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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 감염이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유발
소화성 궤양과 출혈의 치유를 촉진시킬 수 있는가?
김흥업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과학교실

Can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Accelerate the Healing of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induced Peptic Ulcer and Bl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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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Risk of peptic ulcer bleeding associated with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and

low-dose aspirin therapy in peptic ulcer disease: a case-control study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9;19:42-47)

소화성 궤양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Helicobacter pylori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이며, NSAIDs와 작용이 비슷한 아스피린을 포함하여
이 세 가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궤양을 특발성 궤양이
라고 따로 칭할 정도로 H. pylori와 NSAIDs가 대부분의 궤양
발생에 관련되어 있다.1 경제, 위생 상태의 발전으로 H. pylori
유병률은 초감염 시기인 소아에서는 감소하고 있으나 기존 이
환된 연령군에서는 제균이 아니면 박멸이 어려운 특성으로 인
해 기존의 유병률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인구의 노령
화로 인해 NSAIDs와 저용량 아스피린(low dose aspirin, LDA)
사용이 늘어나면서 궤양 유발 요인은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으
며, 치료법이 발달하고 있음에도 소화성 궤양의 합병증과 이로
인한 입원 역시 감소 속도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NSAIDs 궤양은 합병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크므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질환이다.2
NSAIDs 궤양에서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이 H. pylori 양성
NSAIDs 궤양에서 H. pylori 제균이 필요한지의 여부이다. 이는
일부 연구에서 H. pylori가 NSAIDs 궤양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3-6 내놓으면서 생긴 논쟁이다. 이번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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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Seo 등7의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 결과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연구는 5년 동안 한 군데의 3차 병원에서 진단하고 치
료하였던 340명의 소화성 궤양 출혈(peptic ulcer bleeding,
PUB)군과 이에 연령과 성비를 맞춘 출혈이 없는 소화성 궤양
(non-bleeding peptic ulcer disease, PUD)군을 비교하여 H.
pylori 유무에 따른 NSAIDs와 LDA 유발 PUD와 PUB의 빈도
를 확인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 PUD보다 PUB를 유발할 가능
성이 높은 위험인자들은 LDA (adjusted odds ratio [AOR]
3.92, P＜0.001), NSAIDs (AOR 2.98, P=0.001), warfarin
(AOR 14.57, P=0.011), 발생 부위가 위궤양인 경우(AOR
1.65, P=0.01), 흡연(AOR 1.97, P=0.004)이었다. NSAIDs나
LDA 사용자에서 H. pylori 감염 여부에 따라 PUD보다 PUB가
발생할 상대위험도는 NSAIDs군은 H. pylori 음성/양성에서 각
각 4.8/2.9, LDA군에서는 H. pylori 음성/양성에서 각각
4.6/6.3으로 나타났다.7 이는 LDA군에서는 H. pylori 양성인
경우 궤양 출혈이 더 많아 이 두 요인 사이에 서로 상승 작용이
있었지만 NSAIDs군에서는 H. pylori 양성인 경우 오히려 궤양
출혈이 적어 결국 두 요인 사이에 상승 작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연구가 2015년 스페인의 Sostres 등8에 의해 발
표되었으나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PUB군과 궤양이 없
는 대조군을 각각 666명씩 등록하여 비교하였다. 해당 연구에
서 H. pylori 존재 여부에 따라 대조군에 비해 궤양 출혈이 발
생할 상대위험도가 NSAIDs군은 H. pylori 음성/양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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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 LDA군에서는 H. pylori 음성/양성에서 2.2/3.5로 나
타나 NSAIDs와 LDA군 모두에서 H. pylori 양성인 경우 궤양
출혈 위험이 더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NSAIDs
군에서는 H. pylori 양성일 때, 단순히 NSAIDs와 H. pylori 양
성에 의한 궤양 출혈 위험도를 합친 것보다 상회하는 위험도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결과는 NSAIDs
군에서 H. pylori 양성인 경우 궤양 출혈이 더 적었다는 이번
7
연구 와는 다른 결과이다.
7
8
이에 대해 Seo 등 은, Sostres 등 의 연구는 PUB군과 궤양이
없는 대조군의 비교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998년 보고된 HELP NSAIDs study에서는 H.
pylori 양성 NSAIDs 사용자에서 발생한 PUD를 제균군과 대조
군으로 나누어 양 군 모두 8주간 양성자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PPI) 처방 후 궤양이 치유되면 PPI를 모두 끊
고 6개월간 예방적 PPI 투여 없이 내시경 관찰만으로 추적하였
는데, 현성 또는 궤양 반흔이 있는 장기 NSAIDs 사용자에서 H.
pylori 제균은 소화성 궤양 재발이나 소화불량 개선에 영향을
3
7
미치지 않아 큰 이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Seo 등 의
5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2003년 Okan 등 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96명의 PUB군과 106명의 PUD군으로 나누어 관찰하였고 PUB
군에서 유의하게 H. pylori 양성인 경우가 적어, NSAIDs 사용
자에서 H. pylori 양성인 경우 PUB 위험이 낮아진다고 주장하
였다. 그 원인으로 H. pylori 양성인 경우 점막의 prostaglandin E2 상승으로 NSAIDs에 의해 유발된 점막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추정을 들었고, 기존 보고들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각 연구의 방법과 대상 집단이 다른 것
을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이들이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1998
6
년 Konturek 등 의 연구로, 3일간 아스피린을 투여하였을 때
점막 손상의 범위가 H. pylori 음성군보다 H. pylori 양성군에
서 더 적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1998년 당시에는 NSAIDs
와 LDA의 효과에 큰 차이를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최근
이 두 가지 약제의 효과를 구분해서 설명하려는 경향과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NSAIDs, LDA, H. pylori가 소화성 궤양의 대표적 원인인
1
데, 이 중 LDA와 NSAIDs에 의한 소화성 궤양은 여자, 기저질
환이 있거나 고연령층에서 빈발하고, 무증상이 많으나 합병증
2
이 2배 이상 높은 특징이 있다. 진료 현장에서는 이 세 가지
원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고 그런 경우 궤양 출혈 발생이나 그 합병증이 더 많아질 것
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H. pylori와 NSAIDs는 소화성 궤
양 발생의 병태생리에서 많은 공통된 기전을 가지고 있으나 이
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
9
다. 그리고 H. pylori 감염이 LDA에 의한 위장관 손상 위험을

2

증가시킬 것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궤양 출혈 발생에 미치는 영
10
향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NSAIDs와 LDA 유발 궤양에 대한 H. pylori 제균 효과에 대
해 비교적 많은 근거를 확보한 사항은, NSAIDs 초치료 환자에
서는 궤양 예방 효과가 있고 NSAIDs 만성 사용자에서는 제균
단독보다는 PPI 유지가 효과적이라는 것, 그리고 LDA와 다른
약제를 병합해 사용하는 경우는 PPI 유지치료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병용약제 없이 LDA를 단독 사용할 때에
H. pylori 제균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다소 빈약하다.11
일반적으로 NSAIDs와 LDA는 비슷한 효과를 보이나 그 기
전은 다소 차이가 난다. 가장 큰 차이점은 cyclooxygenase
(COX) 억제의 선택성인데, LDA에 의한 COX-1 억제가 COX-2
에 비하여 8∼10배 더 선택적이라는 것이고, NSAIDs에 비해
11
궤양 발생은 미약하나 출혈 유발은 더 크다는 점이다. 소화성
궤양 발생에 NSAIDs, LDA와 H. pylori 감염의 상호작용에 대
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위험 요인이 많을수록 소화
성 궤양이나 궤양 출혈 발생이 많을 것이라고 단순 예측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보고가 있었다. 후자의 경우를 설명하는 기전으로는
NSAIDs와 LDA는 점막 혈류와 prostaglandin 생성을 감소시키
지만 이와 반대로 H. pylori 감염 시 COX-2가 활성화되어
prostaglandin 생성과 점막 혈류가 증가하여 오히려 궤양 치유
11
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NSAIDs와
LDA에 장기 노출된 경우 점막 손상에 적응(adaptation)하는 경
향이 나타나지만 H. pylori 감염 시 점막의 적응이 감소하므로
11
약제에 의한 점막 손상에 더 취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궤양
과거력이 있는 NSAIDs 초치료군에 대해 H. pylori 제균만으로
12
PPI 유지군보다 위점막 손상이 줄어든다는 보고 가 있는 반면,
PPI 유지요법에 비해 위ㆍ십이지장 점막 손상이 더 많았다는
13
보고 도 있다. 궤양 출혈에 대한 영향에 대해 2001년 홍콩의
14
Chan 등 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미란이나 궤양 출혈이 있는
NSAIDs 사용자에서 궤양 치유 후 H. pylori 제균 없이 PPI 6
개월 유지군과 1주간 H. pylori 제균 치료만 한 군으로 나누어
관찰한 결과 궤양 출혈의 재발은 PPI 유지군보다 H. pylori 제
균 치료만 한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NSAIDs 사용자에서 H. pylori 제균이 소화성 궤양과 그로
인한 출혈 예방에 부정적이라는 보고들은 H. pylori 제균 단독
보다는 PPI 유지치료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번 연구의 저자들은 이것에 대한 기전으로 H. pylori에 의한 위
축성 위염 상태로 인해 산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에 PPI를 사용
하는 중이라면 H. pylori 감염이 NSAIDs 궤양 발생을 억제하
7
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상반된 결
과들이 혼재한 상황이라 최근에는 NSAIDs에 의한 점막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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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적용하여 NSAIDs 유발 궤양을 초치료 군과 장기투여
군으로 나누어 연구하고 있고, 이는 앞서 기술한 것처럼 점막의
적응 효과를 구별하기 위함이다.
2013년 개정된 국내 가이드라인은 NSAIDs 장기 사용자에서
H. pylori 제균 단독으로는 소화성 궤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
15
지 못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H. pylori 제균 후 다른 추가적인
14
치료를 하지 않은 군과 PPI 유지군을 비교한 Chan 등 의 보고
에서 궤양 출혈은 H. pylori 제균만 한 군에서 더 높았고, 더
나아가 HELP NSAIDs study에서는 NSAIDs 장기 사용자에서
H. pylori 제균 후 PPI 유지군과 PPI 단독 유지군을 비교하였
을 때 2개월 후 위궤양 치유율이 PPI 단독 유지군에서 더 높았
3
으며, 이는 H. pylori 제균이 궤양의 치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없음을 시사한다. 2015년 일본 가이드라인에서도 NSAIDs
유발 현성 소화성 궤양에서는 H. pylori 제균이 궤양 치유를 가
속화하지 못하므로 궤양이 치유되는 기간 동안에는 제균 치료
를 권장하지 않는데, 그 이유로 많은 연구에서 H. pylori 제균
이 NSAIDs 궤양 치료에 효과가 없었다는 것과, 일부 보고에서
H. pylori 제균이 NSAIDs 궤양 치유를 지연시켰다는 결과를
4
들었다.
H. pylori가 NSAIDs 궤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
고 NSAIDs 궤양 출혈에 대해 H. pylori가 예방 효과가 있는지
는 아직 논란이 있기에 결론을 내리려면 앞으로 더 많은 연구
7
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Seo 등 의 연구 결과는 NSAIDs 궤
양도 일반 소화성 궤양처럼 일괄하여 H. pylori 제균을 하는 것
이 옳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현재 논란이 있는
NSAIDs 궤양에서 H. pylori 제균의 효과에 대한 국내 자료를
갖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에는 지금까지 보고
된 연구 디자인이 급성기 NSAIDs 유발 궤양의 출혈과 치유율
에 H. pylori 제균이 미치는 영향, NSAIDs 장기 사용 시 궤양
과 출혈 발생에 H. pylori 제균이 미치는 영향, NSAIDs 장기
사용자에 H. pylori 제균 후 PPI를 유지했을 때 PPI 단독 유지
보다 우월한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에 착안하여 다양한
구성으로 연구하고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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