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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제(Probiotics)와 신생아 괴사성 장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강릉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진현승

Probiotics and Necrotizing Enterocolitis
Hyun-Seung Jin, M.D.
Department of Pediatrics, Gangneung Asan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Ulsan University, Gangneung, Korea

Necrotizing enterocolitis (NEC) is the most common serious disease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in preterm infants. Although the
pathogenesis of NEC is completely unknown, enteral bacterial growth plays in such disease. The immature development of the
preterm gut and the exposure to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environment along with associated treatments promotes inappropriate intestinal colonization with a predominance of pathogenic organisms. Probiotics are the dietary supplements, containing
potentially beneficial bacteria or yeast and may offer potential benefits for preterm infants by increasing mucosal barrier function,
improving nutrition, up-regulation of the immune system, reducing mucosal colonization by potential pathogens, and altering the
key components of intestinal inflammation. Larg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have shown its effectiveness in the probiotics of the
prophylaxis for NEC and mortality. However, important questions remain in establishing the clinical applications for the probiotics,
including the optimal duration of administration as well as preferred probiotics dose and species. Further,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the interaction of the probiotics and gut. More additional clinical studies are needed to determine the safety and efficacy of
the probiotics in the prophylaxis of 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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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등이 주요한 원인들이다4-7). 이 중 미숙아의 장내 병원성 균주

서론

의 비정상적 정착으로 인해 부적절하게 증가된 염증반응이 주요한
신생아 괴사성 장염은 미숙아 치료에 있어 가장 흔한 심각한 장질

병리기전 중 하나이고8), 이러한 장내 세균을 이로운 균주의 정착으

환 중 하나로 극소 저체중 출생아 중 약 7-14%에서 발생한다1). 이러

로 바꾸어 적절한 장점막과의 상호작용으로 신생아 괴사성 장염을

한 신생아 괴사성 장염은 심각한 후유증과 합병증을 남기기도 하고

줄이고자 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어왔고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들을

약 15-30%에 이르는 사망률을 보이는 위중한 질환임에도 최근 20

얻고 있어 미숙아 치료에 있어 정장제(probiotics)의 사용에 있어 근

2,3)

년동안 그 발생률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신생아 괴사

거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probiotics의 일반적인 내용과

성 장염의 병리학적 기전은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

신생아 괴사성 장염의 예방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간략히 정리

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른 재태연령, 수유진행, 장허혈, 장내 세균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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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균의 성장과 활동에 도움이 되는 소화가 잘되지 않는 올리고

본론

당류(oligosaccharides)와 inulin과 같은 물질을 prebiotics라 구분
하고, probiotics의 효과에 prebiotics를 첨가한 제품을 synbiotics라

1. 정장제(Probiotics)란?

명하기도 한다12).

Probiotics에 대한 연구는 1908년 메치니코프(Elie Metchinikoff)
의 불가리아 농부에서 장수의 원인이 발효유 섭취와 연관이 있다는

2. 장내 세균총의 정착

보고9)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여러 연구들에 의해 장내 정상 균총의

태아와 마찬가지로 출생 시에는 신생아의 장관은 무균상태이나

조성을 좋게 만들어 숙주에 이로움을 주는 미생물의 조합이라는 개

이후 급격히 장내세균들이 정착하게 된다15-17). 이러한 장내세균들의

10)

념으로 발전하였다 . 이러한 probiotics에 속하는 균종으로는 대표

정착은 출생 시 산모의 질을 통해, 음식을 섭취하고 환경에 노출됨으

적으로 Lactobacillus군과 Bifidobacterium군을 포함하여 효모인

로서 이루어지며 균주의 종류와 정착시기는 재태연령, 분만방식, 수

Saccharomyces군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 균주는 Table 1과

유형태, 산모의 probiotics 복용력, 면역상태, 항생제 사용경험 등 많

같다.

은 요소들에 의해 달라진다18-22)(Fig. 1).

이러한 균주들이 probiotics로 이용되기 위한 조건들로서는 비병

신생아에서 12-24시간이내에 장내세균들이 정착하게 되며 이러

원성 균이어야 하고 인체에서 유래된 균주이며 위산이나 담즙 등의

한 장내세균의 종류는 식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모유수유

소화 과정에 살아남아 실제 기능을 하는 대장까지 도달해야 하며

를 하는 신생아의 경우 Bifidobacterium과 Lactobacillus 속들이 우

장 상피세포에 부착되어 숙주에게 이로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겠

세하게 되고, 분유수유를 하는 신생아는 Bacteroides, Clostridia,

다11).

Enterobacteriaceae속들이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 생후 6개월경에

Probiotics로 이용되는 균주들은 대체적으로 발효성(fermentive),

는 분유수유아에서도 Bifidobacteria가 주종을 이루지만 모유수유

조건 혹은 절대 혐기성 미생물(obligatory, or facultative anaerobic

아에 비해 그 수가 적고 더 복잡한 성향을 띤다20,23). 생후 12개월경에

organisms)에 속하며 특징적으로 비운동성과 다양한 모양을 지닌

는 모든 영아에서 균총의 조성이 어른과 비슷해 지며 한번 조성된

다12). 이들 미생물들은 특징적으로 젖산을 생산하며, 근원적으로 인

장내 균총은 비교적 일생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며 영구적으로 변화

간 장내에서 병원성 미생물들보다 우세한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특

시키기 어렵다.

성은 저분자 대사 부산물로서 짧은 사슬 지방산 특히 butyrate의 생
산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다13,14).

3. 장의 방어력과 Probiotics의 작용기전

최근에는 probiotics의 개념이 확대되어 probiotics에 사용되는

반응을 통해 병원균들과 각종 항체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Table 1. Classificaiton of Probiotics

Lactobacillus

Streptococcus (Enterococcus)

Bifidobacterium

Saccharomyces

일반적으로 장은 국소적 비특이적인 장벽방어와 세포특이 항체

L. acidophilus
L. plantarum
L. casei
L. bulgaricus
L. salivarius
L. reuterii
L. rhamnosus strain GG (LGG)
S. thermophilus
S. faecium
S. faecalis
S. diacetilactus
B. breve
B. longum
B. infantis
S. boulardii
S. cerevisiae

있다. 이러한 국소 장벽방어에는 섭취된 연관 항체와 병원균을 파괴
하는 위산과 소화효소, 세균의 부착을 방해하는 점액의 생산, 항원항체 복합체와 병원균의 정체를 막는 규칙적이고 활성화된 연동운

Fig 1. Factors that influence intestinal bacterial colonization of newborn.
Adopted from Renu, et al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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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장내로의 항원의 유입을 막아주는 secretory Ig A 등이 있다. 또

자극 등에 의해 조절된다24,26,27)(Table 2).

한, 세포특이 항체반응에 의해 국소 혹은 전신 면역기능 과 염증반
응을 조정함으로 방어체계에 도움을 준다24). 장은 위와 같은 여러 방

4. 미숙아와 신생아 괴사성 장염

법에 의해 그 자신을 병원균과 항체 등의 위해 요소로부터 자체적으

신생아 괴사성 장염은 미숙아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장관계 응

로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지만 적절하고 다양한 장내 세균의 구축

급질환이다. 보고에 의하며 1,500 g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에서

으로부터도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착된 장내 세균과 장 상

10%이상에서 발견되고 30%에 육박하는 사망률을 보이며 생존한

피세포간의 적절한 기능은 장의 면역기능과 염증반응에 핵심적 역

신생아 중에서도 약 25%에서 장기 후유증을 가지는 위중한 질환이

할을 하며 이러한 기능 없이는 숙주의 면역체계 전체가 적절히 기능

다1-3). 이 질환의 원인과 병리 기전은 복합적인 인자들의 상호작용으

을 못할 정도로 중요하다25).

로 설명되고 있으며 미숙아, 장관의 미성숙(장운동 미성숙, 장관 방

건강한 장내 세균과 숙주의 상호작용이 하는 중요한 기능으로는
온전한 점막장벽의 유지, 적절한 균주의 정착, 전반적인 장내 면역학

어벽 미성숙), 장허혈, 장관 영양, 병원균의 정착 등이 연관이 있는 것
으로 연구되고 있다4-7).

적 방어의 활성화, 장 염증반응의 조절 등이 있다. 장내 세균에 의한

앞서 설명한 여러 장내 세균과 장점막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괴사

장점막 장벽의 유지는 점막 투과성의 감소, 점액 생성의 증가, 장

성 장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미숙아에서

tight junction의 강화, 세균이동의 억제 등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으

probiotics를 복용하는 시도들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특히 미숙아

로 설명되고 있다. Probiotics는 장내에 병원체가 들어오면 이를 파괴

는 미숙한 장기의 발달로 감염에 취약하고 모유나 우유의 섭취가 지

하고 병원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물질을 만들어낸다. 또 젖산을 자극

연되고 인규베이터나 집중치료실 내의 환경적 영향으로 장내세균의

하여 장의 산도를 떨어뜨리며 스스로 박테리오신(bacteriocin), 과

정착이 지연되고 잦은 항생제 사용과 스테로이드 등 면역력을 약화

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biosurfactant 등을 만들어내기도

시킬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더욱 probiotics로 인한 효과가

하여 병원체에 대한 면역반응을 향상시킨다. Probiotics는 또한 점막

기대되는 집단이다.

의 secretory Ig A와 짧은 사슬지방산의 생산증가와 혈액 내 백혈구
식균작용을 증가 시킴으로서 장내 면역체계와 전신 면역체계에 영

5. 신생아 괴사성 장염에서의 Probiotics 연구

향을 미친다. 장내 염증반응은 전구 염증 사이토카인들의 생성감소,

신생아에서의 probiotics연구는 주로 식이 진행의 원활함과 신생

항염증 사이토카인들의 생성증가, Th1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들의

아 괴사성 장염의 예방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여러 연구

Table 2. Proposed Benefits of the Microbial-Host Interaction
Benefit

Mechanism

Maintain mucosal barrier integrity

Reduce of mucosal permeability
Increase mucus production
Strengthen intestinal tight junctions
Inhibit bacterial translocation

Regulate appropriate bacterial colonization

Modulate microflora growth and adherence
Produce substances toxic to aerobic bacteria
Reduce of intraluminal pH
Compete against pathogenic bacteria for binding sites

Activate general intestinal immune defenses

Increase fecal Ig A
Enhance mucosal Ig A response
Produce of short chain fatty acids
Increase blood leukocyte phagocytosis

Modulate intestinal inflammation

Increase T cell and macrophage production of cytokines
Increase production in anti-inflammatory cytokines
Decrease proinflammatory cytokines
Promote Th1 cytokine profile

Adopted from Camilia, et al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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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었지만 본 종설에서는 주로 이중 맹검 무작위 대조 연구들
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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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에서 특별한 부작용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연구에서 probiotics투여가 신생아 괴사성 장염을 의

1997년에 일본에서 91명의 극소 저출생 체중아들에 대한 pro

미 있게 감소시키지는 않았다. Manzoni 등33)이 극소 저체중 미숙아

biotics의 장내 정착과 식이 진행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28). 평균

들에서L. rhamnosus (6×109 CFU/day)를 투여한 2006년 연구에서

재태연령이 28주인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들을 대상으로 prbiotics

는 신생아 괴사성 장염(2.5%versus 5%,P=0.51)과 패혈증, 사망률에

9

군에서는 B. breve를 하루에 5×10 균주를 투여하여 대조군에 비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장내 Candida균주의 정착률과 그 정

해 대변에서 더 높은 정착률을 보였고(73% versus 12%), 출생 후 2,

도를 의미 있게 낮춘다고 보고하였다. Rougé 등34)이 프랑스에서 실

4, 6주에서 73%, 82%, 92%로 천천히 정착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

시한 연구에서도(재태연령 32주미만,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생후

였다. 또한 수유 장애가 적고 수유 진행이 빨라 생후 30일 후 체중증

2주 이내에 probiotics [L. rhamnosus GG, B. longum BB536; 1×

가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었다.

108 CFU/일]를 퇴원 시 까지 복용한 군과 대조군으로 총 94명에 대

2002년 이탈리아에서 실시된 다기관 이중 맹검 무작위 대조군 연
구29)에서는 재태연령 33주 미만,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매일 Lac

해 연구) 패혈증, 신생아 괴사성 장염, 퇴원 시 사망률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obacillus GG (6×10 CFU)를 수유 시작 시부터 퇴원할 때까지 투

2009년에 Samanta 등35)이 발표한 연구는 재태연령 32주 미만, 극

여하였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probiotics 투여군에서 통계적 유의를

소 저체중 미숙아 총 186명을 대상으로 네가지 probiotics 혼합물(B.

보이지는 않았지만 낮은 신생아 괴사성 장염 발생률과 패혈증, 요로

infantis, B. bifidum, B. longum, L. acidophilus, 각 2.5×109 CFU 2

감염률을 보였다.

회/일)을 퇴원 시 까지 복용하는 군과 대조군과 비교연구였고, pro

6

2005년 Bin-Nun 등30)이 보고한 이스라엘 연구에서는 세가지
9

probiotics를 사용하였고(B. infantis 0.35×10 organisms/day, B.
9

biotics투여가 완전수유에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시킴을 확인하였고
(13.76±2.28 versus 19.2±2.02; P<0.001), 신생아 괴사성 장염 발생

9

bifidus 0.35×10 organisams/day, S. thermophilus 0.35×10

률도 의미 있게 줄었다(5/92 [5.5%] versus 15/95 [15.8%]; P=0.042).

organisms/day), 교정연령 36주까지 투여하였다. Probiotics투여군

마지막으로 2010년 Sari 등36)이 실시한 연구에서는 재태연령 33주

에서 Bell 2단계 이상의 신생아 괴사성 장염의 발생률이 의미 있게

미만, 극소 저체중 출생아 221명 중 probiotics투여군에서는 L. spo

줄었고(1% versus 14%, P=0.013), 심한 괴사성 장염도 적게 발생하

rogenes (3.5×108 CFU/일)를 퇴원 시까지 투여하였으나 사망률 혹

였다. 하지만 패혈증의 발생에서는 차이가 없었다(43% versus 33%,

은 신생아 괴사성 장염의 발생률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수유장애

P=0.28).

의 발생은 감소됨을 확인하였다(49/110 [44.5%]versus 70/111 [63.1
31)

같은 해에 대만의 Lin 등 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극소 저체중 출생
8

아 367명의 모유수유아들을 대상으로 L. acidophilus (2×10
8

organisms/day)와B. infantis (2×10 organisms/day) 두 가지 균주

%];P=0.006).
대표적인 신생아 괴사성 장염에 대한 예방적 probiotics투여 연구
들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를 투여하였고 probiotics투여군에서 사망 혹은 신생아 괴사성 장

Probiotics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짐에 따라 수 차례의 메타분석

염 발생률의 감소(5%versus 13%), 진단 시 2단계 혹은 3단계의 신생

연구가 행해졌고 각 연구마다 차이가 조금씩은 있지만 probiotics의

아 괴사성 장염(1.1%versus 5.3%), 패혈증 발생률(12%versus 19%),

사용과 신생아 괴사성 장염 발생률 및 사망률의 감소에의 연관성에

패혈증 혹은 신생아 괴사성 장염 발생률(13% versus 25%), 신생아

대한 근거들이 증가되고 있는 경향이다37-40). 그 중 가장 최근 2011년

괴사성 장염, 패혈증 혹은 사망의 발생률(17% versus 32%) 등에서

의 Cochrane분석에서는 미숙아에서 예방적 probiotics투여에 의한

모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이후 2008년에는 동일 저자의 주도하

심한 신생아 괴사성 장염과 패혈증 그리고 사망률에 대한 효과를 분

32)

에 대만의 7개 신생아 집중 치료기관의 공동연구가 진행되었다 . 이

석하기 위하여 이전 16개의 연구결과들을 분석하여 probiotics 투여

연구에는 극소 저체중 출생아가 연구군과 대조군 각각 217명이 참여

가 2단계 이상의 심한 신생아 괴사성 장염 발생률(typical RR 0.35,

9

하였고, 투여된 probiotics는 L. acidophilus (1×10 CFU)와 B.
9

bifidum (1×10 CFU)을 하루에 2회씩 6주간 투여하였다. 이전 연구

95%CI 0.24 to 0.52)과 사망률(typical RR 0.40, 95%CI 0.27 to 0.60)
의 감소와 통계적 유의성을 보고하였다40).

와 마찬가지로 사망 혹은 신생아 괴사성 장염의 발생률과 2단계 이
상의 심한 신생아 괴사성 장염의 발생률이 의미 있게 적었고(4/217

6. Probiotics 사용에의 제한점

versus 20/217, P=0.002; 4/217 versus 14/217, P=0.02), probiotics투

위의 여러 probiotics 사용에 대한 임상 연구결과에서 신생아 괴

14

HS Jin • Probiotics and Necrotizing Enterocolitis

Table 3. Clinical Trials of Probiotics for the Necrotizing Enterocolitis Prevention
Source

Birth Weight/GA

Probiotics

<1,500 g

BB

0.5×109 organisms once daily from first
feed for 28 days

Gut colonization by BB

< 33 wk or <1,500 g

LB-GG

6×109 CFU once daily from first feed until
discharge

UTI, sepsis, NEC

Bin Nun et al30). 2005

<1,500 g

BI, ST, BBB

BI 0.35×109 CFU, ST 0.35×109 CFU, and
BBB 0.35×109 CFU once daily from first
feed to 36 wk corrected age

NEC

Lin, et al31). 2005

<1,500 g

LB-A, BI

LB-A 1004356 and BI 1015697 organisms
twice daily from day 7 until discharge

NEC or death

Manzoni, et al33). 2006

<1,500 g

LB-C

6×109 CFU once daily from day 3 of life to
6 wk or discharge from NICU

Gut colonization by Candia
species

<34 wk and <1,500 g

BBB, LB-A

2×109 CFU/d for 6 wk

NEC or death

Kitajima, et al28). 1997
Dani, et al29). 2002

Lin, et al32). 2008
35)

9

Samanta, et al . 2009

<34 wk and <1,500 g

Rougé, et al34). 2009

<32 wk and <1,500 g

BB-LG, LB GG

36)

<33 wk and <1,500 g

LB-S

Sari, et al . 2011

Dosage and Duration

BBB, BB-L, BI, LB-A 2.5×10 CFU/d until discharge

Primary Outcome

NEC, TFF, sepsis, death,
and hospital stay

1×108 CFU/d until discharge

Enteral feed intake at day 14

3.5×108 CFU from first feed to discharge

NEC or death, Feeding
tolerance

Abbreviations: GA, gestational age; BB, Bifidobacterium breve ; LB GG, Lactobacillus GG ; SB, Saccharomyces boulardii ; BI, Bifidobacteria infantis ; ST,
Streptococcus thermophilus ; BBB, Bifidobacterium bifidus ; LB-A, Lactobacillus acidophilus ; LB-C, Lactobacillus casei ; BB-L, Bifidobacterium lactis ; BBLG, Bifidobacterium longum ; LB-S, Lactobacillus sporogenes ; CFU, colony-forming units; UTI, urinary tract infection.
Adopted from modified Sari, et al36) and Deshpande, et al39).
사성 장염과 사망률 감소에 상당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실제 임상에

불구하고 적절한 용법과 사용기간, 알맞은 균주의 종류 및 안전성 등

서 적용하기에는 여러 제한점들이 있다. Probiotics는 이전 여러 신생

의 제한점들이 있어 향후 좀더 많은 연구들과 적절한 가이드라인 개

아들에 대한 연구로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심각한 이상반응이 거의

발이 필요한 상태이다.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소아에서 극히 드물게 보고
되는 Lactobacilli 패혈증의 경우를 보면 심각한 상태의 미숙아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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