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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장내 미생물: 연구방법의 발전과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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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은 피부(skin)와 구강(oral cavity) 및 구강에서 항문으로 이어지

는 소화기 계통(gastrointestinal tract), 여성의 생식기인 질(vagina) 등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microorganism)과 공생(symbiosis)하며 상호

작용한다[1]. 즉, 미생물의 숙주(host)인 인간은 미생물에 의해 영양, 대

사기능(metabolism) 그리고 면역계와 상피세포(epithelial cell) 성숙에 

영향을 받는다[2].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 전반에 걸쳐 “미생물 균형 환경(eu-

biosis)”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3]. 특히, 장내 미생물 환경(gut mi-

crobiome)은 음식물 소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연구

를 통해 면역과 대사활동 등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진 상

태(dysbiosis)”는 비만[4], 제2형 당뇨[5], 염증성 장 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6] 그리고 대장암(colon cancer)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7], 심지어 자폐증(autism)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이러한 질병과의 연관성은 건강의 유지 및 개선에 있어 

장내 eubiosis의 유지가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양한 질병과의 관련성에 근거하여 장내 eubiosis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관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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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전반적인 면역기능을 향상시키고 염증 관련 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9,10], 신체 활동 

및 운동과 장내 미생물과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다. 

운동은 일생에 걸친 면역기능의 유지에 도움을 주고 선천 면역의 강

화를 통하여 외부 항원에 대한 방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11,12].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이 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완벽하지 못하여 “운동-장내 미생물”과의 

직접적 인과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Jeffrey A. 

Woods 교수의 인터뷰에서도 현재까지 면역학적인 관점에서 운동이 

장내 미생물이나 장 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욱 활발

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13]. 따라서 우리는 운동이 

장내미생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운동이 장내미생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더 나아가 후

속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연구와 기존 연구 간의 간극(missing link)

을 파악하는 것이 본 검토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또한, 이러한 목적에 

접근하기 이전에 먼저 건강과 질병에 대한 장내 미생물의 영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운동과 장내 미생물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에 대

한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장내 미생물 연구 방법의 발전

1. 미생물 군 유전체(microbiome) 연구 방법의 발전

초기 장내 미생물 연구는 주로 배양, 염색 및 현미경 검사를 기반으

로 하였다. 하지만 배지 조성과 같은 일반적인 배양 조건은 호기성 미

생물을 선호하므로 혐기성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배양하거나 연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14]. 이러한 단점은 차세대 시퀀싱(next gener-

ation sequencing, NGS)이 개발되고 상용화됨으로써 획기적으로 보완

되었고[15], 이로 인해 인체 미생물 군집 관련 연구가 박차를 가하게 되

었다[16,17]. NGS의 지속적인 기술적 진보와 함께 대용량 데이터를 처

리할 수 있는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적 분석법이 비약적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 등 다양한 

생명체의 유전체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15]. 또한, RNA-seq으

로 불리는 전장전사체분석(whole transcriptome shotgun sequencing, 

WTSS), 전장엑솜분석(whole exome sequencing, WES) 그리고 DNA 메

틸화분석(methylation sequencing, MeS) 등의 응용분야로 점차 확대되

었다. 최근에 장내 미생물 연구는 NGS를 기반으로 하여 마이크로바

이옴 메타지놈(microbiome metagenome) 및 메타트랜스크립톰(meta-

transcriptome) 연구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Fig. 1). 

2.  메타지노믹스(metagenomics)와 

메타트랜스크립토믹스(metatranscriptomics)

메타지노믹스의 목적은 미생물 군집을 분석하고 그 안의 잠재적인 

기능평가도 가능하여 숙주와 미생물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

는 목적이 있다(Fig. 2). 앰플리콘 시퀀싱(amplicon sequencing)은 이러

한 목적 중 미생물 군집(community)을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때 종 동정(species identification)을 위한 표지 유전자(marker gene)

만을 선택적으로 증폭한 후 그 증폭 산물들의 염기서열을 분석하게 

된다[18]. 따라서 검체 내에서 세균이나 고균(archea)에서 발견되는 원

핵생물(prokaryote)의 DNA인 16S rRNA (16S ribosomal RNA) 유전자

를 표지유전자로 사용하게 된다[18]. 이러한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

면, 바코드서열이 들어있는 프라이머(primer)를 이용하여 16S rRNA 

유전자를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으로 증폭하고 16S rRNA 데

이터베이스인 Greengenes (http://greengenes.lbl.gov), SILVA (https://

www.arb-silva.de/) 또는 RDP (http://rdp.cme.msu.edu/)를 이용하여 각

각의 염기서열을 대조하여 미생물 종을 알아낸다[19-21]. 세균에 존재

하는 16S rRNA 유전자는 그 길이가 적당할 뿐만 아니라 보존영역

(conserved region)과 변이영역 (variable region) (V1–V9)을 적절히 포함

하고 있다. 또한, 기능 변화에 따른 유전자의 변이 가능성이 낮아 계통 

분석과 생태 연구에 적합하다. 이러한 장점들로 앰플리콘 시퀀싱은 특

정 환경의 미생물 구성을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특성화할 수 있다. 16S 

rRNA의 리보좀 영역을 해독하는 방법은 앞서 언급한 프라이머로 V1–

V9의 가운데를 타겟으로 하는 영역들을 증폭하여 해독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특히, 일루미나(Illumina, San Diego, CA, 

Fig. 1. The concept and process of metage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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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해독할 경우 짧은 단짝 서열(short read 

pair end)이 해독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서열

들에 매핑(mapping)하여 미생물의 속(genus)과 종(species)을 구분한

다. 다만, 종 수준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명 산탄총 메타게놈(shotgun 

metagenome) 해독 방법이 사용되는데 특정 영역을 타겟해서 해독하

는 것이 아니라 샘플 내에 있는 genomic DNA를 잘라서 산탄총처럼 랜

덤으로 라이브러리를 제작하여 해독을 하는 방법이다. 이는 샘플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DNA를 해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유전자 영역들

이 포함되어 해독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미생물의 기능을 분석하

거나 미생물을 종 수준까지 특정하기에 용이한 방법이다. 또한, 프라이

머 조합을 이용하여 해독된 16S rRNA 전 영역의 단짝 서열을 조립하

여 마치 전체 16S 리보좀을 해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긴 

서열(long read) 합성 방법(loop-sequencing) 또한 명확하게 미생물을 

종 수준까지 특정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현재는 Loop 

Genomics (San Jose, CA, USA)사의 loop-seq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22].

장내 미생물들의 활성이 숙주의 특정 표현형(phenotype)으로 발현

되기 위해서는 미생물 군집 내에서의 상대적인 숫자뿐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절대 수가 큰 영향을 미친다.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는 특정 균주는 종 다양성의 차이로 인해 다양성이 매우 제

한적인 환자의 메타지놈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은 수의 다양한 미

생물을 보유하고 있는 건강한 사람의 메타지놈에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23]. 그렇기 때문에 메타지노믹스를 통한 정량 분석은 실제 활

성을 갖는 균주와 유전자 그룹을 추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

제 유전자가 발현된 메타트랜스크립토믹스 또는 메타프로테오믹스를 

활용하는 것이 활성 미생물 그룹 분석에 이점이 있다[24]. 실제로 마이

크로바이오타(microbiota)라고 불리우는 미생물 군집의 개인 간의 차

이가 커서 질병 특이적인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데 여전히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 활성을 보이는 미생물 종

과 발현되는 유전자 그리고 대사경로를 함께 분석하는 메타트랜스크

립토믹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24-26].  

운동과 장내 미생물과의 관련성

1. 동물연구에서의 근거

엄격히 통제된 동물 연구는 운동과 장내 미생물 환경과의 관계를 파

악하는 데에 있어 실마리를 찾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Table 1). 특히, 5

주간의 운동 훈련을 통해 박테리아의 대사산물인 부티레이트(butyrate)

를 증가시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는 데 일조를 하였다[27]. 이러한 이

유로 인해 많은 동물 연구가 수행되었고, 동물 연구에서 밝혀진 다양한 

연구들을 근거로 운동은 독립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구성과 기능적 능

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7-40]. 앞서 언급된 바

와 같이 운동은 독립적으로 장내 미생물 환경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

고 이는 부티레이트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에 이루

어진 연구에 의해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운동을 통하여 부티레이트를 

생성하는 미생물 군집의 상대적인 숫자를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확인되

었다[37-40]. 식이섬유의 박테리아 발효로 인해 생성되는 단쇄지방산

(short chain fatty acids, SCFAs)인 부티레이트는 결장 상피세포(colonic 

epithelial cell)의 증식을 촉진시키고 장벽(gut barrier)의 건강유지 및 숙

주의 면역 시스템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여겨진다[41,42].  

운동이 실험동물(대부분 설치류)의 장내 미생물 환경을 어떻게 그리

고 어느 정도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량적인 결론을 도

출하는 데 있어서는 식단과 실험동물의 종(species)과 계통(strain), 동물

의 주령 및 사용된 운동방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면 Firmicutes/Bacteriodetes 문(phylum)의 장

내 비율이 운동에 의해서 증가한다고 보고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Fig. 2. The concept and process of metatranscript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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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imal studies on the exercise and gut microbiome      

Study Design Host Group Exercise training Diet control Major findings

Matsumoto et al. [27] CS Rattus norvegicus Control (n=7) vs. Exercise (n=7) 5 weeks voluntary 
exercise

N/A The exercised rats had a higher 
n-Butyrate of cecum than the 
control group

Batacan et al. [28] CS Rattus norvegicus CTL.SC (n=6), CTL.HF (n=8), 
SED.SC (n=8), SED.HF (n=9), 
LIT.SC (n=3), LIT.HF (n=7), 
HIIT.SC (n=6), HIIT.HF (n=7)

12 weeks exercise 
and diet  
intervention

HF, SC HF diet prevented microbiota 
differentiation in response to 
exercise

Welly et al. [29] CS Rattus norvegicus HFD+training (n=10), 
HFD+NT+WM (n=10), 
HFD+SED (n=10)

14-16 weeks wheel 
running

HFD HFD+training group  
significantly increased the  
relative abundance of cecal  
Streptococcaceae and  
decreased S24-7 and one  
undefined genus in  
Rikennellacea. 

Lamoureux et al. [30] CS: tissue
LS: fecal

Mus musculus Voluntary control (n=10)
Voluntary exercise (n=10)
Forced control (n=11)
Forced exercise (n=11)

8 weeks voluntary 
wheel running

N/A Using a sophisticated ML model 
(random forest), they  
confirmed that changes in the 
microbial community by  
exercise.

Liu et al. [31] CS Rattus norvegicus  
(Ovariectomized)

HCR-EX (n=8), HCR-SED (n=7), 
LCR-EX (n=8), LCR-SED (n=7)

11 weeks voluntary 
wheel running

HF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host metabolism and gut  
microbiota of HCR and LCR 
rats. 

Allen et al. [32] CS Mus musculus FTR (n=10), VWR (n=10),  
SED (n=9)

FTR: 6 weeks  
(5 days/week) of 
forced moderate 
treadmill running, 
40 min/day

VWR: 6 weeks  
voluntary wheel 
running

N/A Forced and voluntary exercise 
show differential expression 
in the gut microbiome of 
mice.

Campbell et al. [33] CS Mus musculus Lean sedentary (n=9),  
Diet-induced obesity  
sedentary (n=9), Lean  
exercise (n=9), Diet-induced 
obesity exercise (n=9)

12 weeks voluntary 
wheel running

HFD, normal 
diet

Exercise improved the treatment 
of obesity by inducing  
positive changes in the gut 
microbiome and gut health.

Mika et al. [34] CS: tissue
LS: fecal

Rattus norvegicus Juvenile sed (n=10), Adult sed 
(n=10), Juvenile run (n=10), 
Adult run (n=10)

6 weeks voluntary 
wheel running

N/A Performing exercise during  
early growth may be much 
more effective at improving 
gut microbiome and body  
composition.

Denou et al. [35] CS: tissue 
LS: fecal

Mus musculus Chow (n=7), HFD (n=9), HFD + 
HIIT (n=8)

6 weeks treadmill 
running

HFD Exercise resists some obesity- 
related changes in the gut  
microbiome.

Queipo-Ortuno et al. 
[36]

CS Rattus norvegicus Activity based anorexia (n=10),
Control activity based anorexia 

(n=10), Exercise (n=10),  
Ad libitum (n=10)

6 days voluntary 
wheel running

Anorexia 
group  
60 min 
meal per 
day

Diversity and similarity in gut  
microbiota composition vary 
by nutritional and exercise  
status. The gut microbiome is 
associated with satiety.

Evans et al. [37] CS: tissue 
LS: fecal

Mus musculus LF/Sed (n=12), LF/Ex (n=10), 
HF/Sed (n=14), HF/Ex (n=12)

12 weeks voluntary 
wheel running

HFD, LFD Exercise alters gut microbiota in 
LFD and HFD mice

Lambert et al. [38] CS Mus musculus db/+ Sedentary (n=10), db/+ 
Exercise (n=10), db/db  
Sedentary (n=9), db/db  
Exercise (n=10)

6 weeks Treadmill 
running,  
5 days/week,  
60 min/session

N/A Exercise has an independent  
effect on gut microbiome 
changes on diabetic and  
non-diabetic mice.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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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 다수의 반대 결과도 있기 때문이다[34-37]. 또한, 운동으로 인해 

장내미생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결과들도 있었다. 따

라서, 국내에서 운동생리학 관련 연구자들이 “운동과 장내 미생물” 연

구에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또는 프로토콜들을 잘 정립하고 표준

화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로 토론이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인간의 유산소성 운동을 가장 잘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인 자발적 휠 달리기(voluntary wheel running)와 

강제성이 있는 트레드밀 달리기(forced treadmill running)를 실시하였

을 때에 장내 미생물 군의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32]. 이러한 사

실은 운동 프로토콜이 실험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근거

동물연구에서의 결과가 운동이 장내 미생물 군의 변화에 분명히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지만, 운동으로 유발된 변

화가 인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는 못

하였다. 전술한 “동물연구에서의 근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연

구들에서 표준화되지 않은 연구방법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운동생리학자의 관점에서 기존의 수많은 연구들에 입각하여 건강상

의 이점을 득하기 위한 적절한 운동형태, 운동강도 또는 운동빈도에 대

한 근거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

로 이전에 이루어진 동물연구에서의 발견을 인체에 확대적용하여 운

동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변화시키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건강상

의 이점을 득하기 위한 적절한 운동형태, 강도 또는 운동빈도를 제시하

는 것은 운동생리학 또는 운동과학에 있어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최근에 인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종단 연구의 결과는 운동에 의

한 미생물 군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에 따라 차등적으

로 변경되는 것을 보여주었다[43]. 해당연구에서 장내 Faecalibacterium 

종이 정상 대상자(BMI < 25)에서 운동에 의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

었다. 하지만 비만 피험자는 그렇지 않았다. 또한, Bacteriodetes는 정상 

대상자에서 감소하고 비만 대상자(BMI >30)에서는 증가하였다. 이러

한 결과들은 운동에 의한 장내 미생물의 변화는 식이와 건강상태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해당 연구

에서 시행된 6주간의 지구성 운동으로 인하여 부티레이트를 생성하

는 미생물 군이 정상 대상자에서만 효율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이

러한 추측은 좀 더 명확한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연구에서 가장 중요

하게 생각되는 결과는 운동과 함께 증가하는 대부분의 미생물 군과 

SCFA는 이후에 수행된 좌식생활로의 전환을 통해 다시 감소하였음을 

보여준 것이었다[43]. 이는 운동에 의한 장내 미생물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가역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였다(Table 2).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식이가 운동으로 인한 장내 미

생물 변화에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추가적인 연구결과가 

있다[44]. 해당연구에서 유청단백질만을 섭취한 과체중 또는 비만 성

인에 비하여 운동단독 또는 운동과 유청단백섭취를 병행한 과체중 또

는 비만 성인에서 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운

동군은 중강도의 유산소운동을 실시함). 다만, 미생물 군집의 특이적

인 변화와 이로 인한 대사체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 또한 보여주었

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연구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장내 미

생물 변화의 특성상 평소의 식이습관과 대상자의 다양한 BMI 분포에 

기인하여 좀 더 특이적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장내 미생물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운동의 효과를 단백질 

섭취가 상쇄하였을 수도 있음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추후 연

구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지구성 운동이 과체중 여성의 장내 미생물 군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한 연구에서 6주간의 저강도와 중강도 사이의 사이클링

을 수행하였을 때에 A. muciniphila 종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고 Pro-

teobacteria를 감소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45]. 해당 연구의 가장 중요

한 발견은 운동에 의해 반응하는 미생물 군집은 예상과 달리 전체 장

내 미생물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한, 운동은 

과당 및 아미노산 대사와 관련된 미생물 군집의 기능 유전체를 감소시

Study Design Host Group Exercise training Diet control Major findings

Petriz et al. [39] CS Rattus norvegicus Obese rats (n=5), Hypertensive 
rats (n=5), Wistar rats (n=5)

4 weeks treadmill 
running,  
5 days/week,  
30 min/session

N/A Exercise can alter bacterial  
composition and diversity of 
gut microbiota at the genus 
level.

Kang et al. [40] CS Mus musculus ND (n=10), ND + exercise 
(n=10), HFD (n=10), 
HFD + exercise (n=10)

Forced exercise 
wheel running,  
5 days/week

HFD Exercise can improve cognitive 
function decline due to HFD. 

Diet and exercise can affect the 
behavioral domains of the gut 
microbiota.

CS, cross-sectional study; LS, longitudinal study; CTL, control; HF, high-fat high-fructose; SED, sedentary; LIT, low-intensity training; HIIT, high-intensity in-
terval training; NT, non-training; WM, weight match; ML, machine learning; HCR, high capacity; LCR, low capacity; EX, exercise; FTR, forced treadmill run-
ning; VWR, voluntary wheel running; LFD, low-fat diet; ND, Normal diet.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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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인간 대상 연구에서 횡단 연구를 통한 근거

인간의 장내 미생물 군을 형성하는 데 있어 운동의 역할에 대한 근

거는 횡단 연구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46]. 해당 연구에서 엘리트 럭

비 선수의 장내 미생물 군은 건강한 일반 대조군에 비해 장내 미생물

의 알파 다양성(α-diversity, 평균 종 다양성)이 크고 40여 가지의 다른 

박테리아 분류군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엘리트 

럭비 선수는 건강한 일반 대조군에 비하여 Bacteroides와 Lactobacillus 

종이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다[46]. 최근에 활동적인 여성과 좌식 대조

군을 비교한 결과 주당 3시간 이상의 운동을 하는 여성이 부티레이트

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Faecalibacterium prausnitzii, Roseburia 

Table 2. Human studies on the exercise and gut microbiome     

Study Design Subjects Exercise training Change or diet control Major findings

Allen et al. [43] LS Lean (BMI <25, n=18)
Obese (BMI >30, n=14)

6 weeks progressive  
aerobic exercise,  
3 session/week

A 3-day food menu designed 
based on 7-day dietary  
recall. The subjects were 
asked to intake designed

3-day food menu before 
each fecal collection.

Exercise-induced changes in  
microbiome composition and  
function are correlated with BMI

Cronin et al. [44] LS Healthy Irish male and  
female Caucasian (BMI 
between 22 and 35, 
n=74)

Exercise (n=25)
Exercise+whey protein 

(n=22)
Whey protein only (n=27)

8 weeks mixed aerobic  
and resistance exercise  
training program,  
3 session/week

Intake of a 30-g protein  
supplement containing  
24 g of whey protein each 
day

Combined exercise in healthy  
Sedentary adults did not induce 
drastic changes in the gut  
microbiome. Regular whey  
protein supplements can alter  
the composition of gut virome.

Munukka et al. [45] LS Sedentary lifestyle and 
overweight female  
(BMI >27.5, n=17)

6 weeks cycle endurance 
training, 3 session/week

N/A Endurance training alters gut  
microbiota composition and  
function without affecting  
systemic metabolites.

Clarke et al. [46] CS Male elite professional 
rugby players (n=40), 
Healthy male control 
group with low BMI 
(n=23) and high BMI 
(n=23)

N/A Rugby players’ total energy, 
protein, fat, and  
carbohydrate intake  
was higher than control 
group.

The diversity of gut microbiota in 
rugby players was higher than in 
controls. The microbiota diversity 
indic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otein intake and CK.

Dao et al. [48] LS Overweight (n=11) and 
obese (n=38) adults

N/A A calorie restriction diet  
enriched with fiber and 
protein for 6 weeks and  
followed by a weight  
stabilisation diet for 6 weeks.

Higher abundance of A. muciniphila 
is associated with healthy  
metabolic status in  
overweight/obese adults

Durk et al. [49] CS Healthy adults male 
(n=20) and females 
(n=17)

A maximal graded  
treadmill exercise test 
was used to determine 
VO2max

N/A VO2max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irmicutes/Bacteriodetes  
ratio.

Estaki et al. [50] CS Healthy adults male 
(n=22) and females 
(n=17)

A continuous incremental 
ramp maximal exercise 
test on a cycle ergometer 
was used to determine 
VO2peak and Wpeak

N/A Aerobic fitness is associated with  
gut microbial diversity, and the  
microbial profile of healthy  
individuals appears to favor  
butyrate production.

Barton et al. [51] CS Elite professional male 
athletes (n=40) and 
healthy controls (n=46)

N/A N/A Athletes have higher microbial  
diversity than controls.  
Microbial-derived SCFAs are  
increased within the athletes.

Scheiman et al. [53] LS 2015 Boston marathon 
runners (n=15),  
Sedentary controls 
(n=10),

N/A N/A Increased Veillonella atypica after 
marathon shows association  
with endurance capacity.

LS, longitudinal study; CS, cross-sectional study; CK, creatine kinase; BMI, body mass index; SCFA, short-chain fatty ac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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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inis 및 Akkermansia muciniphila, F. prausnitzii 와 R. hominis의 수

준이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47]. 특히, A. municiphila는 제지방

량 및 대사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8]. 

여러 연구에서 미생물 군집과 대사능력 및 심폐 건강의 관련성을 밝

히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관련된 연구에서 인간 장내 미생물 

총(microbiota)의 두 가지 주요 문인 Bacteriodetesd와 Firmicutes의 비율

이 높을수록 최대산소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49]. 유사한 

결과로 성인에서 미생물 다양성과 부티레이트를 생성하는 박테리아 

분류군의 풍부함(abundance)이 심폐 건강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50]. 또한, 메타지놈 분석을 사용하여 운동 선

수가 아미노산 생합성 및 탄수화물 대사뿐만 아니라 더 높은 대변 

SCFA 농도를 나타내어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켰음을 확인하였다[51].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는 상호보완적이다. 특정 인구집단을 구분하

여 접근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즉, 본 검토에서 확인된 여러 연구들에서 사용된 횡

단 디자인은 다양한 통제(식이, 일상활동량, 수면패턴 등)가 불가능하

여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 연구 방향

앞서 언급한 여러 동물연구의 근거들과 인간 대상 연구들은 장내 

미생물 군집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출판된 연구들의 대부분은 결론적으로 보고된 결과물이며, 대체로 유

의한 결과들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생존자 편향(survivorship bias)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특히, 본 검토에서 언급한 한 연구에서 엘리

트 럭비 선수들의 단백질 섭취가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횡단 연구의 특성과 맞물려 종속변인인 장내 미생물을 오직 

단백질에 의한 종속관계인 것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

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46].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동물

연구 또는 인체 종단연구에서 이를 교차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결정적

으로 지나친 고단백 식이를 실시하였을 때 오히려 장내 미생물 환경과 

안정성을 교란시키고 이로 인해 스프린트 및 지구력이 감소할 수 있다

는 최근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교차검증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52].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 환경의 개선을 위한 최선

의 방법을 운동, 휴식 그리고 영양의 최적의 조합을 찾는 방향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NGS 및 바이오인포매틱스의 비약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엘리트 운동 선수에게서 특이적으로 발견되는 장내 미생물 

종을 동정하여 이를 이식하는 방법을 통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53]. 운동능력은 지속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유전적 요인은 운동능력을 표현형으로 나

타내는 데 매우 중요한 인자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운동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장내 미생물을 발굴하고 특정 미생물 군의 이식을 통해 

유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로 2015년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한 선수에서 획득한 대변 샘플에서 

Veillonella atypica를 분리동정 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실험동물

(C57BL/6 마우스)의 장내에 접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도를 하였다. 

결과는 놀랍게도 실험동물의 지구력의 향상으로 나타났다[53]. 미래의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과 관련된 특정 미생물 군과 

종의 분류 작업이 고도화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절차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분류된 특정 미생물 종의 인체 적용을 통하

여 운동의 치료적 효과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운

동부족으로 인해 발병하는 대사증후군을 가진 대상자에게 적용 가능

한지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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