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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이식이란

이 10억 달러를 넘어선다.1)
항생제 사용 대신 재발성 대장염을 치료하기 위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Clostridium difficile)은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활용하는, 대변이식(Faecal

장내 상재하는 기회감염 병원균이지만, 장 면역력이

Microbiota Transplatation, FMT) 개념은 1958년 소

강한 사람에서는 아무런 증상을 유발하지 않으며,

개되었다. 건강한 사람에서 채취한 대변의 건강한 미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 장내에서 높은 비율로 관찰

생물 집단을 환자의 대장에 이식해 병원균을 몰아내

된다. 설사나 위막성 대장염(Pseudo membranous

장내 미생물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이다. 2013년 재발

colitis; 재발성 대장염)을 치료하려고 항생제를 계속

성 대장염 환자 43명을 대상으로 코를 통해 소장 상부

복용하게 되면, 현재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고 있는

로 인간의 대변을 전달하는 임상시험이 네덜란드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숫자는 장내에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대변을 투입한 환자들은 바로 증상이 회

증가하게 되고 이들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 때문에

복되었으므로 예정보다 조속히 임상시험은 종료되었

심각한 중증 설사가 지속된다. 이를 클로스트리디움

다.2) 영국 NHS는 2008년 12월 Updated guideline on

디피실 감염(Clostridium Difficile Infection, CDI)

the management and treatment of Clostridium

이라 한다. 항생제를 중단하고 1~2주 지나면 설사

difficile infection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증세는 완화된다. 위장관 수술 후 또는 수술 전 쇠약
한 상태의 환자에서 항생제 투여로 발생하는 CDI는

대변은행(Stool Bank)

미국에서는 가장 흔한 병원 감염질환으로 2011년
50만 명 발생, 2만 9천 명이 사망했으며, 치료비용

장내세균에는 혐기성 세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 F. Lessa et al.(2015), “Burden of Clostridium difficile infection in the United States”, NEJM, 372:825-834.; 김자연(2014. 3.
28), 「영 C.diff 감염 대변이식 권장」, 『의학신문』
2) E. van Nood et al.(2013), "Duodenal Infusion of Donor Feces for Recurrent Clostridium difficile", NEJM, 368:40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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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에서 배양하여 적절한 세균 집단을 얻기 어렵

가 진단에서 놓친다고 예측하였다.4) 입을 통해 전염

다. 따라서 대변 또는 인공 대변을 사용하게 되었다.

되는 CDI는 집단 발병 위험성을 안고 있으나, 감염

미국 최초 대변은행은 기증받은 대변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2012년 보스턴에 설립된 비영리기관

경로 파악 등 측면에서 다른 병원균보다 예방관리가
어렵다고 한다.

OpenBiome이며, 현재 세계 최대 규모다. 2015년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10월까지 미국 49개 주와 7개 국가에 6천 건 공급했

나라에서 CDI는 10명 중 2명 비율로 재발한다.5) 아

다. 기증받은 대변은 분쇄, 살균, 여과를 거친 다음,

무튼 잘못된 진단으로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면 질

냉동 처리되어 장기 보관된다. 대신에 기증자에게

병이 심각해지거나 합병증을 초래하는 위험이 있다.

매일 40달러를 지불한다. 질환이 전파되는 것을 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Human Microbiome Project 등

리하기 위해 기증된 대변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연구 결과로 장내세균의 안전성은 더욱 확보되고 있다.

자가면역질환-소화기질환 등 만성질환이나 감염증

CDI 재발 예방약물로 Merck사의 Zinplava(bezlotoxumab)

등 109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며, 안전규정에 따라

는 2016년 6월 10일 FDA 자문위원회는 FDA에 허가

운영하고 있는 대변은행은 기증자의 등록을 의무화

권고하였고, 임상3상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 부작용을 추적해야 한다. 대변 시료는 고농도 형

CDI 백신이 대변은행의 경쟁대상이다.

태의 FMP 30, 저농도 FMP 250, 캡슐 제품 등 세

미생물을 이식하는 연구는 여러 증상을 대상으로

가지 형태로 분양된다. 이때 테스트 비용으로 지불

시도되고 있다. 제왕절개로 태어나는 아기는 정상

해야 하고, 또한 대변 분양비용은 시료 당 250달러,

분만으로 태어나는 아기보다 미생물총이 부족하므

캡슐 제품은 385달러이다.3)

로, 2016년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의 질

두 번째 대변은행은 AdvancingBio로 2015년 3월

내 미생물을 이식하여 아기의 부족한 미생물총을 회

캘리포니아 사크라멘토에 비영리기관으로 설립되

복시켰다.6) 그러나 효과가 입증된 것은 Clostridium

었다.

difficile 감염에 따른 재발성 대장염 치료 효과가 유
일하다. 한편 OpenBiome은 개인 대변을 보관하는

해결해야 할 과제와 국내 상황

PersonalBiome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자신의 아기
와 가족을 위해 보관하는 제대혈 보관 은행 사업 개

CDI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낮고, 감염 검사법이

념과 같다.

표준화되어 있지 못해 유럽에서 매일 74건으로 CDI

3) Chelsea Rice(2014. October 15), "A Poop Bank in Massachusetts will pay you $40 every day", Boston.com
4) Kerrie Davies et al.,(2014. December 6), “Underdiagnosis of Clostridium difficile across Europe: the European, multicentre,
prospective, biannual, point-prevalence study of Clostridium difficile infection in hospitalised patients with diarrhoea
(EUCLID)", Lancet Infect. Disease, Vol. 14, No. 12, p1208-1219.
5) 이정수(2014.12.24), 「항생제 투여 후 설사, C.difficile 감염부터 의심해야」, 『청년의사』
6) M. Dominguez-Bello et al.(2016. February 1), "Partial restoration of the microbiota of Cesarean-born infants via vaginal
microbial transfer", Nature Med., 22, p2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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