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치유래 유산균 

김치유래 유산균 CIB001 

GRAS( Generally Reconized As Safe )로 오래전부터 식용되어 온 한국의 대
표적인 전통발효식품인 김치에서 분리한 Lactobacillus plantarum CIB001 
균주는 우수한 담즙산 탈포합 활성을 포함하여 내산성 및 내담즙산의 활성
에 뛰어나며, 우리 몸에서 생균제로 효과적인 작용을 하여 인체에 유익한 활
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재 CIB001유산균의 원말 및 기술을 건강기능식
품 제조용 주요 균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명 CIB001 

Species Lactobacillus plantarum 

한글명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효과 

1. 유익한 유산균 증식 (건강기능식품표시) 
2. 장내 유해미생물의 억제 (건강기능식품표시) 
3. 배변활동 원활 (건강기능식품표시) 
4. 강한 내산성 및 내담즙성 
5. 베타글루칸 코팅으로 면역력 증가 효과   
6.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효과 
7. 염증 억제 효과 
8. 장세포 보호 효과 
9. 면역 밸런스 유지 
10. 장내 미생물의 균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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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안전하며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이들은 장
내 환경에 유익한 작용을 하며 면역력의 향상 및 개선, 대장암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
는 등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요구르트 등의 발효 유제품류의 식
품과, 세계 5 대 건강 식품에* 1 선정된 김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1,000건에 가까운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1. 프로바이오틱스란  

*1_ 미국 건강 전문 월간지 'Health magazine'에서 한국의 김치, 일본의 콩, 스페인의 올리브유, 그리스의 요구르트, 인도의 렌즈 콩 
     Photo : IFFE2015 (전주 국제 발효 식품 EXPO) 
*2_ 출처 : The explosion in probiotic research, learnaboutprobiotics.org, October 10th, 2011  

* 2 

한국인은 매년 1인당 평균 18kg의 김치를 먹고 있으며, '김치 덕분에 한국인은 살찐 사람이 없다＂라
는 말도 있습니다. 김치에는 저지방 섬유질, 칼슘과 인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 A, B, C, 그리고 유산균을 
비롯한 건강에 좋은 박테리아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 결과에 의하
면 암세포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건강식품 김치 

3. 유산균 Lactobacillus plantarum (L. plantarum ) 

현재 시장에서 생균제로 사용되는 균종의 대부분은 유산균입니다. * 3 유산균은 1) 설사와 변비 개선 
등의 장 영향 2) 알레르기 증상의 개선, 3) 면역력 향상, 4) 암이나 위궤양의 예방 5) 피로리균의 억제 
및 바이러스의 제거 등 여러 유용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산균의 종류는 수천 가지 
이상에 달해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김치 유래 유산균 CIB001는 L. plantarum류에 속하며, 이 유산
균은 면역 체계를 조절함으로써 알러지를 예방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개선, 크
론병 완화, 대장염의 치료를 돕는 등의 여러 효과 * 4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신생아, 자폐
증 환자와 ADD * 5 / ADHD * 6 환자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4 

*3_ 비피더스균, 낫토균, 당화균, 낙산균 등 

*4_ Lactobacillus Plantarum: The Key Benefits of this "Superstar" Probiotic & How to Get It In Your Diet, BODYECOLOGY 
*5_ 주의력결핍장애     *6_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4. 김치유래식물성유산균 L. plantarum CIB001 

CIB001는 세계 김치 연구소에서 균주 동정된 김치유래 토착균입니다. 김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에서 알 수 있듯이 산성에 대한 내성이 강해, 위산이나 담즙산에서 살아남아 장까지 잘 도달합니다. 
뛰어난 BSH 활성을 가진 CIB001는 유산균 L. plantarum의 효과에 더해, DHA와 EPA (등푸른 생선에 
다량 함유) 등의 효과로 알려진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의 감소*8 뿐만 아니라 면역 밸런스 유지 및 염증 
억제 효과 등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서양화된 식습관과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 변화된 장내 균총을  CIB001유산균의 섭취를 통
해 장에 정착하여 정상적인 장내 생태계를 조성시켜 줍니다. 
CIB001은 생물자원센터(KCTC)에 특허기탁균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7_ Bile Salt Hydrolase  
* 8_ BSH 효소가 담즙산을 분해하여 장벽에 포함되지 않고 배설되기 때문에 잃어버린 담즙산을 보충하기 위해 간에 축적된 지
방을 이용한다.  그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떨어진다. 

균주 동정 및 배양 최적화 

김치유산균 선별 및 기능성 구명 

특허균주기탁 : KCTC11717BP 

특성 1. BSH 활동 
(Bile Salt Hydrolase activity) 
BSH 활성에 의한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특성 2. 내산성 
미생물에게 열악한 환경인 
위장(pH3.0이하)에서의 생존력 
 
특성 3. 담즙에 대한 내성 
췌장에서 분비되는 담즙에 대한 내성으
로,  장까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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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1: 강한 내산성 및 내담즙성 

위산과 담즙산에 높은 생존
성을 가지는 유산균  
  
내산성 및 내담즙성 환경에
서 다른 락토바실러스 플란
타룸균과 비교실험을 통하여 
강한 생명력을 확인하였습니
다. 

뛰어난 담즙산 분해효과 
  
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유산균보다 월등한 담즙산 
분해능을 확인하였고,  이를 
한국미생물·생명공학학회지
에  게재하였습니다. 
 

특성 2: 담즙산 분해효과 

특성 3: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효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효과  
 
고콜레스테롤 식이 동물모델
에서 혈중콜레스테롤 감소효
과를 확인 하였고, 이를 한국
식품과학회지에 게재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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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4: 장세포 보호효과  

장세포 보호 효과 
  
유해세균이 방출하는 독소인 
LPS(Lipopolysaccharide) 에 
의한 장세포 손상을 예방하
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장염 억제 효과 
  
CIB001과 식물성 식이섬유 
조성물과의 염증성 장 질환 
동물모델에서 궤양성 대장염 
억제 효과를 확인 할 수 있
었고, 이를 학위논문으로 게
재하였습니다. 

특성 5: 염증 억제 효과 

특성 6: 면역 밸런스 유지 효과 

면역 밸런스 유지 효과 
 
관절염 및 알러지와 같은 자
가면역질환은 Th1 면역세포
보다 Th2 면역세포의 비율이 
상 대 적 으 로  높 습 니 다 . 
CIB001 은  OVA-sensitized 
mouse splenocytes와 반응
하 여  항 원 특 이 적  Th1 
cytokine 분비를 촉진시키고, 
Th2 cytokine 분비를 억제하
여 면역 밸런스를 유지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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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7: 면역력 증가효과 

특성 9: 완제품 개발 

면역력 증가 효과 
  
β-glucan은 미국 식품의약
국 안 전 청 (FDA) 의 
GRAS(General Recognized 
as Safe)로 승인을 얻은 식
품첨가물로서, 면역증강효
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고
시 원 료 입 니 다 . 이 를 
CIB001에 이중코팅하여 면
역력을 증가시켰습니다. 

완제품 개발 
 
CIB001 Lactobacillus 
plantarum 유산균이 500
억 마리 투입 된 완제품  

특성 8: 장내 미생물 균총 변화 

장내 미생물 균총 변화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
를 하면 비만유도 및 장내 
균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지방식이 동물모델에서 
10주간CIB001유산균을 복
용  하였을  때  의간균
(Bacteroidetes)의  줄어든 
비율이 증가하였고 , 김치
유 산 균 인  Lactobacillus 
Plantarum이  검출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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