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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와 종류

프로바이오틱의 정의로 1965년 Lilly와 Stillwell [1]은 ‘세균에 의해 만들졌고, 다른 세균의 성

장을 촉진한 물질’이라고 하였는데, 이후 많이 변화하여 최근의 정의로는 1998년 Guarner와 

Schaafsma [2]및 2014년 Hill 등 [3]이 ‘충분한 양을 섭취하였을 때 영양학적인 효과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라고 하였다. 국내적으로 식품안전관리청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제한된 시험 조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보건 효

과를 보여주는 미생물(유산균 등) 종으로, 2. 숙주의 장내미생물 균형을 유지 시킴으로써 유익한 

작용을 하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의미한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의 특성으로 1. 반드시 생균이어

야 하며, 대부분의 유산균이 해당되며, 2. 장관 내에서 유용한 효과가 있어야 하고, 독성이 없으며 

비병원성이어야 하며, 3. 장 내에서 유기산(lactic acid), 초산(acetic acid) 등을 생성하여 장내 환

경을 산성화시켜 유해균이 감소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4].

프로바이오틱스는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와 구별되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1-4세

대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으며 1세대는 프로바이오틱스, 2세대는 프리바이오틱스, 3세대는 프리

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합쳐진 신바이오틱스(synbiotics), 4세대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가 해당하며, 프리바오오틱스가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원료인데 반하여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사균이기 때문에 주로 유산균의 대사산물을 통해서 인체에 유익한 효과를 얻는데 유기산 효소, 

아미노산, 단쇄지방산, 펩타이드, 박테리오신 등이 속한다. 그렇다면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떤 관계일까? 유산균(lactobacillus)은 포도당이나 유당을 분해해서 유산이나 초산 등 유기산을 

만드는 세균으로,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 내에 속하는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를 같은 

개념으로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식품안정관리청에서 고시된 균주는 Lactabacillus에 해당하

는 11종, Lactococcus 1종, Streptococcus 1종 Bifidobacterium에 속하는 4종과 함께 Enteroccocus

속 균주 2종까지 총 19종이 있다. 이외에도 Saccharomyces와 같은 효모(yeast)도 외국에서는 사

용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중 하나이다. 많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서 요검사에서 나오는 경우를 

urobiome이라고 하는데, Lactobacillus 중 건강한 여성의 microbiota에서 주로 발견되는 종

(species)으로는 L. crispatus, L. inters, L. gasseri, L jensenii, L. reuteri 또는 L vaginalis가 있으

며, 이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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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프로바이오틱스의 국내 생산현황

식약처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균주의 strain명까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 전장유

전체(complete geneme), 염기서열, 유전체 분석자료 및 균주 기탁증 등 원료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후 안

정성 평가항목(항생제 내성, 용혈 활성, 독소 생성 및 대사성 특성)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아야만 한다.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건강기능식품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체수는 2012년 435개에서 2020년 521개

로 증가하였고, 품목은 2012년 12,495개에서 2020년 28,197개로, 생산액은 2012년 약 1조원(1,052,526,000,000원)

에서 2020년 약 2.2조원(2,264,166,000,000원)으로 약 2.2배 증가하였고 제조업체는 132개소로 조사되었다. 2020

년 기준으로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총매출액이 약 4800억원 이상으로, 홍삼 약 1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특히 

비타민 및 무기질 약 2760억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아, 기능식품시장 중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임을 알 수 

있다 [7].

1.3. 프로바이오틱스의 용량과 복용법

WHO에서 권장하는 유산균 섭취량은 1억에서 100억마리(cfu) 정도인데 유산균이 위에서 위산에 의해 쉽게 죽기 때

문에 기존의 제품들 중 권장량 이상의 함유량을 선전하는 경우도 있으며 시중에서 구입하는 제품들 대부분이 몇 가지에

서부터 많게는 10가지 이상의 미생물균이 혼합되어 있으며, 많은 제품들이 프락토올리고당(fructooligosaccharide)과 

같은 유산균의 먹이(프리바오틱스) 와 박테리오신(bacteriocin)과 같은 유산균 대사산물(포스트바오틱스)도 함유하

고 있어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제품들을 식후 바로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였으나 식후에는 위소화

액의 분비로 인해 균이 죽는 수가 많아져, 요즘은 아침 식전 공복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하는 경향

이 있다. 그러나 복용법은 제품들마다 캡슐 제조방법 및 성능에 따라 매우 상이하여 식후에 복용을 권장하는 제품, 식전

-식후에 관계없이 복용 가능한 제품, 복용시간을 제시하지 않은 제품 등 다양하므로 이를 확인 후 복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꾸준히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먹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담겨있

는 유산균이 반드시 내재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항생제와 함께 섭취하면 유익균이 사

멸될 수 있기 때문에 병용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항생제 복용 이후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

다고 언급하고 있다 [8].

1.4.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

프로바오오틱스의 효과에 대해서는 장 내에서의 효과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질이나 요로에서의 효과도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다. 먼저 항염증작용, 항산화 효과, 항암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유산균은 싸이토카인인 

TNF-a 생산을 감소시키고, IL-10 생산을 증가시키며, 대장암세포의 대장조직으로의 침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9-11]. 또한 활성산소(free radical)을 제거(scanvenger)하고, 다양한 항산화물질을 분비하여 항산화효

과를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12]. 항균작용과 관련하여 lactobacillus와 bifidobacterium은 E.coli의 장내 

침투를 감소시키고, 여성의 질에서 L. rahmnosus GR-1는 candida albicans의 대사활성도(metabolic activity)를 억제

하여 그 수를 감소시킨다 [13]. 또한 일부 strains은 세균에서 분비되는 항생제로 알려진 bacteriocin을 생산하여 세균

의 수를 감소시킨다 [14]. 유산균은 바이오필름 형성에 관여하는PHR1, ALS12 gene의 발현을 억제하기도 하며, 유산

균의 부산물(byproducts)은 대장균의 type 1, p-fimbriae가 코딩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여 부착능력을 방해한다 

[15]. 일반적으로 유산균의 정균적 효과(bacteriostatic effect)는 제한된 영양분, 부착위치를 놓고 요로감염균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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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는 것을 의미하며, 살균적 효과(bacteriocidal effect)는 H2O2, 락틱산, 박테리오신 등을 생산하여 세균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6]. 중요한 것은 유산균에 있어 이러한 효과가 균일한 것은 아니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다. 예를 들어 한 연구결과에 의하며 유산균의 82%에서만 H2O2를 만들며 68%에서만 bacteriocin을 만들었다 [17].

2. 프로바이오틱스와 요로감염

2.1. 국내 요로감염 유병률

방광염은 가장 흔히 발생하는 인체감염 중의 하나로, 약 반수 이상의 여성이 평생 1번 이상 경험하고, 이 중 1/3 정도

는 재발성 방광염을 경험한다 [18]. 국내 건강보험심평원에서 질병소분류(3단 상병) 통계를 통해 방광염(질병코드 

N30)을 검색해보면 2019년 환자 수 1,661, 839명을 정점으로 2020년에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는 1,573,392명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으며 연령별로 보았을 때 50-59세 사이의 환자 수가 725,152명으로 가장 많았고, 60-69세가 

686,815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또한 남자는 98,749명(6%), 여성은 1,542,798명(94%)으로 여성에서 주로 발생하

는 질환임을 알 수 있다 [19].

2.2. 요로감염의 발생기전에서 유산균의 역할

대장균과 같은 장내세균이 질을 거쳐 방광 내로 들어와 방광염을 일으킨다는 개념은 1970년대 초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요로감염성 대장균(uropathogenic E.coli)가 어떻게 방광염을 일으키는 지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계속되었고, 

최근에는 방광염이 대장균의 재감염(reinfection)으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포 내 집락(intracellular bacterial 

colonization) 형태로 숨어있다가 숙주의 환경이 나빠지면 재발을 일으킨다는 개념, 더 나아가 방광 및 요로는 무균적

(sterile)한 것이 아니라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개념까지 일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의 질에서 유산균인 

lactobacilli가 질염 및 방광염을 일으키는 유해균을 억제한다는 사실은 널리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1990년대부터 질

내 유산균, 대표적으로는 Lactobacillus rhamnosus GR-1과 Lactobacillus reuteri RC-14를 주어 방광염을 재발을 억제

하거나 또는 방광염을 치료하려는 연구가 시도되었고, 이러한 밑바탕에는 1980년대에 시행된 유산균에 대한 여러 연

구들이 있었다. 연구결과 요로감염성 대장균을 억제하는 균으로 알려진 유산균으로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균과 

Lactobacillus crispatus 등이 대표적이었다. 캐나다의 Reid 등은 위 두 가지 유산균을 매일 60일 동안 경구복용하였을 

때 질염 발생을 낮추었고(56일째 대조군 25명 중 4명(15%), 유산균군 23명 중 0명), 유산균을 복용한 군의 질에서 더 

많은 유산균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20]. Reid와 Bruce는 2005년 리뷰논문에서 그 작용기전에 대한 설명으로 

다른 연구자들이 L. acidophlus strain으로 일주일에 2번 질내 투여를 하였을 때 집락화가 되지 않고 요로감염 발생률

도 위약에 비해 효과가 없었는데, 반대로 본인들의 이전 연구에서는 L. rhamnosus GR1과 L. reuteri B54 또는 RC 14를 

질내 투여하였을 때 집락화가 되었고, 요로감염의 재발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는데, 결국 이런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질에서, 더 나아가 방광에서 집락화가 가능하냐에 달려있고, 이러한 능력은 유산균의 종에 따라, 종 내에서도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1]. 또한 본인들이 사용했던 두 가지 유간균의 특성 또한 다른데, GR-1 strain의 경우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를 만들지 않지만 bacteriocins과 바이오필름 형성에 영향을 주는 AI-1와 같은 인자

들을 만들고 IL-10을 감소시키는 능력이 있는 반면 RC-14의 경우 뮤신 분비를 증가시키고, H2O2를 만들고, 포도상구

균과 같은 세균에서 표현되는 독성인자(virulence factor)를 감소시키며 생물계면활성제(biosurfactants)를 분비하여 

대장균의 부착능력을 제한한다고 하였다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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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요로감염 예방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임상적 효과

그 동안 발표된 요로감염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기존의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점은 (1) 환자의 수가 100명 이상이 대규모 연구는 현재까지 3개밖

에 없다. (2) 프로바이오틱스에 함유된 미생물균의 종류, 양, 투여방법, 투여횟수와 간격 등이 연구들마다 다르다. (3) 

폐경 전, 후 등 환자가 균일하지 않고 배제기준(exclusion criteria)도 매우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2015년 발표된 코크

란 리뷰 논문에서는 재발성 요로감염에 대한 하나의 전략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지지하는 증거는 제한적인데, 그 증

거를 기초로 볼 때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점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23]. 2017년에 발표된 신경인성 방광 환자

에서 E.coli 83972 strain 및 E.coli HU2117 strain을 사용했던 세 개의 연구에 대한 리뷰에서는 110명을 대상으로 한 

위의 세 연구결과 요로감염의 위험률을 낮춘다는 증거는 매우 낮다고 하였다 [24]. 하지만 최근 2018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경구 또는 질로 투여한 유산균이 요로감염의 재

발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이는 메타분석에 적용한 연구가 이전 5개에서 9개로 늘었기 때문인데, 다만 소아, 

남성, 신경인성 방광, 장기간의 도뇨관 유치 환자 등에 있어서는 균주 및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고 하였다 [25]·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프로바이오틱스가 요로감염의 재발률을 낮추는 효과를 더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 방법에서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4. 질과 경구투여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질, 방광에서 집락화가 되는지 여부

앞서 언급한 리뷰에서 언급된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유산균의 질내 투여는 매일 또는 일주일에 1-2회 투여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되었는데, 요로감염 재발률의 차이가 없었다던 연구에서부터, 방광염 재발률을 6개월 째 47%에서 

21%로 줄였다는 연구결과까지 다양하였다 [26,27]. Morelli 등의 2004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L rhamnosus GR-1과 L. 

fermentum RC-14를 경구투여하였을 때 주로 2주째 질에서 집락화를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8]. 임상적으로는 질

내 투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경구투여가 더 편리하여 순응도가 높기 때문에 경구투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에대

한 연구도 보고되었고, 몇몇 연구에서는 유산균을 경구투여하였을 때 요로감염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

다. 그렇다면 이를 매개하는 중요한 기전은 경구투여한 유산균이 질 또는 질과 방광에서 집락화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가 될 것이다. 만약 질과 방광 모두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유산균이 있다면 그 유산균은 장, 질, 요로에서 모두 집락화가 

가능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는 것이 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오타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lactobacillus와 함께 가장 많은 양이 검출되고, 프로바이오틱스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bifidobactrium의 경우 장이

나 질, 구강, 모두 등에서는 집락화가 되지만 요로에서는 집락화가 되지 않아 사용되지 않는다. Wolff 등에 의한 2019

년 발표된 연구결과 Lactobacillus rhamnosus GR-2과 Lactobacillus reuteri RC-14를 경구투여한 2상 요마이크로바이

옴 연구에서, 투여한 유산균이 소변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마이크로바이오타 다양성(microbiota diversity)에도 유

의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29]. 따라서 아직까지는 경구투여한 유산균의 효과가 회음부 또는 질에

서의 집락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요로에서도 집락화가 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고 볼 수 있다.

2.5. 항생제 저향균과 프로바이오틱스

1940년 첫 B-lactamase를 가진 대장균이 발견된 이후 4,000개 이상의 비슷한 효소가 발견되었으며 현재 빠른 속도

록 증가하고 있는 ESBL, carbapenemases 등은 난치성 감염을 야기하고 있다 [30]. 그렇다면 항생제의 사용은 유산균

에 얼마나 해로운 것일까? 한 연구에서 70명의 여성에서 요로감염으로 항생제를 사용한 후 4-6시간 후에 질에서 sw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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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을 때 14%의 여성에서만 유산균의 집락화가 보였다는 결과를 볼 때 내재 유산균에 대한 항생제의 좋지 않은 효

과가 어느 정도 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31]. 항생제 못지 않게 살정제도 요로감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인데, 

살정제(spermicide)를 사용하는 임신방지 용품은 nonoxynol-9 성분을 사용하는데, 이 성분은 유산균은 죽이지만 대

장균은 죽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요로감염의 재발률을 높이는 위험인자가 된다 [30].

3. 결론

유산균이 질 내에서 요로감염의 재발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 밝혀진 사실로 최근에는 

방광에서도 건강인의 경우 유산균이 상재한다는 많은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유산균이 감소가 요로감염의 재발에 중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산균을 투여하여 요로감염의 재발을 막기 위한 많은 연구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시도되었

지만 그 방법이 표준화되지 못하고 많은 편향(bias)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메타분석 및 리뷰논문들에서 그 효

과가 입증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가능성마저 부인된 것은 아니었다. 최근 항생제 내성균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새로운 항생제는 개발이 더딘 만큼 향후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 연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유로박솜처럼 비뇨의학과 의사들의 활발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중요한 이유로는 내가 처방하는 특정 프로바이오틱스가 정말로 요로감염 예방에 효과적인지, 

집락화가 이루어지고 요로병원균을 막는 특성이 있는 지에 대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그에 반하여 프로바

이오틱스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많은 국내 대형 제약회사들도 뛰어들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전국민적인 관

심, 더 나아가 실제 구매는 매우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프로바이오틱스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유로박솜처럼 특정 제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지, 우리가 복용하였을 때 질이나 방광에서 집락

화가 되는지, 그곳에서 갖은 특성을 나타내는 지, 최종적으로는 임상적으로 얼마나 재발률을 낮추는 지, 부작용은 없는 

지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의사와 최종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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