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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3T3-L1 지방세포에서 Akkermansia muciniphila의 지방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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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the reduction of lipid accumulation by
treatment with Akkermansia muciniphila extract on 3T3-L1 adipocytes.
Methods: After treating pasteurized Akk. muciniphila strains in HT-29 colorectal cancer
cell, the relative expression of interleukin (IL)-8, tumor necrosis factor-α, IL-6, and IL-1β
mRNA was analyzed by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respectively. 27 strains of
Akk. muciniphila which have anti-inflammatory effects were selected. 3T3-L1 pre-adipocytes were treated with Akk. muciniphila for 24 hr and then measured the toxicity using
water soluble tetrazolium salt assay. The cells were incubated for 4 days and then differentiated into adipocytes using the medium including adipogenic reagents for 10 days.
The Akk. muciniphila was treated when the medium was exchanged for differentiation
th
th
medium at 4 day and insulin medium at 6 day. To observe the lipid accumulation, the
cells were stained with Oil red O dye and were measured using a spectrophotometer.
Results: In the cytotoxicity test, the cell viability of 3T3-L1 pre-adipocyte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hich untreated with Akk. muciniphi7
la, and there was no cytotoxicity of Akk. muciniphila at 1×10 CFU/mL. The results on Oil
red O staining and absorbance measurements were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lipid accumulation in the group which was treated with Akk. muciniphila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s: In our results, Akk. muciniphila has the inhibitory effect of lipid accumulation
in 3T3-L1 adipocytes. This suggests that Akk. muciniphila could be help to improve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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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비만 및 여러 대사질환의

서론

발병이 장내 미생물의 심각한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비만, 대사증후군, 제2형 당뇨병 및 비알코올성 지방간

밝혀졌으며2), 비만 쥐에서 bacteroidetes가 현저히 감소하

등을 포함한 인체의 대사 장애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고 firmicutes의 유의한 증가가 관찰된 바 있다2,3). 인간의

(dysbiosis)으로 인해 발생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

장내 미생물은 대략 1,100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 게

1)

늘어나고 있다 . 영양 섭취 불균형, 좌식 생활, 유전적 결

놈보다 150배 더 많은 유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된

함, 사회 경제적인 요인 등이 비만의 원인으로 주로 언급

다. 그렇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생태계는 인체와 생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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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병리학적인 상호작용에 있어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3)

본 연구는 향후 비만 치료제 개발 및 대사질환의 원인 규명
을 위한 선행 연구로써 3T3-L1 지방전구세포(preadipocytes)

있다 .
최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프로

에 Akk. muciniphila를 처리한 후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고,

바이오틱스는 발효 식품이나 배양된 우유 등에서 발견되

분화된 지방세포에서 지방축적 정도를 Oil red O 염색과

4)

는 살아있는 미생물로 구성된 안전한 식이 보충제이다 .

흡광도를 통한 염색의 강도로 관찰하여 이에 유의한 결과

항비만 효능을 가진 프로바이오틱스는 에너지 대사의 변

를 얻어 보고하고자 한다.

화와 열 발생 및 포도당 대사, 지질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
의 발현을 변화시키고, 부교감 신경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5). 예를 들어, 비만한 사람들에게 Bifidobacterium과
Lactobacillus 혼합물을 6주 동안 섭취하게 한 연구에서 총

재료 및 방법
1. Akk. muciniphila 분리

콜레스테롤, low density lipoprotein, triglycerides, high-sen-

실험에 이용한 Akk. muciniphila는 human fecal sample

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가 감소되고 high density

에서 분리하였으며, human fecal sample은 국가생명윤리

lipoprotein과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되었다는 결과가 있었

정책원(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공용

5)

다 . Bifidobacterium breve 단독으로 12주 동안 비만한 성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받고(No. P01-201705-31-002)

인에게 투여한 연구에서는 체지방량이 감소되고 염증 마

수집하였다. 분변에서 Akk. muciniphila는 Derrien 등7)의 방

커인 hsCRP와 간기능 마커인 γ-guanosine triphosphate가

법으로 분리하였고, 실험을 위한 균주 배양방법은 mucin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Lactobacillus gasseri 단독으로

이 없는 modified synthetic medium으로 배양하였다11).

12주 동안 건강한 성인에게 투여한 결과 내장 지방, 체중,
5)

탁도 0.25±0.03 (8 log CFU/mL)의 Akk. muciniphila sample

body mass index 및 허리둘레가 감소하였다 . 그러나 장

을 5분 동안 4℃에서 원심분리하였다. 이후 phosphate-buf-

내 미생물은 복잡한 성질로 인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

fered saline (PBS)에서 70℃로 30분 동안 pasteurization하

태이고, 비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미생물 군집도 구체적

여 Akk. muciniphila sample을 준비하였다. 실험에 이용할

4)

으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

균주 선별을 위해 HT-29 cell에 pasteurized Akk. muciniphila

Akkermansia muciniphila는 10여 년 전 인간의 분변에서

를 처리한 후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분리된 혐기성 및 그람음성 미생물로 체내의 장 건강 유

통해 interleukin (IL)-8, tumor necrosis factor (TNF)-α, IL-6,

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왔다. 장 점액은 뮤신이라 불리

IL-1β mRNA의 relative expression을 분석하여 항염증 효

는 고분자의 당단백질로 구성된 점성 물질로서 장 상피를

능이 있는 균주 27개(EB-AMDK1~72)를 선별하였고, 이를

6)

병원체로부터 보호한다 . Akk. muciniphila는 탄소 및 질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위해 Akk. muciniphila

소 공급원으로서 뮤신을 이용하는데, 이때 올리고당을 분

type strain (BAA-835)을 양성 대조군으로 포함하였고, 본

해하며 발생한 단당류나 아미노산은 다른 미생물들에게

논문에서는 Akk. muciniphila의 효과를 주로 관찰하였다.

7,8)

영양분이 될 수 있다 . 여러 마우스 실험을 통해서 체지
방량 감소, 포도당 항상성 개선, 지방조직 염증 완화 및

2. 세포 배양

gut integrity를 향상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Akk. muci-

실험에 사용한 3T3-L1 지방전구세포(pre-adipocyte)는 한

niphila의 경구 투여 후 mucin층의 두께 증가 및 대사성

국세포주은행(Korean Cell Line Bank [KCLB], Seoul National

6)

내독소증의 감소로 증명되었다 . 또, normal chow와 Akk.

University Cancer Research Institute, Seoul, Korea)에서 구

muciniphila를 함께 섭취한 마우스 실험에서도 체지방량 감

입하였고, 10% bovine serum (BS) (Gibco 16170-078; Gibco,

소, 인슐린 저항성 개선, 간과 근육에서의 지방산 합성 및

Rockville, MD, USA)와 1% penicillin/streptomycin (P/S)를

9)

수송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도 있다 .

첨가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최근 연구에 따르면, Amuc_1100으로 불리는 Akk. mucini-

(Welgene LM 001-05; WELGENE Inc., Gyeongsan, Korea)

phila의 외막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은 향후 약물 개발의

배지를 기본 배양 배지로 이용하여 37°C, 5% CO2 incubator

10)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

에서 well당 2×104 cells를 넣어 4일 동안 배양하였다.
www.jkom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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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포 생존율 평가

6. 통계

3T3-L1 지방전구세포의 Akk. muciniphila에 대한 세포

모든 측정값은 평균값(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

생존율을 평가하기 위해 10% BS, 1% P/S를 첨가한 DMEM

ation)로 나타내었고, 각 실험군 간의 통계분석은 Graphpad

배지에서 37°C, 5%의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 세포 배

prism5 (GraphPad Software, Inc., San Diego, CA, USA)를

7

양액에 Akk. muciniphila를 well당 1×10 개를 첨가하였다.

이용하여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test를 통해 시행하였

24시간 배양 후 EZ-cytox (water soluble tetrazolium salt,

다. 사후검정은 Turkey multiple comparison test, Bonferroni’s

WST) ((주)대일바이오텍, 수원, 한국) 10 μL를 각 well에

multiple comparison test로 실시하였고, 실험군의 통계적

첨가한 후 1시간 정도 반응시켰고, plate reader를 이용하

유의성은 P-value＜0.05인 경우에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

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였다.

4. 세포분화 유도

결과

3T3-L1 지방전구세포를 성숙한 지방세포(adipocyte)로
분화하기 위해 먼저 24 well plate에 well당 2×104개의 세

1. 유전자 발현 분석을 통한 Akk. muciniphila의 항염증

포를 분주하였다. 10% BS를 포함한 DMEM 배지에서 4일

효능 관찰

동안 배양한 후 세포가 full-confluence가 되면 분화용 배

균주 선별을 위해 HT-29 colorectal cancer cell에 pas-

지(DMEM, 10% fetal bovine serum [FBS], 0.5 mL 3-iso-

teurized Akk. muciniphila를 처리한 후 real time PCR을 통

butyl-1-methylxanthine (Sigma I5879), 1 μM dexamethasone

해 IL-8, TNF-α, IL-6, IL-1β mRNA 발현을 분석하였다.

(Sigma D4902, FW392.5), 1 μg/mL insulin)로 교체하고 Akk.

HT-29 cell에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내독소인 lip-

muciniphila sample 50 μL를 첨가한 후 37℃, 5% CO2 조건

opolysaccharide를 처리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Akk. mucini-

에서 2일 간 배양하였다. 이후 DMEM, 10% FBS, 1 μg/mL

phila 균주(EB-AMDK1~72)를 처리하였을 때 유의한 항염

insulin이 포함된 인슐린 배지로 교체하여 Akk. muciniphila

증 효과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Fig. 1).

sample 50 μL를 첨가한 후 8일 동안 동일 조건에서 배양
하였다.

2. 3T3-L1 지방전구세포에서 Akk. muciniphila에 대한 세
포 생존율 변화

5. Oil red O 염색 및 지방축적 측정

Akk. muciniphila에 대한 3T3-L1 지방전구세포에서의

Akk. muciniphila가 성숙한 3T3-L1 지방세포에서 지방축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해 WST assay를 통해 각 세포의

적 억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Oil red O 염색을

세포 생존율(cell viability)을 미생물 처리하지 않은 3T3-T1

시행하였다. 배양 중인 배지를 제거하고 PBS로 세포를 세

지방전구세포인 대조군, Akk. muciniphila의 type strain (표

척한 후, 4% formaldehyde in PBS를 각 well마다 500 μL씩

준 균주, BAA-835)을 처리한 양성 대조군, 27가지의 Akk.

첨가하여 5분 동안 배양한다. 4% formaldehyde in PBS을 교

muciniphila 균주를 처리한 실험군(EB-AMDK1~72)에서 각

체하고 1시간 이상 세포를 고정한다. 고정된 세포를 60%

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인 3T3-L1 지방전구세포에

isopropanol로 세척한 후 건조하고, 0.3% Oil red O (Sigma

비해 type strain 또는 Akk. muciniphila를 처리한 군에서 대부

O0625;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염색약을 각

분 유의하게 세포 생존율이 증가하였다. Type strain을 처리

well당 500 μL씩 분주하여 10분 동안 염색한다. 염색약 제

한 실험군과 Akk. muciniphila를 처리한 실험군을 비교하였

거 후 distilled water를 이용해 4번 세척한 후 제거하고 1시

을 때 8개의 Akk. muciniphila sample (EB-AMDK6, 8, 10,

간동안 자연 건조한다. 이후 isopropanol 500 μL를 첨가하

39, 43, 46, 50, 54) 처리 시 세포 생존율이 유의하게 증가

여 침전을 완전히 녹여내고 96 well plate에 100 μL/well로

된 것이 관찰되었고 세포 독성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2).

분주하여 optical density 5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 3T3-L1 지방세포의 Oil red O를 이용한 염색
분화된 3T3-L1 지방세포에서 지방축적에 대한 Akk.

108

www.jkomor.org

심혜윤 외: 성숙한 3T3-L1 지방세포에서 Akkermansia muciniphila의 지방축적 감소 효과

Fig. 1. Anti-inflammatory effect of Akkermansia muciniphila on HT-29 cell. After treating pasteurized Akk. muciniphila strains in HT-29
cells, the relative expression of (A) IL-1β, (B) IL-6, (C) IL-8, and (D) TNF-α mRNA was analyzed by real time PCR. Compared with
the treatment of LPS which causes strong inflammation in HT-29 cells, Akk. muciniphila strains (EB-AMDK1~72) showed significant
anti-inflammatory effects. Data showed mean±standard deviation. LPS: lipopolysaccharide, TS: type strain, IL: interleukin, TNF: tumor
necrosis factor,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P<0.05, **P<0.01, ***P<0.001 compared to LPS group.

Fig. 2. Effect of Akkermansia muciniphila on the cell viability. 3T3-L1 pre-adipocytes were treated with Akk. muciniphila for 24 hr and
then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WST assay. The viability of 3T3-L1 pre-adipocytes which were treated with Akk. muciniphila samples
(EB-AMDK6, 8, 10, 39, 43, 46, 50, 54) increased compared to treatment with TS (BAA-835). Data showed mean±standard deviation.
††
†††
P<0.001
Con: control, TS: type strain, WST: water soluble tetrazolium salt. **P<0.01, ***P<0.001 compared to control group, P<0.01,
compared to TS group.

muciniphila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Oil red O를 이용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붉게 염색된 정도가 적게 관찰되며

여 염색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그 결과, 미생물을

지방축적이 유의하게 감소되었음이 관찰되었다(Fig. 3).

처리하지 않은 3T3-L1 지방세포인 대조군에 비해 Akk.
muciniphila를 처리한 실험군(EB-AMDK1~72)에서 정도의
www.jkom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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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흡광도를 이용한 3T3-L1 지방세포의 지방축적 측정
분화된 3T3-L1 지방세포에서 지방축적에 대한 Akk. muciniphila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Oil red O로 염색한 후
흡광도를 이용하여 염색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type
strain (BAA-835)을 처리한 양성 대조군, Akk. muciniphila를
처리한 실험군(EB-AMDK1~72)에서 미생물을 처리하지 않
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지방축적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type strain 양성 대조군과 Akk. muciniphila 실험군을 비교
하였을 때 2개의 Akk. muciniphila 균주(EB-AMDK10, 27)
처리 시 지방축적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Fig. 4).

고찰
성인의 장 내부에는 1013~1014개 가량의 다양한 미생물
이 인간과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다. 장내 미생물이 이루
는 미세 환경은 숙주의 면역계 및 항상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숙주의 에너
지 균형과 대사에도 영향을 준다는 근거들이 보고되고 있
다12). 장내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이보충제
인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Fig. 3. Effect of Akkermansia muciniphila on lipid accumulation of
3T3-L1 adipocytes through Oil red O staining. 3T3-L1 adipocytes
were stained with Oil red O and were observed by microscope
(×40). The stained area of 3T3-L1 adipocytes was small when
treated with Akk. muciniphila compared to control group. It means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lipid accumulation of
3T3-L1 adipocytes reduced when treated with Akk. muciniphila
(EB-AMDK1~72).

Akkermansia muciniphila는 10년 전 인간의 분변에서 분
리된 미생물로 mucin을 분해하여 살아가며 장 점막에서
안정적인 미생물 군집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13). 이로써
장 장벽의 기능을 개선시키고 숙주의 대사활동을 활성화
시켜 면역력을 향상시킨다14).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대사

Fig. 4. Effect of Akkermansia muciniphila on lipid accumulation of 3T3-L1 adipocytes. The absorbance of 3T3-L1 adipocytes was
measured at 500 nm. The absorbance of 3T3-L1 adipocytes decreased when treated with Akk. muciniphila compared to control
group. The lipid accumulation of 3T3-L1 adipocytes treated with Akk. muciniphila samples (EB-AMDK10, 27) decreased compared to the
group which was treated with TS (BAA-835). Data showed mean±standard deviation. Con: control, TS: type strain. ***P<0.001 compared
††
P<0.01 compared to TS group.
to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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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및 염증성 장 질환을 가진 환자의 장내에서 Akk. mu15)

앞으로의 연구에 더 다양한 균주를 이용해볼 수 있는 당

ciniphila가 감소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 Akk. muci-

위성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체내 지방축적을 억제시키는

niphila를 비만한 여성에게 투여한 결과 체중, 체지방량 및

Akk. muciniphila가 향후 체내 지방조직이 과다한 비만 환

16)

골반 둘레가 감소되었음을 관찰하였다 . 이에 인간의 분

자들에게 지방축적을 감소시키는 치료제로 응용될 수 있

변에서 분리한 Akk. muciniphila를 성숙한 지방세포에 직접

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in vitro뿐 아니라 동물 모

처리하여 지방축적 감소 효과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델에서 Akk. muciniphila의 투여 후 비만과 관련된 다양한

Akk. muciniphila의 세포 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
험 물질인 3T3-L1 지방전구세포에 실험에 필요한 양인

생물학적 마커의 변화 분석 등 in vivo에서도 심도있는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7

1×10 cells을 처리한 후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그 결
과 대조군인 미생물을 처리하지 않은 3T3-L1 지방전구세

결론

포를 제외하고 실험군인 type strain (BAA-835) 또는 Akk.
muciniphila를 처리한 3T3-L1 지방전구세포에서 세포 생

본 연구는 Akkermansia muciniphila의 성숙한 3T3-L1 지

존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P<0.001), 이는 3T3-L1 지

방세포에서 지방축적 억제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진행되

방전구세포가 배양되는 과정에서 proliferation이 발생할

었다. 우선 Akk. muciniphila의 세포독성 여부를 확인하기

때 viability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Akk. muci-

위해 WST assay 시행 후 세포독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

niphila의 세포독성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인하였다. 3T3-L1 지방전구세포를 분화시키며 Akk. muci-

본 실험에서는 3T3-L1 지방전구세포를 지방세포로 분

niphila를 처리하였고, Oil red O 염색을 통해 지방세포의

화시킨 후, Akk. muciniphila를 처리하여 adipocytes에서 형

지방축적 효과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는 것을 현미경을 통

성되는 지방축적의 양을 관찰하기 위해 Oil red O 염색을

해 관찰하였다. 또한 흡광도 측정에서도 Akk. muciniphila

하였다. 그 결과, 미생물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

처리 후 지방축적 효과가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부가적

하여 Akk. muciniphila를 처리한 실험군에서 지방축적이

으로 기존의 연구에 이용되던 type strain (BAA-835)과 비

감소되어 있음을 관찰했고, 현미경 관찰에서도 지방축적

교하였을 때도 cell viability가 유의하게 증가한 sample 8개,

이 눈에 띄게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축적이 유의하게 감소된 sample 2개를 발견하여 의의

Akk. muciniphila의 지방축적 감소 효과를 확인하기 위

가 있었다.

해 Oil red O 염색 후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대조군과
비교하여 Akk. muciniphila를 처리한 실험군에서 지방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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