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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의 현재와 미래-국내의 제균 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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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Trends of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Therap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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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of Gastroenterology, Incheon St. Mary’s Hospital,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Incheon, Korea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is one of the most common gastrointestinal infectious diseases in Korea and is related to diseases such 
as gastritis, peptic ulcer disease, marginal zone B cell lymphoma of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type, and gastric 
adenocarcinoma. The eradication of H. pylori infection requires combinations of antibiotics and acid suppressants. Triple therapy 
has been considered as the first-line therapy for a long time. However, its eradication rate is declining and we need more effective 
strategies. Quadruple therapy including acid suppressants, bismuth, and other two antibiotics is a main rescue therapy after 
first-line therapy failure in Korea. In this review, we describe new therapeutic regimens and new trends of H. pylori eradication in 
Korea.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2;12:21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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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Marshall과 Warren1에 의해 처음 발견된 Helicobacter pylori

는 만성위염, 소화성 궤양, 위점막연관림프종(marginal zone B 

cell lymphoma of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type), 

위선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H. pylori 제균 치

료는 소화성궤양의 재발률을 낮출 수 있고, 위점막연관림프종

의 관해를 유도하며, 조기위암의 내시경적 치료 후 재발률을 낮

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균 치료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대한헬리코박터ㆍ상부위장관학회에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한 후 이를 치료지표로 

삼았으나, 항생제에 대한 내성 증가 등으로 인해 일차 제균율이 

점차 감소하자 2009년 두 번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4,5 본 

논고에서는 외국의 결과는 가능한 배제하고 최근 국내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H. pylori 제균 치료의 현황과 최근 시도되고 있

는 다양한 제균 요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본    론

1. 표준 1차 치료법

2009년 대한헬리코박터ㆍ상부위장관학회에서 제시한 가이

드라인에 따르면 양성자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표준 용량, 아목시실린(amoxicillin) 1.0 g, 클라리스로마이신

(clarithromycin) 500 mg을 1일 2회 1∼2주간 투여하는 것을 

표준 1차 요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H. pylori 제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국내에서의 분석에

서도 표준 1차 치료법의 H. pylori 제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Fig. 1).6-12

H. pylori 의 제균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원인은 항생제에 대

한 내성률의 증가로 생각된다. 국내에서 H. pylori 균주의 클라

리스로마이신에 대한 내성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1987년 

0%에서 2003년에 13.8%로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13 

2003년∼2005년 16.7%에서 2007년∼2009년 38.5%로 급격

히 상승하였다는 보고로 보아,14 국내에서 H. pylori 균주의 클

라리스로마이신에 대한 내성률의 증가가 표준 1차 치료법의 제

균율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표준 1차 치료법의 제균율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제균 치료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단순

히 제균 치료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제균율을 높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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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ing patterns of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rate of 
conventional triple therapy in Korea. The eradication rate by 
per-protocol analysis has been declining for the past decade. 

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15-17

2. 표준 2차 구제 요법

H. pylori 에 대한 1차 제균 치료법이 실패하였을 경우 2차 

제균 치료법이 필요한데, 대한헬리코박터ㆍ상부위장관학회의 

2009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양성자펌프억제제와 비스무스

(bismuth),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 테트라사이클린(tet-

racycline)을 1∼2주 투여하는 것을 표준 2차 구제 요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 H. pylori 균주의 메트로니다졸과 테

트라사이클린에 대한 내성률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13,14,18,19 표준 2차 구제 요법의 제균율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하지만 표준 1차 치료법에 비

해 표준 2차 구제 요법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환자를 포함하

고 있고, 표준화된 항생제 감수성 판정 기준 농도가 없고, 항생

제의 감수성 결과가 인체 내에서 실제 어떻게 변하는지 등 여

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어 향후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

으로 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표준 1차 치료법과 마찬가지로 표준 2차 구제 요법의 제균 

치료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제균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

로 생각되나,20,21 아직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 

3. 2차 치료 실패 시 추가 치료법

H. pylori 에 대한 1차, 2차 제균 치료에 모두 실패한 후 고

려하는 3차 제균 치료법은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나 표준화된 

치료법이 없는 상태이다. 이미 여러 가지 항생제를 사용한 후이

므로 균주를 배양하여 항생제에 대한 내성 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성자펌프억제제 

및 새로운 항생제와 내성률 발생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려진 

아목시실린을 투여하는 것이 3차 제균 치료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목시플록사신(moxifloxa-

cin), 리파부틴(rifabutin) 등이 사용되고 있다.22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나 최근 한 연

구에 따르면 리파부틴 군이 71.4%, 레보플록사신 군이 57.1%

의 제균율을 보여 3차 제균 치료법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효과가 

미흡하다.12 하지만 연구에 포함된 환자의 수가 많지 않아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 대한상부위장관ㆍ헬리코박터학회 주관

으로 이에 대한 전국적인 다기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3차 제균 치료법에 사용되는 퀴놀론(quinolone)계 항생제는 

비교적 내성균이 쉽게 출현하고, 리파부틴과 같은 약제는 국내

에서 결핵의 치료에 흔하게 사용되는 리팜피신(rifampicin)계열

의 항생제로 교차 내성이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4. 새로운 치료법

1) 순차적 제균 요법(sequential therapy): 순차적 제균 요

법은 2000년 Zullo 등23이 처음 소개하였는데, 다른 치료법에 

비해 높은 제균율을 보이는 기전은 첫 5일간 아목시실린을 투

여하면 H. pylori 균주의 세포벽이 손상되어 클라리스로마이신

과 같은 항생제가 균주 안으로 침투하기 쉬워지고, 세포벽이 손

상된 H. pylori 균주는 클라리스로마이신을 밖으로 내보내는 

채널이 형성되지 않아 클라리스로마이신에 대한 내성이 발생하

더라도 항생제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어 제균 효과를 높인다

는 것이다. 

국내에서 순차적 제균 요법에 대한 연구가 7편이 발표되었

는데,24-30 본 연구자 등이 실시한 메타분석에서 표준 3제 요법

에 비해 높은 제균율을 보였다(Fig. 2). 하지만 후향적 연구가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1개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거나 우리나라

의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향후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

순차적 제균 요법의 단점은 치료 도중에 약제가 바뀌기 때문

에 환자 입장에서는 복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제

균 실패 시 2차 제균 요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향

후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필요하다.

2) 1차 4제 요법(concomitant therapy): 양성자펌프억제

제와 3가지의 항생제를 포함하는 1차 4제 요법은 비스무스를 

포함하지 않는 4제 치료법으로, 순차적 제균 요법에 비해 약제

의 복용 방법이 단순하고, 치료 기간이 5일로 짧다는 장점이 있

다. 국내에서는 1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표준 3제 요

법에 비해 높은 제균율을 보였으나(91.4% vs. 86.7%) 경미한 

부작용은 훨씬 높게 발생하였다(25.2% vs. 35.6%).31 

1차 4제 요법은 짧은 기간 3가지의 항생제에 노출되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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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ta-analysis of sequential 
therapy compared to conventional 
triple therapy for Helicobacter pylori
in Korea. The eradication rates of 
sequential therapy are superior to 
conventional triple therapy both in 
intention-to-treat (ITT) and per-pro-
tocol (PP) analysis. (A) Forrest plot 
for ITT analysis. (B) Forrest plot for 
PP analysis.

균 실패 시 2차 제균 요법을 확립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이

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치료법에 국내에서 1차 

표준 치료법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

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3) 고용량 2제 요법(high dose dual therapy): 표준 용량

의 양성자펌프억제제와 아목시실린을 1일 3회 이상 투여하는 

방법으로, 양성자펌프억제제를 같은 용량이라도 더 자주 투여하

는 것이 위내 산도를 높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배경에 근

거하였다.32 과거 표준 용량의 2제 요법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

여준 것에 비해33-35 표준 3제 요법과 비슷한 제균율을 보였다

(표준 3제 요법 82.8% vs. 고용량 2제 요법 78.4%).36 그러나, 

고용량 2제 요법의 제균율은 대한상부위장관ㆍ헬리코박터학회

의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제균율을 보이고 있어 1차 표준 

치료법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환자들이 잘 견디어 내고 부

작용도 적은 편이어서 구제 요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4) 기타 약제를 추가하는 치료법: 양성자펌프억제제와 항생

제를 제외한 다른 약물을 추가로 투여하는 방법으로, 프로바이

오틱스(probiotics), 위점막보호제(cytoprotectant)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37-39 최근 메타 분석 등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의 추가가 H. pylori 제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40 국내에서도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하겠다.

결    론

국내에서 H. pylori 에 대한 표준 3제 요법의 제균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되

고 있다. 하지만 표준 2차 구제 요법의 제균율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구제 요법을 포함한 총 제균율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순차적 제균 요법, 1차 4제 요법 등이 표준 3제 요법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국내에서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항

생제의 종류 및 치료 기간을 늘리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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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균 치료에 실패하였을 때, 구제 요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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