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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allergy (FA) and atopic dermatitis (AD) are representative allergic diseases that begin early in life and result in considerable socioeconomic burden. While the pathophysiology and the optimal treatment modalities of these diseases are largely unknown, the
role of microbes in health and disease are being highlighted. Recent advances in analyzing microbiome have enabled us to expand
our research on impacts of the microbiome on the onset and course of FA and AD. Risk factors that are presumed to affect intestinal
microbiome also modulate the onset of allergic diseases, which is more evident in AD than in FA. Considering animal studies, intestinal microbiota interacts with FA and the influence is bi-directional. The activation of regulatory T cell and the innate immune system
is supposed to mediate the interaction. Regarding human studies, there exists the difference in the composition of microbiome between subjects with FA or AD and matched normal controls, which can further play as a predictive marker for later development of
FA or AD. Probiotics are now investigated as a primary therapeutic agent or as an adjuvant tool for conventional therapies in preventing or modulating FA or AD. Currently, several reports on favorable outcomes become available, which should be replicated
and backed up by large-scale studies with more detailed protocols. (Allergy Asthma Respir Dis 2016:4:38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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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들에게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7,8

론

역학 연구에 따르면, 두 질환 모두 가족력이 주요 위험 인자로 알
식품알레르기는 음식을 복용 후 발생하는, 재현 가능한 모든 면

려져 있다.9,10 그밖에 식단, 비만, 도시화, 화학제품이나 항생제에 대

역 매개 유해반응으로 정의된다.1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두드러기나

한 노출, 위생 환경의 개선 등 환경적 인자가 질환의 증가에 기여하

아나필락시스와 같이 피부, 위장관 및 호흡기에 흔하게 나타나는

는 것으로 생각한다.3,11-13 이런 경향은 아토피피부염에서 보다 뚜렷

IgE 매개성 즉시형 반응을 주로 가리킨다.2 아토피피부염은 만성적

하다.13 발병 기전에 대해서도 유전 인자와 환경 인자가 모두 질병의

이고 재발을 반복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극심한 가려움과 건조함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3,12-14 아직까지는 전체 기

을 특징으로 하는 습진성 피부병변이다. 아토피피부염은 음식물 혹

전이 뚜렷이 정립된 바는 없다. 다만, 생후 초기 특정 기간의 환경

은 흡입성 알레르겐에 대한 IgE-매개성 감작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

인자가 향후 질환의 발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특성을 고려할

어 소아알레르기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동시

때, 위생가설(hygiene hypothesis)은 알레르기 질환 발생을 설명하

에 알레르기비염, 천식으로 이어지는 알레르기 행진의 초기 관문이

는 중요한 기전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15

기도 하다.3 식품알레르기와 아토피피부염은 소아에서 높은 유병

식품알레르기나 아토피피부염 연구에서도, 인간과 밀접한 관련

률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 본인 및 그 가족

이 있으며 인간의 일부를 차지하기도 하는,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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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고 있다. 인체에는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을 포함하여 평균

킨 군에서는 장 상피 세포의 Foxp3 양성 조절 T 세포 수가 더 많이

적으로 몸 전체 세포 수의 10배에 달하는 1014개의 미생물이 존재하

관찰되고, IgA 레벨이 높았으며, 선천면역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증

고 있는데, 이들은 인간의 소화, 영양분 흡수, 면역체계 발달 등에

가하였다. 발현된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interleukin (IL)-22의 생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생가설을 장내 마이크

과 연관된 유전의 발현이 높았고, 이들의 혈액 내 땅콩 특이항체의

로바이옴 개념에서 본다면, 식이습관, 환경 인자, 항생제 복용 여부

농도가 높지 않은 것을 볼 때, 땅콩 항원의 혈류 내 유입을 억제하여

등이 장내 미생물의 구성 및 작용에 변화를 초래하며, 이러한 마이

감작을 막는 것으로 추정된다.23 다른 연구에서도 Clostridium 균

크로바이옴의 변화가 여러 알레르기 질환의 향후 발생 위험을 높

이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T 조절 세포의 발현이

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 배양 가능성과 관계없이 유전

Bacteroides나 Lactobacillus를 투여한 군보다 Clostridium을 투여

자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들을 규명

한 군에서 높았으며, 이들은 새로이 유도된 조절 T 세포로 TGFβ1

하는 메타게놈(metagenomics) 분석 방법이 발달함에 따라 마이크

을 매개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무균쥐 대신 특정 병원

18-20

로바이옴 관련 연구는 수년 사이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체 없는 쥐에 부가적으로 Clostridium 균을 투여한 경우에도 알레

본 종설에서는 아직 많지는 않으나, 식품알레르기 및 아토피피부염

르기 유발 위장염의 정도가 감소되는 특징이 있었고, 이는 IL-4의

의 측면에서 관련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들을 살펴보고, 연구의 현

감소와 IL-10의 증가를 매개로 이루어졌다.24

16

17

황과 시사점 및 관련 연구의 향후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인간의 장내에 서식 중인 세균총을 동물에 적용
하는 실험도 진행된 바 있다. Mice에 영아의 대변 유래 장내 세균총

본 론

을 집락시킨 뒤 우유 알레르기 감작 및 유발 과정을 진행한 결과 해
당 mice는 감작 전 평가에서 interferon gamma나 IL-4, IL-5, IL-10

1. 식품알레르기 관련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현황

등에서는 무균쥐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유발 시 무균쥐보

1) 동물을 이용한 연구

다 임상적 중증도 점수가 낮고 체온 하강 정도가 적어 대조군 mice

항원 감작과 유발시험을 통해 확립된 식품알레르기의 생쥐모델

에 더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 이 과정에는 mRNA 분석 시 foxp3 유

과 장내 세균총의 조성을 바꿀 수 있는 실험 기법이 이미 개발되어

전자 발현의 증가가 관여한 것으로 생각되었다.25 선행 연구들을 종

있으므로, 식품알레르기 관련 주요 궁금증 중 일부는 결론이 도출

합하여 최근에는 fecal transplantation의 치료적 이용 가능성을 실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기전도 제시되고 있다.

험한 연구도 있다. 인간의 대변을 다양한 조건으로 처리하여 무균

식품알레르기가 유발되도록 조작을 한 생쥐에서 특정한 미생물

쥐에 투여하는 방법으로 FOXP3 양성 조절 T 세포를 유도하는 과

총 즉, proteobacteria가 증가하고 firmicutes가 감소하는 현상이 관

정을 진행하고, 유도 당시의 대변을 분석한 결과 장내 세균 총을 구

찰되는데, 여기에 다시 조절 T 세포를 도입하여 식품알레르기 유발

성하는 주요 균종이 Clostridium 속(genus)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

을 낮추면 미생물총이 그에 적합한 다른 형태의 구성으로 바뀐다.

며, 동정된 17개의 주요 균종을 모아 혼합체(mixture) 형태로 만들

이를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미생물총의 서명(signature)으로 비유

어 먹였더니 감작 및 유발의 과정에서 훨씬 양호한 임상 경과와 면

하기도 한다. 생쥐의 경우 양방향이 성립함이 보고되었는데, 장내

역반응이 유도되었다.26

세균총을 특정 형태로 조작하여 바꾸는 경우 식품알레르기 성향

이렇듯, 장내 세균총은 식품알레르기의 감작과 발현에 영향을

이 유도되었다. 한편 다른 관점으로, 장내 공생하고 있는 특정 미

미친다. 이 과정에 장내 세균 중 Clostridium 속 같은 특정 균이 작

생물총이 식품알레르겐에 대한 감작을 막아준다는 보고도 있다.

용하고, FOXP3 양성 조절 T 세포의 작용과 선천 면역계의 활성화

땅콩과 콜레라 독소를 가지고 감작을 시킨 후 다시 땅콩을 투여하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1

22

며 체온 하강을 평가한 결과 무균쥐(germ free mice)는 감작이 잘
되고 체온 하강도 심한 반면 특정 병원체 없는 쥐(specific-patho-

2)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

gen-free mice)는 감작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특정 병원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식품알레르기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없는 쥐의 대변유래 균주를 무균쥐에 집락시킨 경우에도 감작이

PubMed 데이터베이스에 아래의 핵심 단어, “(((“food allergy” OR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감작 예방 효과는 집락시킨 균의 종류에
차이를 보였는데, 대변유래 균주를 Bacteroides uniformis로 조작

“food hypersensitivity” [MeSH Terms]) AND ((“microbiome” or
“microbiota”) OR microbiota [MeSH Terms])) NOT review [Pub-

하여 집락시킨 경우는 감작이 잘 일어나고 체온 하강이 중등도로

lication Type])”를 입력하면 총 67개의 논문이 검색되는데, 초록을

관찰되었으나 균주를 Clostridium XIVa, XIVb 및 IV의 복합체로

바탕으로 검토하여 원저 중 식품알레르기에 부합하는 인간 연구만

집락시킨 경우는 감작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23 기전을 찾기 위한 심

을 골라 나열하면 Table 1의 9개 연구로 정리된다.

화 연구의 결과를 보면, 앞에 언급한 Clostridium 복합체로 집락시
390 https://doi.org/10.4168/aard.2016.4.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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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human microbiome studies on food allergy
Researcher

Disease

Apostolou et al.
(2001)32

Atopic dermatitis

Thompson-Chagoyan
et al. (2010)27

Cows milk allergy

Thompson-Chagoyan
et al. (2011)73

Cows milk allergy

Ling et al. (2014)31

Food allergy

Azad et al. (2015)29

Child cohort
participants

Tang et al. (2015)33

Peanut allergy

Chen et al. (2016)74

Food sensitization

Hua et al. (2016)30

American gut
project
participants
Cows milk allergy

Berni Canani et al.
(2016)28

Subjects

Design

Adults
8 (sensitive)
9 (control)
Infants
46 (allergic)
46 (control)

Sample

Method

Key findings

Case-control Feces FISH probing

LGG-consumption resulted in Bifidobacteria (▲)
in healthy but not in milk-sensitive subjects, as
well as general (▲) in bacterial numbers.
Clinical trial Feces FISH probing
Comparison of faecal samples from cows milk
protein allergic infants (baseline/ 6 months)
showed count and proportion of Lactobacilli
(▲), counts and proportions of Enterobacteria
(▼) and Bifidobacteria (▼).
Infants
Case-control Feces FISH probing
Milk-allergic infant faeces had Clostridium
46 (allergic)
cocoides group (▲), Atopobium cluster (▲), and
46 (control)
sum of proportions of the different bacterial
groups (▲).
Infants
Case-control Feces 16S rRNA
Infants with IgE-mediated food allergy had
17 (IgE-mediated)
pyrosequencing C lotridium sensu stricto (▲), Anaerobacter (▲),
17 (non-IgE-mediated)
and Bacteroides (▼), Clostridium XVIII (▼).
45 (control)
Infants
Case-control Feces 16S rRNA next Low gut microbiota richness and an elevated
12 (sensitized)
generation
E nterobacteriaceae to Bacteroidanceae ratio in
154 (control)
sequencing
early infancy are linked with subsequent food
sensitization.
Children
Observative N/A N/A
Probiotics and peanut oral immunotherapy has
31 (case)
good efficacy.
31 (placebo)
Children
Cohort
Feces 16S rRNA
In sensitized groups, the number of
23 (sensitized),
pyrosequencing Bacteroidetes (▼) and that of Firmicutes (▲).
22 (control)
Adults
Case-control Feces 16S rRNA
American adults with allergies have diversity
1,879
sequencing
(▼), Clostridiales (▼), and Bacteroidales (▲) in
their gut microbiota.
Infants
Clinical trial Feces 16S rRNA
EHCF+LGG promote tolerance in milk allergic
19 (allergic)
sequencing
infants, in part, by influencing the strain-level
20 (control)
bacterial community structure.

Comments
Profile, therapeutic
effects
Profile
longitudinal

Profile
mechanisms

Profile

Profile
longitudinal

Therapeutic effects

Profile

Profile

Profile, therapeutic
effects

FISH,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EHCF, extensively hydrolyzed casein formula; LGG, Lactobacillus GG; N/A, not applicable; ▲, increase; ▼, decrease.

기를 나타내는 군과 대조군 사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를 살펴

은 감작되지 않은 군에 비해 Bacteroidaceae 과(family) 균이 감소

볼 수 있었다. 국가와 대상 수, 분석 방법이 연구별로 서로 다르다는

하고 Enterobacteriaceae 과(family) 균이 증가되어 있었다.29 성인에

한계가 있으나, 우유 알레르기를 보이는 영아군은 연구 등록 당시

서도 식품알레르기에 따른 장내 세균총 구성의 차이가 관찰되는

대조군보다 전체 균 수와 혐기균 수가 더 많았고, yeast의 수가 적었

데, American Gut Project에 참여중인 1,879명의 대변을 16S rRNA

다. 6 개월간 가수분해 분유로 수유한 후 재평가한 결과에서 우유

sequencing 시행한 결과, richness의 감소는 조개 및 견과류 등의

알레르기 영아군은 혐기균 수와 Lactobacillus 속(genus) 균의 수

식품알레르기의 위험도를 높였으며, 이러한 식품알레르기를 보고

가 많았는데, 전체 균 대비 Lactobacilli의 상대적 비율이 높았던 반

한 군에서 Bacteroidales 목(order) 균이 증가하고 Clostridiales 목

면 Enterobacteria 및 Bifidobacterium 속 균의 수는 적고 상대적

(order) 균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과(family) 수준에

비율도 낮았다. 다만, 이 연구는 특수 배지를 이용한 균주 배양의

서는 Ruminococcaceae의 감소가 뚜렷하였다.30 한편 중국에서 시

방법으로 동정하였기에 전통적인 배양 법으로 동정되지 않는 균에

행된 한 연구에서는 식품알레르기군이 문(phylum) 수준에서 Fir-

대해서는 정보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우유

micutes가 증가하고 Bacteroidetes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알레르기를 보이는 영아의 대변을 분석하였는데, 같은 Clostridia-

다.31 특히 IgE 매개성 알레르기의 경우 속(genus) 수준에서 평가할

les 목(order)에 속한다 하더라도, 과(family) 수준에서 비교하면

때, Bifidobacterium, Enterococcus, Latobacillus 및 Clostridium

Bifidobacteriaceae의 수가 감소한 반면 Ruminococcaceae나 Lach-

sensus stricto 등이 증가하였으나 Bacteroides나 Veillonella 등은

nospiraceae의 수는 증가하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알레르기에

감소하였다. 특히 Clostridium IV 및 Subdoligranulum의 증가와

따른 장내 균의 차이는 출생 코호트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관찰되

Bacteroides 및 Veillonella의 감소는 식품알레르기의 유무에 따라

는데, 1세 경 평가 시 적어도 1개 이상의 식품항원에 감작된 아이들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세균총의 phylotyping으로 식품알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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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르기를 구분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의 장내 세균총 구성의 차이가 식품 항원 감작의 원인이냐
결과냐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 캐나다에서 보고된 출생

다. 그럼에도, 상기 결과는 장 내 세균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시
사해 온, 치료적 적용의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생후 12개월에 식품 항원에 감작 여부의 차

이렇듯, 인간 대상 연구는 동물 실험으로 추정되는 가설들이 실

이가 이유식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생후 3개월 아이들의 대변에서

제로 증명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단

이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29 해당 연구는 생후 3개월에 피부단자

계를 넘어 인과 관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질병 예측, 그리고 조절을

시험을 시행하지 않아서 감작 시기에 대한 해석이 일부 제한될 수

통한 치료적 이용에 대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코호트 연구

있으나, 이른 시기의 대변 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 향후 식

의 확산과 분석 기술의 발달을 고려할 때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

품알레르기의 감작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복용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을 변화시키
고 식품알레르기를 개선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다. 마이크로바

2. 아토피피부염 관련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현황

이옴 구성의 변화만 본 연구로, 일찍이 분석 기술의 발달이 미약했

아토피피부염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주요 연구 현황은

던 2000년대 초반에 우유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성인과 대조군을

Table 2와 같다. 여기서는 상기 연구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살펴보

대상으로 Lactobacillus rhamnosus GG를 4주간 복용시키고 전후

고자 한다.

로 대변 내 주요 세균총의 구성을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방법으로 평가한 연구가 있었다. 프로바이오틱스 복용 전후로

1) 건강한 인간의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두 군 모두에서 Bacteroides와 Clostridia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

건강한 인간의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해하는 것은 질병에 이

다. 특이하게도 두 군 모두에서 Lactobacilli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

환되었을 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피부 미생

았고 Bifidobacteria의 상승 소견은 대조군에서만 관찰되었다.32 한

물은 습한 곳의 피부의 경우 호기성 세균은 단위면적(cm2) 당 107개

편 미국에서는 최근 우유 알레르기를 보이는 영아에서 가수분해

나 된다고 한다.34 그동안 자궁 안의 환경은 무균 상태라고 생각했었

분유만 복용한 군과 가수분해 분유와 함께 L. rhamnosus GG를

기 때문에 피부 상재균은 출산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믿어왔었다.

복용시킨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복용시킨

하지만 이미 태아 상태에서부터 모체의 미생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군에서 가수분해 분유만을 복용시킨 군보다 Blautia, Roseburia

다는 것이 밝혀졌다.35,36 양막 안의 공간에도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

및 Coprococcus 같은, butyrate 생성을 증가시키는 균주의 증식이

이 분자생물학적 방법으로 인해 밝혀진 것이다. 한 연구에서는, 태

더 뚜렷하였으며, 실제로 대변 내 butyrate의 농도도 더 높았다. 또

변의 미생물 차이에 따른 질병과의 관련성을 보았는데, 태변 내 en-

한 이 군에서 면역관용을 나타낸 비율이 더 높았다. 6개월간의 프

terobacteria는 모체의 아토피피부염 병력과 연관이 있었고, lacto-

로바이오틱스 치료를 받은 군을 대상으로 치료 종료 시 얻은 대변

bacilli는 아이의 호흡기 질환과 연관성을 보였다.37 태아의 피부 상

샘플을 분석한 결과 면역관용이 유도된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알

재균은 분만 과정에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정상 질식 분만으로 태

레르기를 보이는 군보다 Oscillospira 종이 더 적었고, butyrate 값

어난 신생아의 피부는 모체의 질 내 세균인 Lactobacillus, Pre-

이 더 높았다.28 이는 면역관용 획득의 기전에 특정 세균총과 short

votella, Sneathia 종(species)이 우세한 반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

chain fatty acid가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생아의 피부는 모체의 피부와 비슷한 Staphylococcus, Corynebac-

식품 알레르기의 치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도입함에 있어 경구

terium, Propionibacterium 종이 우세하였다. 피부 상재균은 출생

면역 치료의 효과를 증강시키는 목적으로 투여한 연구가 최근 보

후 1년 동안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처음에는 staphyococci가 우

고되었다. 땅콩 알레르기를 보이는 아이들에게 L. rhamnosus를 땅

세하다가 점점 감소하고 미생물 구성의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12–18

콩과 함께 먹이는, 프로바이오틱스-땅콩 경구 면역 치료(probiot-

개월에는 어른의 미생물 구성과 거의 비슷하게 된다.38 Grice 등39이

ics-peanut oral immunotherapy, PPOIT)를 시행한 결과 PPOIT를

건강한 성인 피부의 20군데에서 밝힌 마이크로바이옴을 보면, 총

시행한 군은 82%에서 관해가 온 반면 위약 치료만을 시행한 군은

19가지의 세균 문(phylum)이 발견되었으나 대부분은 4가지 문:

3.6%에 그쳐 PPOIT가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33 다만,

Actinobacteria (52%), Firmicutes (24%), Proteobacteria (17%), Bac-

이 연구는 면역 치료를 시행하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한 군과

teroidetes (7%) 안에 속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장 흔한 피부 세균 종

면역 치료만 시행한 군을 비교한 연구가 아니기에 프로바이오틱스

(species)은 Corynebacteria (22.8%), Propionibacteria (23.0%),

가 경구 면역 치료의 효과를 증강시킨다고 보기에는 한계를 가진

Staphylococci (16.8%)였다. 또한 피부 성상에 따라 분포하는 세균

다. 또한 아직은 초기 연구라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다른 식품 항

군집이 다르다는 것도 밝혔는데, 피지샘 부위에는 Propionibacteri-

원에 대한 치료 경험에 대한 자료가 없어 효과를 일반화하기 어렵

um과 Staphylococci가 우세하였고, 습한 부위는 Coryne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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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Disease

Subejcts

Infants
15 (case)
20 (control)

Adults
13 (case)
10 (control)
Infants
957 (koala birth cohort)

Normal skin flora Mother & neonates
4 (vaginal delivery)
6 (cesarian section)

Design

Observative

Observative

Observative

Case-control

Cohort

Method

AD

49 (case)

Infants
20 (term newborns)
2 (infants)
7 (pregnant women)
Children & adults

Key findings

Comments

Seite et al. (2014)44

AD

Observative Skin swab

Observative Feces, meconium

16S rRNA gene sequencing

Composition of cutaneous microbial communities evolves over the first year of life,
showing increasing diversity with age. Although early colonization is dominated by
staphylococci, their significant decline contributes to increased population evenness
by the end of the first year.
Skin communities were dominated by one of Staphylococcus (Firmicutes),
P ropionibacterium, or Corynebacterium (Actinobacteria) with a continuum of oral
organisms (Streptococcus) appearing in nares communities.
In AD, the proportion of Staphylococcus sequences, particularly S. aureus (▲) was
g reater during disease flares than at baseline or post-treatment, and correlated with
worsened disease severity. S. epidermidis (▲)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during flares.
Increases in Streptococcus, Propionibacterium, and Corynebacterium species were
observed following therapy.
One of the types was less diverse, dominated by enteric bacteria (▲) and associated
with a history of atopic eczema in the mother, whereas the second type was dominated by lactic acid bacteria (▲) and associated with respiratory problems in the infant.

Profile

Profile

Profile
longitudinal

Profile
16S rRNA gene sequencing Overabundance of Staphylococcus species (▲) and a decrease in bacterial
diversity were observed on affected skin. After 84-days of emollient treatment, longitudinal
increased overall diversity and a decrease in the Staphylococcus and Stenotrophomonas species were observed in treatment responders.
AD, atopic dermatitis;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F, Burkina Faso; EU, European Union; ▲, increase; ▼, decrease.

Gosalbes et al.
(2013)37

Human Microbiome Normal skin flora Aldults
Cohort
Oral cavity, skin, stool, 16S rRNA gene sequencing
Project Consortium
242 (human microbiome
vagina
(2012)16
project cohort)
Kong et al. (2012)46 AD
Children
Case-control Skin swab and
16S rRNA gene sequencing
12 (case)
scraping
11 (placebo)

16S rRNA gene sequencing

Terminal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T-RFLP)
analysis of 16S rRNA genes
Real time-PCR for bacterial
DNA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 was detected significantly more commonly in AD Profile
patients, whilst Dietzia maris was detected significantly more commonly in normal
controls.
Feces
The presence of Escherichia coli (▲)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risk of developing Profile
eczema (OR, 1.87; 95% CI, 1.15–3.04). Infants colonised with Clostridium difficile (▲) longitudinal
were at higher risk of developing eczema (OR, 1.40; 95% CI, 1.02–1.91) and diagnosis
of atopic dermatitis during the home visit (OR, 1.73; 95% CI, 1.08–2.78).
Feces
T-RFLP, Temporal temperature There is a reduced diversity (▼) in the early fecal microbiota of infants with atopic
Profile
gradient gel electrophoresis eczema during the first 18 months of life.
longitudinal
(TTGE) analysis of 16S rRNA
genes
Propionibacteria (32%), Streptococcus (17%), Staphylococcus (8%), Corynebacterium Profile
Skin swab (hand)
16S rRNA gene
pyrosequencing
(4%), Lactobacillus (3%) were the most abundant genera on palm surfaces.
Skin swab and
16S rRNA gene sequencing
Propionibacteria species and staphylococci species predominated in sebaceous sites. Profile
scraping
Corynebacteria species predominated in moist sites, although staphylococci species
were also represented. A mixed population of bacteria resided in dry sites, with a
greater prevalence of β-Proteobacteria and Flavobacteriales.
Mothers’ skin, oral
16S rRNA gene sequencing
Vaginally delivered infants acquired bacterial communities resembling their own
Profile
mucosa, vagina,
mother’s vaginal microbiota, dominated by Lactobacillus, Prevotella, Sneathia spp.,
neonates’ skin, oral
and C-section infants harbored bacterial communities similar to those found on the
mucosa, nasophaskin surface, dominated by Staphylococcus, Corynebacterium, Propionibacterium spp.
ryngeal aspirate
Feces
16S rRNA gene sequencing
Burkina Faso children showed a significant enrichment in Bacteroidetes (▲) and
Profile
depletion in Firmicutes (▼). Also, Enterobacteriaceae (Shigella and Escherichia) (▼)
were significantly underrepresented in BF than in EU children.

Sample

Case-control Skin swab

Normal gut flora Children
15 (from burkina faso,
africa)
15 (from florence, italy)
Capone et al. (2011)38 Normal skin flora Infants
Observative Skin swab
31 (healthy infants)
5 (healthy mothers)

De Filippo et al.
(2010)51

Dominguez-Bello
et al. (2010)76

Fierer et al. (2008)40 Normal skin flora Adults
51 (healthy control)
Grice et al. (2009)39 Normal skin flora Adults
10 (healthy control)

Wang et al. (2008)75 AD

Penders et al. (2007)55 AD

Dekio et al. (2007)49

Source

Table 2. List of human microbiome studies on atopic derm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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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우세하였다. 건조한 부위는 세균이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Fi-

가능함을 보여주었다.49 또한 피부보습제 치료 후 호전을 보인 치료

erer 등40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였는데, 51명의 젊고 건강한 성인

반응군에서는 피부병변 부위의 세균 구성이 정상 피부 부위의 세

의 손바닥에서 피부 세균을 관찰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도 Propi-

균 구성과 비슷해졌으며, 세균 다양성이 증가하고, Staphylococcus

onibacteria (32%), Streptococcus (17%), Staphylococcus (8%), Co-

종이 감소하였다.44 이러한 연구들은 피부의 세균 불균형이 아토피

rynebacterium (4%), Lactobacillus (3%)가 가장 흔한 균주로 밝혀

피부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졌다.
3) 건강한 인간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아토피피부염의 주병변이 피부이지만, 면역학적 변화는 전신적

2) 아토피피부염과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아닌 배양 기반의 기존 연구들에서 아토

인 것이기 때문에 장내 세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장에

피피부염과 Staphylococcus aureus의 상관관계는 익히 알려진 바

는 가장 많은 수의 미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식하는 세균만

있다.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90% 이상에서 S. aureus가 피부 상재균

100조개나 된다.50 외부 항원에 대한 면역관용은 주로 장을 통해 일

으로 발견되는 반면, 정상인에서는 5% 미만인 것이 알려져왔다.41,42

어나므로 면역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장내 세

또한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염증이 있는 피부병변 부위에서 정상 피

균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양상이 다른데, 아프리카 소아의

부 부위보다 S. aureus가 더 많이 배양되었고, S. aureus 집락의 밀

대변에서는 Firmicutes와 Proteobacteria가 많고, 유럽 소아의 대변

도도 정상 피부 부위보다 피부병변 부위에서 높았으며, 이는 병변

에는 Actinobacteria와 Bacteroidetes가 많이 관찰된다.51 아프리카

의 중증도와도 상관관계가 있었다.43,44 국소 혹은 전신 항생제와 표

소아에서는 세균 다양성도 높게 관찰된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백제 목욕과 같이 S. aureus를 줄이는 치료들이 아토피피부염의 치

식습관의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하며, 위생 상태도 영향을 미칠 것

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45 하지만 아직까지 아토피피부

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차이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아토피피부

염과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Kong 등 은

염이나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 차이와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S. aureus와 아토피피부염 중증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 S.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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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eus의 증가와 그로 인한 피부 세균 다양성의 감소가 아토피피부
염의 발병기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균의

4) 아토피피부염과 장내 세균

다양성을 측정하는 Shannon diversity 지표는 치료받지 않은 아토

많은 연구에서 아토피피부염 환자와 정상 대조군의 장내 세균의

피피부염 환자의 질병 악화 때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치료를 받아

차이를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분자생물학적 방법은 아니었으나, 기

온 환자의 악화 때나 정상 대조군, 악화되지 않은 아토피피부염 환

존 배양 기법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대변에서

자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다.46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S. aureus가

정상 대조군에 비해 Enterococci와 Bifidobacteria가 유의하게 적었

아토피피부염에 매우 중요한 미생물이며, 다른 미생물들과도 상호

으며, Clostridia와 S. aureus 수가 증가해 있었다.52,53 또한 Bifido-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소적인 살균 치료나 항생

bacteria의 농도는 아토피피부염 중증도와 역의 상관관계에 있었

제 치료는 아직까지는 명백하게 치료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것은

다.52 장내 세균의 차이가 미래의 아토피피부염 발생을 예측할 수 있

아니다.47 또다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서는, Staphylococcus epi-

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12개월에 피부반응검사에 양성을 보

dermidis도 아토피피부염 악화 시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S.

이는 아토피 환아가 정상 소아보다 출생 3주째에 대변에서 Clos-

aureus의 증가에 따른 보상적 혹은 대립적 기전에 의한 것일 가능

tridium이 높고 Bifidobacteria가 낮은 양상을 보였다.54 배양 기반

성이 있다.44 S. epidermidis는 항균펩타이드(antimicrobial pep-

검사는 아니나, 일부 세균 유전자를 real-time polymerase chain

tides)를 분비하여 피부 병원균인 S. aureus나 Group A Streptococ-

reaction을 이용하여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도 조기에 Clostridium

cus, Escherichia coli 등에 대해 선택적으로 살균 작용을 하여 정상

difficile이 장에 집락화되는 것이 아토피피부염의 발생과 연관이 있

피부 미생물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간의 피부와

음을 밝혔다.55 또한 알레르기 질환의 고위험군인 소아에서 생후 1

공생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48 다른 연구에서는 아토

주의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다양할수록 아토피피부염 발생 위험이

피피부염 환자의 얼굴 피부에서 정상 대조군보다 Stenotroph-

낮아지는 것도 관찰되었다.56 그 외에도, 생후 1개월의 전체 장내 세

omonas maltophilia가 더 흔히 발견되었고, 오히려 흔한 공생균인

균과 Bacteroidetes (phylum), Bacteroides (genus)의 다양성 저하

Propionibacterium acnes나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는

및 생후 12개월의 Proteobacteria (phylum)가 2세 때 아토피피부염

꽤 많은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Di-

발생과 관련이 있었다.57 다른 연구에서도 아토피피부염 환아의 장

etzia maris라는 균이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비해 정상 대조군에서

내 세균이 성인의 장내 세균과 닮아있으며 더 다양한 양상을 보였

흔히 발견되어 이러한 분자생물학적 방법으로 새로운 균 동정이

고, Bacteroidetes가 감소해 있었으며 Clostridium cluster IV, X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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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가해있었다.58 하지만 같은 문 및 속에 속하더라도 종 수준의

아토피피부염의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에 대해서는 공통된 결론에

차이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배양검사로 확인한 연구에

이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피부에서 마이크로

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환아는 그렇지 않은 소아에 비해 성인과

바이옴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Staphylococcus와 같은 병원균이 증

비슷한 양상의 Bifidobacterium adolescentis가 더 흔히 발견되었

가하는 양상은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59

고, 건강한 소아는 Bifidobacterium bifidium이 흔히 발견되었다.

장내 세균 역시 다양성이 감소하고 Lactococcus나 Bifidobacteri-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장내 세균의 변화에 의한 면역반응의 변

um과 같은 유산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아토피피부염의 발병

화가 아토피피부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기전에 병원균과 유산균의 증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며
면역반응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아토피피부염

5)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아토피피부염의 접근

의 국소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를 알 수 있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란 살아있는 미생물을 포함하며 복용했을 때 인

과, 전신적이고 간접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체에 건강상의 이익을 주는 화합물을 말한다. Lactobacillus나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음

Bifidobacteria와 같은 유익한 세균이라고 생각되는 미생물의 결핍

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겠

이 아토피피부염과 강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와 같

다. 또한 아직은 일부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은 세균을 증가시켜 장내 세균 구성을 바꾸고 이로 인해 아토피피

바이옴 연구에서 정상인과 비교하여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의 마

부염을 치료 또는 예방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임신 중 모체에

이크로바이옴의 구성 특징을 밝히거나, 혹은 치료 전, 후의 마이크

L. rhamnosus GG를 투여하고 신생아에게도 6개월까지 투여한 결

로바이옴 구성의 변화를 밝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아직은 세균

과 위약 대조군에 비해 고위험 소아에서 2세 때 아토피피부염의 발

의 구성을 확인하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 위험을 반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4세까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도 연구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피부염과 우유불내성을

향후에는 대규모의 잘 계획된 연구를 통해 일관된 마이크로바이옴

갖고있는 환아에서도 Lactobacillus GG 를 1개월간 투여한 후

의 구성이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특징적

SCORAD (SCORing Atopic Dermatitis, 아토피피부염 중증도 측

인 마이크로바이옴의 존재나 구성비만 밝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 점수) index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렇게 일부

이들의 실질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

연구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아토피피부염의 치료에 효과가 있

적 측면을 연구하거나, 이들을 동물 실험이나 인체 실험에 적용하

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으나,

는 임상 연구의 단계가 필요하다.

60

61,62

63-66

Cochrane 리뷰 및 다른 연구에서

시행한 메타분석 결과, 프로바이오틱스는 아토피피부염의 치료에
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67,68 지금까지의 결

3. 현행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론은, 프로바이오틱스로 장내 세균의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아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해석할 때에는 연구 방법에 대한 충분

피피부염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발

한 고려가 필요하다. 메타게놈 분석 방식을 통해 피부나 장내 세균

생한 아토피피부염의 치료에 대한 효과는 증명하지 못하였다.

에 대한 편견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결과의 해

69

이 외에도,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조절과 면역 체계 개선을 위

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첫번째 유의할 점은, 현재 마이크로바이

해 비병원성 세균의 추출물을 피부에 바르는 치료법도 시도되고

옴 분석에 쓰이고 있는 검체가 해당 장기의 모든 마이크로바이옴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연구로써, 그람 음성균인 Vit-

을 대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예를 들어, 장내 세균 분석을 위

reoscilla filiformis의 용해물을 함유한 크림을 바른 아토피피부염

해 주로 사용하는 검체는 대변인데, 얻기에는 쉬운 장점이 있지만,

환자의 중증도가 유의하게 개선된 바 있으며,70 아토피피부염 마우

대변은 장의 점막보다는 내강의 환경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고, 또

스 모델을 이용한 동물실험에서도 V. filiformis 용해물이 증상 개

한 소장의 환경보다는 대장의 환경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선과 염증반응 감소, 면역반응 개선을 보였으며, in vitro 실험에서

검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검

도 V. filiformis 용해물이 천연 항균제 역할을 하는 β-defensin 생성

체 수집 방법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각 연구를 비교할 수 있

과 다른 선천 면역 방어 기전을 자극하는 것을 관찰하였다.72 하지

는데, 아직까지는 연구가 많지 않다 보니 각 연구별로 상이한 방법

만 피부에 국소적으로 적용하는 미생물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

으로 검체를 수집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많은 연구를 통

라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단계에 있다.

해 샘플의 연구 검체로서의 가치를 비교해야 하고, 이에 대한 통일

47

71

요약하자면, 실제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바

되고 검증된 검체 수집 방법 성립이 필수적이다. 두번째 유의할 점

이옴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연구마다 마이크로

은, 기본적으로 유전자 분석은 공통되지만 각 연구가 다른 분석 방

바이옴의 특징이나 구성이 다르게 평가되는 점이 있어 아직까지는

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에 연구마다 다른 분석 방법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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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분석에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서 시사된 바와 같이, 발병기전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진 마이크

한다. 세번째로 각 연구마다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결과를 다른 분

로바이옴의 재건이나 병원균의 억제, 혹은 유익균의 보충을 통해

류 체계로 보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연구가 문, 강(class), 목, 속,

식품알레르기 및 아토피피부염의 조절을 통한 치료로 발전시켜 볼

그리고 종 수준에서 각각의 기준대로 보고하고 있으나, 한 문 안에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은 실험실적 단계이다. 아직은 근거가 충분치

는 인체나 면역체계에 이로운 균도, 해로운 균도 모두 포함될 수 있

않으나 향후 추가적인 연구들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의 조절로 아

어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메타게놈 분석 방법이 더 발전한다

토피피부염 및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을 도모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면 향후에는 종 수준이나 더 나아가 균주(strain) 수준에서의 분류

수 있다면, 아토피피부염이 천식이나 비염과 같은 다른 알레르기

를 이용한 연구들이 더 필요하겠다. 하지만 현행의 16S rRNA 유전

질환의 시초가 되는 알레르기 행진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예방함

자 분석 방식으로는 종이나 균주 수준의 정확한 미생물 분류는 어

으로써 다른 알레르기 질환의 발병도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

려울 수 있다.3 네 번째로는 여러 연구에서 식품알레르기 및 아토피

으로 기대한다.

피부염의 정의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들
에서는 표준화된 아토피피부염의 정의를 사용해야 연구마다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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