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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hort-Chain Fatty Acids in Urological Diseases
Hee Jo Yang, Doo Sang Kim
Department of Urology,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an, Korea

The gut microbiome, believed to serve as a second genome within the human body,
is involved in the regulation of several metabolic processes. These include human
gene expression, development, nutrition and homeostasis. Dysbiosis, is an
imbalance in the gut microbiome, which is known to be associated with various
disease conditions such as Crohn's disease and Clostridium infections. The gut
microbiota communicates with the host through a variety of biomolecules, nutrient
signal-independent pathways, and epigenetic mechanisms. The gut microbiota
supports the digestion and absorption of food, metabolizes fiber into bioactive
short-chain fatty acids (SCFA), produces vitamins and nutrients, maintains gut
integrity, and modulates host immunity. Among the above, there has been great
interest in SCFA in microbiome research due to its beneficial effects on the intestinal
barrier function and systemic anti-inflammatory effects. Recent reports have also
indicated the role of SCFA in obesity, insulin resistance, and type 2 diabetes. While
SCFA are associated with reduced risk of various diseases, dysbiosis and altered
SCFA fermentative pathways could result in disease. This article is a review on the
role of SCFA in urological diseases.

Received: 7 March, 2022
Revised: 6 April, 2022
Accepted: 6 April, 2022

Keywords: Fatty acids; Microbiota; Urology

Correspondence to: Doo Sang Kim
https://orcid.org/0000-0001-6405-1294
Department of Urology,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Hospital,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31 Suncheonhyang 6-gil, Dongnam-gu,
Cheonan 31151, Korea
Tel: +82-41-570-3802, Fax: +82-41-570-2760
E-mail: urokds@schmc.ac.kr

Copyright

2022, Korean Association of Urogenital Tract Infection and Inflamm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론

있는 환자의 경우 장내 미생물총은 인돌, 암모니아, 트리메틸
아민 N-옥사이드를 포함한 요독 독소를 생성한다. 반면에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유기체의 생리작용과 질병의 발생이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는 물질 중 대표적인 것이 SCFA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다[4,5]. SCFA는 세포의 부착, 면역세포의 이동, 사이토카인

있다[1]. 비뇨의학과 영역에서도 방광암, 요로결석, 하부요로

생산 및 세포사멸에 영향을 주는 등 세포 항상성 유지에서의

증상, 불임 등 다양한 질환에서의 장내 미생물총(microbiota)

그 역할이 입증되었으며[6], 최근에는 염증성 장질환

의 변화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2]. 이러한 장내 미생물총은

(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비만, 인슐린 저항성

외부 병원균에 대한 방어, 면역체계 조절, 중추신경계 조절,

과 SCFA와의 연관성도 보고되었다[7-9]. 본 연구에서는

비타민 합성, 섬유질의 발효를 통한 단쇄지방산(short chain

SCFA와 비뇨의학과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 현재까지 발표된

fatty acid, SCFA)의 생산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3]. 장내

연구를 정리하였다.

미생물총이 숙주의 생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여러 장내
미생물총의 대사산물이 어느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대사산물은 숙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 그 예로 만성 신장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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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hort-chain fatty acids (SCFA) and their bacterial producers
Main types of SCFAs

Acetate

Propionate

Butyrate

Chemical structure of anions and
molecular weight

Bacterial producers

60.05
74.00
Akkermansia muciniphila,
Dialister spp., Megasphaera
Bacteroides spp., Prevotella spp.
elsdenii, Bacteroides spp.,
Bifidobacterium spp.,
Phascolarctobacterium
Clostridium spp., Ruminococcus
succinatutens, Coprococcus
spp., Streptococcus spp., Blautia
catus, Veillonella, Roseburia
hydrogenotrophica, Coprococcus
inulinivorans, Ruminococcus
spp.
obeum, Salmonella spp.

88.11
Coprococcus catus, Coprococcus
comes, Anaerostipes spp.,
Coprococcus eutactus,
Eubacterium hallii, Eubacterium
rectal, Roseburia spp.,
Faecalibacterium prausnitzii,
Clostridium butyricum,
Ruminococcus, Anaerostipes
spp., Coprococcus catus

본론

물을 이용한 아세테이트의 과잉생산 시 지방간으로 이어질

1. 단쇄지방산

미생물총에 의한 균형 잡힌 SCFA 생산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수 있다는 일부 연구[18]는 SCFA의 경구 투여를 금하고, 장내

SCFA는 다른 휘발성 지방산 및 알코올과 함께, 소화되지
않는 식이 기질이 인간의 장내 미생물총에 의해 분해되어

2. 신장질환

형성된다. 아세테이트(acetate), 프로피오네이트(propio-

1) 급성 신손상(acute kidney injury)
신장 허혈-재관류 손상(ischemic-reperfusion injury,
IR injury)의 마우스 모델에서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부티레이트로 치료 시 IR injury 후 신장 손상을 줄일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5]. 이 효과는 아세테이트 생성 박테리아인
Bifidobacterium adolesentis, Bifidobacterium longum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SCFA가
G-protein-coupled receptors 또는 히스톤 탈아세틸화효
소(histone deacetylases, HDAC) 경로를 조절하여 염증
과정을 조율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연구[19]에서는 IR
injury 후 부티레이트를 주사하여 신기능 보호 역할을 조사하
였는데, IR injury 후 SCFA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고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는 감소하여,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
다. 이러한 SCFA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i) SCFA를
생성하지 않는 적절한 대조군 사용, ii) 혈장 SCFA 및 대변
SCFA의 증가 측정, iii)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검사 같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급성 신손상예방 효과 및 치료 효과는 아직
연구해야 할 일이 많지만 임상적 의미가 분명한 흥미로운
영역이다. 이와 유사한 결과가 다른 조직의 허혈-재관류 모델
에서도 나타났으며, 이는 기본 보호 메커니즘이 조직 전반에
걸쳐 공통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4].

nate) 및 부티레이트(butyrate)가 주요 SCFA로, 주로 근위
결장에서 50-120 mM의 농도로 발견된다[10] (Table 1).
SCFA는 장 장벽 기능에 대한 유익한 효과, 전신 항염증 효과
및 일일 에너지 요구량의 일부를 생산하는 역할로서 마이크로
바이옴(microbiome) 연구의 큰 관심사가 되었다. SCFA는
두 가지 주요 박테리아 그룹에 의해 생성된다. 프로피오네이트
와 아세테이트는 Bacteroidetes에 의해 만들어지고 부티레
이트는 Firmicutes에 의해 생성된다[11].
숙주의 식이변화가 장내 미생물총 구성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미생물 대사산물 생산의 변화로 이어진다[12]. 실제
로 저섬유 식이를 사용하여 SCFA 생산을 억제하거나 고섬유
식이를 사용하여 미생물 SCFA 생산을 증가시키면 맹장뿐
아니라 혈청 SCFA에서도 SCFA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 아세테이트가 일반적으로 가장 풍부한
SCFA이지만, 보고된 아세테이트:부티레이트:프로피오네이
트의 비율은 매우 다양하다[13,14].
SCFA에 대한 연구는 대장질환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IBD의 특징 중 하나는 대조군에 비해 대변의 SCFA 농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8]. 이러한 환자에서 혼합 SCFA (아세
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부티레이트)를 이용하여 관장을 시
행하는 것이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
인 것으로 밝혀졌다[15]. 또 SCFA와 비만, 인슐린 저항성
및 2형 당뇨의 발생 위험 사이에도 유사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16]. 그러나 쥐에서 고용량의 프로피오네이트를 경
구 보충한 경우 인슐린 신호체계를 손상시켰고[17], 장내 미생

2) 만성 신질환(chronic kidney disease, CKD)
이전까지의 여러 연구에서 미생물총의 불균형과 CKD 사이
의 상관관계를 보고했다. 암모니아 같은 잘 알려진 여러 요독소
는 미생물에 의해 생성된다. 또, CKD 환자에서 요독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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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는 미생물이 증가하고 SCFA를 생성하는 미생물의 감소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실제로 CKD 등급에 따른 분변
의 SCFA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신기능이 적게 남아 있을수록
부티레이트의 농도가 의미 있게 감소하였으며, 아세테이트와
프로피오네이트는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감소하
는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다[21]. 또 SCFA를 생성하는 균주인
Butyricicoccus spp., Faecalibacterium prausnitzii,
Roseburia spp.의 감소도 확인되었으며, 이는 각 SCFA의
감소와 연관되었다.
이와 다르게 SCFA의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CKD
환자에서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로 작용할 수 있는 고섬
유질 식단의 이점을 강조한 연구에서,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면
혈중 요소와 크레아티닌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22].
이는 CKD 환자가 칼륨 및 인의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고섬유질 식이를 섭취하지 않도록 권유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비추어 특히 주목할 만하다.

3. 종양
암은 일반적으로 환경적 요인과 숙주의 유전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적 결정인자 외에도
미생물의 중추적인 역할이 밝혀졌는데 최근 장내 미생물군의
구성요소, 장 상피 및 숙주 면역계의 변화가 암 발병률과 관련
이 있다는 보고가 최근 늘고 있다. 장내 미생물총에 의해 생성
된 SCFA는 HDAC의 조절에 기여하여 세포 부착, 면역 세포
이동, 사이토카인 생산, 화학주성 및 프로그램된 세포사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포 항상성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6].
따라서, 미생물총 구조의 변경에 의한 장관 내 SCFA 수준의
조작은 암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가능한 인자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장내 미생물총과 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다양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기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그러나, 일부

1) 전립선비대증(benign prostate hyperplasia, BPH)
지금까지 장내 미생물총의 교란과 염증 및 전립선 질환에
대한 영향은 아직 자세히 연구되지 않았으며, BPH의 발달과
SCFA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장내 미생물총이 전립
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간의 전립선암 발병과
관련될 수 있는 대사산물 및 남성호르몬 합성에 대한 장내
세균의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25,26]. 만성 전립선 염증은
BPH 및 전립선암에 걸리기 쉽고 낮은 등급의 전신 염증과
관련될 수 있다[27]. 교란된 장내 미생물총은 전립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만성 전신 염증의 발병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염증 세포 및 여러 사이토카인을 포함한 장
환경인자들은 순환을 통해 전립선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곳
에서 국소 염증을 일으키고 전립선 기질의 성장 인자를 자극하
여 전립선비대증을 유발할 수 있다.
Ratajczak 등[28]의 연구에서 103명의 전립선비대증 및
80명의 건강한 대조군을 대상으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연구 참가자의 대변 샘플에서 SCFA의 함량을 평가
했다. 연구결과 장내 미생물총의 대사산물인 SCFA가 노인
남성의 적절한 장 기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증가된 분지지방산
(branched chain fatty acid, BCFA) 수준이 BPH의 존재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BCFA의 증가는 단백질
분해 발효가 증가했음을 의미하며, 대장에 더 많은 단백질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식이에서 단백질의 공급이 많거나 흡수
의 방해로 일어날 수 있으며, 단백질의 분해 발효 동안 BCFA의
증가와 함께 암모니아, 페놀 및 황화수소 같은 유해한 대사산물
이 생성된다. 이는 염증의 발생 및 결장 세포의 과도한 증식,
국소 염증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9]. 장내 미생물총은
BCFA인 isobutyric acid와 isovaleric acid의 생산을 통해
BPH의 발달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BPH와
관련된 SCFA는 향후 연구에 유용한 초점이 될 것으로 제안하
였다.

연구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박테리아에 의한 대사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최근 SCFA가 IBD, 당뇨
병, 죽상동맥경화증, 결장직장암과 같은 다양한 질병의 진행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7-9]. 종양과 관련된
다른 연구에서 보면 특히 유방암과 위암에서 암의 증가가
SCFA가 적은 식이를 하거나 대변 내 SCFA의 양이 감소된
피험자에서 매개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23]. 숙주의 SCFA
는 세포의 성장 및 이동을 억제하고 HDAC를 억제하고 세포자
연사를 유도하여 암의 발생을 광범위하게 감소시킨다. 고섬유
질 식이가 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붉은 육류 섭취에
비해 암 발병률이 낮다는 것도 밝혀졌다[24]. 고섬유질 식이
중 핵심은 미생물총을 통한 부티레이트 같은 SCFA의 형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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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립선암
Banerjee 등[30]은 장내 미생물총과 전립선암 사이의 관계
를 연구하였다. 50명의 전립선암 환자와 15명의 양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세균, 바이러스 및 곰팡이 특징을 식별하기
위해 포르말린 고정 조직의 마이크로어레이 메타게놈 분석을
시행했다. 분리된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Firmicutes, Proteobacteria, Bacteroidetes 및 Actinobacteria를 포함한
그람 음성균으로 특정 박테리아 클러스터가 인간 전립선암의
등급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Propionibacterium acnes는
인간 전립선암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amid
등[31]은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암에 대한 아세테이트의 효과
를 평가했다. 호르몬 반응성 세포주인 LnCap와 호르몬 불응
성 세포주인 PC3, DU145에서 페닐아세테이트 나트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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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용량 의존적 세포증식 억제가 확인되었다. 또, 페닐아세테

비해 분변 미생물의 다양성이 확인되었지만, 대조군의 장내

이트 처리한 PC3세포는 누드 마우스에 이식 시 종양을 형성하

미생물총에서 Blautia, Anaerostipes, Coprococcus,

지 못하여 아세테이트의 항종양 효과를 확인하였다. 다른 연구

Fusobacterium, Ruminococcus, Lachnospiraceae가

에서는 부티레이트의 효과를 연구하였는데[32], 전립선암 세

더 많이 발견되었고, 이들의 대사산물은 주로 SCFAs였다[39].

포주에서 성장억제 및 세포사멸 효과는 아세테이트보다 우월

또,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SCFA의 투여는 효과적으로 CaOx

하였다. 아세테이트와 부티레이트의 임상연구는 소규모, 1상

결정의 형성을 억제하였다.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매우 적은 수의 환자만을 다루었기에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33,34].

후속연구로 CaOx 결석 유도 쥐에서 SCFA를 항생제가
있거나 없는 음용수에 보충제로 추가하여, SCFA의 결석 형성
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였다[40]. SCFA 투여는 신장 CaOx

3) 방광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비정상적인 구성이 방광암의 발생
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었다. He 등[35]은 방광암 환자의
장내 미생물군 유전체 연구에서 Prevotella와 Clostridium
클러스터 XI 비율은 건강한 개인보다 방광암 환자에서 현저히
낮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방광암 환자에서 SCFA 중 부티레이
트가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부티레이트 농도는 과입섭취량
과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과일 섭취는 Prevotella의 수 및
부티레이트와 상관관계가 있다. Clostridium 클러스터 XI는
SCFA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Prevotella는 식이
섬유 섭취 및 복합 다당류의 발효와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불충분한 과일 섭취는 방광암 환자의 장내 미생물총과 SCFA
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35].
SCFA는 항염증, 면역 조절 및 항종양 특성으로 인해 암의
병리학적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티레이트는 세포 성장을
방지하고 시험관 내에서 예정된 세포사멸을 활성화함으로써
방광암 세포에 직접적인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6]. 또 인간 방광암 세포주의 억제 효과 및
mitomycin C, cisplatin, adriamycin와 함께 사용했을 때
더 나은 종양 억제 결과가 확인되었다[37]. 이러한 효과는
부티레이트를 생성하는 Butyricicoccus pulllicaecorum을
처리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방광암 환자에서
감소된 부티레이트 농도는 결장상피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감소시키고 방광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35]. 그러나 현재까지 방광암과 관련되어 진행된 연구는 모든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사례의 수가 적어 이러한 결과를 추가로
증명하려면 더 큰 표본 크기가 필요하다.

결정 형성과 요중 옥살산염 수치를 감소시켰고, SCFA를 생성

4. 신장결석

AUTHOR CONTRIBUTIONS

칼슘 옥살레이트(calcium oxalate, CaOx) 결석은 가장

하는 박테리아와 결장 내 SCFA를 증가시켰다. SCFA 투여는
장내 미생물총 고갈 후에도 여전히 신장 결정과 요중 옥살산염
을 감소시켰다. 이에 저자들은 SCFA는 장의 옥살레이트 수송
체에 작용하여 요로 옥살레이트와 신장 CaOx 결석을 감소시
킬 수 있어, SCFA는 신장 CaOx 결석의 형성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보충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였다.

결론
미생물-숙주 상호작용은 여러 질병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을 제시하였으며, 계속 연구가 필요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분야임이 분명하다. 비뇨의학과 영역에서도 장내 미생물총의
변화와 여러 질환과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으며, 그 대사산물
인 SCFA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 분야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매우 매력적이지만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매우 적다. 장내 미생물총의 변화가 질병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질병의 경과를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생
물총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할지 아직 모르는 것도 사실이다.
SCFA는 미생물총의 변화보다 조금 더 정밀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영역에서 흥미로운 잠재
력을 탐구하고 밝히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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