100

○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유도한 마우스

모델에 Lb. rhamnosus BFE5264를 

9주간 투여하면서 혈중 콜레스테롤 

및 SCFA를 측정

○ 장균총 변화 분석을 위한 분변으로부

터 DNA 추출

○ 시퀀싱 작업으로 대용량 유전체 서열 

생산

○ 장내세균총 분포 분석

○ 관련 논문 투고: 

   Cholesterol-lowering effect of 

Lactobacillus rhamnosus BFE5264 

and its influence on gut 

mirobiome and propionate level 

in a murine model. PLos One.

○ 관련 특허 출원

    짧은 사슬 지방산 생성능 및 장균총 

조절능이 우수한 락토바실러스 람노

서스 BFE5264 균주. 출원번호 

10-2017-0065412.

논문투고

특허출원

고지방/고탄수화물

식이 투여 마우스

모델에서 Lb. 

r h a m n o s u s 

BFE5264의 추가

적 대사성 질환 개

선 기능성 조사

100

○ AIN93G 기본 마우스 식이에 

sucrose와 maltodextrin, lard를 추

가하여 탄수화물 40%, 지방 45%로 

조제한 이상식이를 C57BL6 마우스 

투여하여 대사질환을 유도하면서 동

시에 Lb. rhamnosus BFE5264를 투

여하여 체중 및 혈당에 미치는 영향

을 관찰

특허출원

4-1. 목표달성도

4.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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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특허 출원

   항비만 효능을 갖는 락토바실러스 람

노서스 BFE5264균주. 출원번호 

10-2017-0092074

Lb.rhamnos

us BFE5264

의 콜레스테

롤 저하 효능 

검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콜레스테롤 관련 

기능성, 섭취량 관

련, 안전성 자료 

조사

100

○ 문헌과 데이터베이스 검색

○ 논문, 특허, 시장 및 상품 (제품) 조

사

IRB 

자료집

프로토콜 및 IRB 

관련 서류 개발 및 

IRB승인

100

○ 프로토콜 및 IRB 승인을 위한 서류 

개발

 - 시험디자인 및 피험자 수 결정

 - 식이조사방법 및 바이오마커 결정

 - 프로토콜, 연구자 자료집(IB), 증례   

  기록서(CRF), 피험자 동의서 및 동의  

   설명문 등 개발

 - 개발된 서류를 IRB에 제출하고 승인  

   을 득함

인체적용

시험 

계획서

인체적용시험을 위

한 샘플 제조
100

○ 피험자 90명이 12주 동안 섭취할 수  

   있는 IP제조
-

피험자 모집 및 

시험 수행 
100

○ 피험자 모집 및 시험 수행

 - 프로토콜 내 선정기준에 적합한 피험

자 등록

 - 선정된 피험자에 한하여 IP 제공

 - 방문시 식이교육/식이섭취조사 수행 

및 채혈

○ 적절한 시험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인체적용

시험 통계 

보고서

Lb.rhamnos

us BFE5264

의 전체 유전

체 해독 및  

분석

유전체 해독 및 분

석
100

○ NCBI와 NABIC에 등록

   NCBI 등록번호 - CP014201 

   NABIC등록번호– NG-0718-000001

○ 관련 논문 게재

   Complete genome sequence of     

   Lactobacillus rhamnosus BFE5264,  

   isolated from Maasai traditional    

   fermented milk. Genome 

   Announcements.2017. 5(27),

   e00563-17. 

○ 해독된 유전체를 다른 strain과 비교  

   분석

○ 기능성 유전자 발굴 (p40&p75)

논문 게재

Lb.rhamnos

us BFE5264

의 안정성 향

상을 위한 동

결 건 조 조 건 

확립실험

동결건조보호제 성

분의 배합비를 조

절해 가면서 40℃

의 가혹조건에서 

경시율 확인

100

○ Lb. rhamnosus BFE5264 유산균 원  

   말의 실온에서의 안정성을 생균수 측  

   정 실험을 통해 확인(약 9개월간)

○ 다양한 배합비의 보호제를 적용하여  

   동결건조한 후 40℃에 보관하면서 일  

   정기간별로 생균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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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년도

(2017)

Lb.rhamnos

us BFE5264

의 콜레스테

롤 저하 효능 

검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피험자 모집 및 

시험 수행 
100

○ 피험자 모집 및 시험 수행

 - 광고 또는 기존 피험자 pool을 이용

하여 모집

 - 프로토콜 내 선정기준에 적합한 피험

자 등록

 - 선정된 피험자에 한하여 IP 제공

 - 방문시 식이교육/식이섭취조사 수행 

및 채혈

○ 적절한 시험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인체적용

시험 

보고서

바이오마커 분석  

및 통계분석
100

○ 1차, 2차 유효성 평가 항목 분석

○ 장내 미생물총 분석 및 혈액과 분변  

   중 대사체 분석

○ 통계 분석

인체적용

시험 통계 

보고서

결과 보고서 작성 50

○ 피험자 모집 지연으로 인해 인체적용  

   시험의 스케줄이 지연되어 통계분석  

   보고서까지만 작성되었으며, 최종 보  

   고서는 3월 중에 완성될 예정임. 

-

Lb.rhamnos

us BFE5264

의 개별인정

형 획득

콜레스테롤 저하능

에 대한 개별인정

형 신청서류 작성 

및 획득

   -

○ 인체적용시험의 수행 결과, 대조군과 

시험군 간의 유효성 평가 항목에 있

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콜

레스테롤 저하 효능을 확인할 수 없

었으며, 또한 피험자 모집 지연으로 

인해 인체적용시험이 과제기간내에  

완료되지 않아 개별인정형 신청이 

어려움. 

-

유용 유전자

원 확보

질염세균에 효과적

인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추가 발굴

100

○ C. albicans의 증식을 억제하는 2개  

   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주 발굴

○ 위의 2개 균주와 BFE5264 및 기존  

   보유균주를 혼합한 균주 배합을 이용  

   하여 동물 실험상에서 질염 세균의   

   증식 억제 확인

○ 균주의 특허 기탁 (KCTC) 

○ 관련 특허 출원

   질염 원인균에 대한 증식억제활성을  

   갖는 락토바실러스 속 균주 조합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제품. 출  

   원번호 

특허 기탁

특허 출원

Lb.rhamnos

us BFE5264

의 사업화 및 

제품화

새로운 브랜드 제

품의 개발

국내외 공급 계약 

체결

100

○ Lb. rhamnosus BFE5264를 주원료

로 하는 새로운 브랜드의 제품 개발을 

위한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

○ 베트남 수출 계약 및 국내 화장품 업

체 공급계약 체결

수출 및 

공급 

계약서

디자인 

시안

시제품

공정 주요 기술 사항 외국 기술 수준 기여도

프로바이오틱스 

종균 분석 기술
유전자 분석

산업적 가치가 높은 유산균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여 유용

전통발효유에서 분리한 유산균

주의 유전체를 분석함으로써 농

4-2. 관련분야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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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발굴 및 비교유전체분

석을 통해 식품 뿐 아니라 의

약품 소재로의 개발 기술을 보

유함.

생명 및 식품 산업적으로 활용

도를 높임.

프로바이오틱스 

효능 평가 기술

대사성질환 개선 효능 

평가를 위한 동물실

험, 장내 세균총 분석, 

대사체 분석

대사성 질환 뿐 아니라 암, 정

신 장애 등 다양한 질환의 발

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임. 

지금까지의 기전 연구는 체내의 

지질대사 조절에 초점을 맞추었

으나, 본 연구는 장내 미생물총 

조절 메카니즘에 특화하였음.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임상시험 

진행

임상시험을 위한 서류 

개발 및 진행 경험

다양한 임상시험을 디자인하여 

다각도로 효능 및 메카니즘을 

규명

프로바이오틱스를 소재로 하는 

임상시험의 경험과 노하우, 전략

을 확보함.

사업화 
해외 수출 및 국내 공

급 계약

크리스찬 한센이나 USLab 등 

전세계 판매 균주 개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및 국내 

거래처 발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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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D-08

Author Study
Reason

Probiotic
Organism

Probiotic
Dose

Probiotic
Duration

Probiotic
# subjects

Controls
# subjects

Adverse
Events

Goldin,
1992 

Determine  
 
colonizatio
n

LGG frozen 
concentrate, 
yogurt or 
whey drink

4 x 1 0 8 / d a y 
frozen;
3.6x1011/day 
yogurt;
1.6x1011/day 
whey

4 weeks 
concentrate; 7 
days yogurt; 
35 days   
whey

76 (3   
groups:
15 - frozen, 
15
- yogurt,46   
–
whey)

N/A N o n e 
reported

Ling, 1994 Study
mechanis
ms

Lactobacillus
GG

3x1010cfu/day 4 weeks 42 (2   
groups:
21 - yogurt; 
21
- yogurt 
+fiber)

22 N o n e 
reported

Benno,
1996 

Determine  
 
colonizatio
n

Lactobacillus
GG

2 dosages:
1.4x1010cfu/d
ay;
2.8x1010cfu/d
ay

1.4x1010cfu/da
y x   4weeks;
2.8x1010cfu/da
y x 1 day

13 (2   
groups: 8
- 1.4x108
cfu/day,
5 - 2.8x108
cfu/day)

N/A N o n e 
reported

Alander,
1999 

Determine  
 
colonizatio
n (during 
routine
colonosco
py)

Lactobacillus 
r h a m n o s u s   
GG ATCC
53103

6x1010cfu/day 12 days 21 (3   
groups: 6
- 
colonoscopy 
as LGG 
stopped,
8 - colonosco  
 py   1 week 
after
LGG, 7 - 

N/A N o n e 
reported

○ Lb. rhamnosus GG의 인체적용시험 예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코드번호 D-07

① Lb. rhamnosus BEF5264 균주의 유전체를 같은 종끼리 비교분석하여 후속 논문으로 출간하고자 한

다. 

② 질염 세균 증식억제력에 대해 추가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한다.

③ 본 과제를 통해 발굴된 기능성 유전자인 p40과 p75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발현되는 물질

의 기능성을 개발한다.

④ 인체적용시험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여, 차후 재 인체적용시험을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⑤ 확보된 동물실험 및 인체적용시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한 노하우를 구축

하고자 한다.

⑥ 베트남 수출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로 시장을 확대하며, 국내에 원말 소재로서의 거래처 확보를 

도모한다.

⑦ 본 과제를 통해 시제품까지 제작된 새로운 제품을 판매로까지 연계하여 매출을 향상시킨다.

⑧ 기술 확산 및 연구인력 양성을 촉진하고 기술기반 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확립한다.

6.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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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noscopy 
2
w e e k s   
afterLGG)

Fang,
2000 

S t u d y 
i m m u n e 
r es p o n s e 
t o   
Salmonella 
t y p h i 
T y 2 1 a   
o r a l 
vaccine

Lactobacillus
GG ATCC
53103

4.0x1010cfu/d
ay

7 days 10 9 N o n e 
reported

Cohen,
2007 

A s s e s s 
e f f e c t s 
during
administra
tio n of 
isoflavone

Lactobacillus
GG

4x1012cfu/day 4 weeks per 
group

32 (cross- 
over,   2 
groups: soy
protein +   
LGG, LGG
alone)

32 (cross- 
o v e r 
group)

Stated none 
occurred

Kekkonen,
2007 
Moreira,
2007 

S t u d y 
mechanis
ms

Lactobacillus 
r h a m n o s u s   
GG ATCC
53103

4 x 1 0 1 0 
cfu/day 
by bottle or
1 x 1 0 1 0 
cfu/day 
by capsule

3   months 71 70 Stated none 
occurred

Kekkonen,
2008 

S t u d y 
mechanis
ms

LGG ATCC
53103

1.6x1010cfu/d
ay

3 weeks 13 4 9 
(3groups:
16 -Bb12, 
17
- PFS, 16
- 
placebo)

N o n e 
reported

Kalliomaki,
2001 ; 
Rautava,
2002 ; 
Kalliomaki
2003 ; 
Laitinen
2005 ;
Kalliomaki
2007

P r e v e n t 
a t o p i c 
eczema in 
infants

LGG 2x1010cfu/day 2-4 weeks   
b e f o r e 
delivery, 6 
m o n t h s 
a f t e r w a r d s , 
breastfeeding   
mothers took 
capsules, non
b r e a s t f e d 
infants took
LGG

77 82 Stated none  
 occurred –  
 Please note 
s t u d y 
reports now 
e x t e n d   
through 7 
years of 
i n f a n t 
f o l l o w - u p 158

7.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코드번호 D-09

○

8.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코드번호 D-10

구입 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 

장소)

NTIS장비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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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코드번호 D-11

○실험실 안전관리

- 일상점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전기, 약품,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

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써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였다.

- 정기점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전기, 약품,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

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써 매년 1회 이상 실시

하였다.

○ 교육 및 훈련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아래

표에 규정된 시간과 내용에 따라 인터넷 동영상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bR5C9MQZOwE)를 활용하여  이수하였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

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

·훈련
연구활동종사자

격월

1시간 

이상

Ÿ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

항

Ÿ 연구실내 유해·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Ÿ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Ÿ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Ÿ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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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실적
코드번호 D-12

번호

구분

(논문

/특허

/기타

논문명/특허명/기타
소속

기관명
역할

논문게재지/

특허등록국

가

Impact 

Factor

논문게재일

/특허등록일

사사여부

(단독사사 

또는

중복사사)

특기사항

(SCI여부/인

용횟수 등)

1 논문

Complete Genome 
Sequence of 
L a c t o b a c i l l u s 
rhamnosus BFE5264, 
Isolated from Maasai 
Traditional Fermented 
Milk. 

㈜에이투젠
교신

저자

G e n o m e 
Announceme
nts. 

2017.07.06 단독사사 비SCI

2 논문

Cholesterol-lowering 
effect of 
L a c t o b a c i l l u s 
rhamnosus BFE5264 
and its influence on 
gut mirobiome and 
propionate level in a 
murine model.

㈜에이투젠
제1

저자
PLos One 단독사사

SCI(E)

투고완료

3 특허
항비만 효능을 갖는 락
토바실러스 람노서스 
BFE5264균주

㈜에이투젠 한국 2017.07.20 중복사사 출원

4 특허

짧은 사슬 지방산 생성
능 및 장균총 조절능이 
우수한 락토바실러스 람
노서스 BFE5264 균주

㈜에이투젠 한국 2017.05.26 단독사사 출원

5 특허

질염 원인균에 대한 
증 식 억 제 활 성 을     
갖는 락토바실러스 속 
균주 조합 및     이
를 유효성분으로 함유
하는 제품

㈜에이투젠 ㈜에이투젠 2018.02.27 단독사사 출원

6
학술

발표

Effect of Lb. rham-
nosus BFE5264 on 
cholesterol level and 
gut microbiota in 
h i g h-cho l e s t e r o l 
diet-fed mice.

㈜에이투젠

2016 
한 국 미
생 물 학
회  

한국 2016.04.20

7
학술

발표

Effect of Lb. rham-
nosus BFE5264 on 
cholesterol level and 
gut microbiome 
composition in 
d i e t - i n d u c e d 
hypercholesterolemia 
murine model.  

㈜에이투젠

제 9회 
아 시 아
유 산 균 
학회 

한국 2017.07.04

○ 향후 6개월~1년 이내에 투고중이거나 준비 중인 2편의 SCI 논문이 게재될 것이며, 출원한 3개의 특

허 중 2개를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성과 달성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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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연구개발보고서 초록

과 제 명

(국문) NGS 기반 장내미생물총 분석 기술을 활용한 콜레스테롤 저하 

유산균 소재의 개발 및 제품화

(영문) Development of cholesterol-lowering probiotics using microbial 

genome analysis by NGS

주관연구기관 ㈜에이투젠 주 관 연 구

책 임 자

(소속) ㈜에이투젠

참 여 기 업 (성명) 강지희

총연구개발비

(천원)

계 534,000 총 연 구 기 간 2016.02.29.～2018.02.28. (2 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400,000

총 참 여

연 구 원 수

총 인 원 4명

기업부담금 134,000 내부인원 4명

연구기관부담금 외부인원

○ 연구개발 목표 및 성과

 - Lb. rhamnosus BFE5264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능과 추가 기능성 발굴을 위한 동물실험

 - Lb. rhamnosus BFE5264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능 검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 식약처에 기능성 원료로서의 개별인정형 획득

 -Lb. rhamnosus BFE5264의 전체 유전체 해독 및 유용 유전자원 분석

 - Lb. rhamnosus BFE5264의 안정성 실험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동결건조조건 실험

 - 혈중지질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개발 및 사업화

 ○ 연구내용 및 결과

1. Lb. rhamnosus BFE5264의 항대사성질환 추가 기능성 발굴을 위한 동물실험

- 고지방식이 동물실험을 통해 항비만 개선 효능 및 질염세균 증식억제 효능을 추가적으로 확인

- 고콜레스테로식이 섭취 동물실험을 통해 콜레스테롤 저하와 장내미생물총 변화간의 상관성 확인

2. Lb. rhamnosus BFE5264의 인체적용시험

- 프로토콜 및 IRB 관련 서류 개발 

- 피험자 모집, 스크리닝 및 선정

- 시험 수행(식이조사, 채혈 등) 및 모니터링

- 바이오마커, NGS에 의한 장내 미생물총 분석, 통계 분석 

3. Lb.rhamnosus BFE5264의 전체 유전체 해독 및 분석

 - NCBI와 NABIC에 등록

 - 110개 strain과 유전체 비교분석

- 기능성 유전자 발굴

4. Lb. rhamnosus BFE5264의 안정성 실험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동결건조조건 확립실험

    - 유산균 원말의 동결건조에 사용하는 보호제 성분의 배합비를 조절해 가면서 40℃의 가혹조건에서 경시율   

      확인

5. 유용 유전자원 확보

    - 질염세균에 효과적인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추가 발굴

6. Lb. rhamnosus BFE5264의 제품화 및 사업화

    - 새로운 브랜드의 제품 개발과 국내외 공급계약 2건 체결 

 ○ 연구성과 활용실적 및 계획

1. 논문 게재 1편, 논문 투고 1편

2. 특허 출원 3건

3. 학술발표 2건, 전시회 참가 2건

4. 제품화 1건, 수출 계약 체결 1건, 국내 공급 계약 체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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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발실적

※ 다음 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등급 및 실적을 간략하게 기술(200자 이내)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창의성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본 사업은 연구대상을 이용한 조기성과창출 및 사업화가 목표인 지원사업으로 대상 유산균주의 기

능성 확인을 위한 인체적용시험을 3곳의 병원을 통해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다른 균주와의 전장 유

전체 비교분석을 통해 균주 특이적인 기능성 유전자 발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

○ 연구대상 균주의 해외 수출(베트남) 및 국내 원료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큐비엠)하였으며, 기존 제

품과 차별되는 새로운 브랜드의 제품을 개발하였음.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종 특이적인 기능성 유전자를 발굴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통해 intestinal inflammation의 치료 후

보물질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연구대상 균주 제품에 대한 수출 판로 개척을 통해 회사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연구대상 균주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추가 기능성을 확인함으로써, 대상균주를 활용한 다양

한 제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추가적으로 확보한 유전자의 다양한 기능성 연구를 통해 논문, 특허는 물론, 새로운 기능성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위한 소재로 활용 가능하며, 새로운 제품 개발 시에 새로 확립한 동결건조 조건을 

적용하여 제품의 안정성 및 원가절감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새로운 기능성을 활용한 마

케팅으로 수출국 추가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원활한 인체적용시험을 위해 3곳의 병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CRO 업체를 통해 지속

적으로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자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하여 추가로 점검을 하였음. 

○ 관련 연구원들 간의 주기적인 세미나 및 진도 점검을 통해 연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였으

며, 상호 최선의 협력을 통해서 연구를 성실하게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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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논문발표

  - Complete Genome Sequence of Lactobacillus rhamnosus BFE5264, isolated from Maasai 

Traditional Fermented Milk. Genome Announcements. 2017. 5(27), e00563-17.

  - Cholesterol-lowering effect of Lactobacillus rhamnosus BFE5264 and its influence on gut 

mirobiome and propionate level in a murine model. PLos one (in minor revision)

  - Comparative genomic analysis of Lactobacillus rhamnosus BFE5264, isolated from Maasai 

Traditional Fermented Milk (준비중)

○ 특허출원/등록

  - 항비만 효능을 갖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BFE5264균주. 2017.07.20. 출원번호 

10-2017-0092074

  - 짧은 사슬 지방산 생성능 및 장균총 조절능이 우수한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BFE5264 균주. 

2017.05.26. 출원번호 10-2017-0065412.

  - 질염 원인균에 대한 증식억제활성을 갖는 락토바실러스 속 균주 조합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

하는 제품. 2018.02.27. 출원번호 10-2018-0022939.

○ 학술발표

  - Effect of Lactobacillus rhamnosus BFE5264 on cholesterol level and gut microbiota in 

high-cholesterol diet-fed mice.2016 한국미생물학회 포스터 발표. 2016.04.20. 김대중컨벤션센

타

  - Effect of Lactobacillus rhamnosus BFE5264 on cholesterol level and gut microbiome 

composition in diet-induced hypercholesterolemia murine model. 제 9회 아시아유산균 학회 포

스터 발표. 2017.07. 04. 김대중컨벤션센타

○ 향후 6개월~1년 이내에 투고중이거나 준비 중인 2편의 논문이 게재될 것이며, 출원한 3개의 특허 

중 2개를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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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목표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비중

(%)

달성도

(%)
자체평가

Lb. rhamnosus BFE5264의 항대사성

질환 추가 기능성 발굴을 위한 동물실

험

20 100

콜레스테롤 저하 효능을 다시 확인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항비만 효능

도 있는 것을 밝혔음.

Lb. rhamnosus BFE5264의 콜레스

테롤 저하 효능 검증을 위한 인체적

용시험

20 100

피험자모집 지연으로 인해 최종 보

고서 작성까지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인체적용시험 자체는 원활하게 수행

하였음. 인체적용시험 결과 콜레스

테롤 저하 효능을 확인하지 못하였

지만, 인체적용시험 시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을 확보하였음.

식약처에 기능성 원료로서의 개별인

정형 획득
10 0

위와 같은 이유로 진행하지 못하였

음.

Lb. rhamnosus BFE5264의 전체 유

전체 해독 및 유용 유전자원 분석
20 100

같은 균종 110개 strain과의 유전체 

비교분석을 통해 미생물 유전체 정

보를 자원화 하였으며, 회사의 유전

체 분석기술을 향상시켰음. 또한 질

염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새로운 

유용 미생물 자원을 획득하였음.

Lb. rhamnosus BFE5264의 안정성 

실험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동결건

조조건 확립실험

10 100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동결건조 조건

을 확립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

혈중지질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

정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개발 및 

사업화

20 100

개별인정형 제품은 개발하지 못하였

으나 회사에 필요한 제품을 개발함

으로써 매출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

으며, 또한 국내 공급 계약 체결과 

함께 베트남 수출 계약을 체결함으

로써 대체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

됨.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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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 본 과제는, 선행연구에서 장내 미생물총을 조절하여 SCFA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콜레스테롤 레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인 Lactobacillus rhamnosus 

BFE5264의 기능성을 동물 실험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인체적용시험까지 수행하여 개별인정형 기

능성 원료를 개발함에 있음. 동물실험을 통해 BFE5264의 콜레스테롤 저하능을 다시 확인하였으나, 

인체적용시험 상에서는 유의적인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섭취 용량이 부족하였거나 고

콜레스테롤증이라는 대사성 질환의 특성상 식이나 생활습관 등에 의한 영향이 크며 또한 시험대상

자들의 고콜레스테롤증 가족력과 복약 순응도가 적절하지 못했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피

험자 모집의 지연으로 인해 과제기한 내에 최종보고서까지 수령하지 못하고 인체적용시험에서 유의

적인 변화를 확인하지 못하여 개별인정형 신청 및 획득 성과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대사성질환 

개선 기능성의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사업을 차후 진행할 경우, pilot clinical trial을 수행하여 더욱 

정확한 섭취 용량을 미리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스크리닝 과정에서 질병의 가족력 확인이 필요하

고 식이와 생활습관, 그리고 순응도 부분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중개와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경험값을 얻을 수 있었음. 

○ 한편, 지금까지 보고되어 있는 110개의 Lb.rhamnosus strain과 BFE5264의 전장 유전체를 비교분

석함으로써 미생물 유전체 정보를 자원화하고 산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유용 유전자를 확보하였음. 

또한 BFE5264의 항비만 기능성과 질염세균에 대한 항균력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BFE5264에 대

한 지적 재산권 확보를 도모하였으며, 질염 세균에 대한 항균력이 있는 유용 미생물들을 분리하였음. 

○ BFE5264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동결건조 조건을 확립함으로써 생산원가 절감의 수단을 마련하였

으며, 이 균주를 사용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위해 브랜드와 포장디자인 개발, 제품 상세페이지를 

개발하였음, 또한 국내 공급계약 뿐 아니라 해외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능성 제품을 출시하지

는 못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업화 성과를 달성했다고 판단됨.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 본 과제의 핵심은 연구대상을 활용한 사업화에 있는 것으로, 당초 연구팀이 제시하였던 인체적용시

험 후 개별인정형 획득을 위한 서류 제출까지의 연구 내용에 대해 심사위원님의 요청에 의해 개별

인정형 획득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체적용시험, 개별인정형 획

득을 위해서는 2년이라는 과제 기한이 너무 촉박하고 콜레스테롤 기능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피

험자 모집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과제 기한 내에 달성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길 요

청드림.

○ 기능성을 획득한 제품을 출시하지는 못했지만 업그레이드 된 시제품 출시까지 수행하였으며, 대상 

균주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내에도 원료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있으므로 사업화 부분에서 성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길 요청드림.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 새로 발굴된 유용 유전자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기능성 물질 개발로의 가능성 타진에 활용

하고 추가적인 논문 및 특허 확보에도 활용 가능함.

○ 논문 및 특허는 2018년 이내에 등록 및 게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됨.

○ 개발된 새로운 브랜드의 제품을 출시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함으

로써 기업의 매출과 수출 실적 향상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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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안성 검토

 o 연구책임자의 보안성 검토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기재함

※ 보안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함.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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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연구성과 활용계획서

1. 연구과제 개요

사업추진형태 ■자유응모과제 □지정공모과제 분 야

연구과제명
NGS 기반 장내미생물총 분석 기술을 활용한 콜레스테롤 저하 

유산균 소재의 개발 및 제품화

주관연구기관 ㈜에이투젠 주관연구책임자 강지희

연구개발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기업부담금 연구기관부담금 총연구개발비

400,000 134,000 534,000

연구개발기간 2016. 02. 29 - 2018. 02. 28 

주요활용유형
□산업체이전 □교육 및 지도 □정책자료 ■기타( 후속연구 및 신제품 출시)

□미활용 (사유: )

2. 연구목표 대비 결과

당초목표 당초연구목표 대비 연구결과

Lb. rhamnosus BFE5264의 동물실험 100%

Lb. rhamnosus BFE5264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

능 검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100% 1)

Lb. rhamnosus BFE5264의 개별인정형 획득 - 2)

Lb. rhamnosus BFE5264의 전체 유전체 해독 및  

분석
100%

Lb. rhamnosus BFE5264의 안정성 실험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동결건조조건 확립실험
100%

유용 유전자원 확보 100%

Lb. rhamnosus BFE5264의 제품화 및 사업화 100% 3)

1) 피험자 모집이 늦어져서 전체적인 인체적용시험 스케줄이 지연되었으나 인체적용시험은 원활하게 수

행되어 최종보고서를 수령하였음. 
2) 인체적용시험 결과 콜레스테롤 저하 효능을 확인하지 못하여 개별인정형 신청을 진행할 수 없었음. 

그러나 시험 결과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차후 성공적인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구

축할 수 있었음. 
3) 개별인정형 제품은 개발하지 못하였으나, 대신 회사에 필요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매출향상을 도모

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국내 공급 계약 체결과 함께 베트남 수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기성과창출

이라는 과제의 성격에 부합하는 대체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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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

실시

(이전)

사업화

기

술

인

증

학술성과

교

육

지

도

인

력

양

성

정책

활용·홍보

기

타

(타

연

구

활

용

등)

특

허

출

원

특

허

등

록

품

종

등

록

건

수

기

술

료

제

품

화

매

출

액

수

출

액

고

용

창

출

투

자

유

치

논문
논

문

평

균

IF

학

술

발

표

정

책

활

용

홍

보

전

시

SC

I

비

SC

I

단위 건 건 건 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명 백만원 건 건 건 건 명 건 건

가중치

최종목표 2 1 1 - 2 2 2

연구기간

내

달성실적

3 - 1 3 - 1 2 2

달성율(%

)
150 0 100 100 0 100 100 100

성과목표

전략

미생물

해독

유용

유전자

원 확보

사업화

․실용

화

표준

유전체

해독

메타지

놈 분석

유전체

분석기

술개발

NABIC

등록

병원성

미생물

진단마

커개발

병원성

미생물

정보완

성

미생물

병발생

기작

규명

최종목표 1 2 1 2 1

연구기간

내

달성실적

1 2 1 2 1

달성율(%

)
100 100 100 100 100

3. 연구목표 대비 성과

4. 핵심기술

구분 핵 심 기 술 명

①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기술

② 장내 미생물총 분석을 위한 메타지놈 분석 기술

③ 미생물 유전체 분석 기술

5. 연구결과별 기술적 수준

구분

핵심기술 수준 기술의 활용유형(복수표기 가능)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외국기술

복 제

외국기술

소화․흡수

외국기술

개선․개량

특허

출원

산업체이전

(상품화)

현장애로

해 결

정책

자료
기타

①의 기술 v v v

②의 기술 v

③의 기술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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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실

시

(이전)

사업화

기

술

인

증

학술성과

교

육

지

도

인

력

양

성

정책

활용·홍보
기
타
(타
연
구
활
용
등)

특

허

출

원

특

허

등

록

품

종

등

록

건

수

기

술

료

제

품

화

매

출

액

수

출

액

고

용

창

출

투

자

유

치

논문 논

문

평

균

IF

학

술

발

표

정

책

활

용

홍

보

전

시

SC

I

비

SC

I

단위 건 건 건 건 백만원 건 백만원 백만원 명 백만원 건 건 건 건 명

가중치

최종목표 2 1 1 - 2 2 -

연구기간내

달성실적
3 - - 1 3 - 1 2 2

연구종료후

성과창출

계획

3 2

성과목표

전략

미생물

해독

유용

유전자

원 확보

사업화

․실용

화

표준

유전체

해독

메타지

놈 분석

유전체

분석기

술개발

NABIC

등록

병원성

미생물

진단마

커개발

병원성

미생물

정보완

성

미생물

병발생

기작

규명

최종목표 1 2 1 2 1

연구기간

내

달성실적

1 2 1 2 1

연구종료후

성과창출

계획

6. 각 연구결과별 구체적 활용계획

핵심기술명 핵심기술별 연구결과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①의 기술 다양한 기능성의 프로바이오틱스 및 제품 개발

②의 기술 장내 미생물총을 조절하는 기능성 식의약 소재의 개발

③의 기술 기능성 유용 미생물로부터 유용 유전자 발굴 및 이를 통한 유용성 물질 개발

7. 연구종료 후 성과창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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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결과의 기술이전조건(산업체이전 및 상품화연구결과에 한함)

핵심기술명1)

이전형태 □무상 □유상 기술료 예정액 천원

이전방식2)
□소유권이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협의결정

□기타( )

이전소요기간 실용화예상시기3)

기술이전시 선행조건4)

1) 핵심기술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핵심기술별로 위의 표를 별도로 작성

2) 전용실시 : 특허권자가 그 발명에 대해 기간·장소 및 내용을 제한하여 다른 1인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권리

통상실시 : 특허권자가 그 발명에 대해 기간·장소 및 내용을 제한하여 제3자에게 중복적으로 허락한 권리

3) 실용화예상시기 : 상품화인 경우 상품의 최초 출시 시기, 공정개선인 경우 공정개선 완료시기 등

4) 기술 이전 시 선행요건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반 사전협의사항(기술지도, 설비 및 장비 등

기술이전 전에 실시기업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기재)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의 연구보고서입

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의 연구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8. 뒷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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