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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논단

Clostridium difficile(C. difficile)는그람양성, 혐기

성균으로포자를형성할수있으며사람에서는항생제관련

질병을일으킨다. C. difficile에의한감염은무증상보균상

태부터발열을동반한가벼운설사, 혹은가막성대장염까지

다양한증상을나타내며심한경우사망에이르기도한다(그

림1). 심각한발병증상과더불어1970년대중반으로가막성

대장염과의 연관성이 밝혀진 이래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

고있으며높은재발율을보이고있다. 최근에는증상이심

각하다는점, 발병률이증가하고있다는점, 재발율이높다

는점이외에도지역사회에서의감염이발견되고있다는점

에서Clostridium difficile infection(CDI)가주목을받

고있다. CDI는기존에는주로병원에입원한환자에서발병

하는것으로알려져있었으나최근에는외래환자는물론병

원과접촉이 없는 사람에게서도발병하는 사례들이 보고되

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지역사회에서의감염전파경로에

대하여자세히보고된바없다. 본논문에서는최근식중독

균으로새롭게조명받고있는C. difficile에대하여전반적

으로서술하고자하 다. 

Clostridium difficile-associated disease(CDAD)와

관련된질병발생이증가하고있다는보고는북미, 유럽지역

에서여러차례있었다. 캐나다의Quebec에서는1991년에

100,000명당 35.6명에서 2003년에는 100,000명당

156.3명으로증가하 고Montreal과Sherbrooke 지역

도비슷한증가율을보 으며이로인한사망률은3배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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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 difficile cause pseudomembranous col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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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증가하 다. 미국의경우Pittsburgh 지역에서1997년

에서2001년사이에100,000명당270명에서680명으로

증가하 고, 미국전역에서 1996년에서 2003년 사이에

CDI가2배증가하 다고보고한바있다. 지역마다차이는

있으나북미지역에서는지난10여년간전체인구에서발병

률이5배가량증가하 으며노인만을대상으로했을때는8

배가까이증가하 다. 유럽에서는독일남부지방조사결과

2000년에서2008년사이의발병률이8배넘게증가했고,

오스트리아는2003년777명에서2006년2,192명으로증

가하 다고보고되었다. 이밖에도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국, 네덜란드, 핀란드등유럽전역에서증가하고있다고

보고되고있다(그림2). 질병이증가하는것과동시에재발률

도크게증가하여중독성거대결장, 위막성대장염등심각

한증상을보이는경우가많고이로인해사망률도크게증

가하고있다.

C. difficile는기본적으로fecal-oral route를통해사

람에서 사람으로전파되며 주로의료시설에 입원한 환자들

사이에서 전파가 일어난다. 의료시설에서는 의료종사자의

손을통해서도쉽게전파가일어나며이밖에도보균자가사

용하거나 만진 시설물을 통해서도 감염이 일어난다. C.

difficile는포자를형성하여체외의다양한환경에서도장시

간생존할수있기때문에다양한경로를통한전파가가능

하다(그림3). 입을통하여체내로들어온C. difficile의

양세포는위산에의해거의사멸이되지만포자의경우위를

거쳐장까지도달하게되며이후bile salt에노출될경우포

자가발아하여 양세포가 되어증식이 일어나며장점막에

달라붙는다. 빈번한항생제처방에의해정상적인장내미생

물상(microbiome)이붕괴되면C. difficile의이상증식이

일어나며 그 결과 편모와 단백질가수분해효소를 이용하여

점막층을뚫고장세포까지도달하여콜로니를형성한다. 콜

로니를형성한C. difficile는독소를생성하여질병을일으

킨다. C. difficile는 enterotoxin인 toxin A와

cytotoxin인toxin B의두가지독소를생성하며독소와가

수분해효소의복합작용으로질병이발생한다. 두독소가작

용한 장소에서는 염증물질과 대식세포들이 생성되며 혈관

투과성이증가되고피조직간의연결부위가벌어지며상피조

직세포들이 괴사하기 시작한다. 가수분해 효소는 연결조직

을분해하고 장염과 위막을 형성하고위막성장염을 일으킨

다(그림4). C. difficile가이상증식을하게되는직접적인

원인은 bile salt에 의한 것이다. 담즙에서 나오는

primary bile salt는C. difficile포자가발아하는데필수

적인역할을하며발아후 양세포의성장을돕는다. 반면

에primary bile salt의대사산물인secondary bile salt

Pathogenesis와 bile salt와의 관계

Clostridium difficile: 새로운 식중독 세균의 출현?

<그림 2> The number of C. difficile infection in UK <그림 3> Route of C. difficile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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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포자발아와 양세포의성장을모두억제한다. Primary

bile salt는장내미생물의대사를통해secondary bile salt

로전환된다. 따라서항생제에의해장내미생물들이조성이

변화되면 장내에서 secondary bile salt가 감소하고

primary bile salt 농도가증가하여C. difficile가과다증

식하여질병이유발된다. 

CDAD 발생에는많은위험요소가존재하지만그중가장

중요한것이항생제처방이다. 항생제처방과관련된질병의

약 25%가 CDAD이다. 항생제처방에 의하여 발생하는

CDAD는C. difficile에감염된후에받는항생제처방뿐만

아니라감염전에처방받은항생제에의해서도발생한다. C.

difficile는 광범위 항생제로 사용되는 clindamycin과

fluoroquinolone계열의항생제에저항성을가지고있다고

알려져있다. 그러나지난몇년사이에CDAD 치료에효과

적이었던vancomycin과metronidazole에저항을가진

신종균이출현하여치료에실패하거나재발되는경우가발

생하고있다. 또다른중요한위험요소는나이다. 65세이상

의노인은65세이하에비하여CDAD의발병률과재발율이

현저하게높다. 노인층의발병률이높은것은면역력저하

에의해C. difficile독소에대한항체역가가낮아져더쉽

게CDAD가발병한다. 노인층의경우일반인보다면역력이

낮기때문에위막성대장염과같은중증질환에걸릴위험

이높으며재발율역시높다. 궤양성장염이나크론병같은

만성대장질환역시위험요소가될수있다. 기존에가지고

있던장내질환은감염율에는 향이없으나CDAD가발병

할경우중독성거대결장과같은심각한증상이더쉽게나

타난다. 대부분의CDAD의경우설사와복통정도에서그

치지만장내질환을가진경우CDAD 진행이빨라져생명

에위험을줄가능성이더높다. 이밖에도CDAD 병력이있

는사람과의접촉, 위장관계수술, PPI계열제산제, 장기간

입원, 노인요양원생활등이위험요소가될수있다.

Probiotics는항생제처방을받은환자의장내미생물군총

을 재건하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C.

difficile 감염에대한예방이나치료에는잘사용되지않는

방법이었다. 최근까지probiotics가CDAD의치료에효과

가있다는근거가미약했으며균혈증이발생할수있는위험

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제품의 표준화, 저장기간에

따른 미생물 숫자의 변화와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 한다.

Lactobacillus casei, Lactobacillus bulgaricus,

Streptococcus thermophilus와같은미생물이들어있

는 요구르트를 먹은사람에게서는 항생제 처방에도 불구하

고CDAD의위험이감소했다는보고도있으나실험대상이

제한적이었으며 결과해석이 복잡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더깊은연구가필요하다. 최근에는transfaunation 방

Probiotics

위험 요인

회원논단

<그림 4> Pathogenesis of C. diffic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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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Transfaunation은수의

학에서사용되던방법으로동물의위에서다른동물의위로

미생물을 옮겨 주는 방법이다. 사람의 경우 미생물 군총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가족의 대변으로부터 미생물을얻

어비강튜브나관장을통해CDAD 환자에게투여하는방법

이다.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실험적인 방법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C. difficile는주로의료시설로부터감염된다고알려져있

다. 그러나최근병원외부의다양한환경으로부터의감염

에대한근거들이증가하고있다. 해수, 강, 수돗물, 토양등

다양한환경에서C. difficile가검출되고있으며특히동물

과 식품에서 검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동물에서는 검출은

1980년대처음으로보고되었으나2000년대초반에이르러

서야동물장내질환과연관성이보고되었다. 이후분자생물

학기술을이용하여동물과사람에게서동일한타입의병원

성균주가검출된다는것이밝혀졌다. 따라서외부환경을통

해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최근연구결과에따르면개나고양이같은애완동물의

약10% 정도가C. difficile를가지고있다고한다. 아직까

지 애완동물에게사람으로 직접전염되었다는 보고는 없으

나PCR ribotype 027과같은고위험성균주가애완동물과

사람에게서 모두검출되는 것은사람으로의 전염 위험성이

있다는것을의미한다. 애완동물이외에도말, 소, 돼지, 닭

등에서도C. difficile가검출된다고보고되고있다. 말의경

우건강한말의약7%가C. difficile를가지고있으며따라

서식육으로사용되는말고기혹은말의대변으로만든유기

농비료에서 동물원성의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병원성미생물에대한치료를한후설사가발생한송

아지에대한미생물검사결과PCR ribotype 027, 078, 014,

017 같이사람에게서유행하는균주가검출이되었다는보

고도있다. 돼지, 소, 가금류와같은식육동물의새끼는성체

에비하여더흔하게검출된다고알려져있다. 

식품의 오염도는 나라 및 지역, 식품의 종류에 따라

0~42%로다양하게나타난다. 캐나다에서는2005년에약

10개월동안진행된연구결과60개의식육가공품중12개에

서병원성C. difficile의검출이보고되었으며다른연구에

서는214개제품중13개제품에서검출이되었다고보고하

고계절에따라검출율이달라겨울에가장많이검출된다

고보고되고있다. 미국에서는2007년3개월간진행된연구

에서 총 88개의 다양한 식육가공품에서 37건의 검출로

42%의높은검출율을나타내었다. 네덜란드에서는닭, 칠면

조, 양등을포함한다양한500건의식육제품중닭고기에서

만4건이검출되었으며스웨덴에서도육류제품82건의중2

건만보고되고있다. 최근연구에서는가금류에서부위에따

라3~18%의검출율을보 다. 이밖에도이탈리아의식용연

체동물에서49%에달하는높은검출율이보고되었고스코

틀랜드에서즉석섭취(ready-to-eat) 샐러드에서검출이되

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북미지역에서는 야채와 수산물에서

검출이보고되고있다(표1). 지난10여년간식품에서검출

식품에서의 C. difficile 검출

동물에서의 C. difficile 검출

Clostridium difficile: 새로운 식중독 세균의 출현?

표 1. Presence of C. difficile in retail meat products

Country Food products Positive/Total
samples (%) PCR ribotype

USA

Ground beef 13/26 (50.0) 027, 078

Summer sausage 1/7 (14.3) 027

Ground pork 3/7 (42.9) 027, 078

Braunschweiger 10/16 (62.5) 027, 078

Chorizo 3/10 (30.0) 027, 078

Pork sausage 3/13 (23.1) 027, 078

Ground turkey 4/9 (44.4) 078

Canada

Ground beef 11/53 (20.8) 077, M31, 014, M26

Ground veal 1/7 (14.3) M31

Gorund beef 10/149 (6.7) M26, 077, J, 014,
C, F, H

Veal chops 3/65 (4.6) M26, J, K

Nether-
land Meat products 4/500 (0.8) 001, 003, 087

Scotland Salad 3/40 (7.5) 017,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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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C. difficile의대부분이PCR ribotype 027, 078과

같은치명적인균주들이다. 검출율의경우북미지역이유럽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이는 실제 오염도의 차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서로 다른 검출방법에서 기인할 수

도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의한 모니터

링을 실시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환경에서C. difficile가검출되는것에비하여감

염은 주로 의료시설에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졌다. 의료시설

은사람이고 도로모여있고접촉이많은환경이기때문이

다. 그러나 최근 의료시설 외부에서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

다. 1995년스웨덴에서1,888건의C. difficile감염중28%

가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라고 보고되었고 1999년에는

267건중22%가지역사회감염이라고보고되었다. 2005년

네덜란드에서는81건중20%를지역사회에의한감염이라

고 보고되었다. 국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지난

1994년부터2004년10년간인구10,000명당0명에서18

명으로증가하 다고보고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결과들

의환자선정기준이다르며환자의연구규모가다르며또한

대상이정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으면감염인구가과대평

과될수도있다. 그러나지역사회에서의감염은분명히일

정규모 이상존재하며 이들의 감염원은지역사회의 다양한

환경으로부터유래한다는것을확실하다.

C. difficile은주로육류에서검출이되며식육동물의대

변이나육류가공중오염이발생한다고알려져있다. 그러나

식품에서검출되는C. difficile와CDAD의인과관계가확

실하지않으며C. difficile에의한식중독사고역시보고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ifficile 감염의 약

20~27%는의료시설이아닌지역사회에서발생한다. 최근

연구에따르면C. difficile가식품에서다양한육류제품에서

검출되며 또한검출되는 균주의타입도 사람에게 치명적인

균주타입과일치하 다. 북미및유럽지역의지역별검출결

과를보면C. difficile에오염된식품에노출될수있는것은

한정된지역과식품에의한것이아니고광범위한지역과다

양한 식품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C.

difficile이식품에존재하여사람으로감염되어질병을유발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식중독균(Emergic

pathogen)으로자리매김함에부족함이없을듯하다. 또한

C. difficile는주로식품에포자형태로존재하기때문에조

리과정중열에의해사멸되지않고살아남을수있으며섭

취후장내에서발아하여감염을일으킬가능성이있다. 따

라서C. difficile의pathogenesis에대한구체적인연구

와오염된식품섭취에의해CDAD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

식품안전관리기술개발이필요하다.

C. difficile은감염이되어도증상이없지만항생제처리

로장내microbiome이변화되었을경우, normal flora에

의한secondary bile salt가형성되지않는다. 이러한조건

에서primary bile salt에의해포자가발아하고증식되어

다양한증상의질병을일으킨다. 흥미롭게도전세계의다양

한육제품에서사람에게질병을유발하는것과동일한타입

이균주들이분리되고있다. 따라서오염된식품섭취에의

해질병이발생할가능성이존재하기때문에새로운식중독

균으로조명받고있다. 그러나국내에서는식중독균으로인

지도가낮으며단편적인연구가진행되고있다. 따라서국내

에서도 다양한 식품에서의 모니터링, 미생물위해평가

(microbial risk assessment) 및저감화/관리기술개발

을바탕으로C. difficile에대한식품안전전략을수립하는

것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맺음말

식중독균으로서의 가능성

지역사회에서의 C. difficile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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