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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 치료의 최신 지견: 
1차 제균 치료를 중심으로

김기방, 김용식
을지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Recent Trends of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Therapy: Focusing on First Line 
Treatment

Ki Bang Kim and Yong Sik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Eulj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Korea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causes peptic ulcer, gastric cancer and gastric mucosa-associated lymphoid-tissue lymphoma. H. pylo-
ri eradication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these diseases. The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treat-
ment of H. pylori infection in Korea recommends standard triple therapy consisting of proton pump inhibitor, clarithromycin and 
amoxicillin as the first line eradication therapy and quadruple therapy including bismuth in case of clarithromycin-resistant H. pylori
infection. However, the eradication rate of conventional first line therapy of H. pylori infection has been decreasing during the last 
decade. Recently the eradication rates of standard triple therapy in Korea is reported to be lower than 80% and sometimes even low-
er than 70% (intention-to-treat). Therefore, the need for new first line eradication regimens has been rising. Sequential therapy, con-
comitant therapy and tailored therapy have been introduced as new options for first line therapy. However, they have yet to be pro-
ven as standard therapy and need further studies.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4;14:23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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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Helicobacter pylori 감염은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

암, 변연부 B세포 림프종 등 다양한 질병과 관련되어 있으며, 

H. pylori 제균 치료는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암의 발생률이 매우 높고 

H. pylori의 유병률도 최근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54% 정도로 높은 실정이다.1 1998년 대한상부위장관ㆍ헬리코

박터학회에서 처음으로 진단과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2009년 첫 번째 개정안을 그리고 2013년 두 번째 개정안을 발

표하였다.2-4 2013년의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전에 비해 감소한 

국내 H. pylori 감염률과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재감염률 및 더

욱 공고해진 위암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H. pylori 감염의 진

단과 치료에 대한 제고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으며,4 이 개정안에

서 H. pylori 제균 치료의 대상은 이전 지침과 비교하여 확대되

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반해 최근 임상에서의 표준 삼제

요법에 의한 1차 치료의 제균율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 특히 H. 

pylori 치료의 제균율은 치료의향분석(intention to treat, ITT)

으로는 80% 이상, 프로토콜에 따른 분석(per protocol, PP)으

로는 90% 이상이 적절하다고 알려졌으나5 국내외 표준 삼제요

법의 제균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제균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1차 제균 요법의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다양한 치료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

직까지 획기적인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새로이 

소개되고 있는 다양한 1차 제균 요법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1. 제균 요법의 원칙과 종류

현재 사용되는 다양한 제균 요법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두 가

지 이상의 항생제와 하나 이상의 위강 내 산도를 떨어뜨리는 

제제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사용되는 항생제는 clarithromycin

과 metronidazole, amoxicillin, tetracycline, levofloxacin, 

moxifloxacin이 있고, 위 산도를 떨어뜨리는 제제로는 pro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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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 inhibitor (PPI)와 bismuth subsalicylate가 있다. 

제균 치료제의 선정 원칙은 가능한 내성이 없고, 상승효과

(synergic effect)를 기대할 수 있는 항생제들을 병합하여 사용

하는 것이다. 또한 약물 순응도도 높아야 하고, 제균에 실패하

였을 때 다음 2차 치료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물론 부작용도 

적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지침에서 권유하고 있는 1차 치료법은 amoxi-

cillin, clarythromycin과 PPI를 1주 또는 2주 사용하는 표준 

삼제요법이며, clarithromycin 내성이 의심되는 경우 대안으로 

bismuth, metronidazole, tetracycline과 PPI를 병합한 사제요

법을 권유하고 있다. 1차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는 1차 치료가 

clarythromycine을 기본으로 한 삼제요법인 경우 bismuth를 

기본으로 한 사제요법을, 1차 치료가 bismuth를 기본으로 한 

사제요법인 경우 1차 치료에 사용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항생

제를 병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예로 순차치료법(sequential 

therapy), 동시치료법(concomitant therapy), PPI와 amoxicil-

line을 포함한 삼제요법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순차치료법과 

동시치료법에 대한 연구는 주로 1차 치료에 관한 연구라는 한

계가 있다.4 

2. 표준 삼제요법

PPI 표준용량, amoxicillin 1 g, clarithromycin 500 mg을 

하루 2회, 7일에서 14일간 투여하는 표준 삼제요법은 국내 가

이드라인뿐 아니라, 1997년 이후 전세계적으로도 여러 지역에

서 표준 치료로 권고하고 있는 치료법이다.6-8 

국내에서의 지난 15년 간의 H. pylori 표준 삼제요법의 제균

율을 보면 ITT 분석의 경우 2010년 이전의 보고에서도 80% 

이하인 경우가 많았으나 70% 이하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

나 2010년 이후에는 제균율이 58.7%까지 저하된 보고가 있으

며, PP 분석에서도 2010년 이전에는 대부분 80% 이상이었으

나 최근에는 70% 이하인 보고들이 생기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9 이러한 제균율 감소의 중요 원인으

로 생각되는 것은 항생제 내성률의 증가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clarithromycin 내성의 증가가 표준 삼제요법 제균 실패의 가

장 큰 원인으로 생각되며, 일부에서는 clarithromycin 내성이 

있는 경우 제균율이 50% 이상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10 H. 

pylori의 항생제 내성률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 clari-

thromycin 내성율의 경우 2000년대 후반 37∼38.5%로 급격

하게 증가하였고 H. pylori 제균 성공률은 내성이 없는 경우 

95.5%에서 내성균인 경우 67.9%로 감소하였다는 보고가 있

다.11,12 

표준 삼제요법의 제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2주 치

료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 메타분석에서 1주 치료에 

비하여 제균율이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13 최근 코크란에서 시

행한 메타분석에서는 치료 기간이 1주에서 10일, 2주로 증가함

에 따라 제균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므로 표준 삼제요법은 최

소 2주간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14 현재까지는 논란이 있

다. 

3. Bismuth를 기본으로 한 사제요법

Bismuth를 기본으로 한 사제 치료법은 PPI 표준용량 1일 2

회, metronidazole 500 mg 1일 3회, bismuth 120 mg 1일 4

회, tetracycline 500 mg 1일 4회로 7일에서 14일 동안 투여

하는 방법이다. 이 사제요법은 여러 국내외 진료지침에서 이차 

치료법으로서의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전통적인 치료법이다.4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clarithromycin 내성균이 증가하면서 

clarithromycin 내성이 의심되는 경우 표준 삼제요법의 대안으

로 고려되고 있다. 특히 H. pylori 23s rRNA 유전자의 돌연변

이를 이용한 빠르고 간단한 clarithromycin 내성 검사법이 개

발되면서 clarithromycin 내성균을 가진 환자에서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5 

국외에서 보고된 1차 제균 요법으로서의 bismuth 사제요법

과 기존의 삼제요법의 제균율을 비교한 논문에서는 bismuth 

사제요법의 제균율이 77.6%로 기존 3제요법의 제균율 68.9%

에 비하여 높았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소집단 분석에

서는 bismuth 사제요법을 10일간 투여한 경우 기존 삼제요법

의 7일간 투여에 비하여 높은 제균율을 보였다. 그리고 기존 삼

제요법은 clarithromycin 내성이 제균율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

만, bismuth 사제요법은 metronidazole 내성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16 

4. 순차치료법

2000년 Zullo 등17은 PPI와 amoxicillin을 첫 5일간 투여한 

후 다음 5일간 PPI와 clarithromycin, nitroimidazole (metro-

nidazole 또는 tinidazole)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5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98%의 제균 성공률을 보고하였다. 높은 제균율의 이

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처음 5일간 투여되는 amoxicillin을 포

함한 이제 요법이 위강 내 세균의 밀도를 낮춤으로 이후에 투

여되는 clarithromycin과 nitroimidazole의 효과를 증가시키

고,18-20 amoxicillin이 세균의 세포벽에 손상을 주어 내성 유발 

기전 중 하나인 유출채널(efflux channel)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이후에 투여되는 clarithromycin의 효과를 향상시키

는 것으로 생각하였다.21-25

2009년에 발표된 국외의 메타분석에서는 순차치료의 제균율

이 기존 삼제요법에 비하여 OR, 2.99; 95% CI, 2.47∼3.62로 

높다고 보고하였다.26 2013년 발표된 국내 메타분석에서도 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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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 순차치료법의 제균율은 79.7%로 표준 삼제요법의 

68.1%보다 높았고, PP 분석에서도 순차치료법의 제균율은 

86.4%로 표준 삼제요법의 76.0%보다 높았으며, 부작용의 빈도

도 22.3%로 기존 삼제요법의 19.2%와 차이가 없어서 향후 기

존 삼제요법의 좋은 대안으로 생각되었다.27,28 그러나 순차치료

법의 국내 분석 결과는 ITT 분석에서 80% 이상, PP 분석에서 

90% 이상이라는 제균 치료의 기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였

으며, 치료 중간에 복용하는 약제가 바뀌기 때문에 약제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질 수 있고, 제균에 실패했을 경우 2차 제균 치료

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29 

5. 동시치료법

동시치료법은 3가지의 항생제(amoxicillin, clarithromycin, 

nitroimidazole)를 동시에 5일간 투여하는 치료법으로 기존의 

삼제요법에 비하여 좀더 다양한 항생제를 병합하여 짧은 기간 

투여함으로써 비용, 부작용, 항생제 내성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개발되었으며, 1998년 발표된 두 보고에서 모두 ITT 분석에서 

제균율은 90% 이상이었다.30,31 

동시치료법에 대한 국외에서 보고된 두 개의 메타분석에서는 

ITT 분석에서 동시치료법의 제균율은 90.0∼90.8%로 표준 삼

제요법의 79%보다 높았다.32,33 그러나 국내의 동시치료법과 표

준 삼제요법을 비교한 단일기관연구에서는 ITT 분석에서 5일

간 동시치료법의 제균율은 80.7%로 7일간의 표준 삼제요법의 

제균율 72.6%보다 높았고, PP 분석에서도 동시치료법의 제균

율은 91.4%로 표준 삼제요법의 제균율 85.2%보다 높았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부작용도 동시치료법에서 

35.6%로 표준 삼제요법의 25.2%보다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34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동시치료법을 7∼10일간 투여했을 때 

3∼5일 투여한 군에 비하여 제균율이 높았으며, 이는 긴 치료

기간이 metronidazole의 내성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32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제균율 향상을 

위해 7∼10일간 투여하기도 한다.

동시치료법과 순차치료법의 비교에서는 동시치료법이 복용

법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두 치료법을 각각 14일

간 투여한 국내의 연구에서 두 군 간의 H. pylori 제균율, 약제

에 대한 순응도 및 부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두 치료법을 각각 10일간 투여한 국외의 여러 연구에서도 국내

에서와 동일하게 H. pylori 제균율, 약제에 대한 순응도 및 부

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35-38 

한편 동시치료법도 순차치료법과 마찬가지로 1차 제균 치료

에 실패한 경우 2차 제균 요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

이 있다.

6. 맞춤형 치료

치료 전 H. pylori의 약제 내성을 미리 확인하거나 약제의 

대사율을 파악할 수 있다면 환자에 따른 맞춤형 치료법을 준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균 배양과 항생제 감수

성 검사 및 내성 판정에 어려움이 있어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larith-

romycin 내성 검사가 상품화되어 clarithromycin 내성이 있는 

경우 bismuth 사제요법을 사용하거나 metronidazole을 포함

한 삼제요법을 사용하는 것도 맞춤형 치료의 한 예이다. 최근 

1,23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larithromycin 내성 유무에 

따라 기존 삼제요법 또는 metronidazole을 포함한 삼제요법을 

사용한 군에서의 제균율은 91.2% (176/193), 내성에 관계없이 

기존 삼제요법을 사용한 군에서는 75.9% (214/282), 내성에 관

계없이 metronidazole을 포함한 삼제요법을 사용한 군에서의 

제균율은 79.1% (219/277)로 맞춤형 치료를 시행한 군에서 의

미있는 제균율의 향상을 보고하고 있다.39 

결    론

H. pylori에 대한 표준 삼제요법의 제균율이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1차 제균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2013년 개정된 대한상부위장관ㆍ헬리코박터

학회의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직 기존의 삼제요법과, clin-

damycin에 내성이 있는 경우 bismuth 사제요법을 1차 제균 

치료법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외에서는 순차치료법이나 동

시치료법, 맞춤형 치료법이 기존 1차 제균 치료법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향상된 제균율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순차

치료법이나 동시치료법은 1차 제균 치료에 실패하였을 경우 대

안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맞춤형 치료는 아직 걸음마 단계

이다. 국내의 높은 H. pylori 감염률과 관련 질환의 발생률을 

고려하면 향후 새로운 제균 치료법에 대한 전향적 연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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