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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성 Helicobacter pylori 감염 환자들에게 유전자형 내성을
기반한 제균 치료는 유용한가?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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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Genotypic Resistance-guide Eradication Therapy Effective for Patients with Refr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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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 세계적으로 Helicobacter pylori의 항생제 내성률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제균 치료에 실패한 H.
pylori 감염 환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요법(rescue therapy)
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1 이 연구는 두 개 기관, 공개,
평행 그룹, 무작위 배정 연구로서 불응성 H. pylori 감염 환자
들의 구제요법으로 유전자형 내성을 기반한 치료(genotype resistance-guided therapy)와 경험적 치료(empirical therapy)
중 어느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2 2012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20세 이상의 불응성 H. pylori 감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불응성 H. pylori 감염은 과거 두
종류 이상의 H. pylori 제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
pylori 제균에 실패한 환자들로 정의하였다. 이들에게서 한 군
은 14일간의 유전자형 내성을 기반한 순차 치료(n=21 in trial
1, n=205 in trial 2)를, 다른 한 군은 환자들의 과거 제균 치료
종류를 감안한 14일간의 경험적 순차 치료(n=20 in trial 1,
n=205 in trial 2)를 시행하였다. 순차 치료법은 첫 7일은 esomeprazole 40 mg과 amoxicillin 1 g을 하루 두 번 복용한 다
음, 나머지 7일은 esomeprazole 40 mg과 metronidazole 500
mg, 그리고 1) levofloxacin 250 mg 또는 2) clarithro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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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mg 또는 3) tetracycline 500 mg을 하루 두 번 복용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23S ribosomal RNA (rRNA)나 gyrase A
에 대한 내성 관련 돌연변이 여부는 direct sequencing을 통한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검사를
이용하였고, 제균 성공 여부는 요소호기검사를 통해 확인하였
다. 일차 결과 지표는 치료 방법에 따른 제균율로 정하였다.
Trial 1에서는 tetracycline 대신 doxycycline 100 mg을 사용
하였는데, 제균 성공률이 유전자형 내성을 기반한 치료군에서
는 17명(81%), 경험적 치료군에서는 12명(60%)으로 나타났다
(P=0.181). 하지만, 다른 순차 치료군들과 비교하였을 때, doxycycline을 포함한 순차 치료군의 제균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
로 나타나서(15/26, 57.7%) doxycycline을 포함한 순차 치료
법은 종결하기로 하고, trial 2부터는 doxycycline 대신 tetracycline으로 교체하여 연구를 지속하였다. Trial 2의 intention-to-treat (ITT) 분석 결과, 유전자형 내성을 기반한 치
료군에서는 160/205명(78%), 경험적 치료군에서는 148/205명
(72.2%)으로 두 그룹 간의 통계적인 제균율의 차이는 보여주지
못하였다(P=0.170). 부작용 및 환자 순응도에서도 양 군 간의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두 종류 이상 H. pylori 제균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제균 치료력을
바탕으로 적절한 경험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유전자형 내성
을 기반한 치료 정도의 효과는 있으며 접근성, 비용, 환자들의
선호도 등의 여러 가지 부가적인 사항들을 고려할 때, 제균 치
료력을 고려한 경험적 치료는 간단한 수준의 유전자형 내성을

Copyright © 2018 Korean College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The Korean Journal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is an Open-Access Journal. All articles ar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Vol 18, No 4, December 2018

기반한 치료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였다.
해설: H. pylori 감염은 사람에게 존재하는 가장 흔한 만성
감염 질환 중 하나로서, 위염 및 소화성 궤양을 일으킬 뿐 아니
라 위암과의 연관성도 보고되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 연
3
구소에서는 1등급 발암 물질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항생제 내
성 H. pylori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제균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H. pylori 제균율의 감소를 초래한다. 국
내에서도 기존의 일차 표준 치료로 사용되던 양성자펌프억제제
를 포함한 삼제요법의 제균율은 의미 있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
차 표준 치료로 사용되던 비스무스를 포함한 사제요법의 제균
율도 ITT 분석 결과 80% 미만, per protocol 분석 결과 90%
4
미만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2017
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새로운 항생제가 시급한 박테리아들을
보고하면서 clarithromycin 내성 H. pylori를 methicillin 내성
Staphylococcus aureus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와 같은 등급으로 제시하였다.5 이렇듯, H. pylori 제균
치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H. pylori 제균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
되고 있지만, 항생제 내성과 관련하여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이용한 개인별 환자 맞춤 치
료(tailored therapy)이다. 즉, H. pylori에 감염된 환자들의 위
에서 직접 조직을 얻어 H. pylori를 확인하고 배양한 후, 각각
의 항생제에 대해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
생제를 조합하여 처방하는 것이다. Maastricht V/Florence
consensus report에서도 이차 치료에 실패한 후에는 균을 배
양하여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하거나 유전자형 내성에 대한 분
6
자 측정을 해 볼 수 있다고 권고하였으나, 배양 및 항생제 감
수성 검사는 배양이 가능한 기술과 장비가 구비되어야 하고 균
을 배양했다 하더라도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므로, 실제 임상에서 널리 활용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일부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이 PCR이다. 이것은 내성률이 높다고 알려진 clarithromycin
에서 내성을 일으키는 주된 기전인 23S-rRNA (A2142G,
A2142C, A2143G)의 점 돌연변이와 levofloxacin에서 내성을
일으키는 주된 기전인 gyrase A gene (87, 88, 91, 97)의 점
돌연변이를 이용하여 각 항생제에 대한 H. pylori 내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배양을 통해 항생제의 내성 여부를 확인하
는 방법에 비해 진단을 하기까지 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고,
7
방법 역시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경험
적 치료와 비교한다면, 조직을 얻기 위해 내시경을 해야 하고
유전자형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다. 물론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다르겠지만, 두 군의 제균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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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이 논문의 저자들은 불응성 H. pylori
감염 환자 한 명을 추가로 치료하려면, 유전자형 내성을 기반한
치료군에서는 경험적 치료군보다 $6,920가 더 필요하다고 추
2
정하였다.
이번 연구는 불응성 H. pylori 감염 환자들에서 유전자형 내
성을 기반한 치료와 경험적 치료의 효과를 무작위 방법으로 비
교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경험적 치료의 제균율이 유
전자형 내성을 기반한 치료의 제균율에 비해 열등하지 않은 결
과를 보여준 이유는 불응성 H. pylori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는 점과 이 환자들에서 예전 제균력을 자세히 파악하여 기존
에 사용하지 않은 항생제를 중심으로 처방한 점이라 고려된다.
왜냐하면, 근래에 보고된 PCR을 이용한 제균 치료 연구 결과들
에 따르면 유전자형 내성을 기반한 치료는 경험적 치료보다 월
등히 높은 제균율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특히 일차 제균 치료
8,9
에서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27명의 환자들
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208명에서는 유전자형 내성을
기반한 치료를, 319명에서는 경험적 치료를 일차로 시행하였을
때 제균율은 각각 91.8%와 72.1%로(P＜0.01) 유전자형 내성
8
치료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또
다른 국내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92.7%
vs. 76.5%, P＜0.001).9 통계적으로 의미는 보여주지 못하였으
나, 이 연구에서도 유전자형 내성을 기반한 치료군에서 경험적
2
치료군보다 높은 제균율을 나타내었다(78% vs. 72.2%). 그리
고, 이번 연구에서는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제
균 치료를 시도하였는데 경험적 치료군에서는 유전자형 내성을
기반한 치료를, 유전자형 내성 기반 치료군에서는 제균 치료력
을 감안한 경험적 치료를 시행하였을 때 각각의 제균율은 35%
(14/36)와 10.8% (4/37)로 유전자형 내성을 기반한 치료를 추
가로 시행한 군에서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2
0.016).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economical modelling을 적용하면, 1차 치료에서 PCR을 기반한
치료와 경험적 치료의 치료 비용은 각각 $120.0와 $92.4로 두
8
그룹 간의 차는 약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시행된
대만과 우리나라는 제반 여건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접근
성 및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경험적 치료가 유전자형 내성을 기
반한 치료의 대안으로 가능하다는 대만의 결과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 불응성 H. pylori 감염 환자들에서 유전
자형 내성을 이용한 치료의 역할에 대해서 속단하는 것은 이르
며, 이는 향후 보다 대규모의 연구를 통해 규명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ITT 분석 결과 levofloxacin을 포함
한 순차 치료의 제균율(86.5%)이 clarithromycin을 포함하였거
나(72.7%) tetracycline을 포함한(70.0%) 순차 치료군의 제균율
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 pylori의 항생제 내성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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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최근에 나온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H. pylori의
levofloxacin 내성률은 대만에서는 15% 미만으로 나타났지만,
10
우리나라는 28%, 중국의 경우는 33%인 것으로 보고되어,
levofloxacin을 이용한 순차 치료의 제균율이 이번 연구 결과
와 같이 높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제균 치
료력을 바탕으로 한 경험적 치료를 한다고 할지라도, 국내 환자
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균 치료법을 고
민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불응성 H. pylori 감염 환자들
에서 후속 제균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배양을 통한 항
생제 감수성 검사나 유전자형 내성 검사를 바탕으로 제균 치료
를 시행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검사의 여건이 갖
추어져 있지 않거나 비용 및 접근성 등을 감안한다면, 제균 치
료력을 바탕으로 한 경험적 치료 역시 임상에서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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