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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SARS-CoV-2)에 의해 유발되어지는 감염 질환 COVID-19의 

증상을 보면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열, 기침, 근육통이 나타나거나, 호흡 곤란 증상을 

동반하는 호흡기 질환 및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연령군이나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SARS-CoV-2) 

감염 후에 증증 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사망률 또한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19(SARS-CoV-2)에 감염된 

환자들의 면역 반응 감수성에 따른 차이로 보여진다. 현재까지의 임상 연구들을 기반으로 

메타 분석(meta-analysis)을 실시한 최근 연구 결과는 세균성 동시 감염(co-infection)을 앓는 

COVID-19 환자의 전체 비율이 유행성 인플루엔자(influenza)의 세균성 동시 

감염(Streptococcus pneumoniae, Haemophilus influenzae, Staphylococcus aureus 및 

Neisseria meningitidis) 보다 빈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임상 결과는 이차 

세균 감염 또는 진균 감염이 COVID-19 환자들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COVID-19 유행병이 시작되었을 때 환자를 관찰한 중국의 초기 

연구들이 대부분 포함되었으며 2차 감염에 대한 미생물학적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임상 및 기초 연구들을 기반으로 COVID-19의 세균성 동시 

감염과 관련된 위험 요소, 유병률, 특성, 결과 및 원인 인자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외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성 미생물 및 소장이나 대장의 염증 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성 미생물들 간의 상호 작용이 중증 환자의 사례를 유발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임상 연구 및 기초 연구들에 의해 보고되어지고 있다. 이중 

감염(dual infections), 예를 들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동시 감염(co-infection) 등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여 병원체 단독으로 인한 것보다 더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고찰한 임상학적 연구, 병리학적 연구, 역학적 연구, 그리고 기초 연구들을 토대로 본 

보고서에서는 병원체들 간의 상호 협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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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미생물과 미생물 간 상호 작용의 의미  

 

 박테리아(bacteria), 바이러스(viruses),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s) 및 곰팡이(fungi) 등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미생물 집단은 우리 환경에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편적인 풍요로 인해 미생물은 불가피하게 상호 작용(interaction)하며,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진 공동체를 형성하여 평형 상태에서 생존할 수 있다. 한 서식지에서 서로 

다른 미생물 종의 공존은 생태계 과정의 전제적 조건이 되는데, 생태계의 공동 거주를 촉진하기 

위해 미생물 서로 간의 성장과 행동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진화되어져 오고 있다. 서로 다른 

미생물 간 각 개체군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것은 종 간의 의사소통이다.  

 미생물 상호 작용에는 같은 종 간의 상호 작용(interspecific interaction)과 다른 종 간의 상호 

작용(intraspecific interaction)이 있다. 같은 종 간의 상호 작용(interspecific interaction)에는 

세균(bacteria)과 세균 간의 의사소통, 바이러스(viruses)와 바이러스 간의 의사소통 등이 있고, 다른 

종 간의 상호 작용(intraspecific interaction)의 경우에는 세균과 바이러스, 세균과 기생충(para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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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와 기생충 간의 의사소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미생물 종 내의 상호 작용(interspecific in-

teraction)은 광범위 하게 연구 되어져 오고 있지만, 다른 미생물 종 간의 상호 작용(intraspecific in-

teraction)의 기본이 되는 분자 메커니즘(mechanisms)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 시퀀싱(sequencing), 질량 분석, 이미징(imaging)과 같은 다양한 분자 생물학적 

분석 기법들의 발달로 미생물 군집을 식별 및 특성화 할 수 있고, 미생물 상호 작용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더 깊은 통찰력을 얻기 시작했다. 

 

1.2. 서로 다른 미생물 간의 상호 작용의 유형  

 

 다양한 미생물들 사이의 상호 작용(interspecific interaction과 intraspecific interaction)에는 

긍정적인 영향(symbiosis)과 부정적인 영향(antibiosis)이 모두 포함되어 진다. 긍정적 상호 작용은 

상호 작용하는 미생물의 두 집단 모두 또는 둘 중 하나가 연관성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부정적 

상호 작용은 하나 또는 두 집단 모두 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1, 2].  

 

1.2.1. 긍정적인 상호 작용(Positive interactions) 

 

 한 서식지에서 존재하는 다른 미생물들 간의 상호 작용은 미생물 집단의 성공적인 

확립(establishment)과 유지(maintenance)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상호 이익을 위해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하는 유형을 의미하는데 상호주의(mutualism), 프로토 협력(proto-

cooperation), 공생주의(commensalism) 등이 포함되어 진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상호주의(mutualism)는 공생하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미생물 두 집단이 

상호 이익을 위해 밀접하게 의지하며 함께 하는 유형이다.  

  프로토 협력(proto-cooperation)은 상호주의와 매우 유사하지만, 상호 작용 즉 두 종은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경우이다.  

  공생주의(commensalism)는 미생물 두 집단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하나의 유기체에만 일방적 

방향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그림 1). 

 

 

 
그림 1. 미생물 간 긍정적 상호 작용(positive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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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부정적 상호 작용 (Negative interactions) 

 

 미생물 두 집단 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 하나의 유기체 집단이 생존과 식량 공급을 제공 

받기 위해 다른 유기체 집단을 공격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competition), 

기생(parasitism), 적대감(ammensalism), 포식(predation)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그림 

2).  

  경쟁(competition)은 두 개의 다른 유기체가 동일한 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1].  

  기생(parasitism)의 경우는 하나의 유기체가 밀접하게 다른 유기체 (숙주)에 의존하며 다른 유기체 

(숙주)가 모은 영양분을 침범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러스(virus)는 숙주로써 

박테리아(bacteria)를 공격하는 기생충에 해당되어 진다.  

  적대감(ammensalism)은 한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의 성장을 억제하는 화학적 물질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 집단은 영향을 받지 않거나, 혜택을 받는 반면, 다른 집단의 성장은 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피부 미생물은 피부의 병원성 박테리아의 성장을 막는 지방산을 

생성하고, 페니실리움은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로 작용하는 페니실린을 분비하는 

곰팡이이다.  

  포식(predation)은 한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를 삼키고 공격하는 유형인데, 브델로 

비브리오(Bdellavibrio)는 다른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포식자이다 [1]. 

 

 

 
그림 2. 미생물 간 부정적 상호 작용(negative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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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생물간의 불균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다양한 미생물 군집은 조직과 혈액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인체 부위에 존재 가능하며, 일시적 

또는 만성적 형태로 거주할 수 있다. 염증 반응 과정에 있어서 숙주와 미생물 사이의 상호 작용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미생물이 숙주의 면역 반응을 피하기 위해 단일 개체로 

존재하기 보다는 다중 미생물 개체로 생존하며 [3], 일반적으로 스스로 형성한 고분자 매트릭스인 

‘생물막(biofilm)’이라 불리는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존재 할 수 있다 [4]. 수백 개의 서로 다른 

미생물이 단일 세포막 내에 존재하는데, 독성이 더 강한 박테리아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이 

생물막(biofilm)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폴리머 매트릭스 내부의 다른 종들은 그들의 

커뮤니티를 위해 영양소를 얻는데 초점을 맞추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존재하고 있다 [5]. 따라서 

이러한 생물막(biofilm)의 형성과 발달을 위해 미생물 집단의 유전자 발현은 생태계에 적합하도록 

변화되어 진다.  

 때로는 미생물이 숙주의 면역 세포 내부에 존재하면서 숙주의 전사(transcription), 

번역(translation) 및 DNA 복구 메커니즘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발현되는 

수많은 단백질과 대사 산물은 숙주 세포 내 환경의 불균형을 촉진하고, 면역 억제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숙주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기도 한다 [6-8]. 모든 생태계의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인체의 

미생물들 간의 지속적이고 직간접적인 상호 작용은 숙주 면역 시스템으로부터 그들의 방어, 보호, 

영양소 획득 및 군집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미생물과 미생물의 상호 작용이 성공적으로 숙주 대사 시스템을 무기력화시키는 경우, 

미생물 군집은 질병을 촉진하는 상태로 전환 될 수 있다. 연속적인 감염 과정에서 다중 미생물 

군집은 서로 협력하여 숙주의 면역 반응을 점점 더 방해한다. 병원체는 독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유전자 발현을 변경하는데, 이렇게 감염된 숙주 세포는 축적 된 병원성 게놈에 의해 생성된 단백질, 

효소, 대사 산물이 있는 상태에서 숙주 대사 산물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게 되거나, 병원체의 모방 

분자로 인해 숙주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고 숙주 대사 산물을 생성에 있어서 기능 장애가 축적되게 

된다. 세포 내 병원균은 숙주 면역 반응을 억제 함으로써 다른 감염성 미생물이 더 쉽게 숙주 내로 

감염 되도록 허용하고, 결국 이러한 결과는 미생물 군집의 불균형(dysbiosis)을 초래한다. 

 미생물과 미생물 군집의 커뮤니티에 있어서 미생물 생태계의 불균형(dysbiosis)이 숙주의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데 관여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지고 있다 [9]. 미생물 

개체군의 종 다양성 변화 등에 의한 불균형(dysbiosis)이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질병에는 1형 및 

2형 당뇨병(type 1 and type 2 diabetes), 크론병(crohn’s disease),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 

건선성 관절염(psoriatic arthritis) 등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autoimmune disease)이 있다 [10-12]. 

또한 만성 피로 증후군(chronic fatigue syndrome),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환자의 

기관지 폐포 세척 액(bronchoalveolar lavage fluid)으로부터의 미생물 군집이 건강한 대조군보다 

다양하고 많은 수로 존재한다는 보고도 있다 [13-15].  

 신경성 질환(neurological disease)이 미생물 불균형(dysbiosis)에 의해 유도되어진다는 보고도 

있는데, 알츠하이머 질환(alzheimer’s disease)을 앓고 있는 환자의 중추 신경계에서 다양하고 많은 

수의 진균과 균사가 검출되어 졌다. 자폐증(autism) 및 파킨슨 병(parkinson’s disease)을 포함한 다른 

신경 질환이 장내 미생물 군집의 변경과 관련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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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종류의 암(cancer) 또한 미생물 불균형(dysbiosis)으로 인해 유발되어 질 수 있다는 

보고가 알려져 있다. 염증 유발 결장암(colon cancer) 마우스 모델에서 종양이 발생하는 동안 미생물 

군집의 지속적인 변화가 종양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19]. 인간 유방 

종양 조직은 정상 인접 조직과 비교할 때 박테리아의 양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불균형(dysbiosis)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항균 반응 유전자의 발현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    

 오랜 기간 동안의 임상 및 역학적 관찰과 동물 모델을 이용한 기초 연구 결과들은 서로 

다른 미생물의 연속적 동시 감염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유발 함으로써 숙주의 면역 반응 억제와 

중증 질환에 관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과 세균의 

동시 감염 및 장내 세균과 장내 바이러스 사이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감염성 호흡기 질환 및 감염성 소장, 대장의 질환에 있어서 미생물 간 상호 

작용이 이러한 질환을 어떻게 촉진시키는지에 대한 기전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2. 본론 

 

2.1. 호흡기 감염 질환에서 미생물 간의 상호 작용에 관한 임상 및 역학적 연구 

 

 상기도 감염(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협력은 

현재까지 가장 많이 연구되어져 오고 있는 분야이다. 숙주 호흡기를 공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바이러스로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Influenza viruses), 파라 인플루엔자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es), 

호흡기 세포 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es)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때로는 폐(lung)가 감염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1-26].  

 임상 및 병리학 연구들은 인플루엔자바이러스(Influenza viruses)의 감염으로 인한 대부분의 

사망원인은 2차 세균 감염(Streptococcus pneumoniae, Haemophilus influenzae, Staphylococcus au-

reus 및 Neisseria meningitidis)에 의해 유발되어지는 세균성 폐렴 임을 보여준다 [21-26]. 2009년 

유행성 인플루엔자 [influenza A(H1N1)pdm09]의 중증 또는 치명적 사례의 25%는 세균성 감염을 

앓았던 것으로 보고되어 졌는데 [27], 다수의 표본에서 인플루엔자의 감염 후 6일 차에 2차 세균성 

감염이 발생했다 [27-29].   

 호흡기 세포 융합바이러스(RSV)와 세균의 동시 감염은 소아 호흡기 질환의 39%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5세 미만의 소아들에서는 폐렴균(Streptococcus pneumoniae)의 동시 감염이 

주로 나타난다 [30]. 호흡기 세포 융합바이러스(RSV)가 또한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31, 32] 

및 Staphylococcus aureus [33]와 동시 감염이 유발되어진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파라 인플루엔자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es)와 폐렴균(Streptococcus pneumoniae)의 동시 

감염은 장기적 폐렴 환자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34],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es)와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의 동시 감염은 소아의 중증 호흡기 질환에서 주로 나타난다 [3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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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홍역바이러스(Measles virus)는 결핵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홍역과 

관련된 소아 폐렴 환자의 절반 이상이 폐렴균(Streptococcus pneumoniae)의 동시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36].  

 이렇듯 호흡기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동시 감염이 심각한 호흡기 질환에서 주로 관찰되어 

지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 후 사망의 주된 원인은 이차적 세균 감염 때문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분자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2. 호흡기 감염 질환에서 미생물 간의 상호 작용에 관한 기전 연구  

 

 인플루엔자바이러스(Influenza viruses)와 그람 음성균, 그람 양성균을 포함한 호흡기 병원체 

박테리아의 동시 감염이 호흡기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은 동물 모델(in vivo)이나 in 

vitro 시스템을 이용하여 많이 증명되었다. 동물 모델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폐렴균(Streptococcus 

pneumoniae)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Influenza viruses)의 동시 감염이 일어났을 때 폐렴(pneumonia) 

증상 악화 및 치사율을 더욱 증가 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7-39]. 또 다른 연구는 바이러스를 

단독으로 투여 받은 그룹보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동시에 투여 받은 그룹에서 더 심한 병변 

소견 및 더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37-39]. In vitro 시스템 및 동물 모델을 

이용한 연구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박테리아의 감염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표 

1, 표 2) (Brogden KA, Guthmiller JM, editors. Polymicrobial Diseases. Washington (DC): ASM Press; 

2002). 이러한 기초 연구들은 병원체의 동시 감염이 병원체 단독에 의해 유도되어지는 감염성 

질환보다 어떻게 더욱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가능한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in vitro)에서 박테리아의 부착 능력이 향상 되어 짐.  

      (Enhanced bacterial adherence to cell lines when infected with viruses in vitro.)   

Virus Cell line Bacteria 

Influenza A virus MDCK S. aureus 

Influenza A virus HeLa S. aureus, S. pyogenes, S. pneumoniae 

Influenza A virus HEp-2 S. pneumoniae, N. meningitidis 

RSV HEp-2 S. aureus 

RSV HEp-2 H. influenzae 

RSV HEp-2 B. pertussis 

RSV A549 H. influenzae 

Adenovirus A549 S. pneumon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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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또는 사람의 조직 및 세포(in vivo)에서 박테리아의 부착 능력이 향상되어 짐.  

      (Enhanced bacterial adherence to tissues or cells of virus-infected animals or humans.) 

Adherence ob-

served 

Virus Animal or  

human cells 

Tissue or cells Bacterium 

In vivo Influenza A  virus Mouse Tracheal S. pneumoniae 

In vivo Influenza A  virus Mouse Tracheal Group B streptococci 

In vivo Influenza A  virus Mouse Tracheal P. aeruginosa 

In vivo Influenza A  virus Mouse Nasopharynx 
S. pneumoniae,  

H. influenzae 

In vivo Influenza A  virus Ferret Nasopharynx 
S. aureus,  

Group B streptococci 

In vivo RSV Cotton rat Nasopharynx H. influenzae 

In vitro Influenza A  virus Volunteers Pharyngeal 

S. aureus,  

S. pneumoniae,  

H. influenzae 

In vitro Nonspecific Patients Pharyngeal S. aureus 

In vitro Influenza A  virus Chinchilla Tracheal H. influenzae 

 

 

  2.2.1. 숙주 면역 시스템 억제 

 

 이러한 시너지 효과의 기본 메커니즘에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그리고 숙주 면역 시스템의 

복합적 요인들이 관여하고, 복잡한 기전에 의해 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이러한 상호 작용의 한 가지 특징으로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후 한시적으로 며칠 

동안만 박테리아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최대로 증가하는데, 이는 폐의 대식세포(pulmonary macro-

phages)의 고갈(depletion)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르페스바이러스(herpesviruses), 폭스바이러스(poxviruses) 및 인간 면역 결핍바이러스 

1형(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ype 1)은 CD55 (complement regulatory protein)의 발현을 

통해서 숙주 면역 체계인 보체(complement)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40], 직접적으로 보체에 

결합함으로써 보체의 작용을 억제 할 수 있다 [41]. 다른 연구 결과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influenza 

virus)가 감염된 대식세포(macrophages), 호중구(neutrophil)에서 박테리아 감염에 대한 저항성에 

중요한 chemotaxis나 phagocytic activity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2, 43]. 

  

2.2.2. 미생물의 전파(Transmission) 및 전이(Invasion) 능력 향상 

   

 또한 바이러스의 감염이 박테리아 전이(invasion)에 관여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감염이 숙주 점액질 및 세포막을 손상시켜 박테리아 전이(invasion)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차 세균성 폐렴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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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숙주 세포막에 미생물의 부착(Attachment) 및 감염(Infection) 능력 향상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유도되어지는 숙주 세포의 세포막 변형이 박테리아의 부착 능력을 

증가 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예를 들면 바이러스의 당단백질(glycoprotein)이 숙주 

세포막에 발현 됨으로써 박테리아의 수용체로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45].  

 호흡기바이러스가 박테리아의 표면에 직접 결합함으로써 박테리아의 세포 부착 동안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모두에 특이적인 숙주 수용체를 이용하여 동시 감염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 호흡기 세포 융합바이러스(RSV)가 폐렴균(Streptococcus pneumoniae) 표면에 

존재하는 페니실린 결합 단백질 1a (penicillin-binding protein 1a)에 결합하여 상피 세포 표면에 

대한 박테리아의 부착 능력을 향상시키고, 마우스의 폐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어져 있다. 이러한 시너지 작용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동시 투여 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호흡기 세포 융합바이러스(RSV)가 호흡기 세포들에 대한 박테리아의 부착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결합 파트너 임을 나타낸다 [46, 47].  

 호흡기 세포 융합바이러스(RSV)의 당단백질(glycoprotein)이 폐렴균(Streptococcus pneu-

moniae)과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aemophilus influenzae)의 숙주 상피 세포에 대한 결합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호흡기 병원체의 일반적인 전략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8]. 또한 호흡기 세포 융합바이러스(RSV)는 녹농균(Pseudomonas aeru-

ginosa)의 낭포성 섬유증(cystic fibrosis) 환자의 상피 세포에 대한 결합을 매개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49]. 이러한 연구들은 병원성 호흡기바이러스(RSV)가 다양한 박테리아와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숙주 상피 세포에 대한 부착 능력 증가 및 병원균 감염률을 증가시키는데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돼지 인플루엔자바이러스(Swine influenza viruses)는 연쇄상구균증(Streptococcus suis)의 캡슐 

다당류(capsular polysaccharide) 알파2,6-시알산(α2,6-linked sialic acid)을 인식하여 박테리아의 숙주 

세포에 대한 부착 능력을 증가 시킨다 [50, 5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인플루엔자와 세균성 호흡기 

병원체 사이의 직접적이고 다양한 상호 작용이 숙주 호흡기(respiratory tract)로의 그들의 

전파(transmission) 및 군집화(colonization)에 있어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2.3. COVID-19 질환에서 미생물간의 상호 작용 

 

 COVID-19 질환의 원인인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Severe acute respira-

tory coronavirus 2, SARS-CoV-2)가 2019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열과 기침이지만, 고연령군이나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52-55]. 유행성 인플루엔자의 세균성 동시 감염이 사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56], COVID-19 환자가 중증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세균성 동시 감염이 원인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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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한 그룹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입원한 COVID-19 환자 836명 가운데 27개의 

샘플(3.2%)에서 분리된 세균이 확인되었고 (입원 후 초기 0-5일), 장기간의 입원 기간 동안에는 

51개의 샘플(6.1%)로 증가했다고 한다 [57].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4월 17일까지 출판된 

30건의 연구들을 토대로 모든 연령의 환자(3834명)에서 세균, 진균 또는 바이러스의 동시 감염 

환자의 비율을 메타 분석(meta-analysis)을 통해 조사한 한 연구 결과는 입원한 COVID-19 환자의 

전체 7%가 세균성 동시 감염을 보였고 중증 환자만 포함시킨 연구에서는 14%가 세균성 동시 

감염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8].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세균성 병원체의 종류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과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aemophilus influenzae)로 보고되었다 [59, 60]. 바이러스의 동시 감염 환자의 비율은 

3% 였으며,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RSV)와 인플루엔자 A (Influenza A)가 가장 많이 

발견되어졌다 [59, 60]. 또한 진균의 동시 감염은 3건의 연구에서 보고 되었는데, 진균 감염 유병률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발견은 COVID-19 환자의 세균성 동시 

감염이 유행성 인플루엔자의 유행병보다 낮은 비율인 것으로 보여 준다. 하지만, 동시 세균성 

감염이 있는 COVID-19 환자가 동시 감염이 없는 환자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61-64], 더 많은 임상 및 기초 연구들을 기반으로 COVID-19의 동시 감염과 

관련된 위험 요소, 유병률, 특성, 결과 및 원인 인자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2.4. 장내 미생물 군집과 병원성 미생물 부정적 상호 작용(Negative interactions) 

 

 장내 미생물(enteric bacterial microbiome)과 병원균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주로 장내 미생물(enteric bacterial microbiome)이 병원성 세균이나 병원성 

바이러스의 숙주 감염에 있어서 이들의 군집 저항성에 관여하고, 숙주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65].  

 장내 미생물(enteric bacterial microbiome)이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Influenza A virus)의 

감염으로 인한 체중 감소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폐(lung)에서의 바이러스 복제량(replication 

rate)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66, 67].  

 

 

2.5. 장내 미생물 군집과 병원성 미생물 긍정적 상호 작용(Positive interactions) 

 

 폴리오바이러스(Poliovirus), 레오바이러스(Reovirus), 노로바이러스(Norovirus)를 포함한 장내 

바이러스(enteric viruses)는 대변 및 구강 경로를 통해 전파되고 수많은 상주 박테리아(enteric bacte-

rial microbiome)와 만나는 위장관(gastrointestinal tract)에서 복제되어 진다. 그 동안의 많은 

연구들은 장내 미생물(enteric bacterial microbiome)이 장내 바이러스(enteric viruses)의 효율적인 

복제(replication), 전파(transmission) 및 병인(pathogenesis)에 관여하고, 장내 미생물 군집이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장내 바이러스의 복제 및 전염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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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내 미생물이 숙주의 선천적 면역 반응(innate immune responses)을 약화 시키거나, 숙주 세포에 

대한 바이러스의 부착 능력을 지원함으로써 비리온(virion)의 감염률(infection rate) 및 안정성(stability)을 

향상 시키는데 관여한다 [68-71].  

 전 세계적으로 급성 바이러스성 위장염의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숙주 세포의 

조직 혈액형 항원(HBGA)에 부착하여 감염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혈액형 항원(HBGA)과 유사한 

구조이며, 특정 박테리아의 표면에 존재하는 bacterial N-acetylglucosamine-containing polysaccharides와 

상호 작용하여 숙주 세포로의 감염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69, 73, 74]. 

 장내 폴리오바이러스(Poliovirus)는 여러 박테리아 종에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숙주 세포 내로 보다 

강력한 바이러스 감염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바이러스의 재조합을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내 

폴리오바이러스(Poliovirus)가 박테리아의 표면 다당류(polysaccharides)에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자신의 

안정성(stability)을 향상시키고 숙주 수용체(receptors)에 대한 바이러스의 부착 능력을 증가시킨다 [71, 72].  

 최근 한 연구는 마우스 맹장에서 추출한 대부분의 박테리아균이 폴리오바이러스(Poliovirus)에 

결합할 수 있고, 특정 박테리아 균주는 숙주 세포로의 바이러스 감염을 증가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75]. 박테리아에 의해 매개되어지는 바이러스 공동 감염은 세포에 대한 박테리아의 부착 능력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결과는 특정 박테리아 균주가 숙주 세포에 2개 이상의 

바이러스를 전달(transmission) 할 수 있고, 바이러스 공동 감염을 유도한 후 다른 두 가지 바이러스 간의 

유전자 재조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림 3) [75]. 이러한 결과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상호 작용이 바이러스 간의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바이러스의 적합성을 회복하게 할 수 있고, 장내 

바이러스의 감염을 박테리아가 어떻게 촉진하는지에 대해 잘 보여 준다. 

 또한 레오바이러스(Reovirus)와 그람 양성 및 그람 음성 박테리아와의 직접적 상호 작용은 

바이러스의 열에 대한 안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숙주 세포에 대한 바이러스의 부착 능력 및 감염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6]. 대부분의 장내 바이러스는 장내 미생물 군(bacterial microbiome)의 

산물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전파 또는 감염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발전시켰는데, 이러한 전략은 

바이러스와 장내 미생물의 상호 이익을 위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함께 발전시킨 메커니즘인 것으로 

생각되어 지고 있다. 

 

 

 
그림 3. 포유류 세포에서 박테리아가 장내 바이러스의 동시 감염을 유도하고 바이러스의 유전자 재조합을 촉진 할 수 있음. 

(Bacteria Facilitate Enteric Virus Co-infection of Mammalian Cells and Promote Genetic Re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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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많은 임상 관찰 및 역학적 조사에 따르면 숙주에 감염된 병원성 미생물(바이러스, 세균, 

기생충)들 간의 상호 작용에 따라 비록 동일한 종류의 병원균에 감염되었더라도 숙주 세포의 면역 

기능 차이 및 세균과 바이러스의 동시 감염의 존재 여부 등 의해 중증 환자의 사례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임상 관찰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 모델을 이용하여 미생물의 동시 감염이 질병의 심각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기초 연구로 확인했고, 이와 관련된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에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숙주 세포 표면에의 병원균의 부착 능력 향상, 침투 및 감염 능력 

향상, 숙주 면역 반응 억제 등을 통해 질병의 심각성을 증가시키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이나 박테리아에 대한 항생제 투여 등이 다른 미생물 종의 

공격으로부터 숙주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생물 의사소통의 해석은 

우리가 미생물 개체군을 인식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다양한 감염성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치료법 개발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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