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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많은 연구들과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 및 임상시험

을 통해 염증성 장질환의 병태생리에서 비정상적인 인체-미생물 상

호작용(host-microbial interaction)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게 되었

다. 이 종설에서는 정상 장내세균의 조성과 기능, 장내세균과 면역계

의 상호작용,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의 병태생리에서 장내세균의 역할

에 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본다.

장내세균의 정착

사람이 영유아기에서부터 노년층까지 발전하고 변화하듯이, 장

내세균총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출생 전 산모

의 자궁 내에서 태아의 장은 무균 상태이다가, 출생 시에 분만방법에 

따라 산모의 질이나 피부에 존재하는 세균들이 빠른 속도로 정착한

다.3,4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내세균의 다양성이 점차 증가하며, 

부모와의 지속적인 접촉, 식사 종류(모유 수유, 고형식), 항생제 사

용 등 유아기의 여러 환경인자들에 따라 장내세균 조성에 많은 변화

가 나타난다.5 질식분만과 모유 수유를 하면 유아기에 Lactobacillus

와 Bifidobacteria의 군집이 증가한다.6 장내세균 조성은 생후 1년이 

되면 점차 성인의 조성과 유사해지며, 2.5세가 되면 장내세균 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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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서   론

인체의 위장관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장내

세균총(intestinal microbiota)은 장의 항상성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장내상재균(commensal)에 대한 면역관용

(tolerance)이 유지되어야 한다. 반면에 특정 병원균이 군집을 이루면 

인체에 해가 되고 감염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체는 해가 없

는 세균의 감염이나 군집 형성에는 항상성 반응을 하고 병원균에 대

해선 방어기전을 작동하게 된다.

염증성 장질환은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의 위장관에서 발생하

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복잡한 만성 염증 질환으로 최근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병원균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유발한다고 추측하였으나, 지금은 장내 상재균이 지

속적인 항원자극을 유발함으로써 병원성 T세포를 꾸준히 활성화시

켜 만성 장손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다.1,2

A vast number of micro-organisms within the human gut play a crucial role in maintaining human health. Intestinal microbiota 
maintains the intestinal homeostasis and function by mutually interacting with the host’s epithelial cells and mucosal immune 
system; and the immune tolerance towards intestinal commensals should be permitted for such interactions to occur. In recent 
years, the prevalence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s has greatly increased, and the pathogenic pathway behind is considered 
to be related to an aggressive immune response which is a subset of commensal enteric bacteria in a genetically susceptible 
host. The abnormal host-microbial interac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athophysiology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s, 
which have been proved through numerous studies in the field of genetics, molecular microbiology, immunology, and experi-
mental rodent models, as well as various translational researches and clinical trials. This review briefly summarizes the com-
position and function of intestinal microbiota, interactions between the microbiota and the immune system, and the possible 
roles of the intestinal microbiota in the pathogenesis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s. (Intest Res 2013;11: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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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거의 흡사해지고 그 후에는 노년층에 이를 때까지 대부분 안

정적으로 유지된다.7,8 노년층의 장내세균 조성은 젊은 성인과 달라서, 

Bacteroides species와 Clostridium 그룹의 조성 변화가 심한데 이는 

나이가 듦에 따라 다양한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여러 약제에 노

출되기 때문일 수 있다.9 유아기의 장내세균총은 불안정하고 다양하

여 여러 환경인자들에 의해 장내세균 조성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데, 장내세균총의 확립에 중요한 이 시기의 장내세균 조성은 향후 성

인에서의 건강 및 염증성 장질환, 당뇨병, 천식 등과 같은 여러 질환 

발생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다.10,11 최근 여러 역학 연구들에

서는 영유아기의 항생제 사용이 성인에서의 염증성 장질환 발생 위험

을 증가시켰다.12

장내세균의 조성, 기능 및 항상성 기전

위장관내 복잡한 미생물 생태계는 장내세균 중 어떤 특정 성분이 

장염유발에 관여하는지 알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장염의 병태생리에

서 장내세균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면, 정상인과 환자에서 장내 

미생물체(microbiome)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장내세균이 통상적인 배양 방법으로는 발견이 안되므로 그 

동안 복잡한 장내세균 생태계의 연구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

근 16S ribosomal DNA와 RNA의 염기서열을 이용한 분자생태학적

인 분석법이 도입됨에 따라 인체와 동물모델의 장내세균 조성에 대하

여 보다 자세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13

과거 배양방법으로는 대장내 균종(species)을 200-300개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했으나, 분자생태학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1,800개의 속(genus)과 15,000-36,000개의 종이 측정된다.14 장관

내 전체 미생물 수는 1013-1014개로 인체 게놈보다 적어도 100배 많

다.15 세균을 포함한 미생물들은 위장관 근위부에서 원위부로 갈수

록 농도와 복잡성이 증가하는데, 위와 십이지장 내에는 102-103개/

g의 호기성 세균이 존재하는 반면에 맹장과 대장에는 1011-1012개/g

의 혐기성 세균이 존재한다. 장내세균의 99% 이상은 네 종류의 문

(phylum)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Firmicutes, Bacteroidetes, Proteo-

bacteria, 그리고 Actinobacteria가 있다.14 장내세균은 개개인 뿐만 아

니라 해부학적인 위치, 식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한 조성을 보인

다.16

다양한 장내세균은 비흡수성 탄수화물, 탈락된 상피세포, 점액을 

능동적으로 대사시켜 많은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므로 장상피기능, 인

체 에너지 균형, 면역반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5 장내세균, 특히 

Clostridium과 같은 Firmicutes나 Bifidobacterium은 식이섬유를 단

쇄지방산으로 대사시키는데, 이는 인체 에너지원의 10%를 차지한다. 

장내세균은 담즙산을 대사시키고, 역으로 담즙산은 장내세균 작용과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17

장내세균은 인체 내에서 영양분의 흡수와 교환, 장상피장벽의 형

성과 강화, 장 면역계의 발달 및 병원균에 대한 방어와 같은 여러 생

리적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8

건강한 인체에서 장내세균은 상피세포,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dendritic cell), T 림프구, B세포에 의한 항상성 반응을 활성화시켜 

장내에서 잠재적인 병원성 세균 산물과 공존할 수 있게 한다.19 이러

한 항상성 기전에는 세균 수용체의 하향조절, 선천면역과 후천면역반

응을 억제하는 물질 유도, 그리고 장점막 장벽기능을 매개하는 보호

물질의 활성화 등이 있다. 세포외 toll-like receptor (TLR)와 세포내 

NOD-like receptor (NLR)를 포함한 형태인지수용체(pattern recog-

nition receptor)가 세균을 인지하고,20 세균 수용체의 결합은 nuclear 

transcription factor kappaB (NF-κB), AKT/PI3K, MAPK 경로와 

같은 중앙 신호단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러한 경로를 억제하기 위해

서 장내 상재균은 A20, PPARγ, NF-κB 억제제, IFN α/β, IL-10, 

TGF-β, PGE2 등과 같은 억제 물질을 유도한다. 이러한 억제경로의 

적절한 조절을 위해서는 상피세포와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의 

조절 림프구간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요약해 보면, 정상적인 상태에

서 장내세균의 역할은 병원성의 선천면역(innate immunity) 및 적응

면역(adaptive immunity) 반응을 억제하고, 항균펩타이드 분비를 유

도하며, 상피 재생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점막 항상성을 유지하

는 것이다.21

숙주 면역계의 장내세균에 대한 영향

숙주 면역계는 숙주 조직과 장내세균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장

내세균의 조성을 조절함으로써 장내세균과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장 

면역계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숙주 조직에 대한 장내세균 노출

을 최소화함으로써 병원성 면역반응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장내세균과 장상피세포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

내 goblet 세포는 뮤신 당단백을 분비하여 점액층을 형성함으로써 장

내세균의 장상피내 침입을 억제하고,22 소장상피에서 TLR 경로를 통

해 분비하는 항균펩타이드인 RegIIIγ 역시 소장상피층과 장내세균의 

접촉을 억제한다.23 장점막의 수지상세포는 장관내 일부 세균을 인지

한 후 Peyer’s patch내 B세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세균에 대한 

IgA를 분비하게 함으로써 분비형 IgA가 장내세균과 결합하여 장상

피장벽의 통과를 예방한다.24

장상피장벽을 통과한 세균을 장점막층에 국한시키고, 전신면역계

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점막고유층의 수지상세포가 장벽을 

통과한 세균을 삼켜서 장간막림프절로 이동함으로써 전신 2차 림프

절로의 침입을 억제한다. 장간막림프절에서 만들어진 분비형 IgA는 

활성화된 B세포와 T세포에 의해 전 장 점막 표면에 분포하여 특정

세균에 대한 방어작용을 한다.25 점막고유층의 선천림프세포(innate 

lymphoid cell)는 IL-22를 분비하여 세균을 장점막에 국한시키고 전

신면역계로 퍼지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26

또한 숙주 면역계는 장내세균 조성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이는 특정 면역결핍 동물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염증반응을 조

절하는 전사인자인 T-bet 결핍은 적응면역이 없는 Rag2결핍 마우스

에서 장내세균 조성을 변화시키고 장염을 자연 발생시켰으며, 특징

적으로 장염 마우스의 대변을 유전적인 소인이 없는 야생형 마우스에 

접종하였을 때 장염이 발생하였다.27 세균 편모를 인지하는 수용체인 

TLR5결핍 마우스에서는 장내세균 조성 변화와 함께 인슐린 저항성

을 특징으로 하는 대사증후군이 발생하였고, 대변을 정상 마우스에 



http://dx.doi.org/10.5217/ir.2013.11.3.161 • Intest Res 2013;11(3):161-168

163www.irjournal.org

접종하였을 때 유사한 대사증후군이 전달되었다.28 요약해 보면, 숙주 

면역계는 장내세균의 조성, 다양성, 위치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

는데, 만약 숙주 면역계에 이상이 생기면 장내세균총 역시 혼란이 발

생함을 알 수 있다.

장내세균의 숙주 면역계에 대한 영향

무균상태(germ-free, GF)의 마우스와 장내세균이 존재하는 spe-

cific pathogen free (SPF) 마우스를 비교해 보면 림프조직의 형성과 

면역계 발달에 대한 장내세균의 중요한 영향을 알 수 있다. GF 마우

스는 SPF 마우스에 비해 Peyer’s patches수, 점막고유층 두께, ger-

minal center 내 형질세포(plasma cell)수, 그리고 림프여포(lymphoid 

follicle)수가 적으며, IgA를 만드는 B세포 뿐만 아니라 T세포와 Pa-

neth 세포수 역시 적다.29

장내세균은 출생 후 초기부터 장 연관 림프조직의 성숙에 관여하

는 신호를 만들어 숙주의 장 면역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람 음성 

peptidoglycan은 장내 고립형 림프여포가 성숙하는데 필요하며,30 장

내세균은 IgA를 분비하는 형질세포와 T세포를 장점막층으로 끌어들

이고, 수지상세포와 장상피세포의 crosstalk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장

내 B세포와 T세포 반응의 강도를 조절한다.31 수지상세포는 숙주 면

역계에 대한 장내세균의 영향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수

지상세포는 TLR과 같은 패턴인지수용체를 통해 장내세균을 인지하

고 반응함으로써 뒤이은 T세포 반응의 양상을 조절한다.32 또한 이

러한 장내 수지상세포 작용은 장내세균의 조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33

여러 연구를 통해 점막고유층의 개개의 특정 T림프구가 특징적인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장내세균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게 되었다. 

Segmented filamentous bacteria (SFB)는 장 점막고유층의 Th17세

포 증식을 유도하고 항균펩타이드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병원균에 의

한 장염 발생을 억제하였다.34 GF 마우스에 Clostridial strain 46종

(cluster IV와 XIVa)을 혼합하여 접종하였을 때 점막고유층과 전신

에 IL-10을 표현하는 유도형 조절 T세포(inducible regulatory T cell, 

iTregs)가 증가하였다.35 Bacteroides fragilis에서 나오는 polysac-

charide A라는 물질은 장내 T세포의 IL-10 분비를 증가시킴으로써 

Th17세포의 팽창을 억제하고 장점막 방어벽 손상을 예방하였다.36 이

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장내세균이 장점막 면역기능의 항상성

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염증성 장질환 위험 유전자와 장내세균

NOD2, ATG16L1, IRGM, 그리고 OCTN1/2와 같은 선천면역과 

관련이 있는 여러 유전자들의 돌연변이를 통해 침습성 세균에 대한 

선천면역반응과 크론병 발생과의 연관관계를 알게 되었다.37 장내세

균을 조절하는 중요한 면역매개 인자들로는 Paneth 세포, MyD88, 

TLR, unfolded protein response (UPR), autophagy, 그리고 NOD2 

등이 있고, 이러한 다양한 면역매개 경로들에 손상을 유발하는 요소

들은 장내세균의 조절 장애를 초래한다.38

Paneth 세포는 주로 회장말단부의 장샘 기저부에 존재하는 상피

세포 중의 하나로, 직접적으로 장내세균을 인지하고 TLR의 MyD88 

의존 경로를 통해 항균펩타이드 합성을 조절함으로써 숙주 조직으로

의 세균 침입을 억제한다.39 Paneth 세포의 기능과 항균작용은 UPR, 

autophagy, 그리고 NOD2와 같은 많은 면역경로와 유전자들에 의해 

조절된다.40

세균의 세포벽 성분인 muramyl dipeptide를 인지하는 NOD2의 돌

연변이는 IL-10 발현을 감소시키고 염증반응을 증가시킨다.41 NOD2

는 Paneth 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단백질을 조절하기 때문에 NOD2 

돌연변이는 장내세균의 조성과 함께 면역계와 장내세균의 균형 유지

에 영향을 미친다.42 최근 서양 연구에서는 NOD2와 ATG16L1 유전

자 돌연변이를 가진 크론병 환자들에서 장내세균 조성의 변화, 특히 

Faecalibacterium과 Escherichia속의 의미있는 변화가 관찰되었다.43 

또한 동물실험에서도 야생형 마우스에 비해 NOD2 결핍 마우스에서

는 장내세균량이 증가하였고, 새롭게 정착한 세균을 제거하는 능력

이 감소되었다.44 또한, NOD2가 이유기 마우스에서 장내세균총을 형

성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이 입증되었다.45

Autophagy는 endoplasmic reticulum (ER) 스트레스와 같은 각종 

세포 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자가소화과정으로, 이에 관련된 대표적인 

유전자로 ATG16L1과 IRGM이 있다.40 ATG16L1 유전자 돌연변이는 

숙주의 세포내 병원균 제거에 장애를 초래하며, ATG16L1 발현 정도

가 감소하면 Paneth 세포의 장애가 나타나 항균펩타이드 합성 이상으

로 장내세균총에 영향을 미친다.46

그러나, 염증성 장질환 연관 유전자 변이가 질환의 기전을 이해하

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들만으로 질환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고 

많은 환경인자들이 관여한다. 쌍둥이 연구를 살펴보면 일란성 쌍생아

의 질환 일치율이 크론병은 35%, 궤양성 대장염은 16%여서 유전인

자와 환경인자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유전인자보다는 장내세균 

노출과 같은 환경인자의 영향이 보다 큰 역할을 함을 시사하였다.47

염증성 장질환에서 장내세균 조성의 변화

최근 16S ribosomal DNA와 RNA (16S rRNA)의 염기서열을 이

용한 분자생태학적인 분석법이 도입되면서 정상인과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대변과 장점막조직의 장내세균 조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상인에 비해 활동성 염증성 장질

환 환자의 대변과 점막조직 내에는 장내세균 다양성이 현저히 감소

하고, 장내 상재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Firmicutes는 감소하며, 

Escherichia coli를 포함한 Enterobacteriaceae는 증가하였다.14,48,49 염

증성 장질환에서 Firmicutes의 감소는 상당부분 Clostridium XIVa와 

IV 그룹의 감소 때문이고, Firmicutes는 장내에서 강력한 항염증작용

을 가진 acetate, butyrate와 같은 중요한 단쇄지방산을 합성하는 역

할을 하기 때문에,50,51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Firmicutes의 감소로 

인한 항염증 대사산물과 염증조절 리간드 등의 결핍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크론병 환자에서 Clostrid-

ium leptum 그룹 중 대표적인 항염증작용을 하는 Faecalibacterium 

prausnitzii의 감소를 보고하였는데,14,52 이러한 균주의 결핍이 인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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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세균총에 대한 관용의 혼란을 초래하여 장염 발생과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간의 장내세균 조성 차이

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두 군 간에 장내세균 조성이 

비슷하였으나,53 다른 연구에서는 두 군 간 뚜렷한 장내세균 조성의 

차이가 있었다.54 최근 메타지노믹 시퀀스 분석을 시행한 연구들에서

는 두 군 간 대변과 점막조직내 장내세균 조성의 분명한 차이를 보고

하였다.13,43 이러한 상이한 연구결과는 아마도 장내세균 조성의 분석

방법, 대상 환자군의 특성(질환 활성도, 유병기간 및 치료), 그리고 대

상샘플 위치의 차이 등에 기인하며, 따라서 연구 간 비교에서는 이러

한 변수들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염증부위와 염증이 없는 부위 간에 장내세

균 조성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부에서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나,55 최근 high throughput clone library 분

석을 시행한 연구에서는 염증부위와 비염증부위 사이에 분명한 장내

세균 조성 차이를 보였다.56 그러나 각 그룹 내 개인별 차이가 심했고, 

염증부위와 연관된 특정 세균층을 분석하지는 못해서 앞으로 많은 연

구가 필요하다.

한편, 정상인에서 대변 내 장내세균과 점막조직 내 장내세균의 조

성 차이에 대한 여러 연구가 시행되었는데, 상당수의 연구에서 대변과 

점막조직 간 장내세균 조성의 분명한 차이를 보고했다.57,58 이들 연구

에서는 대변 내 장내세균 조성이 점막조직 내 조성을 반영하지 못한

다고 보고했으며, 염증성 장질환, 특히 크론병의 장내세균 조성 분석 

및 정상인과의 비교연구에서는 점막조직 분석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

하였다.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장내세균 연구들은 특정시점에서의 결과만

을 분석하였고, 주로는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장내세균 조성이 개인간 차이가 심하고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식이에 큰 영향을 받음을 고려할 때, 동일한 대상에서 시간에 따른 장

내세균 조성의 차이, 그리고 동양인과 서양인 간의 장내세균 조성 차

이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인의 장내세균에는 서양인과 

다르게 해조류를 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해양세균에 존재하는 

독특한 효소들이 존재하고,59 아프리카와 유럽의 어린이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에서 에너지 흡

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Bacteroidetes는 풍부하고 Firmicutes는 결핍

되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60

그 동안 대부분의 장내세균 연구는 주로 정상 또는 질환과 연관된 

장내세균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장내세균

의 기능적인 측면의 분석이 점차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에는 DNA 수

준에서 장내세균 작용을 분석하는 metagenomics, RNA 수준에서 분

석하는 metatranscriptomics, 단백질 발현 정도로 장내세균 작용을 

분석하는 metaproteomics, 그리고 장내세균의 대사산물을 분석하는 

metabolomics가 포함된다.15,61-63

염증성 장질환에서 특정 장내세균 연구

염증성 장질환에서 장내세균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접근방법으

로 전반적인 장내세균 조성의 불균형(dysbiosis)에 대한 연구 외에 병

원성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특정세균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

어 왔다. 주로는 E. coli와 Mycobacterium avium subspecies paratu-

berculosis (MAP)라는 두 종의 특정세균들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

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점막층에는 정상 대조군에 비해 

E. coli의 수가 의미있게 증가하였고,64 크론병 환자의 회장점막과 수

술 후 신생 말단회장부에서 부착침입형 E. coli (adherent-invasive 

E. coli, AIEC)가 높은 빈도로 발견되었다.65 AIEC는 type 1 pili, fla-

gella, 그리고 outer membrane porin C와 같은 독성인자들을 통해 장

상피세포에 부착하고 침입하며, 식균작용에 저항성을 보이고, 대식세

포의 커다란 공포 내에서 생존하면서 광범위하게 증식할 수 있었다.66 

AIEC의 type 1 pili는 회장상피세포 표면의 수용체인 CEACAM-6

와 결합함으로써 AIEC가 회장상피 표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CEACAM-6는 정상인에선 발현되지 않는 반면 크론병 환자에서는 

AIEC를 인지한 대식세포에서 분비한 TNF-α 자극에 의해 회장상피

세포 표면에 과발현되어 AIEC와 결합한다.67

MAP는 오랜기간 동안 크론병의 가능한 원인으로 생각되었는데, 

이는 MAP가 가축에서 유발하는 질환이 인간의 크론병과 유사하고 

일부 크론병 환자의 혈청과 장점막에서 MAP가 검출되었기 때문이

다.68 두 개의 메타분석에서는 정상인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 비해 

크론병 환자에서 MAP DNA나 MAP에 대한 항체가 높은 빈도로 검

출되었으나69,70 메타분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최근의 대규

모 16S rRNA gene library 연구에서는 MAP가 크론병 환자들에서 검

출되지 않았다.14 한편, 염증성 장질환 치료약제인 5-aminosalicylate, 

methotrexate, 6-mercaptopurine은 MAP 성장을 억제하는데, 치료를 

받지 않은 크론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상인에 비해 

점막조직과 혈청단핵구에서 MAP가 높은 빈도로 검출되었다.71

그밖에 Pseudomonas, Yersinia, Listeria, Burkholderia, 그리고 

Helicobacter 등이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이들

의 병태생리적 역할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하며, 바이러스와 진균의 역

할에 관한 많은 연구도 필요하다.72,73

장내세균 항원에 대한 병원성 면역반응 기전

장내세균 항원에 대한 병원성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기전으로 크게 

네 가지 가설이 제시되는데, 이들 기전에 의해 점막 T세포에 대한 세

균 항원의 노출이 증가하고 장내세균에 대한 숙주 면역반응의 변화

가 초래된다.21

첫 번째 기전은 병원성 세균이 장염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MAP와 

같은 병원균이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균일 수 있다고 하였으나69,70 현

재는 크론병 환자의 궤양 점막에 선택적으로 정착할 뿐이라고 생각

한다. 그러나 ATG16L1, NOD2 또는 NCF4 돌연변이로 세포내 세균

제거 장애를 동반한 일부 크론병 환자에서는 MAP 기회감염이 나타

날 가능성이 있다. AIEC와 같이 장상피세포 부착이나 침입의 기능적

인 변화를 가진 장내상재균은 항균펩타이드 기능 장애의 소인을 가

진 크론병 환자에서 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65 한편, 장독소를 분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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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내세균인 Clostridium difficile, Enterococcus faecalis, 장독성 

Bacteroides fragilis는 인체와 동물모델에서 관해기의 장염을 활성화

시키거나 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74,75

두 번째 기전은 장내세균의 비정상적인 조성변화가 장내 대사산물

의 변화를 초래하여 장점막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병원성 면역반응을 

유발한다는 가설이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는 방어기능을 담당하

는 장내세균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장염을 악화시키는 균의 수는 증

가한다.14,48 Clostridia나 Bacteroides는 대장상피세포의 중요한 에너

지원인 butyrate와 같은 단쇄지방산을 합성하는데, 염증성 장질환에

서는 Clostridium IV와 XIVa 그룹의 농도가 감소하여 대변내 단쇄지

방산 농도가 감소하였다.76 또한 황산염 환원 세균은 황화수소(hy-

drogen sulfide)의 합성을 증가시켜 대장상피세포에 의한 butyrate 활

용을 억제하고 장점막 투과성을 증가시키는데, 황산염 환원 세균인 

Desulfovibrio piger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빈도가 증가하였다.77

세 번째 기전은 장점막 방어기능, 세포내 세균 제거 및 항균펩타이

드 분비의 장애로 장내세균을 숙주가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고 세균 

항원 노출이 증가하여 병원성 면역반응이 초래된다는 가설이다. 점

막 투과성 증가는 염증성 장질환의 특징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차

적인 원인인지 이차 현상인지는 논란이 있다. 무증상의 직계가족에

서 자발적으로 또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노출 후 투과성 결함이 발

생한 것은 이것이 일차적인 유전적 결함임을 시사하고,78 장점막 투과

성과 관련된 유전자인 OCTN1/2와 mdr-1 돌연변이와 염증성 장질

환과의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79,80 크론병 환자에서는 α defensin 

5와 human β defensin 2와 같은 항균펩타이드 합성에 결함이 있

고,81 NOD2 유전자 돌연변이는 Paneth 세포에 의한 항균펩타이드 합

성 장애와 관련이 있으며,42 세포내 세균 제거를 조절하는 유전자인 

ATG16L1과 NCF4의 돌연변이가 크론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크론

병에서 선천면역반응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82

네 번째 기전은 숙주의 면역조절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 세균 항

원 노출이 증가하고 병원성 면역반응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장상피세

포나 점막고유층의 선천 또는 적응면역 세포들 간의 세밀하게 조정된 

항상성 기전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함이 발생하면 만성 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 상피세포 IKKγ 결핍 마우스에서는 장상피세포의 NF-κB를 

통한 신호전달이 억제되어 자발성 장염과 CD4+ T세포 활성화를 유

발하였고,83 TLR4, TLR9, Myd88 결핍 마우스에서는 화학물질로 유

도한 장염을 악화시켰다.84 세균 항원에 대한 면역관용은 일차적으로 

조절 T세포에 의해 만들어진 IL-10과 TGF-β에 의해 매개되는데, 

IL-10, TGF-β, TGF-β 신호경로를 매개하는 SMAD3, 또는 CD25 

리간드인 IL-2를 선택적으로 결손시키면 장염이 발생한다.85 염증성 

장질환에서 조절 T세포 기능의 유전적 또는 기능적 결함에 대한 직접

적인 증거는 없으나,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다양한 세균 항

원에 대한 T세포와 항체 반응이 나타나고, 경구 면역관용(oral toler-

ance)이 생기지 않는다.86

맺음말

분자생태학적인 분석법이 발전하면서 염증성 장질환에서 장내세균 

조성과 대사작용의 변화가 뚜렷함을 알게 되었다. 장내세균은 계속

해서 항원 자극을 함으로써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병원성 면

역반응을 유발한다. 점막장벽기능이나 선천성 세균 제거의 유전적인 

결함이 초래되면 정상 조절 기전을 초과하는 많은 양의 세균 항원 자

극이 발생하고, 역으로 숙주의 면역조절에 유전적인 결함이 생기면 세

균 항원에 대한 비정상적인 과도한 T세포 활성화와 함께 점막면역계

의 면역관용이 소실된다.

숙주 면역계가 장내세균 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장내세균 

역시 숙주 면역계의 발달 및 면역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함은 알게 되

었으나, 면역계와 장내세균 간의 상호 조절 기전에 대해선 잘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장내세균이 염증성 장질환의 병태생리에 중요한 역

할을 함은 알고 있으나, 아직 장내세균의 조성 및 대사작용의 변화가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인지 아니면 질환의 결과로 동반된 현상인지는 

모른다. 

향후 정상인과 염증성 장질환에서 세균, 바이러스 및 진균의 조성 

변화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사작용과 대사산물의 변화 및 작용에 대

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장내 미생물 조성 및 기능변화의 원인

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인체 유전자다형성과 유전

자 발현, 선천면역 및 적응면역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통합적인 고

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미생물-숙주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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