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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미생물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

이 영 경

지역특화산업연구단

Role of Intestinal Microflora in Obesity

Young Kyoung Rhee

Regional Food Industry Research Group

사람의 장내에는 100여 종의 미생물이 100조

이상 서식하면서 숙주인 사람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서 인간 유전자와 관련된 많은 정보가 공개되

어 있지만 이것이 인간 건강의 모든 것을 설명

할 수 있는 만능키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장내에

서식하는 많은 장내 미생물 역시 각각의 유전

자를 가지고 그에 따라 작용을 하여 숙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유를 먹

고 자란 유아가 우유나 분유 등을 먹고 자란

유아에 비해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나 그

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것은 바로 섭취하는 영

양원의 종류가 다름으로 인해 달라진 장내 미

생물의 분포와 그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모

유 영양아의 분변 pH는 4.5~5.5, 인공영양아는

pH 5.7~6.7이고, 모유영양아의 장내 세균총은

다른 세균에 비해 Bifidobacterium의 비율이 인

공영양아보다 높은 반면, 인공영양아에서는

Bacteroides 등의 혐기성 균에 대한 검출율이 높

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분변 중의 산화

환원전위를 측정하면 인공영양아의 장내 혐기

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내 미생물의 역할과 관련된 

가설

일본의 Mitsuoka 교수는 그의 저서를 통해 외

부로부터 체내로 유입된 세균 중 장내서식이

가능한 균만이 균형을 이루며 장내 세균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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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고, 사람과 이들 세균총 사이의 공존이라

는 양식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이들 장내 세

균총은 숙주인 사람이 먹는 음식물에 의해 분

비되는 소화액 또는 배설물로 필요 영양을 충

족하면서 자체 내에서 생존을 위한 개체의

turnover를 거듭한다. 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음식물이나 오염 미생물의 종류, 숙주의 건강상

태, 흡연 또는 음주 여부 등, 변화하는 장내 환

경에서 자라기 유리한 균종이 급속히 증가하고

그에 따라 균형이 재편되기도 한다. 

이들 장내 세균총은 숙주의 건강에 미치는 영

향에 따라 유익한 균과 유해한 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익한 균은 Bifidobacterium, Lacto-

bacillus 등의 유산균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1)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vitamin K

등의 합성, 2) 난소화성 물질의 소화 및 흡수,

3) 유해균 증식 억제, 4) 면역 자극을 통한 숙

주의 면역력 증강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대로,

유해한 균은 Clostridium, Bacteroides 등이 속

하며, 1) 장내 부패 주도, 2) 독소 생성, 3) 발

암물질 생성, 4) 면역력 감퇴, 5) 노화 촉진 등

건강 유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레벤 후크

의 발견으로 처음 미생물이 관찰된 이후 지금

까지, 혐기 배양법에 의한 미생물 배양 및 분

리 방법의 발전이나 유전자 발현 monitoring 기

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장내 미생물이

체내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그 영향이 더욱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근자들어 특히 빠른

속도로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장내 미생물과

비만의 상관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정상 개체와 비만 개체의 장내 

미생물 비교 연구

비만이란 섭취된 영양원으로부터 체내로 흡

수된 열량과 생체기능 유지나 운동 등으로 소

모된 열량 간의 균형이 어긋나, 사용되지 못한

잉여 열량이 체지방으로 축적된 결과이다. 두뇌

의 생체 기능 monitoring과 조절, 그에 따른 호

르몬 균형 변화나 생화학 반응 등 일련의 복잡

한 이 에너지 대사 체계 안에서 장내 미생물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

미국 Washington univ.의 Gordon 교수팀은

소수를 대상으로 마른 사람과 비만한 사람 간

의 장내 미생물 차이를 조사한 결과

Bacteroidetes 와 Firmicutes 문(phyla)의 분포

비율 차이에 대해 관심을 갖게됐다. Firmicutes

와 Bacteroidetes 문은 장내 세균총 중에서도 다

수를 차지하는 우세균총이다. 물론 이 중에는

병원성을 가진 미생물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먼저 Firmicutes는 Lactobacillus, Mycoplasma,

Bacillus, Clostridium, Strpetococcus 등 250여

가지 속(genera)이 포함되어 있는, 장내 세균총

중에서도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류이다.

여기에 속한 균종들은 그 생리적 특성이나 숙

주에 기여하는 영향이 다양하여 잘 알려진 유

익한 균인 유산균서부터 패혈성 인두염의 원인

이 되는 병원성 균까지 많은 균들이 포함되어

있다. 20여가지 속이 포함되어 있는 Bacteroi-

detes 문은 Bacteroides 속이 단일 균속으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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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생물은 장내의 혐기적 환경을 선호하고,

장내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도 복강 등에

노출됐을 때에는 감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병원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온혈동물의

장내 뿐 아니라 토양이나 해수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다.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복용하는 약물은 무엇인지

에 따라 장내 ecosystem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

져오게 되는데, 여러 미생물 중에서도 이 두 가

지 부류의 비율 변화가 비만과의 연관성이 크

다는 근거들이 발견되고 있다. 

Gordon 교수팀의 보고에 의하면, 마른 사람

에 비해 비만한 사람에게선 장내세균 중 Firmi-

cutes 문의 비율이 높은 반면 Bacteroidetes 비

율은 감소하며, 비만한 사람이 1년 이상의 체

중 감소를 보일 때, Firmicutes vs. Bacteroi-

detes의 비율이 마른 사람의 것과 점점 유사해

진다고 하였다. 또한 Tumbaugh 등의 연구보고

에서도 비만 생쥐에서 Firmicutes의 비율이 높

음을 밝혀냈는데 특히, 비만 생쥐의 장내 미생

물에서는 난소화성 식이 다당체를 분해하는 효

소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많았다고 하

였다. 마른 개체들은 난소화성 영양성분을 그대

로 배설하게 하는 반면, 비만 개체는 장내 미

생물이 생성하는 효소의 도움으로 난소화성 성

분을 소화성 성분으로 분해한 후, 마른 개체에

비해 더 많은 열량이 체내로 흡수되고, 더 적

은 열량이 체외로 배설된다는 것이다. 이를 입

증하기 위해 무균동물에 leptin이 결핍된 실험

동물의 장내 세균총을 이식하여 그 결과를 관

찰하였다. 균총 이식 2주가 지나 비만한 개체

로부터 균총을 이식받은 실험 동물은 먹이 섭

취량에 비해 전보다 더 많은 열량을 얻어낼 수

있게 되었고, 마른 개체로부터 균총을 이식 받

은 실험 동물에 비해 체지방 증가의 폭도 컸다

고 보고하였다. 체중 증가와 장내 미생물 간의

관계에서 먼저 장내세균총의 난소화성 성분 분

해 능력에 따라 에너지 흡수율이 증가 또는 감

소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장내 미생물과 체내 에너지 대사

 

앞서 말한 논문들에서는 장내 세균총을 생활

습관과 함께 에너지 대사나 비만에 관련된 중

요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잡식성 동물개체가 사

용하는 열량의 10%는 장내 미생물이 난소화성

성분을 분해하여 이용하는데 반해 초식 동물

개체는 70%까지 난소화성 영양물질로부터 열

량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내

미생물의 대사 능력에 따라 흡수 가능한 열량

에는 개체별로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Xylans,

manans, pectins, inuline 등의 다당체와 복합영

양원은 분해되어 lactate, succinate 등 중간생성

물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butyrate, acetate, pro-

pionate 등 대장에서 전부 흡수되는 단쇄지방산

(SCFA)의 생성이 유도된다. 

Cellulose나 mucin와 같은 불용성 고분자 물

질의 분해는 대장 내 1차 분해 미생물의 능력

에 의해 제한되고, cellulosome complex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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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기질과의 결합-분해-흡수로 이어지는 시스

템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의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은 식물체 표면에 복합다당체 이용

율을 증가시켜 에너지 회수를 유리하게 하는

다수의 Firmicutes와 소수의 Bacteroidetes가 연

합하여 cellulose 분해성 균주로 이뤄진 biofilm

이 형성된다. 원위부 소화관(distal gut)에 서식

하는 Firmicutes 중 Roseburia, E. rectale,

Eubacterim halli, Anaerostips caccae 같은

clostridium 군집은 butyrate를 생성하는 중요 미

생물이고, 장내미생물에 의한 acetate 생성과정

은 이들 clostridium 군집과 비만 간의 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는 또다른 생화학적 경로가 된

다. 수용성 또는 전분이나 프럭토올리고당처럼

덜 복잡한 구조의 다당체는 Bacteroides나

Bifidobacterium 같은 다른 장내 미생물에 의해

이용되고 중간생성물을 거쳐 단쇄 지방산을 생

성한다(그림 1).

Butyrate를 생성하는 미생물은 비만을 유도하

는 과정과 연관이 있긴 하지만 butyrate 자체는

건강에 이로운 대사체라고 할 수 있다. Enterocyte

가 필요로하는 에너지의 70% 이상이 butyrate

로 충족 될 뿐더러 epithelial cell의 생장 조절

과 분화에도 기여한다. Butyrate는 또한 항염증

효과와 포만감과 관련있는 glucagon-like-peptide-

1(GLP-1)생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Butyrate와 달

리 lumen에서 생성된 acetate와 propionate는 혈

류를 타고 간으로 이동한다. Acetate는 간에서

그림 1. 장내 ecosystem에서 식이 다당체의 주된 대사 경로 (출처: Y.Sanz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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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solic acetyl S CoA synthetase 2를 활성화

시켜 지질과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촉진하는 반

면, propionate는 동물실험 결과, acetate의 작용

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분이나

fructans 발효로 생성되는 고농도의 propionate는

동물실험에서 간과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 농도

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고, portal vein에서

acetate / propionate의 비율을 살피는 것은 지질

대사상 식이성분의 효과를 보여줄수 있는 marker

로 제안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험동물에 대

한 고농도의 acetate 투여가 반대로 AMP

kinase를 유도하고, lipogenesis와 연관된

SREBP-1c 발현을 저해한다는 결과도 있으므로

사람에서의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적

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단쇄 지방산과 더불어, 다당체 분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수소가 생겨나고, 이 수소들은

methan, acetate 생성 미생물에 의해 이용된다.

그리고, 또한 sulfate를 환원시키는 장내 미생물

은 다당체 분해 미생물의 대사와 생장을 활성

화시킨다. 종합하여 보면 Bif. adloescentis에 의

해 전분이 분해되어 lactate와 acetate를 생성하

고, E. halli가 이것을 이용해 butyrate를 생성하

거나 다른 미생물이 acrylate pathway를 이용해

lactate를 propionate로 전환시키는 것과 같은 일

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

은 장내 ecosystem에서 비만이나 체중 조절과

관련된 단일 미생물의 역할을 밝히기 보다는

미생물 상호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

로 이러한 상호관계까지 고려하여 체중 조절을

위한 식이 전략을 짠다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다.

장내 미생물은 대사 기능과 연관성이 있는 유

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신생 말초혈

관의 생성이 멈춘 다 자란 무균동물에 장내 세

균총을 이식하면 세균총 정착 후에 새로운 혈

관들의 생성을 관찰할 수 있다든지, B. hetaio-

taomicron는 단당류나 단쇄 지방산의 흡수율을

높여 간에서의 지질 합성을 유도하기도 한다.

Insulin과 포도당 농도 증가로 나타나는 간에서

의 지방 합성 과정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무균

동물에 정착시킨 장내세균총은 간에서 지방산

생합성 경로에 관여하는 acetyl-CoA carboxylase

와 fatty acid synthase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

기도 한다. 장내에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무

균동물은 adipocyte의 지방 축적을 막고 근육

에서의 지방 산화를 촉진하는 Fiaf(fasting

induced adipose factor)가 증가되는 한편, 골격

근과 간에서는 인산화된 AMP-activated protein

kinase와 fatty acid β-oxidation이 증가하여 지

방이나 당질의 함량이 높은 체중이 증가하기

쉬운 타입의 식이를 공급받아도 살이 쉽게 찌

지 않는다.

장내 세균과 숙주의 면역체계

 

비만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면역 체계에 이

상을 가져오고, 나아가 2형 당뇨나 심혈관질환

등의 발병과도 큰 연관이 있다. 여기서 장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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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은 여러 체계의 면역 반응에 영향을 끼치

면서 선·후천적으로 면역을 조절한다고 알려

져 있다. 그 시작은 미생물의 구성성분을 TLRs

(toll-like receptors)같은 면역체계의 PRRs(pattern-

recognition receptors)가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

된다(그림 2). TLR-4는 gram(−) 미생물 세포벽

의 lipopolysaccharide(LPS)를 인식하고, TLR-2

는 병원균의 lipopeptide와 lipoprotein을 인식하

거나 gram(+) 미생물의 peptidoglycan과 lipotei-

choic acid를 인식한다. TLR은 다시 MyD88,

TIRAP/Mal, TRIF, TRAM 같은 adaptor protein

과 반응하여 MAPK(mitogen-activated kinase),

NF-κB/IKKβ system, AP-1(activator protein-1)

을 증가시키고, cytokines 등의 면역매체를 생

산한다. 비만한 상태나 insulin 저항성 당뇨병에

서는 TLR-4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TNF-α, IL-

1β, IL-6같은 cytokines이 증가한다. 병원성균과

는 달리 장내 미생물은 사람의 면역 체계와 꾸

준한 연관을 가지면서 NF-κB cascade를 지속

적으로 활성화시키거나 억제한다. 또한 TLR은

선·후천적 면역 세포뿐 아니라 면역, 미생물

적 자극, 대사와 관련을 가지면서, 지방세포, 근

그림 2. 체내 면역 체계와 장내 미생물의 연관으로 발생하는 signaling pathway (출처: Y.Sanz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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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간 등 insulin에 반응하는 조직에서도 발견

된다. 식이로 또는 ob/ob나 db/db mice처럼 유

전적으로 비만한 실험 동물에선 adipocyte나

preadipocytes에서 TLR-1~9의 발현이 급격히 증

가하며, 이로 인해 cytokines 역시 증가한다. 특

히 TLR-4는 미생물 세포벽의 LPS나 식이로 섭

취되는 포화지방산에 의해 활성화 되고, insulin

저항성이나 비만과 연관된, JNK나 NF-κB 같은

intracellular inflammatory pathways가 활성화

된다. 반대로 adipocyte에 특이적인 TLR-4를

knockdown시키면 위의 과정과 반대되는 조절

작용에 의해 cytokines이 감소한다. 그러나, 일

부 TLR-4에 기능적 손실이 발생한 변이 상황

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동물실험을 통해 보면 항생물질(norfloxacin,

ampicillin)로 장내 미생물을 억제한 insulin 저

항성 동물모델에서 혈중 LPS 농도가 감소하고,

면역체계의 활성화도가 낮아지며, 비만과 2형

당뇨가 나타나, 이 또한 장내 미생물과 대사 이

상 간 관계를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LPS는 간에서 VLDL

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lipoprotein lipase의 활

성을 저해시켜 혈중 지질 농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된 cytokines의 생성을 자극한다. 사실, 저

장된 체지방을 동원하는 것은 인체가 감염에

대해 정당한 대응을 하도록 연료를 보급하는

정상적 기전이고, lipoproteins 역시 LPS와 결합

하는 등의 역할을 통해 감염에 저항하도록 돕

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Probiotics와 비만

장내 미생물과 probiotics는 담즙산염의 hydroxyl

기를 deconjugation 또는 oxidation 시켜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거나 일부 가수분해 시키기도 하

며 담즙산 대사에 영향을 줌으로 혈중 지질농

도를 조절할 수 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장

내로 분비된 담즙산의 90% 이상이 재흡수되는

것을 생각할 때, 장내 미생물의 작용으로 재흡

수되는 담즙산염의 양은 줄이고, 분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는 담즙산염, sterols, 이차 담즙산

염의 양을 늘임으로 혈중 지질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L. acidophillus ATCC 43121은 이런

원리로 고cholestetol증을 유발한 실험동물의 혈

중 cholesterol 농도를 낮출 수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무균동물에 유아의 장내 세균총을

정착시키고, L. paracasei NCC 2461 또는 L.

rhamnosus NCC 4007을 공급하면 간의 지질대

사와 담즙산 재순환 경로에 변화를 가져와 대

조군에 비해 혈중 VLDL과 LDL이 감소되었다

고 한다. 또한 probiotics의 공급은 맹장 내용물

의 acetate 농도를 감소시킴으로 간에서의

acetate/propionate 비율과 마찬가지로 혈중 지질

농도를 낮추는 또다른 기전으로 꼽히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단순히 probiotics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효과가 아니고, in vitro test

결과에 의하면 다른 장내 미생물 또한 혈중

cholesterol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 

일부 Lactobacillus와 Bifidobacterium 중에는

대두유의 다가불포화지방산(polyunsaturated fa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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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s)로부터, 혈액과 간의 지질과 cholesterol 농

도를 낮춰줄 수 있는 CLA(conjugated linolenic

acid) 생산 균종이 있다. 그 예로 사람에서 분

리된 L. rhamnosus PL60은 CLA를 생산하여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쥐에서 항비만 효과를

나타냈다. 이 균주는 섭취 열량을 줄이지 않은

채 체중을 감소시켰고, CLA의 알려진 부작용

인 지방간 증상 없이 백색 지방세포(white

adipose tissue)를 특이적으로 감소 시켰다.

그 밖에도 L. plantarum 299를 6주간 심한

흡연자에게 공급했을 때,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

어 leptin, fibrinogen, 수축기 혈압을 낮춰 심혈

관질환의 위험을 낮춘 연구 조사 결과가 있었

으며, prebiotics인 프럭토올리고당을 고지방식

이와 함께 실험동물에게 공급했을 때, 장내

Bifidobacterium이 증가하면서 혈중 LPS가 낮아

지고, 지방조직에서 cytokiens이 감소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내 미생물은 다양

한 경로로 체내 대사와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

쳐 체중을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아직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probiotics나 prebiotics와 관련하여 실시된

in vivo 정보 역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발전된 ‘omic’ 기술과 system biology는 더

많은 체계적인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것이

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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