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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intestinal microbiota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gulation of the host’s metabolism. There 
is a close pathological and physiological interaction between dysbiosis of the intestinal microflora and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Akkermansia muciniphila, which was recently isolated from human fe-
ces, accounts for about 1-4% of the intestinal microbiota population. The use of A. muciniphila- derived 
external membrane protein Amuc_1100 and extracellular vesicles (EVs) could be a new strategy for 
the treatment of obesity. A. muciniphila is considered a next-generation probiotic (NGP) for the treat-
ment of metabolic disorders, such as obesity. Faecalibacterium prausnitzii accounts for about 5% of the 
intestinal microbiota population in healthy adults and is an indicator of gut health. F. prausnitzii is 
a butyrate-producing bacterium, with anti-inflammatory effects, and is considered an NGP for the 
treatment of immune diseases and diabetes. Postbiotics are complex mixtures of metabolites contained 
in the cell supernatant secreted by probiotics. Parabiotics are microbial cells in which probiotics are 
inactivated. Paraprobiotics and postbiotics have many advantages over probiotics, such as clear chem-
ical structures, safe dose parameters, and a long shelf life. Thus, they have the potential to replace 
probiotics. The most natural strategy to restore the imbalance of the intestinal ecosystem normally is 
to use NGPs among commensal bacteria in the gu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new foods 
or drugs such as parabiotics and postbiotics using N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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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장의 장벽(intestinal barrier)은 장으로 침범하는 해로운 미

생물과 항원에 대한 첫 번째 방어벽이다[22]. 장벽은 다층 시스

템 구조로 배상세포(goblet cells)에서 분비되어 만들어지는 점

액층과 상피세포 밀착 연접(epithelial tight junction) 형성으로 

만들어지는 상피 세포 단층으로 되어 있다[47]. 또한 장 면역 

체계와 미생물 균총은 장의 장벽 기능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

이다[22]. 장 장벽 기능이 손상되면 병원체, 알레르겐 및 내 

독소가 상피층을 통해 고유 층으로 이동한 다음 장간막 림프

절(mesenteric lymph nodes)로 전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혈

류로 침범하여 다른 무균기관(sterile organs)으로 전파 될 수 

있다. 이 과정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IBS), 염증성 장 질환

(IBD) 및 급성 간부전증을 포함한 다양한 장 관련 질병의 발병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4]. 따라서 장의 장벽 강화를 목표

로 하는 접근법은 이러한 병리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beneficial bacteria)는 인간의 건강 

문제, 특히 소화기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어 있다[36]. 오늘날 식품 산업에서 "probiotics" 또는 유익

한 박테리아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미생물은 Lactobacillus와 

Bifidobacterium 속(genera)에 속한다[15]. 그러나 이러한 미생

물 속은 성인의 장내 미생물 균총에서 하위 우점종(sub-domi-

nant) 이다. 살아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비되거나 또는 용해 

후 방출되는 가용성 인자(생성물 또는 대사 부산물)를 post-

biotics라 하는데 probiotics와 동일한 방식으로 장 보호 기능

을 한다[35]. Probiotics에서 파생된 postbiotics 성분은 인간의 

건강에 유리하고 유망한 대체 보충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미생물 유전체 정보의 빠른 확장과 함께 Faecalibacterium 

prausnitzii와 Akkermansia muciniphila, Bacteroides fragillis와 같

은 장내 우점 미생물을 대상으로 next-generation probiotics 

균주의 분리와 함께 이를 이용하여 안전한 식품으로서 para-

biotics와 postbiotics가 개발되어야 한다.

본   론
 

인간의 장내 미생물

인간의 장내 미생물은 인체의 정상적인 발달과 기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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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0]. 성인의 위-장

관 중에 결장(colon)은 대사 활성을 가지는 미생물이 가장 높

은 밀도(>1011 bacteria per mL luminal content)로 존재한다

[44]. 이러한 미생물 군에 의해 암호화 된 엄청난 수의 유전자

(인간 게놈 유전자 수의 100 배 이상)는 숙주의 생화학적, 대사

적 능력을 크게 확장시킨다[44]. 인간 혈액에 존재하는 대사산

물의 1/3은 미생물 대사산물이며, 이는 장 항상성과 숙주 대사

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33].

인간의 장내에는 다양한 문(phyla)으로 구성된 약 1000 종

(species) 이상의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박테리

아 종의 대부분은 Firmicutes와 Bacteroidetes 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은 양으로는 Actinobacteria, Proteobacteria 및 Veruco-

microbia와 같은 다양한 문도 존재하고 있다[34]. Firmicutes 문

에는 Lactobacillus, Mycoplasma, Bacillus, Eubacterium, Faecali-

bacterium, Ruminococcus, Roseburia 및 Clostridium 등 약 200여

종의 속(genera)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내 미생물 중 가장 큰 

비율(60%)을 차지한다. Firmicutes는 숙주의 장에서 소화가 불

가능한 다당류(indigestible polysaccharides)를 분해하여 단쇄

지방산의 일종인 butyrate를 만드는 주요 생산자로 알려져 있

다[16], Bacteroidetes 문은 전체 미생물 중 10% 정도를 차지하

면서(Alistipes, Bacteroides, Parabacteroides, Porphyromonas, Pre-

votella 속 포함) 다양한 기질에 작용하여 propionate 등의 단쇄

지방산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2]. Actinobacteria 

(Bifidobacterium과 Collinsella), Betaproteobacteria (Escherichia 

coli와 Desulfovibrio), Verrucomicrobia (Akkermansia muciniphila) 

및 Fusobacteria 등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장에 서식하는 수는 

적다[32]. 전반적으로 이러한 박테리아 군집은 장내 미생물 균

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강한 장 생태

계는 주로 식이 패턴(vegetarian과 Western), 항생제, pro-

biotics 및 생활 방식 등에 따라서 서식하는 미생물 구성이 달

라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4]. 이러한 장 미생물 구성의 

변화는 장 투과성 증가와 장 점막 면역 감소, 다양한 암 발병, 

자가 면역 장애, 염증성 장 질환, 대사 증후군, 신경 퇴행성 

질환 및 인슐린 저항성 등의 유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8].

Next-generation probiotics

Akkermansia muciniphila는 최근 인간의 대변에서 분리된 절

대 혐기성, 비운동성, 비포자 형성 및 타원형의 그람 음성균으

로 mucine을 탄소원과 질소원으로 이용하는 유일한 세균[12]

으로 장 상피세포 점액층의 영양소에 의해서 생육에 영향을 

받고 있다[7]. 이러한 독특한 기능을 가지면서 보통 사람들의 

모든 생애에 걸쳐 전체 장내미생물의 약 1-4%를 차지하는 A. 

muciniphila는 next-generation therapeutic probiotics로 적용

받기 위한 새로운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10]. 최근의 

연구에서 A. muciniphila는 생쥐의 대사와 면역 기능을 조절하

여 고지방 식이에 의한 생쥐의 비만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

혀졌으며[14], mucine을 분해하는 세균으로서 mucine을 분해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성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경쟁적 억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8]. 이러한 연구 결과

들은 A. muciniphila가 매우 유망한 probiotics 라는 것을 증명

하고 있기 때문에 수 년 내에 A. muciniphila가 함유된 pro-

biotics 제품의 출시도 기대된다. A. muciniphila는 mucin 유래 

단당류 fucose, galactose와 N-acetylglucosamine을 이용할 수 

있으며, mucin이 glucose, N-acetylglucosamine, peptone 및 

threonine 조합으로 대체되는 합성 배지에서 배양 시킬 수 있

다[30]. 점액에 존재하고 점막 틈새(mucosal niche)에 대한 적

응을 촉진하는 glucosamine-6-phosphate(GlcN6P)는 A. muci-

niphila의 배지 필수 성분이다. A. muciniphila의 외막(external 

membran) 단백질 중 Amuc_1100은 가장 풍부한 단백질 중 

하나로 pili의 형성과 관련 있으며, 박테리아와 toll-like re-

ceptors(TLR2) 사이의 상호 작용에 관여 한다. 또한, Amuc_ 

1100은 저온 살균 온도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여 저온 살

균 박테리아의 효과에 기여할 수 있다. Amuc_1100은 고지방

식이로 인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혈증(triglyceridemia)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 

장내 미생물은 세포외 소포(extracellular vesicles; EVs)를 

분비하여 다양한 신호 전달 경로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람 음성 박테리아에 의해 만들어진 세포외 소

포에는 지질 다당류(lipopolysaccharides), 핵산, 지질 및 단백

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물질들은 주변

에 있는 바이오 폴리머와 박테리오파지, 세포 또는 유기체들

과 상호 작용하며[45], 세포 상호간의 신호와 전달을 통하여 

효소와 항균제 등의 생산을 촉진시킨다[38]. 이러한 과정은 박

테리아가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도록 박테리아 집단

을 형성하는 스트레스 대응반응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연구

에 따르면 세포외 소포는 mucus를 통과하여 상피세포로 내재

화(internalizing) 할 수 있고, 고유층(lamina propria)의 면역 

세포에 접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 조절과 장 항상성 

유지, 후생유전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 

6]. A. muciniphila와 A. muciniphila 유래 세포외 소포는 다양한 

기전에 영향을 주어 고지방 식이 유발에 의한 비만을 개선하

는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3]. A. muciniphila는 

비만, 당뇨병, 장 염증, 간 질환 및 만성 알코올 섭취와 같은 

조건에서 더 낮게 존재한다. 이것은 혈장 LPS(lipopoly-

saccharide) 수치를 증가시키고 결국 낮은 수준의 염증과 대사 

장애를 유발하는 장벽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A. muciniphila는 

생균뿐만 아니라 사균도 TLR2에 작용하여 밀착 연접 발현 촉

진, 장벽 기능 회복, 점액 두께 증가 및 대사 장애 개선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식습관의 서구화로 인해 발병하는 비만 및 심장대사 장애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만성질환 중의 하나이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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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testinal microbiome composition for healthy people. 

The roof that represents intestinal microbiome may 

be impermeable and reliable. A suitable diet and 

physical activity form the basis for the foundation. 

The pillars between “roof” and “foundation” that ce-

ment the construction are pre-, pro-, syn-, para- and 

postbiotics.

같은 식생활 환경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장내 미생물은 에너지 

대사와 다양한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숙주 감수성을 억제하는 

핵심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에 A. muciniphila는 차세대 유익 

미생물(next-generation beneficial microbes) 중 가장 유망한 

후보 균주이다. 실제로 A. muciniphila는 비만, 당뇨병, 심장 

대사 질환 및 염증을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더욱이 저온살

균 처리한 A. muciniphila는 안정성과 효능을 더욱 증가 시킨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 이는 A. muciniphila가 새로운 식품 

또는 의약품 보충제를 개발하기 위한 차세대 후보 미생물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 muciniphila의 

외막에 존재하는 Amuc_1100 단백질과 A. EVs는 향후 약물 

개발을 위한 강력한 후보 소재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천연 

약물학(pharmacognosy)으로 알려진 식물관련 지식이 약물을 

설계하는 원천이 되었듯이 장내 미생물 균총에 대한 지식과 

천연미생물학(microbiomegnosy)이 미래의 건강을 지키는 질

병치료의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다[10].

F. prausnitzii는 그람 양성, 중온성, 막대 모양의 혐기성, 비

포자 형성 및 비운동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F. prausnitzii의 

genome 길이는 2,868,932 bp이고, GC 평균 함량은 56.9 %이

다. 이 박테리아는 77 개의 RNA 유전자를 포함하여 2,707 개

의 코딩 서열을 가지고 있다[5]. F. prausnitzii는 Firmicutes 문의 

주요 구성원이며, 건강한 인간 미생물 군에서 가장 풍부한 박

테리아 중 하나로 성인의 전체 분변 미생물 균총에서 약 5 

%를 차지한다[17]. 또한, 이 박테리아는 인간 장 건강의 센서

(sensor)이자 행위자(actor) 이다. 실제로 F. prausnitzii의 수치

는 염증성 장 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s, IBD), 과민

성 대장 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IBS), 대장 암

(colorectal cancer, CRC), 비만 및 셀리악병(celiac disease)과 

같은 장과 대사 장애로 고통 받는 환자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31]. F. prausnitzii의 상층액(supernatant)은 박

테리아 자체보다 대장염 개선에 훨씬 더 강한 효과를 나타낸

다[18]. 이것은 F. prausnitzii가 특정 물질을 상층액으로 분비하

여 장 염증을 약화 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F. prausnitzii의 

상층액에 포함되어 있는 15kDa 단백질이 nuclear factor (NF)-

κB pathway를 억제함으로써 IBD 모델에서 대장염을 개선하

였다. F. prausnitzii의 상층액은 Th17/Treg 세포의 분화를 조

절하여 IL-6/STAT3/IL-17 경로를 억제하고, Foxp3 촉진하여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져 F. prausnitzii 균주는 

next-generation probiotic로서 유망한 미생물이다[52].

장 염증 발생 부위의 점막 손상은 핵심 뮤신 성분 GalNAc

를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를 방출하여 F. prausnitzii L2-6 유형 

박테리아와 기타 영양 요구성 기회주의 박테리아(auxotrophic 

opportunists)의 성장을 자극한다. F. prausnitzii 개체군에서 

butyrate 생산 능력이 낮은 L2-6 유형 박테리아 증식은 A2-165 

유형 박테리아와 같은 butyrate 생산 능력이 높은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한다. 이러한 변화는 butyrate와 propionate의 생

산을 감소시켜 염증 조절 장애를 유발하는 피드백 상호작용을 

만든다. 장 상피세포의 투과성이 증가하면 음식, 독소 및 미생

물 등이 혈액 순환계로 유입되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와 

비정상적인 Th2 유형 면역반응을 유발하여 만성 아토피성 피

부염이 진행된다[41]. 

Probiotic therapy는 주로 장 생태계 균형을 정상적으로 복

원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장내에 우점하는 공생 박

테리아(commensal bacteria)를 next-generation probiotics 

(NGPs)로 사용하는 것이 위-장관(gastrointestinal tract; GIT) 

미생물 불균형 복원을 위해 가장 자연스런 방법이다[23]. 그럼

에도 불구하고 Lactobacilli나 Bifidobacteria strains과는 대조적

으로 이러한 NGPs는 유럽식품안전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의 QPS (Qualified Presumption of Safety)

나 미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사용하고 

있는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organisms) 목록

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Faecalibacterium과 같은 NGPs는 그동

안 안전한 사용 기록이 없고 전체 독성 분석(full toxicology 

assays)과 균주 특성화(strain characterization)가 규제 승인에 

필요하여 QPS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9]. 또

한 1997년 이전에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미생

물은 새로운 식품으로 간주되어 유럽 시장에서 새로운 식품이

나 약물로 사용하기 위한 규제 승인 조건이 기존의 probiotics 

균주 보다 더 어렵다[23]. 따라서 next-generation probiotics를 

대상으로 대변미생물이식시술 균주와 parabiotics, postbiotics 

제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Parabiotics와 postbiotics

장내 미생물 균총의 구성과 구조는 인간의 건전한 발달과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54]. Fig.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건강한 사람(healthy people)을 하나의 주택

으로 표현할 때 장내미생물 균총을 나타내는 지붕은 빗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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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튼튼한 재질의 불침투성(imperme-

able)이 있어야 하며, 견고한 하부 구조의 콘크리트 즉 적절한 

식이요법과 신체활동은 주택 건축의 단단한 기초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튼튼한 기초 위에서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

은 prebiotics, probiotics, synbiotics, parabiotics 및 postbiotics

에 해당될 것이다. Prebiotics는 장내미생물의 성장 또는 활성

을 유도하는 성분으로서 식이로 섭취한 물질이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어 숙주의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물질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prebiotics로는 모유 올리고당

(human milk oligosaccharides, HMO), lactulose 및 inulin 유

도체 등을 들 수 있다.

대조적으로, probiotics는 유익한 미생물로 위-장관 미생물 

균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2002년 세계 보건기구(WHO) 정

의에 따르면 probiotics는 적절한 양으로 투여된 살아있는 미

생물로 숙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Lactobacillus와 

Bifidobacterium, Streptococcus 속 등의 박테리아와 효모인 

Saccharomyces 속 등을 말한다[54]. 또한 Akkermansia mucini-

phila, Faecalibacterium prausnitzii, Bacteroides 및 Clostridium 속

은 안전성 문제와 무관하게 next-generation probiotics로 부상

하고 있다[26]. Synbiotics는 식품이나 사료에 첨가된 유익한 

미생물(beneficial microorganisms)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뿐

만 아니라 위 장관에 존재하는 특정 고유 박테리아 균주

(specific native bacterial strains)의 증식을 촉진하기도 한다

[25]. Synbiotics의 건강 효과는 probiotics와 prebiotics의 개별

조합(individual combination)과 관련되어 있다. 수 없이 많은 

조합들의 경우를 고려할 때, 인간의 장내 미생물의 정상적인 

균형 유지와 회복을 위한 synbiotics의 적용은 유망하다 할 수 

있다[15].

Postbiotics는 숙주에서 생리적 활성을 나타내는 불활성화

시킨 미생물의 산물 또는 대사산물로 정의 할 수 있고, para-

biotics(ghost 혹은 inactivated probiotics 라고도 함)는 불활성

화 시킨 미생물 세포(손상 또는 파손) 또는 세포 추출물(crude 

cell extracts)을 적절한 양으로 투여(경구 또는 국소)하였을 때 

인간에게 유용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

지 국제규제기관이나 과학협회에서 정확하게 규정한 정의는 

없지만 parabiotics는 사멸시켜 비활성화된 미생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테이코익산(teichoic acids), 펩티도글리칸(peptido-

glycan) 유래의 muropeptides, 세포 표면 돌출 분자(pili, fim-

briae, flagella), polysaccharides, 세포 표면 단백질 및 세포벽 

결합 바이오 계면 활성제(biosurfactants) 등이 포함된다[39]. 

Postbiotics는 건강한 대사산물 또는 세포가 없는 상층액에 함

유되어 있는 probiotics 성분의 복잡한 혼합물로 효소, 분비된 

단백질, 단쇄지방산, 비타민, 아미노산, 펩티드 및 유기산 등이

다[21]. Postbiotics는 면역조절, 항염증, 지방/콜레스테롤 대

사 및 항암/항산화 활성 등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며, Treg 림

프구의 분화 유도와 항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합성을 통하여 

Th1과 Th2 림프구로 대표되는 두 면역계 사이의 불균형을 회

복시킨다. Th1 림프구와 Th2 림프구 사이의 균형은 면역 조절

에 필수적이며, 그 장애는 아토피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면역 

질환을 유발한다. 항균 활성은 장 상피세포의 분자 구조에 의

해 매개되어 장벽을 강화 시킨다. Postbiotics는 살아있는 박테

리아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약력학적 특징을 발휘하

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5, 29]. 1) 면역성이 약한 피험자의 

장에서 혈액으로 세균이 전이 될 위험이 없다. 2) 항생제 저항 

유전자 습득과 이전 가능성이 없다. 3) 보다 자연 상태로 추출, 

표준화, 운송과 저장이 가능하다. 4) 미생물 세포 용해에 의한 

생존 능력의 상실은 부가적인 유익한 효과를 생성 할 수 있다. 

5) 미생물 세포를 파쇄하여 얻은 모든 분자가 장 상피 세포에 

직접 작용한다. Postbiotics는 미생물 세포에 효소 추출과 용매 

추출, 초음파 처리 및 열 처리 등과 같은 화학적 혹은 기계적 

방법 등을 사용하여 얻고 있으며 추출과 투석, 크로마토그래

피는 등은 원하는 물질의 분자를 분리하고 식별하는 데 사용

되고 있다[48]. Postbiotics는 면역 체계의 성숙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으며 장벽 견고성(barrier tightness)과 장 생태계

(intestinal ecosystem)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postbiotics

는 효과적인 원인과 치료법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질병(예: 

알츠하이머 병, 염증성 장 질환 또는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 

많은 난치성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19]. 영유아의 경우 생후 첫 달째가 장내 미

생물 균총의 형성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postbiotics는 영아

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생물 균총은 약 3세까지 

"성숙(matures)" 함에 따라, 모든 질병은 단기 또는 장기 발병

(예: 괴사성 장염과 천식)과 연관 될 수 있다[13]. 장내 미생물 

군집의 구조와 대사 활성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COVID-19) 

과정을 예측하는 바이오 마커의 발생과 관련 될 수 있기 때문

에 postbiotics는 SARS-CoV-2 감염의 예방과 치료에도 유용 

할 수 있다[49]. Faecalibacterium prausnitzii(항염증성 세균)의 

풍부함은 COVID-19 질병의 중증도와 역의 상관관계가 있으

며 또한 Bacteroides dorei, Bacteroides thetaiotaomicron, Bacter-

oides massiliensis 및 Bacteroides ovatus는 장에서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2 (ACE2)의 발현을 억제하여 환자의 대변 

내 SARS-CoV-2 부하와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장내 

미생물 균총을 변경하는 전략으로 COVID-19 질병의 심각성

을 감소시킬 수 있다[55]. 최근 생쥐를 대상으로 행한 연구 결

과에 의하면 장내에 lactic acid를 propionate로 대사시킬 수 

있는 Veillonella 속 세균이 존재할 때 생쥐의 신체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ropionic acid의 장내 투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얻었는데 이는 postbiotics를 사용하여 신

체기능(physical fitness)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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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간질환과 제 2형 당뇨병을 포함한 비만과 그 대사 증후군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식이요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

내 미생물의 상호 작용은 에너지 대사와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어 비만 및 관련 대사질환 치료를 위한 연구의 뜨거운 주제

가 되고 있다. A. muciniphila는 장의 점막층에 정착하여 기초 

대사를 조절하며 비만과 연관되어 있어 대사장애 치료를 위한 

가능성이 높은 next-generation therapeutic probiotics 균주로

서 유망한 후보 이다. 세포외 소포(EVs)는 그람 음성 및 양성 

박테리아를 포함하여 장내미생물에서 분비되는 평균 직경이 

20~200 nm 구형의 지질 이중 층 구조이며 미생물 군집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또한 세포 외 소포는 면역세포 및 상피세

포와 직접 상호작용하여 여러 신호전달 경로를 통하여 숙주-

병원체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하기 때문에 A. muciniphila 유래 

세포외 소포의 이용은 비만치료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 prausnitzii는 next-generation probiotic로서 건강한 성인

의 경우 총 장내미생물 균총의 약 5%를 차지하며 Clostridium 

clusters IV 및 XIVa와 함께 butyrate를 생성하는 박테리아 중

의 하나이다[18]. F. prausnitzii의 상대적 풍부도는 성인 장 건

강의 지표 또는 바이오 마커 역할을 하며, 염증성 질병(inflam-

matory diseases)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31]. F. prausnit-

zii에 의해 발휘되는 항염증(anti-inflammatory) 효과의 기전

은 다음과 같다. (1) 이 박테리아의 혐기성 성장 과정에서 생성 

된 butyrate는 NF-κB 활성화를 제한하여 숙주 세포에서 염증

성 사이토카인(pro-inflammatory cytokines)의 생성을 억제한

다. (2) F. prausnitzii는 말초 혈액 단핵 세포(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와 수지상 세포(dendritic cells)에서 상대적으

로 많은 양의 IL-10을 유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Foxp3 + 

Tregs의 생성을 유도하고 장 점막에서 억제 활성을 향상시킨다.

장 생태계의 불균형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공생 

박테리아(commensal bacteria) 중 next-generation probiotics 

(NGPs)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런 방법이다[29]. 따라서 

next-generation probiotic로서 유망한 A. muciniphila와 F. 

prausnitzii 균주를 장내미생물 이식시술을 위한 균주로 또는 

parabiotics와 postbiotics와 같은 새로운 식품이나 약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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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근1․이승호2․최인순3․이상원4*

(1경상국립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동물소재공학과, 2인천대학교 생명공학부 나노바이오 전공, 3신라대학교 의생명과
학대학 생명과학과, 4경상국립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제약공학과)

사람의 장내 미생물은 숙주의 대사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내 미생물 균총의 불균형은 비만, 대사 증

후군과 밀접하게 병리학적, 생리학적 상호작용을 한다. A. muciniphila는 최근 인간의 대변에서 분리되었으며, 장

내 미생물의 약 1-4%를 차지하는 우점균이다. A. muciniphila 유래 외막(external membran) 단백질 Amuc_1100과 

세포외 소포(EVs)의 이용은 비만치료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 A.  muciniphila는 비만과 같은 대사 장애 

치료를 위한 차세대 probiotics로 고려되고 있다. F. prausnitzii는 next-generation probiotic로서 건강한 성인의 경

우 장내미생물 균총의 약 5%를 차지하며 성인 장 건강의 지표이다. F. prausnitzii는 butyrate-producing bacterium

로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며, 면역 질환과 당뇨병 치료를 위한 next-generation probiotics로 기대된다. 

Postbiotics는 probiotics에 의해 분비되는 세포 상층액에 포함된 대사산물의 복잡한 혼합물이다. 반면, parabiotics

는 probiotics를 불활성화 시킨 미생물 세포이다.  Paraprobiotics와 postbiotics는 probiotics에 비해 명확한 화학 

구조(clear chemical structures)와 안전한 투여 용량(safety dose parameters), 장기간의 유통 기간(longer shelf 

life)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probiotics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장 생태계의 불균형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장내 공생 박테리아(commensal bacteria) 중 next-generation probiotics (NGPs)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런 방법이다. 따라서 next-generation probiotics 를 대상으로 parabiotics와 postbiotics

와 같은 새로운 식품이나 약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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