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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asion of Mammalian Cells by Rough Variant of
Mycobacterium abscess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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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a rapid growing mycobacteria (RGM), Mycobacterium abscessus (MAB), is the most causative agents of RGM
pulmonary disease. MAB can change their morphology that smooth (S) type to more virulent type of rough (R). Bacterial
invasion into host cells is an important first step to initiate their infection. The phagocytic and invasion mechanisms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through the host-parasite interaction have been researched. Although MAB causes a wide
range of clinical diseases, little is known about their invasion ability or why the R type is more virulent than the S type.
To compare invasion ability of R with S types, their infection abilities to dermal fibroblast, HaCaT cells, A549 cells and
bone marrow derived macrophages were analyzed. After 2 h of infection, intracellular survival numbers of the R typ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all infected cells than S types. The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ing (FACS) and confocal
microscopy assay also revealed that red fluorescent amount and intracellular bacterial numbers in all of the cells infected
with MAB R type expressing the red fluorescent protein (RF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S type. Our data suggest
that the virulence of MAB is proportionally related to the invasion ability into mammalian cells and macroph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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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균에 의한 폐질환의 발생률이 매년 감소하는데 반하

INTRODUCTION

여 NTM 폐질환의 발병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3).
세계적으로 Mycobacterium avium complex는 NTM 폐질

Mycobacterium abscessus (MAB)는 비 결핵 항산균(non-

환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두 번째는 M. kansasii이지만 우

tuberculosis mycobacterium, NTM)의 일종으로 신속성장 마

리나라에서는 MAB가 두 번째로 흔히 분리되는 균으로

이코박테리움(rapidly grow mycobacteria, RGM)에 속하는

알려져 있다 (4). 특히 MAB는 낭성섬유증(cystic fibrosis,

병원균이다 (1). 주로 폐질환을 유발하는 NTM 균 종들은

CF) 환자에게 높은 발병률과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5, 6).

환경 및 수계에 정상적으로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후

또한 MAB는 폐질환 이외에도 피부나 연조직(soft tissue)

천성면역결핍증 환자나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에

의 감염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7). MAB 폐질환

게 기회감염증을 유발하는 병원균이다 (2). 또한 NTM 폐

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균 자체가 항균제, 항결핵제에 대

질환은 기저질환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나타나고 있으며,

하여 매우 높은 내성을 가지며 감수성을 보이는 약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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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thromycin, amikacin, cefoxitin 중에서 유일한 경구용 항

연구에서는 병원성이 다른 MAB R형과 S형의 세포 침투

생제인 clarithromycin에 대해서도 치료 중에도 유도내성

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 발생되어 치료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8, 9). 그러나

MATERIALS AND METHODS

MAB의 병원성 인자나 폐질환의 병인기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MAB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당지질성분 중에서 glycopeptidolipid (GPL)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균 특성이 매우 크

Mycobacterium abscessus 의 배양 및 형광 발현 균
주 제작

게 변하는데, 자연계에서 분리되는 MAB는 GPL의 발현이

Mycobacterium abscessus ATCC19977 균주의 자연 형태인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반면, 인위적인 GPL 합성 유전자 풀

smooth (S)형과 동일 유전형의 rough (R)형의 균주를 각각

의 돌연변이나 임상에서 분리 동정되는 균주 중 일부는

oleate albumin dextrose catalase (OADC; Beckton Dickson

GPL의 발현이 현저히 억제되어 있다 (10, 11). MAB를 평

(BD), Flanklin Lake, NJ, USA)가 포함된 7H9 액체배지(BD)

판배지에 접종하면 균 집락 모양이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

에 접종하고 파장 600 nm에서 흡광도 0.6까지 배양한 균

는 2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GPL을 발현하는 MAB는 매끄

주를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로 세척 후 소분하여

러운 형태의 집락을 만든다고 하여 smooth (S)형, GPL의

냉동하고 해동된 각 균주의 colony forming unit (CFU)를

발현이 억제되는 경우 거친 형태의 집락을 만들기 때문에

측정하여 균체의 농도를 정량 후 사용하였다. 형광 발광

rough (R)형으로 구분된다. R형은 S형에 비해 임상적으로

균주 제작을 위하여, 붉은 형광 단백(RFP; Red fluorescent

보다 심각하고 지속적인 감염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protein) 유전자가 삽입된 pMV261 발현 벡터를 S와 R형

(12).

의 MAB에 형질전환하여 발광이 확인된 균주를 사용하였

MAB 폐 감염증 환자의 병변은 2가지 형태인 기관지
확장증(nodular bronchiectatic)과 폐 상엽에 동공(upper-robe
cavity)을 나타내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3). 임상에서

다 (18).
세포벽 지질 추출과 thin layer chromatography (TLC)

분리된 MAB의 경우 S와 R 형태 모두 나타나지만, 폐에

배양된 균체를 PBS를 이용하여 세척한 후 원심분리하

동공을 나타내는 감염증을 보이는 환자로부터 분리된 MAB

여 균체 침전물을 준비한 후, 유기용제(클로로포름 : 메탄

의 경우 모두 R 형태의 집락 형을 나타낸다 (14). 이러한

올 = 2 : 1)에 녹이고 10분간 45 w, 46% 출력으로 초음파

동공형의 병변과 R 형태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는 아직

처리하여 균체 세포벽 지질을 용출하였다. 추출된 지질은

발표된 것이 없다. 다만 연조직과 피부감염을 일으키는

thin layer chromatography (TLC; Millipore, Billerica, MA, USA)

MAB의 특징에 미루어보면 R 형태의 MAB가 상피세포와

에 이동상(클로로포름 : 메탄올 = 9 : 1)을 이용하여 분리하

같은 세포에 부착 및 침투 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

고 20% 황산을 도포 후에 200℃에 구워 시각화 하였다.

만 이에 대한 연구보고는 없다.
병원균의 세포 내 침투(invasion) 능은 병인 기작 중 하

세포준비와 배양

나로서, 중요한 병원성의 지표이다. Shigella, Salmonella,

A549, dermal fibroblast (ATCC# PCS-201-012), HaCaT

Listeria 등과 같은 세균은 장관벽이나 피부벽을 이루는 상

세포주를 비롯한 모든 세포는 10%의 fetal bovine serum

피세포층을 뚫고 숙주 내로 침투해 들어가는 특성을 나타

(FBS, Welgene, Seoul, Korea)이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내며 이러한 침투 기작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

Eagle's medium (DMEM, Welgene)에 배양하였다. Mouse

다 (15). 특정 병원균의 세포 침투 능력은 숙주의 1차 면

bone marrow-derived macrophage (BMDM)은 C57BL/6 생쥐

역 장벽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작이다. 장

의 대퇴부 골수를 추출하고 macrophage colony-stimulating

내감염과 크론씨 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Mycobac-

factor (M-CSF) (R&D system, Minneapolis, MN, USA)가

terium paratuberculosis의 장 상피세포 침투 기작이나 결핵

0.25 μg/ml이 포함된 배지에 4 일간 배양하여 분화시킨 큰

균에 의한 폐 상피조직의 침투 기작에 대한 연구는 일부

포식세포를 사용하였다 (19). 생쥐의 사용 및 생쥐에서의

보고되었으나 (16, 17), MAB를 비롯한 NTM의 세포 침투

BMDM의 분리는 충남대학교 실험동물윤리위원회의 승

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규명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인을 받아 실시하였다(CNUA-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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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와 균의 비율을 1 : 10으로 감염시켰다. MAB 균을 접종
한 후 2시간 후에 PBS로 5회 세척한 후, 증류수(distilled
water)를 첨가하여 세포 융해를 유도하였다. 세포 융해액
을 PBS로 순차적 희석하여 7H10 (BD) 평판배지에 점적
한 후, 37℃에서 배양하여 균체 집락(colony forming unit,
CFU) 개수를 측정하였다 (20).
유세포 분석 및 공초점 현미경 분석
RFP가 과발현 된 MAB로 세포를 감염시키고 트립신이
포함된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Welgene) 용
액으로 37℃에서 10분간 처리하여 세포를 부유시킨 후에
PBS로 2회 세척하고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된 세포를
3% bovine serum albumin (BSA; Sigma-Aldrich)이 포함된
Tris-buffered saline with Tween (TBST; 0.1% Tween 20) 완충
용액에 부유하고 유세포 분석기(BD FACS CantoII, BD)를
이용하여 세포 내부의 침투된 균체의 붉은 형광 단백의
형광량을 측정하였다. 공초점 현미경(Olympus Fluoview1000 confocal microscope; Olympus, Tokyo, Japan)을 이용한
분석에는 덮개유리판막(cover glass) 위에 BMDM과 각 세
포주를 배양하여 부착시키고, 세포와 균의 비율 1 : 10으
로 감염시킨 2시간 후에 PBS로 세척하고 메탄올과 아세
톤을 이용하여 고정 및 투과화 후에 핵은 4',6-Diamidino2-phenylindole (DAPI; Sigma-Aldrich)로 사용하여 염색하였
고, anti-beta-tubulin 항체(Cell signaling, Danvers, MA, USA)
와 녹색 형광이 연결되어 있는 anti-mouse rabbit IgG (AB
Chem, Cambridge, MA, USA)의 2차 항체를 이용하여 염색
하였다.
분석자료의 정리
모든 결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평균 ±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표시하였으며 사용된 프로그램은
Figure 1. Colony morphotypes and cell wall lipid compositions
of Mycobacterium abscessus smooth (S) and rough (R) type. (A)
Colony morphologies of cultured M. abscessus (MAB) wild type
(smooth), isogenic rough type on 7H10 media plates. (B) Extracted
total lipids were analyzed by thin layer chromatography using
chloroform : methanol = 9 : 1 as a running solution. The glycopepdolipid (GPL) components were indicated by right side of figure.

GraphPad (GraphPad Software, La Jolla, CA, USA)을 이용하
여 One-way ANOVA 분석의 Tukey's 후 분석 방식을 채택
하여 처리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의 기준은 p-values < 0.05
로 하였다.

RESULTS
MAB S와 R형의 집락 형태와 세포벽 지질 구성의 차이
세포감염과 Colony forming unit (CFU) 측정
5

각각의 세포주는 1 × 10 /ml의 농도로 배양하였고, 세

실험에 사용된 두 가지 형태의 MAB를 7H10 배지에 배
양한 결과 S형과 R형간에 균 집락(colony)의 표면이 매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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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tracellular survival
numbers of M. abscessus in phagocytic or non-phagocytic cells. A549,
BMDM, dermal fibroblast, and HaCaT
cells were infected with M. abscessus
S or R types. After 2 h of infection,
the serially diluted cell lysates were
plated on 7H10 agar plate to determine the colony forming units. *p <
0.05, ***p < 0.001 cells infected with
S type versus cells infected with R
type.

러운 형태의 S형과 거친 형태의 R형으로 뚜렷하게 차이

세포 분석기(FACS)로 측정하였다. 각 세포에 붉은 형광을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1A). S형과 R형의 MAB의 균

발현하는 MAB S와 R형을 감염시킨 후 2시간에 PBS로

집락의 표면형의 차이는 균체 세포벽의 GPL의 존재 여

세척하였고, 세포를 트립신 EDTA 용액으로 부유시켜 유

부에 기인하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의 MAB의 세포벽 지

세포 분석기로 분석하였다. 모든 세포 주에서 동일하게 S

질을 TLC로 분석하여 확인한 결과, S형과는 달리 R형의

형보다 R형을 감염시킨 경우에 세포당 발현되는 형광의

MAB에는 GPL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이 높았다(Fig. 3). 이는 붉은 형광 수치는 세포 내부에

(Fig. 1B).

침투한 MAB가 발현하는 형광 단백에 기인하기 때문에

MAB S와 R형의 세포 내 침투 능력 비교

S형 보다는 R형이 보다 효율적으로 세포 내로 침투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MAB의 세포 침투능과 병원성 간의 관련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세포 내 균 침투 여부를 육안으로 관찰하기

를 알아보기 위해 MAB R형과 S형간에 감염 초기단계

위하여 붉은 형광을 발현하는 균주로 감염된 각 세포를

인 세포 내 침투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 각도로

beta-tubulin과 DAPI로 염색하여 공초점 현미경으로 관찰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MAB를 포식세포인 BMDM, 폐

하였다. S형보다 R형 MAB의 세포 내 침투가 월등히 높

상피세포주인 A549, dermal fibroblast, keratinocyte인 HaCaT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세포당 침투한 균수를 직

세포주에 감염시키고 2시간 후, 세포를 PBS로 세척하여

접 측정한 결과 모든 세포에서 R형의 MAB가 유의하게

세포밖에 존재하는 균을 제거한 다음, 증류수를 첨가하여

높은 균수를 나타내었다(Fig. 5). Fig. 4의 BMDM의 공초

세포를 파괴하고 세포 안에 침투된 MAB의 양을 평판배

점 이미지는 세포당 침투한 균수가 많은 세포를 선택하

지에 점적하여 CFU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모든 세포 주

여 촬영하였기 때문에 Fig. 5와의 결과와는 다를 수 있

에서 R형이 S형보다 유의하게 높은 침투율을 나타내었다

다. 실례로 R형이 감염된 BMDM과 dermal fibroblast를 비

(Fig. 2). 특이한 점은 MAB의 R형의 세포 내 균수가 다른

교하면 Fig. 4에서는 BMDM에 균이 많이 침투한 것으로

세포 주에 비하여 전문적인 포식세포인 BMDM에서 유의

보이지만 실제 무작위로 200개의 세포를 분석한 결과 세

하게 적었다.

포당 균수는 dermal fibroblast에서 높았다.

CFU 측정에 의한 침투정량(invasion assay)의 경우는 세
척 과정 후에도 비특이적으로 세포배양 용기의 바닥이나

DISCUSSION

벽에 부착되어 있는 균에 의해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 세포 내부에 위치하는 MAB의 양을 유

GPL이 없는 MAB인 R형이 GPL이 존재하는 S형에 비

Invasion of M. abscessus into Mammalian Cells

197

Figure 3. FACS analysis of M. abscessus entrances into phagocytic or non-phagocytic cells. Each cell was infected with M. abscessus
S, or R types transformed by pMV261-RFP and then intracellular fluorescents were measured by FACS.

해 병원성이 높은 이유는 분명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않았다. 또한 결핵균에 비해 MAB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MAB R형이 S형에 비해 상피세포

역학적인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선진국을 포함한 우리나

나 포식세포에 침투 능력이 더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라는 지속적으로 NTM 감염질환이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나 GPL이 존재 여부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

NTM 제어전략 수립을 위해서라도 병인기전 연구가 필수

는 점을 고려하면 MAB의 침투 능력에 실제로 GPL이 어

적이다. MAB는 폐질환 외에도 폐외 감염도 유발하는 병

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원균으로서 다른 NTM 균과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NTM은 여러 환경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

이 원인에 대한 규명은 아직까지 이루지지 않았다. 본 연

에 객담 검체에서 NTM이 발견되더라도 폐질환의 원인균

구에서는 병원성이 높은 R형태의 MAB는 상피세포주인

으로 쉽게 진단하기가 어렵고 또한 치료기준도 확립되지

A549 내부로의 균 침투가 더 잘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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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nfocal microscopic analysis of M. abscessus infected cells. Each cell was infected with RFP over-expressive MAB and
stained with beta-tubulin of green and nucleus of blue. Representative confocal images are shown.

으며, 이러한 침투능의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MAB의 폐

서는 MAB와 다른 NTM 균종간의 침투능의 비교 및 기

외 감염률이 다른 NTM 균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

전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높은 병원성을 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S형은 MAB ATCC 표준 균주로 집

타내는 MAB 균주는 큰포식세포 외에 표피세포에도 더

락이 S형을 나타내고, 이 균주로 부터 유래한 R형은 동일

많이 분포하게 되며, 침투된 MAB의 세포독성에 의한 세

유전형을 갖고 있음을 이미 보고한 바가 있다 (21). 이에

포사멸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염 개체

본 연구에서는 MAB의 세포벽 지질을 분석한 결과 이미

의 표피 괴사에 대한 병변 역시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발표된 연구와 동일하게 R형에서는 GPL이 존재하지 않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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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 능력이 ATCC 표준 균주보다 유의하게 높고 또한
세포사멸능도 높다고 보고한 바 있고 (22), 또한 병원성이
높은 임상분리 MAB 균주도 병원성이 낮은 균주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큰포식세포 사멸을 유도함을 보고하였다
(14). 따라서 침투력이 높은 R형의 세균은 세포 내로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세포 내 증식 능력도 높기 때문에 빠르
게 증가된 세포 내 균은 세포사멸을 유도하여 균이 퍼지
는데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Listeria monocytogenes나 Salmonella typhimurium의 경우
고유의 분비시스템을 통해 세포 내부로의 병원성인자를
주사하고, 그 결과 숙주세포의 actin의 고분자화를 유도하
Figure 5. The internalized bacterial numbers per cells. Internal
fluorescent bacterial numbers from the 200 cells of images of
Figure 4 were counted. Data are mean number per cell. **p < 0.01,
***p < 0.001 cells infected with S type versus cells infected with
R type.

여 세포 내부로 침투하는 기작이 이미 밝혀져 있다. 본
연구를 통해 MAB의 침투는 확인하였으나, 자세한 기작
은 밝히지 못하였으며, 향후 숙주세포주의 actin 고분자화
를 저해하여 침투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숙주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신호전달과정을 규명해야 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인 포식세포인 BMDM, 상피세

본 연구에서 세포벽에 GPL의 발현이 억제되어 있는 R

포인 A549, 피부에 있는 keratinocyte인 HaCaT와 dermal

형의 MAB의 세포 침투 능력을 확인하였으나, 실제로 균

fibroblast를 사용하여 침투 능력을 분석하였다. 세포주에

체의 어떤 성분에 의해 침투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대한 R형의 침투력은 3가지 분석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였으며, 추후 세포벽의 지질과 분

었다. 감염 후 2시간 뒤에 세포 내 생존 균수를 보면 포

비단백질 동정을 통하여 침투 능력의 원인이 되는 단일

식세포에 비해 상피세포나 dermal fibroblast에서 균수가

물질을 밝혀내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GPL은 MAB 세

더 많았다(Fig. 2). 이는 큰포식세포인 BMDM의 경우 다

포벽의 체외각의 표면에 존재한다. 따라서 GPL은 세포벽

른 세포주와는 다르게 균의 침투 외에도 포식 작용에 의

의 TLR2와 결합하는 성분이나 면역 자극원을 덮고 있는

한 균의 유입이 일어나게 되고 포식소체와 리소자임간

것과 MAB의 병원성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23).

의 융합에 의한 침투된 균의 사멸 작용에 기인한다고 볼

이러한 GPL의 방해 작용을 침투에도 적용한다면, 침투에

수 있다. 왜냐하면 상피세포는 이러한 균 사멸 작용이 없

관계된 균체의 어떤 성분을 GPL이 덮어서 방해할 가능성

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세포 분석기 결과를 보면(Fig. 3)

이 매우 높다. 따라서 GPL의 발현의 인위적인 촉진이나,

BMDM에 존재하는 MAB 균수가 다른 세포에 비해 유의

침투능력인자의 동정과 저해제 발굴을 통한 침투 능력의

하게 적다기보다는 비슷한 균수를 나타내거나 많았다. 유

무력화가 폐 외 MAB 감염증의 치료전략이 될 수 있다.

세포 분석기는 실제 생균 수가 아니라 MAB가 발현하는
형광 단백을 검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균이 세포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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