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하는 사람들의 면역 체계는 비슷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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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군L와 동S를 “W 되면 공간을 공유할 뿐 아y라, 면역 체계도 비슷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s이쳐 면역” 저r에 지o 주에 발표된 새 연a에 의“면 면역 체계의 세포 a성은 n
이 뿐 아y라 va와 함l 사는지에 의해서도 일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L까운 관계에 있는 혈연 관계L 없는 2명의 면역 체계를 정밀“W 분석“고 비교한 최
초의 연a라고 이번 연a의 공동 진행자인 벨i에 플랑드르 생명 공” 연a소의 아드리
안 리스턴 박사L 말했다.

I우리는 환경 요인이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i 때문에, 비슷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면역 체계L 비슷“다는 것은 u랄 일이 아y다. 그렇지만 정
말 u라웠던 것은 그 영향력의 힘이었다.” 리스턴이 허핑턴 포스트에 말했다.

연a자들은 3t 동안 2세에서 ,6세의 약 67%명의 면역 체계를 관찰“고 분석했다.

M 참L자의 혈액 샘플을 모아 M 샘플의 면역 세포를 자세히 관찰했다고 w 사이언티
스트L 보도했다.

M 참L자의 n이, 성별, 체중을 분석한 연a자들은 같이 사는 사람들의 면역 체계는 u
라울 정도로 세포 a성이 비슷“다는 것을 발견했다.

I우리는 식단, 알코올, 흡연, 운동, 스트레스 등 여러 환경적 요인이 면역 체계를 변화시
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커플들은 이 중 많은 요소를 공유한다는 U 안다.” 리스턴의 말
이다.

그리고 함l 살며 아이를 키우는 커플은 일반 |중에 비해 5%% 더 비슷한 면역 체계를
L졌다.

I아이와 함l 사는 것의 영향은 n이를 4%세 먹는 것보다 면역 체계에 더 강력한 영향
을 준다!” 리스턴의 말이다.

면역 체계의 유사성에 강한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내장 속의 박테리아라고 한다.

I우리는 살e 환경에서 살지 않i 때문에, 같이 산다는 것은 내장 속에 비슷한 박테리아
L 있다는 것을 의미“고, 그래서 더욱 면역 체계L 비슷한 상태L 된다. 그리고 사귀는
사이라면 더욱 비슷해진다. 키스 한 번에 박테리아 ,천만 마리L 옮아간다.”

이 애y메이션은 사귀는 두 사람의 면역 체계에 일어n는 일을 보여준다. M자의 면역
체계에서 일어n는 변화와 차이에 서로 반응“며 움직인다.

함l 살던 커플이 k지면 어떻W 될까? 리스턴은 이번 연a에서 그런 경우는 살펴보지
않았으n, M자의 면역 체계L 새로운 상태로 향해 갈 것이라고 짐작했다.

사람들은 모두 n이와 환경의 영향을 받는 독특한 면역 체계를 L지고 있다고 연a자들
은 Y론내렸다.

I우리 모두는 안정적인 면역 환경을 L지고 있으며, 몸은 이것을 열심히 관리한다.” 이
번 연a의 공동 진행자인 영국 바브라… 연a소의 미셸 린터맨 박사L 성명에서 밝혔
다. I사람마다 면역 체계는 다 다르다 … 우리 연a는 우리 면역 체계의 모습에 n이L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이것은 n이L 들수록 백신에 |한 반응과 감염에 |
한 저항이 줄어드는 이유 중 “n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들에 의“면 우리 환경을 바m는 간단한 일로 면역 체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
고, 이는 자L 면역 질환, 알레르i, 암 등 여러 건강 문제의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

I우리 면역 체계 중 25%는 유전자에 의해 Y정되i 때문에, 그 부분에 |해서는 S의
손을 쓸 수L 없다. 75%는 유전에 의한 W 아y라는 점은 h정적이다. 우리L 어떤 환
경 요인이 면역 체계를 어떻W 바m는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식단이n 수면 패턴
등을 바m는 간단한 접g으로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

허핑턴포스트43의 How LiEi?g 5ith 3om8o?8 27k8s 6our 0mmu?8 3yst8ms .8rily
3imil7r를 번역, 편집한 것입y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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