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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시작, 입속세균관리, 잇몸누수 방지(2)
3. 대장암과 푸소박테리움(Oral-Gut Axis)

소박테리움의 유전자를 비교했더니, 완전히 같은 균주

질환을 넘어 치주질환→당뇨라는 영향의 방향 역시 확

(strain)임이 확인됩니다. 입속세균인 푸소박테리움

대되어 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방통행이 아닌

이 소화관은 통해서나 누수되는 잇몸누수를 통해 혈관

쌍방영향이라는 거지요. (Preshaw, Alba et al. 2012)

을 타고 대장조직까지 가서 암을 일으킨 것이지요. 이
중에서도 특히 혈관이 좀 더 유력한 경로로 꼽히고 있
습니다. 말 그대로 잇몸누수를 통한 구강→대장으로의
전이(Oral-Gut Axis)라는 겁니다.
그럼, 대장암 환자의 입속세균관리를 통해 구강의 푸
소박테리움을 줄여준다면, 환자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
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미
그림 1. 대장암의 원인균으로 지목되고 있는 입속세균, 푸소박테리움.
푸소박테리움은 염증을 유발하는 한편 숙주의 면역을 억제함으로서
암의 시작과 진행 전이를 촉진한다. (Wu, Li et al. 2019)

입속세균이 이러저런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정황은

한 연구는 대장암 환자들과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장암 환자들의 구강 내에서 푸소박테리움이
훨씬 더 많이 검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Guven, Dizdar et al. 2019)

많은 문헌들에서 확인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도 가장 인과관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는 곳은 대장암
(CRC, Colorectal Cancer) 분야로 보입니다.

4. 만성질환
21세기 들어 마치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고혈압, 당

모든 암이 그렇듯, 대장암 역시 유전자나 생활습관,

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바이옴을 포함해 여러 요인들이 위험요소로

건강검진 수치에서 혈압이나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

지적되어 왔는데, 그중에서도 입속세균인 푸소박테리

다면 쉽게 약을 처방하고 먹는 것을 연상하는데, 그것은

움(Fusobacterium nucleatum)이 그 구체적 원인자

금물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

입속세균은 혈압을 조절하는 산화질소의 재순환에 핵

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죠. 또 그것을 평생 먹어야 할 듯한 흐름이 많은데, 부

심역할을 합니다. 이른바 산화질소의 장타액순환이지

일단 대장암 조직을 채취해 PCR 검사를 해 보면, 그

작용 많은 약들을 평생 먹어야 한다면, 그 부작용 역시 클

요. (Tribble, Angelov et al. 2019) 당연하게도 치주질

곳에 푸소박테리움이 많이 검출됩니다. 또 같은 대장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긴 호흡으로 보면, 내 몸에 아무 증

환이 있으면 혈압이 높습니다.(Aguilera, Suvan et al.

암 환자라도 푸소박테리움이 검출된 환자와 그렇지 않

상도 없는데 약을 늘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불과 2-30

2021) (그림 2) 평균 수축기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3 정

는 환자들의 예후를 비교해 보면, 푸소박테리움이 검

년 밖에 안 된 매우 기괴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는 수축기 혈압이 대개는 고혈

그림 2. 치주치료를 통해서만, 수축기혈압을 3.36 정도, 이완기혈압을
2.16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Aguilera, Suvan et al. 2021)

출된 대장암 환자의 예후도 좋지 않고 생존율도 떨어

물론, 이런 만성질환은, 실제로 우리 건강과 생명을

집니다. 실험실에서 암조직과 푸소박테리움을 함께 배

위협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을 만들 수 있는 위험요소

양하면, 암의 증식이 더 많이 됩니다. 푸소박테리움이

(risk factor)이긴 합니다. 해서 운동과 건강한 음식,

고지혈증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영

Fad라는 효소를 포함해 이러저런 분자적 작용으로 암

스트레스 조절 등 생활습관으로 관리를 해야겠죠. 그중

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Su-Jin Han and Yi 2019)에

의 시작과 증식, 전이, 예후 등을 악화시킨다는 거지요.

에 저는 입속세균관리도 중요한 한 몫을 차지할 수 있

의하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Wang, Liu et al. 2021)

다고 생각합니다. 치주질환이 이런 만성질환을 가져오

게서 더 높고 (186 vs 192)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 이라 알

고 악화시킬 수 있다는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으니까요.

려진 LDL이 치주질환이 있으면 더 높으며 (110 vs 113) 흔

을까요? 바로 입속세균입니다.(Komiya, Shimomura

당뇨가 있으면 치주질환이 생기고 악화시킬 수 있다는

et al. 2019) 대장암 조직의 푸소박테리움과 타액의 푸

것은 오래된 담론입니다. 최근으로 올 수록 당뇨→치주

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알려진 HDL 이 치주질환이 있으
<54면에 계속>
면 더 낮다고 합니다. (52 vs 48) 

그러면, 이 대장암 조직의 푸소박테리움은 어디서 왔

압의 기준인 140 내외 정도에 모여 있어 혈압약을 먹고
말고를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갈림길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