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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sequencing technology, the microbiome in the 
body is being revealed in detail. It is also possible to describe the normal vaginal microenvironment and, more 
specifically, any changes in pregnancy. Moreover, we present the hypothesis that the microbiome is a contributing 
factor to preterm birth (PTB).
Current Concepts: High estrogen status stimulates the maturation and proliferation of vaginal epithelial cells 
and the accumulation of glycogen, which promotes lactic acid production and maintains the vaginal environment 
at an acidic pH. The vaginas of most premenopausal women are predominantly colonized by Lactobacillus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local defense. Recently, it has also been reported that there are several specific types 
of Lactobacillus species, while other anaerobes, including Gardnerella and Atopobium also coexist in the vagina. 
Vaginal dysbiosis is defined as various expressions of microorganisms, secretion of specific metabolites, and 
changes in pH. During pregnancy, a multitude of microbiome changes occur in the oral cavity, gut, vagina, and 
placenta. The risk of PTB increases if the microbiome changes to one of dysbiosis. It is possible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 microbiome composition related to PTB and to develop biomarkers predicting PTB. It is necessary 
to educate patients based on these findings.
Discussion and Conclusion: Microbiome analysis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understanding the association 
between women’s vaginal health and PTB. Continued research will also contribute to public health by assisting 
in the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P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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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몸에 공생하는 미생물의 종류

가 자세히 밝혀지고 있다[1].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이란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 또는 게놈(gen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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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합친 말로, 어떤 환경에 생존하고 있는 미생물과 그와 관

련된 물질들의 집합, 나아가 그들의 유전정보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체내 미생물들 중 95%는 소화기관에 서

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호흡기, 구강, 피부, 생식기 등에 

분포한다[1]. 그 중 특정 박테리아는 여성의 위장관과 생식

기 모두에 서식할 수 있으며, 보통 직장에 존재하는 박테리

아가 질 내 박테리아 서식의 기원이 된다[2]. 대부분의 가임

기 여성의 정상 질 내에는 Lactobacillus가 주요 미생물군을 

차지한다. 이 Lactobacillus는 질 내 환경을 산성화시켜 외

부 물질에 대한 국소적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환

경은 높은 에스트로젠(estrogen) 상태와 관련이 있는데, 에

스트로젠이 풍부하면 질 상피세포의 성숙 및 증식이 일어나

고 글리코겐 축적을 자극하여 젖산 생성 증가 및 질 내 낮은 

pH를 유지할 수 있다[3]. 임신 시에도 증가된 에스트로젠으

로 인해 질 내 Lactobacillus가 우세한 미생물 군집을 이루

게 된다[3].

조산은 재태연령 37주 미만에 분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조산으로 태어난 미숙아는 다양한 장기 시스템의 불완전한 

발달을 보이고 특히 조기조산(임신 34주 미만에 분만한 경

우)으로 이른 주수에 태어난 미숙아들은 심각한 합병증을 보

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조산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4]. 조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직접

적인 원인으로 (1) 양막이 손상되지 않은 자발적인 조기 진

통, (2) 특발성 조기양막파수(preterm prelabor rupture of 

membrane), (3) 산모 또는 태아 상태 이상으로 인한 분만 

(예, 자궁 내 감염, 출혈, 태반 경색, 자궁경관무력증, 양수과

다, 자궁 이상 및 태아 기형 등), (4) 쌍둥이 및 다태아 임신 

등이 있다[4]. 그 외 자가면역질환, 임신성 고혈압 등의 심각

한 산모의 질병도 조산의 위험을 높인다[4]. 그리고 간접적

으로 여러 가지 선행요인과 기여요인, 잠재적인 유전자 변형 

및 환경요인도 조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4]. 이렇게 조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조산의 40-45%는 자연적인 조기 

진통, 30-35%는 조기양막파수로 인한 것으로 이 두 가지 원

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5].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조산에 

미생물 또한 많이 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관여의 

정도는 조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상태부터 조

산을 일으킬 만한 심각한 상태까지 다양하다. 임신 중 자궁 

내 감염의 가장 흔한 경로는 질을 통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는 혈액을 통한 감염원의 태반 침투이다. 최근 마이크로바이

옴 분석 기술의 발달과 함께 임산부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나아가 조산과 관련된 분석결과들

을 통해 조산의 원인을 밝히고 조산을 예측, 예방하려는 노

력도 행해지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과 질 건강

질은 매우 역동적인 곳이다. 정자와 생리혈이 지나는 통

로이면서, 출산 시에는 아기가 지나는 통로이기도 하다[3]. 

질 점막은 자궁경부질액(cervicovaginal fluid)에 의해 지속

적으로 윤활되는 점막층으로 덮인 중증 편평 비각질화 상피

(stratified squamous non-keratinized epithelium)로 구

성되어 있고, 외부 침입 물질에 대한 물리적 및 생화학적 장

벽을 형성하고 있다[3]. 더불어 질 내 마이크로바이옴 변화 

또한 역동적이며, 여성의 사춘기부터 임신, 폐경에 이르기

까지 주로 호르몬 변동과 함께 변화한다[3]. 사춘기와 임신 

중에 볼 수 있는 높은 에스트로젠 상태는 질 상피세포의 성

숙 및 증식을 일으키고 글리코겐 축적을 자극하여 젖산 생

성이 증가하고, 질 내 환경을 낮은 pH로 유지한다[3]. 이는 

Lactobacillus에게 최적의 환경이며 몸은 이러한 안정적인 

미생물 상태(eubiosis)를 유지하려고 한다[3]. 이렇듯 대부분

의 가임기 여성의 정상 질 내에는 Lactobacillus가 주요 미생

물군을 차지하고, 이 Lactobacillus는 질 내 환경을 산성화시

키며, 외부 물질에 대한 국소적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Albert Doderlein은 1892년 건강한 가임 여성의 자궁경

부질액에서 낮은 pH 환경과 함께 주로 서식하는 그람 양

성균을 처음 기술했다[6]. 이 균은 나중에 Lactobacillus 

acidophilus complex로 알려지게 되었고, Lactobacillus

는 건강한 질 내 미생물군으로 간주되었다[6]. 최근 차

세대염기서열분석 기술을 통해 이 Lactobacillus 종에

는 Lactobacillus crispatus, Lactobacillus gasseri, 

Lactobacillus iners 및 Lactobacillus jensenii가 있음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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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밝혀냈고, Gardnerella, Atopobium, Mobiluncus, 

Prevotella, Streptococcus, Ureaplasma, Megasphaera 등

의 혐기성 세균이 질 내 함께 있음을 밝혀냈다[3]. 이 혐기성 

세균들은 세균성 질염을 일으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평

소 Lactobacillus가 우세한 질 내 건강한 환경 중에는 젖산

과 같은 항균성 박테리오신(bacteriocin)으로 인해 위의 병원

체들의 성장이 억제된다[3,7]. 위 기술을 통해 질 미생물군

을 community state type (CST)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고, 

CST I, II, III 및 V가 L. crispatus, L. gasseri, L. iners 및 

L. jensenii를 지배하고, CST IV는 세균성 질염에서 발견되

는 것과 비슷한 혼합된 혐기성 세균이 지배하는 상태를 나타

냄을 규정하였다(Table 1) [3,6]. 같은 Lactobacillus이지만, 

L. crispatus (CST I)는 질 점막의 염증을 유발하지 않고, 병

원체로부터 보호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는 반면, L. iners 

(CST III)는 eubiosis와 dysbiosis를 왔다 갔다 하며, 종종 염

증상태와 관련된다[2]. 대부분의 정상 임신부의 질 내에는 

L. crispatus가 우세한 미생물 군집을 이룬다[2].

질 내 eubiosis 상태가 무너지면 질 내 세균불균형(vaginal 

dysbiosis) 상태가 된다. 이는 Lactobacillus가 우세한 환경

이 무너지고 다양한 미생물이 발현되는 상태로, 대표적으

로 세균성 질염이 있다. 세균성 질염의 유병률은 5-70%

이고 Gardnerella, Atopobium, Mobiluncus, Prevotella, 

Streptococcus, Mycoplasma, Ureaplasma, Dialister, 

Bacteroides 등과 같은 잠재적인 병원성 혼합 혐기성 세균

들이 발현한다[3]. 상대적으로 Lactobacillus가 고갈되면

서 젖산 생성이 감소되어, 질 내 pH 4.5 이상이 되고, 혐

기성 세균에 의해 생성되는 acetate, butyrate, propionate 

및 succinate와 같은 단쇄지방산(short chain fatty acid)

이 평소와 다른 질 환경을 만든다(Table 1) [3,6]. 일반적

으로 무증상이나, 성교 후 또는 생리 중에는 비린내와 같

은 악취, 가려움, 불투명한 질 분비물 등의 형태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세균성 질염은 Neisseria gonorrhoeae, 

Chlamydia trachomatis, Trichomonas vaginalis, 단순

포진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 사람유두종바이러

스(human papilloma virus) 및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로 인한 성매개 감염 및 

골반 염증성 질환, 자궁내막염, 융모양막염 등의 위험을 증

가시킨다[3]. 이외에도 세균불균형에는 호기성 질염(aerobic 

vaginitis), 질 칸디다증(vaginal candidiasis) 및 트리코

모나스증(vaginal trichomoniasis) 등이 있다. 호기성 질

염은 질 내 Lactobacillus의 양이 감소하면서 백혈구가 증

가하고 group B streptococcus, Enterococcus faecalis, 

Escherichia coli, Staphylococcus aureus를 포함한 호기성 

장세균이 존재한다[3]. 호기성 질염의 임상적 특징으로는, 

적색의 질 점막 염증, 질 내 pH＞6, 가려움증, 작열감, 성교

통, 비린내가 없는 황색의 끈적한 분비물 등이 있다[3]. 호기

성 질염의 유병률은 2-25%이고 임신 중 상행감염이 될 경

우 조기양막파수, 조기 진통 및 조산과 같은 심각한 산과적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융모양막염의 경우 신생아의 예

후에도 영향을 미친다[8].

Table 1. CSTs of vaginal microbiome and metabolite profile in the cervicovaginal fluid

CST pH in vagina Metabolite profile

I Lactobacillus crispatus 4.0 Lactic acid ↑

SCFAs ↑

II Lactobacillus gasseri 5.0

V Lactobacillus jensenii 4.7

III Lactobacillus iners 4.4

IV Gardnerella, Atopobium, Mobiluncus, Prevotella, Streptococcus, Ureaplasma, Megasphaera 5.3

BV Polymicrobial >4.5

Lactic acid is abundant when CST I was dominant, but SCFAs are abundant in the BV state. Adapted from Aldunate M, et al. Front Physiol 2015;6:164,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Frontier [6]. 
CST, community state type; BV, bacterial vaginosis; SCFAs, short chain fatty ac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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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종, 민족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

이가 있다. 흑인과 히스패닉은 다른 인종에 비해 더 많은 혐

기성 박테리아종(CST IV)을 보유하고 세균불균형 시 상대적

으로 더 높은 질 내 pH를 나타낸다[3]. 그리고 L. jensenii는 

아시아인과 백인 여성에서 주로 관찰되는 반면 L. gasseri는 

흑인 여성에서는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9]. 참고로 세균성 

질염의 유병률은 백인 여성 5-15%, 아시아 여성 20-30%, 

히스패닉 여성 ~30%, 흑인 여성 45-55%로 추정된다[6]. 

흑인 여성의 조산 비율이 매년 백인 및 히스패닉 여성보다 

현저히 높고, 특히 임신 32주 이전 출생률은 흑인 여성이 백

인과 히스패닉 여성을 합친 것보다도 높았는데[10], 이는 사

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도 있지만, 인종에 따른 질 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다.

임신 시 체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

임신을 하면 체중이 증가하고 호르몬, 대사활동, 면역반

응 등이 비임신 여성과 다르게 나타난다. 체내 마이크로바

이옴은 이러한 생리학적 변화에 영향을 받고 함께 변화한

다(Figure 1) [11-15]. 구강, 장, 질, 및 태반을 포함한 다

양한 산모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

구는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산모의 마

이크로바이옴이 임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밝혀지고 있고

[16,17], 그것은 미생물 자체가 조산을 

유도하는 병원체일 수도 있고, 미생물과 

관련된 면역반응 또는 대사물질이 조산

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일 수도 있다

[4].

먼저, 임신 중 질 내 마이크로바이옴

은 에스트로젠의 증가로 Lactobacillus

가 우세한 환경이 되어 전반적인 알파 

다양성(종의 풍부도) 감소 및 eubiosis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재태연령에 따

라 질 내 미생물 군집의 조성이 달라지며, 특히 임신 후기

에는 비임신 상태의 미생물 군집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15]. 대부분의 정상 임신부의 경우 질 내 L. crispatus

가 우세하나, 조산을 한 산모의 경우, 질 내 L. crispatus

의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18]. 임신 중 세균불균형 상태가 

되면, Lactobacillus는 고갈되고, 질 내 미생물 다양성이 증

가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난다(Figure 2) [11]. 이 미생

물들은 elastase, mucinase, sialidase, protease, prolidase 

및 collagenease와 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의 방출을 통

해 질 내 점막 상피세포의 장벽 및 자궁경부 플러그의 분

해를 자극할 수 있다[3]. 그리하여 자궁 경관을 통해 미생

물들이 침입하여 자궁내로 진입하고 양막을 손상시킨다. 

이러한 상행성 감염을 통한 자궁 내 감염은 산모의 전염증

성(pro-inflammatory) 사이토카인(cytokine) 및 케모카

인(chemokine), 프로스타글랜딘(prostaglandin), matrix 

metalloproteinases의 분비 자극 및 태아의 부신피질자극

호르몬방출호르몬(corticotropin-releasing hormone)의 

분비를 자극하여 자궁 수축, 자궁경부의 리모델링, 막 활성

화를 통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기 진통을 일으키게 된다

[3]. 임신 초기 상행성 자궁 내 감염은 자발적 조기 진통의 

약 50%를 차지한다[3]. 또한 조산 산모의 자궁경부질액에

서 acetone, ethanol, ethylene glycol, formate, glycolate, 

Gut microbiota

Oral microbiota

Placental microbiota

Vaginal microbiota

Actinobacteria↑
Proteobacteria↑
Faecalibacterium↓
α-diversity↓
β-diversity↑

Up to 600 species
Porphyromonas gingivalis↑
Aggregatibacter
actinomcetemcomitans↑
Candida↑

Presence of aerobic
and anaerobic bacteria

Periodontal disease
→ Bacteremia
→ Intrauterine infection
P. gingivalis↑, Tannerella forsythia↑, 
Prevotella↑

Lactibacillus↑
α-diversity↓
β-diversity↓

Vaginal dysbiosis
→ Lactibacillus↓
α-diversity↑
β-diversity↑

Figure 1. Microbiome changes during pregnancy. Based on [11-15].

836  대한의사협회지

J Korean Med Assoc 2021 December; 64(12):833-840



isopropanol, methanol, 그리고 trimethylamine N-oxide

와 같은 물질이 만삭 산모에 비해 증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

는데[17], 이는 세균불균형 상태의 질 내 미생물총의 대사활

동으로 인한 대사산물이다. 위의 대사체들이 조산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여러 연구결과들도 있다[11,17].

임신 시 장 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은 Actinobacteria 

및 Proteobacteria가 우세해지고 알파 다양성이 감소하

는 것이 특징이다[19]. 그리고 임신 3삼분기로 갈수록 

Faecalibacterium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는데, 이는 항염 작

용을 하는 butyrate를 생성하는 미생물이다[20]. 대사증후

군 환자에서 감소하는 양상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체중 증

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2]. 또한, 임신 중 장 내 

미생물은 외부 환경요인(예, 식단, 항생제 등)의 영향을 받

는다[12].

임신 중 구강 내 마이크로바이옴은 streptococci, 

lactobacilli, staphylococci, corynebacteria 등을 포함한 

최대 600종의 다양한 군집을 보인다[13]. 비임신부 및 임

신 초기, 중기, 후기의 구강 내 일반적

인 세균의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임

신의 모든 단계에서 총 생존균수가 비

임신부보다 높았다(특히, 임신 초기

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14]. 그리

고 병원성 박테리아 Porphyromonas 

gingivalis 및 Aggregatibacter 

actinomycetemcomitans는 비임신부

에 비해 임신 초기 및 중기에 유의하게 

많게 나타났다[15]. 또한 칸디다 균의 

수치도 임신 중기 및 후기에 비임신 여

성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았다[12].

치주질환은 인간의 최대 50%에서 나

타나는 가장 흔한 만성 감염 중 하나로

[21], 치주 감염 시 구강 내 세균의 역가

가 급격히 증가하고 염증 및 출혈이 동

반된다[21]. 더 나아가 균혈증이 발생하

면 혈행성 전염의 기회가 높아져 심내막

염, 자궁 내 감염을 일으킬 기회가 높아

지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조

산 산모의 구강 내에서 P. gingivalis, Tannerella forsythia, 

Prevotella가 높게 나타났는데, 만약 태반 내 마이크로바이

옴을 분석한 결과도 유사성을 보였다면 이는 치주질환에 의

한 조산임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11]. 실제로 태반의 마이크

로바이옴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고, 조산 산

모뿐만 아니라 건강한 산모의 양수 및 제대혈에서도 낮은 수

치의 미생물을 발견하기도 하였다[22].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한 조산 예측

위와 같은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조산과 관련된 마이크

로바이옴을 분석하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You 등

[23]은 조기양막파수로 인해 조산한 산모의 체내 마이크로

바이옴의 알파 다양성이 만삭 산모보다 더 증가해 있음을 밝

혔다. 그리고 임신 중 질 내 Lactobacillus의 집락 우세 정도

Microbiota metabolites generated by dietary molecules

Decision for Prediction of Birth

BUBIOSIS
Healthy microbiota abundance

pH ~4.0

Non-inflammatory environment

Intact vaginal cells layer integrity

Intact mucus layer integrity

Glycogen Glycogen
Glycogen

Glycogen

Inerolysin

Damage cell Damage cells

Lactic acid

Prevent BV
Promote BV

SCFAs

LPS Endotoxins

Antibacterial activity

 Damage vaginal cells barrier integrity

Damage mucus layer integrity

Very low risk of PTB

Lactobacillus crispatus Lactobacillus iners Gardnerella vaginalis Ureaplasma parvum

pH ~5.0 or more

Pro-inflammatory environment

Very high risk of PTB

DYSBIOSIS
Unhealthy microbiota abundance

Figure 2. Vaginal microbiome of eubiosis and dysbiosis. Adapted from Ansari A, et al. Int J Mol Sci 
2021;22:8145,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MDPI [11]. BV, bacterial vaginosis; SCFAs, short 
chain fatty acids; LPS, lipopolysaccharide; PTB, preterm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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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normal (Lactobacillus가 90% 이상), 

intermediate (30-90%), dysbiosis (＜30%)로 분류하고 조

산의 위험성을 예측하였다[23]. 또, Park 등[24]은 조산 예

측 모델을 만들어 질 내 정량적 다중 박테리아 조합 분석을 

통해 L. iners의 비율이 0.8 이상인 경우 정상분만을 예측하

였고, 0.8 미만인 경우는 다시 Ureaplasma parvum의 비율

을 분석하여 그 기준에 따라 조산의 고위험군, 중등도 위험

군을 분류하여 조산을 예측하였다. Stafford 등[25]은 질 내 

L. jensenii가 우세한 경우 lactate와 succinate가 감소되어 

조산과의 연관성을 나타냈고, L. crispatus와 L. gasseri가 

우세한 경우는 lactate와 succinate가 증가되어 만삭 분만과

의 연관성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세균불균형 상태에서 질 내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단

쇄지방산은 질염의 간접적인 바이오마커로 사용될 수 있

다. 더 나아가 이 대사산물들을 차단하여 질 환경을 개선

할 수도 있다. 조산 산모의 자궁경부질액에서 높게 나타났

던 acetone, ethanol, ethylene glycol, formate, glycolate, 

isopropanol, methanol, 그리고 trimethylamine N-oxide

도 조산 예측의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수 있다[17]. 이에 더

하여, retinoid 대사 산물들의 체내 농도가 조산 산모와 만

삭 산모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토대로 조산 예측의 정확

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겠다[26]. 기존의 이론대로 자궁경부

질액에서 증가된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는 조산 및 자궁 내 

감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터루킨-6, 인터루킨-17a 등

의 검출도 조산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이는 

조산을 예측하는 다른 방법 중 하나인 태아 섬유결합소(fetal 

fibronectin) 검사보다 더 나은 예측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

다는 가능성 또한 제시되었다[27].

질 건강과 조산 예방을 위한 환자 교육

위의 학문적 배경 및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여성환자들에게 

유산균 복용을 권장하여 질 내에 지속적으로 Lactobacillus

가 우세한 eubiosis 상태가 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질염환자의 경우 Lactobacillus 균주(특히, L. crispatus)가 

포함된 질정 등을 통해 질 내 미세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고, 

질 세척 시 pH가 낮은 여성 전용세제를 사용하도록 환자에

게 교육해야 한다. 스트레스는 체내 코티솔(cortisol)과 노르

아드레날린(noradrenaline)의 분비를 증가시켜 염증 사이토

카인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질 내 글리코겐 축적을 억제하여 

Lactobacillus가 우세한 환경을 무너뜨려 젖산 생성 감소 및 

염증반응, 감염의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스트

레스는 질염을 일으킬 수 있고, 임신부의 경우에는 조산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3]. 또한 임신 시 체중이 과도하게 증

가하면 장 내 마이크로바이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산모를 진찰할 때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모

두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

여성의 질 분비물을 이용한 마이크로바이옴의 분석은 여

성의 질 건강과 임신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이를 기

반으로 하여 조산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의 질 건강이 임신유지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

에 대한 산전교육도 매우 필요하다. 향후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조산 및 임신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건강한 태

아를 분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찾아보기말: 미생물무리; 유산균; 세균불균형; 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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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최근 관심이 높아진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본적인 개념

에서부터 임상적 의의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마이크로바이옴과 

임신, 특히 조산과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해 주

고 있다. 여성의 질 분비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이용하여 조

산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최근에 게재된 여러 관

련 연구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조산이 증가하면 그로 인한 

미숙아 치료를 위해 보건사회학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그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조산의 원인은 다양하나 여성의 질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발생하

면 다양한 기전을 통하여 조산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마이크로바이

옴의 분석과 예측 모델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마이

크로바이옴과 질 건강과의 연관성은 물론 질염 등의 임상 질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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