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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sophila melanogaster has been used as a useful model to study development and disease. In this
study, we established the primary culture method of Drosophila in the intestine to understand how
intestinal stem cells (ISCs) mediate tissue repair during infection and disease. To obtain intestinal cells,
we separated intestines from adult flies and isolated single cells by enzymatic treatment. The survival
of cultured cells was measured using MTS-analysis. The maximum growth rate of the cells was ob-
served on the 9th day after seeding. In addition, the presence of ISCs and enteroendocrine cells was
confirmed by delta and prospero staining. Accordingly, we supposed that Drosophila melanogaster gut
cells established in this study are probably useful in studies about intestinal stem cell regulation and
various diseases occurring in the inte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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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은 장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염증질환으로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 UC)과 크론병(Crohn’s disease, CD)이 염증성 장질환

에 속하는 주요 질환이며, 다른 만성적인 염증질환이나 자가

면역질환과 유사하게 IBD도 환경, 면역 및 유전적 요인 등의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병할 것으로 추측하나 현재까지 그 원

인과 치료법이 명확히 구명되지 않았다[11,21]. 과거에 염증성

장질환 연구는 주로 포유동물의 장세포주나 장질환을 유발한

마우스를 모델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19,26], 최근 초파

리를 모델로 이용한 성체 장줄기세포를 대상으로 한 염증성

장질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1,2,18].

초파리 생체를 이용한 in vivo 실험의 경우 보다 실제 상황

과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후보 유전자로부터 발현한

재조합 단백질의 기능 검증을 위해 초파리에 경구투여를 할

경우 목적지인 장에 도달하기 전에 다양한 단백질 분해효소

등의 공격으로 인해 재조합 단백질이 변성이나 활성을 잃을

수도 있고, 장 해부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까지 곤충 유래의 세포주는 거염벌레(fall army-

worm, Spodoptera frugiperda) 번데기 난소 유래의 Sf9와 Sf21

[14,23], 양배추 은무늬 밤나방(cabbage looper, Trichoplusia ni)

난소 유래의 High-Five [5,8,24,25], 누에(silkworm, Bombyx

mori) 난소 유래의 Bm5 [7], 초파리(fruit fly, Drosophila mela-

nogaster) 배 유래의 S2 [22] 및 가문비 싹벌레(spruce bud-

worm, Choristoneura fumiferana) 중장(midgut) 유래 CF-203

[15] 세포 등이 구축되었다. 한편, 세포의 일차 배양은 초파리

에서 뇌, 정소 및 수정란을 이용한 것과[12,13,20], 배추좀나방

(plutella xylostella)의 번데기 유래 지방세포주가 보고 되었다

[4]. 따라서 현재까지 곤충의 장에 대한 세포주는 나비목인 가

문비 싹벌레(spruce budworm, Choristoneura fumiferana) 중장

(midgut) 유래 CF-203 [15]가 보고되었고, 곤충유래 중장세포

일차 배양은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toralis)과 멸강나방

(Pseudaletia unipuncta)에서 보고 되었지만[9.17], 초파리 중장

유래 일차 세포의 배양법에 대한 보고는 전무하다.

세포의 일차 배양(primary culture)은 세포주 배양(cell line

culture)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포주 배양은 불멸화

과정으로 인해 계대만으로 세포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과

불멸화 과정과 반복되는 배양으로 인해 본연의 특성과 성질을

그대로 가질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차 배양은 일정

기간 동안만 유지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조직의 특성과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6,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과정의 단순화와 염증성 장질환

에 대한 재조합 단백질의 보다 효율적인 기능분석을 위해 초

파리 장세포를 일차 배양(primary culture) 하였으며, 본 연구

에서 확립한 일차 배양 장세포는 초파리 장세포를 이용한 일

차 배양의 최초 보고이다.

재료 및 방법

초파리

초파리는 살아있는 당밀/효모의 표준배지인 효모 c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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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l-agar-sucrose 배지로 사육되었고, 초파리 stock은 19℃에

서 유지되었으며 모든 실험은 25℃에서 이루어졌다. 본 실험

에서는 야생형인 Canton-S (CS) 품종을 사용하였다.

장세포 일차 배양

장세포의 일차 배양을 위해 100마리의 암컷 초파리를 5일간

5% sucrose만을 먹인 후 10×penicillin-streptomycin이 들어있

는 1×PBS (Sigma, USA)에 침지한 상태에서 장을 분리하고,

70% 에탄올로 5분씩 2회 소독한 후 1×PBS로 3회 세척하였다.

수술용 가위와 메스를 이용하여 조직을 잘게 썰고, homoge-

nizer (Fisher Scientific, USA)를 이용하여 장　조직을 분쇄한

후 Pasteur pipet (Volac, England)으로 pipetting을 충분히 하

여 조직을 작은 절편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 250× g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25℃에서 Trypsin-

EDTA (Promega, USA)를 10분간 처리하였다. 그리고 분쇄된

초파리 장은 1 unit/ml의 dispase (Gibco, USA)와 0.5 ug/ml

collagenase (Sigma, USA)가 들어있는 Schneider's 배지

(Gibco, USA)로 1시간 동안 상온에서 교반 시키고, 250× g에서

5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효소 및 장 조직을 제거한 후 수거된

장세포는 1×PBS로 2회 세척하였다. 세척된 장세포는 1×pen-

icillin-streptomycin (Gibco USA), 1×Fungizone (Gibco USA),

1×gentamycin (Gibco, USA) 및 10% FBS를 첨가한

Schneider's 배지를 이용하여 매일 배지를 교체하며 배양하였

다. 장세포 일차 배양의 전 과정을 Fig. 1에 도식화하였다.

세포 증식 측정(cell proliferation assay)

장 일차배양 세포의 생장률을 확인하기 위해 MTS assay를

수행하였다. Cell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Cell

Fig. 1. Flow chart summarizing primary culture experiment of

Drosophila intestinal cells.

Proliferation Assay (Promega, USA)를 이용하여 일차배양한

장 세포(5×105 cells/ml)를 96-well plate에 분주하고 각 well에

Cell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Reagent 10 μl를 첨가한

후 4시간 동안 반응 시킨 다음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일차세포 배양 후 세포의 형태 및 오염여부 확인을 위해

광학현미경 (Carl Zeiss, Germany)을 40배 배율로 1일 간격으

로 14일 동안 관찰하고 세포 사진을 촬영하였다.

면역염색법(Immuostaining)

일차 배양 장세포에 포함된 세포 종류 확인을 위해 im-

munostaining을 수행하였다. Immunostaining을 위하여 일차

항체로는 1:100 delta (Hybridoma Bank, USA)와 1:1,500 pros-

pero (Hybridoma Bank, USA)를 사용하였다. 우선 일차배양

한 장세포를 1×PBS로 2회 세척하고 1.5 ml tube로 옮긴 후

250× 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세포를 회수하였다. PBS를

제거하고 상온에서 15분 동안 4% Formaldehyde/1×PBS

(Sigma, USA)를 이용하여 세포를 고정하고 상온에서 0.1%

Triton X-100/PBS로 2회 세척한 후 5% horse serum/1%

BSA/1×PBS로 1시간 30분 동안 상온에서 blocking 하였다. 그

다음으로 세포는 일차항체와 반응시켰다. Delta는 상온에서,

prospero는 4℃에서 하루 동안 반응시키고, 1×PBS로 20분간

4회 세척한 후 Allexa flour secondary antibody (Molecular

Probes, USA)를 이용하여 세포를 형광염색 후 PBS로 20분간

4회 세척하였다. 250× 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회수한 세포

를 슬라이드글라스에 미리 점적한 Vectashield mounting sol-

ution (VECTOR, USA)에 mounting하여 세포를 DAPI

(4‘,6-diamidino-2-phenylindole)로 염색한 다음 형광현미경

(Carl Zeiss DE/Axio Imager A1, Germany)으로 형광염색 여

부를 관찰하였다.

결과 및 고찰

염증성 장질환 원인 구명 및 치료제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초파리를 모델곤충으로 이용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초파리

성충 중장(midgut)에 존재하는 장줄기 세포(intestinal stem

cell, ISC)가 장 조직의 유지와 장 손상에 의해 소실된 세포를

원래 가지고 있는 세포수만큼 보충하여서 장을 구성하는 세포

수의 항상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15]. 그리고 ISC 분열 및 분화 촉진을 통해 장 손상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후보 유전자를 선발하

고 그 기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초파리 생체를 이용한 실

험의 경우 후보 유전자로부터 발현한 재조합 단백질의 기능

검증을 위해 초파리에 경구투여를 할 경우 다양한 protease

등의 작용에 의해 목적지인 ISC가 존재하는 중장에까지 고유

의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도달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본 연구에서 ISC 분열 및 분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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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imary cultured Drosophila melanogaster gut cell monolayer. After seeding of gut cells, the cell images were photographed

under a phased-contrast microscope at internals of 24 hours (×40). Detailed processing steps are described in the Material
& Method.

기능을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 후보 유전자의 효율적인 기능

분석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양한 장에서 발생하는 질환 연구에

유용하게 이용될 장세포 일차배양을 초파리를 이용하여 시도

하였다.

곤충의 중장은 사람의 위에 해당하므로 많은 다양한 장내

미생물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초파리 사료에도 효모 등 다양

한 미생물이 포함되어져 있으므로 가능한 장 내 미생물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 해부에 앞서 초파리의 먹이로 5일 동안

5%의 sucrose만을 급여하였다. 그 후 초파리 성충을 해부하여

장을 분리하고 염소 소독제인 1.5% chlorine bleach로 5분간

1회 소독한 후 세포를 배양한 결과 배양 후 5일째부터 세포의

배양액이 미생물로 오염되었음을 현미경 검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장을 70% 에탄올과 1.5% chlorine bleach를

혼합해서 5분간 1회 소독한 경우에는 미생물의 오염은 없었으

나 세포가 손상되어서 핵에 염색되는 DAPI (4',6-dia-

midino-2-phenylindole) 염색결과 대부분의 세포가 염색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MTS assay에 의해서도 대부분의

세포가 사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1.5% chlor-

ine bleach는 사용하지 않고 70% 에탄올로만 5분간 2회 소독

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세포가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아

일차배양 후 14일째까지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고 세포가 잘

생존함을 현미경 검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그리

고 cell proliferation 분석을 통해 최대성장시기, 세포생존기간

및 세포생장곡선 등을 확인하기 위해 MTS assay를 수행한

Fig. 3. Cell number on absorbance at 490 nm measured using

the Cell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Assay

(Promega, USA). Primary cultured Drosophila mela-
nogaster gut cells (5×105 cells/ml) were cultured on the

96-well plate. The medium was allowed to equilibrate

for 1 hour, then 10 μl/well of Cell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Reagent was added. After 4 hour at 25°C,

the absorbance at 450 nm was recorded using an ELISA

plate reader. The graph shows the averages of the quan-

tified data from 3 independent experiments.

결과 세포는 일차배양 시작 후 서서히 증식하여 8일째 최대로

분열됨을 확인하였고, 그 이후 서서히 세포수가 감소하였으

며, 최대 14일까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본 연구에서 구축한 일차배양 장세포가 살아있는 초파리

의 장과 동일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초파리의 장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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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Fig. 4. Immunostaining with delta (red) and nuclear staining DAPI (blue). The cells designated by the white arrows were both

delta and DAPI positive cells. Purple in merged images indicates colocalization between red (delta) and blue (DAPI) colors

(×40).

                                                                                                      (×40)

Fig. 5. Immunostaining with prospero (green) and nuclear staining DAPI (blue). The cells designated by the white arrows were

both prosporo and DAPI positive cells. Skyblue in merged images indicates colocalization between prospero (green) and

blue (DAPI) colors (×40).

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연구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초

파리 장을 구성하는 세포인 enterocyte, enteroblast, enter-

oendocrine cell 및 ISC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전체적인

세포의 이미지는 DAPI staining에 의해 확인하였고, ISC 및

enteroendocrine cell의 마커로 각각 delta와 prospero를 사

용하여 immunostaining을 실시하였다(Fig. 4, 5). 그 결과

DAPI와 delta staining에 의해 염색되는 장을 구성하는 세포

중 크기가 가장 적은 성체 장줄기세포(ISC)를 확인할 수 있

었다(Fig. 4). Delta에 의해 염색되는 세포수는 DAPI에 의해

염색되는 세포의 약 10%를 차지하였으므로 초파리의 생체에

서와 마찬가지로 ISC는 전체 장세포 중 각각 약 10%를 차지

함을 추정할 수 있었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축한 일차

배양세포는 생체 장세포 환경과 유사하므로 ISC 분열 및 분

화 촉진 기능을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 후보 유전자의 효율적

인 기능 분석을 통한 ISC 분열 및 분화조절 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prospero 염색에 의해 prospero 및 DAPI에 동시 염색

되는 장 내분비세포(enteroendocrine cell)의 존재를 확인하였

다(Fig. 5). DAPI는 청색의 형광 염료로서 DNA의 AT cluster

가 있는 minor groove에 결합하는 형광물질이어서 모든 세포

에 염색되므로[10], DAPI에 의해 염색되면서 prospero나 del-

ta에 의해 염색되지 않은 세포 중 크기가 큰 세포는 enterocyte,

크기가 작은 세포는 enteroblast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구축한 일차배양 장세포에는 생체와 동일하게 초파리

장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가 존재하므로 생체 내의 장과 유사

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본 연구에서 구축된 세포는 염증성 장

질환과 관련된 장줄기세포 조절 연구뿐만 아니라 장에서 발병

하는 다양한 질병 기작 연구에 보다 용이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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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장줄기세포 조절 연구를 위한 초파리 장세포의 일차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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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2
경북대학교 바이오섬유소재학과)

초파리는 발생과 질병연구를 위한 모델 곤충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초파리를 모델곤충으로

한 장질환 연구의 일환으로 다양한 병원균 감염 및 장질환 유발시 어떻게 장줄기세포가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초파리 장세포의 일차배양 방법을 확립하였다. 초파리 성충으로부터 장을 해부하고 다양한 효소를 처리하

여 장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하였다. 배양세포의 생존여부는 현미경 검경 및 MTS assay에 의해 확인한 결과 배

양 후 9일째 최대 증식되었고 14일까지 생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줄기세포 및 장내분비세포의 존재도

immunostaining에 의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축된 초파리 일차배양 장세포는 다양한 유전자에 의

한 장줄기 세포 조절연구뿐만 아니라 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을 연구하는 도구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추

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