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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유발 소화성궤양에서 Helicobacter pylori 감염의 역할
고진성, 주문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The Role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in Drug-induced Peptic Ulcer
Jin Sung Koh, Moon Kyung Joo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 and low-dose aspirin (LDA) are the main causes of peptic ulcer (PU), and cause
major complication such as bleeding and perforation. The interaction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with NSAIDs or LDA is complex and remains unclear. However, H. pylori infection may play additive, synergistic, or antagonistic roles in the development of
drug-induced PU. H. pylori infection and NSAID use are independent risk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PU, which is thought to
be a synergistic effect. Eradication of H. pylori significantly reduces the incidence of PU in NSAID-naïve patients. However, the effect of secondary prevention is controversial, especially in chronic NSAID users. The use of a gastroprotective agent such as a proton pump inhibitor (PPI) is mandatory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PU in patients with a previous history, especially in chronic
NSAID users. H. pylori infection may also increase the risk of LDA-associated complicated and uncomplicated PU, including the
risk of upper gastrointestinal bleeding. In patients taking LDA, H. pylori eradication alone may prevent the recurrence of PU
bleeding. However, PPI maintenance is necessary with concomitant use of an NSAID, steroid, anticoagulant, or other antiplatelet
agents.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8;18: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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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와 저용량 아스피린(low-dose aspirin, LDA)은 전 세계
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제들로서, 소화성궤양과 그 주요
합병증인 출혈과 천공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러한 NSAID나 LDA에 의해 유발된 소화성궤양 발생의 주요 고
위험군으로 합병증을 동반한 소화성궤양의 과거력을 들 수 있
으며, 그 밖에 65세 이상의 고령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소
화성궤양의 과거력, 또는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스테로이드제
1
등의 동시 복용 또한 유의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헬리코박터균(Helicobacter pylori) 감염과 NSAID 또는 LDA
과의 상호 작용은 복잡하고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
이 있어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로, 이는 기존에 발표된
연구들의 디자인과 대상 환자, 임상 결과 등이 서로 다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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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NSAID와 LDA에 의하여 유발되
는 소화성궤양 등 상부위장관 점막 손상 기전과 이들 약제와 H.
pylori와의 상호 작용, 그리고 NSAID 또는 LDA 복용자에서 소
화성궤양의 발생에 대한 H. pylori 감염의 역할과 H. pylori 제
균 치료에 의한 약제 유발 소화성궤양의 예방 효과 등에 대하
여 논해보고자 한다.

본

론

1. 약제 유발 소화성궤양의 기전
NSAID에 의한 소화성궤양 발생은 크게 직접적인 국소 손상
과 NSAID의 전신 효과에 의한 기전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먼저 직접적 국소 손상의 기전으로 NSAID는 위강 내
에서 약산성을 유지하면서 위 점액층의 원형질 막을 침윤하고
위 상피세포에 도달하여 상피세포 장벽을 파괴하고 괴사를 유
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소 손상의 작용은 약제 유발 소화성
궤양 발생의 부차적인 기전으로 생각된다. 반면, NSAID에 의한
전신작용으로 cyclooxygenase (COX) enzyme의 작용을 억제
하여 prostaglandin (PG), 점액, bicarbonate의 생성을 감소시
킬 수 있는데, 이러한 작용이 약제 유발 소화성궤양 발생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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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전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NSAID는 COX-1과 COX-2를
2
모두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X-1은 생체 전반에 기
본적으로 발현되는 반면 COX-2는 염증 등에 의하여 발현이
유도되는데, 생쥐 등을 이용한 생체 실험에 의하면 NSAID에
의한 위점막 손상의 기전에서 COX-1과 COX-2의 억제가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하여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COX-1
의 억제에 의하여 점막 혈류의 감소, 점액과 bicarbonate 생성
의 감소 및 혈소판 응집의 감소가 발생하는 반면에 COX-2 억
제에 의하여 혈관생성의 감소, 백혈구 유착의 증가 등으로 인해
3
궤양 생성을 유도한다. 또한 NSAID에 의하여 COX enzyme을
억제하면 이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5-lipoxygenase가 활성화되
어 leukotriene B4 (LTB4), LTC4, LTD4 등의 생성이 촉진되는
데, 이는 점막의 염증 작용을 유발하여 점막 혈류를 감소시키고
4
허혈을 조장하게 된다.
한편, LDA에 의한 소화성궤양 발생의 기전 또한 직접적 국
소 손상과 전신 효과에 의해서 설명되지만 직접적인 국소 작용
은 역시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LDA와
NSAID에 의한 전신 작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LDA에 의한
COX-1의 억제가 COX-2에 비하여 8∼10배 더 선택적으로 이
뤄진다는 점인데, 이러한 효과는 약 8∼10일간 지속될 수 있
5
다. 또한 NSAID에 비해서 궤양을 발생시키는 효과는 미약하
나 의미 있는 출혈을 유발하는 효과는 더 크다는 점도 중요한
2
차이점으로 설명되고 있다. 한편, NSAID와 LDA의 동시 복용
에 의하여 상부위장관 출혈의 위험에 대한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거 덴마크에서 시행된 대규모 인구-기반
코호트 연구에서 LDA 복용자군의 상부위장관 출혈 표준 유병
률은 2.6% (95% confidence interval [CI], 2.2∼2.9)이었던
반면 LDA와 NSAID를 동시 복용하는 환자군에서는 5.6% (95%
6
CI, 4.4∼7.0)로 유의하게 높았다.
소화성궤양 발생 과정에서 NSAID, LDA와 H. pylori 감염과
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H. pylori 감
염은 약제 유발 소화성궤양의 발생에서 부가적인 또는 상승 효
과와 반대적인 작용이 모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NSAID
또는 LDA에 의하여 점막의 PG 생성이 감소된 상태에서 H.
pylori 감염에 의한 점막 염증의 증가는 부가적으로 상부위장관
7
점막의 손상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NSAID, LDA와 마찬가지
로 H. pylori 감염에 의하여 점막 내 다형 핵 세포의 침착과 염
증 사이토카인의 생성이 증가하여 소화성궤양 발생을 촉진시키
8
는 상승 작용을 보일 수 있다. 반면, H. pylori 감염에 의하여
COX-2가 활성화되어 PG 생성이 증가되고 점막 내의 혈류가
증가하는 작용은 NSAID 또는 LDA에 의한 점막 내 혈류 감소,
9
PG 생성 감소와는 반대되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LDA나 NSAID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상부위장관 점막이 약제

90

에 의한 손상 효과에 적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H. pylori에 감염
10
된 경우에는 이러한 점막의 적응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실
예로 H. pylori에 감염된 건강한 자원봉사자에게 LDA를 투여하
면 위장관 점막의 손상이 약물 투여 3일 후 최고에 이르게 되
고 14일 이후에도 지속되나, H. pylori 제균 치료 후에 LDA를
투여하면 약물 투여 3일 후부터 위장관 점막 손상이 점차 감소
11
하였다.

2. 약제 유발 소화성궤양에서 H. pylori의 중요성
제균 치료에 의한 소화성궤양의 예방 효과에 있어서는 1) 일
차 예방 혹은 이차 예방인지, 2) 초치료 환자인지 혹은 만성 복
용자인지, 3) 약제 유발 소화성궤양의 위험인자(궤양의 과거력,
고령, 동반 복용 약제의 유무)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NSAID
NSAID 유발 소화성궤양에서 H. pylori의 역할에 대한 연구
는 비교적 많이 보고된 바 있으며 결론 또한 명확하여, 최근의
메타 분석에서도 NSAID 사용자에서 소화성궤양의 발생률은 H.
pylori 음성군에 비해 양성군에서 약 3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12
(odds ratio [OR], 3.08; 95% CI, 1.26∼7.55). 즉, H. pylori
감염은 소화성궤양 등 NSAID에 의한 위장관 합병증의 유의한
인자이며, H. pylori 감염과 NSAID의 복용은 합병증을 동반하
거나 동반하지 않은 소화성궤양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이면
13,14
서 상호 상승 작용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H. pylori
제균에 의한 NSAID 유발 소화성궤양 발생의 일차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도 다수 보고되었다. 이전의 메타 분석에서 궤양의 과
거력이 없는 NSAID 복용자의 H. pylori 제균은 소화성궤양의
발생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OR, 0.43; 95% CI, 0.20∼
0.93), 이러한 효과는 NSAID 장기 복용자군(OR, 0.95; 95% CI,
0.53∼1.72)에 비하여 초치료 환자군(OR, 0.26; 95% CI, 0.14∼
15
0.49)에서 더욱 뚜렷하였다. 그러나 NSAID 초치료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대부분 제균군과 위약군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제균 치료가 양성자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PPI)에 비교하여 우월하였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며, 궤양
과거력이 없는 NSAID 초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제균 치료 후
omeprazole 또는 제균 치료 후 위약군의 궤양 발생율은 1.2%
로 omeprazole 투약군의 0%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16
이는 없었다. 한편, 이차 예방에 대한 효과는 아직 논쟁의 여
지가 있으며, 이전 연구에서는 궤양의 과거력이 있는 NSAID
초치료 환자군을 대상으로 H. pylori 제균 치료 단독군과 omeprazole 유지군을 6개월간 비교하였을 때, 제균 치료군에서 전
체 소화성궤양 및 합병증을 동반한 궤양의 발생 빈도가 유의하
17
게 낮았음을 보고한 반면, 비슷한 시기에 타 연구에서는 궤양
의 과거력이 있는 고령의 NSAID 초치료 환자군을 대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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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단독군과 pantoprazole군을 1개월간 추적하였을 때 궤양이
나 미란과 같은 위십이지장 점막 손상이 제균군에서 유의하게
18
높음을 보고하여(29.9% vs. 9%, P=0.03) 서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다른 주요 논문에서 소화성궤양 출혈의 과거력
이 있는 naproxen 복용자에서 제균군과 omeprazole 유지군을
6개월간 추적하였을 때 재출혈의 비율은 제균군에서 유의하게
19
높았음을 보고하였다(18.8% vs. 4.4%, P=0.005). 이러한 과거
20
21
22
연구 결과들을 기반하여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 의 H. pylori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NSAID 초치료 환자군에서 H. pylori 제균 치료는 궤양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으나, 이미 NSAID 장기 복용 중인 환자군에서는 제균 치료에
의한 궤양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NSAID 복용 환자에서 H. pylori 감염의 역할에 대한 시각은
동서양 간에 차이가 있어, 국내의 경우 제균 치료가 효과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예: NSAID 초치료 환자)에 H. pylori
감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장하는 반면, H. pylori 감
염률이 낮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위험인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기간 NSAID를 사용하는 모든 환자에서 H. pylori 감염 여부
를 진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
1,23
다. 이는 서양과 같이 H. pylori의 유병률이 20% 이하로 낮
은 지역에서는 NSAID 유발 소화성궤양의 예방을 위해서 H.
pylori 감염의 검사-치료 전략이 비용-효과 측면에서 우월하기
24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하나의 논점 사항으로는 NSAID 장기 복용자에서 H. pylori 제균 치료가 궤양의 치유에 미치는 영향으로, NSAID 복용
환자에서 내시경으로 소화성궤양 및 H. pylori 감염이 확인된
환자군을 대상으로 제균 치료 후 omeprazole 복용군과 omeprazole 유지군을 비교하였으며, 2개월 후 위궤양 치유율이
omeprazole 유지군에서 유의하게 높음을 보고한 바 있다
25
(100% vs. 72%, P=0.006). 이는 약제 유발 소화성궤양의 치
유기에서는 H. pylori 감염이 궤양의 치유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는 H. pylori 감염이
위 점막의 COX-2 발현을 증가시켜 NSAID에 의해 억제되었던
26
PG 생성의 증가를 유도한다는 가설로서 설명된다. 앞서 언급
한 일본 가이드라인에서도 NSAID 유발 소화성궤양의 치유 과
정에서 제균 치료가 궤양의 치유 과정을 촉진할 수 없으므로
21
이 기간 동안 제균 치료는 권장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2) LDA
LDA에 의한 소화성궤양의 발생에서 H. pylori의 역할에 대
한 연구는 과거에 다수 발표된 바 있으며, 한 예로 이전의 증례대조군 연구에서는 LDA를 복용 중인 환자에서 H. pylori 감염
이 상부위장관 출혈의 독립적이고 유의한 인자임을 보고한 바
27
있다(adjusted OR, 4.69; 95% CI, 2.02∼10.91). 또한, 최근

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LDA 복용자에서 H. pylori 감염
28
은 소화성궤양의 발생률을 약 5배 증가시켰다. 그러나 약 10여
개의 코호트 연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메타 분석에서 H. pylori
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는데, 이는 포함
기준, LDA의 용량이나 복용 기간, H. pylori 검사 방법 등에서
29
연구 간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발표된
24
Maastricht V/Florence Consensus Report 에서는 NSAID뿐
만 아니라 LDA 복용자에서 H. pylori 감염은 궤양 발생의 위험
인자이며,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등을 동시 복용하는 경우 궤양
출혈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LDA 복용자에
서 소화성궤양의 발생에 대한 H. pylori 감염의 역할은 동서양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시행하여 발표한 종설에서는 서양에서 LDA 복용자의 소화성궤
양 발생률은 21.1%로 일본의 7.8%에 비하여 큰 차이가 있었으
30
며, 서양 연구에서는 H. pylori 양성인 LDA 복용자에서 음성
인 환자군에 비하여 위십이지장궤양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
31,32
나,
일본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H. pylori 감염 유무와
33
상관 없이 소화성궤양의 발생률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는 서양에서는 상당수 환자에서 H. pylori 감염에 의하여 위산
억제가 감소하지 않고 보존되는 반면 동양에서는 대부분 위산
이 억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LDA 복용자에서 H. pylori 제균에 의한 궤양 발생의 일차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과거의 한 무작위 배정
비교연구에서는 H. pylori 양성을 보인 LDA 초치료 환자를 대
상으로 제균 치료를 하였을 때 위약군에 비하여 위십이지장 점
막 손상의 빈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
34
다. 현재 진행되는 대규모 무작위 배정 연구인 Helicobacter
35
Eradication Aspirin Trial 에서는 H. pylori 양성을 보이는
LDA 복용자를 대상으로 제균군과 위약군을 2.5년간 추적 검사
하는 설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LDA 복용 환자에서 제균 치료에
의한 궤양의 일차 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한편, 장기 LDA 복용자에서 제균 치료에 의한 소
화성궤양의 이차 예방 효과에 대한 주요한 연구들도 진행되었
는데, 앞서 언급한 naproxen 복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궤양 출혈의 과거력이 있는 LDA 복용 환자를 대상으로 궤
양 약물 치료 후 제균 치료 단독군과 omeprazole 유지군을 비
교하였을 때 재출혈의 빈도는 양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36
보고하였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무작위 배정 연구에
서는 소화성궤양의 과거력이 있는 LDA 복용자를 대상으로 항
궤양 약제 및 제균 치료 시행 이후 경과 관찰한 군과 lansoprazole 유지군을 비교하였고, lansoprazole 유지군에서 궤양
37
합병증의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14.8% vs. 1.6%, P=0.008).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제균 치료 후 4명에서 감염이 재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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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명의 환자에서는 궤양의 합병증이 재발하기 전에 NSAID를
재 복용한 점 등이 연구의 한계였다. 반면, 최근에 발표된 전향
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궤양 출혈의 과거력이 있는 LDA 장기
복용 환자들을 대상으로 3개(H. pylori 제균군, H. pylori 음성
군, 평균 위험군)의 cohort를 나누어 10년간 장기 추적 관찰하
였고, LDA만 복용하거나 항궤양 약제와 같이 복용하는 경우 재
출혈의 빈도는 H. pylori 제균 코호트와 평균 위험 코호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LDA만 복용하는 경우 incidence rate
ratio, 1.47; 95% CI, 0.75∼3.38; LDA와 항궤양 약제를 병용
하는 경우 incidence rate ratio, 0.70; 95% CI, 0.13∼3.81),
LDA와 위십이지장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예: 항혈소판
제, 항응고제)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재출혈의 빈도가 H. pylori
제균 코호트에서 유의하게 높았다(incidence rate ratio, 7.01;
38
95% CI, 2.25∼21.89). 그러므로 LDA만 복용하는 경우 제균
치료 단독으로도 재출혈의 예방을 기대할 수 있으나 위장관 출
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를 동시 복용하는 경우에는 PPI 등의
병용 투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 PPI의 장기
복용에 의한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LDA와 PPI를 함께 복용하였을 때 PPI에 의한 장내 세균
총의 불균형 등에 의하여 소장 점막 손상이 조장될 수 있음이

39

보고된 바 있다. 일본 가이드라인에서는 LDA 복용자에서 궤
양 재출혈의 예방을 위해 제균 치료 후 PPI 유지 치료를 강조
21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는 궤양의 과거력이
있는 LDA 장기 복용자에서 제균 치료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
22
고 있다.

결

론

H. pylori 감염은 소화성궤양을 포함한 NSAID 관련 위장관
합병증의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NSAID 초치료 환자에
서 H. pylori 제균은 궤양의 일차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NSAID
장기 사용자에서는 제균 치료 단독만으로는 궤양의 예방에 효
과적이지 않으므로 궤양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특히 NSAID
장기 복용 환자에서 궤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PPI와 같
은 위장 보호제의 병용이 필요하다. LDA 복용 환자군에서도 H.
pylori 감염은 소화성궤양 및 상부위장관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
킬 수 있으며, LDA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H. pylori 제균만으로
궤양 재출혈의 예방을 기대할 수 있으나, NSAID, 스테로이드,
항혈전제를 병용하는 경우 제균 치료 후 PPI 유지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Fig. 1).

Fig. 1. Helicobacter pylori and drug-induced peptic ulcer disease. Solid arrows indicate strong association or effect, dashed arrows indicate weak
association or effect, and dotted arrows mean minimal effect. NSAI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LDA, low-dose aspirin; PUD, peptic
ulcer disease; PPI, proton pump inhib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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