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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esity is the most common health problem in
developed countries and is considered a significant risk factor
for many major human diseas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inhibitory effect of lactic acid bacteria isolated from
the human vagina and shellfish on adipocyte differentiation in
3T3-L1 preadipocytes. The activity of separated 221 strains
on pancrease lipase was measured and 15 strains were first
screened. The level of adipogenesis of these strains in the
3T3-L1 cells was measured by Oil Red O staining assay. Five
strains including Lactobacillus plantarum (2 strains) and L.
fermentum (3 strains) showed good adipocyte differentiation
inhibitory activity. Also, the selected strains were resistant to
bile acid up to 3% and their autoaggregation rates were as
high as 50%. These Lactobacillus strains with probiotics
potential may be useful for prevention or treatment of obesity, but further in vitro and in vivo studies on these strains are
still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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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유산균은 특별한 생리활성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
로 안전한 균주 (GRAS, generally regarded as safe bacteria)로
취급되고 있다. 유산균은 다양한 발효식품의 생산에 사용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성과 프로바이오틱스 특성을 가지
는 유제품과 발효과채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1]. 최근
에는 화학보조제를 대체하는 천연보조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 대안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프로
바이오틱스는 숙주동물의 건강에 매우 유익한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하고 영양분
의 흡수를 증진시킨다 [2].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환경
에서 병원성미생물의 항균작용을 나타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프로바이오틱스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포함되지만,
Lactobacillus 속과 Bifidobacterium 속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
지하고 있다. Lactobacilli 속은 일반적으로 유제품, 육류, 과
채 및 시리얼 제품의 발효공정에 사용되고 있다.
비만은 심장병, 암, 관절염, 당뇨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대중의 인식은 증가함에도 불
구하고, 비만환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 비만은 지방분화 (adipogenesis)의 결과로 지방세포의 수
가 증가하고 지방세포의 지질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다. 지방세포 (adipocyte)는 초과된 칼로리를 중성지방 (triglycerides)으로 합성하고 저장하는데 주요역할을 하며, 지방분
화의 결과로 지방세포의 크기와 숫자가 증가하고 세포 내 지
질축적이 가속화된다 [5]. 유산균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면역
반응 조절효과와 항암 및 항산화 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6]. 게다가, 유산균은 과체중 성인의 지방조직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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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포의 수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7],
동물시험 모델에서도 지방분화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8].
본 연구는 한국인 인체 유래 유산균으로부터 분리·선별된
유산균의 지방분화 억제효과와 프로바이오틱스로서의 기능
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균주 및 유산균 시료
본 연구팀의 선행연구 [9]를 통해 분리한 한국인 여성의 질
및 식품유래 유산균을 사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
시료는 유산균주를 37oC에서 18시간 배양한 배양액을 원심
분리 (1,100×g, 4oC, 3분)한 후, phosphate-buffer saline (PBS,
pH 7)에 2번 세척하였다. 세척한 유산균주는 동결건조 후
PBS로 10 mg/mL 농도로 재현탁한 후, sonicator (VCX 400,
Sonics & Materials Inc., CT, USA)를 이용하여 균질화하였다.
균질화된 유산균주는 원심분리 (1,100×g, 4oC, 15분)한 후, 시
료로 사용하였다.
2.2. 췌장 Lipase 활성 억제능 측정
본 연구에서의 lipase 억제활성은 Lee 등의 방법 [10]을 변형
하여 측정하였다. Porcine pancreatic lipase (Sigma, USA)를
이용하여 lipase 활성저해 정도를 측정하였다. 시료를 0.1 mg/
mL의 농도로 희석한 후에 0.167 mM p-nitrophenylpalmitate
(PNP; Sigma, USA)용액, 0.061 M Tris-HCl buffer (pH 8.5),
0.3 mg/mL lipase 용액과 함께 plate에 넣어 25oC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blank는 enzyme을 증류수로, control은 시료를 용매로 대체하
였다. Lipase 억제활성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Lipase inhibition activity(%) = {1 − (시료의 흡광도 / control
의 흡광도)} × 100
2.3. 3T3-L1 세포 배양 및 분화
3T3-L1 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MD,
USA)에서 구입하였다. 3T3-L1 세포배양은 10% fetal bovine
serum (FBS, Invitrogen, NY, USA)과 1% penicillin-streptomycin (Gibco, NY, USA)이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Invitrogen, NY, USA) 배지를 이용하여 37oC,
5% CO2/95% air가 공급되는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3T3-L1 지방전구세포의 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 96 well
plate에 1.25×105 cell/well로 분주하고, 2일 후 배지를 교환하
여 4일째에 세포가 완전히 융합상태가 되도록 한다. 10% FBS
DMEM 배지에 MDI (0.5 mM 3-isobutyl-1-methylxanthine, 1
µM dexamethasone, and 1 µg/mL insulin) 용액을 처리하여 분
화를 유도하였다. 지방세포의 분화는 6일 후 완료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양성대조군은 지방분화 억제가 우수하다고

알려진 baicalin (100 µM)을 사용하였다 [11].
2.4. 세포 생존율 측정 (MTT assay)
유산균 시료에 대한 3T3-L1 세포 생존율은 MTT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방법 [12]을
이용하였다. 3T3-L1 세포는 16×104 cells/ well의 농도로 96well plate에 분주하고, 24시간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였다. 여
기에 새로운 DMEM배지 100 µL에 농도별로 희석한 유산균
시료 (100, 1,000 µg/mL)를 각각 첨가하여 24시간 배양한 다
음, 5 mg/mL로 제조한 MTT (Sigma, USA) 용액 20 µL를 첨
가하고, 37oC에서 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상등액을
제거하고, 200 µL의 dimethyl sulfoxide (DMSO)를 첨가한 후,
microplate reader (Bio-Rad Model 550; Hercules, CA, USA)로
546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5. Oil-Red O 염색
3T3-L1 세포 내 생성된 지질의 축적량은 세포 내 생성된 지방
구와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Oil Red O (Sigma, USA)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13]. 지방분화가 끝난 후, 배지를 제거한 뒤에
PBS로 2번 세척하고, 10% formalin으로 4oC에서 1시간 동안
고정하였다. 고정된 3T3-L1 세포를 60% isopropanol (in PBS)
로 2번 세척하고 0.5% Oil Red O 용액으로 30분 동안 실온에
서 염색하였다. 염색 후, 염색액을 제거하고 증류수를 이용하
여 2번 세척하였다. 정량은 증류수를 제거하여 완전히 마른
well에 isopropyl alcohol을 첨가한 후,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6. 선별된 유산균주의 동정 및 SEM 분석
선별된 유산균주는 MRS 액체배지에서 37oC에서 24시간 배
양한 후 그람염색 [14]을 실시하여 위상차 현미경으로 형태
학적 특성을 관찰하였다. 선별된 유산균주의 동정을 위하여
16S rRNA gene sequencing을 수행하였으며 [15], 유전자의
증폭은 the universal rRNA gene primers (27F and 1492R)를
사용하였고, 각 과정은 Sol-Gent Co. (Daejeon, Korea)을 통하
여 진행하였다. 이후 분석된 16S rRNA sequencing 결과는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stitute (NCBI)의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 (BLAST) analysis (http://blast.
ncbi.nlm.nih.gov/Blast.cgi)를 통해 Genbank database와 비교
하여 동정하였다 [16].
선별된 유산균주의 세포의 형태를 관찰하기 위해 1% glutaraldehyde (Sigma-Aldrich, Saint Louis, USA) 용액에 4oC, 24
시간 동안 고정화 과정을 거친 후, 에탄올에 탈수시켜 주사
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4300, Hitach, Tokyo,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2.7. 선별된 유산균주의 내산성 및 내담즙성 측정
선별된 유산균주의 장내 환경과 같은 인공 위산 및 인공담즙
염에 대한 내성을 확인하기 위해 Maragkoudakis의 방법 [17]
으로 실험하였다. 선별된 유산균주를 18시간 동안 배양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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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분리 (2,000×g, 4oC, 5분)하여 PBS로 2번 세척하였고, 108
CFU/mL 농도로 현탁하여 내성 실험에 사용하였다. 인공위
산에 대한 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BS (pH 2, 3, 4)에 pepsin
(Sigmae-aldrich, USA)의 최종농도가 3 g/L가 되도록 첨가한
후, 유산균 현탁액을 추가하여 37oC에서 3시간 배양한 후 생
균수를 확인하였다. 인공담즙염 내성은 PBS (pH 7, 8)에 pancreatin (Sigma-aldrich, USA)의 최종농도가 1 g/L가 되도록 첨
가한 후, 유산균 현탁액을 추가하여 37oC에서 4시간 배양한
후 생균수를 확인하였다.
2.8. 선별된 유산균주의 Autoaggregation
장내 세포 내 부착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Pascual의 연구 [18]를 변형하여 autoaggregation 실험을 진행하
였다. 선별된 유산균주를 37oC에서 18시간 동안 배양한 후,
원심분리 (4,000×g, 4oC, 5분)하여 PBS로 2번 세척하였다. 최
종농도가 OD600 1.0이 되도록 재현탁한 후, 현탁액 5 mL을 10
초간 진탕한 뒤 5시간 동안 방치하면서 autoaggregation을 확
인하였다. 실험 시작 직후 (A0)와 5시간 후 (A), 각각 0.1 mL
의 상등액을 취해 0.9 mL PBS와 혼합한 뒤 60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 (A0, A)하였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autoaggregation
을 계산하였다.
Autoaggregation (%) = (A0 − A) / A0 × 100
2.9. 선별된 유산균주의 항생제 감수성 시험
항생제 감수성 시험은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guidelines를 따라 MHA 배지를 이용 disc method
에 의해 수행하였다. 선별된 유산균주를 MRS 액체배지에서
배양한 후, 104 CFU/mL 정도의 균체를 MHA 배지에 도말한
후, 항생제 디스크 (BBL, Becton Dickinson, USA)를 올려놓
았다. 37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억제환의 크기를 mm 단위
로 측정하여 표준지표에 따라 판정하였다. 사용한 항생제 디
스크는 ampicillin (AM, 10 µg), cefotaxime (CTX, 30 µg), cefotetan (CTT, 30 µg), cephalothin (CF, 30 µg), chloramphenicol
(C, 30 µg), ciprofloxacin (CIP, 5 µg), cefepime (CEP, 30 µg),
erythromycin (E, 15 µg), gentamicin (GM, 10 µg), kanamycin
(K, 30 µg), nalidixic acid (NA, 30 µg), rifampin (RA, 5 µg),
streptomycin (S, 10 µg), tetracycline (TE, 30 µg), trimethoprim/
sulfamethoxazole (SXT, 1.25 µg/23.75 µg), vancomycin (VA,
30 µg)을 사용하였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지방분화세포 억제활성 균주의 선발
비만의 예방 및 치료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방식이 알려
져 있다 [19]. 이들 중, 효과적인 췌장 lipase 억제능은 장내 지
방 흡수 억제로 인해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 분리된 221 균주를 대상으로 췌장 lipase 효소 활성 억제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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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14 균주를 1차 선별하였으며, MG242 균주가 22.45%
로 가장 높은 억제활성을 나타내었다 (Table 1). 억제활성이
높은 14 균주에 대해서 3T3-L1 세포에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지 측정하기 위해 MTT assay를 수행한 결과 1,000 µg/mL 농
도 수준 이하에서 세포의 생존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 세포독
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또한 이들 선별 균주
의 배양상등액을 1,000 µg/mL 농도로 배지에 첨가하여 3T3L1 아지방세포의 지방세포로의 분화과정에서의 분화 억제
활성을 Oil Red O 염색법으로 확인하였다.
지방세포분화 (adipogenesis)과정은 매우 복잡한 분화과정
으로 성장인자, 사이토카인, 호르몬 등의 신호에 의해 전지방
세포에서 다양한 지방세포로 전환된다 [21]. 본 연구에서는
양성대조군으로 지방세포 분화 억제 활성이 있다고 알려진
baicalin (100 µM)을 사용하였으며, 생성된 지방구 (lipid drop)
함량을 MDI 처리군과 비교하였다. MDI 처리군의 지질함량
이 100%일 때, 양성대조군인 baicalin 처리군은 81.40%의 상
대적 지질함량을 나타내었다. 유산균주 처리군에서는 MG
242가 67.23%로 가장 우수한 지방분화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MG4244 (71.90%), MG4270 (73.14%), MG4261
(75.52%)의 순으로 억제효과가 나타났다 (Table 1). 기존의 연
구결과 [22]에 따르면, Lactobaciilus spp.가 장내세균인 대장
균과 살모넬라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
는 지방분화 억제효능이 밝혀지고 있다. 최 등의 연구 [23]에
따르면, Bifidobacterium breve를 구강으로 섭취하였을 때 3T3Table 1. The Effect of anti-lipase activity and Oil red O stained in
3T3-L1 adipocytes of selected lactic acid bacteria
Strains

Anti-lipase
activity (%)

MG242
MG4227
MG4231
MG4244
MG4261
MG4270
MG5008
MG5013
MG5029
MG5033
MG5040
MG5055
MG5087
MG5098

22.45
12.24
12.24
11.22
10.53
11.84
10.53
12.24
11.84
10.53
10.53
10.53
11.84
14.47

Lipid
accumulation
(% of control)
67.32
84.46
80.04
71.90
75.52
73.14
83.15
81.50
83.45
77.02
82.94
75.56
78.74
80.71

MTT assay
(Inhibition rate)
91.52
92.52
99.63
108.42
98.85
88.60
80.49
97.00
88.07
92.75
81.15
84.06
96.32
88.07

Table 2. Identification of strains by 16S rRNA sequencing
Isolates
Human
vagina
Crassostrea gigas

Strain
MG4231
MG4244
MG4261
MG4270
MG5087

Homologous microorganism
Lactobacillus fermentum
Lactobacillus fermentum
Lactobacillus fermentum
Lactobacillus plantarum
Lactobacillus plant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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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M images of selected strains. (A) L. fermentum MG4231, (B) L. fermentum MG4244, (C) L. fermentum MG4261, (D) L. plantarum
MG4270, (E) L. plantarum MG5087.

L1 지방세포의 분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3.2. 선별 유산균주의 동정
최종 선별된 지방분화세포 억제활성능이 있는 5 균주에 대한
동정을 진행하였으며, L. plantarum 2종과 L. fermentum 3종
으로 동정되었다. 선별된 5 균주에 대한 세포의 형태는 주사
전자현미경을 통하여 관찰하였으며 모두 간균의 형태인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L. plantarum과 L. fermentum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24]에 등재
되어 안전성이 확인된 균주이다.

Fig. 2. Survival of selected strains in simulated gastric fluid conditions.

3.3. 선별된 유산균주의 내산성 및 내담즙성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는 산성 위, 다양한 효소, 장내 담즙염
등 다양한 스트레스 환경을 통과하여 생존하여야 한다 [25].
위에서의 낮은 pH 환경과 pepsin의 항균작용은 장내환경에
세균이 들어오는데 있어 효과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G4231, MG4244, MG5087이 다른 균주에
비해서 인공 위액 환경에서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2). 산성 pH는 많은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작용을 하기에 인체 내 위를 통과하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위를 통과하는 시간은 3시간 이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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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rvival of selected strains in simulated intestinal fluid conditions.

Fig. 4. Comparison of the autoaggregation ability during 5 h of selected strains.

[26]. 담즙산은 십이지장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세균의 세포
막을 파괴하여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담즙에 대한 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
다 [27]. 0.3% 농도의 답즘산에서 생존해야지만 인간의 위 장
간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28]. 인공 장내 환
경에서는 선별된 균주가 모두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 3). 담즙염과 pancreatin에 대한 내성은
소장에서 유산균이 생존하는데 있어 주요한 특성으로 알려
져 있다 [28].
3.4. 선별된 유산균주의 Autoaggregation
Autoaggregation 능력은 세포 부착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Del [2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autoaggregation

능력이 높은 균주가 실제 세포부착 능력 또한 높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선별된 5 균주에 대한 장내 부착성을 확인
하기 위해 autoaggregation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4). MG
4261, MG4231, MG4244 균주가 각각 65.9±0.3, 65.3±0.9, 68.6
±0.9%로 가장 높은 autoaggregation 능력을 보였다.
3.5. 선별된 유산균주의 항생제 내성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로서 유익한 측면에서의 장점과 더
불어 기회감염균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
[30]. 선별된 유산균주에 대한 항생제 내성 특성은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선별된 유산균주가 CTT, GM, K, S, CIP,
NA, VA에 내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로
AM, C, SXT에는 대부분 저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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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timicrobial resistance of selected strains
Antimicrobials
β-Lactams
Ampicillin (AM)
Cefotaxime (CTX)
Cefepime (CEP)
Cefotetan (CTT)
Cephalothin (CF)
Aminoglycosides
Gentamicin (GM)
Kanamycin (K)
Streptomycin (S)
Quinolones and fluoroquinolones
Ciprofloxacin (CIP)
Nalidixic acid (NA)
Sulphonamides
Sulphamethoxazole/trimethoprim (SXT)
Tetracyclines
Tetracyclin (TE)
Phenicols
Chloramphenicol (C)
Transpeptidation/translocation
Erythromycin (E)
Glycopeptide
Vancomycin (VA)
Nucleic acid inhibition
Rifampin (RA)

MG4231

MG4244

MG4261

MG4270

MG5087

S1
S
S
R2
S

S
S
S
R
S

S
R
S
R
S

S
R
R
R
I

S
S
I
I
S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S

S

S

S

R

S

S

S

I

S

S

S

S

S

S

I3

S

S

S

S

R

R

R

R

S

I

S

I

R

S

sensitive, resistant, intermediate.

1

2

3

존의 연구결과 [31]에 따르면, L. plantarum의 경우 다양한 항
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ng의 연
구결과 [32]에서도 분리된 유산균의 항생제 내성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Tulumoglu의 연구결과 [33]에 따르면,
분리된 L. fermentum 균주가 S, K, NA, VA 내성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4. CONCLUSION
본 연구는 인체유래 유산균주로부터 지방세포 분화억제 능
력이 있는 유산균주을 분리 및 동정하고, 이들 유산균주의 생
리적 특성을 규명하여 상업적으로의 이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자 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보된 유산균주 221 균
주 중 췌장 lipase 효소 활성 억제능이 우수한 14 균주를 1차
선별하였으며, 이 중 3T3-L1 아지방세포주에 대한 지방세포
분화 억제능이 우수한 균주 5종을 최종 선별하였다. 16S rRNA
sequencing 결과 L. plantarum 2종, L. fermentum 3종으로 동정
되었으며, 모두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안정성이 입증된
균주로 확인되었다. 선별된 유산균주는 인공위액과 인공담
즙염에 대한 내성이 우수하였으며, autoaggregation능력이 평
균 60.3%로 장내 부착성이 우수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
를 통해 선별된 유산균주들은 추가 연구를 통해 향후 프로바

이오틱스 분야에 주요한 소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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