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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studies suggest that the human microbiome (i.e. communities of microbes, their genome content, and interaction with the host) is a
source of genetic diversity, a modifier of disease, and an essential component of immunity. Most evidences indicate that the airway
microbiome, as well as, the intestinal microbiome, contributes to the pathogenesis of allergy, asthma, an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s. Multiple studies show that there are clear links between the development of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and microbiota dysbiosis
or decreased bacterial diversity. Although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develop approaches involving integration of predictive metagenomic
analyses, host-microbiome interactions need to be investigated within the context of immune maturation and disease development for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such as, asthma an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하여 새로운 인간유전체 조합(genome

완성되면 개인의 성격, 체질 등이 파악되어 질병 예측 등 인간

assembly) 및 일배체형분석(haplotype phasing)방법으로

질병의 난제들이 상당부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국인 남성의 DNA를 세계 최고 정밀도로 해독한 한국인 표준

인간게놈은 인간의 복잡성으로 5만~14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게놈 지도가 국제학술지 Nature에 수록되었는데, 이 한국인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2001년 2월 90%가 분석된

유전체지도는 최신 염기서열분석기법과 체계적인 검증으로 기존

염기서열 초안이 발표되었을 때 당초 예측보다 적은 것으로

표준 인간유전체(r e fe r e n c e g e n o m e)에 있던 190개

보 고 되었고 [2] , 2 0 0 3 년 4월 전 장 유 전체 염기서열

공백(euchromatic gaps) 중 105개를 밝히고 72개는 부분

(＞98%, 99.99% 정확도)이 완료되어 인간이 초파리와 비슷한

해결하였다고 보고하였다[1]. 인간 유전체는 인종 간에 차이가

2만 개 정도 단백질 암호 유전자(protein-coding genes)를

있어 이러한 한국인 유전체 지도는 개인별 맞춤형 예방 및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인간게놈프로젝트

치료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는 인체의 복잡한 생명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인간의 유전자 정보는 23쌍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에

우리 인간은 인간과 미생물 요소(microbial components)로

담겨있고 이들 유전정보의 DNA 상 위치를 지도로 작성한 것을

구성된 하나의 생명현상인 “supraorganisms” 이라는 개념을

인간게놈(human genome) 지도라 한다. 1990년 인간의

부각시키게 되었다. 즉, 미생물(the m icrobes)은 인체의

전자유전체 분석을 위한 인간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체세포와 생식세포의 수보다 10배 정도 우세하게 존재(the

project, HGP)가 시작되었고 많은 학자들은 인간게놈지도가

microbiota)하며 인간과 공존하고 있어 이러한 공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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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의 집단적 게놈(the microbiome)은 우리에게 인간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NIH Human

고유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 특성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와

Microbiome Project (http://hmpdacc.org)를 수행하여왔다.

관련하여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human microbiome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질환은 세계보건기구

project)가 제안되었는데 이는 인간의 유전적이고 생리학적

(W HO)에서 분류한 4대 주요 만성질환에 포함될 만큼

다양성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체 내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부담이 큰 질환이다(NCD global action plan 2013-

인체에 공생하는 미생물의 진화와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2020).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에 의하면 2012년 전세계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

70세 이하 인구의 사망원인 중 만성질환으로 인한 비율은

2001년에 최초로 정의된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52%에 해당되며, 만성질환 중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

‘인체에 존재하며 우리 몸을 함께 공유하며 살고 있지만 그 동안

비율은 약 8%로 4백만명으로 집계되었다(global status report

건강이나 질병의 원인으로 거의 무시되어 온 상재균, 공생균,

2 014). 우리나 라의 경우, 통계청에서 발표한 2 015년

병원균 등 모든 미생물들의 총합’으로 정의되었는데[4] 현재에는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포함되어

인체에 서식, 공생하는 개체 수준의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있는 만성 하기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14.8%(인구 10만

곰팡이 등 모든 미생물 군집(mirobiota)과 이들 미생물 군집이

명당)로 2014년 대비 4.7%가 증가하였으며[9] 만성 하기도

가지는 유전정보 전체(the catalog of these microbes and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국내 10대 사망원인 순위 중 7위에

their genes)를 통칭한다[5].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전적

해당된다. 이러한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만성 하기도

다양성의 원천이자 질병의 변화(modifer of disease) 및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국내 10대 사망원인 순위 중 7위에

면역작용의 중요 요소이며, 약물에 대한 반응성을 조절하고

해당될 만큼 질병부담이 큰 질환으로 보다 적절하고 지속적인

대사작용에 영향을 주는 기능 단위로 인식되어 ‘second

예방・관리 및 치료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인간

genome’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위장관은 인체와 연관된 대규모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러한 질환의 발병, 악화 등에 관여하는

미생물군집(microbiota)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밖에 구강,

것이 알려지면서 인간-마이크로바이옴 상호작용(ho s t-

생식기, 호흡기, 피부 등에도 존재하는데 한 연구에서는 5,000

microorganism interaction) 관련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개 보다 많은 세균적 분류균(taxa)이 존재한다고 추측하였다

있다.

(Figure 1)[6]. 장관 내 미생물 균총(microflora)은 장 점막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은 천식으로 인한 입원, 알레르기비염과

면역체계의 정상적인 구조적이고 기능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천식으로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식품알레르기/식품아토피에도

주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건강요소로 장내 미생물총을 ‘제2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신생아의 구강, 피부

기관(the gut flora as a forgotten organ)’으로 인식하기도

위장관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상당 부분이 출생 시 제왕절개

하였다[7]. 또한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상

또는 질식 분만 여부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출생 이후

우리 몸 안과 밖(in and on our bodies)에 함께 존재하는

신생아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식이, 항생제의 사용 등에

하나의 기관으로 영양분 흡수, 체내에 유입된 약물에 대한

영향을 받으며 수년간 성인의 마이크로바이옴 패턴과 유사하게

대사작용 조절, 외부 항원에 대한 면역시스템 조절 등에

변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항생제의 사용 등은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8].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인간

대한 영향을 끼치며 이후 건강 및 학동기 천식의 발생에 영향을

마 이크 로바 이 옴 에 대 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인간과

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호흡기

마이크로바옴 사이의 상호작용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감염에 대한 숙주의 면역학적 방어 기전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메타게노믹스(metagenomics)와 유전자 시퀀싱 기술 발전으로

보고되었다[11-14]. 최근에는 구강, 상기도 하기도 등 호흡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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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enus- and phylum-level classification of bacteria colonizing a composite subject, showing that human microbiome diversity is
dependent on the site sampled. Sites in the oral cavity share greater similarity than other types of sites, such as the skin, vagina, and gut.
Data derived from the NIH Human Microbiome Project study

(a i r way) 마이크로바이옴이 폐질환의 경과 및 만성화에

마이크로바이옴의 대사체(Metabolite)가 큰 차이를 보이며,

관여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즉 만성적 염증 질환의 발생과 당초

염증 및 면역반응의 조절에 관여하는 499개의 인간 유전자의

장내 질환 시 구성되었던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 간에 분명한

발현이 천식 환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발표되었는데 이를

상관성이 있는 것과 같이 천식, 낭포성 섬유종(cystic fibrosis)과

통하여 장내와 호흡기계 마이크로바이옴이 직접적으로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포함하는 만성적 폐질환에서 호흡기계

그 표현형과 면역기능의 형성, 알레르기 감작 등에 미치는

전체 세균군의 증가, 세균 다양성의 감소, 미생물의 불균형

영 향 에 관 한 연 구가 증가 하고 있 다 [1 6 -1 8] . 한 편 ,

(dysbiosis) 등에 의한 어느 하나의 경우와 상관성이 있는

만성폐쇄성폐질환

것으로 보고되었다(Figure 2)[15].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환자의

객담을

얻어

기관지

최근 연구에서 천식 환자와 정상인의 호흡기계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증도에 따른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가 있으며, 중증도가

다양성이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천식군과 대조군에서

심할수 록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감소하 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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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Bacterial dysbiosis during chronic lung disorders.
a. In healthy individuals, the composition of the airway microbiota is diverse and well balanced. Chronic lung disorders such as asthma,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and its exacerbations, and cystic fibrosis are accompanied by bacterial dysbiosis, which
is due to the outgrowth of certain bacteria. Patients with asthma and COPD have many similarities in the bacteria causing dysbiosis.
b. Bacterial dysbiosis during asthma is caused by an outgrowth of the Proteobacteria phylum and a shift in the proportion of Streptococci
in the Firmicutes phylum.
c. In patients with COPD, bacterial communities show an increase in Staphylococci and Streptococci, in addition to an outgrowth of the
whole Proteobacteria phylum.
d. Shifts in bacterial communities in the lungs of patients with cystic fibrosis are of a slightly different nature. As in asthma and COPD,
Proteobacteria outgrow in the lungs of patients with cystic fibrosis. However, no changes in the Firmicutes phylum have been detected,
whereas Actinobacteria are clearly overrepresented

조사되었다[19]. 폐 마이크로바옴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나타내고 있어 마이크로바이옴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및

병태생리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glycerol dehydratase 1

악화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17].

(GD1) 양성인 Lactobacillus 의 유전자가 대조군에서 더 많이

그러나 현재까지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검체의 채취방법

검출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병기가 진행될수록 적게 발견됨에

및 시기의 차이, 실험절차 및 분석방법의 다양성 및 데이터

따라 glycerol dehydratase 1 (GD1) 양성인 Lactobacillus 과

분석의 복잡성 등으로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폐 조직 염증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20]. 이러한

서술된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장내, 호흡기계 등 인간

연구결과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마 이 크 로바 이 옴 은 천 식, 만 성폐 쇄 성폐 질 환 등 만 성

정상인과 다르고, 질환의 중증도, 약제 사용 유무에 영향을

호흡기알레르기질환 발생 및 악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받으며, 염증 유발 및 급성 악화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를

것 을 시 사 하고 있어 천 식 및 만 성 폐 쇄 성 폐 질 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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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알레르기질환 관련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고위험군
선별, 증상 악화 및 조절 지표, 치료제 개발 등에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호흡기알레르기질환의 예방,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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