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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decline is characterized by reduced long-/short-term memory and attention span, and in-
creased depression and anxiety. Such decline is associated with various degenerative brain disorders, 
especially Alzheimer’s disease (AD) and Parkinson’s disease (PD). The increases in elderly populations 
suffering from cognitive decline create social problems and impose economic burdens, and also pose 
safety threats; all of these problems have been extensively researched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Possible causes of cognitive decline include metabolic and hormone imbalance, infection, medication 
abuse, and neuronal changes associated with aging. However, no treatment for cognitive decline is 
available. In neurodegenerative diseases, changes in the gut microbiota and gut metabolites can alter 
molecular expression and neurobehavioral symptoms. Changes in the gut microbiota affect memory 
loss in AD via the downregulation of NMDA receptor expression and increased glutamate levels. 
Furthermore, the use of probiotics resulted in neurological improvement in an AD model. PD and gut 
microbiota dysbiosis are linked directly. This interrelationship affected the development of con-
stipation, a secondary symptom in PD. In a PD model, the administration of probiotics prevented neu-
ron death by increasing butyrate levels. Dysfunction of the blood–brain barrier (BBB) has been identi-
fied in AD and PD. Increased BBB permeability is also associated with gut microbiota dysbiosis, 
which led to the destruction of microtubules via systemic inflammation. Notably, metabolites of the 
gut microbiota may trigger either the development or attenuation of neurodegenerative disease. Here, 
we discuss the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decline and the gut microbi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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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적으로 의학과 의술의 발전은 현저한 기대수명 연장

을 이루었지만 그에 따른 삶의 질까지 발전시키지는 못하였

다. 생명연장은 불가피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야기하였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신경학적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되었다. 

이 중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대표적인 현상

은 인지기능 저하(cognitive decline)이다. 인지기능 저하는 노

화와 더불어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AD), 파킨슨

병(Parkinson’s disease, PD) 등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서 동

반되는 신경학적 특징으로 삶의 질 감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8, 30, 48, 55]. 최근,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였

으며, 이에 대한 기전 규명 및 치료제 발굴을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치료제 발굴 및 임상적용

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불행히도 이와 같은 각종 질환의 발생은 치료제 발굴

을 기다리지 않으며 치료제 발굴에 소요된 시간에 비례해서 

인지기능 저하로 고통 받는 환자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따라

서, 본 고찰에서는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퇴행성 뇌질환

과 뇌-혈관장벽(blood-brain barrier, BBB)의 구조 및 기능 유

지에 있어서 장내미생물의 역할과 치료적 잠재성에 대해 논하

며 인지기능 저하 심화를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최근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인지기능 하 

인지기능(cognitive function)은 뇌의 가장 고차원적 기능의 

하나로써 일반적으로 언어행동 및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확성 

등과 연관되며 동기부여 및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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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astrointestinal tract and nervous system symptoms in subjects exhibiting cognitive decline

Subjects Gastrointestinal tract related symptoms Nervous related symptoms

GF mice [5] Clostridium tyrobutyricum–Butyrate ↑

Bacteroides thetaiotaomicron–Acetate, Propionate ↑

BBB permeability ↓

Cortisol ↑

C57BL/6N– 

Antibiotics use [18]

Short chain fatty acids ↑ Cortisol ↑

Sphingomyelin ↑

Phosphatidylinositol ↑

Phosphatidylcholin ↑

Lysophosphatidylcholine ↓

Human–Cognitive 

decline [20]

Escherichia, Shigella ↑

Eubacterium rectale, Bacteroides fragilis ↓

IL-1β, NLRP3, CXCL2 ↑

Human–AD [20] Lactobacillaceae, Lactobacillales, Bacilli, Actinobacteria, Enterobacteriaceae  

(-escherichia, -shigella), Ruminococcaceae (-ruminococcus) ↑

Bacteroidales, Bacteroidaceae (-bacteroides fragilis), Veillonellaceae 

(-negativicutes, -selenomonadales), Lachnospiraceae (-eubacterium rectale)

Cognitive decline

Inflammation ↑

Amyloidosis ↑

BDF1 mice–

PD [45]

Constipation (fecal pellet ↓) Motor function ↓

Microglia activation ↑

αSyn accumulation ↑

TNF-α ↑

GF, germ free; AD, Alzheimer’s disease; PD, Parkinson’s disease; BBB, blood-brain barrier; IL, interleukin; NLRP3, NLR Family 

Pyrin domain containing 3; CXCL2, chemokine (C-X-C motif) ligand 2; TNF-α, tumor necrosis factor-alpha.

소이다[42]. 인지기능에는 장･단기 기억 및 작업 기억, 불안, 

우울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14, 28], 뇌의 기능을 

평가하는 표현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인지기능 저하는 기

억력 저하를 동반하며 다양한 뇌질환에 따른 일차 혹은 이차

적 증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의 삶의 질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 또한 현저한 증가추세에 있다.

인지기능 하 지연을 한 장내미생물의 잠재성

장내세균총(microbiota)은 사람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수의 

10배, 유전자의 100배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태아 발달시

기부터 공존한다. 특히, 인체 기관 중 대장에 가장 많은 수(1014

개)의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보고되었으며[47], 이를 장내미생

물(gut microbiota)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장내미생물은 출

생과 동시에 정착이 시작되며 마이크로바이옴 샤워(microbi-

ome shower)를 통해 이루어져 태아기를 포함하지 않는다[6, 

38]. 하지만 태아 발달과정 중 모체에서 생성된 장내대사산물

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 전달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태아기부터 

장내미생물과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1, 13, 19, 32]. 인간의 

삶과 공존하는 장내미생물은 고령화에 따라 종 다양성이 소실

되며 일차적으로 소화력 저하 등의 장관계 문제를 일으킨다 

[35, 46, 57]. 최근 장내미생물 및 이들의 대사산물이 뇌에 영향

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상관관

계를 장-뇌 축(gut-brain axis)으로 설명하고 있다[12, 15, 41]. 

Table 1에는 대상자의 질환에 따른 장관계 및 신경계 증상이 

기술되어 있다. Table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장-뇌 축의 관점

에서 장내미생물과 뇌질환 사이의 병태생리학적 연관성에 대

한 과학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내미생물이 

이들 질병의 치료적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43, 51]. 

 

퇴행성 뇌질환과 장내미생물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병은 광범위한 병의 원인과 다양한 병태생리학

적 기전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 중 하나로 신경

염증을 통한 신경세포의 소실과 시냅스 연결 감소 및 지속적

인 인지기능 저하를 특징으로 한다[31, 52]. 알츠하이머병의 

잘 알려진 병리학적 소견으로는 비정상적인 베타아밀로이드

(β-Amyloid, Aβ)와 신경원매듭섬유(neurofibrillary tangles)

가 뇌의 뉴런 내에 다량 침착된 소견을 나타난다[7, 31, 34].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proinflamma-

tory cytokines)인 종양괴사인자 알파(TNF-α)와 인터루킨 6 

(IL-6)의 분비량이 증가되어 나타나는 뇌의 신경염증은 다양한 

병리학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이적으로 베타아밀로

이드의 침착과 미세아교세포(microglia)의 활성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37, 53]. 

치매(dementia) 환자에서의 장관계 특징은 Bacteroidetes의 

현저한 감소 소견을 나타내며[44], 인지기능장애 환자에게 프

로바이오틱스를 12주간 제공하였을 때 인지기능의 유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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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이 보고되었다[2]. 반면, Franceschi 등[17]의 보고에 따르

면 헬리코박터균(Helicobacter pylori) 감염은 알츠하이머병 환

자에서 장내미생물의 불균형을 야기하며 대사과정 중 생긴 

암모니아는 뇌-혈관장벽을 투과함으로써 신경세포에 대한 독

성을 일으켜 신경세포 사멸 및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하게 된

다. 

이와 유사하게 항생제 또한 사람과 동물에서 장내미생물의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뇌의 기능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은 불안, 우울 등 정신의과

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에서 신경염증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18, 28, 40]. 특히, 인지기능 저하의 범주에 포함되는 불안, 

우울 등의 정신의과학적 문제는 스트레스호르몬으로 알려진 

코티솔의 양적 증가를 초래하며 점차적으로 기억력 소실과 

해마 내 뇌유래신경성장인자(BDNF)의 발현 감소를 야기하게 

된다[50, 54]. 인지기능이 저하된 뇌 환경을 가진 실험동물에 

Lactobacillus가 포함된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였을 때 비정

상적인 신경행동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되었다[54].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의 뇌에서 나타나는 해마 내 NMDA 

수용체 2B (NR2B) 소실의 특징은 무균 마우스(germ-free, GF)

에서도 확인되었으며, Tau 단백질의 침착이 NMDA 수용체를 

억제함으로써 신호 변환기 및 전사 활성제-1(STAT-1) 의존적 

기억소실을 야기한다고 보고되었다[36, 39]. 또한, 알츠하이머

병 환자에서 증가한 글루탐산(glutamate)은 현상 자체로의 흥

분 독성뿐만 아니라 NMDA 수용체의 과활성을 통해 학습, 

기억, 장기기억 기전의 소실을 야기한다고 보고하였으며[20], 

흥미롭게도 비정상적인 장내미생물 군집은 글루탐산 과합성

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알츠하이머병의 인지기능 저하와 영양학적 상관관계에 대

한 연구가 보고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33] 장내미생물은 알츠

하이머병의 인지기능 저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적정

한 상태의 장내미생물 군집 유지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의 진

행 및 심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킨슨병 

파킨슨병은 진전, 근육 강직, 운동완서, 보행장애 등 운동장

애를 동반한 두 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퇴행성 뇌질환으로 대

부분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idiopathic) 파킨슨병으로 불린

다[29, 45]. 파킨슨병은 비정상적인 알파시누클레인(α-synu-

clein, αSyn)의 침착 및 미세아교세포의 활성이 나타나며, 흑색

질선조체 경로(nigrostriatal pathway)와 주변 뇌영역의 광범

위한 신경세포 소실을 통한 인지기능 저하 등의 신경학적 특

징을 보인다[26]. 특히, 파킨슨병 환자에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는 변비는 장관계적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장내미생물 조성을 보인다[45].

또한, 파킨슨병 환자 사후에 뇌에서 분리한 3종의 알파시누

클레인(monomer, oligomer, fibril form)을 설치류의 위와 십

이지장에 주입하였을 때,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역행성수송

(retrograde transportation)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5]. 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설치류 모델에 항생제를 처리하였을 때, 파

킨슨병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파킨슨병 무균 설치류 동물모델

에 장내미생물을 군집화 하였을 때, 미세아교세포 활성을 통

한 파킨슨병 증상이 가속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장내대

사산물인 단쇄지방산(short chain fatty acid, SCFA)을 처리하

였을 때 운동장애가 심화되었다[45]. 미세아교세포의 활성 증

가 및 파킨슨병 증상 심화는 신경세포 사멸을 통한 인지기능 

저하에 관여한다[21]. 

Srivastav 등[49]은 1-methyl-4-phenyl-1,2,3,6-tetrahydropy-

ridine (MPTP) 주입을 통해 구축한 파킨슨병 동물모델에서 

Lactobacillus rhamnosus GG, Bifidobacterium animalis lactis, 

Lactobacillus acidophilus가 포함된 프로바이오틱스를 주입하였

을 때, 단쇄지방산 중 하나인 뷰티르산(butyrate)의 생성이 증

가되었으며, 이는 선조체에서 모노아민 산화효소 B(mono-

amine oxidase B, MAO B) 및 MPTP의 대사산물인 methyl-4- 

phenylpyrimidinium (MPP+)의 감소를 통해 도파민성 신경

세포(dopaminergic neuron)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광범위한 신경세포 소실 억제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또

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면 

장내미생물이 형성한 대사산물은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

될 수 있으며 파킨슨병의 증상 악화 및 개선에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장내미생물과 뇌- 장벽 

뇌-혈관장벽은 혈관과 뇌 실질 사이에 존재하며 혈관을 통

해 뇌로 함입되는 여러 물질이 통과하는 관문역할을 통해 뇌의 

항상성 조절에 관여한다[42]. 뇌-혈관장벽의 투과성은 Clau-

din-5, Occludin과 같은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며 이의 발현 

감소는 투과성 증가를 통해 뇌 실질 내 독소의 침입을 야기한

다[5]. 뇌-혈관장벽의 구조를 유지하는 단백질 외 부착 단백질

(adherence proteins), 기저판(basal lamina), 세포외기질(ex-

tracellular matrix)의 소실 또한 뇌-혈관장벽 투과성 증가를 

야기하며, 이러한 경우 점차적으로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가 

야기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 27].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모델에서 뇌-혈관장벽 유지 단백

질의 발현 감소 및 뇌-혈관장벽의 기능이상이 확인되었으며[9, 

23], 이는 장내미생물 불균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내미

생물 불균형을 통해 생성된 비정상적인 대사산물은 국소적/

전신적 염증을 유발하며[24], Janus kinase (JAK)-STAT 신호

전달경로를 통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일종인 IL-1β, IL-6, 

TNF-α의 증가가 뇌의 미세소관을 파괴함으로써 뇌-혈관장벽 

투과성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10, 2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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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volvement of the gut–brain axis in cognitive decline. A. Gut microbiotic metabolites may vary by microbiotic biogeography. 

Imbalances in metabolites such as short-chain fatty acids affect the brain in various ways. B. Gut metabolites are retrogradely 

transported to the brain via the vagus nerve. C. Gut microbiotic dysbiosis causes pre-inflammatory cytokines to diffuse into 

the bloodstream, triggering systemic inflammation. D. Increases in the levels of neurotransmitters (including glutamate) caused 

by the establishment of certain gut microbiotic clusters also affect the brain after the neurotransmitters diffuse into the 

bloodstream. E. Gut microbiotic dysbiosis caused by both brain disease and the medicines used to treat such disease is 

followed by neural cell loss and the blood–brain barrier, ultimately triggering cognitive decline.

따라서, 장내미생물 불균형은 다양한 염증성 인자의 활성을 

통해 뇌-혈관장벽 구조 및 투과성을 변화시켜 뇌 실질조직을 

파괴하고 이는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인구의 고령화는 역으로 거슬러 갈 수 없는 현실이며 의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인

자임과 동시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미해결의 당면과제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뇌 질환으로 인한 문제는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적잖은 경제적 부담과 삶의 질 저

하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장내미생물학적 접근을 고찰하였

다. 현재, 장내미생물 조절을 통한 각종 질환의 증상 완화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조직학적, 전기생리학적 연구결과는 보고

되고 있지만 장내미생물 변화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장내미생물과 이들의 대사산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신경학

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프로바이오틱스 투여를 통한 유익균 

군집화 및 장내미생물 불균형 해소가 국소적･전신적 염증 감

소 및 신경전달물질 생합성 불균형의 억제와 신경세포 손상/

사멸 감소를 비롯한 뇌-혈관장벽의 완전성 보존에 영향을 미

침으로써 인지기능 저하 진행과 심화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

능하고 실현 가능한 치료적 대안임을 제안하고자 한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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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장내미생물과 인지기능은 서로 연 되어 있는가?

최정 1,2,3†․진윤호1,2,3†․김주헌4*․홍용근1,2,3,5*

(1인제대학교 보건의료융합대학 물리치료학과, 2인제대학교 u-항노화헬스케어연구소(u-HARC), 3인제대학교 바이
오헬스소재연구센터(BPRC), 4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의학연구소, 5인제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인지기능 저하는 장･단기 기억 및 주의력 소실과 우울증, 불안증의 증가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

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과 같은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과 연관되어 있다. 경제적 부담, 안전 위협을 포함하는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원인으로는 노화에 따른 

대사 및 호르몬 불균형, 감염, 약물 오남용, 신경세포 손상 등이 알려져 있지만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원인 규명이 어려운 한계점 때문에 뚜렷한 치료전략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퇴행성 뇌질

환 발생의 원인과 이에 대한 치료전략 수립에 있어서 장내미생물의 역할이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알츠하

이머병과 파킨슨병에서 장내미생물 조성의 변화 및 이들에 의한 대사산물에 따른 분자생물학적, 신경행동학적 

증상의 변화가 밝혀졌다.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에서 장내미생물의 변화는 NMDA 수용체와 글루탐산의 변화를 

통해 기억능력 소실을 야기하였다. 반면,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였을 때,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행동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파킨슨병은 장내미생물 군집의 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였으며 이

는 이차적 증상인 변비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킨슨병 동물모델에 투여한 프로바이오틱스는 

단쇄지방산 중 하나인 뷰티르산 증가를 통한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에

서 뇌-혈관장벽의 기능이상이 밝혀졌으며, 뇌-혈관장벽 변화는 장내미생물 불균형에 의한 전신성 염증에 따른 미

세소관의 파괴 및 투과성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장내미생물 대사과정에서 생성된 대사산물은 

퇴행성 뇌질환의 발생과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인지기능 저하의 진행을 지연시킴으로써 심화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인지기능 저하와 장내미생물의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고찰하

여 치료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ties in rat. Benef. Microbes 6, 707-717.

55. Weil, R. S., Winston, J. S., Leyland, L. A., Pappa, K., 

Mahmood, R. B., Morris, H. R. and Rees, G. 2019. Neural 

correlates of early cognitive dysfunction in Parkinson’s 

disease. Ann. Clin. Transl. Neurol. 6, 902-912.

56. Welcome, M. O. 2019. Gut microbiota disorder, gut epi-

thelial and blood-brain barrier dysfunctions in etiopatho-

genesis of dementia: Molecular mechanisms and signaling 

pathways. Neuromolecular Med. [Epub ahead of print].

57. Woodmansey, E. J. 2007. Intestinal bacteria and ageing. J. 

Appl. Microbiol. 102, 1178-1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