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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중의 엔도톡신 노출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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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 to Environmental Endotoxin and Health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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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crobes such as bacteria, fungi, archaea, protists, and viruses are ubiquitous and people are exposed to

them continuously. Endotoxin is a component of the outer membrane of Gram-negative bacteria and a

potent proinflammaotry substance. When a person is exposed to environmental endotoxin, an innate

immune response is initiated upon the initial recognition and this response produces various inflammatory

mediators and recruits inflammatory cells to the exposed tissues. A purified chemical form of endotoxin

is called lipopolysaccharide (LPS), and the lipid A portion of the molecule is a biologically active moiety.

Exposure to endotoxin may result in various complex health effects depending on time, route, and dose of

exposure, as well as host susceptibility. Gene-environment interactions play important roles in health

effects of endotoxin exposure, e.g. development or aggravation of asthma. To accurately assess exposure

to endotoxin in environmental or epidemiologic studies, methods of sampling, extraction, and analysis must

be carefully selected since the selected methods may substantially affect analytical results and there is no

internationally-agreed standard method to date. The lack of a standardized method hampers the

establishment of exposure-response relationships. While an internationally-agreed health-based exposure

limit does not exist, the Dutch Expert Committee on Occupational Safety recently recommended 90 EU/m3

as a health-based occupational exposure limit. The current article reviews various scientific issues on how

we measure environmental endotoxin and the health effects of endotoxin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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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생물은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 중에 어디에나 존

재한다. 인류는 항상 주변 환경 중에 존재하는 이런

미생물들에 노출되면서 생활해 왔으며, 이런 노출로

부터 건강을 유지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매우

섬세한 면역학 반응체계를 발전시켰다. 이들 중 그

람음성균은 세포 외막에 endotoxin (이하 ‘엔도톡신’)

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우리가 이들에 노출

되면 우리 몸은 균의 세포벽 성분인 엔도톡신을 감

지하여 즉시 선천면역반응 (innate immune system)

을 개시한다. 적응면역(adaptive immune system)을

발동시키는데 최소 3-4일 정도 걸리므로,1) 그 사이

균이 신체 내에서 빠르게 증식하기 전에 선천 면역

을 통해 1차적으로 신체를 보호한다. 선천면역반응

결과 신체는 여러 가지 염증(inflammation)과 관련

된 세포들을 감염(노출)된 조직으로 모으고 면역매

개 물질(cytokine)들을 분비한다. 따라서 염증현상은

†Corresponding author: Division of Respiratory Disease Studies,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USA, Tel: +1-304-599-5184, Fax: +1-304-285-5820, E-mail: ymi5252p@gmail.com

Received: 3 July 2014, Revised: 5 August 2014, Accepted: 18 August 2014

초청논문 Invited review



266 박주형

J Environ Health Sci 2014; 40(4): 265-278 http://www.kseh.org/

우리의 몸을 감염으로부터 일차적으로 보호하기 위

한 기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염증의 대표적 증

상 중의 하나가 발열이므로 엔도톡신도 발열물질

(pyrogen)로 간주된다.2) 하지만 이러한 염증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날 경우에는 신체보호를 위한 기전이

오히려 해가 되어 내독소혈증(endotoxemia)을 유발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3) 환경 중의 엔도

톡신에 노출되었을 때도, 이러한 염증반응이 유발되

어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론에서 자세히 논의 한 것처럼 환경보건분야에

서 지난 20-30여년간 엔도톡신에 대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가 이루어졌으나, 우리는 아직도 환경 중의

엔도톡신 노출이 건강에 초래하는 다양한 영향과 그

생리학적 및 병리학적 발생기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노출평가를 위한 환경 중 엔도

톡신 측정 및 분석 방법들 역시 완전하지 못하여,

국제적으로 동의한 표준화된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엔도톡신과 관련된 노출평가 및 건강장해에

관해, 환경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엔도톡신에 대한 전반적인 개

괄 및 소개를 통해 엔도톡신에 대한 더 많은 연구

자들과 연구지망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하여 작

성되었다. 그러므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세부 고찰

을 지양하고, 노출평가 방법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중심으로 지난 20-30년간 주요 이슈나 쟁점이 되

었던 분야에서 보고된 연구 중에서 선별된 주요 연

구논문들을 통해 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각

각의 세부 분야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논의는 본 논

문의 의도와 범주를 벗어나므로, 본 논문을 통해 엔

도톡신 연구에 흥미를 느끼는 독자는 참고문헌란에

열거된 논문들과 이들 논문들에 인용된 연구들을 참

고하기 바란다.

II. 엔도톡신의 구조와 특성

1. 명칭

엔도톡신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과학자 Richard Pfeiffer가 비브리오 콜레라

(Vibrio cholerae)균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독소를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이다. 두 가지 독소

중의 하나는 기존에 이미 알려진 외독소(exotoxin),

즉 세균이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독소(일반적으로

단백질)의 특성(열에 약하다는 특성)과 잘 부합된다

는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두 번째 독소는 반대로

열에 저항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 독

소가 콜레라균의 세포가 파괴될 때 세포 밖으로 빠

져 나온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들이 대부분 균의 내

부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endo

(“내부”라는 뜻)와 toxin(독소)이라는 단어를 조합한

endotoxin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엔도톡신은 대부분 균의 내부에 존재하는 독소가 아

니라, 오직 그람음성균 세포 외막의 구성성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엔도톡신 이라는 말은

Richard Pfeifer가 생각했던 내독소가 아니므로, 사

실은 잘못된 명칭이라고 보아야 한다.4) 엔도톡신은

열에 저항성이 있으며, 토끼에 이 독소를 주입하면

발열을 하기 때문에 발열독소(pyrotoxin)라고도 불려

졌다.5)

2. 엔도톡신의 화학구조

엔도톡신이 처음으로 정제되어 지질다당류

(lipopolysaccharide, 이하 ‘LPS’)라고 명명된 것은 20

세기 초이다.6) 분자 구조에 다당류와 지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화학 구조상의 명칭이

다. 일반적으로 LPS는 정제된 형태의 화학물질을 일

컫는 반면에, 엔도톡신은 이런 LPS가 균의 다른 세

포 성분들(예를 들면, 단백질이나 phospholipid)과 함

께 붙어있는 상태로 존재할 때를 말한다.7) LPS는 균

들 사이에 구조적 변이가 비교적 적은 지용성의 지

질 A(lipid A)와 균에 따라 당의 길이나 구성이 다

를 수 있는 수용성 탄수화물 사슬(carbohydrate chain)

로 구성되어 있다(Fig. 1).5) 탄수화물 사슬은 다시

소당류(oligosaccharide)로 구성된 코어(core) 부분과,

균의 종과 균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4-5개의 소

당이 반복된 다당류 O-antigen으로 구분된다.8,9) 그

람 음성균에 감염되었을 때 신체는 균이나 균주에

따라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이들 O-antigen에 대하

여 특이적인 항체를 만들어 낸다. 

LPS 화학구조에서 엔도톡신 노출로 인한 생물학

적 독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질A이다(Fig. 2).3)

이 지질 A에는 인산 염이 붙어있는 glucosamine 두

개가 1번 탄소와 6번 탄소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phosphorylated β-1,6-linked D-glucosamine disaccharide).

이들 인산 염은 지질 A에서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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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핵심 부분으로 만일 이들 인산 염이 제거되면

독성도 함께 제거된다.10) 또한 diglucosamine에는 균

의 속과 종에 따라 탄소의 수가 다른 긴 지방산 4-

6개가 붙어있는데, 이 지방산의 제 3번 탄소에는

hydroxyl group이 붙어있는 것이 특징이다.11,12) 지질

A의 분자구조와 관련하여 엔도톡신 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인산염의 존재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disaccharide backbone의 유형

(diglucosamine 이 가장 독성이 강함), 지방산의 길

이 (12개 혹은 14개가 독성이 강함), 지방산의 수(6

개가 독성이 강함) 및 지방산의 비대칭적 분포이다.

이런 분자의 구조적 특징이 지질 A의 3차원 구조

(three-dimensional conformation)를 결정지으며, 이

3차원 형태가 독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되었다.11)

세균의 종이 다르거나 혹은 같은 종 내에서도 균주

가 다르면 지질 A의 화학구조가 달라지고, 엔도톡

신의 생물학적 독성도 달라진다.11) 따라서 환경 중

의 엔도톡신이 어떤 종류의 그람음성균에서 분비 되

었는지에 따라 엔도톡신의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정

도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엔도톡신은 생물학적 효능이 매우 강력하여 10-15

mole 정도의 극히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신체 내에

서 생물학적 반응(본 논문의 4장 첫째 항목 참조)을

일으킬 수 있다. 10-15 mole은 약 100개의 그람음성

균에 있는 LPS의 양에 해당한다.9,13) 지질A는 지용

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들이 그람음성균의 세포외

벽을 구성하고 있을 때는 세포벽의 안쪽에 묻혀있다

(Fig. 1). 그람음성균에 감염된 직후, 선천면역반응

활성화 과정에서 신체내의 특정세포는 LPS를 인식

함으로써 균의 침투 사실을 알게 된다. 균이 용해되

어 세포벽이 파괴되거나 균이 세포분열을 하는 과정

에서 일부 엔도톡신이 균 세포 밖으로 분비되면, 지

질이 밖으로 노출되게 된다.3,7) 하지만 이들이 세포

의 외 막에 묻혀있을 때는 신체가 엔도톡신을 인지

하기 어려워진다. 환경중에 엔도톡신은 LPS 분자 단

독, 파괴되지 않은 균, 파괴된 균 조각의 형태로 혹

은, 이들이 공기 중에 떠 다니는 다른 입자들에 부

착되어 이들과 함께 부유할 수 있다.7)

3. 엔도톡신 검출환경

그람음성균이 대부분의 환경에 존재하므로 엔도톡

신도 거의 모든 환경에 존재한다. 살균 환경이라 하

더라도 죽은 균이나 균 조각들이 있으면 엔도톡신은

존재한다. 즉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실내 및 실외

환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의 작업환경에

서 우리는 엔도톡신에 항상 노출되며 살고 있다. 이

러한 사실이 바로 엔도톡신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하지

Fig. 1. The cell wall of Gram-negative bacteria. Note that lipid A is imbedded in the outer membrane. 



268 박주형

J Environ Health Sci 2014; 40(4): 265-278 http://www.kseh.org/

만 수분이나 양분의 증가와 같이 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환경보다 더 높은

농도의 엔도톡신에 노출되게 되어 건강장해가 발생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4장 참조). 

III. 엔도톡신 측정방법

작업환경에서 엔도톡신에 노출되어 생기는 건강장

해에 대한 연구보고는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이유 중

의 하나가 바로 그 당시까지만 해도 환경 중의 엔

도톡신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법이 개발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이다.14) 1956년 Fred Bang

이 처음으로 그람음성균에 감염되어 죽은 참게

(horseshoe crab)에서 혈액 응고를 관찰하였다. 그 후

Fred Bang을 비롯해 그의 동료 연구자 Jack Levin

및 다른 많은 연구자들이, 이들 참게의 amoebocytes

세포내의 과립(granule)에 혈액응고 인자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 참게는 1억 5천만년 동안 모양에 변

화가 거의 없는 생물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린

다. 특히 Jack Levin이 이들 참게에서 혈액세포 추

출액을(lysate) 성공적으로 준비하면서부터, 응고인자

를 이용한 엔도톡신 분석법이 개발되었다.15,16) 이들

참게가 기나긴 시간 동안 멸종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다 물 속에 무수히 존재하는 그람

음성균이 체내에 침투했을 경우, 이런 혈액응고 기

전을 통해 균이 퍼지는 것을 신속히 막아낼 수 있

었기 때문이다. Jack Levin의 첫 번째 성공 이후 이

들 참게(Limulus Polyphemus, 북미에 번식하는 참게

의 분류학 명칭)의 혈액세포 추출물을 사용하는 생

물학적 분석법이 더 발전하였다. 이 방법은 민감도

가 매우 좋아, 1977년 미국 식약청이 의약품이나 의

료장비 최종 제품에서 엔도톡신 검사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한 이후, 엔도톡신 분석법으로 가장 보

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7) 이 생물학적 분석법을

Limulus amoebocyte lysate(이하 LAL) assay라고 부

른다. 이 생물학적 분석법 이외에도, 연구의 목적에

따라 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GC-MS)

를 이용한 화학적 분석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1. Limulus amoebocyte lysate (LAL) assay

LAL에는 엔도톡신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

백질 분해 효소(proteolytic enzyme) factor C가 있

다. 이 factor C가 엔토톡신에 의해서 활성화 되면

서 다른 단백질 분해 효소들도 연쇄적으로 활성화되

며, 최종적으로 혈액 응고반응을 일으키는 효소가 활

성화 되어 응고반응이 발생한다(Fig. 3). LAL에는

곰팡이의 세포벽 성분인 (1-3)-β-D glucan과 반응하

는 효소(factor G)도 있으므로 엔도톡신 측정 시 이

들의 간섭작용을 막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LAL

를 이용하여 엔도톡신을 측정하는 데는 크게 2가지

방법, 즉 탁도 측정법과 발색법이 있다. 응고반응으

로 생긴 응고물질로 인해 증가한 탁도를 측정하는

Fig. 2. The structure of lipid A in endotoxin of

Escherichia coli. 

Fig. 3. The cascade of endotoxin detection in Limulus

amoebocyte lysate (LAL) assay. Stared or red-

colored enzymes denote ‘activated enzymes.’ To

avoid interference by presence of (1→3)-β-D-
glucan in sample extract, the cascade reaction

through factor G should be blocked.



환경 중의 엔도톡신 노출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269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4; 40(4): 265-278

방법이 탁도 측정법이다. 반면 활성화된 응고 단백

질을 이용해 발색단(chromophore)이 있는 화학물질

을 분해 함으로서 발색단이 내는 색깔을 측정하는

방법이 발색법이다(Fig. 3). 두 방법 중 발색단을 이

용하여 spectrophotometer로 색깔을 측정하는 방법

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이들 각각의 방법은 다

시 일정시간이 지난 후 반응을 중지시켜 광도를 측

정하는 end point방법과, 엔도톡신과 factor C간의

효소-기질간 반응속도를 이용하는 kinetics 방법으로

나뉜다. kinetics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반응 측정치

가 일정 수준을 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onset time방법과, 효소와 기질간의 최대 반응속도를

측정하는 Vmax방법이 있다.18) 앞서 언급한 것처럼

LAL방법은 민감도가 매우 높아서,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ml당 최소 10개의 Escherichia coli균 만

있어도 엔도톡신을 검출 할 수 있다.19) 이렇게 측정

된 엔도톡신은 상대독성(relative potency)을 나타내

는 EU(endotoxin unit)라는 최종 단위로 보고 된다.

LAL분석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측정법이긴 하지만 이 방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많이 연구되어 왔다. 이중에서 간섭작용은 실

험결과의 특이도 및 정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앞에서도 언급

한 것처럼 LAL은 곰팡이의 세포벽 성분인 (1-3)-β-

D glucan과도 반응하므로, lysate에서 이들 간섭작용

의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분석 시료 추출물

에, 엔도톡신과 lysate의 factor C와의 반응 및 그 후

의 연쇄반응을 간섭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간섭 요인에는 pH, 이가 양이온

(divalent cation), 킬레이트제(chelating agents), 기타

방해 단백질, lysate에있는 효소 단백질을 비활성화

시키는 화학물질(예를 들면 알코올이나 페놀 등), 플

라스틱 용출물질, 혹은 지질이나 liposome등이 있다.

다행히도 이러한 간섭작용의 많은 부분이 희석을 통

해서 제거되거나 완화 될 수 있다.20,21) 이를 dilution-

dependent interference라고 부른다. 그러나 LAL방법

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분석결과에 이러한 간

섭작용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매 실험에 spiked sample을 분석하여 회수율을

확인한다. 또는 동일 시료를 연쇄적으로 희석한 4개

내지 5개의 시료를 모두 측정하여 데이터 분석시에

시료의 회기분석선과 검량선간의 평행성을 평가하는

parallel line estimation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20-23)

한편 희석을 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는 간섭작용도

간혹 발생한다. 이를 dilution-independent interference

라고 하며, 이런 경우에는 재실험을 하는 방법 외에

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 따라서 하나의 희석시료

만 분석하여 검량선의 회귀분석 식으로 역 계산하여

농도를 유출하는 기존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간

섭작용으로 인한 부정확한 결과의 산출 가능성을 항

상 검토해야 한다.22,23) 또 LAL 분석법의 또 다른 단

점은 참게의 포획 시기나 포획된 참게의 영양상태에

따라서 같은 제조업체의 lysate라고 하더라도 제조시

기에 따라 추출된 lysate의 생물학적 활동도가 다르

다는 것이다.21) 이를 lot-to-lot variability라고 일컫는

다. 따라서 많은 시료를 분석해야 하는 연구조사의

경우에는 모든 시료를 동일한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동일한 lot의 lysate를 사용하여 엔도톡신을 분석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편 2003년 세계적인 생명과학 기업 Lonza가 유

전자를 재조합하여 합성한 단백질 Factor C(rFC,

recombinant Factor C)를 개발하여 시장에 선을 보

였다.24) 이 합성 단백질 rFC를 이용한 분석법은 (1-

3)-β-D glucan으로 인한 간섭작용이 없고, lot-to-lot

활동도 변이를 참게 lysate의 lot-to-lot변이 보다 줄

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5) 따라서 북미나 동남아

연안에 서식하는 이들 참게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

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합성 단백질을 이용

한 rFC분석법은 차후 참게의 포집이 어려워 질 경

우 LAL분석법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26)

 

2. 화학적 측정법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LPS의 지질A

에 붙어있는 3-hydroxylated fatty acids(3-OHFA)

를 가수분해 한 후, 유도체를 만들어 이를 GC-MS

로 분석한다. 이 방법은 엔도톡신의 생물학적 독성

과는 상관없이 시료 추출액 중에 있는 모든 종류

의 LPS를 분석한다는 장점이 있다.12,27-29) 이는 참

게의 혈액 추출물을 활성화시키지 못하여 생물학적

독성이 측정되지 않는 LPS일지라도, 사람에게는 독

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분석법은 시료

추출물에서 탄소수가 각기 다른 3-OHFA를 모두

분석하여 LPS의 총 양을 정량한다. 즉 탄소의 수

가 10, 12, 14, 16, 그리고 18개인 3-OHFA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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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이기 위해서는10-16개 탄소 3-OHFA만을

분석함) 각각의 양을 측정한 후 합산하여 전체 3-

OHFA양을 계산한다. 이 분석법에서 측정된 탄소

수가 다른 지방산은 속이나 종이 다른 그람음성균

에서 나온 것이다 (예를 들어, E. coli와 Salmonella

species는 3-OHFA의 탄소길이가 14개이다). 하지

만 이 방법은 LAL방법에 비해 민감도가 크게 떨

어지므로, 특히 저농도 엔도톡신 노출 영향을 연구

하려면 오히려 민감도가 높은 생물학적 독성을 측

정하는 LAL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다

른 그람음성균에서 생긴 서로 다른 엔도톡신들은

그 생물학적 독성이 모두 다를 수 있는데, LAL 분

석법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점이 모두 감안된 시

료별 총생물학적 독성에 대한 측정 결과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GC-MS보다 민감도와

특이성을 증진시킨 GC-tandem MS(GC-MS/MS)를

이용하는 방법 또한 보고되었다.29)

3. 시료포집, 보관 및 추출방법

환경시료에서 엔도톡신을 분석할 때 시료 포집, 보

관 및 추출 방법의 차이에 따라 같은 시료를 분석

하더라도 10배 혹은 그 이상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30) 미국에서 농업분진(닭 사육장, 돼지 사육장,

및 동물사료 제조공장에서 채취한 분진)과 면 분진

을 사용하여 실험실간의 차이를 평가한 Round Robin

연구가 진행되어 보고되었다.30-33) 연구결과 이들 실

험실이 동일한 시료를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엔

도톡신 추출/분석법이 다름으로 인해 실험실간 분

석결과가 크게 다르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반면 추

출방법과 분석법을 통일 시켰을 경우에 실험실간의

변이가 크게 줄어 들었다는 사실도 관찰되었다.30,34)

여러 연구진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시료 포집/추출

방법들 중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보고되었다: 공기 시료

포집 과정에서는, 샘플러 유형(three-piece closed-

face cassette, button sampler, IOM sampler,

dustfall collector), 필터 타입(polycarbonate, glass

fiber, PVC, polytetrafluoroethylene, cellulose-based

filter media), 필터 사용 전 엔도톡신 제거를 위한

필터 전처리 유무, 펌프 유속 등이 보고 되었고; 추

출과정에서는, 추출 용액의 차이(pyrogen free water,

버퍼 사용, Tween 20 첨가), 추출 용액의 양과 추출

방법의 차이(shaking, sonication, votex, ultrasound

water bath), 원심기의 사용 유무 등이 보고 되었으

며; 그리고, 최종 추출액의 보관에서는, 보관 온도

(냉장, 냉동보관, 냉동금지)등의 요인들이 보고되었다.7)

지난 1998년에서 2009년 사이 미국, 유럽 표준화

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캐

나다,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료 포

집, 보관 및 추출에 관한 표준 방법을 각각 권고하

였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분석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7) 이는 어떤 환경에서

발생한 엔도톡신(source of endotoxin) 포집시료를

분석하느냐에 따라,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

료 포집, 보관 및 추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32,33,35)

따라서 모든 유형의 엔도톡신 시료에 획일적으로 적

용시킬 수 있는 하나의 표준분석법을 제안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IV. 엔도톡신 노출과 건강장해

1. 엔도톡신의 면역학적 고찰

그람음성균이 포유동물의 체내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이들은 패턴 인식체계(pattern recognition system)

에 의해서 즉각 인지되는데, 이는 선천면역의 핵심

이다. 이 인식체계에서 그람음성균은 세포벽의 구성

성분인 LPS에 있는 지질A 분자구조에 의해서 인지

된다. 먼저 LPS는 기도의 표면에 있는 액(fluid)이나

혈청에 존재하는 단백질 LBP[LPS-binding protein,

지질 전송 단백질(lipid transfer protein)]에 의해 인

지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LPS 분자는 수용성과

지용성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LPS

분자는 서로 엉겨 지용성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수용성 부분이 밖으로 노출된 집합체(aggregate)를

형성한다. 이 때 단백질 LBP는 이런 LPS집합체에

서 LPS단일체(monomer)를 떼어내어 LPS분자의 지

질 A와 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한다. 이런 복합체

를 통해 LPS는 단핵세포나 대식세포의 세포벽에 있

는 CD14 수용체나 혈중의 CD14단백질로 용이하게

전달되고 이들 수용체와 쉽게 결합하게 된다.36-39) 이

들 LBP-LPS-CD14 복합체에서 CD14은 톨라이크/

MD-2복합 수용체(receptor complex)로 LPS를 이동

시켜 톨라이크 수용체(toll-like receptor)가 LPS를 인

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40,41) 패턴 인식체계 최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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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은, 지질A에 있는 지방산은 MD-2와 결합하고 글

루코스 아민(glucoseamine)에 붙어있는 인산그룹은 톨

라이크 수용체와 수소결합을 통해 상호작용 한다고

본다.42,43) 톨라이크 수용체는 세포벽을 가로질러 세

포 내부에까지 이르는, 선천면역에서 핵심역할을 하

는 신호전달 분자이다. 톨라이크 수용체에 의해서 활

성화된 세포는 세포 내 신호전달(signal transduction)

체계를 개시한다. 그리고 신호전달체계 일련의 반응

들을 거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coding하는 유전

자(DNA)의 전사 및 번역을 통해 염증을 유발하는

시토킨(proinflammatory cytokine)들과 type 1 IFN

(interferon)의 합성을 유도한다. 이런 일련의 반응결

과로 그람음성균에 대항하는 선천면역반응이 개시된

다.41,44) 엔도톡신 노출에 의해 분비되는 염증성 시토

킨으로는 IL-1β, TNF-α, IL-6, IL-8등이 있다.45)

2. 작업환경에서의 엔도톡신 노출과 직업성 질환

엔도톡신이 연구되고 측정된 작업환경들로는 농업

작업환경 (낙농장, 돼지축사, 가금류 축사, 동물사료

제조, 곡물저장소), 폐기물 처리관련 작업환경 (폐기

물 수집, 컴포스팅, 하수처리), 여러 가지 산업환경

(목재소, 절삭유 사용, 담배제조, 면제조, 감자가공, 및

유리섬유 제조 공장, 양조장) 및 실내 작업환경 등이

있다. 이들 작업환경 공기중의 엔도톡신 농도는 미검

출에서부터, 목재소에서 측정된 40,000 EU/m3, 곡물

및 채소 보관 창고에서 측정된 380,000 EU/m3, 아

울러 약초나 곡물처리 공정에서 측정된 >106EU/m3

의 농도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46-49) 하지만 이들

각각의 연구조사에서 보고된 농도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어느 작업환경이 더 높고 낮음을 논의하기

는 쉽지 않다. 각 연구마다 사용된 엔도톡신 추출

및 분석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

럼 추출 및 분석방법이 다를 경우 같은 시료에 대

해서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공기 중의

엔도톡신 흡입을 통해 노출되게 된다. 흡입된 엔도

톡신은 앞서 기술한 선천면역과정을 통해 기도에 다

량 존재하는 폐포 대식세포나 타입 II 상피세포를 활

성화시켜 염증성 시토킨들을 분비하게 한다. 이중에

서 IL-8은 주화성 시토킨(chemokine)으로 다형핵 호

중성 백혈구(polymorphoneuclear neutrophils: PMNs)

나 다른 과립백혈구(granulocytes)를 폐로 이동시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45) 또한 흡입 노출 24시

간 후 사람의 혈중에서 C-reactive protein 수치 (간

세포가 IL-1, IL-6, 그리고 TNF-α에 의해 활성화된

것을 나타내는 단백질)와 혈중 LBP 수치가 높아지

는 것이 관찰되었다.50) 또한 엔도톡신에 노출된 사

람의 폐나 기도에서 일차적으로 분비된 시토킨은 혈

중으로 이동하여 발열(fever), malaise, 두통과 같은

전신 반응을 일으킨다.51) 

폐나 기도에서 생기는 염증반응과 혈중 시토킨의

증가로 생기는 systemic 반응은, 엔도톡신 흡입노출

로 인한 급성 및 만성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가장 중

요한 메커니즘이다. 급성 건강장해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건기침, 흉부 조임(chest tightness), 호흡곤란,

관절통, 피로 및 독감증상 등이 있다. 보통 발병 24

시간 후에는 사라지는 Monday fever, mill fever,

humidifier fever, 혹은 printer fever등은 엔도톡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기도염증의 결과로 인한 증상

을 나타내는 용어들이라고 볼 수 있다.14,52) 엔도톡신

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급성 증상들 이외에

도, 기도나 폐의 만성 염증으로 인해 만성기관지염,

천식, 또는 폐 기능저하 등이 생길 수도 있다.53-56)

특히 이러한 만성 엔도톡신 노출과 만성 기도염증으

로 인해 생긴 천식은 IgE를 매개로 해서 생기는 알

레르기성 천식이 아닌, 비알레르기성 천식(non-allergic

asthma 혹은 non-eosinophilic asthma)으로 보여진다.57)

반면에 엔도톡신에 장기간 반복 노출 시에는 급성증

상에 대한 저항성(tolerance)이 생길 수도 있는데, 노

출이 중지되면 저항성은 며칠 내에 사라진다.58) 이

런 저항성 반응으로 인해 엔도톡신 노출로 인한 건

강장해가 한층 더 복잡해 질 수도 있으므로 관련 연

구시 고려해야 한다. 

3. 생활환경에서의 엔도톡신 노출과 천식

1) 천식(Asthma)

천식은 폐로 공기가 드나드는 기도에 만성 염증이

생김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질환으로 유전적 소

인과 환경 인자에의 노출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

다. 전형적 천식발작 증상으로 천명, 호흡곤란, 흉부

조임, 및 기침 등을 들 수 있다. 천식이 심한 환자

의 경우에는 수면 중에 호흡곤란으로 깨는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만성 기도염증이 지속되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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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기도 벽의 개조(remodeling)가 생기게 된

다.59-61)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천식은 주로 알

레르기 항원에의 노출로 인한 아토피 질환으로 이해

되었다. 하지만 최근 10여년간의 연구 결과에 의하

면 천식에는 2가지의 표현형(phenotypes)이 있는데,

기도 염증이 주로 Th2(T helper 2 cell) 형 시토킨

에 의해 생기는 경우와 Th1형 시토킨에 의해 생기

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알레르기성 천식(allergic

asthma) 혹은 호산성 천식(eosinophilic asthma) 이라

고 불리우며,62) 후자는 비알레르기성 혹은 비호산성

천식이라고 불리 운다. 본 고찰 논문에서 천식을 비

교적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엔도톡신 노출, 선천

면역반응, 그리고 알레르기성 혹은 비알레르기성 천

식이 서로 복잡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다. 특히 첫 몇 달 내의 신생아가 엔도톡신을 포함

한 환경미생물에 노출되는 것은 신생아 면역체계 성

숙과정에서 알레르기성 천식의 발생을 억제하는 면

역체계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엔도톡신에의 노출과 어린이 천

식 발생에 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

아왔다.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성인 혹은 어린이 천식 환자

들 중에 알레르기성 천식은 기껏해야 50%를 넘지

않으며, 빈곤한 나라일수록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63,64) 또한 알레르기성 물질이 천식발생

기전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결

과는 그리 많지 않다.1) 이처럼 천식환자중 비알레르

기성 천식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은 아주

흥미롭다. 이런 비알레르기성 천식의 발생기전에 깊

이 관여하는 것이 바로 선천면역이며, 엔도톡신과 깊

은 연관성이 있는 톨라이크 수용체와 CD14은 선천

면역 메커니즘의 중심에 있다. 따라서 엔토톡신의 노

출과 비알레르기성 천식과의 관련성 역시 흥미 있는

분야가 아닐 수 없다.

 

2) 위생가설(Hygiene Hypothesis)과 환경 엔도톡신

위생가설은 1989년 David Strachan이 건초열(hay

fever),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습진 등과 같은 아토

피성 질환이 아이들 형제수가 많거나 위생상태가 덜

양호한 가정에서 그 유병율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

면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65) 그는 산업혁명 이후 건

초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경향 또한 이런 위생환

경의 개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즉 위

생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감염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런 아토피성 질환이 증가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

만 나중에 연구자들은 농사를 짓는 농촌 가정환경에

서 자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건초열,

아토피성 감작, 아토피성 천식의 유병률이 낮다는 사

실을 관찰하였다.66) 아울러 농촌환경과 도시환경에

서의 노출 차이는 바로 엔도톡신에 있다는 연구 결

과들도 발표되었다. 즉 알레르기성 천식을 포함한 아

토피성 감작(allergic sensitization)의 유병율이 환경 중

의 엔도톡신 노출과 역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67-69)

즉 단순한 감염의 감소라기보다는, 더 위생적인 생

활환경에서 엔도톡신 노출이 감소됨으로써 아토피성

질환이 증가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생활환

경 중의 엔도톡신 노출은 어린이에게서 알레르기성

천식의 발생을 막아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비알레

르기성 천식의 발생 위험을 높이거나, 혹은 이미 천

식이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는 그 중증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는 다중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

식과 관련된 엔도톡신은 노출시기와 노출정도(dose),

그리고 노출경로(route) 및 노출자의 유전적 소인에

따라 그 역할 및 영향이 다를 수 있다.70) 즉 신생아

가 엔도톡신에 노출되는 경우와 면역체계가 완성된

후의 어린이나 어른이 엔도톡신에 노출되는 경우, 건

강에 영향을 미치는 면역학적 메커니즘은 완전히 다

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엔도톡신 노출 농도와 노출

자의 유전자형의 차이는 엔도톡신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45,71) Reed와

Milton은 노출 농도가 높으면 어린이 알레르기성 천

식이나 감작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농도가 좀 낮으면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농도

가 아주 낮으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고 제안하였다.45) 물론 이 보고서에도 노출기준 농

도에 대한 제안은 없다. 엔도톡신에 직업적으로 노

출되는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노출 농도는 가

정에서의 노출치보다 훨씬 높으며 이런 고농도의 노

출은 비알레르기성 천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위

험인자로 알려져 있다.14,45,55) 하지만 여기에 노출자

개개인의 유전자 차이까지 고려하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하게 노출 농도에만 국한시킬 수 없어

보인다. 유전자형의 차이에 따라서 노출농도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엔도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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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체인 CD14 단백질을 coding하는 유전자의 다

형성(polymorphism) 및 유전자와 환경 간의 상호작

용은 천식의 발생 혹은 악화에 매우 중요한, 하지만

매우 복잡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

한 논의는 본 논문의 목적과 범주를 벋어나므로, 관

심이 있는 독자는 인용된 논문과 그곳에 실린 연구

결과 들을 참고하기 바란다.55,71,72) 결론적으로 엔도

톡신 노출과 알레르기성 및 비알레르기성 천식은 노

출시기, 노출농도, 노출경로, 그리고 유전적 소인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억제 기전이

매우 복잡하며,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노출 농도

만으로는 예측하기 힘들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출생 후 몇 개월 내에 신생

아가 환경 중의 미생물 군체에 노출됨으로 인해 생

기는 ‘전반적 선천면역반응’이 알레르기성 천식 발

생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다.62) 이는 엔

토톡신하고만 복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CD14수용체가, 다양한 다른 미생물 인자들과도 상

호 작용하여 이런 선천면역 반응를 활성화시킨다는

면역학적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3) 즉 CD14

은 엔토톡신 이외에도, peptidoglycan(모든 박테리아

의 세포벽 성분), lipoteichoic acids(그람양성균의 세

포벽 성분), chitin(곰팡이 세포벽 성분), 박테리아

lipoproteins 및 lipoarabinomannan(Mycobacterium세

포벽 성분) 등 여러가지 다양한 박테리아 성분들과

도 반응하여 이들과 복합체를 형성하는 수용체인 것

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인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

려진 10개의 톨라이크 수용체들과 CD14은 패턴 인

식수용체를 통한 선천면역체계의 활성화에 매우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제 “위생가설”은 이러한 새

로운 과학적 발견들에 근거해 기존의 페러다임을 넘

어 새롭게 해석된다. 즉 면역체계 성숙과정에서 엔

도톡신 뿐 만이 아니고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 군체(microbiota)에의 노출 경험이 신생아들

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달라진 생

활환경(위생환경 개선, 식생활의 변화, 및 항생제 사

용 등)은 신생아들에게 이러한 적절한 미생물 군체

에의 노출기회를 감소시키거나 신생아의 체내에 이

미 존재하는 미생물 군체를 교란시키게 된다. 이런

달라진 환경이 Th1과 Th2 type 세포간의 섬세한 균

형이 이루어진 면역체계의 성숙을 방해하게 되며, 결

국 알레르기성 반응을 유도하는 면역체계 형성 가능

성을 높인다는 것이다.71,73,74)

3) 생활환경에서의 엔도톡신

생활환경 중의 먼지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 엔도톡

신이 검출되는데, 우리가 마시거나 샤워에 사용하는

수도물도 예외는 아니다.75) 미국 하바드 대학의 연

구팀은 보스톤 근교의 20개 가구를 대상으로 동일

한 가정 내에서 공기 중 엔도톡신 농도를 반복 측

정한 연구를 진행했다.76)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정

내의 농도변이가 가정간의 변이보다 훨씬 크며, 낮

은 경우 0.02 EU/m3에서 높은 경우 19.8 EU/m3까지

농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상대

적으로 긴 시간 동안 침대 표면이나 침실 혹은 거

실 바닥에 침적된 먼지에서의 엔도톡신 측정치는, 가

정간의 변이가 가정 내의 변이보다 크다고 보고하였

다. 따라서 단 1회측정으로 노출 평가를 하고자 하

는 역학조사의 경우에는 공기 시료보다는 침적 먼지

가 더 적합한 노출 예측치가 된다고 보았다.76) 따라

서 많은 역학 연구가 주로 어린이 침대나 침실 혹

은 거실 바닥 먼지 시료에서 분석한 엔도톡신을 노

출치로 사용하여 왔다.67,70,77,78) 침대 먼지시료는 대

체로 바닥 먼지시료보다 엔도톡신 농도가 낮으며, 이

들 먼지시료에서의 엔도톡신 농도 범위는 먼지 mg

당 8 EU에서 높게는 1,201 EU에 이른다.67,70,76) 또한

농촌가정에서 수집한 먼지시료에서의 농도가 도시가

정에서 수집한 것보다 높다.67)

생활환경에서의 엔도톡신 노출은 균이 증식하는

환경여건의 조성과 함께 높아진다. 집안에서 사용하

는 가습기의 물은 그람음성균에 쉽게 오염될 수 있

으므로 실내환경의 중요한 엔도톡신 오염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오염원이 있을 경우 공기중의 엔도톡

신 농도도 3,900 EU/m3정도까지도 높아질 수도 있

다.52,75,79) 수해를 입은 건물 거주자들의 엔도톡신 노

출도 당연히 높아진다 (바닥 1 m2 넓이 당 12,000

EU).80) 또한 엔도톡신은 담배에 다량 존재하는 활성

성분이므로, 집안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을 경

우 역시 엔도톡신에의 노출은 높아진다.81-83 물론 실

외 공기중의 분진에서도 엔도톡신은 예외 없이 검출

되는데, 농도는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여름

이 겨울보다 높음), 농촌이 도시보다 높으며 농도는

대게 도시의 경우 1 EU/m3, 농촌의 경우 10 EU/m3

미만인 것으로 보고되었다.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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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엔도톡신 노출에 대한 허용기준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엔도톡신 허용기준은

없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엔도톡신을 위한 시료채

취, 추출 및 분석법이 없으므로 각각의 연구 보고서

에서 보고한 농도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런

현실로 인해 엔도톡신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에 근거

한 정확한 노출-반응관계를 정립하기가 어려운 것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또한 보고자 하는 건강 지표에

따라서 노출 허용농도도 각각 달라져야만 할 것이다.

2010년 네덜란드 직업안전 전문가 위원회(Dutch

Expert Committee on Occupational Safety, DECOS)

에서 엔도톡신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90

EU/m3로 권고하였다.55) 하지만 이는 일반인이 아닌

건강한 노동자들에 대한 기준이다. 따라서 이 기준

을 일반 생활환경 기준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기준으

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한편 2009년에 ACGIH

(American Conference for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에서 상대 노출기준(Relative Exposure Limit

Value, RLV)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85)

VI. 결 론

우리는 항상 엔도톡신과 함께 생활한다. 인류는 아

주 오랜 시간동안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그람음성균

을 포함한 미생물 군체(microbiome)들과 함께 상호

작용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이겠지

만, 우리의 위장관(gastrointestinal tract)에 만도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 수 보다 10배 이상 많은 균

들이 존재한다.86,87) 이들 위장관에 존재하는 미생물

들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의 일부이며, 신체와 절묘

한 균형을 이루며 함께 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의 구강, 비강, 호흡기관, 피부, 머리카락 및 여성의

질에도 많은 미생물 군체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

가 오염된 환경 중에 고농도로 존재하는 미생물들에

노출되게 되면, 이러한 인체 미생물 군체(human

microbiome)에 역동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교란된 인체 미생물 군체는 체내의 면역반응 시스템

과의 균형을 깨뜨리며, 이는 결국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88) 엔도톡신은 이러한 생활환경 미생물 노

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역사에서 상

당히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었다. 특히 엔도톡신은 이

런 다양한 미생물들 혹은 관련 미생물 인자들 중에

서 매우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독소로써 선천

면역반응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그 노출영향도 보

호작용에서 유해 작용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

다. 특히 엔도톡신 노출 반응에 관여된 유전자와 환

경간의 상호 작용은 매우 흥미 있는 연구 대상이 되

고 있다. 본 논문에서 지금까지 논의 되었듯이 지난

20-30년간 엔도톡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발견되었지만, 아직도 건강장

해를 일으키는 면역학적 기전 등 많은 부분을 정확

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

으로도 엔도톡신 노출 평가와 노출에 의한 건강 영

향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

으로 진행 되어 더 많은 흥미있는 과학적 사실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Disclaimer

본 논문의 내용은 미국 직업안전보건연구원의 견

해가 아닌 저자 본인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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