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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한한국국국의의의 건건건강강강한한한 어어어린린린이이이 분분분변변변에에에서서서 분분분리리리한한한비비비피피피더더더스스스균균균주주주
(((BBBiiifffiiidddooobbbaaacccttteeerrriiiuuummm)))의의의 면면면역역역조조조절절절기기기능능능 및및및 그그그 기기기전전전

비피더스균 (Bifidobacteria)은 장내 균총 중에서 중요한 균으로서 여러 가지
인체에 유익한 기능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설사성 질환,알레르기,항암,면역조절,
염증성 장질환 (intestinalboweldisease,IBD)에 대한 치료효과와 같은 의학적
기능이 있다.이러한 의학적 기능은 균종이나 균주 특이성이 있다.따라서 목적과
사용자에 의한 맞춤형 균주를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나 한국 내
에서는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빈약하며,특히 IBD와 같은 특정된 질환에 알맞은
맞춤형 균주의 선별에 관한 연구보고는 아주 적다.본 연구에서는 한국 어린이 분
변에서 분리한 비피더스균 중에서 면역조절 능력이 강한 균주를 선별하고,선별된
균주의 한국 어린이 분변에서 분리한 비피더스균주 29개와 ATCC 균주 5개 중
에서 마우스 면역세포에 자극하여 항염증 사이토카인인 IL-10mRNA의 발현을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A28균주를 선별하였다.그 후 A28균주를 경구 투여한
마우스와 A28을 투여하지 않은 마우스의 장관 상피내 림프구 (intestinal
intraepithelial lymphocyte, IEL), 파이어반 (Peyer's patch, PP), 비장세포
(splenocyte,SP)에서 CD4+CD25+세포의 수와 IL-10과 TGF-β1의 mRNA를 증가
시켰다.A28균주를 4주간 투여한 후 4% dextransulfatesodium (DSS)로 유발
한 대장염 모델 마우스 (실험군)에서 염증정도 판단기준인 대장의 길이의 감소,
육안 및 현미경학적 염증 질병점수가 A28균주를 투여하지 않고 DSS로 유발한
대장염 모델 마우스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감소되었다 (p <
0.05).IEL,PP에서 CD4+CD25+세포의 수는 실험군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
고 IL-10과 TGF-β1의 mRNA의 발현 역시 증가되었다.대장 점막에서 IL-10단
백질량도 실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증가되었다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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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IL-10mRNA 발현을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A28균주가 선별
되었고,A28균주가 대장염 모델 마우스의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것을 확인하
였다.또한 대장염 모델 마우스에서 A28 균주가 마우스 장관 면역계에서
CD4+CD25+세포의 수와 항염증 사이토카인인 IL-10과 TGF-β1의 mRNA의 발현
을 증가,장 점막에서 IL-10의 증가 등에 의한 작용기전으로 추정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비피더스균,IL-10,염증성 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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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균균주주주 (((BBBiiifffiiidddooobbbaaacccttteeerrriiiuuummm)))의의의 면면면역역역조조조절절절기기기능능능및및및그그그 기기기전전전

<<<지도 김김김수수수기기기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김김 단단단

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사람의 장내에는 약 500여 종 1014개 이상의 세균이 분포되어 있고 (Berg,
1996;Morelli등,1998;Vaughan등,2000;Zboril,2002)이들 미생물은 상호 공
생작용이나 길항작용을 하며 균형을 이루고 계속적으로 증식 혹은 소멸하면서 장
내 균총을 형성하고 있다.장내 상재 세균은 숙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유해균과
유용균으로 구분된다.포도구균,Clostridium perfringes등으로 대표되는 유해균
은 독소 분비 및 장내 부패작용을 촉진하여 노화가 빨리 일어나게 하는 반면,비
피더스균과 Lactobacillusspp.같은 유용균은 유해균의 작용을 억제하는 등의 숙
주의 건강에 유익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므로 양자의 균형을 통해 건강 상태가
조절되고 있다 (Salminen등,1998;Ishibash등,1993).

장내에서 가장 유익한 균 중의 하나인 비피더스균은 1899년 프랑스의
Tissier에 의해 발견되었고 1967년 Vris와 Southamer에 의해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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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idobacterium spp.로 인정되었다.비피더스균은 그람양성의 혐기성 단간균이고,
운동성이 없는 비포자형성균이다.비피더스균은 장내에 상재하면서 여러 가지 인
체에 유용한 생물학적 기능을 하고 있다.예를 들면 비타민 B를 생성하여 숙주에
공급하고 소화기능을 향상시키며 병원성균의 감염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
(Poupard등,1973).비피더스균은 또한 장내 균총 평형을 유지하고 혈중 콜레스
테롤을 낮추며 항암작용 및 면역조절기능도 갖고 있다 (Fuller,1991;Sanders,
1993;Rhee등,2002;Sekine등,1995).비피더스균은 대식세포,림프구,NK 세포
의 면역기능이나 (Hatcher등,1993;Sekine등,1994;Hart등,2004)항체 생성을
증가시키는 등 면역조절능이 있다 (Ko등,1999;Park등,2002).또한 췌장과 파
이어반 주위 면역세포가 세균항원에 대한 반응을 강화시키도록 도움을 준다 (Ko
등,1999;Bernet등,1993).뿐 만 아니라 비피더스균은 설사성 질환,알레르기성
질환,염증성 장질환의 예방 및 치료 등 다양한 의학적 기능을 하고 있다.인체에
서 이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비피더스균이 모유를 섭취하는 유아의 장내에선
균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우세한 균이지만 (Bezkorovainy등,1989)이
유식 섭취 이후에는 전체 균총 중의 10-20%로 수가 감소한다.또한 노인이 되면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대변에서도 Lactobacillus와
함께 비피더스균의 농도가 감소되어 있다 (Gionchetti등,2000).이러한 측면에서
90년대에 들어와 비피더스균이 생균제 (probiotics)의 연구개발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그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사용된 균이
서로 다르고 그 효능 역시 다르게 나타났으며,인간의 장내에서 분리한 같은 속의
균이라 하더라도 장내 미생물의 적응 특성상 비슷한 환경에서 분리된 균종일수록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 (Salminen등,1997).이는 비피더
스균을 기능성 생균제 또는 의약품으로 사용하려면 사용자 및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맞춤형 균주를 선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국내에서는 아직
까지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빈약하며,특히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특정 질환에
알맞은 맞춤형 균주의 선별에 관한 연구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본 연구에
서는 한국의 건강한 어린이 분변에서 분리한 비피더스균 중에서 면역조절 능력이
강하고 특히 항염증성 작용이 있는 균주를 선별하여 국내 맞춤형 생균제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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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기여를 하고자 시행하였다.
염증성 장질환 (inflammatoryboweldisease,IBD)은 과거에 서양에서만 주

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한국인에서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최근에는
서구식 식생활로 발병빈도가 급속히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IBD는 장에
염증이 지속되면서 천공,폐색,출혈 등 각종 합병증을 초래하는 질병으로 궤양성
대장염 (ulcerativecolitis)과 크론병 (Crohn'sdisease)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직
까지 그 발병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다만 유전적인 영향,외부에서 유
입된 미생물이나 장내 미생물에 의한 숙주 감염에 대한 반응과 같은 환경적 요인,
점막 면역체계의 붕괴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것이 장내 미생물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hanahan 등,2001;
Strober등,2002).IBD에서 염증은 장관내 병원균의 상대적인 우위에 의한 상재
균의 불균형에 의해 시작될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
혹은 크론병 환자의 대변 및 대장 조직검사에서 Lactobacilli및 비피더스균의 농
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abia등,1993;Favier등,1997;Swidsinski
등,2002)

최근에는 IBD 치료에서도 세균의 역할이 중요시 되어 많은 동물실험 또는
임상시험에서 비피더스균이 장내 병원성균의 감염을 방지하거나 IBD를 예방 또
는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Silva등,2004;Yasui등,1999;Shiba
등,2003;Asahara등,2004;Ruiz등,2005;Gill등,2001;Furrie등 2005).특히
마우스 장질환 모델에서도 비피더스균을 포함한 생균제가 염증개선에 부분적인
예방 또는 치료효과가 있다 (Madsen등,2001;Matsumoto등,2001).따라서 비
피더스균 및 생균제의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작용기전에는 (1)경쟁에 의한 병원
성균의 장점막 부착 방지 (2)면역반응의 활성화 (3)항균작용 (4)점막 장벽 기
능의 증강 (5)면역조절작용 등이 있고,또 생균제의 면역조절 기능은 종양괴사인
자 (tumornecrososfactor,TNF)-α,인터류킨 (interleukin,IL)-1β,IL-6와 같은
친염증성 (pro-inflammatory)사이토카인의 발현과 분비를 감소시키고,IL-10과 전
환성장인자 (transforminggrowthfactor,TGF)-β의 분비를 증가시키며,조절성
(regulatory)T 세포를 유도한다 (Fedorak등,2004).IL-10은 중요한 면역조절 사



- 4 -

이토카인으로서 주로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며 특히 염증성 장질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IL-10유전자가 결핍된 마우스에서 대
장염이 생기며 (Kuhn등,1993)또한 IL-10유전자를 주입하면 마우스 대장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Lindsay등,2001).

면역억제 T 세포라고도 불리는 조절성 T 세포는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작용
을 하며 (Mason 등,1998;Maloy 등,2001;Curotto등,2002;Bluestone등,
2003)그 중에서 CD25+발현 CD4+T 세포는 전체 CD4+T 세포의 약 5-10%를
차지하고 주로 주위 면역내성을 유도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Sakaguchi,
2004;Shevach,2002).생체내 CD4+CD25+세포의 결핍은 종양면역의 증가와 관련
되고 자가면역장염 (autoimmunegastritis,AIG)과 염증성 장질환을 비롯한 염증
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Piccirillo등,2004;Gavin등,2003).또한 CD4+CD25+

조절성 T 세포는 감염성 질환 (Kullberg등,2002;Belkaid등,2002),동종이식반
응 (Trenado등,2003)에서 면역내성을 유도하고,종양초기와 활동성 단계 모두
종양에 대한 면역반응을 억제 (Shimizu등,1999;Onizuka등,1999;Steitz등,
2001;Turk등,2004)하는 등 기능을 하고 있다.그리고 여러 동물실험 연구에서
정상 CD4+CD25+ 조절성 T 세포가 장점막의 면역평형을 유지한다고 하였으며
(Singh등,2001;Mottet등,2003)Bifidobacterium lactisHN019균주를 복용한
결과 말초 혈액 중의 CD4+ T 세포,CD25+T 세포의 수가 증가하였다 (Gill등,
2001).이러한 연구결과는 생균제 및 비피더스균,IBD 그리고 CD4+CD25+조절성
T 세포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비피더스균을 비롯한 생균제,
장내 및 말초면역계의 조절성 T 세포의 변화,그리고 IBD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생체 실험 연구보고가 아주 적으며 더욱이 국내에서 직접 분리한 균주를 이용하
여 연구한 사례는 드물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어린이 분변에서 분리한 비피더스균의 여러 균주 중
에서 면역조절 능이 강한 균주 즉 면역세포를 자극하여 IL-10이 가장 많이 발현
되는 균주를 선별하고,선별된 균주가 마우스 장관면역체계 및 전신면역체계에 주
는 영향을 관찰하며,또한 선별된 균주가 IBD마우스 모델에서 갖는 효능을 관찰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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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222...111비비비피피피더더더스스스균균균 균균균주주주

본 실험에 사용된 새로 분리한 29개 비피더스 균주는 연세대학교 문리대학
생물자원공학과에서 한국의 건강한 어린이 분변에서 직접 분리배양 한 300여개
의 균주 중에서 선택하여 제공받은 것이고,5개 표준균주인 B.catenulactum
(ATCC 27539),B.infantis (ATCC 15697),B.logum (ATCC 15707),B.
adolescentis(ATCC 15703),B.breve(ATCC 15700)은 AmericaTypeCulture
andCollection(ATCC)에서 분양받았다.

222...222실실실험험험동동동물물물

생후 7주령 BALB/cSPF수컷 마우스를 코아택㈜ 에서 구입하여 연세대학
교 원주의과대학 동물실험 사육실에서 온도 22±1℃,상대습도 56±5%,12시
간 명암주기 하에서 사육하였다.사료는 삼양유지사료㈜ 의 마우스용 배합사료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하였고 물은 동물실의 수돗물을 정수하여 공급하였다.

222...333비비비피피피더더더스스스균균균의의의 배배배양양양

비피더스균은 MRS (Man-Rogosa-Sharpe,Difco,BD Co.,Sparks,MD,
U.S.A.)액체 배지,37℃,혐기성 조건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실온에서 2000rpm
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상층액은 버리고 phosphate-bufferedsaline(PBS
pH 7.4)로 두 번 세척하고 나서 농도가 1×109cell/mL되게 PBS로 희석하였다.

분리배양은 비피더스균을 BL agar(pH 7.0,ScharlarChemie,Barcel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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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in)평판배지에 접종한 후 평판을 BBLTM GasPakTM PouchSytem (BD Co.,
Sparks,MD,U.S.A.)에 넣고 37℃에서 24～48시간 배양한 후 자라난 집락을 다
시 MRS액체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222...444RRRAAAWWW222666444...777세세세포포포 배배배양양양

마우스 대식세포주인 RAW 264.7은 AmericaTypeCultureandCollection
(ATCC)에서 분양 받아 계대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배양은 4 mM
L-glutamine,4500 mg/L glucose,sodium pyruvate 등이 함유된 Dulbecco's
modifiedeaglemedia(DMEM,CambrexBioScienceWalkersville,Walkersville,
MD,U.S.A.)배지에 10% 우 태아 혈청과 100IU/mL의 페니실린, 100g/mL의
스트렙토마이신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222...555신신신선선선일일일차차차세세세포포포 분분분리리리

222...555...111마마마우우우스스스 복복복강강강 대대대식식식세세세포포포 분분분리리리

BALB/c마우스에 무균 처리한 3% thioglycolatebroth(DificoDifco,BD
Co.,Sparks,MD,U.S.A.)3mL를 복강 내 주사하고,3일 후 마우스를 희생시켜
복강을 5mL의 PBS로 3번 세척하여 모은 후 2000rpm으로 20분간 원심 분리
하여 대식세포를 얻었다.분리 된 대식세포는 trypanblue로 염색하여 90% 이상
의 세포가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세포침전물은 DMEM에 부유시킨 후에
24-wellplate에 5×105세포/well되게 용기에 나누어 담고 자극 전까지 5% CO2
가 함유된 37℃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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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55...222마마마우우우스스스장장장관관관 상상상피피피내내내 림림림프프프구구구 (((iiinnnttteeessstttiiinnnaaallliiinnntttrrraaaeeepppiiittthhheeellliiiaaalll
lllyyymmmppphhhooocccyyyttteee,,,IIIEEELLL)))의의의 분분분리리리

마우스를 경추탈구법으로 희생시켜 소장과 대장조직을 적출하여 PBS로 내용
물을 제거하였다.다음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유되지 않은 Hank'sbalancedsalts
(HBSS,Sigma-Aldrich,U.S.A.)로 세 번 세척한 후 길이가 0.5cm 되게 자르고
1.5mM EDTA (iNtRonBiotechology,Sungnam,Kyungki-Do,Korea)가 함유된
10mL의 DMEM이 들어있는 유리 비커에 옮기고 37℃ 배양기에서 30분간 흔들
면서 방치하였다.다음 실온에 5분간 방치하였다가 상층액을 cellstrainer(70 μ

m Nylon,FalconTM,BD,Co.,Bedford,MA,U.S.A.)을 통과시키고 실온에서 15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세포침전물을 DMEM 5mL에 부유시켰다.위의
과정을 세 번 반복하여 얻은 세포침전물을 3 mL의 25% percoll(Sigma
Chemical.Co.Louis,MO,U.S.A.)로 부유시킨 후 40% 와 75% percoll각각 3
mL씩 더 부어넣고 25℃에서 2500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하면 위로부터 fat,
debris-25% percoll-intestinalepithelialcell-40% percoll-IEL-75% percoll-침전물
등으로 층이 나뉘어졌다.IEL층을 조심스럽게 다른 시험관에 옮기고 DMEM을 5
mL까지 넣고 세척하고 다시 1500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분리 된 세
포는 trypanblue로 염색하여 90% 이상의 세포가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동
시에 세포의 수를 측정하였다.

222...555...333마마마우우우스스스 비비비장장장세세세포포포 (((ssspppllleeennnooocccyyyttteee)))의의의 분분분리리리

마우스를 경추탈구법으로 희생시켜 비장을 적출하여 단일 비장세포를 분리하
였다.분리된 세포 부유액을 실온에서 1000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남아
있는 적혈구는 0.83% NH4Cl로 실온에서 5분간 용해시키고 PBS로 세척하였다.
세포침전물에 PBS를 넣어 부유시킨 후 trypanblue로 염색하여 살아있는 세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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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였다.세포를 10% 우태아 혈청이 함유된 DMEM 배지에 부유하였으며,
자극하기 전까지 5% CO2가 함유된 37℃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222...555...444마마마우우우스스스 파파파이이이어어어반반반 (((PPPeeeyyyeeerrr'''ssspppaaatttccchhh)))세세세포포포의의의 분분분리리리

마우스를 경추탈구법으로 희생시켜 마리 당 소장에 있는 파이어반을 7-10개
적출하여 림프구를 분리하였고 분리된 세포 부유액은 실온에서 1000rpm으로 10
분간 원심분리 하였다.세포침전물에 PBS를 넣어 부유시킨 후 trypanblue로 염
색하여 살아있는 세포수를 측정하였다.

222...666RRRNNNAAA분분분리리리 및및및 cccDDDNNNAAA 합합합성성성

TRIzol® reagent(InvitrogenTMTMTM lifetechnologies,Carlsbed,CA,U.S.A.)를 이
용하여 신선일차 분리 세포 또는 세포주에서 총 RNA를 분리하였다.그 과정으로
는 TRIzol® 로 세포를 깬 후 chloroform을 첨가한 후 15초간 진탕하였다.원심분
리 후에 RNA가 포함된 상층액을 tube에 옮겨 담은 후 isopropanol를 첨가하고
상온에 10분간 두었다가 4℃에서 12,000rpm으로 1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다
음 RNA 침전물을 제외한 나머지 용액을 버리고 75% 에탄올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4℃에서 7,500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이후에 상층액은 제거하고
RNA 침전물을 공기 중에서 건조시킨 후 RNase와 DNase를 포함하지 않은 증류
수로 RNA를 녹이고 나서 RNA를 정량하였다.RNA 정량은 분광광도계를 이용하
여 흡광도를 측정하여 농도를 계산하였다.

cDNA를 합성하기 위해 1 μg의 RNA와 완충용액,500 ng의 oligo-dT
primer,15U avianmyeloblastosisvirus역전사효소,20U의 RNaseinhibitor,1
mM의 dNTP,5mM의 MgCl2 (reversetranscriptionsystem A3500:Promega,
Madison,WI,U.S.A.)를 혼합하여 반응액을 만든 후 GeneAmp PC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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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Biosystems,Singapore)을 이용하여 42℃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95℃
에서 5분간,4℃에서 10분간 두었다가 실험에 사용할 때까지 -20℃에 보관하였
다.

222...777반반반 정정정량량량---중중중합합합효효효소소소 연연연쇄쇄쇄반반반응응응(((ssseeemmmiii---qqquuuaaannntttiiitttaaatttiiivvveeePPPCCCRRR)))

역전사 반응의 결과로 만들어진 cDNA는 각각의 실험목적에 맞게 IL-10,
IL-6,β-actin,TGF-β1에 대한 primer을 사용하여 증폭하였다.중합효소연쇄반응
을 수행하기 위해 1 μLcDNA,10×완충용액 (100mM Tris-HCl완충액 pH 8.3,
500mM KCl,15mM MgCl2),0.2mM dNTP,1.25U Taqpolymerase(Takara,
Japan),primer을 넣어서 25 μL의 반응액을 만든 후 GeneAmpPCRsystem 2400
(AppliedBiosystems,Singapore)에 넣고 적절한 조건으로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수
행하였다.중합효소반응에 사용된 primer서열과 증폭조건은 표 1과 표 2에 제시하
였다.중합효소 연쇄반응의 산물은 1.5% agarosegel에 50mV,40분간 전기영동
하여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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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111...중중중합합합효효효소소소 연연연쇄쇄쇄반반반응응응에에에 사사사용용용한한한 ppprrriiimmmeeerrr서서서열열열과과과 증증증폭폭폭산산산물물물의의의 크크크기기기

Targetgene Sequence(5'→3') size
Mouse β-actin sense TGGAATCCTGTGGCATCCATGAAAG

348bp
Anti-sense TAAAACGCAGCTCAGTAACAGTCCG

TGF-β1 sense CTGCTGCTTTCTCCCTCAAC
340bp

Anti-senseGACTGGCGAGCCTTAGTTTG
IL-6 sense AATGATGGATGCTACCAAAC

281bp
Anti-sense TAGCCACTCCTTCTGTGACT

IL-10 sense AGAAATCAAGGAGCATTTGA
251bp

Anti-sense CTGCAGGTGTTTTAGCT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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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222...중중중합합합효효효소소소 연연연쇄쇄쇄반반반응응응의의의 수수수행행행조조조건건건

Primer Annealingtemperature(℃) Cyclenumber
Mouse β-actin 600 30

TGF-β1 58 35
IL-6 57 30
IL-10 5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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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88 FFFlllooowww cccyyytttooommmeeetttrrryyy

비피더스균으로 처리된 신선 일차 세포 또는 마우스에서 직접 분리한 신선
일차 세포를 FITC-anti-CD4(SantaCruzGiotechnology,California,U.S.A.)와
PE-anti-CD25(SantaCruzGiotechnology,California,U.S.A.)단일클론항체로
4℃에서 30분간 염색한 후 PBS로 세척하였다.다음 PBS로 세포를 부유시키고
flow cytometry분석하였다.결과분석은 WinMDI2.8분석프로그램으로 시행하였
다.

222...999마마마우우우스스스에에에 비비비피피피더더더스스스균균균의의의 투투투여여여

BALB/c마우스를 그룹 당 5마리씩 정상 대조군과 선별된 비피더스균을 투
여한 군으로 나누었다.BLagar평판배지에서 24시간 배양한 비피더스균 집락을
모아서 PBS로 세척하고 농도가 2×109cells/mL되게 희석하였다.다음 비피더스
균 투여군 마우스에게 매일 1×109cells/mL되게 경구투여 하였고 정상 대조군은
같은 양의 PBS를 경구투여 하였다.

222...111000대대대장장장염염염의의의 유유유발발발

BALB/c마우스를 정상 대조군 (3마리),대조군 (7마리),실험군 (7마리)으
로 나눈 후 실험군 마우스에게 선별된 비피더스 균주를 매일 1×109cells/mL되
게 4주간 경구투여 하였고 정상 대조군과 대조군은 같은 양의 PBS를 경구투여
하였다. 4 주후 대조군과 실험군은 4% dextran sulfate sodium (DSS,
M.W=36,000-50,000,MPBiomedicals,Eschwege,Germany)용액을 물병에 담아
7일간 투여하였고 8일째에는 물을 투여한 후 9일째에 마우스를 희생시켰다.
DSS투여기간 동안 실험군 마우스에게 비피더스균을 계속 투여하였고 대조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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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에겐 같은 양의 PBS를 투여하였다.

222...111111HHHeeemmmaaatttoooxxxyyyllliiinnnaaannndddeeeooosssiiinnn염염염색색색법법법을을을이이이용용용한한한대대대장장장조조조직직직검검검사사사

4% DSS로 유발한 대장염 모델 마우스의 대장에서 염증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직학적 검사를 진행하였다.그 과정은 마우스를 희생시킨 후 대장을 적
출하여 10% 포르말린용액에 고정시킨 뒤 포르말린을 제거하고 에탄올 탈수과정
을 거친 후 xylene치환과 파라핀 침투과정을 거쳐 포매하여 블록을 제작하였다.
다음 파라핀 블록을 회전형 박절기 (microtome)를 사용하여 5～6㎛두께로 자른
뒤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놓고 hematoxylin및 eosin염색을 한 후 광학현미경으
로 관찰하였다.

222...111222대대대장장장염염염의의의 평평평가가가

4% DSS로 유발한 대장염 모델 마우스의 대장 (맹장부터 직장까지)을 적출하
여 길이를 측정하였고 대장염의 육안적 변화는 표 3에 표시한 표준에 근거하여
평가하였으며 (Morris등,1989)대장염의 조직학적 변화는 점막의 궤양,염증세
포의 침윤,근육층의 두꺼워진 정도,선체 종기형성 여부,배세포 고갈여부,출혈
등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여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McCafferty등,1999)(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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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대대대장장장염염염의의의 염염염증증증정정정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육육육안안안적적적 점점점수수수의의의 평평평가가가기기기준준준

Thescoresforeachfeatureweresummedwithamaximum scorepossibleof12.

Scores Parameters
0 Nodamage
1 Hyperaemiawithoutulcers
2 Hyperaemiaandthickeningofbowelwallwithoutulcers
3 Onesiteofulcerationwithoutbowelwallthickness
4 Twoormoresitesofulcerationorinflammation
5 0.5cm ofinflammationasmajordamage
6-10 1cm ofmajordamage.Thescoreisincreasedby1forevery0.5

cm ofdamageobservedtoamaximum of10
0,1or2Absenceorpresence(mildorsevere)ofadhe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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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대대대장장장염염염의의의 궤궤궤양양양 및및및 염염염증증증정정정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현현현미미미경경경학학학적적적 점점점수수수의의의 평평평가가가기기기준준준

(0,absent;1,mild;2,moderate;3,extensive).
Thescoresforeachfeaturearesummedwithamaximum scorepossibleof14.

-Extentofdestructionofnormalmucosalarchitecture(0-3)
-Presenceanddegreeofcellularinfiltration(0-3)
-Extentofmusclethickening(0-3)
-Presenceorabsenceofcryptabscesses(0-1)
-Presenceorabsenceofgobletcelldepletion(0-1)
-Extentofhaemorrhag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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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333면면면역역역조조조직직직화화화학학학 염염염색색색

적출한 대장조직을 10%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한 다음 파라핀에 포매하였다.
poly-L-lysine이 코팅되어 있는 현미경 슬라이드 위에 5～6㎛ 두께로 조각내어
올려놓았다.파라핀을 제거하고 탈수시킨 후 효소를 노출 시켰다.이후 내인성 과
산화효소와 비특이성 반응물질을 억제시켰다.다음 1:50으로 희석된 일차항체인
anti-mouseIL-10(PharMingen.SanDiego,CA,U.S.A.)를 떨어뜨려 실온에서
1 시간 반응시켰다.이어서 이차항체로 염색하고 3-amino-9-ethylcarbazole
(AEC)로 발색시켰으며 hematoxylin으로 대조염색을 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하였다.결과분석은 400배 시야에서 IL-10양성인 세포수를 측정하였다.슬라이
드 당 임의로 5개 시야에서 세포수를 측정한 후 합산하여 평균치를 취하였다.

222...111444효효효소소소면면면역역역 측측측정정정법법법 (((eeennnzzzyyymmmeeellliiinnnkkkeeeddd iiimmmmmmuuunnnooosssooorrrbbbeeennnttt
aaassssssaaayyy,,,EEELLLIIISSSAAA)))

5×105 cell/mL의 마우스 대식세포와 비장세포에 비피더스균 A28균주를 1
×107cell/ml씩 처리하고 24시간 배양한 후 배양 상층액을 모아 -70℃에 보관하
였다. 세포배양 상층액에 유리되어 있는 IL-10의 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sandwich ELISA를 수행하였다.표준 항원으로 마우스 IL-10(R&D System,
Minneapolis, MN, U.S.A.)을 사용하였고 capture 항체 및 detect 항체는
anti-mouseIL-10(BD Biosciences,U.S.A.)을 사용하였다.항 마우스 IL-10항체
로 96-wellplate에 well당 4 μg/mlL로 4℃에서 12시간 반응시킨 후 bloking용
액을 넣고 실온에서 2시간 방치하였다.표준 IL-10항원과 측정하고자 하는 세
포 배양 상층액을 100 μL/mL씩 넣고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세척 후
biotinylated항 마우스 IL-10항체를 well당 500ng/mL씩 분주하여 실온에서 1
시간 반응시킨 후 세척하였다.1:1000희석된 avidin HRP (BD Bio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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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용액으로 실온에서 30 분간 반응시킨 후 세척하고 TMB substrate
reagent(BD Biosciences,U.S.A.)을 분주하여 30분간 반응시킨 후 정지용액을
넣어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파장 43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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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결결결 과과과

333...111111차차차선선선별별별 결결결과과과

333...111...111RRRAAAWWW222666444...777세세세포포포가가가 BBBiiifffiiidddooobbbaaacccttteeerrriiiaaabbbrrreeevvveee(((AAATTTCCCCCC)))
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반반반응응응

비피더스균이 면역세포에 자극하여 IL-10의 발현이 가장 잘 되는 최적의 시
간과 농도를 구하기 위하여 각각 1×105,1×106,1×107과 1×108 cells/mL의 B.
breve표준균주를 5×105개의 RAW 264.7세포에 1,2,4,8시간동안 자극한 후
IL-10mRNA 발현을 관찰하였다.결과 107cells/mL의 B.breve를 RAW 264.7
세포에 2시간동안 처리하였을 때 IL-10mRNA가 가장 잘 발현되었다 (그림 1).

333...111...222RRRAAAWWW222666444...777세세세포포포가가가 여여여러러러 비비비피피피더더더스스스균균균주주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반반반응응응

ATCC 표준균주 B.breve,B.catenulactum,B.infantin,B.logum,B.
adolescentis등 5개와 새로 분리한 비피더스균주 29개를 RAW 264.7에 2시간동
안 자극한 후 IL-10mRNA의 발현정도를 관찰하였다.결과 새로 분리한 균주
A1,A2,A5,A13,A14,A16,A28,A34,YM112,B17,B270,균을 처리한 세포에
서 IL-10mRNA가 기타 균주에 비해 비교적 많이 발현되었다 (그림 2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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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fidobateriium breve 
       C LPS 105 106 107 108

 1h IL-10

2h IL-10

4h IL-10

8h IL-10

그그그림림림111...RRRAAAWWW222666444...777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IIILLL---111000mmmRRRNNNAAA의의의 발발발현현현(((111)))...5×105개의 세포에 각각
1×105,1×106,1×107 and 1×108 cells/mL의 Bifidobaterium breve 또는 100
ng/mL의 LPS를 1,2,4,8시간을 처리한 후 세포에서 totalRNA를 분리하여 1
μg의 RNA로 RT-PCR를 시행하였다.C:contral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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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222...RRRAAAWWW222666444...777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IIILLL---111000mmmRRRNNNAAA의의의 발발발현현현(((222)))...5×105개의 RAW 264.7
세포에 1×107cells/mL의 서로 다른 비피더스균주를 2시간 처리한 후 세포에서
totalRNA를 분리하여 1 μg의 RNA로 RT-PCR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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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222차차차선선선별별별 결결결과과과

333...222...111RRRAAAWWW222666444...777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의의의 선선선별별별 결결결과과과

1차 선별실험에서 선별된 13개 균주를 재차 RAW 264.7세포에 처리하여
같은 조건으로 IL-10mRNA의 발현을 관찰하였고 동시에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
인 IL-6의 발현을 관찰하였다.결과 1차 선별된 균주 중에서도 A5,A28과
YM1123개 균주가 RAW 264.7세포를 자극하여 IL-10mRNA가 가장 많이 발현
되었다.그 중 YM112균주는 IL-6의 발현 역시 잘 되었고 반대로 A5와 A28균
주는 IL-6가 적게 발현되었다 (그림 3).

333...222...222마마마우우우스스스 일일일차차차 대대대식식식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의의의 선선선별별별 결결결과과과

1×107cells/mL의 1차 선별된 균주를 5×105개의 BALB/c마우스복강에서 분
리한 대식세포에 2시간동안 처리하였다. RT-PCR방법으로 IL-10mRNA 발현
을 관찰하였다.결과 A28과 YM112균에 의한 IL-10mRNA가 가장 많이 발현되
었다 (그림 4).

333...222...333비비비피피피더더더스스스균균균의의의 최최최종종종 선선선별별별 결결결과과과

1차와 2차 선별과정을 통해 여러 비피더스 균주 중에서 마우스 대식세포에
자극하여 항염증사이토카인인 IL-10mRNA는 많이 발현되게 하고 전염증사이토
카인인 IL-6mRNA은 적게 발현시키는 A28균주를 최종적으로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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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333...RRRAAAWWW222666444...777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IIILLL---111000 mmmRRRNNNAAA의의의 발발발현현현(((333)))...5×105개의 RAW 264.7
세포에 1×107cells/mL의 1차 선별된 비피더스 균주를 2시간 처리한 후 세포에
서 totalRNA를 분리하여 1 μg의 RNA로 RT-PCR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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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444...마마마우우우스스스 일일일차차차대대대식식식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IIILLL---111000 mmmRRRNNNAAA의의의 발발발현현현...5×105개의 마우스
일차 신선 복강 대식세포에 1×107cells/mL의 1차 선별된 비피더스 균주를 2시
간 처리한 후 세포에서 totalRNA를 분리하여 1 μg의 RNA로 RT-PCR를 시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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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선선선별별별된된된 균균균주주주의의의 면면면역역역효효효능능능

333...333...111마마마우우우스스스 일일일차차차 분분분리리리세세세포포포가가가 선선선별별별된된된 균균균주주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면면면역역역반반반응응응

마우스 1차 신선세포인 마우스 복강대식세포와 비장세포에 선별된 A28균주
를 자극하여 IL-10의 분비를 단백질 수준에서 조사하고자 세포배양 상층액에 분
비되어 있는 IL-10의 량을 ELISA 방법으로 측정하였다.결과 IL-10의 평균량이
A28균주를 처리한 복강대식세포에서 1,384±1,050pg/mL이었고 PBS와 LPS를
처리한 대식세포에서 평균 222.9±134.9pg/mL와 189.5±136.5pg/mL이었다.
PBS를 처리한 비장세포에서는 IL-10이 검출되지 않았고 LPS를 처리한 비장세포
에서 IL-10의 평균량은 51.1±51pg/mL이었고 A28균주를 처리한 비장세포에서
는 273.8± 243.8pg/mL이었다.대식세포와 비장세포에서 모두 IL-10의 분비가
A28균주를 처리한 세포에서 처리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림 5).
그리고 마우스 비장세포에 각각 1×105,1×106와 1×107cells/mL의 A28균주를 처
리한 다음 CD4+CD25+세포의 변화에 대해 관찰하였다.결과 CD4+CD25+세포가
PBS만 처리한 비장세포에서 0.67 ± 0.2% 차지하고 1×105,1×106와 1×107

cells/ml의 A28균주를 처리한 비장세포에서 각각 0.82± 0.1%,0.95± 0.03%,
3.13± 0.51% 차지하였다.1×107 cells/mL의 A28균주를 처리한 비장세포에서
CD4+CD25+세포 수는 A28처리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증
가하였다 (p＜ 0.05,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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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BBB

그그그림림림555...마마마우우우스스스 비비비장장장세세세포포포와와와 복복복강강강대대대식식식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IIILLL---111000의의의 분분분비비비.정상마우스에서 분
리한 복강 대식세포 (A)와 비장세포 (B)에 1×107cells/mL의 비피더스균 A28균
주를 24시간 처리한 다음 세포배양액에 포함되어 있는 IL-10의 분비를 ELISA법
으로 측정하였다.결과는 평균 ±표준오차로 표시하고 통계처리는 비모수 t-test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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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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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666...마마마우우우스스스 비비비장장장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비비비피피피더더더스스스균균균 AAA222888균균균주주주 자자자극극극에에에 의의의한한한 CCCDDD444+++CCCDDD222555+++

세세세포포포수수수의의의 증증증가가가...정상마우스에서 분리한 비장세포 (splenocytes,SP)에 각각 1×105,
1×106와 1×107cells/mL의 비피더스균 A28균주를 24시간 처리하였다.다음 세
포를 FITC와 결합되어 있는 항-CD4항체와 PE와 결합되어 있는 항 CD25항체
로 염색한 후 flow cytometry방법으로 분석하였다.A,비피더스균 A28균주를
처리하지 않은 비장세포에서의 CD4와 CD25의 발현;B,1×105cells/mL의 비피
더스균 A28 균주로 처리한 비장세포에서의 CD4 와 CD25의 발현;C,1×106

cells/mL의 비피더스균 A28균주로 처리한 비장세포에서의 CD4와 CD25의 발
현;D,1×107cells/mL의 비피더스균 A28균주로 처리한 비장세포에서의 CD4와
CD25의 발현;E,마우스 비장세포에서 비피더스균 A28균주를 서로 다른 농도로
처리한 다음 CD4+CD25+세포 수의 비교.결과는 평균 ±표준오차로 표시하고 통
계처리는 one-wayANOVA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p< 0.05,비피더스 A28균
주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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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222선선선별별별된된된 균균균주주주가가가 일일일차차차 분분분리리리세세세포포포 및및및 정정정상상상 마마마우우우스스스에에에서서서의의의
면면면역역역반반반응응응

선별된 A28균주가 정상마우스 장관 면역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자 A28
군에서는 마우스 당 1×109개/일의 A28균주를,정상 대조군은 같은 량의 PBS를
4주간 경구투여한 후 마우스를 희생시켜 IEL,PP,SP를 분리하여 면역변화를 관
찰하였다.IEL,PP세포,SP세포를 FITC-anti-CD4와 PE-anti-CD25항체와 반
응시킨 후 flow cytometry방법을 사용하여 CD4+CD25+세포의 변화를 측정하였
다.결과 IEL에서 CD4+CD25+ 세포가 A28군에서 평균 0.14±0.05%로서 정상대
조군의 0.03±0.02%에 비해 약 5.1배 증가하였고 PP에서는 A28군에서 0.22±
0.04%로서 정상대조군의 0.11±0.03%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으며 SP에서는
A28군에서 0.29±0.14%로서 정상대조군의 0.17±0.10%에 비해 약 1.7배 증가
하였다 (그림 7,8,9).또한 RT-PCR 방법을 이용하여 항 염증성 사이토카인
IL-10과 TGF-β1mRNA의 발현을 측정하였다.결과 IL-10과 TGF-β1의 발현이
IEL,PP와 SP에서 모두 A28군이 정상대조군에 비해 증가되었다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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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777:::마마마우우우스스스 장장장관관관 상상상피피피내내내 림림림프프프구구구에에에서서서 비비비피피피더더더스스스균균균 AAA222888균균균주주주의의의 자자자극극극에에에 의의의한한한
CCCDDD444+++CCCDDD222555+++ 세세세포포포의의의 증증증가가가... 장관 상피내 림프구 (intestinal intraepithelial
lymphocyte,IEL)은 A28균주(1×109 개/마우스/일)를 4주간 투여한 마우스와
A28균주를 투여하지 않은 마우스 장에서 분리하였다.분리한 세포를 FITC와 결
합되어 있는 항-CD4항체와 PE와 결합되어 있는 항 CD25항체로 염색한 후
flow cytometry방법으로 분석하였다.A,A28균주를 투여하지 않은 마우스 장에
서 분리한 IEL에서 림프구의 선택구역;B,A28균주를 투여하지 않은 마우스 장에
서 분리한 IEL 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와 CD25의 발현 (세포를 항
CD4,CD25항체로 염색하지 않았음);C,A28균주를 투여하지 않은 마우스 장에
서 분리한 IEL 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와 CD25의 발현 (세포를 항
CD4,CD25항체로 염색하였음);D,A28균주를 4주간 경구 투여한 마우스 장에
서 분리한 IEL 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와 CD25의 발현 (세포를 항
CD4,CD25항체로 염색하였음);E,A28균주를 투여하지 않은 마우스와 비피더스
균 A28균주를 투여한 마우스 장에서 분리한 IEL 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와 CD25의 발현된 세포 수의 비교.결과는 평균 ±표준오차로 표시하고 통
계처리는 비모수 t-test방법으로 분석하였다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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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888...마마마우우우스스스 파파파이이이어어어 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비비비피피피더더더스스스균균균 AAA222888균균균주주주의의의자자자극극극에에에의의의한한한CCCDDD444+++CCCDDD222555+++

세세세포포포 수수수의의의증증증가가가...파이어반 세포 (Peyer'spatch,PP)는 A28균주를 투여하지 않은
마우스와 A28균주 (1×109개/마우스/일)를 4주간 투여한 마우스 장에서 분리
하였다.분리한 세포를 FITC와 결합되어 있는 항-CD4항체와 PE와 결합되어 있
는 항 CD25항체로 염색한 후 flow cytometry방법으로 분석하였다.A,A28균주
를 투여하지 않은 마우스 장에서 분리한 PP에서 림프구의 선택구역;B,A28균
주를 투여하지 않은 마우스 장에서 분리한 PP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
와 CD25의 발현 (세포를 항 CD4,CD25항체로 염색하지 않았음);C,A28균주를
투여하지 않은 마우스 장에서 분리한 PP 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와
CD25의 발현 (세포를 항 CD4,CD25항체로 염색하였음);D,A28균주를 4주간
경구 투여한 마우스 장에서 분리한 PP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와 CD25
의 발현 (세포를 항 CD4,CD25항체로 염색하였음).E,A28균주를 투여하지 않
은 마우스와 비피더스균 A28균주를 투여한 마우스 장에서 분리한 PP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와 CD25의 발현된 세포 수의 비교.결과는 평균 ±표준오
차로 표시하고 통계처리는 비모수 t-test방법으로 분석하였다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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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999...마마마우우우스스스 비비비장장장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비비비피피피더더더스스스균균균 AAA222888균균균주주주의의의 자자자극극극에에에 의의의한한한 CCCDDD444+++CCCDDD222555+++세세세
포포포 수수수의의의 증증증가가가...비장세포(splenocytes,SP)는 정상마우스와 A28균주(1×109개/마
우스/일)를 4주간 투여한 BALB/c마우스 장에서 분리하였다.분리한 세포를
FITC와 결합되어 있는 항-CD4항체와 PE와 결합되어 있는 항 CD25항체로 염
색한 후 flow cytometry방법으로 분석하였다.A,정상마우스 장에서 분리한 SP
에서 림프구의 선택구역;B,정상마우스 장에서 분리한 SP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와 CD25의 발현 (세포를 항 CD4,CD25항체로 염색하지 않았음);
C,정상마우스 장에서 분리한 SP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와 CD25의 발
현 (세포를 항 CD4,CD25항체로 염색하였음);D,A28균주를 4주간 경구 투여
한 마우스 장에서 분리한 SP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와 CD25의 발현
(세포를 항 CD4,CD25항체로 염색하였음);E,정상마우스와 비피더스균 A28균
주를 투여한 마우스 장에서 분리한 SP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와 CD25
의 발현된 세포 수의 비교.결과는 평균 ±표준오차로 표시하고 통계처리는 비모
수 t-test방법으로 분석하였다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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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000...마마마우우우스스스 장장장관관관 상상상피피피내내내 림림림프프프구구구(((iiinnnttteeessstttiiinnnaaallliiinnntttrrraaaeeepppiiittthhheeellliiiaaallllllyyymmmppphhhooocccyyyttteee,,,
IIIEEELLL))),,,파파파이이이어어어반반반 (((PPPeeeyyyeeerrr'''ssspppaaatttccchhh,,,PPPPPP))),,,비비비장장장세세세포포포 (((ssspppllleeennnooocccyyyttteee,,,SSSPPP)))에에에서서서 IIILLL---111000과과과
TTTGGGFFF---ββββ111mmmRRRNNNAAA의의의 발발발현현현...정상마우스와 비피더스균 A28균주(1×109개/마우스/일)
를 4주간 경구 투여한 마우스에서 각각 IEL,PP,SP를 분리하였다.다음 세포에
서 총 RNA를 분리하고 1μg의 RNA로 RT-PCR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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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44선선선별별별된된된균균균주주주가가가 대대대장장장염염염 모모모델델델 마마마우우우스스스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333...444...111대대대장장장염염염 모모모델델델 마마마우우우스스스에에에서서서 대대대장장장길길길이이이의의의 변변변화화화

대조군과 실험군 BALB/c마우스를 각각 4% DSS로 대장염을 유발한 후 마
우스를 희생시켜 맹장과 직장을 포함한 대장을 적출하여 그 길이를 측정하였다.
결과 균 대신 같은 량의 PBS를 투여하고 4% DSS로 대장염을 유발한 대조군 마
우스의 대장 길이는 평균 6.8±0.31cm로서 4% DSS를 처리하지 않은 정상 대
조군 마우스 대장 길이 평균 9.1±0.82cm에 비해 유의한 감소소견을 보였다 (p
<0.01).비피더스균 A28균주를 4주간 전 투여한 후 4% DSS로 대장염을 유발한
실험군 마우스의 평균대장길이는 7.8±0.21cm로서 정상군에 비해 감소되었지만
유의성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대조군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그림 11,12).

333...444...222대대대장장장염염염 모모모델델델 마마마우우우스스스 대대대장장장의의의 육육육안안안 및및및 조조조직직직학학학적적적 소소소견견견

비피더스균 A28균주를 4주간 경구 투여한 BALB/c마우스를 4% DSS로 대
장염을 유발한 후 마우스를 희생시켜 맹장과 직장을 포함한 대장을 적출하여
H-E염색을 하고 현미경으로 40배와 200배 확대하여 관찰하였다.결과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마우스의 장조직의 장샘 세포들이 사라지고 점막의 미란이나 궤양을
나타내며 조직 내 호중구나 단핵구와 같은 염증세포들이 침윤하였지만 실험군의
염증정도는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림 13).



- 37 -

그그그림림림 111111...대대대장장장염염염 모모모델델델 마마마우우우스스스에에에서서서 대대대장장장 길길길이이이의의의 비비비교교교...비피더스균 A28균주를 4
주간 경구 투여한 마우스와 투여하지 않은 마우스에게 4% DSS용액으로 대장염
을 유발한 다음 대장을 적출하여 길이를 측정하였다.결과는 평균 ±표준오차로
표시하고 통계처리는 one-way ANOVA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p < 0.01,
n=5,정상대조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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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222...대대대장장장염염염 모모모델델델 마마마우우우스스스의의의 대대대장장장길길길이이이의의의 비비비교교교사사사진진진...비피더스균 A28균주를 4
주간 경구 투여한 마우스와 투여하지 않은 마우스에게 4% DSS용액으로 대장염
을 유발한 다음 대장을 적출하였다.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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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111333...대대대장장장염염염 모모모델델델 마마마우우우스스스의의의 대대대장장장조조조직직직학학학적적적 소소소견견견...비피더스균 A28균주를 4
주간 경구 투여한 마우스와 투여하지 않은 마우스에게 4% DSS용액으로 대장염
을 유발한 다음 대장을 적출하여 hematoxylinandeosin염색을 하였다.현미경으
로 40배 확대하여 관찰하면 정상마우스에서는 대장조직의 점막이 완전하고 대조

A B

C D

E F



- 40 -

군 대장조직의 점막은 미란 및 샘이 감소되었고 200배 확대하여 관찰하면 염증
세포가 많이 침윤되었다.실험군 대장조직은 점막의 미란 및 샘의 감소와 염증세
포의 침윤이 적었다.A,B:정상대조군;C,D:대조군;E,F:실험군;A,C,E:
×40;B,D,F:×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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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44...333대대대장장장염염염 질질질병병병 점점점수수수 결결결과과과 (((dddiiissseeeaaassseeessscccooorrreeesssiiinnncccooollliiitttiiisss)))

비피더스균 A28균주를 4주간 경구투여 한 BALB/c마우스를 4% DSS로
대장염을 유발한 후 마우스를 희생시켜 맹장과 직장을 포함한 대장을 적출하여
관찰한 다음 10%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하였다가 H-E 염색을 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소견을 점수로 표현하였다.결과 육안적 질병점수는 실험군은 6.6±0.68
로 대조군 8.6±0.24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 (그림 14,p< 0.05).현미
경학적 질병점수는 실험군에서는 6.8±0.73으로 대조군 8.8±0.37에 비해 역시
감소되었다 (그림 15,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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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444...대대대장장장염염염 모모모델델델 마마마우우우스스스에에에서서서 육육육안안안적적적 질질질병병병 점점점수수수의의의 비비비교교교...비피더스균 A28균주
를 4주간 경구 투여한 마우스와 투여하지 않은 마우스에게 4% DSS용액으로 대
장염을 유발한 다음 대장을 적출하여 관찰한 육안적 소견을 점수로 표시한 후 합
산하였다.결과는 평균 ±표준오차로 표시하고 통계처리는 비모수 t-test방법으
로 분석하였다 (*p<0.05,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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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555...대대대장장장염염염 모모모델델델 마마마우우우tttmmm에에에서서서 현현현미미미경경경적적적 질질질병병병점점점수수수의의의 비비비교교교...비피더스균 A28균
주를 4주간 경구 투여한 마우스와 투여하지 않은 마우스에게 4% DSS용액으로
대장염을 유발한 다음 대장을 적출하여 H-E염색한 후 현미경학적 소견에 대해
점수로 표시한 후 합산하였다.결과는 평균 ± 표준오차로 표시하고 통계처리는
비모수 t-test방법으로 분석하였다 (*;p<0.05,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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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44...444대대대장장장염염염 모모모델델델 마마마우우우스스스에에에서서서 면면면역역역학학학적적적변변변화화화

333...444...444...111IIILLL---111000과과과 TTTGGGFFF---ββββ111mmmRRRNNNAAA 발발발현현현

비피더스균 A28균주를 4주간 경구 투여한 BALB/c마우스를 4% DSS로
대장염을 유발한 후 장관 국소부위와 마우스 전신 면역변화를 검토하고자 마우스
를 희생시키고 PP과 SP를 분리하여 항염증 사이토카인인 IL-10과 TGF-β1의
mRNA 발현을 측정하였다.결과 TGF-β1mRNA의 발현이 PP와 SP에서 모두
실험군에서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16).

333...444...444...222장장장관관관 점점점막막막에에에서서서 IIILLL---111000단단단백백백질질질의의의 발발발현현현

마우스 장 점막 국소부위에서의 IL-10의 분비를 관찰하고자 마우스 대장조
직을 항 IL-10항체로 면역조직화학염색 방법으로 관찰하였다.결과 점막조직에
서 상피세포와 일부 면역세포에 IL-10단백질이 분포되어 있었고,A28을 투여한
실험군 마우스에서는 IL-10이 PBS만 처리한 정상마우스와 A28을 투여하지 않고
대장염을 유발한 대조군 마우스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400배 시야에서 IL-10양성인 세포를 측정한 결과 정상대조군
은 평균 30.1±4.3개였고,대조군은 평균 60.3±3.2개였으며,실험군은 평균
12.6±3.2개였다.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의있게 증가하였다 (p
＜ 0.001,그림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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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666...대대대장장장염염염 모모모델델델 마마마우우우스스스의의의 파파파이이이어어어반반반 (((PPPeeeyyyeeerrr'''sss pppaaatttccchhh,,,PPPPPP))),,,비비비장장장세세세포포포
(((ssspppllleeennnooocccyyyttteee,,,SSSPPP)))에에에서서서 IIILLL---111000과과과 TTTGGGFFF---ββββ111mmmRRRNNNAAA의의의 발발발현현현...비피더스균 A28균주
를 4주간 경구 투여한 마우스와 투여하지 않은 마우스에게 4% DSS용액으로 대
장염을 유발한 다음 마우스를 희생시켜 PP과 SP를 분리한 후 세포에서 total
RNA를 분리하고 1μg의 RNA로 RT-PCR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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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777...대대대장장장염염염 모모모델델델 마마마우우우스스스의의의 대대대장장장점점점막막막에에에서서서 IIILLL---111000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면면면역역역조조조직직직화화화학학학적적적 소소소
견견견...비피더스균 A28균주를 4주간 경구 투여한 마우스와 투여하지 않은 마우스
에게 4% DSS용액으로 대장염을 유발한 다음 대장을 적출하여 항 IL-10항체로
면역조직화학염색한 후 현미경하에서 관찰하였다.A,B,정상대조군;C,D,대조
군;E,F,실험군;A,C,E,×100;B,D,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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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111888...대대대장장장염염염 모모모델델델 마마마우우우스스스의의의 대대대장장장점점점막막막에에에서서서 IIILLL---111000양양양성성성세세세포포포 수수수의의의 비비비교교교...비피더
스균 A28균주를 4주간 경구 투여한 마우스와 투여하지 않은 마우스에게 4%
DSS용액으로 대장염을 유발한 다음 대장을 적출하여 항 IL-10항체로 면역조직
화학염색한 후 현미경하에서 관찰하였다.슬라이드 당 임의로 5개의 400배 시야
에서 IL-10양성인 세포를 측정하고 평균치를 취하였다.결과는 평균 ±평균오차
로 표시하고 통계처리는 one-way ANOVA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p
＜0.001,대조군과 비교,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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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44...444...333CCCDDD444+++CCCDDD222555+++세세세포포포 수수수의의의 변변변화화화

비피더스균 A28균주를 4주간 경구 투여한 BALB/c마우스를 4% DSS로
대장염을 유발한 후 장관 국소부위와 마우스 전신 면역변화를 검토하고자 마우스
를 희생시키고 IEL,PP과 SP에서 CD4+CD25+ 세포 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결
과 IEL에서 CD4+CD25+세포가 A28균주를 투여한 후 대장염을 유발한 실험군이
0.82±0.68%로 PBS를 투여하면서 대장염을 유발한 대조군에서의 0.49±0.47%
에 비해 약 1.7배 증가하였고 PP에서는 실험군이 0.77±0.67%로 대조군에서의
0.5±0.44%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으며 SP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는 각
각 0.28±0.16%,0.29±0.14%로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그림 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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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19.  19.  19.  19.  대자염  대자염  대자염  대자염  모델  모델  모델  모델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장관  장관  장관  장관  상피  상피  상피  상피  내  내  내  내  림프구에서  림프구에서  림프구에서  림프구에서  비피더스균  비피더스균  비피더스균  비피더스균  A28  A28  A28  A28  균주균주균주균주

의 의 의 의 자극에 자극에 자극에 자극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CD4CD4CD4CD4
++++
CD25CD25CD25CD25

++++
    세포 세포 세포 세포 수의 수의 수의 수의 증가증가증가증가.... 장관 상피내 림프구 (intestinal 

intraepithelial lymphocyte, IEL)는    비피더스균 A28 균주를 4 주간 경구 투여한 마

우스와 투여하지 않은 마우스에게 4% DSS용액으로 대장염을 유발한 다음 장에서 

분리하였다. 분리한 세포를 FITC와 결합되어 있는 항-CD4 항체와 PE와 결합되어 

있는 항 CD25 항체로 염색한 후 flow cytometry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A, 대조군 마

우스의 장에서 분리한 IEL에서 림프구의 선택구역; B, 대조군 마우스의 장에서 분리

한 IEL 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 와 CD25의 발현 (세포를 항 CD4, CD25 항

체로 염색하지 않음); C, 대조군마우스의 장에서 분리한 IEL 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

에서 CD4 와 CD25의 발현 (세포를 항 CD4, CD25 항체로 염색하였음); D, 실험군 

마우스의 장에서 분리한 IEL 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 와 CD25의 발현 (세포

를 항 CD4, CD25 항체로 염색하였음); E, 대조군과 실험군 마우스의 장에서 분리한 

IEL 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 와 CD25가 동시에 발현된 세포 수의 비교. 결

과는 평균 ± 표준오차로 표시하고 통계처리는 비모수 t-test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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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222000...대대대장장장염염염 모모모델델델 마마마우우우스스스의의의 파파파이이이어어어반반반에에에서서서 비비비피피피더더더스스스균균균 AAA222888균균균주주주의의의 자자자극극극에에에
의의의한한한 CCCDDD444+++CCCDDD222555+++세세세포포포 수수수의의의 증증증가가가...파이어반 세포 (Peyer'spatch,PP)는비피더스
균 A28균주를 4주간 경구 투여한 마우스와 투여하지 않은 마우스에게 4%
DSS용액으로 대장염을 유발한 다음 장에서 분리하였다.분리한 세포를 FITC와
결합되어 있는 항-CD4항체와 PE와 결합되어 있는 항-CD25항체로 염색한 후
flow cytometry방법으로 분석하였다.A,대조군 마우스의 장에서 분리한 PP에서
림프구의 선택구역;B,대조군 마우스의 장에서 분리한 PP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와 CD25의 발현 (세포를 항 CD4,CD25항체로 염색하지 않음);C,
대조군 마우스의 장에서 분리한 PP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와 CD25의
발현 (세포를 항 CD4,CD25항체로 염색하였음);D,실험군 마우스의 장에서 분
리한 IPP 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와 CD25의 발현 (세포를 항 CD4,
CD25항체로 염색하였음);E,대조군과 실험군 마우스 장에서 분리한 PP중 림
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와 CD25가 동시에 발현된 세포 수의 비교.결과는 평
균 ±표준오차로 표시하고 통계처리는 비모수 t-test방법으로 분석하였다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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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222111...대대대장장장염염염모모모델델델 마마마우우우스스스의의의 비비비장장장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비비비피피피더더더스스스균균균 AAA222888균균균주주주의의의 자자자극극극에에에 의의의
한한한 CCCDDD444+++CCCDDD222555+++세세세포포포 수수수의의의 증증증가가가...비장세포 (Splenocytes,SP)는비피더스균 A28균
주를 4주간 경구 투여한 마우스와 투여하지 않은 마우스에게 4% DSS용액으로 대
장염을 유발한 다음 비장에서 분리하였다.분리한 세포를 FITC와 결합되어 있는 항
-CD4항체와 PE와 결합되어 있는 항-CD25항체로 염색한 후 flow cytometry방
법으로 분석하였다.A,대조군 마우스에서 분리한 SP에서 림프구의 선택구역;B,
대조군 마우스에서 분리한 SP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와 CD25의 발현
(세포를 항 CD4,CD25항체로 염색하지 않음);C,대조군 마우스에서 분리한 SP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와 CD25의 발현 (세포를 항 CD4,CD25항체로 염색
하였음);D,실험군 마우스에서 분리한 SP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와 CD25
의 발현 (세포를 항 CD4,CD25항체로 염색하였음);E,대조군과 실험군 마우스에
서 분리한 SP중 림프구 선택구역 내에서 CD4와 CD25가 동시에 발현된 세포 수
의 비교.결과는 평균 ±표준오차로 표시하고 통계처리는 비모수 t-test방법으로
분석하였다 (n=2).



- 55 -

제제제444장장장 고고고 찰찰찰

비피더스균은 장내 정상 균총 중에서 가장 유익한 균으로서 여러 가지 기능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예를 들면 장내 정상 균총을 유지하고,혈중 콜레스
테롤의 농도를 낮추며,비타민을 생성하여 인체에 공급하고,항암작용 등이 있다
(Fuller,1991;Hughers등,1991;Sanders,1993).장내 비피더스균의 변화가 어린
이 알레르기성 질병과도 관련되며 (He등,2001)그 중 연구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은 비피더스균의 면역자극능이다.비피더스균은 체외실험에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친염증성과 항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한다.Marin등의 연구
에서 14개의 비피더스 균주를 각각 마우스 대식세포주인 RAW264.7세포와 T
세포주인 EL4에 자극 시 TNF-α,IL-6,IL-2와 IL-5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
가시키는데 모든 균주가 같은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그 중에서 4개 균주가 사이
토카인 생성을 강하게 증가시켰다 (Boulinier등,2004).건강한 어린이와 어른,알
레르기 환자의 분변 그리고 유제품에서 분리한 27개 균주의 비피더스균이 마우스
대식세포주인 J774.1세포에 대한 면역반응의 조사연구 (He등,2002)와 건강한 사
람의 분변에서 분리한 24개 균주의 비피더스균이 RAW264.7세포에 대한 반응
조사연구 (Park등,1999)에서 TNF-α와 IL-6의 생성이 균주마다 서로 다르게 나
타났다.또한 Sarah등은 아토피성 질환 발병률이 높은 뉴질랜드와 영국의 신생
아 변에서 주로 B.adolescentis,B.bifidum,B.longum과 B.pseudocatenulatum
을 분리하였고 아토피성 질환 발병률이 낮은 가나의 신생아 변에서는 주로 B.
infantis를 분리하였다.이는 장내 균총 중 비피더스균의 종류가 아토피피부염과
관련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이 연구에서 그들은 또 분리된 각
균주가 수지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는데 어떤 비피더스균은 종이 같으
면 비슷한 면역반응을 보였고 어떤 비피더스균은 종이 같더라도 균주가 틀리면
서로 다른 면역반응을 나타냈다.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비피더스균의 면역자극기능
은 균종 특이성 뿐 만 아니라 균주에 의한 특이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Young등,2004).또한 비피더스균을 식품으로 또는 의약용으로 사용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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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목적에 따라 알맞은 맞춤형 균주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함을 보여주며 한
국 내에서 직접 분리한 비피더스균주 중에서 면역조절능이 강한 균주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어린이 분변에서 면역조절 능력이 강한 비피더스균주를 선
별하고자 시행하였다.우선 마우스 대식세포주인 RAW264.7세포에 새로 분리한
비피더스균주 29개와 ATCC 표준균주 5개를 처리하여 IL-10mRNA가 가장 잘
발현 되는 균주 13개를 1차적으로 선별하였다.다음 1차 선별된 13개 균주를 다시
RAW 264.7세포와 마우스 일차 신선 복강 대식세포에 처리하여 IL-10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비피더스균 A5,A28,YM1123 개 균주가 RAW264.7 세포에서
IL-10의 발현이 가장 많았고,A28과 YM112균주는 마우스 신선 대식세포에서
도 IL-10을 많이 발현시켰다.하지만 그 중 YM112균주는 RAW264.7세포에서
친염증사이토카인인 IL-6도 많이 발현되어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 면역세포를 이
용한 두 차례의 선별실험을 거쳐 총 34개 균주 중 비피더스균 A28균주가 면역
조절능이 강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선별하였다.본 연구에서는 IL-10
mRNA 의 발현을 면역조절능력이 강한 지표로 설정하였다.IL-10은 항염증 사이
토카인 중의 하나로서 활성화된 대식세포,단핵구,가지세포 등을 억제하고
(Moore등,2001)또한 Th1세포에서 생성되는 친 염증사이토카인 IL-2,IFN-α,
IL-6등의 생성이 IL-10에 의해 감소되며,IL-10knockout마우스가 만성 장염으
로 발전하며 (Kuhn등,1993)IL-10이 활성화된 T 세포로 유발한 마우스 장염모
델에서 대장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Berg등,1996;Hagenbaugh등,1997).
그러므로 면역세포를 자극하여 IL-10의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비피더스 균주
는 면역조절 기능이 강하며 특히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예방 또
는 치료 가능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그리고 본 연구에서 비피더스균주의 선별과
정에서 주로 RT-PCR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방법이 간단하고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IL-10mRNA 수준에서의 발현 증가가 단백질 수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의 뒤 부분 실험에서 선별된 균주로 확
인한 결과 RT-PCR 결과와 비슷하게 IL-10mRNA가 잘 발현된 균주가 단백질
수준에서도 IL-10의 생성을 증가시켰다.이는 균주의 선별실험에서 RT-PCR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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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적절하며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선별된 비피더스균 A28균주의 면역조절능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위

하여 A28균주가 마우스 복강대식세포와 비장세포에 자극하여 IL-10의 분비를
ELISA방법으로 측정하였다.결과 A28균주를 마우스 복강대식세포나 비장세포에
서 모두 IL-10의 분비가 처리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 증가되었다.이는 본 균주가
RNA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단백질 수준에서도 면역세포에서 IL-10의 분비를 증
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마우스 말초 면역계인 비장세포에 A28균주로 자극한 결과 비
장세포에서 CD4+CD25+ 세포의 수가 증가되는 것을 관찰하였다.이같이 일차 신
선세포인 마우스 복강대식세포와 비장세포에서 IL-10의 생성 및 비장세포에서
CD4+CD25+세포의 수가 증가된 현상은 본 균주가 정상마우스 생체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또한 이번 연구에서 A28균주가
정상 마우스 생체에 미치는 면역변화를 관찰하고자 A28 균주를 생균 상태로
BALB/c마우스에게 경구투여 하였다.이후 마우스 장관 면역계에서 일어나는 변
화를 알아보고자 마우스 장관 상피내 림프구와 파이어반 세포를 분리하였고 전신
면역계에서의 면역변화는 비장세포를 각각 분리하여 CD4+CD25+세포의 수 및 항
염증 사이토카인인 IL-10과 TGF-β1의 발현을 측정하였다.CD4+CD25+세포의 수
는 장내 상피내 림프구,파이어반 세포와 비장세포 모두에서 증가시키는 추세를
보였지만 마우스 마리수가 적고 전체 말초 T 세포에서 CD4+CD25+세포의 수가
적기에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결과는 보여주지 못하였다.그러나 Niers등은 비피
더스균을 포함한 총 13개 유산균 중 일부 비피더스균 (B.bifidum,B.infantis
등)을 사람의 말초혈액 단핵구에 자극시 CD4+CD25+ 세포의 수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고 (Niers등,2005),Gill등의 B.lactisHN019균주를 복용한 중년이상
어른들의 말초혈액에서 CD4+세포와 활성화된 CD25+세포의 수가 증가되었다는
보고에 (Fedorak등,2004)따르면 비피더스균주가 CD4+CD25+조절성 T 세포 수
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L-10의 발현 역시 장내 상피내 림프구와 파이어반 세포에서는 현저하게 증
가되었지만 비장세포에서는 조금 증가되었고 TGF-β1의 발현은 파이어반 세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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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세포에서 증가하였다.이는 A28균주를 마우스에 경구투여하면 생체 내에서
IL-10 및 TGF-β1의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또한
CD4+CD25+세포의 수의 변화가 장내 상피내 림프구,파이어반 세포,비장세포 순
이였다는 결과에 근거하면 A28균주가 장관 국소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이 전신면
역계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A28균주가 장관면역계에서 항염
증 사이토카인인 IL-10과 TGF-β1의 발현 및 자가 면역반응 억제하는
CD4+CD25+세포의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로부터 본 균주가 IBD와 같은 장내 염
증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비피더스균 A28 균주가 IBD 모델에서의 효과를 조사하고자 본 균주를
BALB/c마우스에게 4주간 경구 전투여한 후 4% DSS용액으로 대장염을 유발하
였다.마우스 대장의 길이가 대조군은 정상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감소
되었으나,실험군은 정상대조군에 비해 감소되었지만 두 군사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또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육안 및 현미
경적 질병점수 모두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선별한 A28균주를 투여 한 BALB/c마우스가 4%
DSS로 대장염을 유발 시 염증정도가 A28균주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완화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A28균주가 마우스 대장염 모델에서 염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동물 장질환 모델에서 비피더스균 또는 비피더스균을
포함한 생균제가 일정한 예방 또는 치료효과가 있다.Madsen등은 복합 생균제
인 VSL#3을 IL-10-/-마우스에게 투여하면 마우스 대장의 생리적기능과 장벽의
완전함을 회복할 수 있었고 동시에 대장염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Madsen,
등,2001).그리고 B.breve,B.bifidum andL.acidophilus등 균주가 염증성 장
질환 SAMP1/Yit마우스 모델에서 염증을 개선할 수 있었고 (Matsumoto등,
2001)VSL#3생균제를 7일 간 전 투여하면 iodoacetamide로 유발한 흰쥐의 대장
염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Shibolet등,2002).아울러 여러 임상시험에서 궤양성
대장염 (Venturi등,1999)과 만성 낭염 (chronicpouchitis)(Gionchetti등,2000;
Sandborn등,1999;Sandborn등,2000)등 환자가 VSL#3생균제를 복용하여 질
환이 개선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연구 중에서 여러 가지 비피더스균을 포함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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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생균제인 VSL#3를 사용한 연구가 많았고 한 개의 비피더스균을 사용하여
IBD 동물모델이나 임상시험에서 염증의 예방 또는 치료에 관한 연구보고는 아주
적고 특히 한국 내에서 직접 분리한 균주를 사용하여 진행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어린이 분변에서 분리한 비피더스균 A28균주를 단독으로
경구 전투여한 후 4% DSS유발 IBD 모델 마우스에서 장염을 예방하였다.이 연
구결과는 본 균주가 IBD에 예방효과가 있는 국내 맞춤형 균주로서의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CD4+CD25+세포가 IBD에서의 기능에 대한 연구에서 본 세포가 면역조절작
용을 통해 마우스의 대장염을 치료할 수 있었다 (Faubion 등,2004).이는
CD4+CD25+세포가 IBD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그리
하여 본 연구에서 선별된 비피더스균 A28균주의 마우스 대장염 예방효과의 기
전을 조사하고자 A28균주를 경구 전투여한 DSS-유발 IBD 마우스 모델에서 장
내 상피내 림프구,파이어반,비장세포를 분리한 후 CD4+CD25+세포 수를 측정하
였다.결과 CD4+CD25+세포가 장내 상피내 림프구에서는 A28균주를 투여한 실
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약 1.7배 증가하였고,파이어반 세포에서도 실험군이 대
조군보다 약 1.5배 증가하였다.하지만 비장세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비
슷한 결과를 보였다.이 결과는 앞서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균주가 IBD모델
마우스에서 CD4+CD25+세포의 수를 증가시키는 추세를 보이며,전신면역계에 미
치는 영향보다 장관 국소면역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보
여준다.파이어반과 비장세포에서의 IL-10과 TGF-β1의 발현결과는 실험군에서
두가지 사이토카인 모두 대조군에 비해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장관 점막
에서의 IL-10의 분비를 IL-10항체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역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증가되었다.이러한 결과로부터 A28균주를 경구투
여하면 DSS-유발 마우스 대장염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효능은 A28균주가 마
우스 장내 국소면역에서 항염증 사이토카인의 발현 및 분비의 증가와 면역조절세
포인 CD4+CD25+세포 수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별된 한국의 어린이 분변에서 분리한 비피더스균 A28균주가
장관 면역조절 능력을 증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DSS로 유발된 마우스 대장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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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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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한국의 건강한 어린이 분변에서 분리한 비피더스균 중 면역조절능이 강한 균
주를 선별하고,선별된 균주가 마우스 장관면역체계 및 전신면역체계에 미치는 영
향을 관찰하며,선별된 균주가 IBD 모델 마우스에 대한 효능을 관찰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총 34개의 비피더스 균주 (그 중 29개의 한국 건강한 어린이 분변에서 분리
한 비피더스 균주와 5개의 ATCC 비피더스 표준균주를 포함)를 마우스 대식세
포주인 RAW264.7세포와 일차 신선 대식세포에 자극 시 A28균주가 항염증 사
이토카인인 IL-10mRNA 발현을 가장 많이 증가시켰다.

2.A28균주를 마우스 일차 신선 대식세포와 비장세포에 자극 시 IL-10의 분비가
A28균주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 증가하였다.

3.A28균주를 4주간 경구 투여한 마우스의 IEL,PP,SP에서 IL-10과 TGF-β1
mRNA의 발현과 CD4+CD25+세포의 수가 증가되었다.

4.A28균주를 4주간 경구 투여한 후 4% DSS로 IBD를 유발 시 마우스 대장 길
이의 축소,염증정도를 표시하는 육안 및 현미경학적 질병 점수가 감소되었고
IEL,PP에서 IL-10과 TGF-β1mRNA의 발현과 CD4+CD25+세포의 수가 증가되었
으며 장점막에서 IL-10단백질 발현량이 증가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국의 어린이 분변에서 분리한 비피더스균 중에
서 IL-10mRNA 발현을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A28균주가 선별되었고,A28균
주가 마우스 장관 국소면역에서 항염증 사이토카인의 발현과 CD4+CD25+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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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증가시키고 또한 IBD 모델 마우스의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것을 확인하
였다.A28균주가 마우스 장관 면역계의 CD4+CD25+세포 수와 항염증 사이토카인
인 IL-10과 TGF-β1mRNA의 발현의 증가 및 장 점막에서 IL-10의 증가 등이
작용기전으로 추정된다.따라서 본 균주가 앞으로 국내에서 IBD와 같은 장관내
염증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맞춤형 생균제의 개발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
된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물 마리수가 적고 CD4+CD25+세포 수의 변
화가 크지 않은 등 제한점으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A28균주의 기타 염증성
질환에서 효능여부에 대한 연구 및 임상시험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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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IInnnnnnaaattteeeIIImmmmmmuuunnneeePPPrrrooofffiiillleeeooofffBBBiiifffiiidddooobbbaaacccttteeerrriiiaaaSSStttrrraaaiiinnnIIIsssooolllaaattteeeddd
fffrrrooommm ttthhheeeFFFeeeccceeesssooofffHHHeeeaaalllttthhhyyyCCChhhiiillldddrrreeennniiinnnKKKooorrreeeaaa

Jin,Dan
DepartmentofMedicine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Bifidobacteria isoneoftheprototypesofprobioticsbacteria,normally
inhabitating the intestinaltractofhumans.In thatcontext,ithas been
documentedthattheamyriadofmedicinaleffectsofBifidobacteriainhuman
coveranti-diarrhealactivity,synthesisofvitamins,anti-carcinogenicactivity,
anti-allergy,regulation of mucosalimmunity,and therapeutic activity of
inflammatoryboweldisease(IBD).Thesemedicinaleffectswereshowntobe
innate immunomodulatory and species and strain-specific. Despite great
potentialofBifidobcateriausageinmedicaldisease,therehasbeeninpoorly
documentedaboutBifidobacteriastrainexploitableasmedicinalprobioticsin
Korea.Toward this,wefirstattempted toscreen theBifidobacteriastrain
isolatedfrom thefecesofhealthychildreninKorea,whichmayexertstrong
immunomodulatory activity against 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Concretely,themRNA orprotein expressionsofanti-inflammatory cytokine
(IL-10) stimulated by live Bifidobacteria were evaluated against murine
macrophages.Toprobeinnateimmunomodulatingactivityofselectedstrainon
thenormalandIBD modelmice,weevaluatedtheproportionalchangesof
CD4+CD25+ surfacemarkerintheintestinalintraepitheliallymphocytes(IEL),
Peyer's patch (PP) and splenocytes (SP) isolated from the normaland
experimental IBD BALB/c mice. In parallel, the magnitude of colonic
inflammationaswellassecretionofIL-10inintestinalmucosawereassessed
byhistologicalscoringandimmunohistochemistry,respectively.

The highestIL-10 gene expressible one among the 34 strains was
Bifidobacteria A28 by using murine macrophage.Flow cytometr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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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thattheoverallpercentagesofCD4+CD25+cellsinIEL,PPandSPof
A28treatedmicewerehigherthanthoseofnormalmice(PBScontrolmice).
IL-10 and TGF-β1 geneexpressions in IEL and PP ofA28 group were
augmentedwhen comparedtonormalcontrolgroup.Thecoloniclengthsin
diseasecontrolgroup (administrated with DSS and PBS)wassignificantly
shorterthanthoseinnormal(PBS onlytreated)group,whereasthecolonic
lengthintheA28 therapygroup(administratedwithDSS andA28strain)
was longer compared to control group.Consistently,both macro- and
micro-diseasescoreweresignificantlylowerintheexperimentalgroupthan
thoseindiseasecontrolgroup.ThepercentagesofCD4+CD25+cellsinIEL,PP
andSPofA28therapygroupwerehigherthanthoseofdiseasecontrolgroup.
Inparallel,immunochemicalstainingverifiedthattherearesignificantlyhigher
IL-10postivecellsincolonicmucosaofA28administeredgroupthanthosein
PBS-ordiseasecontrol.

Insummary,weselectedaBifidobacteriastrainA28(thehighestIL-10
mRNA expression) from the feces of healthy children in Korea. the
Bifidobacteria strain A28 effectively recruited the intestinal CD4+CD25+
regulatory T cellsin thenormalandIBD modelmice,andaugmentedthe
geneexpressionoftheIL-10andTGF-β1inIEL,PPandSPcells.Finally,
oralpretreatmentofA28couldpreventDSS-inducedmurinecolitisinBALB/c.
Giventhis,thesedatasuggestthattheBifidobacteriaA28mayexertinnate
immunomodulatory function viatherecruitmentoftheintestinalCD4+CD25+
regulatoryT cellsandthestrongerexpressionofanti-inflammatorycytokine
IL-10andTGF-β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KKeeeyyywwwooorrrdddsss:::Bifidobacteria,interluekin(IL)-10,inflammatoryboweldisease(I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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