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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 의 독성인자와 숙주인자

Helicobacter pylori Virulence Factors and Host Factors

Bong-Ku Kang, Byung-Wook Kim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cheon St. 
Mary'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chool of Medicine, 
Incheon, Korea

Helicobacter pylori (H. pylori) is one of the most common human infection 
world-wide. However, only a limited proportion of the infected population 
developed gastrointestinal diseases such as peptic ulcer disease, gastric 
adenocarcinoma, and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 These 
various outcomes of H. pylori infection may result from bacterial virulence 
factors, host factors such as genetic diversities,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Bacterial factors such as cagA PAI, vacA, adhesin and outer membrane 
proteins, and peptidoglycans are known to be associated with specific 
gastrointestinal diseases such gastric adenocarcinoma. Various cytokines 
including interleukin (IL)-1β, IL-10, and tumor necrosis factor-α, and host 
immune reaction to the bacteria are closely related to specific diseases such 
as gastric adenocarcinoma and duodenal ulcer. In this article, we reviewed 
each factors and their relevance to the disease outcome. (The Korean Journal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2011;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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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Helicobacter pylori (H. pylori)는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감염되어 있지만 부분에서는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1 

H. pylori에 감염된 사람  10%에서 소화성궤양, 1∼3%에

서 선암, 0.1% 미만에서 막연 림 조직(mucosa asso-

ciated lymphoid tissue, MALT)림 종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2 이처럼 감염자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질병 발생에 있어 세균과 숙주 사이에 향을 주는 여러 

인자가 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세균의 독성인자가 질

병 발생에 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H. pylo-

ri 유 체에 유  다형성(genetic polymorphism)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숙주인자의 경우는 독성인자 양성인 H. pylori

에 감염되더라도 부분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

다. 본 논고에서는 질병 발생에 련된 H. pylori의 미생물학

 독성인자와 숙주인자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본      론

1. H. pylori의 독성인자

  1) cag Pathogenicity Island (cag PAI)와 CagA단백: H. py-

lori의 유 체에는 많은 유  다형성이 존재하는데, cag 

PAI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cag PAI는 40-kb의 DNA로 최

종 산물은 CagA단백이다. 서구에서는 H. pylori 균주의 약 

60%에서 cag PAI가 양성이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

아에서는 100% 양성이다. cag PAI 양성 H. pylori에 감염이 

되면, cag PAI 음성 H. pylori에 감염된 경우에 비해 축성

염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선암 발생의 험도가 더 높

다고 알려져 있다.
4

  CagA단백은 120∼140 kDa 크기의 단백으로, H. pylori가 

 막의 상피세포에 부착한 후 IV형 cag 분비계(type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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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g secretion system)를 발 시켜5 숙주의 상피세포 안으로 

이동하여 glutamine-proline-isoleucine-tyrosine-alanine (EPIYA) 

motif에서 인산화되어 “hummingbird phenomenon”으로 알려

진 세포 형태의 변화를 유발한다.
6 인산화하지 않은 CagA 

단백도 (translocation)을 통하여 질병의 발생에 여하

는데, β-catenin의 이상 활성화,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구

조물의 괴, 세포의 극성 상실 등을 유발하여 이루어진다.
7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H. pylori의 CagA단백은 포유류에

서 종양단백(oncoprotein)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CagA단백 

양성 H. pylori에 감염된 사람  소수에서만 선암이 발생

하므로, 선암의 발암과정에 여하는 기 에 한 연구

가 필요하다. CagA단백은 한 소화성궤양의 발생과 

하게 연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8

  2) VacA Toxin: VacA단백은 H. pylori의 vacA 유 자 발

 산물로, 숙주세포의 공포화(vacuolation)를 유발하는 세

포독(cytotoxin)으로 처음 알려졌으며 87 kDa 크기의 단백이

다. VacA단백은 H. pylori에 한 숙주의 T세포 반응을 억제

함으로써 감염이 지속되도록 한다.
9 vacA 유 자는 H. pylori 

균주 부분에 존재하며 신호부 (s) 는 간부 (m) 등 

존재하는 치에 따라 s1, s2, m1, m2 등의 아형이 존재하

고, 아형에 따라 세포독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10 이  

vacA s1/m1 아형이 가장 세포독성이 강하고, 우리나라를 포

함한 부분의 동아시아인에서 발견되는 균주는 vacA 

s1/m1 양성이다.
11 최근에는 s와 m의 간에 치하는 i의 

아형인 i1과 i2의 존재가 밝 졌고,
12 m과 i의 간에 치하

는 d의 아형인 d1과 d2의 존재가 밝 졌으나,
13 특정 아형이 

특정 질병을 발생시키는 지는 아직 밝 지지 않았다. VacA

단백은  상피세포의 형태를 변형시켜 방벽효과를 괴하

고 염증반응을 조 한다. 한 세포 내 엔도솜(endosome) 

구획, 미토콘드리아의 외막 등을 괴하여 세포의 공포화

를 일으키고, caspase-8, caspase-9를 활성화시켜 세포사멸을 

유도한다.
14

 VacA단백이 결합하는  상피세포의 수용체 

 receptor type protein tyrosine phosphatase (RPTPβ)는 세포

의 증식, 분화, 부착 등과 련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화

성궤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15

 최근 VacA단백에 

의한 세포의 공포화를 CagA단백으로 억제할 수 있고,
16 역

으로 CagA단백이 VacA단백에 의해 억제될 수 있음이 알려

져 흥미를 끌고 있다.
17 CagA 단백과 VacA단백의 상호 억제 

작용은 두 가지 독소의 동시 발 으로 인한 숙주세포의 

격하고 심각한 손상을 억제하여 숙주 내에서 H. pylori 균주

가 장기간 살아남기 한 방편으로 설명하고 있다.
17

  3) 부착소(adhesin)와 외막단백(outer membrane protein): 

H. pylori가  상피세포에 잘 부착되어야 균의 집락형성이 

가능해지고 감염이 지속될 수 있으며, 숙주세포 내로 독성

인자의 이동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H. pylori가  상피세포

에 잘 부착되어 있기 해서는 부착소와 외막단백이 요

한 역할을 하는데, H. pylori의 외막단백을 분석하면 BabA 

(blood group antigen binding adhesin), SabA (Sialic acid-bind-

ing adhesin), OipA (Outer inflammatory protein), DupA (Duo-

denal ulcer promoting gene), FlaA (flagella) 등이 포함되어 있

고, 이러한 단백이 다양한 장  질환과 연 이 있다고 알

려져 있다.

  (1) BabA; babA2 유 자가 발 되어 생성되며,  상피세

포 표면의 fucosylated Lewis antigen (Le
b
)과 결합한다. babA2 

유 자 양성은 십이지장궤양  선암과 련이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18,19

  (2) SabA;  상피세포 표면의 sialyl LewisX antigen과 결

합하며 선암의 험도는 증가시키지만,
19 십이지장궤양

의 험도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

  (3) OipA; oipA 유 자가 발 되어 생성되며, OipA단백은 

IL-8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interleukin (IL)-1, IL-17  tumor 

necrosis factor (TNF)-α 분비 유도   막의 염증을 유

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 한 matrix metaloproteinase-1 

(MMP-1)의 발 을 증가시키고,
22 β-catenin이 핵내로 

되는 것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3 OipA단백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십이지장궤양, 선암의 

험도를 증가시킨다.
20

  (4) DupA; 비교  최근에 발견된 독성인자로 IL-8 생성을 

증가시키며,
24 일부에서 십이지장궤양과 선암 발생을 

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고,
25 DupA의 정지 코돈(stop codon)

의 유  변이를 동반한 H. pylori 균주는 선암의 험도

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6

  (5) FlaA; H. pylori 균주에서 섬모를 구성하는 편모단 단

백(flagellin)의 아형은 FlaA단백과 FlaB단백이 있으며, FlaA

단백이 주된 형태이다. FlaA단백은 H. pylori의 섬모 형성에 

꼭 필요하며 감염이 지속되기 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

다. H. pylori의 FlaA단백은 Toll-like receptor 5 (TLR5)를 활

성화시켜 숙주의 면역반응에 감작되지 않고 감염이 지속되

도록 한다.
27

 그러나 동아시아의 한 연구에서는 flaA 유 자

가 염이나 소화성궤양의 발생과 연 이 없다고 보고하

다.
28

  4) Peptidoglycan: 세포벽의 성분인 peptidoglycan은 CagA

단백과 마찬가지로 cag 분비계를 통하여 상피세포 안으로 

이동하여, 상피세포 안에 존재하는 그람음성균에 한 pep-

tidoglycan 감지자인 Nod1 분자와 상호작용을 하여 nuclear 

factor (NF)-κB 매개의 염증반응을 일으킨다.29 이는 선암

과 련된 세포 내 신호경로를 활성화하게 되는데, 최근 연

구에 따르면 숙주세포로 이동한 peptidoglycan은 PI3K-A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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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활성화하여 세포사멸을 억제하고 세포이동(cell mi-

gration)을 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 Peptidoglycan의 새

로운 기능으로 H. pylori 균주가 나선형의 형태를 유지하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밝 졌다.
31

2. 숙주인자

  1) IL-1β: IL-1β는 Th1세포에서 분비되는 시토카인

(cytokine)으로, 염증반응에 요한 역할을 하며, H. pylori에 

감염된  막에서 생성이 증가된다. IL-1β 유 자 집합

체는 IL-1β와 IL-1RN으로 구성되며 유  다형성을 보인

다. 이러한 IL-1β 유  다형성이 증가할수록 산 분비 

감소, 축성 염, 선암 발생의 험도가 증가한다.
32 그

러나, IL-1β의 유  다형성과 선암 발암과정의 연 성

은 H. pylori에 감염된 환자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33 

숙주의 염증반응과 H. pylori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선암

이 발생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일련의 상은 동물 실험에

서도 입증되었고, IL-1β 길항제를 투여하면 산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아,
34

 염증이 발생한  막에

서 IL-1β가 산 분비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2) IL-10: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시토카인으로, IL-10의 발

을 억제하는 유  다형성이 존재할 경우 선암의 

험도가 증가한다.
32

 IL-1β, TNF-α, IL-10 등 이 3가지 시토

카인들이 모두 염증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유  다형성이 

발 될 경우 선암의 발생 험도는 27배 증가한다는 보

고가 있다.
35

  3) TNF-α: IL-1β와 마찬가지로  막의 염증반응을 

유발하고 산 분비를 억제하는 시토카인이며, H. pylori에 

감염된  막에서 생성이 증가되어 있다.
36 TNF-α의 발

을 증가시키는 유  다형성은 선암의 험도를 증가

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35

  4) Cyclooxygenase (COX)-2: H. pylori 감염은 숙주에서 

여러 가지 시토카인의 생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COX, 특히 COX-2의 발 도 활성화시킨

다.
37 COX-2의 발 은 선암  암의 구 병변에서 증가

되어 있고,
38 COX-2의 발 을 억제하는 아스피린 등을 투여

하면 선암의 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숙주

의 COX-2도 질병 발생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39,40

  5) 산 분비: H. pylori에 감염되면 성기에는 IL-1β의 

생성이 증가하고 H
＋K＋ ATPase의 α-subunit의 작용이 억제

되므로 산 분비가 억제된다.
41 만성기에는 의 체부 는 

 체에 염증이 발생할 경우 산 분비가 억제되어 궤

양 는 선암 발생 험이 높아진다. 그러나, 만성기에도 

염증이 의 정부에 국한된 경우에는 산 분비가 증가

하여 십이지장궤양의 발생 험이 높아진다.
42

  6) 산화 손상(oxidative damage):  막이 H. pylori에 감

염되면  상피세포의 DNA에서 산화 손상이 발생하며,
43 

cagPAI 양성인 H. pylori 균주에 감염이 되었을 때 더 강력

하게 일어난다.
44  상피세포의 DNA 산화 손상은 염증이 

암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H. pylori 감염에 의해 활성화된 식세포는 

spermine oxydase의 생성을 진하고, 이 효소는 세포사멸을 

유도하고 DNA 산화 손상의 주된 물질인 히드록실기

(hydroxyl radical) 등의 생성을 진하는 기 으로 설명하고 

있다.
45

  7) H. pylori에 한 면역 반응: H. pylori는 체액면역반응

과 세포면역반응을 모두 유도한다. 동물 실험 등에서 H. py-

lori 항원을 종하면 IgA, IgM, IgG 등이 생성되어 방어면

역을 유도할 수 있다.
46 H. pylori는 일반 으로  막 조직

내로 침범하지 않지만 염  선암 환자에서는  막

의 고유 을 침범하여 면역 세포와 직  을 하여 세포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47

  (1) 식세포; 식세포는  막의 표면에서 H. pylori와 

직  하여 IL-12 생성을 진하여 Th1 세포를 자극하여 

INF-γ 등의 생성을 진한다.48 식세포는 한 IL-1, 

TNF-α, IL-6 등의 시토카인 생성을 진하여 염증반응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49 식세포는 inducible NO syn-

thase (iNOS)를 통하여 산화질소를 생성하여 H. pylori에 

한 강력한 방어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방어작용이 오히려 

H. pylori의 arginase를 유도하여 식세포 안에서 H. pylori

가 더 오래 생존하도록 한다.
50

 식세포가 활성화되면 숙주

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지만 식세포가 세포사멸 과정에 

들어서게 되면 성구를 활성화시켜 산소기를 유리시켜 산

화 손상을 일으킨다. 그 결과 숙주의 방어작용에 요한 세

포들의 결핍을 래하게 된다. H. pylori는 식세포의 포식

소체(phagosome) 안으로 들어가 magasome을 형성하여 숙주

의 탐식작용을 회피하여 숙주 내에서 장기간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51

  (2) 수지상세포(dentritic cell); 수지상세포는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을 연결하는데 가장 요한 역할을 한다. H. pylori

를 종시킨 뒤 6시간 정도면 수지상세포들이  막으로 

모여들고,
52 H. pylori의 외막단백은 수지상세포의 성숙과 

항원제시를 유도한다.
53 그러나 수지상세포가 지속 으로 

H. pylori에 노출되면 Th1림 구의 반응을 유도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만성 염증이 발생한다.
54

  (3) T림 구; H. pylori에 감염되면  막에서 IFN-γ를 

생산하는 T림 구의 수가 크게 늘어, 결과 으로 Th1 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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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인 IFN-γ와 IL-2의 생성이 크게 늘어나고 Th2 시토카

인인 IL-4와 IL-5의 생성이 소량 늘게 된다.
55 단핵구, 식

세포, 수지상세포 등에서 IL-12를 생산하여,
56 Th1림 구 반

응을 매개로  막의 상피세포가 CD4
＋ Th세포를 활성화

하여 항원제시 기능을 한다.
57 CD4＋ Th세포를 매개로 한 

Th1세포 반응은 H. pylori의 집락형성을 억제한다.
58 IL-17은 

모카인(chemokine)을 매개로 하는 호 구의 침윤을 자극

하며,
59 IL-17/Th17 반응이 H. pylori 감염이 지속되는데 요

한 역할을 한다.
60 H. pylori에 한 특정 Th1 는 Th2/조  

T세포(Treg) 반응이 기억 T세포의 반응을 억제하여 감염이 

지속되도록 한다.
61

 이상을 요약하면 H. pylori 감염은 T세포

의 기능을 숙주에게 해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하지만 

Th17세포와 Treg 반응에 한 연구가 더 이루어지면 만성 

염증을 억제하여 선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

는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4) B림 구; B림 구 결핍 생쥐에 H. pylori를 감염시키

면 집락형성이 감소하고,  막의 염증반응과 CD4
＋ T세

포의 침윤이 증가한다.
62 H. pylori 만성 감염은 B림 구의 

세포사멸을 억제하여 막연 림 조직림 종을 유발한

다.
63 H. pylori 감염에 한 숙주의 면역반응에 있어서 T림

구와 B림 구의 상호 작용에 한 연구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기 한다.

결      론

  H. pylori에 감염되면 세균의 독성인자의 유  다형성

과 이에 한 숙주의 면역반응, 그리고 환경  인자가 상호 

작용을 하여 여러 가지 장  질환을 일으킨다. 이러한 상

호 작용에 한 연구는 선암 등 질병 발생의 기 을 이해

하고 질병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법의 개발에 매우 

요하므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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