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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음식 준비 및 보존에 현대적인 살균 및 위생 기술의 효

율적인 사용은 식품 매개 병원성 미생물의 발생, 특히 전염
성 설사, 리스테리아증, 및 보툴리누스 중독 등을 크게 감
소시켰다(Ebel et al., 2014). “위생이론”에 의하면, 현대적
이며 위생적인 생활은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Liu and Leung, 
2006). 사실, 선진국에서 창자 관련 림프 조직(GALT)이 덜
노출되어서 환경이나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작지만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보고되었다(Vinod et al., 2009). 따라
서 인간의 자연적인 방어를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인

간의 음식에 probiotics으로 선택된 일부 균이 재도입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Betoret et al., 2003). Probiotics

의 섭취를 통해 유익한 건강 효과를 생성하는 이 개념은

1907년 Metchnikoff의 연구에 의해서 알려졌으며, 특정 인
종 그룹의 건강과 장수는 발효 유제품의 섭취에 의한 것이

라고보고하였다. 식량농업기구(FAO)와세계보건기구(WHO)
는 Probiotics는 “충분한 양으로 투여할 때 숙주에 의료 혜택
을부여하며살아있는미생물”이라고정의하였다(FAO/WHO, 
2002). 일반적으로 박테리아라고 불리는 이러한 미생물들
은 특히 면역시스템의 개발과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고, 일반적인장건강향상에연관되어있다(Kaur et al., 2002). 
Probiotics로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미생물들은 bifidobateria, 
lactococci, streptococci, enterococci, Escherichia coli, 그리
고효모인 Saccharomyces boulardii 등이포함된다. Probiotics
의 유익한 효능에 관해서 많은 보고가 있었다. 현재 진행되
고 있는 연구 등을 살펴보면, rotavirus, 궤양성 대장염, 
Clostridium difficile에 의한 설사, Helicobacter pylori 감영
과 연관된 급성설사의 치료, 어린이 항생제 관련 설사의 예
방, 유당 소화 개선, 그리고 다른 잠재적 영향으로 간질환, 
알레르기, AIDS 등이 있다(Ebel et al., 2014). Probiotics가

인간 질병의 위험 요인에 대한 Probiotics의 효과: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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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장애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좋은 증거가 있을

경우일지라도, 질환을 치료하는 Probotics의 효능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또한 많은 의문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
이다. 첫째, 위장관에서 세균 흡수와 생존의 메커니즘은 무
엇인가? 생존과 활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흡수되기 위해 만들어진 Probiotics는 반드시 소화 기관에
위산, 담즙염, 효소 같은 일반적인 조건과 기계적인 소화처
리 과정 등에서도 견딜 수있어야만 한다(Meng et al., 2008). 
둘째,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존재에 대한 응답으로 장내 생
리학적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실제로, Probiotic 복용량은
인간의 소화기간을 통해서 잔존하는 미생물 균총과 상호작

용을 하여야 하며, 상피세포에 접착하는 능력이 반드시 있
어야 한다(Ebel et al., 2014). 인간의 장내 미생물총은 매우
다양한 환경으로 세균이 1014이며, 600 세균종이 세 가지 주
요 문(phyla)으로 나누어지는데, Firmicutes(Clostridium, Lacto-
bacillus, Lactococcus, Streptococcus), Bacteroidetes(Bacteroides), 
그리고 Actinobacteria(Bifidobacterium)이다(Eckburg et al., 
2005). 활력을 가진 Probiotics 메커니즘의 특성은 아직까지

Fig. 1. Various diseases influenced by gut microbial metabolism. (Kinross et al., Genome Medicine 2011, 3:14)

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적절한 유전 도구의
발명과 개발은 이러한 효과를 연구하고, 새로운 Probiotics 
균주의 선택을 개선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내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 주요 목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특정 분자
(비타민, 효소)의 생산, (2) 토착 미생물 (병원균과 경쟁, 박
테리오신의 생산)과의 상호 작용, 그리고 (3) 숙주 세포와
의 상호작용, 특히 면역 시스템과의 관계 등이다. 이 마지
막 영역은 특정 면역 반응의 기원에 있어서 cytokines (pro- 
또는항염증)의유도와연관되어있다(Round and Mazmanian, 
2009).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유래된 질환에 probiotics의
잠재적인 긍정적 효과를 증명하는 최근 연구가 체외에서 또

는 설치류에서 진행되고 있다. 높은 칼로리, 낮은 영양 식단
과 함께 스트레스, 과로, 흡연은 장내 항상성을 방해하고, 
신체의 자연적인 방어를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 이것은

심장 마비 위험 요인과 연관이 되는 대사 증후군으로 이어

질 수 있다(Fig. 1). 미국 콜스테롤 교육프로그램의 성인 치
료 패널 III(ATP III) 보고서에서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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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증후군의 여섯 요소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복부 비
만, 이상 지질 혈증 죽종 발생(atherogenic dyslipidemia), 고
혈압, 인슐린 내성, 염증성 상태 및 혈전 상태 등이 포함된
다(Eckel et al., 2005). 심혈관 질환은 의학적인 장애의 등
급이며, 여기에는 동맥류, 협심증, 동맥 경화증, 뇌 혈관 사
고, 뇌 혈관 질환, 울혈성 심부전, 관상 동맥 질환, 심근 경
색, 말초 혈관 질환 등이 포함된다(Rosamond et al., 2008). 
WHO에 따르면, 이 질병은 전 세계적으로 이환율과 사망률
이 높은 주요 질병이다. 몇몇 중요한 식이 요인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데, 포화지방 섭취를 감소시킴
으로써 저밀도 지단백질(LDL) 콜레스테롤 농도의 저하, 설
탕과 가공 식품 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triglyceride 농도의
저하, 비타민 B6와 B12 그리고 엽산 섭취에 의해서 호모시
스테인의 농도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과일과 야채의 많은

섭취에 의해서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Hill et al.,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상피 세포에서의 박테리아 작용에 대해서는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총설 논문의 목적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4가지 의학적 질환인 비만, 당
뇨병, 고 콜레스테롤 혈증, 동맥 고혈압에서 probiotic 균주
의식품섭취의효과를검토해보았고, hyperhomocysteinemia
과 산화 스트레스의 두 대사 장애도 대사 증후군과의 가까
운 관계이기에 함께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각 질환/장
애의 정의, 시험관과 동물 연구의 현황, 그들이 존재하는
경우 인간에 적용할 수 있는 임상 시험의 검토 등을 조사하

여 정리하였다. 본 총설논문의 모든 자료들은 이미 발표된
다양한 문헌 등을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Probiotic이 의료질환과 신진대사장해에
미치는 영향

1.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미치는 영향
두 세기 동안, 동맥경화 같은 염증성 질환의 유발의 위험

에 있어서 콜레스테롤의 역할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Hlivak 
et al., 2005). 콜레스테롤은 LDL, VLDL, HDL, 그리고 chylo-
micron 같은 지질 단백질에 의해 혈류로 이동된다. VLDL
과 LDL은 간으로부터 콜레스테롤을 신체의 다른 세포로 수
송한다. 순환되는 LDL양의 증가는 결국 동맥 경화성 플라
크(동맥에서 콜레스테롤의 침착)가 형성되고, 산화 스트레
스와 연관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된다(Durrington, 
2003). 그 반대의 역할을 하는 HDL은 동맥과 죽종으로부
터 콜레스테롤을 수집하여 간으로 다시 보낸다 (Gordon et 
al., 1989). Drouault 등(2002)은 지방대사에 영향을 주고 콜
레스테롤을 동화하는 능력과 장내 미생물 균총과의 관계를

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작용에 관련해서 세 가지 메커니즘
이 제안되었다. (1) 담즙 염을 deconjugates하며 몸으로 재
흡수를 감소하는 담즙효소 담즙 염 가수 분해 효소(BSH)를
통해 담즙산 분해, (2) 콜레스테롤의 막 결합, 예를 들면, L. 
acidophilus ATCC 43121, 그리고 (3) 콜레스테롤의 coprostanol
로 변환인데, 이것은쉽게흡수되어대변으로배설된다(Gerard 
et al., 2007). 다른 연구자들은 probiotics는 간 그 자체에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감소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Chiu et 
al., 2006).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콜레스테롤 농도에
있어서 probiotics의 유익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Kawase 
등(2000)은 4주 동안 L. casei TMC 0409(~2.4×1011 CFU/
일)와 S. thermophiles TMC 1543(~1010 CFU/일)을 동시에
쥐에 섭취하였을 때 HDL는 28% 증가하였고, 중성 지방 농
도는 20%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마찬가지로, LDL 농도
에 긍정적인 효과는 Bifidobacterium longum BL1에서도 관
찰되었는데, 대조군에 비해서 probiotics를 섭취한 그룹에서
LDL의농도는 41% 정도감소가관찰되었다(Xiao et al., 2003). 
Wang 등(2009)은 5주 동안 생쥐에 L. plantarum MA2(1011 
CFU/일)을 섭취하였는데, 혈청 총 콜레스테롤, LDL, 그리
고 중성지방은 각각 21%, 20%, 그리고 25%가 각각 감소하
였지만, HDL에는 변화가 없었다. 게다가 총 지방콜레스테
롤과 중성지방은 각각 21%와 14%가 또한 감소되었는데, 총
콜레스테롤은 감소되었으며, 혈액과 간 사이에서 재분배 되
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에 probiotics의 불확실한 효과를 설명하였
다(Pawan and Bhatia, 2007). 1979년과 2000년 사이에 실시
된 20개 연구에서, 10개의 연구는 유의적으로 효과가 없었
지만, 나머지 10개의 연구에서는 5%와 10% 사이에서 총
콜레스테롤 농도의 감소를 있다고 보고하였다. 명백한 원
인없이 몇 개월에 콜레스테롤이 ±5%의 변이를 보이는 것
에 매우 주목할 가치가 있으며, 반면 측정 정확도가 2%에
서 7% 내에 있다(Dacosta, 2001). 따라서 이러한 결과의 집
계로 말미암아 혈중 콜레스테롤에 probiotics의 유효한 효
과가 없다고 설명되어지는 것이다. 반면, 425명의 개인 자
료를메타분석에서콜레스테롤 농도(총 콜레스테롤의 4%의
감소 및 LDL 콜레스테롤이 5% 감소) 감소에 probiotic의
통계적 유의차가 있으면서 이로운 효과를 보였다(Agerholm- 
Larsen et al., 2000). 또한, Xiao 등(2003)은 단기 단일 맹검
평행연구에서 적당한 콜레스테롤 혈증(총 콜레스테롤 240 
mg/dL)을 가진 32명에서 혈청 콜레스테롤의 상당한 감소
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서, Bifidobacterium longum BL1 
(1.1×1011 CFU/일) 균주로 발효된 우유를 4주간 섭취하였
을 때 총콜레스테롤은 전체 군에서는 2.4% 그리고 적당한
콜레스테롤 혈증 군에서 5%씩 각각 감소되었다. 또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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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연구방법으로 Enterococcus faecium 
M-74(2×109 CFU/일)를 56주 이상 43명에게 섭취하였을 때
총 콜레스테롤의 12% 감소, LDL의 19% 감소, 그리고 HDL
과 중성 지방에 변화가 없었다(Hlivak et al., 2005). 최근
Andrade과 Borges(2009)는 이중 맹검, 위약 대조, 교차 연
구방법으로 34명의 여성에게 L. acidophilus 145와 B. longum 
BB536를 투여한 후 LDL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
고하였다. 마찬가지로, Ataie-Jafari 등(2009)은 4주 동안 L. 
acidophilus와 B. lactis가 포함한 유산균을 섭취하였을 때
일반요구르트에 비해 혈청 총 콜레스테롤이 유의한 감소가

있음을 관찰하였다. 건강하고 심하지 않은 콜레스테롤 혈
증을 가진 14명에서 무작위 상호교차 시험으로 진행되었
다. 비록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한 probiotic 효과의 이전
연구는 종종 과학적으로 결론에 도달하지 않거나, 또는 논
쟁이 있을지라도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 유익한 콜레스테롤

불균형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외 분석법이 제

안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10% 미만의 콜레스테롤 농도의
감소는 전적으로 probiotic 섭취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전
형적인 콜레스테롤의 변화와 측정 정확도의 결과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임상 시험은 고콜레스
테롤 혈증을 앓고 있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건강한 개인에 대한 probiotic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흥미
롭고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유전적인 요소 존재하에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유발에 대한 기본적인 경향에 있어서

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2. 비만에 미치는 영향
비만을 의학적으로 정의하면 건강을 해치는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지방조직에 염증과 연관될 수

있다. 환경, 행동, 유전적 요인이 비만의 발생과 진행에 기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용어로, 비만은 에너지
균형의 불균형(에너지 섭취, 소비 및 저장)의 결과이며, 제
2형 당뇨병, 심장 질환, 암 등의 이차대사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Wellen and Hotamisligil, 2003). 신체 활동 감소 또
는 증가된 열량 섭취는 모두 인간의 에너지 균형에 유의적

으로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은 호르몬 시스템(leptin) 또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 장내 미생물총의 일부
분으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박테리아는 적극적으로

영양 섭취 및 에너지 규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최근에 밝

혀졌다(Tilg et al., 2009).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내 미생물
은 체중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일부 사람에서
비만을 유발하는 부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DiBasie et al., 2008). 이 같은 추론의 근거로는 비
만 생쥐의 미생물 균총은 주어진 식단에서 에너지를 흡수

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되었다고 Turnbaugh 등(2006)이 보
고 하였기 때문이다. Toll-like 수용체 5(TLR5)의 손실로 인
한 장내 미생물 균총의 변화가 생쥐의 대사 증후군의 촉진

할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놓았다 (Vijay-Kumar et al., 2010). 
또한, 연구자들은 에너지 대사와 체중의 유지에 관련된 메
카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균 동물의 증가된 열량 요구

를 사용하여 왔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 총의 존재는 탄수
화물 및 지질의 흡수 증가에 기여하고, 대장을 통과하는 물
질을 발효시키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숙주에는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지방 저장을 조절하는 것을 돕는다(Backhed 
et al., 2004). 출생 직후 급격히 무균 마우스는 기존 마우스
와 비교하여 지방 조직의 양을 감소되었다. 장내 미생물균
총을 가진 무균 마우스의 후속 정착은 체지방의 60% 증가
하였으며, 음식 섭취량이 30% 감소에도 불구하고 2주간 인
슐린 저항성의 증가로 이어졌다(Ebel et al., 2014). 몇 가지
메커니즘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어져왔다. 
장내에서 단당류의 흡수 증가는 간지방 생성을 유도, 난소
화성 식품의 미생물 발효를 통해서 유리된 에너지 형태의

사용할 수 있는 열량의 증가, 또는 인슐린 농도의 증가는
동화를 유도한다(Cani and Delzenne, 2009). 장내 미생물총
은 필수대사 단백질의 발현과 금식에 의한 지방인자(FIAT)
를 저해하며, FIAT는 특별히 지단백 리파페를 억제한다. 
이 경우, 장내 미생물총의 존재는 지단백 리파제의 활성
을 증가하여 결국 지방조직에 지방이 축적하게 된다

(Backhed et al., 2004). 또한 비만 생쥐의 장내 미생물총은
Firmicute 문에 속하는 박테리아는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
지만, Bacteroidetes에 속하는 박테리아는 비례적으로 낮은
집단이 관찰되었으며, 최근 비만 어린이에도 동일하게 발
견되었다(Ley et al., 2006). 이러한 데이터는 장내 미생물균
총의 조성과 비만 간의 상호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Kalliomaki et al., 2008).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Firmicutes와 Bacteroidetes 비율에 의해서 측정되는 미생물
균총의조성은숙주의건강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그
러나, 이러한조성의차이가비만의원인이되거나또는비만
의 결과로서 존재 여부에 대해 아직 불분명하다(Reinhardt 
et al., 2009). 명백한 외부 표현형 현상을 가진 임상 비만은
지방 조직의 대식 세포 침투 증가와 연관된 낮은 수준의 염

증 상태로 인식되고 있다(Caropreso et al., 2006). 장내 미
생물총의 조성 변화와 비만 개인에 있어서 bifidobacteria의
감소는 lipopolysaccharide 혈중 농도의 증가를 유발한다(Ebel 
et al., 2014). 결국 lipopolysaccharide의 높은 수치만큼 염증성
cytokines의 합성과 분비를 자극한다(Cani et al., 2007). 지방
조직 자체도 염증성 cytokines(IL-6, TNF-α, adiponecin)의
생산을 통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leptin과 같은 다른 성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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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슐린 저항성에 기여한다(DiBaise et al., 2008). 비만과
관련된 미생물균총을 측정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몇가지 probiotics의섭취는이러한위험요소를감소할수있
는 새로운 도구로서 이용 가능하다. 사실, probiotics 사용은
탄력적인 미생물 균총을 복원하고, 염증감소에 특히 적합하
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치료되지 않으면, 감염에 대한 비가
역적인 파과와 감염에 대한 감염률이 잠재적으로 증가하게

된다(Schultz et al., 2004). E. coli Nissle 1917, Lactobacillus 
rhamnosus GG 및 Faecalibacterium prausnitzii 같은 어떤 균
주들은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면역 시스템에 작용을 할 수

있다(Sokol et al., 2008). 일부 세균 균주들은 핵 수용체(α, 
β, γ)와 상호작용을 하며, 특히 PPAR-γ은 지질 저장 자
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런 점에서 아직도 장내 미생물균총과 내분비 시스템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야하는 부분으로 남

아있다(Wellen and Hotamisligil, 2005). 특히 비만의 경우, 무
균 동물 연구는 장내 미생물균총과 숙주 대사 사이의 관계

를규명하는데많이이용되고있다(Delzenne and Reid, 2009). 
비만에 있어서 미생물균총의 조성의 중요성 특히 Firmicutes: 
Bacteroidetes의 비율은 모델실험생물에서보여주고인간에
서도 확인되었다(Raoult, 2009). 마우스에 있는 비만에 대한
probiotics의 뛰어난 효과는 시험 동물에서 신진대사의 변
화와 함께 장내 미생물균총의 조성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

었음을 보여준다(Ebel et al., 2014). 지금까지의 많은 새로
운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Probiotics와 체중 증가와 논란이
있는 자료와 인간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더 많은 연구가 절

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
당뇨병은 췌장에서 어떠한 인슐린도 생산할 수 없는 상

태(제1형 당뇨병), 또는 췌장에서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할
수 없는(제 2형 당뇨병) 만성적 질환이다. 제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의 인슐린을 분비하는 β-세포의 파괴
를 초래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β-세포의 파괴는 혈중 인
슐린의 부족으로 이어져서 결국 매일 인슐린 치료의 필요

성과 혈당의 증가가 발생한다. 제1 형 당뇨병의 경우의 90%
는 자가 면역으로 과민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며, 면역 조절
probiotic 균주의 사용은 치료 방법으로서 제안되고 있다. 
이를 위해, Wen 등(2008)은 면역 시스템과 미생물균총의
상호 작용이 제 1형 당뇨병의 치료에 중요한 요소로서 가
능하다라고 보고하였다. 제 1형 당뇨병의 생체외(In-vitro)와 
동물 연구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8주 동안 생쥐에 L. casei
를 경구 투여하였는데 12주 넘어서부터 혈당 농도가 유의
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또한 T 림프구(CD4+) 및 염증성 사

이토 카인(IFN-γ와 IL-2), 제1형 당뇨병의 진행에 연관된
분자의 생산을 억제되었고, 또한, alloxan(특히 랑게르한스
섬의 β-세포에 작용하여 제1 형 당뇨병을 유발하는 분자)
로 처리된 생쥐에 L. casei를 경구 투여하면 β-세포의 파괴
를 억제할 수 있다(Matsuzaki et al., 1997). 더 최근의 연구
에서는 10주 이상 L. rhamnosus GG를 투여하였을 때 유의
적으로 고혈당이 감소되었으며, 인슐린 생산과 포도당 내
성에서도 효과가 있었다(Tabuchi et al., 2003). Yamano 등
(2006)은 probiotic 균주가 첨가된 물을 먹인 쥐에서 혈중
인슐린 농도의 증가와 함께, 포도당과 글라카곤의 양이 감
소함을 보였다. Probiotics의 농도가 2×1010 CFU/일이 되며, 
십이지장 주사법으로 쥐에 처리하였을 때, 부신 교감 신경
활동의 억제 즉 글루카곤의 분비를 감소시켜 포도당 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추가 연구에서 조사는 쥐에
서 산화 질소 농도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probiotic 
균주인 L. acidophilus(~1.89×109 CFU/일)의 이용에 관한 연
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것은 많은 생리학적 과정의 중요
한 조절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산화 질소
생체활성도가 제1형 당뇨병에서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는 것이다(Harisa et al., 2009). 또한 제 2형 당뇨병의 생
체외와 동물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은 대사성 질환으로 포도당 제어에 영향을 주어 결

국 인슐린 저항성과 과민 고인슐린 혈증인 당뇨병을 유발

한다(Ebel et al., 2014). 8주 동안 고농도의 과당에 노출된
쥐는 포도당 불내증과 혈류에 포도당, 콜레스테롤, triglyceride
의 양이 증가함을 보였다(Yadav et al., 2007). Probiotic 균
주(L. acidophilus와 L. casei 등)가 포함된 발효유제품의 효
과는 당뇨와 관련된 요인(글루코스 불내성, 고혈당증, 고인
슐린 혈증, 고지혈증 및 산화 스트레스)이 probiotic의 섭취
를 통해서 향상됨을 보여주었다(Yadav et al., 2007). 제1형
또는 제2형 당뇨병에 있어서 probiotic 균주에 의한 개선을
연구하는 분야는 매우 전망이 있다. 다양한 연구결과를 정
리해 보면 probiotics가 세 가지 수준에서 제1형 당뇨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면역 시스템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췌장 세포의 파괴를 감소시키고, (2) 인슐린
생산을 자극함으로써 순환되고 있는 글루코스의 재흡수를

돕고, 그리고 (3) 부신 교감 신경 활성의 조절을 통해서 글
루카곤 생산을 감소시킨다. 미생물과 신경 조절 사이에 있
어서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probiotic 이용을 모색
하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관련해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Ebel et al., 2014). 현재 연구의 대부분은
경험적인 방법으로 probiotics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당뇨병에 연관된 특정 분자에 초점을 맞추
어서, 이들 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probiotic 균주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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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장 흥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검사
방법은 일반적으로 유전적으로 당뇨병을 유발하는 쥐

(db/db)를 사용하는 것이 이용될 수도 있다.

4.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
선진국의 인구의 1/4이 고혈압으로 앓고 있으며, 다른 위

험 요인으로는 심혈관 질환이다. 비록 고혈압을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없을지라도, 거기에는 이차적인 생활방식, 
비만, 나트륨 섭취, 알코올 섭취, 비타민 D 결핍 등의 많은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Wang et al., 2008). 현재의 흐름으로
보면, 이런 조건 등에 영향을 받는 개인의 비율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과도한 renin-angiotensin system 
(RAS)은 혈관수축과 나트륨과 물의 보존이 유도되어 고혈
압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ACE 억재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Burnier and Zanchi, 2006). ACE는 angiotensin I을 angiotensin 
II로 전환하여 강력한 혈관 수축으로, bradyknin의 분해로
강력한 혈관 확장제와 기타 혈관 펩타이드에 의하여 혈압

과 혈액의 양을 증가하는 책임이 있다(Gainer et al., 1998). 
Probiotic 미생물을 이용해서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
하는 위험을 낮추는 연구는 현재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혈압에 있어서 probiotic 균주의 유익한 효과는 일부 보고서
에서이미공개되었다. Kawase 등(2000)은 L. casei TMC 0409 
(~2.4×1011 CFU/일)와 Streptococcus thermophiles TMC 1543 
(~1010 CFU/일)를 8주 이상 섭취하였을 때 쥐에서 6 mmHg
의 수축기 혈압 감소가 관찰되었다. 또한 혈장 중성 지방
농도의 동맥 경화 지수도 4주 후부터 유의적으로 감소하였
다. Tanida 등(2005)은 probiotic 균주인 L. johnsonii La1 
(십이지장에 1×108~109 CFU/일의 농도로 주입) 또는 그 대
사산물은 쥐의 중앙 히스타민 신경과 suprachiasmatic 핵을
거쳐자율신경전달물질을변화하여고혈압을낮출수있다

고 제안하였다. Probiotic 균주인 L. plantarum 299V(2×1010 
CFU/일)를 6주 이상 35명의 흡연자에 투고하였는데, 수축
기 혈압이 13 mmHg 이상 낮게 나타났다(Naruszewicz et al., 
2002). 또한 L. plantarum 299V는 HDL의 상당한 증가(+10 
%)하였지만, 지질 과산화와 산화 스트레스의 생화학적 지
표인 leptin 농도(－37%), LDL(－12%), fibrinogen(－21%), 
IL-6(－41%), F2-isoprostans(－31%)의 감소하였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마찬가지로, Seppo 등(2003)은 39명의 고혈압 환
자에게 무작위 위약 대조 연구에서 21주 동안 L. helveticus 
LBK-16H을 섭취하였는데, 수축기 혈압이 6.7 mmHg 유의
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4주 이상 L. helveticus 
CM4를 섭취한 높은 정상 혈압을 가진 40명과 가벼운 고혈
압을 가진 40명에게 무작위, 위약 대조, 이중 맹검연구에서

도 확인되었다(Aihara et al., 2005).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
에도 불구하고, Simons 등(2006)은 10주 동안 L. fermentum 
(4×109 CFU/일)을 섭취한 후에 혈압이 유의적으로 감소하
는 것을 관찰하지 못하였다. 높은 혈청 콜레스테롤을 가진
46명으로부터 난수표를 근거로 한 무작위 코드에 따라 포
장된 시험약과 위약 간의 이중 맹검 시험으로 진행되었다. 
단백분해 활력을 통해서 미생물들은 생리활성 펩타이드를

(예를들면, α-lactalbumin 또는β-lactoglobulin으로부터 lacto-
kinine, 우유 카제인으로부터 casokinine) 분비하여 항고혈
압 활력을 보였으며, ACE 활력을 저해하였다(Donkor et al., 
2007). 이러한 속성은 특정 세포벽 효소(단백질 분해효소)
를 가진 lactobacilli의 어떤 균주로 현재로는 제한되어 있다
(Nielsen et al., 2009; Sun et al., 2009). 혈압에서 probiotic 
균주의 초기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치료 결과의 해
석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다른 의학적 질환(당뇨, 콜레스테롤, 비만)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발표된 연구들은 우유 단백질
에서 항고혈압 biopeptides을 생산하는 미생물의 능력을 검
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연구의 새로운 길은 이러한 분
자를 직접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균주를 보다 효율적으로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Sane 등
(2004)은 장내 미생물균총은 혈관 형성에 연관되어 있기 때
문에, 이 자체가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비만
등의 연구에 무균 동물의 사용은 장내 미생물균총과 고혈압

의 관계에 새로운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Sobko et al., 2006).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균주들은 중요한

혈관 확장제인데, 이 능력은 고혈압을 줄이는데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Ait-Belgnaoui et al., 2006). 마지막으로
동맥 수축은 noradrenalin의 통제하에 있는데, 신경계에서
미생물의 영향과 이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 방출은 또한 연

구의 좋은 수단이 되어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5. 산화 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
산화 반응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이

다. 그러나 산소는 활성 산소 또는 질소 종(ROS 또는 RNS)
의 형성을 유도하여, 지질,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로 변경
하여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Storz and Imlay, 
1999). 쉽게 반응 중간체를 해독하거나 또는 쉽게 손상된
부분을 치료하는 생물학적 시스템 능력과 ROS 생산 사이
의 불균형에 의해서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ROS 생산
은 병원균을 중화수단으로 면역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일지라도 산화 스트레스는 위장관 염증[염증성 장 질
환 (IBD)], 산통 질환, 죽상 동맥 경화증, 심근 경색, 뇌졸
중, 알츠하이머, 파킨슨 질환, 간경변, 피부염, 제1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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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당뇨병, 연령 관련 황반 변성, 망막 병증 등과 같은 많
은 질병과 연관이 있다(Banday and Lokhandwala, 2011). 
대사 증후군, 비만, 노화 촉진, 특정 종양을 유발 또한 산화
스트레스와연관되어있다(Vincent et al., 2007). 증가된 ROS
는 접착 분자의 발현, 혈관 평활근 증식과 이동의 자극, 내
피 세포에서 세포 사멸, 지질의 산화, 매트릭스 메탈로의
활성화 및 변경 혈관운동 활동 등의 죽종에 관련된 몇 가지

프로세스가 시작된다(Higashi et al., 2009). Probiotic 균주
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생체외에서어떤 probiotic 균주는산화 스트레스
를감수시킬수있다(Jarvenpaa et al., 2007). SOD인 manganese 
superoxide dismutae를 함유하는 L. fermentum ME-3(DSM 
14241)의 경우, 항산화 방어(TAA, 총 항산화 활성; TAS, 총
항산화 상태; 글루타티온 환원 효소)를 증가할 수 있고, 친
산화제 금속제를 소거할 수 있다(Teemu et al., 2008). 일부
lactobacilli와 bifidobacteria는 또한 생체외에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Wang et al., 2006). 이들 균주들은 지질 과산
화을 제한하고 자유 라디칼 소거를 향상시킬 수 있다. 생체
내에서는 염증으로부터 쥐를 보호하는 항산화 균주 개념의

증명은 재조합 lactococci 또는 재조합 lactobailli을 사용하
여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LeBlanc et al., 2011). SOD 
또는 catalase를 생산하는 재조합 균주들은 TNBS 및 DSS 
유발 대장염 쥐 모델에서 유도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IBD
의 예방과 치료에 항산화 probiotic 균주의 잠재적인 관심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probiotic 균주인 S. boulardii를 쥐
에 투여하였을 때 SOD와 glutathione peroxydase의 상향 조
절이 허용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산화 스테르스에 있어서
probiotic 균주의 효과 연구는 매주 적은 수가 진행되었다. 
2003년 L. fermentum ME-3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3주동
안 21명에게섭취된연구가진행된적이있다(Kullisaar et al., 
2003). 발효 염소 우유를 섭취하는 것이 참가자들의 athero-
genicity에 대한 보호를 증가하였다. 지단백질 분획의 산화
에 대한 저항 기간이 증가하지만, 감소되는 것은 산화된

LDL 수준, 과산화 지질 단백질, 8-isoprostanes, glutathione 
환원 비율은 감소하였다. 또한 총 항산화 활성은 향상되었
다. Songisepp 등(2005)의 임상 연구에서는 건강한 개인이
probiotics의 섭취로 산화 스트레스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L. fermentum ME-3가 포함된 발효유(6.3×1011 
CFU/일, open, placebo-controlled, n=21) 또는 capsule(1.6×109 
CFU/일,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n=24)
을 3주 이상 섭취하였을 때 혈중 TAA와 TAS 값에는 유의
차가 없었으며, 발효유에 있어서 6%와 9%가 증가하였으
며, 캡슐에서는 4%와 2.5%가 증가하였다. 또한 산화 스트
레스의 지표인 글루타티온 환원비 probiotic가 함유한 우유

를 섭취하는 동안 증가되었다. 투여 효과에 있어서, 섭취형
태가 건조 및 습윤 사이에서의 효율 차이는 우유 기질을 가

진 probiotic의 synergistic 효과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
다. 우유의기질은장대사의수준을향상시킬수있는락토스, 
미네랄, 비타민 및 다른 화합물들이 포함된다. L. fermentum 
ME-3의 섭취에 의해 TAA 값의 증가는 생체외에서도 보여
졌다(Songisepp et al., 2005). 상호교차 무작위 임상 시험방
법으로 건강한 33명의 여성에게 L. casei가 포함된 probiotic 
요구르트와일반요구르트사이에서비교연구가진행되었다

(Fabian and Elmadfa, 2007). 조사된 두 그룹에서 총 항산화
능력의 값이 크게 감소되었고, malondialdehyde와 conjugated 
dienes 값은 증가되었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두 요구르
트 그룹에서 SOD 활력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는
데, 4주후에 catalase와 glutathione peroxides 활력은 probiotic 
섭취 그룹에서 효과적으로 감소되었다. 제한된 연구의 한
계성을 고려하더라도 probiotic 균주들은 항염증 특성을 통
해서 산화 스트레스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Sokol et al., 2008). Atherosclerosis를 포함하는 산화 스트
레스 표지자의 저하와 의료 질환 위함의 감소 사이에 상관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 더 어렵다. 또한, 단일 생체외 검사
의 실현 또는 단일 매개변수 생체내의 측정은 부적절한 것

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결과가 항상 연관되어 있지 때
문이다(Bean et al., 2009). 

6. Hyperhomocysteinemia(고호모시스테인혈증)에 미치는
영향

많은 연구들은 주로 B-비타민 부족으로 오는 영양결핍과
높은 혈장 호모시스테인 농도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로 간
주된다(Strain et al., 2004). 고호모시스테인혈증은 산화 스
트레스, 지혈 및 내피 기능 장애, 산화 질소 생산 감소, 그리
고 혈관 평활근에 영향을 줄 수 있다(Hofmann et al., 2001). 
혈액 응고와 동맥 경화성 플라크에 관련된 비타민 K를 미
생물에 의한 방법으로 생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후 현재

많은 연구자들은 고호모시스테인혈증을 감소하기 위해서

probiotics를 사용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Ebel et al., 2014). 
연구들은 어떤 유산균과 Bifidobacterium 균은 발효유에서
엽산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Pompei et al., 2007). 
그러나, 발효유의 제조에 사용되는 일부 lactobacilli 균주는
또한 우유에서 엽산의 농도를 억제한다고 보고된 것도 있

다(Crittenden et al., 2003). 어떤 S. thermophilus 균주는 우
유에서 4배나 증가된 엽산을 생산하기도 한다. 더구나, 다
른 균주의 혼합은 우유에서 엽산의 양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Rossi et al., 2011). 이러한 엽산 농도의 증가는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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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과 Bifidobacterium 균종의 신진대사 활동에서 기인한 것
이다. 또한 발효 과정 동안 일부 probiotics는 비타민 B12와

비타민 B2를 생산하기도 한다(Molina et al., 2009). 새로운
생화학적 경로를 식별하기 위한 상대적인 게놈 분석에서 L. 
reuteri와 같은 어떤 probiotic 균주가 비타민 B12를 생산하는

능력은 적응진화반응에 의한 것이라고 제안되었다(Morita 
et al., 2008). Probiotics에 의한 B 비타민의 생산은 또한 생
체내(in vivo)에서도 조사되었다. Pompei 등(2007)은 2주 동
안 3가지 bifidobacteria(B. adolescentis MB 2227, B. adolescentis 
MB 239, B. pseudocatenulatum MB 116)을 2×108 CFU/일
의 농도로 섭취하였을 때 쥐의 간과 혈청에서 엽산농가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무작위 영양 보충 시험은 L. 
acidophilus LA1(1012 CFU/일)가 포함된 요구르트를 6주 동
안 11세의 남자와 여자 어린이에게 각각 섭취시켰을 때 엽
산과 비타민 B12는 증가하였고, 플라즈마의 homocysteine은
감소하였다(Mohammad et al., 2006). 3가지 Bifidobacterium 
균주(B. adolescentis DSM 18350, B. adolescentis DSM 18352, 
B. pseudocatenulatum DSM 18353)를 23명의 건강한 사람
에게 무작위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30일 동안 5×109 CFU/ 
무작위로 섭취하였을 때 인간에 있어서 엽산을 생산하는

probiotics의 능력이 확인되었다(Strozzi and Mogna, 2008). 
이들은 probiotic 균주가 인간장내에 정착하고 새롭게 상당
량의 엽산을 합성되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그 결론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probiotics의 특정 섭취보다 발효 유제품을 정기적으로 섭
취한 33명의 여성에서 비타민 B 함량의 증가 때문이라고
Fabian 등(2008)이 보고하였다. Bifidobacteria 투여의 긍정
적인 효과는 혈액 투석 환자의 homocysteine 수준에서 연
구되었다(Taki et al., 2005). 비타민을 생산하는 probiotics
는 포유동물 세포에 의해 합성되지 않는 생체 분자의 상호

보완적인 내생소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Probiotics는 인체의 항상성에 특히 유용하며, 비타민의 경
구 투여와 달리 일정한 생체이용성을 보장할 수 있다(Strozzi 
and Mogna, 2008). 비타민의생산과가용성에있어서 probiotics 
역할은 상대적으로 설명이 잘 되고 있으며, 영양개선을 위
한 이상적인 영역으로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연구
사이에서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들 probiotics의 유익한
효과는 비낙농 매트릭스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심지어는
생체내와 생체외가 항상 연관성이 없을지라도 효과적으로

probiotic 균주의 선별을 효소활력과 비타민 생성 등으로 비
교적 간단할 수 있기에 인간의 임상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

련한다. 숙주 소화계에 정착하고 비타민을 생성함으로써

일정한 생체 이용률을 보장할 수 새로운 probiotics를 검색
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을 것이다.

요 약

Probiotics에 대한 많은 연구는 위장내 질환에서 장내 미
생물 균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장 혈
관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비만이
dysbiosis에 관련될 수 있는 의료 장애 및 대사 장애로 특정
되어진다. 이를 위해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는 도구로 사용
되는 probiotic 균주는 반드시 향후에 검사되어져야 한다. 
Probiotics는 체외 및 생체내 연구에서 여섯 가지 장애 및 장
해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며, 특히 이것은 항 염
증 성질 또는 효소활력에 기인한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 박
테리아가 숙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카니즘은 잘 정리

되어 보고되었다. 그러나, 특히 비만, 당뇨, 산화 스트레스
에 대한 이중 맹검 무작위 임상 시험의 부족으로 불가능한

확정적인 결론을 만든다. 더구나, 지금까지 어떠한 연구결
과에서도 직접적으로 심혈 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에 대한

probiotics의 영향에 관해서는 언급된 것이 없었다. 심혈관
계 질환으로는 동맥류, 협심증, 동맥 경화증, 뇌 혈관 사고, 
뇌 혈관 질환, 울혈성 심부전, 관상 동맥 질환, 심근 경색, 
말초 혈관 질환 등이 포함된다. 예측과 대표적인 검색 도구
의 사용은 probiotic 균주의 새로운 기능을 가진 종류의 선
택이 가능하게 해준다. 비만의 경우, 무균 동물 실험 방법
의 확립은 probiotic 균주에 의한 미생물균총과 조절의 상호
작용을 이해가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엄격한 방법론은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
는 경험적으로 특정 의료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메커니즘

은 설명이 되지만, 반응의 정확한 모드는 완전히 알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probiotic 균주를 테스트하고 있는 실정
이다. 더욱이 많은 연구가 직접 동물 모델에서 진행되었지
만, 그 결과를 항상 인간에게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 방
법론의 개선은 인간 미생물 균총과 관련된 생쥐를 사용하

거나 자연적으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도록 개발된 다른 동

물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Microbiome 프로젝
트와 MetaHIT(인간의 창자의 metagomics)같은 현재 연구
는 인간에게 생체외 및 동물 모델 자료의 이용에 있어서 자

세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고, 또한 새로운 예측 가능한 모
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의료 장애와 반응
메커니즘과의 연관성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

고 있고, 원하는 특정 활력을 가지고 있는 균주에 대해서
더 개선된 검증을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장
래에는 재조합 probiotics와 특정한 의학적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미생물 균총의 조성을 재조합 probiotics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probiotics의 사용은 장내 미
생물균총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과체중과 비만 사람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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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음식 섭취량을 관리할 수 있으며, 제1형 당뇨병과 고콜
레스테롤 혈증을 줄일 수 다른 대안으로 이용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Probiotics 미생물은 역사적으로 장내 미생물

의 균형을 방해하고, 설사 또는 염증성 장질환 같은 위장
장애를 감소하는 데 사용되어오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의
료 질환에 probiotics의 확장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
고 있다. 왜냐하면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
가(비만, 고 콜레스테롤 혈증, 동맥 고혈압 등)와 대상장애
(hyperhomocysteinemia, 산화 스트레스 등) 등의 발병 위험
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probiotics와 숙주 간의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기전을 재정립하여 probiotics에 의해
서 생성된 유익한 효과의 특성을 식별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정 probiotics 균주는 (1) 면역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2) 
특정 분자를 생산하여, (3) biopeptides을 발충하여, 그리고
(4) 신경계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동물 모델에서 실시되었다. 따라서 인간
에 관련된 메카니즘에 새로운 조사 probiotics 균주의 넓은
다양한 질환에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연구

가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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