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2021년 미국에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남

성에서 발생한 암 중 26%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은 11%로 남성에서 2위의 사망

률을 보였다. 신장암은 남성에서는 신환자의 5%를 차지

하여 6번째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사망자의 2.8%를 차

지하여 11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여성에서는 3%

로 9번째로 높은 발생률을 나타냈고 사망자의 1.73%를 

차지하여 12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1 

전립선암의 위험 인자로는 유전적 요인, 염증 및 감염, 

높은 혈청 남성호르몬 수치, 전립선 내 에스트로겐 생성,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insulin-like growth factors), 

콜레스테롤 항상성 소실 등이 제시되고 있고,2 마이크로

바이옴, 비만과 고지방 식이 습관, 화학적 손상(chemical 

injury), 녹말 양소체(corpora amylacea) 등은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3 신장암의 위험 인자로는 흡

연, 비만, 고혈압, 바이러스 감염, 유전적 요인 등이 제시

되고 있다.4 

마이크로바이옴은 체내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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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body contains diverse microbes. Different microbes are identified at different organs. 
Urine was thought as sterile, but according to progression in important technologies like 16S 
rRNA gene sequencing and expanded quantitative urine culture, it is known that diverse mi-
crobes exist in genitourinary tract. Microbiome contains the microbes and surrounding micro-
environments. In addition to urologic difficulties like interstitial cystitis or chronic prostatitis, 
malignancies are thought to be related to microbiomes. In this review, we summarized several 
studies in urologic malignancies, especially prostate cancer and kidney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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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게놈, 그리고 미생물이 발생시킨 부산물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5 인간유전체 사업(Human Genome 

Project)이 완료된 이후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사업

(Human Microbiome Project)이 2007년 시작되었

고, 당시에는 “Urine is sterile” 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에 위장관계 마이크로바이옴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었

다.6 하지만 이후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16S rRNA gene sequencing, expanded quantitative 

urine culture (EQUC)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소변에

서 “uncultivable bacteria”의 존재가 확인됨에 따라 비

뇨생식기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도 시행되게 되

었다.7,8 2008년 Sfanos 등9은 전립선암 조직에서 16S 

rRNA gene sequencing을 통해 여러 미생물들의 존재

를 확인하였고, 2011년 이후 여러 연구자들은 균이 배

양되지 않은 소변에서 16S rRNA gene sequencing

을 통한 bacteria의 확인에 성공하게 된다.10-12 Gene 

sequencing을 이용한 상기 연구들 이후, Hilt 등13은 

EQUC를 통해 standard urine culture와 비교하여 균 

배양 시간 및 온도 그리고 배지 등에 변화를 주면서 이전

에 동정하지 못했던 균들에 대한 동정에 성공한다. 이렇

게 확립된 방법들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 널리 이용되

고 있다. 이 종설에서는 전립선암과 신장암의 마이크로바

이옴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

다. 전립선암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시행된 연구들은 

Table 1에, 신장암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시행된 연

구들은 Table 2에 요약되어 있다.

전립선암

1. Urinary Microbiome and Prostate Cancer

비뇨생식기계 마이크로바이옴과 전립선암의 연관성

에 대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Propionibacterium 

acnes과 전립선암의 연관성은 Cohen 등에 제시된 바 

있고,14-16 Human papillomavirus (HPV)와 Neisseria 

gonorrhea 등의 성매개질환이 전립선암 발생률을 높인

다는 내용은 Taylor 등17의 메타 분석을 통해 제시된 바 

있다.

2015년 Yu 등18은 전립선암 환자들과 전립선비대증 환

자들의 urine, expressed prostatic secretion (EPS), 

seminal fluid에서 microbiome을 비교 분석하였다. PCR-

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와 quantitative 

real-time PCR을 이용하여 균주의 종류를 확인하고 각

각의 양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전립선암 환자들

의 EPS에서 Bacteroidetes, Alphaproteobacteria, 

Firmicutes, Lachnospiraceae, Propionicimonas, 

Sphingomonas, Ochrobactrum 그리고 Escherichia 

coli가 전립선비대증 환자들에 비해 증가되어 있고, 

Eubacterium과 Defluviicoccus는 감소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8년 Shrestha 등19은 전립선 조직검사 

전 채취한 urine에 대해 16S rDNA gene sequencing

을 시행하여 전립선비대군과 전립선암군의 마이크로바

이옴을 비교하였다. 두 군 모두에서 Corynebacterium, 

Staphylococcus, Streptococcus가 가장 많이 검출되

었고 전립선암군에서는 Anaerococcus lactolyticus, 

Streptococcus anginosus, Anaerococcus obesiensis, 

Actinobaculum schaalii, Varibaculum cambriense, 

Propionimicrobium lymphophilum이 양성군에 비해 

많이 검출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urogenital infection

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균주들이었다. 2019년 

Ma 등20은 prostate-specific antigen (PSA)가 4 이

상인 환자들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전 EPS를 채취

하여 양성군과 전립선암군을 비교하였다. 16S rRNA 

gene sequencing을 이용한 연구에서 전립선암군에서

는 Lactococcus, Carnobacterium, Streptococcus, 

Geobacillus, Enterobacter가 양성군에 비해 증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Cronobacter, Alkaliphilus, 

Paenibacillus는 양성군에서 증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

다. 

2008년 Sfanos 등9은 170명의 근치적전립선적출술 검

체(RP specimen)에 대해 16S rDNA gene sequencing

과 pathologic examination을 시행하였다. 36%의 검

체에서 bacteria가 검출되었고 이 중에는 standard 

culture가 불가능하였던 균종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

만 bacteria의 검출과 inflamation의 연관성은 낮았

다. 2017년 Cavarretta 등21은 16명의 RP specimen을 

tumor area, peritumor area, nontumor area로 분석

하여 각 조직에 대해 ultradeep pyrosequencing을 시

행하였다. 그 결과 Propionibacterium이 모든 부위에

서 가장 많이 존재하였고, tumor 및 peritumor area에

서는 nontumor area에 비해 Staphylococcus는 많이, 

Streptococcus는 적게 검출되었다. 2019년 Banerj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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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2은 전립선암 조직과 전립선 비대증 조직에 대해 

microarray metagenomics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립

선암 조직에서 virus에 대한 분석에서는 tumorigenic 

virus가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respiratory, enteric virus 순이었다. Tumorigenic 

virus 로는 HPV 16/18, human cytomegalovirus 

외에도 전립선암 발생과의 연관성이 제시되었던 다양

한 종양원성 바이러스들이 확인되었다. Bacteria는 

Table 1. Landmark studies on microbiome of prostate cancer

Study Year Sample Analysis technique Findings

Yu  
et al.18

2015 Urine, EPS, Seminal fluid 
from PCa and BPH 
patients

PCR-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 quantitative 
real-time PCR

EPS from PCa patients showed increased Bacteroidetes, 
Alphaproteobacteria, Firmicutes, Lachnospiraceae, 
Propionicimonas, Sphingomonas, Ochrobactrum and 
Escherichia coli, and decreased Eubacterium and 
Defluviicoccus.

Shrestha  
et al.19

2018 Urine from PCa and 
benign patients

16S rDNA gene sequencing Urine from PCa patients showed increased Anaerococcus 
lactolyticus, Streptococcus anginosus, Anaerococcus 
obesiensis, Actinobaculum schaalii, Varibaculum 
cambriense, and Propionimicrobium lymphophilum.

Ma  
et al.20

2019 EPS from PCa and benign 
patients

16S rRNA gene sequencing EPS from PCa patients showed increased Lactococcus, 
Carnobacterium, Streptococcus, Geobacillus and 
Enterobacter, and decreased Cronobacter, Alkaliphilus and 
Paenibacillus

Sfanos  
et al.9

2008 Tissue from RP specimen 
of PCa patients

16S rDNA gene sequencing
Pathologic examination

36% of specimen showed bacterial existence.
Bacterial existence didn’t always correlate with inflammation.

Cavarretta 
et al.21

2017 Tumor/peritumor/
nontumor area from RP 
specimen of PCa patients

Ultradeep  
pyrosequencing

The most abundant species was Propionibacterium.
Tumor and peritumor area showed increased Staphylococcus 

and Streptococcus.
Banerjee  

et al.22
2019 Tissue from PCa and BPH 

patients
Microarray  

metagenomics
Tissue from PCa patients showed increased microbial 

diversity, tumorous viral existence, and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Miyake  
et al.23

2019 Tissue from PCa and BPH 
patients

PCR 
Pathologic examination

Tissue from PCa patients showed increased Mycoplasma 
genitalium.

PCa patients with Mycoplasma genitalial existence showed 
higher pathologic T stage.

No relevance between M. genitalium and intraprostatic 
inflammation.

Ma et al.24 2020 Transcriptome RNA 
sequencing data from 
TCGA database

Computational analysis Listeria monocytogenes, Lactobacillus crispatus and Thermus 
thermophilus inhibited tumor progression.

Nevskia ramose and Staphylococcus aureus promoted tumor 
progression.

Golombos 
et al.32

2018 Stool from localized PCa 
and BPH patients

Next-generation sequencing
Computational analysis

PCa patients showed increased Bacteroides massiliensis and 
decreased Faecalibacterium prausnitzii and Eubacterium 
rectalie.

Liss  
et al.34

2018 Rectal swab from PCa and 
BPH patients

16S rRNA gene sequencing
Computational analysis

In PCa patients, Bacteroides and Streptococcus were 
increased. Carbohydrate metabolic pathway was more 
activated. 

Folate synthesis and biotin, arginine and ornithine metabolic 
pathways were decreased.

Alanee  
et al.36

2019 Urine and fecal sample 
from PCa patients

16S rRNA gene sequencing Urine of PCa patients showed decreased Clostridium XVIII/
IV, Lachnospira, Acetanaerobaterium and Faecalibacterium.

Stool of PCa patients showed increased Bacteroides.
Sfanos  

et al.45
2018 Fecal sample from PCa 

and BPH patients
16S rRNA gene sequencing ADT treated group showed decreased microbial diversity and 

increased Akkermansia muciniphila, Ruminococcaceae, and 
Lachnospir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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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obacteria, Firmicutes, Actinobacteria 순으로 

풍부하게 검출되었고, 특징적인 것은 위암의 발생에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진 Helicobacter pylori 균이 전립선암 

조직에서도 상당량 확인되었고 H. pylori의 CagA gene 

sequence가 삽입된 형태가 관찰되어 H. pylori 감염이 

전립선암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었다. Fungus에 대한 분석에서는 Ascomycota가 

가장 많았고 Zygomycota가 그 뒤를 이었다. Parasite

의 경우 Nematoda가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다. 전립선암 조직과 전립선비대증 조직의 마이크로바

이옴은 구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겹치는 부

분이 상당히 있었고 균종의 다양성은 전립선암 조직에

Table 1. Continued

Study Year Sample Analysis technique Findings

Daisley  
et al.48

2020 Fecal sample from 
metastatic CRPC 
patients

16S rRNA gene sequencing
Functioning inferencing

ADT treated group showed decreased Corynebacterium.
ADT with AA treated group showed decreased 

Corynebacterium and increased A. muciniphila.
AA multiplies A. muciniphila.

EPS: expressed prostatic secretion, PCa: prostate cancer, BP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RP: radical prostatectomy, 
TCGA: The Cancer Genome Atlas, CRPC: castrate-resistant prostate cancer, ADT: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Table 2. Landmark studies on microbiome of kidney cancer

Study Year Sample Analysis technique Findings

Heidler  
et al.64

2020 Nontumor portion and 
tumorous portion from 
RCC patients

16S rDNA gene sequencing Malignant tissue showed increased microbial diversity, 
Aeromonas salmonicida, Pseudoalteromonas haloplanktis, 
Parageobacillus toebii, Trachelomonas volvocinopsis, 
Mycoplasma mycoides and Halomicrobium mukohataei.

There were several bacterial species only found in malignant 
and nonmalignant tissue respectively.

Pal  
et al.65

2015 Stool sample from mRCC 
patients treated by 
VEGF-TKI

16S rRNA gene sequencing Patients with diarrhea showed increased Bacteroides species 
and decreased Prevotella species.

Patients treated with VEGF-TKI showed decreased 
Bifidobacterium species.

Hahn  
et al.66

2018 Antibiotics medicated 
mRCC patients treated 
by VEGF-TKI

Statistical analysis  
for PFS

Bacteroides targeting antibiotics medicated group showed 
increased PFS. 

Derosa  
et al.67

2018 mRCC patients treated by 
PD-L1 inhibitor

Statistical analysis  
for OS and PFS

Antibiotics medication in mRCC patients showed decreased 
PFS and OS.

Derosa  
et al.68

2020 Fecal sample from 
nivolumab treated 
mRCC patients and 
healthy volunteers

Whole genome sequencing
Metagenomic shotgun DNA 

sequencing

Antibiotics medication within 60 days before nivolumab 
medication lowered response rate and increased Clostridium 
hathewayi in stool.

Nivolumab responsive group showed increased Akkermansia 
muciniphila and Bacteroides salyersiae.

Nivolumab resistant group showed increased C. hathewayi 
and Clostridium clostridioforme.

Lalani  
et al.69

2020 Antibiotics medicated 
mRCC patients treated 
by IFN-α, mTOR 
inhibitor and VEGF-TT

Statistical analysis According to antibiotics medication,
PD-1/PD-L1 treated group showed decreased response rate 

and PFS.
IFN-a or VEGF-TT with prior cytokines treated group showed 

decreased PFS and OS.
mTOR inhibitor or VEGF-TT without prior cytokines treated 

group showed no difference.

RCC: renal cell carcinoma, mRCC: metastatic RCC, VEGF-TKI: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 tyrosine kinase inhibitor, PFS: progression free 
survival, OS: overall survival, PD-L1: programmed cell death – ligand 1, IFN: interferon, mTOR: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VEGF-TT: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targeted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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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더 높았다. Miyake 등23은 전립선암 조직과 전립선

비대증 조직에 대해 PCR을 수행하여 성매개 감염 여부

를 확인하였고 pathologic examination을 수행하여 

intraprostatic inflammation과 전립선암의 진행 정도

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립선암군에서 Mycoplasma 

genitalium이 더 많이 검출되었고 M. genitalium이 존

재할 경우 pathologic T stage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

으나 nontumor area의 inflammation 여부와는 연관

성이 낮았다. 

2020년 Ma 등24은 The Cancer Genome Atlas 

database에서 전립선암 환자 242명의 raw whole 

transcriptome RNA sequencing data를 제공받

아 computational analysis를 수행하였다. Gleason 

score, TNM stage, PSA level 등의 clinicopathologic 

factor들과 microbiome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Listeria monocytogenes, Lactobacillus crispatus, 

Thermus thermophiles가 종양의 진행을 억제하고, 

Nevskia ramose, Staphylococcus aureus는 종양의 

진행을 촉진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2. Gut Microbiome and Prostate Cancer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전립선암의 위험 인자로는 염

증 및 감염, 높은 혈청 남성호르몬 수치 등이 제시되고 있

고,2 마이크로바이옴, 비만과 고지방 식이 습관, 화학적 손

상, 녹말 양소체 등이 inflammation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장관계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 

체계의 기능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

균총의 불균형(gut dysbiosis)은 다양한 자가면역질환 및 

면역매개질환, 그리고 만성염증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5-28 Gut dysbiosis는 장 벽의 투과성을 

변화시켜 장내 세균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며, 이에 따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29 이에 대해 diet 

뿐만 아니라 androgen deprivation therapy (ADT), 항

생제 투약도 위장관계 마이크로바이옴의 composition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3,30 

Inflammation이 malignancy로 진행될 수 있음은 이미 

알려져 있다.31 전립선암과 gut dysbiosis의 연관성도 제

시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1) Gut microbiome in prostate cancer patients 

위장관계 마이크로바이옴과의 연관성에 대해, fecal 

sample을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2018년 

Golombos 등은 국소 전립선암과 전립선비대증 환자

들의 stool sample을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ext 

generation sequencing) 및 computational analysis

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두 군 간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의

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전립선암군에서는 Bacteroides 

massiliensis가 풍부하게 검출되었고 항염증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알려진 장내 공생균인 Faecalibacterium 

prausnitzii와 Eubacterium rectalie는 적었다.32,33 Liss 

등34은 전립선암과 전립선비대증 환자들이 transrectal 

prostate biopsy를 시행 받기 2주 전 rectal swab을 

시행하여 16S rRNA sequencing 및 computational 

analysis를 이용하여 두 그룹의 균종 및 metabolic 

pathway를 비교 분석하였다. 전립선암군에서는 

Bacteroides와 Streptococcus가 증가되어 있었고 

Folate 합성과 biotin, arginine, ornithine 대사가 감

소되어 있었으며 carbohydrate 대사는 증가되어 있었

다. 이는 해당 대사 관련 균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 Folate의 경우, natural folate는 전립선

암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synthetic folate는 그렇지 않

다는 내용이 제시된 바 있다.35 2019년 Alanee 등36은 전

립선암 환자들의 urine과 fecal sample을 16s rRNA 

sequencing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전립선암 환자들

의 소변에서는 Clostridium XVIII/IV, Lachnospira, 

Acetanaerobacterium 그리고 Faecalibacterium

의 감소가 확인되었고, 대변에서는 Bacteroides의 증가

가 확인되었다. 전립선암 환자들의 fecal sample에서 

Bacteroides의 증가는 상기 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

인된다.

2) Antibiotics and gut microbiome

항생제 투약이 위장관계 마이크로바이옴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항생제 투

약은 병원균을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 세균총

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30,37 광범위 항생제의 투약

은 gut dysbiosis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38 

Gut dysbiosis가 유발된 antibiotics-treated mice와 

germ-free mice를 대상으로 CpG oligonucleotide 

immunotherapy와 platinum chemotherapy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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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한 연구에서, 해당 군에서는 tumor-infiltrating 

cell의 반응이 적절하게 일어나지 못해 cytokine 

production과 tumor necrosis가 저하되고 결과적으

로 약제의 효과가 저하됨이 확인되었다. 해당 약제 투약

이 최상의 효과를 보이려면 tumor microenvironment

에 영향을 미치는 장내 세균총이 정상적으로 존재하

여야 함이 확인된 것이다.39 Cyclophosphamide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gut dysbiosis가 pathogenic T 

helper 17 cell (pTh17 cell)의 감소를 유발하면서 치

료 효과를 저하시킨다는 결론이 제시된 바 있다.40 실제 

immune checkpoint inhibitor 투약 중인 advanced 

cancer 군에서 항생제 투약에 따른 overall survival, 

progression-free survival의 감소와 response rate

의 저하가 보고된 바 있다.41-43 2015년 Boursi 등44은 영

국의 The Health Improvement Network DB에 등

록된 27,212 명의 전립선암 환자를 포함한 여러 종류

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특정 항생제에의 

노출이 cancer risk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하

였다. Penicillin, quinolone, sulphonamide 그리고 

tetracycline의 투약에 따라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성이 

증가됨이 확인되었다. 

3) ADT and gut microbiome

ADT가 위장관계 마이크로바이옴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2018년 Sfanos 등45은 

bicalutamide, enzalutamide, abiraterone acetate 

(AA) 등의 oral androgen receptor axis-targeted 

agents의 투약이 위장관계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PCa 군과 BPH 

군의 fecal sample에 대한 16S rRNA sequencing

을 통해 ADT 투약군에서의 a-diversity 감소 및 

Akkermansia muciniphila, Ruminococcaceae 

그리고 Lachnospiraceae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Akkermansia와 Ruminococcaceae는 anti-PD-1 

immunotherapy의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46,47 2020년에는 Daisley 등48에 의해 

castrate-resistant prostate cancer 환자들의 fecal 

sample이 control, ADT 그리고 ADT+AA 군으로 나뉘

어 16S rRNA sequencing 및 functional inferencing

이 시행되었고 simulated human gut microbiota 

model을 이용한 분석도 시행되었다. Corynebacterium 

은 testosterone 대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DT 및 ADT+AA 군에서는 이 균종이 감소되어 있었다. 

ADT+AA 군에서는 A. muciniphila가 증가되어 있었으

며 AA가 A. muciniphila의 증식을 직접적으로 촉진한다

는 culture 결과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tumor 

growth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vitamin K2의 합

성도 증가되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상기 연구 결

과들은 장내 A. muciniphila가 호르몬 억제 치료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치료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4) Diet and gut microbiome 

Polyphenol은 석류(pomegranate)와 호두(walnut)

를 섭취하였을 때의 대사물질로써, 위장관계 마이크로

바이옴에 의해 대사되어 urolithin A, B의 형태로 흡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9 위장관계 마이크로바이옴

은 polyphenol의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효과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2014년 Sanchez-

Gonzalez 등51은 urolithin이 PSA와 androgen 

receptor에 미치는 영향을 androgen responsive PCa 

cell model인 LNCaP cell line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urolithin은 androgen receptor를 매개로 

한 PSA의 발현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 또한 LNCaP를 이용한 추가 연구에서 urolithin A가 

p21과 p53의 기능을 향상시켜 cancer cell의 자가사멸

을 유도하는 것이 확인되었다.52,53

비만인 전립선암 환자들에서는 암의 진행 속도가 빠르

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54 전립선암으

로 확진되고 수술 대기중인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25 kg/m2 이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식이의 변화, 

주기적인 운동이 위장관계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이 있

는지에 대해 무작위대조군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가 시행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식이의 변화와 주

기적인 운동이 위장관계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유발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고열량/고단백/고지방 식이

는 Bacteroides와 양의 상관관계를, Escherichia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obese men 

with PCa에서는 gut dysbiosis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

음이 제시되었다.55 이러한 역학 연구에 덧붙여, Liu 등

은 transgenic adenocarcinoma of mouse prostate 

(TRAMP) model을 이용하여 고지방 식이(high fat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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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D), 위장관계 마이크로바이옴, tumorigenesis 연관성

에 대해 연구하였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TRAMP mouse

를 control diet 군과 HFD 군으로 나누어 isoflavone

의 일종인 daidzein과 equol의 농도를 측정하고 fecal 

microbiome을 비교하였다. Isoflavone은 콩에서 기

원하는 물질로 estrogenic property를 가져서 전립선

암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왔다.56,57 

이 연구에서 HFD는 equol-producing bacterium으

로 알려진 Adlercreutzia와 그 외 여러 균종을 감소시

키면서 전립선암으로의 tumorigenesis를 촉진한 것

으로 추정되었다.58,59 Combined maternal HFD & 

postweaning HFD 군과 postweaning HFD 군에서 전

립선암으로의 tumorigenesis를 비교한 두 번째 연구

에서 postweaning HFD는 다음 세대의 전립선암으로

의 tumorigenesis를 촉진하였는데, materal HFD와 

post-weaning HFD가 함께 시행될 경우에는 다음 세

대의 전립선암으로의 tumorigenesis가 억제되었다. 이

는 postweaning HFD only group과 maternal and 

postweaning HFD group에서 위장관계 마이크로바

이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Combined 

maternal and postweaning HFD group에서는 상

대적으로 Lachnospiraceae, Roseburia  그리고 

Amycolatopsis가 풍부하였다.60 

5) Treatments and gut microbiome

위장관계 마이크로바이옴이 chemotherapy 혹은 

immunotherapy의 효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내

용들도 제시되어 있다. Mycoplasma hyorhinis가 생

성하는 cytidine deaminase가 gemcitabine을 포함

한 cytosine-based anticancer drug의 효과를 저하시

킨다고 알려진 반면,61 Bacteroides fragilis는 CTLA-4 

targeting antibody가 기능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62 Bifidobacterium 단독 투여는 melanoma 

mouse model에서 PD-L1 antibody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며 함께 투여될 경우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63

신장암

1. Renal Bacterial Colonization in Renal Cell 
Carcinoma 

전립선암에 비해 신장암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

해 진행된 연구가 많지 않다. 2020년 Heidler 등64은 5

명의 renal cell carcinoma (RCC) 환자들의 nontumor 

portion과 tumorous portion의 신장 마이크로바이옴

을 비교 분석하였다. 최근 urinary tract infection 

감염이 없었던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16S 

rDNA sequencing을 이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Malignant portion에서는 bacterial diversity

가 증가되어 있었고, Aeromonas salmonicida, 

Pseudoalteromonas haloplanktis, Parageobacillus 

toebii, Trachelomonas volvocinopsis, Mycoplasma 

mycoides, Halomicrobium mukohataei가 증가

되어 있었다. Cyanophora paradoxa, Spirosoma 

navajo, Phaeocystis antarctica, Euglena mutabilis, 

Mycoplasma vulturii는 malignant tissue에서

만 관찰되었고, Microbacterium, Pelomonas, 

Staphylococcus, Streptococcus, Leuconostoc 

garlicum, Corynebacterium vitaeruminis, 

Anaerococcus nagyae, Ethanoligenens harbinense, 

Neisseria bacilliformis, Thermicanus aegyptius, 

Leuconostoc mesenteroides는 nonmalignant 

portion에서만 관찰되었다. RCC 환자들에서 채취된 조

직으로만 연구가 시행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정상 검

체를 채취하기 어려운 renal malignancy의 특성상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2. Gut Microbiome in Renal Malignancy

1) Diarrhea and gut microbiome

전이성 신암 환자에서 항암요법에 따른 설사와 장

내 세균총의 연관성이 다음의 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었

다. 2015년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tyrosine kinase inhibitor (VEGF-TKI) 약제를 투약받

은 metastatic RCC (mRCC) 환자군에서 발생한 설사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65 Stool sample에 대해 16S 

rRNA sequencing을 시행하였고, 설사가 발생했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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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군에서는 설사가 없었던 환자군에 비해 Bacteroides 

spp.가 증가되어 있었고 Prevotella spp.가 감소되어 있

었다. 또한 VEGF-TKI를 투여받은 환자들은 이전에 시행

된 다른 연구들의 건강한 연구 대상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Bifidobacterium spp.가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기 연구에 덧붙여 Bacteroides spp.를 targeting

하는 항생제의 투여가 설사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66 VEGF-TKI 투약 mRCC 환

자 중 항생제를 투약받았던 환자 49명을 대상으로 하

였고, Bacteroides targeting antibiotics를 투약받

은 17명과 그 외 32명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Bacteroides targeting group의 progression free 

survival (PFS) 증가를 보고하였다. 

2) Antibiotics and gut microbiome

전이성 신암 환자에서도 전립선암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생제 투약이 약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들

이 보고된 바 있다. 2018년 Derosa 등67은 Immune-

checkpoint inhibitor (ICI)를 투약받은 mRCC 환자

들에서 항생제 투약이 약제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내용

을 발표하였다. PD-L1 inhibitor를 투약받은 121명의 

advanced RCC 환자들 중 16명이 항생제를 투약받았는

데, 항생제를 투약받은 환자군의 PFS와 overall survival 

(OS)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 연구를 통해 항생제에 따른 

gut dysbiosis가 ICI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Derosa 등68은 상기 연구에 이어 2020년 PD-1 

inhibitor인 nivolumab을 투여받은 mRCC 환자군 69

명과 건강한 연구 대상자 2,994명의 fecal sample에 

대해 whole genome sequencing 및 metagenomic 

shotgut DNA sequencing을 시행하여 항생제 투여

와 VEGF-TKI 약제의 투여가 nivolumab의 효과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Advanced RCC 환

자군은 nivolumab 투약에 따른 효과 여부에 따라 다

시 분류하였다. Nivolumab 투약 전 60일 이내의 항

생제 투약은 response rate를 감소시켰고 장내 미

생물총에서 Clostridium hathewayi의 증가를 유

발함이 확인되었다. Nivolumab 투여에 반응이 있

었던 환자군에서는 Akkermansia muciniphila와 

Bacteroides salyersiae가 풍부하게 확인되었고, 효과

가 없었던 환자군에서는 Clostridium hathewayi와 

Clostridium clostridioforme이 풍부하게 확인되었다. 

Nivolumab 투약의 반응이 좋았던 환자군에서 풍부했던 

Akkermansia muciniphila는 VEGF-TKI 약제 투약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군에서도 증가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VEGF-TKI 투약 후 PD-1 inhibitor를 투약하는 것

이 좋은 치료 반응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제시되었

다. 

2020년 Lalani 등69은 mRCC 환자군에서 항생제 

투약이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는데, 

PD-1/PD-L1 투약군과 Interferon-alpha (IFN-α),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mTOR) inhibitor, 

VEGF targeted therapy (VEGF-TT) 투약군에서 항생

제 투약에 따른 예후를 비교하였다. VEGF-TT 투약군은 

이전의 cytokine therapy 시행 여부에 따라 VEGF-TT 

with/without prior cytokine 투약군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먼저 PD-1/PD-L1 투약군에서는 항생제 투약

에 따라 response rate와 PFS가 감소함이 확인되어 항

생제 투약이 치료제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가설을 뒷받

침하였다. 하지만 IFN-α, mTOR inhibitor, VEGF-TT 

투약군에서는 결과가 제각각이었는데, IFN-α 투약군과 

VEGF-TT with prior cytokines 투약군에서는 항생제 

투약에 따라 PFS와 OS가 감소한 반면, mTOR inhibitor 

투약군과 VEGF-TT without prior cytokine 투약군

에서는 항생제 투약에 따른 예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cytokine 중 interferon-gamma 

(IFN-ƔƔ)와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의 발생에 위장관계 마이크로바이옴이 영향을 미친다는 

2016년 Schirmer 등70의 연구 결과로 설명이 가능하다. 

mTOR inhibitor와 VEGF-TT는 cytokine에 영향을 미

치는 약제가 아니며, PD-1/PD-L1 제제는 IFN-Ɣ의 증가

를 유도하므로 Schirmer 등의 연구 내용과 유사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Treatments and gut microbiome

2020년 TKI 약제 투약 후 grade II-III의 설사가 발

생한 mRCC 환자 20명에 대해 건강한 장내 세균총을 

가진 donor와 placebo donor의 분변을 이식(fecal 

microbiome transplantation, FMT) 하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71 이 연구를 통해 건강한 기증자에게서 FMT를 시

행받은 환자군에서 이식 4주 후까지 설사의 감소가 확인

되어 FMT를 이용한 치료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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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다방면으로 진행된 연구들에 따

라 전립선암과 신장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종에서 마이크

로바이옴의 역할이 서서히 규명되어 가고 있다. 암의 발

생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며 마이크로바이옴은 이 중 하

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연구

가 후향적으로 진행되었고 연구 그룹에 따라 결과에 차이

가 있어 유의미하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연구해야 

할 내용이 많다. 미생물학, 유전학 그리고 임상의학이 접

목되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흥미로

운 내용들이 추가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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