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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ti-obesity effect of a mixture of Bifidobacterium animalis subsp. lactis CP-9 and 

Lactobacillus rhamnosus bv-77 in an obese mouse model was studied. Obesity was induced in 

C57BL/6J mice by providing a 60 kcal% high fat diet (HFD) for 7 weeks. The mice were then 

administered probiotics for 5 weeks and divided into five groups as follows: (1) normal control 

group (10 kcal% fat diet), (2) HFD group (60 kcal% fat diet), (3) low dose-treated group (HFD + 

5×10
8
 colony forming units (cfu)/mouse), (4) middle dose-treated group (HFD + 2.5×10

9

cfu/mouse), and (5) high dose-treated group (HFD + 5×10
9
 cfu/mouse). Supplementation with the 

probiotic mixture did not affect plasma alanine aminotransferase and aspartate aminotransferase 

levels. Probiotic supplementation was decreased body weight gain, plasma lipid levels, and 

adipose tissue. In addition, mixed probiotics significantly altered the levels of plasma insulin, 

adiponectin, and leptin. Histological analysis of liver and epididymal adipose tissue also rev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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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d fat deposition and adipocyte siz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biotic mixture of 

Bifidobacterium animalis subsp. lactis CP-9 and Lactobacillus rhamnosus bv-77 can alleviate 

diet-induced obesity and associated diseases by regulating fat accumulation, lipid metabolism, 

and the levels of leptin and adiponectin.

Keywords: Bifidobacterium animalis, High-fat diet, Lactobacillus rhamnosus, Obesity, Probiotics

서 론

비만은 주로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며, 비만과 관련된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의 발

병도 함께 증가되고 있어 사회 ‧ 경제적 비용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Musso et al., 2010).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비만을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지방조직에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지방이 축적된 상태

로 정의하였다. 비만의 전세계 유병률은 1975년에서 2016년 사이 거의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6년 기준으로 18

세 이상 성인의 약 39%가 과체중 또는 비만(BMI ≥ 25)으로 추정하였다(WHO, 2021).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영양조

사 통계보고에 따르면 2019년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34.4%이었다. 또한, 2016－2018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사결과, 고도 비만율이 매년 8－10%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1). 비만치료는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그리고 위절제술 등이 이용되는데(Sajoux et 

al., 2019), 미국 FDA에 승인된 비만치료제들은 식욕억제와 지방흡수를 억제하여 체중을 감량시킨다. 이들 약제의 치

료효율은 3－7% 정도로 매우 낮으며, 장기간 사용에 따른 여러 부작용들이 보고되었다(Kim and Kim, 2018; 

Srivastava and Apovian, 2018).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만치료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치료에 적합한 새로

운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 

인체의 위장관에는 약 500－1000여종의 미생물 군집이 서식하고 있으며, 장내 미생물은 영양소 소화, 에너지대사, 

면역계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ndhyala et al., 2015). 최근 많은 연구에서 장내 미생물이 영양소를 흡

수하고, 에너지와 지방저장을 조절함으로써 숙주의 에너지 대사와 영양소 소화에 영향을 주어 비만과 대사질환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Shen et al., 2013; Duca and Lam, 2014). 임상연구에서 비만인 사람의 장내 미생물 

균총이 마른 사람보다 적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Chatelier et al., 2013). 또한, 무균마우스에 고지방 식이를 제공

하면 체중증가나 지방축적이 발생하지 않으나, 비만 마우스의 장내 미생물 균총을 무균마우스에 이식하면 비만형으

로 유도되었다고 보고하였다(Turnbaugh et al., 2009). 고지방 식이는 장벽 보호균의 수준을 낮춰 장 투과성을 높이고, 

내독소인 lipopolysaccharide(LPS)의 혈중농도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체중증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고 보고

되었다(Cani et al., 2007). 이처럼 장내 미생물 구성과 비만과의 관련성이 규명되면서 비만치료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Probiotics는 적절한 양을 섭취하였을 때, 사람의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살아있는 미생물 조합으로 정의된다

(Fuller, 1989). 일반적으로 probiotics는 장내 미생물 균총을 안정화시키고, 숙주의 면역체계를 조절하여 체중증가, 

혈중지질 개선 등 비만과 관련된 대사질환을 개선한다(Delzenne et al., 2011; Mazloom et al., 2019). 대표적인 

probiotics, Bifidobacterium은 당뇨병, 고혈압 개선에 효과를 나타냈으며(Toral et al., 2018; Yan et al., 2019), 

Lactobacillus rhamnosus GG는 고지방식이로 유도한 비알콜성 간질환 동물모델에서 혈중 지질농도를 개선하고, 염

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하였다(Kim et al., 2016). 최근에는 소화되지 않고, 위장관내에서 probiotics 에 의해 

대사되는 prebiotics와 probiotics를 혼합한 synbiotics을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hoi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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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et al., 2020). 본 연구는 고지방식이로 유도한 비만마우스 모델에 대하여 Bifidobacterium animalis subsp. Lactis 

CP-9와 Lactobacillus rhamnosus bv-77를 혼합한 유산균 제제의 체중감소, 체지방 개선, 혈중지질 개선 등의 효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험 및 방법

혼합 유산균 

본 연구에서 사용한 probiotics는 ㈜유유헬스케어(강원도, 횡성군)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Bifidobacterium 

animalis subsp. Lactis CP-9 와 Lactobacillus rhamnosus bv-77균의 혼합분말로, 유산균 총수는 1×10
11 

cfu/g이었고, 

단회투여독성 검사를 완료한 유산균 제제이다. 

실험동물 

5주령의 C57BL/6J 수컷 마우스를 대한바이오링크에서 구매하여 온도 23 ± 1°C, 습도 55 ± 5%, 12시간 자동명암

조절을 유지하는 동물사육실에서 1주간 일반식이로 적응시켰다. 고지방식이인 60 kcal% fat diet(D12492B, 

Research Diets Inc., New Brunswick, NJ, USA)을 7주간 제공하여 비만을 유도하였다. 같은 기간 대조군은 10 kcal% 

fat diet(D12450J, Research Diets Inc.)을 제공하였다. 비만유도 후 실험군을 그룹당 8마리로 하여 5그룹으로 나누었

다. 실험군은 (1) 대조군(NC, 10 kcal% diet), (2) 고지방식이군(HF, HFD 60 kcal% fat diet), (3) 유산균 저용량 투여

군(HFL, HFD + 5×10
8 

cfu/g), (4) 유산균 중용량 투여군(HFM, HFD + 2.5×10
9
 cfu/g), (5) 유산균 고용량 투여군

(HFH, HFD + 5×10
9
 cfu/g)이었다. 혼합유산균은 멸균 증류수에 현탁하여 0.2 mL 용량으로 5주간 매일 경구투여였

고, 대조군과 고지방식이군은 생리식염수를 경구투여하였다. 식이섭취량과 체중은 주 2회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승인(HIMH A20-07)을 받아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였다.

채혈 및 장기적출 

실험종료일에 흡입마취제로 심마취하여 후대정맥에서 채혈한 후, 안락사하였다. 간, 신장, 고환, 심장을 적출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복부지방은 부고환지방, 신장지방, 내장지방을 적출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간조직과 부고환지

방은 10% formaldehyde 용액에 고정하여 hematoxyline and eosin staining(H&E)을 실시하였다.

혈액 생화학적 분석 

혈액은 4,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장을 분리하였다. Total cholesterol(TC), HDL-cholesterol(HDL-C), 

LDL-cholesterol(LDL-C), triglyceride(TG),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alanine aminotransferase(ALT)는 

자동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Konelab 20XT,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 Insulin, 

adiponectin, leptin은 ELISA ki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R&D systems, Minneapolis, MN, USA).

조직병리학적 검사

10% formaldehyde용액에 고정한 간과 부고환지방은 탈수 및 파라핀 포매 등의 일반적인 조직처리과정을 거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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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the mixed probiotics of Bifidobacterium animalis subsp. latics CP-9 and Lactobacillus rhamnosus bv-77 

on body weight in HFD-induced obese mice. (A) Bodyweight changes in C57BL/6J mice fed the HFD for 7 weeks, (B) 

Body weight changes in C57BL/6J mice supplemented with mixed probiotics for 5 weeks. The HFL group displayed 

significantly reduced body weight at weeks 3 and 4 compared with the HF group (p <0.05). The HFH group also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body weight compared with the HF group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except at 

week 2. 
****

p < 0.0001 vs NC; 
#
p < 0.05, 

##
p < 0.01 vs HF. 

생성된 파라핀 블록을 3 µm 두께로 박절하여 H&E 염색을 실시하였다. 염색조직은 광학현미경(Olympus, CX41, 

Japan)으로 검경하였다. 간조직에서 관찰된 지방침착은 각각의 간조직에 대하여 지방이 침착된 비율에 따라 정상범

위(0), < 10%(0.5), 10－20%(1.0), 20－30%(1.5), 30－40%(2.0), 40－50%(2.5), 50－60%(3.0), 60－70%(3.5), 70

－80%(4.0), 80－90%(4.5), 90%이상(5.0)으로 구분하여 점수화하였다. 지방조직에서 지방구의 크기는 각 개체의 슬

라이드에서 임의로 3곳을 선택하여 5개의 지방구 크기를 이미지 분석장치(i-Solution Lite)을 이용하여 측정한 후, 평

균값을 계산하였다. 

통계 방법 

실험결과는 Mean ± SD로 나타내었고, 통계처리는 GraphPad 7.05를 이용하여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투여기간에 따른 체중변화는 Two-way ANOVA를 사용하였다. 처리군 간의 유의성은 Dunnett’s multiple range test

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토론

체중증가 및 식이효율 

고지방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7주간의 체중증가와 유산균 투여에 따른 체중 변화를 Fig. 1에 제시하였다. 최종 체중, 

식이섭취량, 식이효율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Probiotics의 항비만 효과를 뒷바침하는 전임상 연구는 주로 

Lactobacillus 와 Bifidobacterium속의 다양한 균주들을 사용하여 비만 마우스의 체중 및 지방조직감소 효과를 규명

하고 있다(Bo et al., 2020; Kim et al., 2021). 7주 동안 60 kcal% fat diet로 비만을 유도한 마우스의 체중은 43.17 ± 

1.93 g으로 10 kcal% fat diet 식이를 제공한 대조군 31.07 ± 2.05 g보다 체중이 40.7% 증가하여 식이유도 비만모델

(diet-induced obesity, DIO)로 적합하였다(Fig. 1A). 비만 마우스에 유산균을 투여하는 기간 동안 체중증가가 억제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1B). 최종 체중은 HF군이 49.84 ± 1.17 g으로 투여 전보다 14.0% 증가하였다. 반면, 고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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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the mixed probiotics of Bifidobacterium animalis subsp. latics CP-9 and Lactobacillus rhamnosus 

bv-77 on body weight gain, food intake, and food efficiency ratio in HFD-induced obese mice

Group
Initial body weight 

(g)

Final body weight 

(g)

Weight gain

 (g)

Food intake 

(g/day)

FER

(%)

NC 31.07 ± 2.05 35.16 ± 1.58 4.09 ± 1.99 2.70 ± 0.30 2.86 ± 2.54

HF 43.17 ± 1.93
****

49.84 ± 1.17
****

6.13 ± 1.41
*

2.41 ± 0.22 7.29 ± 1.68
**

HFL 41.75 ± 2.49 46.76 ± 3.27 5.01 ± 1.16 2.45 ± 0.38 5.85 ± 1.36

HFM 42.06 ± 1.98 47.55 ± 2.00 5.49 ± 1.27 3.03 ± 0.43
###

5.17 ± 1.19

HFH 41.58 ± 2.71 45.83 ± 3.82
##

4.25 ± 3.10 3.17 ± 0.80
###

3.83 ± 2.79
##

Mean ± SD (n = 8). NC, normal control; HFD, high-fat diet; HFL, HFD + 5×10
8
 cfu/mouse; HFM, HFD + 2.5×10

9
 cfu/mouse; 

HFH, HFD + 5×10
9
 cfu/mouse. FER, food efficiency ratio (%) = body weight gain (g/day) /food intake (g/day) ×100. 

*
p < 0.05, 

**
p < 0.01, 

****
p < 0.0001 vs NC; 

##
p < 0.01, 

###
p < 0.001 vs HF.

Table 2. Effect of the mixed probiotics of Bifidobacterium animalis subsp. latics CP-9 and Lactobacillus rhamnosus 

bv-77 on organ weights and visceral white adipose tissues in HFD-induced obese mice

Organ NC HF HFL HFM HFH

Liver 3.23 ± 0.10 3.90 ± 0.68
**

2.75 ± 0.38
####

2.61 ± 0.32
####

2.75 ± 0.32
####

Kidney 1.00 ± 0.07 0.75 ± 0.07
****

0.72 ± 0.05 0.75 ± 0.07 0.74 ± 0.08

Heart 0.43 ± 0.03 0.31 ± 0.01
****

0.32 ± 0.02 0.32 ± 0.04 0.31 ± 0.03

Testes 0.74 ± 0.07 0.53 ± 0.04
****

0.53 ± 0.06 0.59 ± 0.09 0.57 ± 0.08

eWAT 3.31 ± 0.72 5.68 ± 1.06
****

5.29 ± 1.96 5.17 ± 0.76 5.35 ± 0.72

pWAT 0.61 ± 0.16 1.16 ± 0.10
****

1.05 ± 0.21 0.88 ± 0.24
#

0.97 ± 0.30

mWAT 1.32 ± 0.52 3.67 ± 0.51
****

2.15 ± 0.67# 2.53 ± 0.77
##

2.69 ± 0.55
#

Mean ± SD (n = 8). Relative organ weight i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body weight (organ weight/body weight × 100). NC, 

normal control; HFD, high-fat diet; HFL, HFD + 5×10
8
 cfu/mouse; HFM, HFD + 2.5×10

9
 cfu/mouse; HFH, HFD + 5×10

9

cfu/mouse. eWAT, epididymal white adipose tissue; pWAT, perirenal white adipose tissue; mWAT, mesenteric white adipose 

tissue. 
**

p < 0.01, 
****

p < 0.0001 vs NC; 
#
p < 0.05, 

##
p < 0.01, 

####
p < 0.0001 vs HF. 

도 투여군인 HFH군은 45.83 ± 3.82 g으로 HF군보다 유의적으로 최종 체중이 감소하였다(p < 0.01). 하루 평균 식이

섭취량은 NC군과 HF 군간의 차이는 없었고, HFM군과 HFH군에서 HF군보다 식이섭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다. HF군의 식이효율은 7.29 ± 1.68%로 대조군 2.86 ± 2.54%보다 현저히 증가하였다(p < 0.01). 유산균 투여군에서

는 투여농도에 따라 식이효율이 감소하였고, HFH군에서 유의성을 나타내었다(p < 0.01). 

장기무게 변화

간, 신장, 심장, 고환을 적출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Table 2). HF군의 간조직 무게는 3.90 ± 0.68%로 NC군 3.23 ± 

0.10%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나머지 장기인 신장, 심장, 고환의 무게는 NC군보다 현저히 감소하였다. 반면, 

유산균 투여시 고지방섭취로 비대해진 간무게가 유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NC군보다도 간무게가 감소하였다. 신장, 

심장, 고환무게는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 과도한 식이 에너지는 지방세포의 지방구에 중성지방형태로 지방조직에 저

장되기 때문에(VázquezVela et al., 2008), 비만증은 지방세포의 과형성과 지방세포의 비대로 인해 지방 조직량이 증

가하는 특징을 갖는다(Shin et al, 2010). 복부 지방량은 NC군과 비교하였을 때, HF군의 부고환 지방은 54%, 신장지

방은 150%, 그리고 내장지방은 177% 현저하게 증가하였다(p < 0.0001). 부고환 지방량은 유산균 투여군간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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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the mixed probiotics of Bifidobacterium animalis subsp. latics CP-9 and Lactobacillus rhamnosus 

bv-77 on plasma biochemical parameters in HFD-induced obese mice

Group NC HF HFL HFM HFH

TC (mg/dL) 138.55 ± 24.19 196.67 ± 22.93
****

170.89 ± 13.63
#

173.22 ± 13.07
#

163.50 ± 14.37
##

HDL-C (mg/dL) 123.44 ± 2.56 167.25 ± 12.70
****

159.92 ± 16.54 167.17 ± 18.58 155.45 ± 14.87

LDL-C (mg/dL) 19.78 ± 5.61 40.33 ± 9.34
****

31.36 ± 5.14
#

33.63 ± 9.87 30.82 ± 6.67
#

TG (mg/dL) 81.87 ± 29.13 84.44 ± 18.70 80.36 ± 14.48 70.33 ± 16.66 65.17 ± 14.65
#

ALT (U/L) 17.44 ± 6.27 166.83 ± 50.89
****

74.37 ± 37.68
###

51.00 ± 22.79
###

55.54 ± 34.26
###

AST (U/L) 68.25 ± 19.91 140.67 ± 30.12
****

111.78 ± 36.76 94.60 ± 17.04
##

91.70 ± 20.09
###

Mean ± SD (n = 8). NC, normal control; HFD, high-fat diet; HFL, HFD + 5×10
8
 cfu/mouse; HFM, HFD + 2.5×10

9
 cfu/mouse; 

HFH, HFD + 5×10
9
 cfu/mouse.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G, triglycerid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

p < 0.0001 vs NC; 
#
p < 0.05, 

##
p < 0.01, 

###
p < 0.001 vs HF.

없었다. 신장 지방량은 유산균 투여군에서 HF군보다 각각 8.6%, 24.2%, 16% 감소하였으며, HFM군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성을 나타내었다(p < 0.05). 또한, 고지방식이 섭취로 가장 많이 증가된 내장 지방량의 경우, 유산균 투여군에

서 각각 29%, 31%, 27%로 감소하여 유의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혈액학적 분석 

고지방 식이와 혼합유산균을 5주간 섭취한 비만 마우스의 혈액학적 분석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TC농도는 

HF군이 196.67 ± 22.93 mg/dL로 NC군 138.55 ± 24.19 mg/dL보다 42%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 < 0.0001). 유산

균 투여군에서는 고지방 식이섭취로 증가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각각 13%, 12%, 17% 유의적으로 억제하였다. 

HDL-C농도는 NC군보다 HF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유산균 투여군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DL-C

은 HF군이 NC군보다 현저히 증가하였으며(p < 0.0001), HFL군과 HFH군에서 증가된 LDL-C농도가 유의적으로 감

소하였다(p < 0.05). TG농도는 HF군과 NC군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HFH군에서 HF군보다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

었다(p < 0.05). 혈중지질 농도는 비만과 대사질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바이오 마커로 활용된다. TC와 HDL-C의 비

율은 심장질환 지수로 활용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예측할 수 있는 마커이다. 또한, LDL-C은 혈관벽에 침착되어 죽상

동맥경화증을 일으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된다(Carreras et al., 2018). 본 연구에서 사용한 

Bifidobacterium animalis subsp. latics CP-9와 Lactobacillus rhamnosus bv-77 혼합 제제는 비만으로 인해 증가한 

혈중지질 농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다른 대사성 질환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지방식이 섭취는 간에서 지방산을 흡수하여 간염증 손상을 일으킨다. 비만으로 유도된 간염증은 간섬유화, 간경

변증 및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Czaja, 2014). ALT와 AST는 간손상의 혈중 효소 바이오마커로 널리 사용되며, 체

중증가 시 두 효소의 농도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tranges et al, 2004). ALT의 농도는 NC군 17.44 ± 

6.27 U/L이었고, HF군은 166.83 ± 50.89 U/L로 NC군보다 9.5배 증가하였다. 유산균 투여군에서는 고지방식이 섭취

로 증가한 ALT농도를 55－70%까지 감소시켰다. HF군의 AST 농도는 NC군보다 1.6배 증가하였으며, 유산균 투여

시 증가된 AST농도가 21－35%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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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the mixed probiotics of Bifidobacterium animalis subsp. latics CP-9 and Lactobacillus rhamnosus bv-77 

on plasma insulin, adiponectin, and leptin levels in HFD-induced obese mice. (A) Insulin, (B) Adiponectin, and (3) 

Leptin. 
**

p < 0.01, 
****

p < 0.0001 vs NC; 
#
p < 0.05, 

##
p < 0.01, 

####
p < 0.0001 vs HF.

혈중 insulin, adiponectin, leptin 분석 

혈액 내 insulin, adiponectin, leptin의 농도를 분석하여 Fig. 2에 제시하였다. Insulin농도는 HF군 21.75 ± 2.79 

µIU/mL로 NC군 13.59 ± 2.20 µIU/mL보다 160% 증가하였다(p < 0.0001). 반면, 증가된 혈중 insulin 농도는 유산균 

투여군에서 21.5－30% 유의적인 감소효과를 나타내었다(Fig. 2A). Adiponectin은 HF 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

으나, 유산균 투여군에서는 adiponectin 농도가 NC군보다도 증가하였다(Fig. 2B). Adiponectin은 insulin sensitivity 

와 지방산 산화에 관여하는 마커로 비만과 당뇨에서는 adiponectin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o et al., 

2019). 위 결과는 Lactobacillus rhamnosus GG가 고지방식이 투여 마우스에서 adiponectin을 자극하여 지방축적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연구보고와 일치하였다(Kim et al., 2013). Leptin 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에너지 항상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마커이며, 임상연구에서 혈중 leptin농도가 높으면 비만과 상관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Saad et al., 1998). Leptin 농도는 NC군 3.89 ± 1.94 ng/mL보다 HF군에서 32.38 ± 3.60 ng/mL로 

8.3배 급격히 증가하였다(p < 0.0001). 유산균 투여군에서는 처리군별로 고지방식이 섭취로 증가한 leptin농도를 각

각 28%, 21%, 32% 현저히 억제하였다. 따라서, 위 결과로부터 Bifidobacterium animalis subsp. latics CP-9와 

Lactobacillus rhamnosus bv-77의 혼합유산균 제제가 비만 마우스의 혈중 leptin농도증가를 억제하여, 과잉의 섭취 

에너지가 지방조직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체지방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간 및 지방세포 크기 분석 

간조직과 부고환지방을 조직염색하여 지방간 현상과 지방세포 크기를 비교하였다(Fig. 3).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HF군의 간조직에서는 간세포에 다양한 크기의 지방구가 전체적으로 넓게 축적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유산

균 처리군에서 간조직내 침착된 지방구의 수와 면적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간조직의 지방구 침착정도를 5점으로 평

가하였을 때, HF군은 4점으로 지방침착 면적이 70－8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균 처리군의 지방침착

은 HFL군 3점, HFM군 2.3점, HFH군 2점으로 지방간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비알콜성 지방간은 간조직에 과도한 지

방이 축적되는 만성질환으로, 고지방식이와 관련성이 높다(Abenavoli et al., 2016). 고지방식이로 유도한 비만동물

모델은 비알콜성 지방간의 병리학적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어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Nakamura and 

Terauchi,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마우스에서 나타난 유산균의 지방간 개선효과는 비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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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istological observations of liver sections. (A) Hepatic steatosis score, (B) Representative images of liver sections 

stained with hematoxylin and eosin. Note the small foci of inflammatory cells (arrows) c, central vein; p, portal vein. 

Scale bar = 100 µm. 
****

p < 0.0001 vs NC; 
#
p < 0.05, 

###
p < 0.001, 

####
p < 0.0001 vs HF.

Fig. 4. Histological observations of epididymal adipose tissue. (A) Quantification of adipocyte size, (B) Representative 

images of epididymal adipose tissue stained with hematoxylin and eosin. Scale bar = 100 µm. 
****

p < 0.0001 vs NC; 
####

p

< 0.0001 vs HF.

의 체지방 개선 뿐만 아니라, 비알콜성 지방간 모델을 활용한 간기능 및 간의 지방대사와 관련한 효능규명을 통하여 

새로운 기능성을 추가하여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고환지방의 지방세포 크기는 HF군이 NC군보다 2.3배 정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p < 0.0001), 유산균 처리

군에서는 투여농도에 따라 지방세포의 크기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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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혼합 유산균의 항비만 효능을 규명하고자 고지방식이로 유도한 비만 마우스에 혼합유산균을 5주간 투여

하여 체중, 체지방량, 혈중지질개선 효과를 관찰하였다. 실험군은 정상대조군, 고지방식이 섭취군, 혼합유산균을 투

여농도별로 3군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최종체중은 HFH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하루 식이 섭취량

은 유산균 투여군(HFM군, HFH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식이 효율은 유산균 투여농도에 따라 감소하

였으며, HFH 군에서 HF군과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간조직 무게는 HF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유산균 투여

군에서 비대해진 간조직의 무게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HF군에서 증가한 복부 지방량은 유산균 투여군에서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내장지방은 유산균 투여농도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혈액내 지질농도는 HF군에

서 상승한 TC, LDL-C농도가 유산균 투여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간손상 지수인 ALT, AST도 유산균 투여

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HF군에서는 insulin과 leptin 농도가 증가하였고, adiponectin 은 감소하였다. 반면, 

유산균 투여군에서는 이들 호르몬의 수치가 유의적으로 개선되었다. 간조직의 병리학적 분석 결과, HF군의 간조직에

서 간세포의 지방구 침착이 현저히 증가된 지방간증이 관찰되었으며, 유산균 투여군에서는 HF군에 비해 지방구 침착

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고환지방 조직의 경우, HF군에 비해 유산균 처리군에서 지방세포의 크기

가 처리농도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혼합 유산균은 비만마우스에서 장기투여에 의한 독성없이 

에너지 대사 호르몬을 조절하여 지방조직내 지방축적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여 체중증가를 억제하였다. 

또한 지방간증을 개선하고 지방조직의 지방세포 비대화를 억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산균 Bifidobacterium animalis subsp. latics CP-9와 Lactobacillus rhamnosus bv-77는 위험성이 적어 비

만 치료뿐만 아니라, 비만과 관련한 대사증후군증 예방 및 치료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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