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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d intestinal permeability, termed leaky gut syndrome (LGS), plays an important role in health and disease. LGS creates gaps in the intestinal
walls that allow harmful bacteria and toxic substances to enter the bloodstream. Several researchers have found significant evidence to support the
existence of a leaky gut. Emerging evidence also indicates that leaky gut contributes to a range of health conditions. LGS is closely associated with
autoimmune diseases, liver conditions, diabetes, food allergies/hypersensitivity, irritable bowel syndrome, polycystic ovary syndrome, and autism.
Therefore, LGS should be considered as a factor in the pathophysiology and differential diagnosis of patients presenting with autoimmune diseases,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liver cirrhosis, polycystic ovary syndrome, irritable bowel syndrome, diabetes, autism, food allergies, and food
hypersensitivity. However, since there has not yet been a large-scale study regarding the causality between LGS and these diseases,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determine if LGS plays a pathogenic role in the progression and development of these diseases or whether these diseases lead to LGS.
The 5R program, which includes non-absorbing antibiotic use, probiotic supplementation, exercising regularly, and certain dietary and lifestyle
changes, may help restore impaired intestinal permeability.
Keywords: Leaky Gut Syndrome; Increased Intestinal Permeability; Gut Dysbiosis; Rifaximin; Probiotic

microbial molecule), 면역글로불린(immunoglobulin), 싸이토카인

서론

(cytokine) 등에 의해 유지되는데, 만일 이러한 요인들에 문제가 생기
소화기관은 음식물 소화 및 영양분 흡수를 담당하는데 이러한

면 장점막 투과도(intestinal permeability)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른

작용은 장점막 장벽을 통해 이루어진다. 장점막은 영양소 흡수 역할

여러 증상이나 질병이 생기는 데 이를 새는 장 증후군( leaky gut

뿐만 아니라 음식 항원이나 공생 세균, 병원균, 독소 등 많은 외부

syndrome)이라 한다. 새는 장의 원인으로는 앞서 말한 요인들 외에

항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조직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외부

최근 연구들에서 장내 세균 불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내

환경과 항상 접촉하고 있는 신체 기관 중 가장 넓은 체표면적을 차

세균 불균형은 뮤신이나 면역글로불린, 싸이토카인 생성에까지 문

지하는 기관이 소화기관이다. 그러므로 소화기관 특히, 장점막은 우

제를 일으켜 궁극적으로 새는 장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리 몸에서 외부로부터 항원이 체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장내 세균 불균형에 의해 생기는 장과 관련된 질병으로는 기능성

큰 일차 방어기관이라 할 수 있다. 장점막은 치밀결합(tight junction)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장 증후군, 역류성 식도염, 염증성 장 질환,

으로 연결된 장 상피세포층으로 뮤신(mucin)이나 항균 물질(anti

대장 용종 등이 있고 장내 세균 불균형으로 인한 새는 장 관련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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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지방간질환이나 피부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이 있다. 본 종설
은 장내 세균 불균형에 의해 생기는 새는 장과 관련된 개념 설명과

결합 조직의 대체가 일어나 문제가 없게 된다.3-5)
치밀 결합조직의 방어에 대한 생리적 조절은 나트륨-당 공동운송
(sodium-glucose cotransport)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나트륨-당 공동운

근거 중심의 대표적 질병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송 과정은 장 상피세포의 MLCK 활성화 및 삼투압차이를 발생시키
고 그로 인한 Pore 경로 활성화는 당과 같은 소분자의 영양소를 장

본론

세포간 흡수(paracellular absorption)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게 한다.6-8)
1. 정상적인 세포간 투과도

장 상피세포 사이에 있는 치밀결합 방어시스템은 크기나 극성

3. 장 투과도 및 장 방어 시스템 정의

(charge-selectivity)을 통해 투과성을 결정한다. 즉, 작은 구멍인 “Pore”

“장점막 방어(mucosal barrier)”라는 단어는 2004년 Cummings 등9)

와 누수인 “ leak ”라는 경로를 통해 장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데

에 의해 소개되었고 이는 장 내강의 환경과 체내 환경을 구분하는

(Figure 1), Pore 경로는 크기나 극성에 따라 물질 이동이 이루어져

복잡한 구조물로 설명되었다. 생리적 또는 물리적 방어로는 혈관 내

선택성이 비교적 높은 물질 이동 통로이고 leak라는 경로는 상대적

피세포(vascular endothelium), 장 상피세포층(epithelial cell lining), 점

으로 크기나 극성에 의존이 적은 연결 통로이다. Pore 과정의 투과

막층(mucus layer) 등이 있는데 이들 생리적/물리적 방어 외에 주로

성은 주로 claudin에 의해 조절이 되며 leak 경로는 ZO-1과 occludin,

소장의 파넷 세포(Paneth cells)에서 합성되는 소화효소, 면역 분자

myosin light chain kinase (MLCK)에 의해 조절된다.1,2) 그러나 장점막

들, 싸이토카인, 염증성 인자들, 항균 단백질 등의 세포 생성물인

미란이나 궤양 등의 세포 손상이 발생한다면 치밀결합조직이 손상

화학 물질들도 장점막 방어에 관여한다.

되어 큰 분자량의 단백질이나 세균 등의 유입으로 체내에 다양한

장 방어(intestinal barrier)와 장 투과도(intestinal permeability)라는
용어는 같은 해부학적 구조물인 장벽(intestinal wall)을 기능에 따라

증상 및 질병들이 발생하게 된다.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이다. 장벽은 점막(mucosa), 점막하층(sub

mucosa), 근육층(muscularis), 그리고 장막(serosa)층 등 4층으로 이루

2. 장 방어 시스템을 위한 항상성과 생리적 조절

항상성이 유지될 때 장 상피세포는 매우 역동적인 조직으로 약

어져 있다. 장 투과도라는 용어는 실험실적 연구인 Ussing chamber

4–7일에 한 번 스스로 세포가 재생산된다. 4–7일 동안 장 융모 사이

실험에서10,11) 전해질이나 소분자의 당이 점막부터 장막까지 통과한

의 틈새(crypts)에 존재하는 장 상피세포의 줄기 세포(stem cell)는 증

다는 사실을 밝힌 전기 생리학자(electrophysiologists)들에 의해 주로

식하여 자라고, 더불어 딸 세포(daughter cell)도 분화하여 융모 쪽으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고 장 방어라는 용어는 장이라는 기관이 장내

로 이동, 장 내강으로 탈락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

세균의 침범이나 다른 독성 물질들이 장으로부터 체내로 못 들어오

상적인 세포 탈락 과정이 장 상피세포의 방어에 있어 잠재적인 장누

게 한다는 의미에서 소화기 전문가들이나 면역학자, 미생물학자들

수의 원인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장 상피세포의 탈락이나 미세세

사이에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장 방어

포 수준에서의 손상은 새로운 장 세피세포 형성과 함께 빠른 치밀

를 평가하는 방법들은 전기 생리학자들에 의한 접근 방법과 다르게
장내 세균이나 내독소(endotoxin) 등의 장내 세균 부산물들이 장을
통해 간문맥, 간, 더 나아가 전신으로까지 이어지는지를 조사한다.12)

Pore

Leak

즉, 전해질의 이동이나 탄수화물의 이동, 장내 세균의 체내이동 경
로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 이와 관련한 연구들의 증가로 장

Claudins

Intestinal
epithelial cells

Occludin

투과도의 정의 및, 정상과 비정상적 장 투과도라는 개념이 연구자들
간 일치화가 되어 현재는 장 투과도의 정의를 특정 물질들이 장으

Figure 1. Paracellular epithelial permeability pathway. During homeostasis, there is little underlying mucosal immune activity, the epithelium
is generally intact and the tight junction-regulated “leak” and “pore”
pathways define intestinal permeability. The pore pathway refers to a
high-capacity, size- and charge-selective route, whereas the leak pathway is a low-capacity pathway that has limited selectivity. Pore pathway permeability appears to be determined primarily by the subset of
claudins expressed, while leak pathway permeability can be regulated
by ZO-1, occludin, and myosin light chain k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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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체내로 이동하는 과정을 총칭한다(Table 1).
4. 새는 장 진단법

임상적으로 이중 당 탐지자(dual sugar probes) 방법이 장 투과도
검사를 위해 가장 많이 쓰이며 사용되는 당으로는 락툴로즈/만니
톨이 가장 흔히 사용된다.13) 이 방법은 장 투과도를 평가하는데 있
www.kjf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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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aky gut prevalence according to various diseases18-27)

Table 1. Definition
Intestinal barrier

It is a term for the functional aspect that
distinguishes the intestinal environment from the
body, and is composed of mucosal or intestinal
epithelial cell layers, immune factors (defensins,
immunoglobulin A), immune cells (lymphocytes,
innate immune cells), muscle layers, and nerve
layers.

Diseases

Leaky gut prevalence (%)

Dermatitis herpetiformis

87.5

Ulcerative colitis

10.5–42.9

Crohn’s disease

36.3

Systemic sclerosis

34.3

Type 1 diabetes

30.2

It is a functional term that can measure the
movement of certain substances in a specific
digestive tract in the laboratory or in the human
body.

Primary biliary cirrhosis

25.3

Chronic liver disease with type 2 diabetes

65.4

Normal intestinal
permeability

In healthy people, the normal movement of
substances is made from the intestines to the body.

Chronic liver disease

Leaky gut or impaired/
increased intestinal
permeability

It refers to a condition in which intestinal
permeability is increased compared to normal
intestinal permeability, leading to loss of
homeostasis, function, and diseases.

Intestinal permeability

Liver cirrhosis

35.2
15.2–35.4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31.4

Gestational diabetes

37.5

Autism

36.7

Irritable bowel syndrome

35.6

zonulin 생성으로 인한 새는 장보다는 장내 세균 불균형이나 외부
어 높은 진단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락툴로즈/만니톨 소변 검사를

항원 등에 의한 영향으로 장 세포의 손상 및 치밀결합 조직의 손상

위한 표준 소변 채취시간은 아직까진 정해진 것은 없어, 일반적으로

이 더 흔하기 때문에 혈중 zonulin이 검사에서 정상이다 하더라도

5–6시간 정도의 소변 채취시간을 갖는다.14,15) 이 검사의 원리는 만니

새는 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외에 임상에서 사용

톨과 같은 단당류는 정상적인 장 투과과정을 거쳐 흡수된다는 것이

되는 방법으로 다른 당을 이용한 이중 탐지자 검사법 및 대변으로

며 락툴로즈와 같은 다당류는 분자량이 커서 정상적인 장 투과 시

zonulin 검사, 경구로 polyethylene glycol 3350/400를 섭취 후 소변으로

에는 체내로 유입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 투과도가 증가된

검사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현재 국내에서는

상황에서는 다당류인 락툴로즈도 체내로 들어오게 되고 소변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17)

배설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장 투과도인 상황에서는 락
툴로즈는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아야 하고 장 투과도 증가 시에는

5. 새는 장의 유병률

섭취한 락툴로즈가 소변으로 배설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 해

새는 장 진단법으로 락툴로즈/만니톨 검사와 혈중 zonulin 검사

석은 락툴로즈/만니톨 비율이 정상인의 2 표준편차 이상일 경우 장

를 이용한 최근까지의 연구들에서새는 장의 유병률은 질병에 따라

투과도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만니톨은 단당류이므로

10.5%–87.5% 정도였다(Table 2).18-27) 또한 이들 연구들은 새는 장이

정상 장투과도 이상의 소변 배출량 증가 역시 장 투과도 증가를 진

약물(5.6%–34.3%)이나 질병의 침범 위치/심각 정도(10.5%–42.9%),

단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저등급의 장염증은 장점막의 흡수 면적을

식이 습관, 동반질환(15%–65%)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

감소시킬 수도 있어 만니톨이 정상 장 투과도시 보이는 소변 배출양

하고 있다.

보다도 적으면 역시 장 투과도 손상을 진단할 수 있다. 보통 5–6시
간의 소변 채취시간은 섭취한 락툴로즈/만니톨이 소장에 머물러 있

6. 새는 장으로 인한 질병

을 시간이고 섭취한 락툴로즈가 이 시간 안에 대장에 도달된다 하

1)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

더라도 대장에 존재하는 장내 세균에 의해 대사되기 때문에 일반적

(1) 장-간 축(gut-liver axis)

으로 락툴로즈/만니톨 검사는 소장의 장투과도 검사로 이해된다.

장 방어 시스템은 장내 세균 및 장점막, 장 상피세포층, 혈관들로

크론병이 있는 환자에서 이 검사법은 100%의 민감도와 89%의 특이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물이다. 이러한 방어 시스템은 해로운 물질들

도를 보였다. 최근에는 혈액 내의 zonulin을 검사하여 장 투과도를

(독소나 장내 세균 및 세균 대사물질들)의 체내 유입 방지 및 건강

13)

16)

진단하는 방법이 쓰이고 있는데 이 검사의 원리는 글루텐의 대사

한 장내 환경을 유지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8) 만일 장내

산물인 gliadin이 장 세포에 결합하면 장 세포에서 zonulin을 생성,

환경에 문제가 되면, 해로운 자극들(독소나 장내 염증)이 장 투과도

이 zonulin이 장 내강으로 분비되어 장 상피세포에 있는 수용체 결

를 증가 시킨다. 이렇게 손상된 장 방어 시스템은 장내 세균이나 이

합, 치밀 결합 조직을 생리적으로 열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는

들의 대사 물질들(pathogen-associated molecular patterns)을 차단하지

장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는 실질적인 임상에서

못하게 되어 독성 물질들이 장간막 문맥(mesenteric portal blood)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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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입되고 간에 도달하게 된다.29) 하지만 아직까진 장내 세균과 장

염증의 존재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방간염이나 간

방어 시스템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전은 정확히 밝혀

경화로까지 진행된다는 것이다. 본 저자들은 최근 연구에서 장내

져 있지 않다. 장 상피세포층으로 이루어진 방어 시스템뿐만 아니

세균 불균형과 연관 있는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에서 간 수치도 상

라, 최근에는 Spadoni 등 이 동물과 사람에서 이차 장 방어 시스템

승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 역시 장-간 축을 통한 산화 스트레

으로 장-혈관 방어(gut-vascular barrier)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장-혈관

스 및 염증의 발생으로 설명될 수 있다.35) 하지만 이러한 가설을 증

방어 시스템은 내피세포, 장 교세포(enteric glial cell), 혈관주변세포

명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는 아직 없기에 추후 좀 더 많은 연구가 있

(pericytes)들로 구성되며 체내로 장내 세균들의 유입을 막는다. 실

어야 할 것이다.

30)

31)

질적으로 Mouries 등 은 고지방식으로 장내 세균 불균형을 만든
32)

동물 모델에서 장-혈관 방어 시스템의 붕괴 및 장내 세균과 독성 물

2) 아토피 피부염

질들의 간으로의 유입을 증명하였다. 장-혈관 방어 시스템에 대한

알레르기 질환 중 아토피 피부염은 소아에서 20% 정도의 유병률

연구는 추후 장내 세균과 장 방어 시스템과의 이해 관계 및 장-간

로 가장 흔한 만성 염증 피부 질환이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진

축을 통한 비알콜성 지방간의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않지만, 최근 위생 가설(hygiene hypothesis)에 의하면 깨끗한 도시 환

간은 장간막 혈관들로 시작되어 간문맥으로 이어지는 혈관을 통

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양한 세균에 노출될 환경에 적어 시골 아

해 혈액의 약 70%를 공급받는다(Figure 2).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로

이들보다 면역 성숙이 덜 일어난다는 것이다.36,37) 그로 인해 알레르

장내 세균의 구조물(세균 DNA, 지질 다당류; lipopolysaccharide,

기 관련 질환 발생이 도시 아이들에서 높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더

LPS)이나 장내 세균들이 새는 장이 생기면 간으로 유입될 수 밖에

나아가 ‘알레르기 질환의 장내 세균 가설’로 출생 후 1–2년 이내에

없다.33) 간으로 유입된 세균 구조물들은 특정 병원체 인식 수용체

면역 시스템 성숙이 장내 세균에 의해서 이루어져 출생 후 다양한

(specific pathogen recognition receptors)인 Toll-like receptors (TLRs)에

장내 세균의 노출이 궁극적으로 생후 초기 면역 시스템 성숙에 중

결합하게 되고 간 질환의 발생을 유도하게 된다.34) 그러므로 장내 세

요하다는 것이다.38) 사실상 건강한 장내 세균은 면역 시스템의 Th1/

균은 장-간 축 항상성 유지 및 간 질환 발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

Th2 균형을 Th1쪽으로 발전시킨다.39) 반대로 정상 장내 세균의 부재

할을 한다.

시에는 Th1/Th2 균형이 Th2 로 발전하여 immunoglobulin E를 생성,

현재까지 새는 장으로 인한 장내 독소의 유입이 지방간 발생에 어

아토피 피부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40) 이러한 일

떤 기전으로 일으키는지 완벽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일부 다음과 같

련의 과정에는 장내 세균의 불균형으로 인한 새는 장이 중요한 역

은 가설이 있다. 간으로 유입된 장내 독소는 간에 산화 스트레스 증

할을 하는데 실제로 한 연구에서 26명의 아토피 피부 환아와 29명

가 및 염증을 일으키고 이러한 상태는 미토콘드리아의 TCA cycle 억

의 건강한 소아에서의 락툴로즈/람노즈 비율( lactulose/rhamnose

제로 중성지방 분해가 억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성지방 분해

ratio)을 분석한 결과 아토피 피부염 환아의 락툴로즈/람노즈 비율

는 안 되고 쌓이기만 하고 이 쌓이는 상태 자체가 산화 스트레스나

이 건강한 환아에 비해 의미 있게 높게 나왔음을 보고하였다.41) 이

32)

는 새는 장이 음식항원에 대한 국소/전신 과민 반응의 원인일 수 있
음을 제안한다.
Hepatic artery (30%)
Liver

3) 자가면역 질환

일부 전신 질환들은 장내 세균 불균형이나 장 방어 시스템 이상
으로 장내 세균 유입과 관련이 있다. 대표적인 질병들로는 알츠하이

Portal
vein
(70%)

머 질병이나 암,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들이다. 자가면역 질병들은
자신의 신체를 공격하는 자가 항체가 형성되어 신체에 손상을 일으
Intestine

Figure 2. Gut-liver axis. From the physiological and pathologic points of
view, one of the most important links between gut microbiota and extra-intestinal organs is the gut-liver axis. It represents a close functional
and bidirectional communication between the intestine and the liver.
This is because the liver receives 70% of its blood from the portal v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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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질환이다. 유전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들이 자가 면역 질환 발
병에 주요 원인 인자들로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연
구들은 장내 세균 불균형으로 인한 장내 세균의 체내 유입 및 장 방
어 시스템의 붕괴가 자가 면역 질환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일 수 있
음을 제시하고 있다.42-44) 본 종설에서는 새는 장과 자가 면역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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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 질환으로 1형 당뇨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systemic lupus

을 감소시켰고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동물 모델에서 신장 사구체의

erythematosus)를 논의할 것이다.

IgG 침착을 줄였다.54)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LPS 자극으로

(1) 1형 당뇨

인한 TLR4의 활성이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발병 초기 인자임을 제

1형 당뇨는 자신의 췌장 β세포를 파괴하는 자가 항체가 형성되어

시한다고 할 수 있다.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능 감소로 이어지는 질환이다. 일부 연구

그람 양성균 세포 벽의 일부분인 lipoteichoic acid (LTA) 또한 전신

자들은 자가면역 질환관련에서 새는 장이 질병의 시작이나 악화보

성 홍반성 루푸스 질병 진행에 관여할 수 있다. LTA의 수용체인

다는 질병의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많은 연구

TLR2의 발현이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에서 증가되어 있음이

들이 증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1형 당뇨나 1형 당뇨로 진행되게 만

확인되었고 루푸스 동물 모델에서는 TLR2의 활성이 루푸스 신염을

든 동물 모델에서 질병 발병 전에 손상된 장 방어 시스템이 발견되

악화시킨 반면 TLR2를 knockout시킨 동물에서는 루푸스 증상이 약

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1형 당뇨 발생에 있어서 장 투과도 증가가

화되었다.55) TLR 신호전달 체계에서 일부 단백질들이 전신성 홍반성

zonulin과 연관되어 있고 zonulin 생성은 장내 세균 불균형과 관련되

루푸스 발병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단백질들이

어 있음을 보고하였다.46) 이러한 동물 모델에서 zonulin 억제제의 투

(myeloid differentiation primary response 88 [MYD88], interleukin-1

여는 장 방어 시스템의 회복 및 1형 당뇨의 완화를 이끌었다. 장내

receptor associated kinase, Interferon alpha) 잠재적 치료 수단으로 연

세균의 체내 유입으로 인해 1형 당뇨가 발생한다는 최근 한 흥미로

구되고 있다.56) 특히, MYD88의 차단은 동물모델에서 루푸스 질병

운 동물연구는, streptozotocin 처리 후 1형 당뇨 발생시 1형 당뇨가

을 약화시켰는데 이는 장내 세균 불균형 시 해로운 장내 세균과

생긴 동물에서 대조군과 분명히 다른 장내 세균 분포를 가진다는

TL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장내 유익균

것이다.47) 더 중요한 사실은 장내 세균이 췌장의 임파선(pancreatic

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는 Nod-

lymph nodes)으로 유입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췌장 기능의 감소가 1

like receptor (NLR) family라는 단백질을 통해 이루어진다. NLR은 인

형 당뇨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물 모델에서 경구 항생제

플라마좀(Inflammasomes: 염증을 뜻하는 inflammation과 무리를 뜻

투여로 췌장 임파선 균을 치료하게 되면 질병이 완화되기도 하였다.

하는 -some의 합성어) 형성과 관련 있는데, NOD-like receptor pyrin

또 추가 분석에서는 췌장 임파선에 유입된 장내 세균이 nucleotide-

domain-containing protein 3와 Absent in melanoma 2라는 인플라마좀

binding oligomerization domain 2를 활성화시켰고 1형 당뇨를 악화시

의 기능 소실이 루푸스 질병의 발병과 의미 있게 연관되어 있음이

켰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1형 당뇨의 발생 및

보고되고 있다.57) 즉 장내의 유익균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진행에 있어 새는 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하는 NLR이 루푸스 경과에는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

(2)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로 TLRs와 NLRs은 각각 해로운 장내 세균과 유익한 장내 세균을 인

45)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는 체내에 지속적인 심한 염증으로 인해 다
48)

식하여 이후 일련의 신호 전달이 루푸스 질병 경과에 각기 다르게

양한 장기에 손상을 주는 자가면역질환이다. 비록 전신성 홍반성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향은 새는 장이 없

루푸스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발생하지만 가임기 여성이 남성에

는 건강한 장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만일 새는 장이 있

비해 9배 이상 유병률이 높다. 그람 음성균의 세포벽에 위치한 지질

을 경우에는 유익균이든 유해균이든 체내로 들어올 수 있어 건강에

다당류인 LPS는 새는 장을 통해 신체 조직으로 들어감으로써 전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한 예로 최근 자가 항원과 유사한 장

성 홍반성 루푸스 발병 및 진행에 기여할 수 있다. Soluble CD14는

내 세균 항원들이 자가항체 생성을 유도한다는 연구결과들을 발표

세포가 LPS에 노출될 때 단핵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전신성 홍

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내 다양한 균들 중 체내 분

반성 루푸스 환자들에서 soluble CD14의 상승은 LPS의 증가를 의미

자 구조와 유사한 균들이 새는 장으로 체내에 들어오면 이에 대한

Toll-like receptor 4 (TLR4)의 활성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항체 형성이 자가 항체가 되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는 것이다.

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동물 모델에서 TLR4의

이를 분자적 유사성(molecular mimicry) 가설이라 하는데 소아질환

반응이 증가하면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가 저절로 발생된 반면 항생

중 류마티스 열(rheumatic fever)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질환은

제로 장내 세균을 치료하였을 때는 악화된 질병이 의미 있게 완화

Streptococcus pyogenes의 streptococcal M protein이 사람의 cardiac

됨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LPS를 가지고 있는 장내 세균 불균

myosin과 분자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으로 소화기나

형이 TLR4의 반응을 증대시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발병에 기여

호흡기 장점막을 통한 감염이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TLR4의 억제는 자가항체의 생성

이다.

49)

50-52)

한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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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지만 여러 질병이 같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는 새는

7. 새는 장 회복을 위한 방법

먼저 새는 장 회복을 위해서는 새는 장의 원인이 되는 인자들을

장 상태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따라 발병되는 질환도 다를 수 있

제거하고 새는 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및 생활 습관의 교정

다는 것이며 따라서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로서 새는 장 증후

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5R이라는 과정을 통해

군의 평가 및 관련 질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치료할 수 있는 지식

이루어질 수 있는 데 5R은 Remove, Replace, Reinoculate, Repair,

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Rebalance의 약자가 되겠다.
먼저 Remove 단계는 새는 장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진 장내

요약

세균 불균형을 치료하는 것이다.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비흡수성 항
생제인 rifaximin 200 mg를 한번에 2알씩 하루 세 번 복용하는 것이

장점막 투과도 증가를 의미하는 새는 장 증후군은 신체에 다양한

며 치료 기간은 장내 세균 불균형 검사 결과에 따라 1–3달까지 사

증상 및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는 장내의 해로운 균이나 독소

용해 볼 수 있다.58,59) 다음으로 Replace 단계는 장내 세균 불균형이

가 증가된 장점막을 통해 체내로 유입되면서 시작된다. 이미 많은

위산 저하나 소화 효소 부족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연구들에서 이러한 증상 및 질병의 발병 기전으로 새는 장을 제시

펩신을 함유한 베타인 염산이나 식초, 소화 효소제를 드리는 것이

하는 의미있는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다. 실제로 새는 장은 자가면역

다. 물론 새는 장의 원인이 위산 저하인지 소화 효소 부족인지 정확

질환, 간 질환, 당뇨병, 음식 알레르기, 과민성 장 증후군, 다당성 난

한 분석 방법은 아직 없기에 이 단계는 보통 Remove 단계를 거쳤음

소 증후군, 자폐증 등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따라서 새는 장 증후

에도 불구하고 장 증상이나 새는 장 증상 등이 지속되면 고려해 볼

군은 이러한 질병이 있는 환자에서 병태생리학적인 역할 뿐만 아니

만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Reinoculate 단계는 Remove 단계로 해로

라 감별되어야 요인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까진 새는

운 세균이 줄어든 상황에서 유익한 균이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

장과 이러한 질병들 사이에 인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대규모의

틱을 주는 단계이다. 그러나 새는 장과 관련 유익균의 치료가 새는

연구는 부족하기에 추후 연구들에서 새는 장이 질병 진행이나 발병

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최근 연구들이60) 보고되고 있으나 어떤 환

에 있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지 또는 이러한 질병의 결과로 새는

자에게 어떤 유익균을 주어야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장이 발생하는지에 연구가 좀 더 필요한 상태이다. 새는 장 치료에

없는 실정이다. Repair 단계는 손상된 장 방어시스템을 복구하는데

있어 비흡수성 항생제 및 유산균 섭취,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 변화

필요한 영양소를 주는 단계이다. 대표적으로 손상된 장점막에는 마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5R 프로그램 적용이 새는 장 회복에 있어 도

그네슘이나, 아연, 알기닌, 비타민 D, 글루타민 등이 도움이 된다는

움이 될 것이다.

연구 결과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Rebalance 단계는 새는 장에 원인이
될 만한 생활 습관, 즉 음주, 좌식 생활, 밀가루나 기름진 음식, 단

중심단어: 새는 장 증후군; 증가된 장 투과도; 장내 세균 불균형; 리

과일 선호 등을 제한하거나 운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외에

팍시민; 유익균

zonulin 길항제인 larazotide acetate 약물을 이용해 장 투과도를 호전
시킨다는 동물연구 결과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임상에서는 동물

CONFLICT OF INTEREST

연구에서처럼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Pore와 leak 경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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