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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 호흡기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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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Associated with Pulmonar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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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pic of the extragastric manifestations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continues to capture the attention of many researchers 
all over the world. Some extragastric diseases, possibly linked to H. pylori infection, have been largely investigated. Although evi-
dence is emerging that the prevalence of H. pylori is declining in all age groups, the understanding of its disease spectrum continues 
to evolve. There are, in fact, several studies concerning cardiovascular diseases, pulmonary diseases, hematologic disease, eye and 
skin diseases, hepatobiliary disease, diabetes mellitus, and neurological disorders. Among them, this article reviews the literature 
published pertaining to H. pylori eradication and pulmonary disease such as bronchial asthma, chronic bronchitis, chronic ob-
structive pulmonary disease, and lung cancer.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3;13:20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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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Helicobacter pylori의 감염은 만성 위염, 소화성 궤양,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위암 등 다양한 

상부위장관 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 또한 헬리코

박터에 대한 여러 관심으로 위 밖에 다른 장기에 대해서도 많

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따라서 심장, 호흡기, 혈액학적 질환, 

눈 또는 피부와 췌담도, 당뇨, 신경과적인 질환에 대한 연구들

이 있었다.2 1999년도 문헌에 따르면, 전세계의 거의 50% 정도

가 헬리코박터에 감염되어 있고, 감염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에 비해 높으며, 선진국에서는 점점 감염률이 감소하는 추세이

다.3 2005년도에 실시된 국내 역학 조사에서 16세 이상 헬리코

박터 감염률이 1995년도의 66.9%에서 59.6%로 의미 있는 감

소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감소는 주로 10∼40대의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고 있어 출생 코호트 효과(birth cohort effect)

를 고려할 때 이러한 헬리코박터 감염률의 감소 추세가 위생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측

해 볼 수 있다.4

  소아 시절의 헬리코박터 감염은 평생 지속하게 되며, 헬리코

박터에 감염된 소아는 위장관 질환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복통, 

만성적인 원인 미상의 혈소판 감소증과 성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5 이는 철결핍성 빈혈, 위식도 역류 질환, 소아성 천식과 

역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나 아직 결론이 나고 있지 

않다. 국내 헬리코박터 유병률의 감소는 사회경제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헬리코박터 유병

률의 감소와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 사이에 역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6 그 밖에도 많은 연구에서 헬리코박터와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폐암과 같은 호흡기계 질환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7 본 고에서는 헬리코박터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본    론

1. 알레르기 천식

  감염이 많으면 알레르기 천식 발생이 적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이는 위생 가설(hygiene hypothesis) 및 장내 미생물 가

설(disappearing microbiota hypothesis)로 설명하려는 시도들

이 있다.8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연관 관계인지 아니면 

인과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Matricardi 등9에 따

르면, 아토피와 천식이 헬리코박터, Toxoplasma gondii, A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인 경우에 덜 발생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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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elicobacter pylori-exposed tolerogenic dendutic cells (DCs) drive naive CD4+ T cells to become regulatory T cells (Tregs) (adapted from
the article of Matsushima and Nagai. J Clin Invest 2012;122:801-8048). DCs in the airways capture allergens, process antigens, and migrate into 
pulmonary lymph nodes, in which they initiate antigen-specific T-helper cell (Th2)-skewed immune responses, which ultimately cause asthma. 
When H. pylori infection occurs in neonates, H. pylori-exposed DCs in the lamina propria of the gut display impaired maturation, resulting in 
tolerogenic DCs. IL-18 derived from these DCs acts directly on naive CD4+ T cells in gut regional lymph nodes (mesenteric lymph nodes), causing
them to become Tregs that subsequently suppress asthmatic immune responses in the airways. TLR, toll-like receptor; TGF, transforming growth
factor; LPS, lipopolysaccharide; Pam3Cys, toll-like receptor 1/2 agonist.

  알레르기 천식은 유전적으로 감수성 있는 T-helper cell 

(Th2)에 의한 면역 반응으로 발생한다.10 많은 연구들에서 

regulatory T cell (Treg)가 Th2에 의한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이러한 선천성 또는 후천성의 Treg의 확장

된 기능 상실이 알레르기나 아토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Treg의 증가는 헬리코박터에 감염된 인간의 위 점막에

서 발견된다.11,12 따라서, 헬리코박터에 조기에 노출이 되지 않

으면 Treg를 포함한 위의 대사가 활동적인 림프구의 기능 상실

로 다른 점막이나 피부에 T 세포의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된

다.12,13 또한, 헬리코박터에 노출된 수지상 세포(dendritic cell)

가 tolerogenic 수지상 세포로 바뀌고 이는 Treg를 분화시킨다. 

이는 IL-18을 분비하여 천식을 예방하게 한다. 이러한 기전은 

새로운 세포와 분자적인 경로이나(Fig. 1),8 기저 메커니즘에 대

해 아직도 헬리코박터의 천식 예방 효과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많다. 

  알레르기 천식과 헬리코박터 균 감염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단

면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역의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14 아이

슬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 지역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 결과에서 혈청 항 헬리코박터 항체 양성과 CagA 단백에 

대한 항체와 천식 유병률 사이에 유의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15 특히 CagA 양성 균주의 경우 알레르기 천식과 더 강

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헬리코박터 감염과 천식 사

이에 유의하지 않거나 약한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다.1,9,16-18 흥미로운 것은 헬리코박터 감염과 천식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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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ta-analysis with a random-effect model for the association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with lung cancer risk.

의 역의 상관관계가 주로 젊은 연령이나 소아 천식에서 나타난

다는 사실이다. 이는 헬리코박터 유병률이 낮은 지역뿐만 아니

라, 높은 지역(45.6%)에서도 소아를 대상으로 시행한 요소호기

검사를 통해 헬리코박터 양성과 음성인 군에서 각각 천식의 유

병률이 7.3%, 9.1%여서 OR이 0.82 (95% CI, 0.69∼0.98; 

P=0.032)로 헬리코박터 균이 천식에 예방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19 또한, 다변량 분석에서 소아 천식의 유병률은 남성, 도

시에 거주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 경우가 독립적인 위험인자였

다. 

  이전 연구들에 대한 2013년도 가장 최근의 메타 분석 결과

에 따르면, 14개의 연구에서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40.53%였고, 

헬리코박터 감염은 천식과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OR, 0.84; 95% CI, 0.73∼0.96; P=0.013).20 또한, 천식군과 

대조군에서 CagA 양성 여부에는 차이가 없었다(OR, 0.73; 

95% CI, 0.41∼1.28; P=0.03). 또 다른 19개의 연구의 메타 분

석에 따르면, 9개의 단면연구에서 OR은 0.84 (95% CI, 0.74∼

0.96)이었고, 7개의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OR은 0.94 (95% 

CI, 0.79∼1.12), 3개의 코호트 연구에서는 0.82 (95% CI, 

0.53∼1.27)이었다.21 이는 성인(OR, 0.88; 95% CI, 0.71∼

1.08)보다는 소아(OR, 0.81; 95% CI, 0.72∼0.91)에서 약간 

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21 향후 헬리코박터 유병률이 다

른 국가 사이에서 소아의 천식의 발생과 헬리코박터의 감염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만성 폐쇄성 폐질환 

  소화성 궤양과 헬리코박터 혈청 양성률과 만성 폐쇄성 폐질

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329명의 광부를 대상으로 정상, 만성 

기관지염, 경도, 중등도,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소화

성 궤양 유병률은 각각 3.2%, 16.2%, 21.4%, 42.4%, 56.2%로 

증가했다.22 헬리코박터 혈청 양성률은 58명의 만성 폐쇄성 폐

질환에서 54.7%, 17명의 정상군에서 23.5%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P=0.026).22 본 연구에서 가설은 헬리코박터 관련 위염

이 호흡기에 염증세포를 이상하게 배치시켜(aberrant hom-

ing) 호흡기에 염증반응과 흡인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증폭시킨

다는 것이다.23 그러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헬리코박터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할 것이고, 소화성 궤양과 만성 폐쇄성 폐질

환은 관련이 있지만, 흡연과 사회 경제적 상태가 위험 요인으로 

관련 있을 수 있어 두 질병과의 관계의 기전을 완전히 설명하

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헬리코박터 양성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24,25 만성 기관

지염,26 기관지 확장증27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준 여러 연구들

이 있었고, 헬리코박터 혈청 양성률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약 2배 정도 상승되어 있었다.24,25 한편, 90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와 연령과 성별을 짝짓기한 90명의 대조군 연구에

서 헬리코박터 혈청 양성률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관련이 없

었고, CagA 항체가 대조군에 비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증

가했다는 연구도 있다(P＜0.001).28 만일, 헬리코박터 감염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헬리코박터 치

료 후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호전될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폐암

  지난 몇 년간 헬리코박터와 폐암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고 하였다. Behroozian과 Moradkhan29의 연구에 따르면, 66

명의 폐암 환자와 66명의 대조군 환자에서 헬리코박터 항체의 

유병률을 조사했을 때, 폐암 환자에서 73% (48/66), 대조군에

서 51% (34/66)를 보였고, OR은 2.51 (95% CI, 1.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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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코박터의 유병률과 폐

암과의 관계는 우연일 수 있고, 아직 불분명하다. 아마도 흡연

력이 혼란 변수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흡연력과 체질량 지수는 

헬리코박터 유병률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5 역학 연구에 따르면 헬리코박터와 폐암의 인과관계는 명

확하지 않지만, OR은 1.24∼17.78로 보고되고 있다.30 헬리코

박터의 폐암에 대한 4개의 환자 대조군 연구의 메타 분석에 따

르면, 환자군 199명, 대조군 213명에서 폐암 위험률은 3.24배

(95% CI, 1.11∼9.47)로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

다(Fig. 2).31 그러나, 350명의 선암, 350명의 편평세포암인 폐

암 환자와 700명의 대조군을 포함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헬리코

박터 혈청 양성률과 폐암과의 관련성이 없었다.32 흥미롭게도 

Rivière 등33에 따르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후에 폐육종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하였고, 이 또한 헬리코박터가 원인인지 우

연한 일치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위 내의 헬리코박터의 감염은 혈청 가스트린 분비를 증가시

키며, 위암을 발생하게 하고 cyclooygenase (COX)-2를 발현

한다.34 폐암에서도 많은 연구에서 COX-2가 과발현되며, 이는 

위암과 비슷하게 eicosanoids의 풍부한 분비, 세포 증식, 혈관

형성, 세포 자멸의 감소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헬리코박터 감

염은 혈청 가스트린을 증가시키고, 가스트린은 기관지 상피세

포의 위축과 COX-2를 발현시켜 폐암을 유발하게 된다는 가설

이 있다.35,36

결    론

  헬리코박터는 알레르기 천식, 만성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

질환 및 폐암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알레

르기 천식과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다른 폐질환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일부 보고하였지만, 이견들도 있어 아직 

확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위생환경이 좋아지고 

헬리코박터 균이 감소하면서 향후 알레르기 천식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며, 폐암과 같은 질환의 유병률이 감소할지 여부는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다. 흡연과 사회경제적인 상태도 혼란 변

수로 작용할 수 있어 헬리코박터와 호흡기질환의 관련성에 대

한 해답을 위한 기저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되어야겠

다. 또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이러한 호흡기 질환의 경과

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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