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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치료에 병합 투여된 Ecabet Sodium이 Helicobacter
pylori 제균에 미치는 효과
소 설, 안지용, 나희경, 정기욱, 이정훈, 김도훈, 최기돈, 송호준, 이진혁, 정훈용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Efficacy of Ecabet Sodium for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with Sequential Therapy
Seol So, Ji Yong Ahn, Hee Kyong Na, Kee Wook Jung, Jeong Hoon Lee, Do Hoon Kim, Kee Don Choi, Ho June Song, Gin Hyug Lee,
Hwoon-Yong Jung
Department of Gastroenter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Aims: We aimed to compare the outcomes of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in patients receiving sequential therapy
(ST) depending on the use of ecabet sodium (ES).
Materials and Methods: Between January to December 2015, 176 patients randomly received either ST alone (n=72) or 10-day ES
therapy combined with ST (n=104). After applying the exclusion criteria, 56 patients were finally assigned to the ST-only group and
84 to the ST with ES group. We retrospectively reviewed and analyzed the H. pylori eradication rate and adverse events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Among the 140 patients, 121 (86.4%) achieved successful H. pylori eradication and 24 (17.1%) had adverse events.
Eradication was achieved in 50 patients (89.3%) in the ST-only group and in 71 patients (84.5%) in the ST with ES group
(P=0.420).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cidence of adverse events was found between the ST-only and ST with ES groups
(12.5% vs. 20.2%, respectively; P=0.234). However, the ST with ES group tended to have a higher prevalence of nausea or vomiting
than the ST-only group (11.9% vs. 1.8%; P=0.050).
Conclusions: ST showed a good H. pylori eradication rate without deteriorating the adverse events regardless of adding ES.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8;18:18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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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최근 국내의 헬리코박터 감염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항생
제 내성의 증가, 약제 순응도의 감소 등에 의해 표준 삼제요법
2
의 제균율 또한 감소하고 있다. 2013년도에 개정된 국내 진료
3,4
지침에서는 표준 삼제요법을 1차 치료로 권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균율이 감소하면서 점차 clarithromycin 및 metronidazole 등의 내성률에 따른 차별화된 제균 치료의 필요성
5
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7년
동안 proton pump inhibitor (PPI), clarithromycin, am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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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llin으로 구성된 표준 삼제요법의 제균율은 84.9∼87.5%였으
나, 2008년부터 2010년 동안 80.0∼81.4%로 감소함이 보고되
2
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제요법, 순차치료(sequential therapy), 동시치료(concomitant therapy) 등에 대한 연구들이 보
고되고 있다.
이 중 순차치료는 삼제요법보다 제균율은 높으면서 동시치료
보다 부작용을 줄여준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표준치료로의 가
6-8
능성을 보여주었다. 최근 한국의 단일 기관에서 1,240명을
대상으로 한 7일간의 삼제요법과 순차치료의 비교 분석에서 순
차치료는 부작용의 증가 없이 per protocol (PP) 분석에서
90.3%의 높은 제균율을 보여주며 삼제요법의 대안 치료로의
6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ecabet sodium (ES)은 항궤양 약제로 위 점막 점액층
을 보호하여 소화성궤양 및 위염 치료에 사용되고, Helicobacer
pylori의 증식과 생장을 억제하여 제균 치료에도 이용될 수 있
9-12
다고 보고되어 왔다.
이전 한 연구에 따르면 ES와 amoxicillin-clarithromyci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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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요법이 PPI를 기본으로 한 표준 삼제요법과 비교하여 제
9
균율과 부작용에 있어 차이가 없음이 보고되었으며 또 다른 연
구에서는 표준 삼제요법에 ES의 병용은 표준 삼제요법 단독보
다 PP 분석에서 제균율을 다소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3
(88.6% vs. 78.8%, P=0.044). 하지만, 순차치료에서 ES의 병
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이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단일 기관에서 순차치료의 제균율을 살펴보
고 순차치료에서 ES의 복용이 헬리코박터 제균율 및 부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 내원하여 순차치
료를 받은 환자는 총 376명으로 이들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
다. 이 중 이전 제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65명과 제균 치료
중 다른 소화기계 약제 복용이 필요한 135명을 제외한 총 176
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중 72명은 순차치료 약제만 복용
하였고 104명은 순차치료약과 함께 ES를 10일간 복용하였다.
이 중에서 추적 소실되었거나 추적검사가 부적절하게 시행되거
나 80% 미만의 약제 순응도를 보인 환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
로 순차치료 단독군 56명과 ES 병용군 84명을 대상으로 PP 분
석을 시행하였다(Fig. 1). 이번 연구는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2017-1130).

2. 방법
1) H. pylori 제균 요법
순차치료 단독군은 PPI (표준 용량, 하루 2회)와 amoxicillin
(1 g, 하루 2회)으로 5일간 치료하고, 이후 5일간 PPI (표준 용

량, 하루 2회), clarithromycin (500 mg, 하루 2회)과 metronidazole (500 mg, 하루 2회)을 투여하였다. ES 병용군은 순차
치료와 동시에 ES (1 g, 하루 2회)를 10일간 복용하였다.
2) H. pylori 감염의 판정
Ⓡ
요소분해검사(CLO test ; Asan Pharm Co., Ltd., Seoul,
Korea) 또는 요소호기검사 (UBiT, Otsuka Pharmaceutical
Co., Ltd., Tokyo, Japan)에서 양성으로 나타나거나, 상부위장
관 내시경에서 시행한 조직 생검 검체의 Giemsa 염색을 통해
H. pylori를 발견한 것 중 한 가지라도 양성이면 H. pylori 감
염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3) 제균 판정
제균 여부를 판정할 수 있었던 환자에서 약제 복용률이 80%
이상인 경우만 포함시킨 PP 분석으로 H. pylori 제균을 확인하였
다. 제균의 성공여부는 치료 종결 4주 후 요소호기검사 (UBiT)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나온 경우 제균 성공으로 판정하였다.
4) 부작용 평가
치료 후 환자는 약제 부작용에 관한 인터뷰를 시행하고 개방
형 설문으로 약제 부작용 여부를 평가하였다.

3. 통계 분석
통계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 23.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고 비연속 변수는
Pearson’s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
였으며,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Student’s t-test를 시행하였
다. 일차 결과 변수는 H. pylori 제균율이고 이차 결과 변수는
약제 부작용으로 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의
미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Fig. 1. Flowchart of the study patient selection. ST, sequential therapy; GI, gastrointestinal; ES, ecabet so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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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지 않았다(12.5% [7/56] vs. 20.2% [17/84], P=0.234) (Table
2 and Fig. 3).

과

1. 대상 환자 분석
연구에 최종 포함된 140명의 환자 평균 나이는 59.0±11.2
세였으며 남자가 88명(62.9%)이었다. 순차치료 단독군과 ES 병
용군 간의 연령, 성비, 동반질환 유무, 흡연력, 음주력, 체질량
지수와 같은 기본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헬리
코박터 제균 치료의 적응증에 있어 양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며, 순차치료 단독군에서는 소화성궤양(40/56, 71.4%)이
가장 많았고 ES 병용군에서는 조기위암(39/84, 46.4%)이 가장
많았다(Table 1).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부터 제균 판정까지 중앙
기간은 85일(interquartile range, 63∼168일)이었다.

3. 순차치료 단독군과 ecabet sodium 병합군의
부작용 종류에 따른 상세 비교
약제 부작용이 발생한 총 24명의 환자에서 총 44개의 부작
용이 발생하였다. 순차치료 단독군은 7명에서 11개의 부작용
이, ES 병용군은 17명에서 33개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순차
치료 단독군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전신쇠약감 3명이었으며,
ES 병용군에서는 구역 및 구토가 1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
다. 각 부작용 종류에 따른 비교 시 양군 간 유의한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Table 3).

2. H. pylori 치료에 있어 순치치료 단독군과 ecabet
sodium 병용군의 제균율 및 부작용 비교
전체 환자의 순차치료 제균율은 86.4% (121/140)였으며, PP
분석에서 H. pylori 제균요법 후 제균율은 순차치료 단독군과
ES 병용군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89.3% [50/56] vs.
84.5% [71/84], P=0.420) (Table 2 and Fig. 2).
전체 환자의 부작용 발생률은 17.1% (24/140)였으며, 이 역
시 순차치료 단독군과 ES 병용군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는 보이

고

찰

한국에서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헬리
코박터 항체 양성률은 1998년 67%에서 2011년 54%로 보고되
1
었다. 하지만, 표준 치료법인 삼제요법의 제균율 또한 1998년
14
93.8%에서 2012년 75.8%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표
준 삼제요법에 실패하는 헬리코박터 감염자는 지속되고 있어
삼제요법을 대체할 수 있는 표준 치료법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Enrolled Patients
Characteristic
Male
Age (yr)
Comorbidity
Smoking
Alcohol
2
Body mass index (kg/m )
Indications
PUD
MALT lymphoma
EGC
Adenoma or dysplasia
Others

Total (n=140)

ST-only group (n=56)

ST with ES group (n=84)

88 (62.9)
59.0±11.2
82 (58.6)
55 (39.3)
60 (42.9)
24.2±3.3

38 (67.9)
57.1±12.5
31 (55.4)
21 (37.5)
22 (39.3)
24.4±3.3

50 (59.5)
60.2±10.0
51 (60.7)
34 (40.5)
38 (45.2)
24.1±3.4

44 (31.4)
3 (2.1)
45 (32.1)
20 (14.3)
28 (20.0)

40 (71.4)
1 (1.8)
6 (10.7)
4 (7.1)
5 (8.9)

4 (4.8)
2 (2.4)
39 (46.4)
16 (19.0)
23 (27.4)

P-value
0.317
0.103
0.528
0.724
0.486
0.415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ST, sequential therapy; ES, ecabet sodium; PUD, peptic ulcer disease; MALT,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EGC, early gastric cancer.

Table 2. Comparison on the Rate of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and Adverse Events between the Sequential Therapy (ST)-only Group and
the ST with Ecabet Sodium (ES) Group
The rate

Total (n=140)

Eradication
Adverse events

121 (86.4)
24 (17.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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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ly group (n=56)
50 (89.3)
7 (12.5)

ST with ES group (n=84)

P-value

71 (84.5)
17 (20.2)

0.42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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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rate between the sequential
therapy (ST)-only group and the ST with ecabet sodium (ES)
group.

Fig. 3. The incidence of Helicobacter pylori adverse events between
the sequential therapy (ST)-only group and the ST with ecabet
sodium (ES) group.

Table 3. Comparison of Each Adverse Event between the Sequential Therapy (ST)-only Group and the ST with Ecabet Sodium (ES) Group
Adverse events
General weakness
Nausea or vomiting
Diarrhea
Epigastric soreness or abdominal pain
Dyspepsia
Dizziness or headache
Dry mouth
Bitter taste

Total
(n=140)
9 (6.4)
11 (7.9)
3 (2.1)
6 (4.3)
5 (3.6)
6 (4.3)
2 (1.4)
2 (1.4)

ST-only group
(n=56)

ST with ES group
(n=84)

P-value

3 (5.4)
1 (1.8)
1 (1.8)
1 (1.8)
1 (1.8)
2 (3.6)
1 (1.8)
1 (1.8)

6 (7.1)
10 (11.9)
2 (2.4)
5 (6.0)
4 (4.8)
4 (4.8)
1 (1.2)
1 (1.2)

0.741
0.050
0.999
0.402
0.648
0.999
0.999
0.999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ST-only group, 11 adverse events in 7 patients; ST with ES group, 33 adverse events in 17 patients.

이다.
2016년 Maastricht V/Florence 진료지침에 따르면 clarithromycin 내성률이 15%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항생제 감수성
검사 없이 clarithromycin을 기본으로 한 삼제요법은 피할 것
으로 권고하고 있다.5 아직까지 통일된 검사법에 의한 전국적인
헬리코박터 항생제 내성률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 국내의 정확
한 내성률을 알 수 없지만,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항생제 내성은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clarithromycin은 2003∼2005년 22.9%에서 2006∼2008년 25.5%,
2009∼2012년에는 37.0%로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P=0.011).15
이런 증가 추세는 삼제요법 제균율의 꾸준한 감소에 부합되는
경향을 보여주며 향후에도 clarithromycin 내성이 증가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삼제요법의 제균율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국내외에서는 기존 삼제요법 제균율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제균 치료가 연구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

non-bismuth quadruple regimen에 해당되는 순차치료와
동시치료가 대표적이며, 최근 이 두 가지 요법을 혼합한 치료
(hybrid therapy) 등이 연구되고 있다.6,7,16,17
이 중 순차치료는 몇몇 연구들의 PP분석에서 90.3∼97.0%
의 높은 제균율을 보여주었으며,6,18-20 본 연구에서는 순차치료
의 제균율은 86.4%로 이전 연구들에 비하여 다소 낮으나 국내
표준 삼제요법의 제균율에 비하여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순차치료의 이론적 근거는 초기 PPI와 amoxicillin으로 병합한
2제 요법이 위강 내 세균 밀도를 낮추어 이후 투여되는 clarithromycin 포함 삼제 요법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또한
amoxicillin이 세균의 세포벽을 약화시키고 유출채널 발달을
저해하여 이후 투여되는 clarithromycin 내성을 예방할 수 있
다는 것을 몇몇 연구에서 보여주었다.21-23 하지만, Maastricht
V/Florence 진료지침에서 순차치료는 권고되지 않는데, 그 이
유는 우리나라와 같이 clarithromycin 내성이 높은 경우에 있
어 metronidazole 감수성인 경우에는 순차치료가 동시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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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은 제균율을 나타내고, metronidazole의 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metronidazole의 용량 또는 사용기간을 늘리면 내성
균도 일부 제균될 수 있는데, 순차치료의 경우 metronidazole
투여기간이 5일 동안으로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제균치료로
5
권고되지 못하였다.
6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Chang 등 이 시행한 연구에서 7일간
의 삼제요법과 순차치료 비교에서 intention-to-treat (ITT) 분
석에서는 각각 64.3%와 81.9%의 제균율을 보여주었으며
(P=0.001), PP 분석에서도 각각 81.9%와 90.3%의 제균율을 보
여주었다(P=0.002). 반면 부작용은 양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P=0.706), 순차치료가 1차 치료로서 대체요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국내 다기관 연구를 통한 순
차치료를 포함한 대체치료들에 대한 더 많은 비교 분석이 필요
한 실정이다.
제균치료에 있어 PPI는 항균 효과 및 위 보호 효과 등이 이
미 증명되어 모든 제균치료에 있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약제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중 부작용은 적
지 않으며, 이는 순응도와 제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산균(probiotics) 및 항궤양 약제가 헬리코박터 제균율
과 부작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전부터 수행되
10,24-29
어왔다.
특히, ES는 가장 활발히 연구된 항궤양 약제 중 하나로서 송
진에서 추출된 점막 방어 인자로 안정성이 높고 위점막에 직접
작용하는 항궤양 효과로 인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ES는 점막
의 interluekin-8의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켜 chemokine의 점
30
막 내 분비를 억제시킨다는 연구가 보고된 적이 있으며 또 다
른 연구에서는 H. pylori 수용성 단백질로 자극된 호중구에서
생성되는 활성 산소를 억제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11
다. 또한, H. pylori에 대해 직접적으로 살균작용을 나타내는
10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몇몇 연구에서는 PPI를
포함하는 H. pylori 제균의 병합요법에서 ES의 유용성을 평가
31
하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Shimoyama 등 에 의하면 lansoprazole 병합 2제요법군(clarithromycin or amoxicillin)에서 제균
율은 26%에 지나지 않았으나, ES가 포함된 경우 제균율은 79%
9
로 나타났다. Kagaya 등 에 의한 연구에서도 lansoprozole과
amoxicillin의 2제요법에서 ES 용량 비례적인 효과가 입증되었
다. 하지만, 국내에서 수행된 lansoprzole 근간 삼제요법과 ES
병합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삼제요법 단독군의 제균율은
81.4%, ES 병합군은 86.2%로 양군 간 제균율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0.159), 부작용에 있어서도 양군 간
32
차이는 없었다(39.7% vs. 34.5%, P=0.320).
이러한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순차치료에서 ES
를 병합하는 것이 H. pylori 제균율과 부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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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순차치료 단독군과 ES 병용군에서
제균율(89.3% vs. 84.5%, P=0.420)과 부작용(12.5% vs. 20.2%,
P=0.234)에 있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부작용 중 구역과 구토는 ES 병용군이 순차치료 단독군에 비하
여 더 많이 발생한 경향을 보였다(11.9% vs. 1.8%, P=0.050).
또한, 순응도가 80% 미만인 7명의 환자에서 약제 부작용으로
복용을 중단하였던 경우는 없었으며, 이들을 포함한 modified
ITT 분석에서도 순차치료 단독군과 ES 병용군에서 유의한 제균
율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88.1% [52/59] vs. 84.1% [74/88],
P=0.492).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의 몇 가지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첫
째, 환자 수가 적고 이탈이 많았다는 것이며 둘째, 제균 치료
이전 기저의 소화기 증상 평가를 하지 못하여 제균 치료 후 부
작용의 측정에 있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으로 양 군간 제균 치료의 적응증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순차치료의
높은 제균율을 보여주며 표준 대체 치료로의 가능성을 보여주
었고, ES와 같은 항궤양 약제의 추가가 제균율 및 부작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순차치료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의 추
가적인 소화기계 약제의 병용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
는 연구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국내외 대안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순차치
료에서 항궤양 약제의 병용 투여는 제균율 및 부작용에 뚜렷한
이득을 주지 못하므로, 치료제의 선택 시 무조건적인 병용 투약
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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