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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lity and chemotaxis are crucial for disease development in many motile pathogens, including 
spirochetes. In many bacteria, motility is provided by flagella rotation, which is controlled by a che-
motaxis-signal-transduction system. Thus, motility and chemotaxis are inextricably linked. Spirochetes 
are a unique group of bacteria with distinctive flat-wave morphology and corkscrew-like locomotion. 
This unusual motility pattern is believed to be important for efficient motility within the dense tissues 
through which these spirochetes preferentially disseminate in a host. Unlike other externally flagel-
lated bacteria-where flagella are in the ambient environment-the flagella of spirochetes are enclosed 
by the outer membrane and thus are called periplasmic flagella or endoflagella. Although motility- 
and chemotaxis-associated genes are well studied in some bacteria, the knowledge of how the spi-
rochete achieves complex swimming and the roles of most of the putative spirochetal chemotaxis pro-
teins are still elusive. Recently, cutting-edge imaging methods and unique genetic manipulations in 
spirochetes have helped to unravel the mystery of motility and chemotaxis in spirochetes. These con-
temporary advances in understanding the motility and chemotaxis of spirochetes in a host’s persis-
tence and disease process are highlighted in th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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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Spirochete (스피로헤타) 그룹에 속하는 세균은 타 균주와 

구별하기 쉬운 특이한 형태 및 운동성을 가진다[12, 25, 26, 

47]. 특히 형태학적 특성의 경우, 17세기 초기 현미경을 이용한 

안톤 판 레벤후크(Antoine von Leeuwenhoek)의 관찰에서도 

다른 세균 그룹과 잘 구별되었다[85]. 현재까지 많은 종류의 

스피로헤타 균이 분리되었으며, 이 중 다양한 종이 질병을 유

발하는 병원성 균주이다. Borrelia burgdorferi sensu lato (s.l.)는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벡터-매개성 감염 질병

인 라임병(i.e. Lyme disease, Lyme borreliosis)을 유발한다

[10, 31, 37, 64]. 미국 지역 내에서 가장 빈번히 발견되는 B. 

burgdorferi sensu stricto (s.s.)의 경우 주로 소아관절염의 증상

을 유발하며, 유럽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B. garinii와 B. afze-

lii는 주로 신경 계통 감염 및 증상을 유발한다[4, 6, 84]. B. 

burgdorferi s.l. 이외에도 Borrelia속에 포함되는 다양한 종들이 

감염성 질병의 원인균이다. B. hermsii와 B. miyamotoi의 경우 

진드기-매개성 재발열(tick-borne relapsing fever) 증상을 유

발하며, B. recurrentis는 이-매개성 재발열(louse-borne relaps-

ing fever) 증상을 유발한다. Leptospira는 렙토스피라증을 유발

하는 대표적인 병원성 스피로헤타로 전 세계 인구의 65% 이상

이 이 균에 감염되어 있어, 공중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감

염성 세균이다[1, 29, 34, 87]. Treponema pallidum subspecies pal-

lidum은 성병의 일종인 매독을 유발하여 전세계적으로 공중보

건학적 문제를 야기하는 또 하나의 스피로헤타 세균이다[23]. 

매독균 외 일부 Treponema 속의 종들(e.g. T. denticola)은 치주

질환의 원인균으로 작용하기도 한다[16]. 이처럼 스피로헤타

는 범세계적으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고 있으며, 스피로헤타 

유래의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백신개발이 시급

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스피로헤타의 병원성 인자 및 질병 

유발 기작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 다양한 그룹에서 수행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운동성 및 주화성이 병원성 스피로헤

타의 병원성과 매우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Borrelia 

burgdorferi의 경우 숙주와 벡터 사이의 감염 순환주기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28, 38, 40, 41, 43, 

65]. 본 총설에서는 대표적인 병원성 스피로헤타인 B. burgdor-

feri를 이용한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의 소개를 통해, 스피

로헤타의 복잡하고 특이한 운동성과 주화성이 병원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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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B. burgdorferi. Longitudinal dia-

gram (top) and cross-section diagram (bottom) of B. 

burgdorferi. Note that periplasmic flagella overlap in the 

cell center and form a tightly packed ribbon that causes 

the outer membrane to bulge.

본   론

Borrelia burgdorferi의 형태  특징  운동성

스피로헤타는 물결형태의 운동성과 조밀하게 꼬여진 나선

형태의 모양으로 다른 균들과 구별된다[12, 13, 18]. 스피로헤

타의 막 구조는 일반적인 그람음성균과 마찬가지로 외막, 펩

티도글리칸 층, 내막으로 구성된다. Leptospira종을 제외한 대

부분의 스피로헤타의 외막은 지질 이중층(lipid bilayer)으로 

구성되지만, 일반적인 그람음성균이 가지는 지질다당체

(lipopolysaccharide, LPS)를 가지지 않는다[7]. 내막의 경우 일

반적인 원핵생물이 가지는 지질 이중층을 가지며, 얇은 펩티

도글리칸 층으로 둘러싸여 있다[12]. 스피로헤타의 운동성은 

세포 운동 소기관 중 하나인 편모의 회전에 의해 발생한다. 

대부분의 그람 음성세균의 편모는 세포 외부의 소기관으로 

존재하는 외부편모이지만, 스피로헤타의 편모는 세포의 외막

과 펩티도글라이칸 층 사이의 주변세포질 공간에 존재한다. 

이로 인해 현미경 하에서 스피로헤타의 편모를 관찰할 수 없

으며, 편모의 특이한 위치를 나타내고 일반 외부편모와 구분

하기 위하여 주변세포질 편모(periplasmic flagella) 또는 내부

편모(endoflagella)라 부른다. 각각의 내부편모는 스피로헤타

의 양 말단에 부착되어 세포 몸통을 감싸며 세포 중앙부에서 

서로 만나 리본 형태를 이루게 된다[12]. 스피로헤타는 그 종류

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숫자의 내부편모를 가진다. Cristispira

종의 경우 0.5~3 μm 직경에, 30~180 μm 길이의 100개 이상의 

내부편모가 세포 양 말단에 부착된 형태로 존재한다. 반면 

Leptospira종에는 0.1 μm 직경에, 10~20 μm 길이의 내부편모가 

세포 양쪽 말단에 각 한 개씩만 부착된 형태로 존재한다[12, 

13, 18, 25, 46].

본 총설에서는 대표적인 스피로헤타 중 하나인 B. burgdor-

feri의 주요 연구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B. burgdorferi

는 약 0.3 μm 직경에 5~20 μm 길이의 세포 몸통을 가지며, 

7~11개의 내부편모를 세포 양 말단에 가진다(Fig. 1) [25, 32, 

36, 86]. 세포의 양 말단에 부착된 이 편모들은 유영운동을 할 

때 그 회전 방향을 조절하여 세포의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B. burgdorferi 양 말단의 내부편모가 비대칭적으로 회전할 경

우 세포는 한쪽 방향으로 유영(running or reverse running) 

하며, 대칭적으로 회전할 경우 제자리에서 세포를 수축시키며 

운동 방향을 바꾼다(flexing or tumbling) [13, 39]. 일반적인 

그람음성세균의 외부편모와 스피로헤타의 내부편모는 아미

노산 서열과 구조 및 기능에 있어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다. 

하지만 내부편모의 경우 특이한 위치와 강력한 나선형태의 

회전력을 부여하는 운동성으로 인해 외부편모에서는 발견되

지 않는 특이한 모터 구조를 가진다. 그 예로 내부편모의 모터

는 칼라 단백질(collar proteins)이라는 특이한 구조를 가진다. 

이 칼라 단백질은 내부편모의 모터 구조에서만 발견되며, 스

피로헤타에서는 보존적으로 발견되나 외부편모를 가지는 일

반적인 그람음성세균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Fig. 2) [14, 90, 

91]. 또한, 일반적인 외부편모는 세포에 운동성만 제공하지만, 

내부편모의 경우 운동성뿐만 아니라 세포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46, 77, 80]. 편모 주요 단백질인 FlaB가 결여된 돌연변

이 균주의 경우 스피로헤타의 특징적인 나선형 형태학적 구조 

대신 막대형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46, 77]. 또

한, 내부편모의 회전이 제대로 발생하지 못할 경우, 내부편모

가 세포 중앙부로 향하지 못하고 리본형태를 형성하지 않아 

나선형의 구조를 이루지 못한다[80]. 이처럼 내부편모의 방향

성 역시 세포의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예로 내부

편모 모터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 중 하나인 FliL이 결손 될 

경우 편모의 방향이 세포 중앙부가 아닌 세포 말단을 향하게 

되며, MotB의 결손과 마찬가지로 세로 중앙부에서 제대로 된 

리본형태의 편모를 형성하지 못하여 나선형 구조를 잃게 된다

[50]. 

내부편모의 경우 외부편모와 동일하게 크게 기저체(basal 

body), 고리(hook), 필라멘트(filament)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3). 그 중 기저체는 수출장치(export apparatus), MS- 

ring, C-ring 스위치 복합체, 칼라 단백질, FilL, stator (MotA, 

MotB)로 구성되어 있다[12, 20, 36, 42, 50, 91]. 고리의 경우 

기둥(rod) 단백질에 결합하며 FlgE 단백질로 이루어진다[66]. 

필라멘트는 주요 플라젤린 단백질인 FlaB와 보조 플라젤린 단

백질인 FlaA로 이루어진다(Fig. 4) [22, 51]. B. burgdorferi의 유

전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개 이상의 유전자가 운동성 및 

주화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B. burgdorferi 전체 유전자의 

5~6%를 차지하는 방대한 양이다[12, 20]. 최근 4개의 cyclic-di- 

GMP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B. burgdorferi의 운동성/주화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12, 56, 60, 78, 79].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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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Unique collar structures are conserved in all spirochetes. 

(A) External flagellar motor of Escherichia coli; (B-D) peri-

plasmic flagellar motors of the spirochetes, Leptospira in-

terrogans, Treponema primitia, and Borrelia burgdorferi. The 

distinctive collar structure is indicated using an arrow. 

Because of the dynamic nature of the E. coli stator, it 

was not visualized by cryo-ET (A). (E, F) Schematic mod-

els of the external flagellar motor of E. coli (E) and the 

periplasmic flagellar motor of B. burgdorferi (F). Periplas-

mic flagella are distinct from the external flagella, as they 

are enclosed within the outer membrane and their flag-

ellar motors are considerably larger and more complex. 

However, the core architecture of the two flagellar types 

is comparable. Shared structures include the export ap-

paratus, stator, the MS-ring, the C-ring, the rod connect-

ing the hook with the MS-ring, hook, and filament (not 

shown). Unique collar structure in the periplasmic flag-

ellar apparatus is shown using an orange color. IM, inner 

membrane; OM, outer membrane; PG, peptidoglycan 

layer.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B. burgdorferi flagellar motor. 

The major components (the export apparatus, the rod, 

the stator, the P ring, the C ring, and the MS ring) are 

labeled. The C ring is composed of FliG, FliM, and FliN. 

The “collar” is a spirochete-specific feature. The export 

apparatus is divided into two separate densities, al-

though the boundary between the MS ring and the ex-

port apparatus is not well defined. Hook is composed 

of FlgE, and filaments are composed of major flagellin 

FlaB and minor flagellin FlaA. IM, inner membrane.

단백질을 구성하는 유전자 역시 밝혀지지 않고 있었으나, 최

근 flbB 유전자가 이 구조 단백질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45]. 흥미롭게도, B. burgdorferi의 운동

성 및 주화성 관련 유전자들은 일반 그람음성세균의 주요 발

현 조절인자(e.g. flhDC master transcriptional regulator)에 의

한 계층적 조절이 아닌 RNA 중합효소의 σ70 소단위에 의해 

대부분 조절된다[2, 12, 15]. 뿐만 아니라, 일부 편모 유전자들

의 경우(e.g. flaB), carbon storage regulator CsrA에 의해 전사 

후 단계에서 조절된다[33, 68, 81, 82].

B. burgdorferi는 절대 기생성 세균으로 자연상에서 절지동

물 벡터인 진드기와 척추동물 숙주에서만 발견된다[54, 62]. 

이 병원성 스피로헤타의 병원성에 미치는 운동성의 영향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 중 하나에서 주요 플라젤린 단백질인 FlaB

를 결손 시킨 돌연변이주가 진드기 벡터와 실험쥐 숙주 모두

에서 병원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밝혀졌다[77]. 이러한 현

상이 편모 결여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해 편모 

모터인 MotB를 결손시킨 돌연변이주를 이용한 실험에서 진드

기와 실험쥐 모두에서 병원성이 결여되는 것이 밝혀졌다[80]. 

종합해 보면 편모의 유무에 상관없이 운동성을 나타내지 못하

는 B. burgdorferi는 병원성을 잃는 것을 알 수 있다. 

B. burgdorferi의 주화성 기작  

주화성은 세균이 영양물질 및 특정 환경 내 자극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농도구배를 인식하여 세포가 원하는 방향으

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신호 변환 시스템으로 원핵생물에

서 매우 보존적이다[61]. 주화성에 관한 연구는 그람음성세균 

중 Escherichia coli에서, 그람양성세균 중 Bacillus subtilis에서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두 그람음성 및 그람양성 대표 균주에

서 주화성 관련 유전자는 매우 보존적이며 비슷한 기능을 수

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8, 21, 61]. E. coli의 경우 methyl-ac-

cepting chemotaxis protein receptor (MCP)라고 불리는 막 

단백질이 외부 신호 수용 기관으로 작용한다. 이 신호 수용 

단백질에는 두 종류의 단백질이 부착되어 있는데, 연결단백질

인 CheW와 histidine kinase인 CheA가 그것이다. CheA의 촉

매작용은 MCP에 신호인자 부착 여부에 따라 조절된다. E. coli

의 경우 MCP에 신호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CheA는 ad-

enosine triphosphate (ATP)를 이용해 자가인산화 반응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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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del of the B. burgdorferi chemotaxis system. A simplistic chemotaxis signaling pathway of B. burgdorferi. The genome 

of B. burgdorferi encodes multiple homologs of several chemotaxis genes (e.g. six mcp, two cheA, three cheW, three cheY, 

two cheB, and two cheR genes), making it more complex than other bacteria. The role of most borrelial chemotaxis proteins 

are still unknown. To date, only two studies have shown that chemotaxis-specifically involving the histidine kinase cheA2 

(box 1) and chemotaxis response regulator cheY3 (box 2)-are essential for the infectious life cycle of B. burgdorferi. CheY2 

may serve as a regulator for a virulence determinant in B. burgdorferi (box 3). The role of cheY1 and other putative chemotaxis 

genes in the infectious life cycle of B. burgdorferi has not been studied until now.

으킨다[30, 61]. ATP로부터 CheA로 전달된 인산기는 다시 re-

sponse regulator인 CheY로 전달되며, 인산화된 CheY-P는 편

모 스위치 단백질인 FliM과 FliN에 부착하여, 편모 모터의 회

전방향을 반시계방향에서(질주 운동성) 시계방향으로(뒹굴

기) 바꾸어 세포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59, 70]. 따라

서, 세포는 영양물질(화학 유인제)이 있는 새로운 곳으로 운동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인산화 된 CheY-P는 탈인산화

효소인 CheZ에 의해 다시 CheY로 돌아가며, 탈인산화 된 

CheY는 스위치로부터 떨어져 다시 편모 모터의 회전방향을 

반시계방향으로 전환시킨다[30, 61]. MCP에 화학 유인제가 부

착될 경우 CheA의 인산화효소 기능이 감쇠하게 되며, 그 결과 

세포 내 CheY-P의 농도가 줄어 뒹굴기의 빈도를 줄여 세포가 

한 방향으로 질주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세포 내 CheY-P의 

농도가 높을 경우 세포는 질주 운동을 하게 되며, CheY-P의 

농도가 낮을 경우 세포는 뒹굴기를 하여 방향 전환을 하게 

된다. 주화성 시스템은 메틸기에 의한 MCP의 변형에 의해서 

조절되기도 하는데 이를 적응(adaptation)이라고 한다. 이러한 

MCP의 변형은 methyltransferase인 CheR과 methylesterase

인 CheB에 의해 조절되며, E. coli에서 이 두 단백질이 유일한 

chemoreceptor 변형 효소로 알려져 있다[74]. 이처럼 E. coli의 

운동성은 5개의 MCP와 각 하나씩의 CheA, W, Y, Z, B, R로 

구성된 주화성 시스템에 의해 조절된다[30, 61, 74]. 대표적인 

그람양성 균주인 B. subtilis 또한 유사한 주화성 시스템을 가진

다. E. coil와 달리 B. subtilis는 10개의 MCP와 각 하나씩의 

CheA, W, B, R, 그리고 탈인산화효소 CheZ 대신 동일한 역할

을 수행하는 CheC를 가진다[8, 21]. 또한, E. coli에서 발견되지 

않는 CheD를 가진다. CheD는 현재까지 MCP를 탈아민화 또

는 메틸화 시키며 CheC의 탈인산화 반응을 촉진 시키는 효소

로 알려져 있다[11, 24, 35, 53]. 특이한 점은 E. coli와 달리 B. 

subtilis의 경우 CheA의 인산화 작용이 MCP의 신호 수용이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다. MCP에 화학 유인제가 부착하게 

되면 CheA는 자가 인산화 반응을 통해 인산기를 획득하고 

이를 CheY로 전달한다. 인산화 된 CheY-P는 편모 모터 스위

치 단백질에 결합하는데, 이 때 편모 모터가 E. coli와 반대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고 세포는 질주운동을 하게 된다. 

반면, CheY-P가 탈인산화 되어 CheY로 전환 후 스위치 단백

질에서 떨어지게 되면 모터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세포가 

뒹굴기를 통해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된다[8, 21]. 즉, 두 균주

의 CheA-CheY two component 주화성 시스템의 과정은 서로 

반대로 작용하나, 외부 신호에 대한 세포의 반응은 동일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화학 유인제에 의해 두 세균 모두 편모 

모터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질주 운동을 하며, 유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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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을 경우 모터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뒹굴기를 통한 

방향 전환을 한다.

원핵생물의 주화성 시스템을 이루는 유전자 및 그 단백질의 

기능은 앞서 언급한 E. coli와 B. subtilis의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유사하며 잘 보존되어 있다. 하지만 B. burgdorferi

의 주화성 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세균의 주화성 시스템에 비

해 매우 복잡하다. B. burgdorferi의 경우 일반 편모 운동성 세균

과 달리 많은 숫자의 주화성 관련 유전자를 가진다. 앞서 소개

한 E. coli와 B. subtilis의 경우 신호수용체인 MCP를 제외한 

주화성 관련 유전자가 염색체 내 하나씩 존재하는 반면, B. 

burgdorferi는 총 6개의 mcp, 2개의 cheA, 3개의 cheY, 2개의 

cheB, 2개의 cheR, 3개의 cheW 유전자를 가지며, 탈인산화효소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CheX와 B. subtilis에서 발견되었던 

하나의 CheD를 가지고 있다(Fig. 4) [20]. B. burgdorferi의 histi-

dine kinase인 CheA1과 CheA2 두 단백질 모두 response reg-

ulator를 인산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49]. Response 

regulator인 CheY의 경우, CheY1과 CheY2를 제외한 CheY3

만이 in vitro상에서의 운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52]. 특이한 점은, cheY2와 cheY3 두 유전자 모두 실험쥐 숙주 

내에서의 B. burgdorferi의 병원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cheY3 

만이 진드기 벡터에서 실험쥐로의 감염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55, 87]. 또한 CheD 역시 in vitro 운동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진드기 벡터 및 실험쥐 숙주에서 

병원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44]. 그 외 CheW1, 

CheW3, CheX 단백질이 in vitro 상에서 B. burgdorferi의 주화

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48, 8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 burgdorferi의 운동성 및 주화성은 이 병원

균의 주요 질병 원인인자이지만, 현재까지 CheA2, CheY2, 

CheY3, CheD 이외의 B. burgdorferi의 다른 주화성 관련 유전

자들과 병원성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44, 55, 83, 87]. 편모를 이용한 운동성을 가지는 다른 세균들에 

비해 스피로헤타가 이처럼 많은 종류의 주화성 관련 유전자를 

가지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부 선행 연구를 참

고하면 B. burgdorferi가 가지는 절대 기생성 생육환경에 의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 burgdorferi의 

경우 절지동물인 진드기와 척추동물을 숙주로 가진다[54, 62]. 

두 숙주 내 생육 환경 및 영양공급원은 매우 다르며, 같은 진드

기 벡터 내에서도 흡혈 전과 후를 기준으로 이용되는 에너지

원이 다르다. 진화학적으로 절대 기생성 스피로헤타는 특정 

숙주 내 특정 환경 조건들에 따라 서로 다른 주화성 관련 단백

질을 이용해 매우 정교하게 조절되는 주화성 시스템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밝히기 위해 더 많은 연구와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B. burgdorferi의 감염 생활 주기  운동성과 주화성을 

이용한 발병 기작

B. burgdorferi의 운동성 및 주화성은 병원성 및 생활주기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척추동물 숙주 내에서는 지

속적인 운동성을 보이지만, 절지동물 벡터인 진드기 내부에서

는 이러한 지속적인 운동성을 보이지 않는다. B. burgdorferi의 

주요 질병 벡터인 등빨간긴가슴잎벌레 진드기[Blacklegged 

tick or Deer tick (Ixodes sapularis)]의 경우 알(egg), 유충

(larva), 약충(nymph), 성체(adult)의 총 네 단계 생활 주기를 

가진다(Fig. 6) [62]. B. burgdorferi는 난소를 통한 모계 감염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알에서 부화한 유충은 스피로헤타에 

감염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Fig. 5A) [63]. 유충은 약충으로 

변태하기 위하여 작은 척추동물 숙주로부터 흡혈을 통해 에너

지를 공급받는다(Fig. 5B). 이 흡혈과정에서 숙주가 B. burgfor-

feri에 감염 되어 있을 경우, 진드기가 스피로헤타를 획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작은 설치류 및 조류가 B. burgdorferi의 보유

숙주로 이용될 수 있으나, 그 중 흰발붉은쥐[White footed 

mouse (Peromyscus leucopus)]가 B. burgdorferi의 주요 보유숙

주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타 설치류에 비해 털손질 습성

(self-grooming behavior)이 결여되어 있어 부착된 진드기 유

충의 제거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추측하고 있다. 이렇

게 보유숙주로부터 획득된 B. burgdorferi는 진드기 유충으로 

이동하여 소화관 점막에 부착한다. 이 때, B. burgdorferi의 외막 

단백질 중 하나인 OspA의 발현량이 증가하게 되며, 이 OspA

는 진드기 장내 존재하는 단백질인 TROSPA (tick receptor 

for OspA)와 결합하여 스피로헤타가 진드기 장내에 부착하는 

것을 도와준다[17, 57, 58]. 진드기의 장내에 부착된 B. burgdor-

feri는 비운동성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소모를 줄이며, 흡혈 중 

얻은 혈액 내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세포분화를 

통해 그 수를 늘인다. 진드기 역시 흡혈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 약충으로 변태하여 두번째 흡혈을 준비한다(Fig. 5C). 

흡혈 후 땅으로 내려와 약충으로 변태한 진드기는 다시 척추

동물 숙주에 부착하여 생애 두번째 흡혈을 시작한다(Fig. 

5D-1). 약충 상태의 진드기는 유충 및 성체 상태일 때 보다 

매우 활동적이며, 주로 이 두번째 흡혈 과정에서 사람에게 부

착하여 흡혈과 동시에 라임병을 전파한다(Fig. 5D-2). 진드기

의 두번째 흡혈이 시작되면, 장내 부착해 있던 B. burgdorferi는 

OspA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대신 OspC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71]. 이 과정에서 TROSPA와 결합해 있던 비운동성 스피로헤

타가 떨어져 나와 다시 운동성을 가동하여 약충의 침샘으로 

침투하게 된다. 침샘으로 침투한 B. burgdorferi는 흡혈시 혈액

응고를 막기 위한 침 유입과 동시에 숙주의 진피조직으로 전

달된다. 두번째 흡혈이 끝난 약충은 땅으로 내려와 성체로 변

태하여, 마지막 흡혈을 준비한다(Fig. 5E). 성체가 된 진드기는 

큰 척추동물 숙주에서의 마지막 흡혈과(주로 흰꼬리 사슴

[White-tailed deer (Odocoileus virginianus)]에서 흡혈) 함께 짝

짓기를 수행한다(Fig. 5F). 짝짓기 후 수컷은 죽고 암컷은 땅으

로 내려와 알을 낳아 진드기의 생활주기를 완성한다(Fig.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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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enzootic life cycle of B. burgdorferi. Ixodes scapularis (also known as the blacklegged tick or deer tick) is the main vector 

of B. burgdorferi in the United States and has a two-year life cycle with four life stages: the eggs, and three differential 

developmental stages: the larva, nymph, and adult stages. The representative signs and symptoms of untreated Lyme disease 

were shown in the dotted line boxes on right panel.

[62].

보유숙주로부터 진드기로의 B. burgdorferi 이동은 흡혈 과

정 중에 발생하지만, 이러한 스피로헤타의 이동이 흡혈 과정 

중 발생하는 혈액을 통한 수동적 현상인지 흡혈 지점 인근 

숙주 조직으로부터 진드기로의 능동적 이동이 존재하는지 여

부에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Yale 의과대학교의 한 연구그룹에서 two-photon intravital 현

미경을 이용하여 진드기의 흡혈 과정 중 발생하는 B. burgdor-

feri의 능동적인 이동을 직접 관찰하였다. 녹색형광단백질을 

발현하는 B. burgdorferi를 실험쥐에 주사 후 2주간 감염을 진행

시킨 후, 진드기를 통한 흡혈 과정을 관찰 한 결과 6시간 정도

의 흡혈 과정 동안 피부 조직 내에 잔존하던 스피로헤타가 

진드기로 이동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9]. 이 결과는 B. burg-

dorferi의 운동성이 절지동물 벡터 내에서 강력히 조절될 뿐만 

아니라, 척추동물 숙주에서 기인한 어떠한 인자에 의해서도 

조절되어 벡터-숙주 사이에 스피로헤타가 이동할 때 매우 중

요한 병원성 인자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또한 숙주의 피부조

직에 존재하던 스피로헤타가 진드기의 흡혈과 동시에 정확히 

흡혈지점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은 진드기의 타액 내 존재하는 

특정 물질에 의한 주화성에 기반할 것이라 추측되고 있다. 실

제로 in vitro 상에서 수행된 진드기 타액을 이용한 모세관 주

화성 실험을 통해 B. burgdorferi가 유인되는 것이 확인되어 위 

가설을 뒷받침하지만, 진드기 타액 샘플 채취의 어려움으로 

HPLC와 같은 성분 분석 실험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5, 72]. 

벡터-숙주 간 스피로헤타의 이동뿐만 아니라 숙주내에서의 

병원성에도 운동성 및 주화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

적으로 B. burgdorferi가 숙주에 감염되어 라임병을 발병할 경

우, 그 시기 및 발병증상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한다. 

첫번째 단계인 초기 국소 라임병(early localized Lyme dis-

ease)은 진드기 흡혈 후 3~30일 내 발생하며, 감염된 환자의 

70~80%의 경우 흡혈 부위에 이동성 홍반(erythema migrans)

이 발생한다(Fig. 5. 우측 점선상자 2). 이는 흡혈부위로 침투한 

B. burgdorferi가 진피조직 내에서 이동하며 나타나는 염증반응

으로 스피로헤타의 이동에 맞춰 나타나는 라임병의 대표적인 

병적 증상인 황소 눈 모양의 발진(bull’s-eye rash)이다[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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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두번째 단계인 초기 확산 라임병(early disseminated 

Lyme disease)은 진드기 흡혈 후 2-8주 내 발생하며, 흡혈 부위 

외 다수의 이동성 홍반 및 안면마비(Fig. 5. 우측 점선상자 1), 

수막염 유사 증상과 같은 신경계 병증이 나타난다. 이러한 병

증 역시피부조직으로부터 유래한 B. burgdorferi가 운동성 및 

주화성을 이용하여 림프조직 내부로 침투해 발생하는 염증 

반응의 일부이다[10, 31, 54, 73]. 세번째 단계인 후기 만성 라임

병(late persistent Lyme disease)은 진드기 흡혈 후 6개월 이후 

발생하며, 주로 항생제 치료 후 회복되지 못한 환자들에게서 

관절염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Fig. 5. 우측 점선상자 3). 이러

한 관절염 증상은 사이토카인 및 세포매개 면역 반응의 조절 

장애로 인한 면역 관련 질환이지만, 명확한 발병 원인에 대해

서는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현재까지 크게 두가지 원인으

로 분석되는데 첫째는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스피로헤타의 관절 내 집락형성에 의한 재발병 이라는 주장

과, 두번째로 B. burgdorferi의 외막 단백질의 숙주 유사성에 

의한 자가면역질환 증상이라는 주장이다[3, 10, 31, 54, 67]. 후

기 만성 라임병으로 인한 관절염 환자의 관절활액에서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통한 B. 

burgdorferi의 DNA는 탐지되었지만, 실제 관절활액 및 조직 

배양을 통한 B. burgdorferi의 재배양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

다[3, 75]. 또한, 일부 연구 그룹에서는 특정 스트레스 상황(e.g. 

항생제 처리, 영양분 고갈 등)에서 스피로헤타가 동그랗게 말

려(round body form) 운동성 및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스스로

를 외부 환경환경부터 격리시키는 일종의 동면상태를 가진다

는 보고도 있으나, 아직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발견이다

[19, 69]. 따라서, B. burgdorferi가 round body 형성을 통해 항

생제로부터 살아 남아 이후 재발병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아

직은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B. burgdorferi의 OspA165-173 

항원결정인자 부위의 경우 human lymphocyte function asso-

ciated antigen-1 (hLFA-1)과 서열 유사성을 나타내지만, 이로 

인한 실제 자가면역질환 증상이 일어나는지 역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27, 76].

B. burgdorferi는 세포외 병원체(extracellular pathogen)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숙주의 면역체계를 자극하여 염증반응 

등을 유발해 병적 증상을 일으킨다. 또한, 피부, 방광, 신경계, 

관절 등 특정 부위에 집락을 형성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주화성과 크게 관련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in vitro 

실험을 통해 B. burgdorferi의 주화성 신호 수용 단백질인 methyl 

accepting chemotaxis proteins (MCPs)이 신경전달물질로 많

이 이용되는 glutamate 및 glycine, 관절 내 많이 존재하는 glu-

cosamine, N-acetylglucosamine, 그리고 진드기의 장 내에서 

발견되는 glycerol 및 chitosan과 결합하며, 이 물질들에 의해 

B. burgdorferi가 유인되는 것이 밝혀졌다[5, 48]. 위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B. burgdorferi의 운동성 및 주화성은 절지동물 

벡터와 척추동물 숙주 사이의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감

염 생활주기를 완성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숙주 내에서 

특정 조직으로의 이동 및 질병 유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   론

스피로헤타의 경우 나선형의 특징적인 형태를 가지며, 편모

가 세포 외부가 아닌 내부에 존재하고, 세포 양 말단에 위치하

는 이 내부편모의 회전방향에 의해 운동방향이 결정된다. 또

한, 외부편모를 가지는 세균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징적인 

편모모터 구조를 가지며, 병원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운동성 

및 주화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난 수년 간의 유전자 조

작 기술의 발달로 인해 B. burgdorferi의 운동성 및 주화성에 

관여하는 일부 인자들이 병원성 인자로써 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유전자들의 기능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특히 이 병원성 스피로헤타에서 내부편모의 조립과

정과 서로 다른 숙주 내에서의 운동성과 주화성의 조절 등에 

관한 여러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 B. burgdorferi의 운동성 및 

주화성에 대한 심화 연구를 통해 아직까지 밝히지 못한 이 

특이한 세균의 발병 기작을 이해하는 것은 배양이 불가능한 

T. pallidum 및 다른 병원성 스피로헤타들의 특성을 찾는데 중

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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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라임병 원인 스피로헤타 Borrelia burgdorferi의 운동성과 주화성: 발병기 에서의 역할

유아 1․강호 1․문기환2*

(1부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미생물학과, 2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대학 해양생명과학부)

운동성 및 주화성은 스피로헤타를 포함한 많은 병원성 세균의 병원인자로 작용한다. 라임병은 스피로헤타인 

Borrelia burgdorferi에 의해 발병하며, 검은다리 참진드기에 물린 상처를 통해 사람에게 전염되는 미국 및 유럽 내

에서 가장 유행하는 벡터-매개성 질병이다. Borrelia를 포함한 스피로헤타 균들은 다른 일반적인 편모를 가지는 

균들과 달리 주변세포질에 그 편모를 가지며, 운동성이 결여된 돌연변이주의 경우 야생주와 같은 병원성을 가지

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대장균에 비해 더욱 다양한 종류의 주화성 관련 유전자를 지니고 있어, 편모를 

통한 이 균의 운동성이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 초저온 전자현미경 및 새로운 

유전자 조작기술의 발달로 인해 베일에 싸여 있던 스피로헤타의 운동성 및 주화성, 특이한 편모의 구조가 밝혀지

고 있다. 본 리뷰 논문에서는 이러한 최첨단 기술의 이용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Borrelia burgdorferi의 새로운 편모 

모터 구조를 소개하고, 균의 병원성과 운동성 및 주화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91. Zhao, X., Zhang, K., Boquoi, T., Hu, B., Motaleb, M. A., 

Miller, K. A., James, M. E., Charon, N. W., Manson, M. D., 

Norris, S. J., Li, C. and Liu, J. 2013. Cryoelectron tomog

    raphy reveals the sequential assembly of bacterial flagella 

    in Borrelia burgdorferi. Proc. Natl. Acad. Sci. USA. 110, 14390- 

1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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