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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과 심혈관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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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and Cardiovascular Disease

Kyoung O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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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discovery of Helicobacter pylori,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that demonstrate the role of H. pylori infection in extra-
gastric disease. Several studies show that H. pylori infection seems to be associated with cardiovascular disease such as athero-
sclerosis, ischemic heart disease and myocardial infarction. However, other studies show opposite results. Therefore more studies 
are needed to clarify the role of H. pylori infection in cardiovascular disease.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3;13:212-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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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udies of Association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with 
Cardiovascular Disease

Study
Association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with cardiovascular disease

Mendall et al.1 Positive
Mendall et al.2 Positive
Crabtree et al.3 Positive
Kountouras et al.4 Positive
Kowalski et al.6 Positive
Sung et al.8 Positive
Jafarzadeh et al.11 Positive
Niccoli et al.12 Positive
Murray et al.5 No
Weiss et al.7 Weak or no
Danesh et al.9 No
Lee et al.10 No
Schöttker et al.13 No or negative
Christodoulou et al.14 No or negative

서    론

  Helicobacter pylori는 위암 소화성 궤양, 림프종 등의 위장

관 질환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위장관 이외 질환과의 연관

성이 보고되어 왔다. 1994년 Mendall 등1이 H. pylori 감염과 

관상동맥질환과의 연관성을 제기한 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

는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H. pylori 

감염과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증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도 없다는 연구결과들도 많아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실정이다(Table 1).1-14

본    론

  H. pylori 감염이 죽상경화를 일으키는 기전은 명확히 밝혀

진 바가 없지만 몇몇 연구결과들에 근거한 가설에 의하면 H. 

pylori가 세포독소를 분비하거나 여러 cytokine의 생산을 유도

하여 지속적인 만성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지질대사에 변화를 

일으켜 동맥경화가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2,3 특히 

H. pylori 균의 자극으로 단핵세포에서 procoagulant activity

를 갖는 tissue factor를 생성하여 혈액응고를 활성화시킴으로

써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4 하지만 이 역시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

어 명확하지 않다.5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심혈관 질환 환자

군에서 H. pylori 감염 환자 비율이 증가한다는 등의 역학 조사 

연구였으며 아직까지 H. pylori 감염과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

을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심혈관 질환 환자의 

동맥경화 죽상반에서 H. pylori DNA가 47%에서 발견되었다는 

연구결과가 H. pylori 감염과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연관성

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대되었으나6 비슷한 다른 연구에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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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7 이 역시도 H. pylori 균의 존재 

자체를 입증한 것은 아니므로 역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한

계가 있다. H. pylori 감염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들의 연관

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HDL-cho-

lesterole), apolipoprotein 등이 소화성 궤양 및 H. pylori 감

염과 독립적인 연관성을 보여 H. pylori 감염이 지질 대사에 영

향을 주어 심혈관 질환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8 

비슷한 다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였

다.9,10 H. pylori 감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 및 합병증과 관

련하여 H. pylori 균주 중에서도 독성이 높은 CagA 양성 균주

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들 독성 균주와 심혈관 질환과의 연

관성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다. 급성심금경색 환자나 

불안정 협심증 환자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CagA 양성 균주

가 의미있게 많았다는 연구가 있으며,11 또 다른 연구에서는 관

상동맥조영술 검사상 관상동맥 죽상경화가 관찰된 군에서 정상 

관상동맥 조영술 소견을 보인 군에 비해 항 CagA 항체값이 의

미있게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12 마찬가지로 다른 연구

들에서는 CagA 양성 균주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임을 밝

히지 못하였다.9,10 심지어 H. pylori 감염과 심혈관 질환의 발

생위험이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정반대의 연구결과도 있

어13,14 과연 H. pylori 감염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인지 명

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대규모 전향적 연구들이 필

요하다.

결    론

  심혈관 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는 나이, 흡연력, 

성별, 사회경제 상태와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과 같은 병력

의 유무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H. pylori 감염이 심혈관 질

환의 위험인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많은 인자들을 

보정하여 분석해야 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보정해야 할 교란변수들이 너무 많고 복잡한 이유도 

있다. H. pylori 감염과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

는 보다 체계적인 다기관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H. pylori 감염

과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적합한 연구 

여건을 갖고 있으므로 좋은 연구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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