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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 1차 제균 치료: 표준삼제요법과
동시치료법의 후향적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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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ine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with Standard Triple Therapy and Concomitant
Therapy: A Retrospec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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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The eradication rate of Helicobacter pylori with standard triple therapy as a first-line treatment has decreased
to 70∼85%. Recently, concomitant therapy has been reported to overcome this decrease in eradication rate to some degree. The aim
of this retrospective study was to compare the efficacy of 7-day concomitant therapy with that of 7-day standard triple therapy as
a first-line treatment.
Materials and Methods: Between March 2013 and February 2017, the medical records of 261 patients who received 7-day standard
triple therapy or 7-day concomitant therapy as a first-line H. pylori eradication therapy were retrospectively evaluated. Successful
eradication was confirmed using the 13C-urea breath test 6 to 8 weeks after the end of the eradication therapy.
Results: This study included 261 patients, 140 patients in the standard triple therapy group and 121 in the concomitant therapy
group. The H. pylori eradication rate by intention-to-treat analysis was 60.0% in the standard triple therapy group and 81.0% in the
concomitant therapy group (P＜0.001). In the per-protocol analysis, the H. pylori eradication rates in the standard triple therapy
and concomitant therapy groups were 69.4% and 88.3%, respectively (P＜0.001).
Conclusions: Concomitant therapy was more effective as a first-line H. pylori eradication therapy than the standard triple therapy.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8;18:120-126)
Key Words: Concomitant therapy; Disease eradication; Helicobacter pylori; Standard therapy

서

론

Helicobacter pylori 감염은 만성 위염뿐만 아니라 소화성
궤양, 위암, 점막연관 림프조직(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의 주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H.
pylori는 위암의 1급 발암인자로 규정되어 있다.1-3 국내 H.
pylori 감염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8년과 2011
년 각각 66.9%, 54.4%로 보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실정이
다.4
현재 국내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1차 제균 치료 요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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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삼제요법으로, 양성자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PPI)와 amoxicillin, clarithromycin 두 가지 항생제를 병용 투
여하고 있다.5-7 하지만 표준삼제요법의 제균 성공률은 2001년
부터 2007년까지는 87.5∼94.9%였으나,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80.0∼81.4%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8 H. pylori 제균
요법으로 intention-to-treat (ITT) 분석에서 80% 이상, perprotocol (PP) 분석에서 90% 이상일 경우 이상적인 제균 요법
으로 알려져 있다.9 하지만 항생제 내성의 증가, 특히 clarithromycin의 내성 증가10로 인해 표준삼제요법의 제균 성공률
이 낮아지면서 순차치료법(sequential therapy), 동시치료법
(concomitant therapy)과 같은 다른 치료법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순차치료법은 PPI와 amoxicillin을 첫 5일간 투여하
고, PPI와 clarithromycin, metronidazole을 다음 5일간 투여
하는 방법으로, 이는 첫 5일간 투여하는 amoxicillin이 위강 내
세균밀도를 낮추고, H. pylori 세포벽을 손상시킴으로써 clarithromycin의 중요한 내성 기전인 유출 펌프(efflux pump)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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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를 억제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동시치료법은 PPI와 3
종류의 항생제(amoxicillin, clarithromycin, metronidazole)를
동시에 투여하여 비용 및 항생제 내성을 줄이려는 의도로 개발
되었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내 제균율은 90% 이상으로 보고
14
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부산 지역에서 H. pylori 1차 제균 치
료 요법으로 표준삼제요법과 동시치료법의 제균 치료 효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하루 3회로 7일간 투여하였다. H. pylori 제균 치료의 성공 여
13
부 판정은 제균 치료 6∼8주 후 C 요소호기검사로 확인하였
다. 검사대상자는 4시간 이상 금식 후 투여 전 호기를 채취하였
13
Ⓡ
고, C-urea 100 mg (UBIT tablet; Otsuka Pharmaceutical,
Tokyo, Japan)을 100 mL의 물과 함께 복용하고 20분이 지난
다음 투여 후 호기를 채취하였다. 채취된 호기는 적외분광분석
Ⓡ
장치(POCone ; Otsuka Electronics, Osaka, Japan)를 통하여
13
13
12
13
CO2 및 CO2/ CO2 비를 측정하고 그 변화량(△ C)을 계산
13
하여 2.5%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C 요소호기검사 양성으로
판단하여 제균 실패로 정의하였다.

3. 통계적 분석

2013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위염,
소화성 궤양(반흔기 궤양 포함), 조기 위암 등을 진단받고 신속
요소분해효소 검사(rapid urease test), 조직검사(Giemsa stain),
요소호기검사(urea breath test) 중 하나 이상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1차 제균 치료로 표준삼제요법 또는 동시치료법을 시행
받은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
였다. 이 연구는 부산대학교병원 기관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no. 1703-007-052).

2. 치료방법
1차 제균 치료로 표준삼제요법은 표준 용량 PPI (omeprazole, lansoprazole, rabeprazole, esomeprazole), amoxicillin
1 g, clarithromycin 500 mg을 각각 하루 2회로 7일간 투여하
였고, 동시치료법은 표준 용량 PPI (omeprazole, lansoprazole, rabeprazole, esomeprazole), amoxicillin 1 g, clarithromycin 500 mg을 각각 하루 2회, metronidazole 500 mg

H. pylori 제균율에 대한 통계 분석 방법으로 ITT 분석과
PP 분석을 적용하였다. ITT 분석으로는 표준삼제요법 또는 동
시치료법을 처방 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였고, 치료 후 요소호
기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제균 약제를 80% 이상 복용하지
못한 사람은 PP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H. pylori 제균율과 이
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한 분석은 범주형 변수의 비교에는
카이제곱 검정을, 연속 변수의 비교에는 t검정을 이용하였다.
IBM SPSS Statistics ver. 21.0 (IBM Co., Armonk, NY, USA)
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일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하였다.

결

과

1. 환자 특성
연구 기간 동안 총 대상환자는 261명으로, 140명은 표준삼
제요법을, 121명은 동시치료법을 투여받았다. 두 군 사이에 나

Table 1. Baselin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Undergoing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Therapy
Characteristic
Age (yr)
Male
Alcohol drinking
Smoking
Diabetes mellitus
Hypertension
NSAID intake
Indication of H. pylori eradication
Gastritis
Peptic ulcer
Adenoma or early gastric cancer
MALT lymphoma

Standard triple therapy (n=140)

Concomitant therapy (n=121)

P value

56.4±9.9
79 (56.4)
8 (5.7)
13 (9.3)
17 (12.1)
31 (22.1)
9 (6.4)

59.1±11.6
74 (61.2)
23 (19.0)
23 (19.0)
21 (17.4)
40 (33.1)
12 (9.9)

0.054
0.439
0.001
0.058
0.234
0.066
0.301
0.643

30 (21.4)
27 (19.3)
76 (54.3)
7 (5.0)

29 (24.0)
29 (24.0)
59 (48.8)
4 (3.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NSAI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MALT,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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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of the patient
enrollment in this study.

Fig. 2. Comparison of eradication rates of Helicobacter pylori
between the standard triple therapy and concomitant therapy. The
eradication rate is significantly higher with concomitant therapy than
with the standard triple therapy in both the intention-to-treat (P＜
0.001) and per-protocol analyses (P＜0.001). ITT, intention-to-treat;
PP, per-protocol.

이, 성별, 흡연, 제균 치료의 적응증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동시
치료법군에서 음주 환자수가 더 많았다(P=0.001) (Table 1). 표
준삼제요법군에서 치료 후 요소호기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
가 18명, 복약 순응도가 80% 미만인 환자가 1명, 동시치료법군
에서 치료 후 요소호기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 10명으로,
총 29명의 환자가 PP 분석에서 제외되었다(Fig. 1).

2. H. pylori 제균율
표준삼제요법을 시행 받은 140명 중 121명에서 추적검사가
가능하였으며, 이 중 84명이 제균에 성공하여 ITT 분석에서
60.0% (84/140), PP 분석에서 69.4% (84/121)의 H. pylori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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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성공률을 보였다. 동시치료법을 시행 받은 121명 중 111명
에서 추적검사가 가능하였으며, 이 중 98명이 제균에 성공하여
H. pylori 제균율은 ITT 분석에서 81.0% (98/121), PP 분석에
서 88.3% (98/111)였다. 제균율은 PP 분석과 ITT 분석 모두에
서 동시치료법군이 표준삼제요법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Fig. 2).
본 연구에서는 제균율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나이, 성별, 음
주, 흡연, 당뇨, 고혈압,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 복용 여부, 제균 치료
적응증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동시치료법군에서는 의미 있는
인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표준삼제요법군에서는 소화성 궤양
이 있을 때 제균율이 95.7% (22/23), 소화성 궤양이 없을 때의
제균율 63.3% (62/98)로 소화성 궤양이 있을 때 제균 실패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odds ratio [OR], 0.08; 95% confidence
interval [CI], 0.01∼0.61; P=0.002; Table 2, 3).

고

찰

본 연구에서 7일간의 표준삼제요법 H. pylori 제균율은 ITT
분석에서는 60.0%, PP 분석에서 69.4%, 7일간의 동시치료법
H. pylori 제균율은 ITT 분석에서 81.0%, PP 분석에서 88.3%
였다. Clarithromycin의 내성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표준삼제
요법의 제균율이 70% 미만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항생제 감수성 검사 없이 1차 제균 치료로 표준
삼제요법을 투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
울러 7일간의 동시치료법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제균율을
보여 효과적인 1차 제균 치료 약제라고 할 수 있다.
표준삼제요법의 제균율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이며, 이는 주로 clarithromycin에 대한 내성 증가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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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Factors Related to Failure of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in Standard Triple Therapy Group
Variable
Age (yr)
＜60
≥60
Sex
Male
Female
Alcohol drinking
Yes
No
Smoking
Yes
No
Hypertension
Yes
No
Diabetes mellitus
Yes
No
NSAID intake
Yes
No
Indication of H. pylori eradication
Gastritis
Yes
No
Peptic ulcer
Yes
No
Adenoma or early gastric cancer
Yes
No
MALT lymhoma
Yes
No

Eradication success (n=84)

Eradication failure (n=37)

38 (45.2)
46 (54.8)

17 (45.9)
20 (54.1)

44 (52.4)
40 (47.6)

23 (62.2)
14 (37.8)

5 (6.0)
79 (94.0)

3 (8.1)
34 (91.9)

7 (8.3)
77 (91.7)

6 (16.2)
31 (83.8)

24 (28.6)
60 (71.4)

6 (16.2)
31 (83.8)

10 (11.9)
74 (88.1)

6 (16.2)
31 (83.8)

6 (7.1)
78 (92.9)

3 (8.1)
34 (91.9)

16 (19.0)
68 (81.0)

11 (29.7)
26 (70.3)

22 (26.2)
62 (73.8)

1 (2.7)
36 (97.3)

41 (48.8)
43 (51.2)

25 (67.6)
12 (32.4)

5 (6.0)
79 (94.0)

0 (0.0)
37 (100.0)

P value

Adjusted OR (95% CI)

0.943

0.97 (0.45∼2.11)

0.319

1.49 (0.68∼3.29)

0.66

0.72 (0.16∼3.17)

0.197

0.47 (0.15∼1.51)

0.147

2.07 (0.77∼5.59)

0.519

0.70 (0.23∼2.09)

0.852

0.87 (0.21∼3.69)

0.193

1.80 (0.74∼4.38)

0.002

0.08 (0.01∼0.61)

0.056

2.18 (0.97∼4.91)

0.130

-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NSAI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MALT,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우리나라에서도 clarithromycin의 처방률이 꾸준하게 증가하면
서 최근 5년간 clarithromycin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은 16.7%
15,16
에서 38.5%로 증가하였다.
최근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clarithromycin의 내성률이 15% 이상인 지역에서는 표준삼제
요법보다는 동시치료법 또는 bismuth를 기반으로 하는 사제요
17,18
법을 권고하고 있다.
표준삼제요법의 낮은 제균 성공률을 극복하기 위해 치료기간
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거나, 순차치료법을 고려할 수 있다.
표준삼제요법의 치료기간 연장에 대한 무작위 전향적 연구에서
는 7일 표준삼제요법이 14일 표준삼제요법에 비해 열등하지 않
19
다고 보고되었으나(83.6% vs. 86.6% by PP analysis), 국내
메타분석에서는 14일 표준삼제요법이 7일 표준삼제요법에 비

하여 10% 가량 제균율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OR, 1.91; 95%
20
CI, 1.44∼2.53). 순차치료법에 대한 국내 7개의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는 표준삼제요법에 비해 높은 제균율을 보였다
21
(OR, 1.99; 95% CI, 1.55∼2.55). 순차치료법의 제균율 증가
의 기전으로는 초기에 투여된 amoxicillin이 위강 내 세균밀도
를 낮추고, H. pylori 세포벽의 유출통로 형성을 막아 세포 내
11-13
의 clarithromycin 농도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차
치료법은 치료 도중 약제가 바뀌어 복약 방법이 복잡하고, 치료
기간이 길어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동시치료법은 순차치료법의 향상된 제균율이 순차적인 약물
투여 때문인지, metronidazole의 추가 사용 때문인지 불분명하
고, 순차치료법의 복용 방법이 복잡하다는 비판에서 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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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inical Factors Related to Failure of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in Concomitant Therapy Group
Variable
Age (yr)
＜60
≥60
Sex
Male
Female
Alcohol drinking
Yes
No
Smoking
Yes
No
Hypertension
Yes
No
Diabetes mellitus
Yes
No
NSAID intake
Yes
No
Indication of H. pylori eradication
Gastritis
Yes
No
Peptic ulcer
Yes
No
Adenoma or early gastric cancer
Yes
No
MALT lymphoma
Yes
No

Eradication success (n=98)

Eradication failure (n=13)

43 (43.9)
55 (56.1)

9 (69.2)
4 (30.8)

59 (60.2)
39 (39.8)

9 (69.2)
4 (30.8)

18 (18.4)
80 (81.6)

4 (30.8)
9 (69.2)

19 (19.4)
79 (80.6)

3 (23.1)
10 (76.9)

31 (31.6)
67 (68.4)

6 (46.2)
7 (53.8)

17 (17.3)
81 (82.7)

2 (15.4)
11 (84.6)

9 (9.2)
89 (90.8)

1 (7.7)
12 (92.3)

23 (23.5)
75 (76.5)

3 (23.1)
10 (76.9)

23 (23.5)
75 (76.5)

4 (30.8)
9 (69.2)

45 (45.9)
53 (54.1)

6 (46.2)
7 (53.8)

4 (4.1)
94 (95.9)

0 (0.0)
13 (100.0)

P value

Adjusted OR (95% CI)

0.085

0.35 (0.10∼1.21)

0.530

1.49 (0.43∼5.17)

0.292

0.51 (0.14∼1.83)

0.754

0.80 (0.20∼3.20)

0.297

0.54 (0.17∼1.74)

0.860

1.15 (0.23∼5.69)

0.860

1.21 (0.14∼10.44)

0.975

0.98 (0.25∼3.86)

0.564

1.45 (0.41∼5.15)

0.987

1.01 (0.32∼3.22)

0.458

-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NSAI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MALT,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다. 항생제를 복잡하게 순차적으로 투여하는 것보다, 네 가지
약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것이 환자의 순응도를 높이고 나아가
제균율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보고
된 연구를 바탕으로 한 두 개의 메타 분석을 살펴보면 ITT 분
석에서 동시치료법은 90% 가량의 제균율을 보여 표준삼제요법
22,23
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최근에 발표된 2011년까지의
15개의 연구, 1,72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서도
동시치료법의 제균율은 ITT 분석에서 90%로 표준삼제요법보다
24
높았다. 국내의 후향적 연구에서도 총 680명의 환자를 4군으
로 나누어(rabeprazole, amoxicillin, clarithromycin [PAC군],
rabeprazole, amoxicillin, metronidazole [PAM군], 순차치료
법군, 동시치료법군) 치료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제균율은 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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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76.2% (109/143), PAM군에서 84.2% (117/139), 순차치
료법군에서 84.4% (119/141), 동시치료법군에서 94.4% (135/
143)로 동시치료법군에서 가장 높았으며(P=0.0002), 부작용은
14
4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부산 지역에서 진행된 본
연구에서도 표준삼제요법의 제균율은 ITT 분석에서 60.0%, PP
분석에서 69.4%로 확인되었고, 동시치료법에서는 ITT 분석에서
81.0%, PP 분석에서 88.3%로 확인되어 1차 치료법으로 동시
치료법에서 유의하게 높은 제균율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치료법은 표준삼제요법에 비하여 metronidazole이 추가
되어 명치 통증이나, 무른 변, 입맛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다소
높다는 보고가 있으나, 전반적인 부작용의 빈도는 표준삼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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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순차치료법에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다고 알려져 있으
14
며, 국내 무작위 배정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25,26
있다.
동시치료법을 7∼10일간 투여하였을 때가 3∼5일간
투여했을 때에 비하여 제균율이 증가하며(86∼96% vs. 81∼
89%), 이는 투여 기간이 길어지면서 metronidazole에 대한 내
24
성이 극복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균율 향상을 위해 7∼10일간의 동시치료법이 적절
하다고 할 수 있다.
H. pylori 제균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약물의 순응도와
항생제 내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 외에도 나이, 성별, 음주, 흡
27
연, 당뇨, NSAID 복용 등이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삼제요법군과 동시치료법군을 구분하여 제균율
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나이, 성별, 음주, 흡연, 당뇨, 고혈압,
NSAID 복용 여부, 제균 치료 적응증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동시치료법군에서는 의미 있는 인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표
준삼제요법군에서의 제균율은 소화성 궤양이 있을 때 95.7%로
소화성 궤양이 없을 때 63.3%보다 실패율이 낮았다(OR, 0.08;
95% CI, 0.01∼0.61; P=0.002). 소화성 궤양이 제균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기존 초기의 연
구에서는 소화성 궤양이 있을 경우 제균율이 감소한다고 보고
28,29
되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소화성 궤양과 같은 염증반응은
점막과 상피세포의 연결을 느슨하게 만들고 혈관과 점막층의
투과도를 증가시켜 항생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제균율을 높
30,31
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우선 H. pylori에 대한 항생제 감수
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항생제 내성 여부에 따른 제균율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한 후향
적 연구로 환자의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
하였으며, 동시치료법군에서 표준삼제 요법군에 비하여 음주
비율이 높았으나 이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clarithromycin에 대한
내성률이 높은 국내 실정에서 1차 제균 치료법으로 동시치료법
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연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동시치료법은 표준삼제요법에 비하여 ITT 분석
및 PP 분석에서 모두 높은 제균율을 보였다. 그러므로 우리나
라와 같이 높은 clarithromycin 내성을 보이는 지역에서 표준
삼제요법의 만족스럽지 못한 제균율을 고려해 보면 1차 제균
치료법으로 동시치료법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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