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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discovery of Helicobacter pylori in 1983 by Warren and Marshall, it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gastric cancer and has been associated with various gastrointestinal disorders such as peptic ulcer disease. In Korea, the 
triple therapy of proton pump inhibitor, clarithromycin, and amoxicillin has been recommended as a primary regimen since 1998. 
However, the eradication rate of conventional first line therapy of H. pylori infection has been decreasing progressively, primarily 
due to increased resistance to antibiotics. A recent meta-analysis showed that the overall eradication rates were 74.6% by in-
tention-to-treat analysis and 82.0% by per-protocol analysis. Therefore, the need for alternative first line eradication regimens has 
been rising. Sequential therapy, concomitant therapy, and various combinations of new antibiotics such as quinolone and rifabutin 
have been introduced as new options, but they have yet to be proven as standard first line therapy. Further nation-wide surveillance 
regarding the antibiotic resistance rates and well-designed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multicenter trials on the empirical 
first line therapy are necessary to establish the appropriate treatment for H. pylori in Korea.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5;15: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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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83년 호주의 Warren과 Marshall에 의하여 헬리코박터 파

일로리(Helicobacter pylori)가 위점막에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약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위 내 세균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

이 막을 내렸다.1 동시에 헬리코박터가 만성위염의 원인이며 출

혈, 천공 등 심각한 생명의 위해를 초래하는 소화성 궤양의 원

인임이 밝혀졌고,2 이후 역학적, 실험적 연구 등에 의하여 위암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었다.3,4 우리나라는 헬리코박

터 유병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중년 이상 성인이 

50∼60% 감염되어 있고,5 이들 중 상당수는 위축성 위염과 장

상피화생 등 위암의 위험을 높이는 조직학적 변화가 동반되어 

있다. 위암은 최근 해마다 3만 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우리나라에서 내시경검사를 한 후 진단되는 소화성 궤양 

또한 2005∼2007년 사이에 109만 명에서 89만 명으로 약간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질병 부담이 높고, 소화성 궤양 출혈 

환자의 30일 사망률은 2007년에 11,136명 중 243명으로 소화

성 궤양 출혈 환자의 2.2%나 되는 실정이다.6 

우리나라 헬리코박터 치료 연구는 1990년대 들어 문헌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1998년에 대한 H. pylori 연구회에 의하

여 우리나라의 첫 치료 지침이 발표된 이후 clarithromycin 포

함 삼제요법이 아직까지는 유일한 일차요법으로 추천되고 있

다.7-9 그러나, clarithromycin 항생제 내성균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일차요법의 효과는 점차 감소되고 있다. 최근 유럽 치료 

지침에서 clarithromycin 내성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대체 일차

요법으로 순차치료, 동시치료, bismuth 포함 사제요법 등을 추

천한다.10 이들 치료법의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 발표가 늘어나

고 있어서, 우리나라 일차요법의 적절성에 대하여 재평가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할 치료방법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번 종설에서는 우리나라 헬리코박터 제균치료의 역사, 치

료 지침의 변화, 항생제 내성률과 제균율 추이에 관하여 고찰하

고, 2010년 이후 발표된 국내의 치료 연구들을 요약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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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초기 제균치료 연구

우리나라 초기의 헬리코박터 제균치료에 관한 연구는 1994

년부터 보고되었는데, bismuth 또는 proton pump inhibitor 

(PPI)와 항생제를 조합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Choi 등11은 

대한소화기병학회지에 세 가지 치료법을 비교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Bismuth, metronidazole, amoxicillin (BMA)을 6

주간 투여한 군에서 박멸률은 89.3%, ranitidine 또는 ome-

prazole을 4주 투여한 후 2주간 BMA 3가지 약물을 투여한 군

에서는 87.5%에서 박멸되었고, omeprazole과 amoxicillin (OA)

을 2주간 투여한 후 4주간 omeprazole을 투여한 군에서는 

23.1%만 박멸되었다. 이 연구는 이제요법보다는 삼제요법이 효

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2주간의 투여만으로도 6주간 장

기 투여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데 의의가 있었다. 이후 

1996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omeprazole, amoxicillin, metro-

nidazole (OAM)의 14일 투여 요법의 제균율이 89.3%로 BMA 

요법의 68.9%나 OA 요법의 65.4%보다 높아서 우리나라에서 

표준치료가 될 수 있겠다고 제시하였다.12 

1999년 Kim 등13은 우리나라 1차 지침이 발표되기 전인 

1998년 7월 이전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최소 15명 이상의 성인 

소화성 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치료법

에 대한 7편의 논문과 7편의 초록의 제균율을 분석하여 발표하

였다. 가장 우수한 제균율을 보인 방법은 PPI＋amoxicillin＋

clarithromycin 7일 요법으로 제균율은 intention-to-treat 

(ITT) 분석에서 80.6% (53.2∼93.1%), per-protocol (PP) 분

석에서 90.0% (85.2∼93.1%)였다. 이 삼제요법의 투여 기간에 

따른 제균율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아서 7일 요법이 적절할 것으

로 제시하였다.13 Bismuth 근간 삼제요법은 PPI를 포함하지 않

은 metronidazole과 tetracycline 또는 amoxicillin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요법이었는데, 제균치료율은 ITT 분석에서 33.3∼

87.1%, PP 분석에서 76.8∼92.3%로 PPI 근간 요법보다 제균

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순응도는 PPI를 근간으로 한 요법이 

bismuth를 근간으로 한 요법보다 높았다(P =0.018). 부작용 발

생 빈도는 그 종류와 심각한 정도를 정확하게 기술한 연구가 

적어 체계적인 분석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까지의 국내 

연구결과도 우리나라 1차 지침에서 PPI 삼제요법을 일차치료로 

추천하는 데 적당하다는 근거자료가 되었다. 

우리나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치료 
임상 진료지침의 변화 

1998년 대한 H. pylori 연구회에서 헬리코박터 제균치료에 

대한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clarithromycin 삼제요법이 일차치

료로 권장되었으며,7 이후 2009년,8 2013년9 발표된 헬리코박

터 파일로리 임상 진료지침 개정안에서도 표준 삼제요법이 일

차치료로 권고되고 있다. 이번 단락에서는 국내 헬리코박터 파

일로리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임상 진료지침 중 권고되는 제균

치료법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Table 1).

1. 1차 진료지침(한국인에서의 Helicobacter pylori 
감염의 진단 및 치료: 1998)7

1994년 미국국립보건원의 합의 도출 회의 결과 보고14 이후 

1996년 유럽 및 1997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의에서도 지침

이 마련되었고,15,16 이러한 지침들은 지역에 따른 유병률의 차

이와 사회 경제적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현실에 부합되는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었

다. 이에 1997년 6월에 창립된 대한 H. pylori 연구회는 각 분

야의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문헌에 

보고된 내용에 근거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어 “한국인에서의 

Helicobacter pylori 감염의 진단 및 치료”라는 진료지침을 개

발하였다.

1998년 진료지침에서 국내에서 분리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의 metronidazole에 대한 내성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어서, 일차치료로 PPI 삼제요법 중 metronidazole이 포함

되지 않는 PPI+clarithromycin+amoxicillin 조합의 1주 또는 

2주 투여를 추천하였고, clarithromycin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PPI+metronidazole+amoxicillin 조합의 2주 투여를 

추천하였다. 일차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는 bismuth, PPI, met-

ronidazole, tetracycline 사제요법의 1주 투여를 추천하였다. 

2. 2차 진료지침(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진단 및 
치료 가이드라인: 2009)8

1998년도 대한 H. pylori 연구회에서의 1차 합의안 발표 이

후 게재된 논문들을 근거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진단

과 치료”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증거 수

준(evidence level)은 2004년 발표된 The GRADE approach17

를 변형하여 이용하였고 권고 등급(recommendation grade)이 

함께 제시되었다. 

치료에 관한 2009년 진료지침에서는 일차치료로 clarithro-

mycin을 포함하는 PPI 삼제요법 1주 내지 2주 투여를 추천(증

거 수준: 높음, 권고 등급: 높음)하였고, 일차치료에 실패한 경

우 이차치료로 bismuth, PPI, metronidazole, tetracycline 사

제요법의 1주 내지 2주 투여를 추천하였다(증거 수준: 중등도, 

권고 등급: 높음). 2009년 진료지침에서는 이전 지침과 달리 일

차, 이차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삼차구제요법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clarithromycin을 대신하여 levofloxa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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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commended Therapies according to the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in Korea

Condition Regimen Dose×day
Duration 

(day)
Level of 
evidence

Strength of 
recommendation

The first guideline 19987 NA NA
    1st line Standard PPI+AMO+CLA PPI: Standard dose ×2

AMO: 1,000 mg ×2
CLA: 500 mg ×2

7∼14

Impossible to use CLA PPI+AMO+MET PPI: Standard dose ×2
AMO: 1,000 mg ×2
MET: 500 mg ×2

14

    2nd line Standard PPI+BIS+MET+TET PPI: Standard dose ×2
DeNol: 120 mg ×2
MET: 400∼500 mg ×3
TET: 500 mg ×4

7

    3rd line NA
The second guideline 20098

    1st line Standard PPI+AMO+CLA PPI: Standard dose ×2
AMO: 1,000 mg ×2
CLA: 500 mg ×2

7∼14 High Strong

    2nd line Standard PPI+BIS+MET+TET PPI: Standard dose ×2
BIS: 120 mg ×4
MET: 500 mg ×3
TET: 500 mg ×4

7∼14 Moderate Strong

    3rd line Experimental PPI+AMO+LEV PPI: Standard dose ×2
AMO: 1,000 mg ×2
LEV: 500 mg ×1 or 250 mg ×2

7∼10

PPI+AMO+MOX PPI: Standard dose ×2
AMO: 1,000 mg ×2
MOX: 400 mg ×1

7

PPI+AMO+RIF PPI: Standard dose ×2
AMO: 1,000 mg ×2
RIF: 300 mg ×1

10

The third guideline 20139

    1st line Standard PPI+AMO+CLA PPI: Standard dose ×2
AMO: 1,000 mg ×2
CLA: 500 mg ×2

7∼14 High Strong

CLA-resistant PPI+BIS+MET+TET PPI: Standard dose ×2
BIS: 120 mg ×4
MET: 500 mg ×3
TET: 500 mg ×4

7∼14 High Strong

    2nd line Standard PPI+BIS+MET+TET PPI: Standard dose ×2
BIS: 120 mg ×4
MET: 500 mg ×3
TET: 500 mg ×4

7∼14 High Strong

Failure to 1st line  
  bismuth quadruple

Sequential therapy:
  PPI+AMO→PPI+CLA+NIT

5→5 Low Strong

Concomitant therapy: 
  PPI+AMO+CLA+NIT

Low Strong

Tripletherapy containing PPI+AMO:
  PPI+AMO+CLA
  PPI+AMO+FLU
  PPI+AMO+RIF

Low Strong

    3rd line Recommended Susceptibility-based therapy

PPI, proton pump inhibitor; AMO, amoxicillin; CLA, clarithromycin; MET, metronidazole; BIS, bismuth; TET, tetracycline; NA, not available; 
LEV, levofloxacin; MOX, moxifloxacin; RIF, rifabutin; NIT, nitroimidazole (metronidazole or tinidazole); FLU, fluoroquino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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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moxifloxacin을 사용한 삼제병합요법, 항비정형결핵 약제

로 사용되고 있는 rifabutin을 사용하는 삼제병합요법이었다. 

3. 3차 진료지침(한국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진단과 치료 임상 진료지침 개정안: 2013)9

2013년 개정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진단과 치료 

임상 진료지침”은 최근 감소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

과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재감염률 및 위암과의 높은 연관성 등

을 고려하였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근거를 평가하기 위하여 

체계적 문헌검색과 근거평가를 시행하고, 수용개발(adaptation) 

방법18을 이용하여 진료지침을 개발한 것이 특징이었다.

3차 진료지침에서는 일차치료는 PPI 표준 용량, amoxicillin 

1 g, clarithromycin 500 mg을 하루 2회 7일에서 14일간 투

여하고(grade 1A, 근거 수준: 높음, 권고 등급: 높음), clari-

thromycin 내성이 의심되는 경우 일차치료로서 bismuth를 기

본으로 한 사제요법을 7일에서 14일간 투여하는 것을 권장하였

다(grade 1A, 근거 수준: 높음, 권고 등급: 높음). 일차치료로 

clarithromycin 삼제요법이 실패한 경우 이차치료로 bismuth

를 기본으로 한 사제요법을 시행(grade 1A, 근거 수준: 높음, 

권고 등급: 높음)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일차제균치

료로 bismuth를 기본으로 한 사제요법을 사용한 경우에 치료

가 실패하면 이차치료는 일차치료에 사용하지 않은 항생제 2개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grade 1C, 근거 수준: 낮음, 권고 

등급: 높음)을 원칙으로 하였고, 이때 사용 가능한 이차치료로

는 순차치료, 동시치료, 또는 PPI와 amoxicillin을 포함한 삼제

요법을 제시하였다. 두 번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제균되지 않은 

경우 CYP2C19 다형성을 고려하여 약제를 선택하거나 항생제 

내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제 선택을 하는 것이 추천되나, 

CYP2C19 다형성 검사는 국내 진료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은 보고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국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임상 

진료지침의 제균치료법에 대한 변화를 요약하면 1차, 2차, 3차 

진료지침 모두 일차치료제로 clarithromycin 삼제요법을, 이차

치료제로 bismuth 사제요법을 권고하였다. 1차 진료지침에서

는 clarithromycin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일차요법으로 

metronidazole을 사용하는 삼제요법을 권고하였으나, 3차 진

료지침에서는 clarithromycin 내성이 의심되는 경우 bismuth 

사제요법을 일차치료제로 권고하였다. 일차, 이차치료에 모두 

실패한 경우 사용하는 삼차치료에 대해서는 1차 진료지침에서

는 언급이 없었으나 2차 진료지침에서는 levofloxacin, moxi-

floxacin과 같은 fluoroquinolone 제제나 rifabutin 등의 새로

운 약제 조합을 소개하였고, 3차 진료지침에서는 항생제 내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약제 조합을 추천하였다. 

국내에 보고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 현황

헬리코박터균의 제균치료 시 유효한 제균요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균 성공률이 ITT 80% 이상, PP 90% 이상이 되어

야 하며,15,19 이러한 치료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항생제에 대한 내성 유무이다. 헬리코박터균의 치료

에 사용하는 항생제로는 amoxicillin과 clarithromycin이 주된 

약제로 사용되고, 치료가 실패하거나 내성균이 있을 때는 대체 

항생제로 metronidazole, tetracycline, quinolone 등이 사용

되고 있다. 국내의 일차치료는 PPI를 기본으로 2개의 항생제

(amoxicillin, clarithromycin)를 추가하는 삼제요법이 표준치

료로 사용되고 있다.8,9 그러나, 현재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

려져 있는 일차치료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약 15∼20%의 환자

들에서는 치료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항생제 내성률의 

증가에 의한 요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제균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20,21 특히 과거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었던 clarithromycin과 metronidazole에 대한 내성 증

가 외에도 tetracycline과 amoxicillin에 대한 내성 증가 역시 

제균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1. 헬리코박터균의 항생제 내성 현황

항생제 내성률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는

데, 특히 검사법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인다. 국내에

서는 agar dilution법, broth micro-dilution법, disk diffusion

법, epsilometer 검사법 등 다양한 검사법을 이용하여 내성 검

사를 하고 있고, 병원 또는 실험실마다 내성률 차이가 상당히 있

다. 미국 임상검사표준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에서는 헬리코박터 항생제 내성 검사로 

agar dilution법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고 있으나, 이번 종설에서

는 검사법에 상관 없이 국내에서 분리된 헬리코박터 균주에서 

제균치료 항생제에 대한 연도별 내성률을 정리하였다(Table 2).

1) Amoxicillin 내성률의 변화

Beta-lactam 계열의 항생제인 amoxicillin은 세균의 세포벽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항균 기능을 나타내는

데,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 후반까지 몇몇 연구에서 amo-

xicillin에 대한 내성은 0∼24.3%로 다양하게 보고되었다.22-28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

가 진행되면서, 내성률 역시 이전보다 많이 보고되었다. 2000

년에서 2005년까지는 6.1∼18.9%,20,23,29-32 2006년에서 2009

년까지는 1.9∼13.8%31-37로 여전히 내성률은 다양하지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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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 in Antibiotic Resistance of Helicobacter pylori by Year

Research year Author Method Amoxicillin Clarithromycin Metronidazole Tetracycline Ciprofloxacin Levofloxacin

1985∼1989 Seo25 A 7.5 1.9 37.7 9.4 9.8 9.4
1987 Kim23 A 53 5.9 0
1990∼1994 Seo25 A 24.3 5.7 24.3 17.1 8.6 10
1994 Kim28

Kim23
A 0∼5.6 2.8∼4.8 33.3∼61.1 0∼3 13.9 0

1995 Kim28 A 0 4.6 38.5 6.9
1996 Han22

Kim41

Kim28

Eun42

A, B, D, E 0 (A, E) 1.6∼27 (B), 
2.5∼10.9 (D), 

3.9 (A), 
2.5∼10.2 (E)

40.6∼65 (E), 
41.8∼74.3 (B), 

42.6 (A), 
45.3∼62.5 (D)

1.7 (E), 
4.7 (A)

1997 Mun24

Kim41

Kim28

Eun42

A, B, D, E 0 (A) 3.2 (B), 
6.3∼7.1 (E), 

11.6 (A)

35.7∼43.7 (E), 
40.6 (A), 
44.4 (B)

2.9 (A)

1998 Mun24

Kim41

Eun42

B, E 0 (A), 11.2 (B) 0 (E), 
12.5∼23.1 (B)

31.9∼37.5 (B), 
61.1 (E)

6.5 (B)

1995∼1999 Seo25 A 12.8 6.4 21.3 12.8 6.4 6.4
1999 Kim41

Song27

Eun42

Kim28

A, B, E 0 (A, E) 4∼11.1 (E), 
7.7 (A), 
12.2 (B)

44.9 (B), 
47.7 (A), 
55.6 (E)

7.7 (A)

2000 Kim41

Eun42
B, E 4.8 (B), 

5.6 (E)
35.7 (B), 
55.6 (E)

2001 Bang30 B, D, E 18.9 11.3 40
2003 Kim20,23

Bang30
A, B, D, E 18.5 (A), 

18.9 (B, D, E)
13.8 (A), 

29.7 (B, D, E)
37.8 (B, D, E), 

66.2 (A)
12.3 (A) 33.8 (A) 21.5 (A)

2004 Lee21

Choi37
B, D, E 7.4 (E) 3.6 (E), 

10.2 (B)
25.8 (E), 
35.2 (B)

0 (B) 15.9 (B)

2003∼2005 Kim29

Hwang31 

Lim56

A 6.1∼8.8 12.4∼22.9 34.8∼49.6 4.5∼18.6 16.7 4.5∼12.4

2005 Bang30 B, D, E 7.3 11∼16.7 33.3∼34.1 0 14.6
2007 Choi37 B 5 11 21 0 17
2006∼2008 Lee32 A 9.5 25.5 26 32.8 27.4
2007∼2009 Hwang31 A 4.8 38.5 27.6 34.6 34.6 29.5
2008 Kim33 A 9.1 26.3 19.2 15.2 30.3 23.2
2008∼2009 Kim35 E 1.9 15.7 21.6 0 25.5 25.5
2010 Chung38

Choi37
B 10.6 14.8 31.9 0 17

2006∼2010 Kim34 A 13.8 25.3 27.1 9.7 31.2 25.7
2009∼2010 An36 A 2.8 7 45.1 0 26.8
2011 Chung38 B 3.2 18.2 41.9 3.2 36.5
2009∼2012 Lee32 A 18.5 37 35.8 35.2 34.6
2011∼2012 An36

Park39
A 2.1∼9.6 16.0∼24.6 56.3∼46.5 2.6 22.3∼36.8

2009∼2013 Lee40 A 17.2 37.3 35.8 10.8 38.2 37.7

Values are presented as %.
A, agar dilution method; B, broth micro-dilution method; D, disk diffusion method; E, epsilometer (E-test) method.

년대 이전보다 내성의 증가는 뚜렷하지 않았다. 2010년 이후에

는 2.1∼18.5%32,36,38-40로 여전히 비슷한 정도의 내성률을 나타

내고 있다. Amoxicillin의 경우 최소억제농도(minimal inhibi-

tory concentration, MIC) 값에 따른 내성률 변화가 심하고, 

최근의 자료에서 MIC 값이 고농도로 이동하고 있으며, 실험실

에서 감수성인 균이 생체 내에서는 내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

어서, 연도에 따른 내성률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어 보이지

만 실제 내성률은 더 높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Clarithromycin 내성률의 변화

Macrolide 계열의 항생제인 clarithromycin은 감수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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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균의 50S 리보솜-23S rRNA V domain의 peptidyl 

transferase loop와 비가역적으로 결합하여 단백질 생성을 억

제하여 항균 작용을 나타낸다. 현재 제균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항생제로 사용되고 있어 다른 항생제에 비해서 내성률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진행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 후

반까지 내성률은 0∼23.1%로 보고되었으며,16,22,24-28,41,42 2000

년대 들어서는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3.6∼29.7%,20,23,29-32,37,42 2006년에서 2009년까

지는 7.0∼38.5%31-37로 2000년대 이전보다는 증가된 내성률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16.0∼37.3%로 2000년

대와 비슷한 정도의 내성률을 나타내고 있다.32,36-40 특히 agar 

dilution 검사법의 경우 다른 검사법에서보다 높은 내성률을 보

이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검사법을 이용한 경우나 다른 지역에서는 clari-

thromycin의 내성률이 외국의 보고와 비슷한 정도로 높지 않

게 나타났다. 앞으로 검사법을 통일한 전국 규모의 연구를 시행

하여 제균치료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clarithromycin

에 대한 정확한 내성률 파악이 필요하다. 

3) Metronidazole 내성률의 변화 

Nitroimidazole 계열의 항생제인 metronidazole은 세균 내

에서 환원 과정을 통해 활성화되어 nitro-anion radicals과 

imidazole intermediates를 생성하여 세균의 DNA에 손상을 

가함으로써 항균 작용을 나타낸다. Metronidazole은 이차치료의 

주된 약제로 사용되지만, 다른 항생제들에 비해 높은 내성률을 

나타내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 후반까지 metroni-

dazole은 21.3∼74.3%의 높은 내성률을 나타내었으나,16,22-28,41,42 

2000년대 들어서는 내성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0년

에서 2005년까지는 25.8∼66.2%,20,29-32,37,41,42 2006년에서 

2009년까지는 19.2∼45.1%31-37로 여전히 높은 내성률을 보였

지만 2000년 이전보다는 낮아졌으며, 2010년 이후에는 35.8∼

56.3%로 더 이상의 내성률 저하는 관찰되지 않았다.32,36-40 하

지만,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검사 기관에 따라 내성률 차이가 

심하여, 검사법과 지역에 따른 내성률 차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4) Tetracycline 내성률의 변화 

Metronidazole과 같이 이차치료에서 사용되는 tetracycline

은 16S rRNA에 결합해서 리보솜에 aminoacyl-tRNA의 부착을 

방해하여 단백질 합성과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생제이다.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 후반까지 0∼17.1%의 내성률을 보

였고,23,25,26,28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0∼18.6%23,29,31,32,37로 

나타나서 내성률 증가는 뚜렷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6년에

서 2009년까지는 0∼34.6%,31-37 2010년 이후에는 2.6∼

35.2%32,36,38-40로 이전보다는 내성률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관찰

되었고, 특히 고농도의 MIC를 갖는 균주의 비율도 상승하여서 

추후 내성률 양상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Quinolone 계열 항생제 내성률의 변화

Quinolone 계열의 항생제는 DNA gyrase를 억제함으로써 

헬리코박터균의 DNA 합성을 방해하는 살균 항생제로, 일차나 

이차 표준치료가 아닌 구제요법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Ciprofloxacin의 경우,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 후반까지 

6.4∼13.9%의 내성률이 보고되었으나,23-25 2000년에서 2005

년까지는 15.9∼33.8%,20,31,32,37 2006년에서 2009년까지는 

17.0∼34.6%31-35,37로 나타나서 내성률이 점차 증가되었다. 

2010년 이후에는 한 개의 논문에서 내성률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38.2%로 이전보다 높은 내성률을 보였다.40 

Levofloxacin의 경우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 후반까지 내

성률은 0∼14.9%로 ciprofloxacin과 비슷하였으며,23,25 2000년

에서 2005년까지는 4.5∼21.5%,20,23,29,31,32 2006년에서 2009년

까지는 17.0∼29.8%,31-37,40 2010년 이후 22.3∼37.7%32,36-40

로 역시 점차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Quinolone 계열의 항생

제는 국내에서 외국보다 내성률이 높고 치료 효과가 낮게 보고

되어 있어, 구제요법으로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율에 관한 메타분석

2014년에 발표된 국내 표준 clarithromycin 삼제요법에 대

한 104개의 연구, 42,124명의 메타분석(meta-analysis)43의 결

과를 보면 1998년부터 2013년까지 표준 삼제요법의 제균율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전반적인 제균율은 ITT 분석에서 

74.6% (95% CI, 72.1∼77.2%), PP 분석에서 82.0% (95% CI, 

80.8∼83.2%)였다.43 제균율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ITT, 

PP 분석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서(P＜0.001), 

효과적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치료의 기준인 ITT 분석에

서 80% 이상, PP 분석에서 90% 이상의 제균율에15,19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2015년 Lee 등44이 발표한 국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일차 및 이차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에서 

clarithromycin 삼제요법의 제균율은 ITT 분석에서 69.8%, PP 

분석에서 77.0%였고, 순차치료는 ITT 분석에서 79.7%, PP 분

석에서 85.0%로 순차치료가 clarithromycin 삼제요법보다 우

월한 제균율을 보였다. 그러나, 하위집단 분석에서는 clari-

thromycin 삼제요법 14일 투여와 순차치료 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동시치료 및 bismuth 사제요법의 경우 일차

치료로서 표준 삼제요법과 제균율을 비교한 무작위 대조 연구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가 적어 확실한 결론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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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Rates of according to the Regimens among 18 Randomized Korean Trials Published in SCI/SCIE Journals
between 2011 and 2015

Author
Published 

year
Line Regimen

Duration 
(day)

ITT, n (%) PP, n (%) Drop, n (%) Side effect (%)

Triple therapy
Park45 2012 1st Triple 7 164 (62.2) 125 (76.0) 39 (23.8) 25.5 
Oh46 2012 1st Triple 7 130 (63.0) 127 (64.5) 3 (2.3) 23.8 
Lee47 2015 1st Triple 7 170 (64.1) 143 (76.2) 27 (15.9) 50.6 
Lee48 2014 1st Triple 7 115 (64.3) 108 (68.5) 7 (6.1) NA
Choi49 2012 1st Triple 7 115 (70.4) 107 (75.7) 8 (7.0) 10.3 
Park39 2014 1st Triple 7 57 (71.9) 56 (73.2) 1 (1.8) 8.8 
Kim50 2013 1st Triple 7 135 (72.6) 115 (85.2) 20 (14.8) 25.2 
Bang51 2015 1st Triple 7 55 (76.4) 48 (87.5) 7 (12.7) 39.6 
Chung38 2012 1st Triple 10 80 (58.7) 68 (67.6) 12 (15.0) 26.3 
Heo52 2014 1st Triple 10 174 (70.7) 153 (78.4) 21 (12.1) 34.0 
Choi49 2012 1st Triple 10 115 (74.7) 105 (81.9) 10 (8.7) 13.3 
Kim53 2011 1st Triple 14 204 (75.0) 180 (85.0) 24 (11.8) 13.3 
Choi49 2012 1st Triple 14 115 (80.0) 109 (84.4) 6 (5.2) 11.0 

Sequential therapy
Lee47 2015 1st Sequential 10 170 (70.7) 141 (84.4) 29 (17.1) 41.2 
Lee48 2014 1st Sequential 10 111 (72.1) 102 (78.4) 9 (8.1) NA
Choi49 2012 1st Sequential 10 115 (75.6) 106 (82.0) 9 (7.8) 14.2 
Chung38 2012 1st Sequential 10 79 (75.9) 68 (86.8) 11 (13.9) 29.1 
Park45 2012 1st Sequential 10 162 (77.8) 132 (87.9) 30 (18.5) 28.0 
Lee54 2015 1st Sequential 10 100 (79.0) 93 (84.9) 7 (7.0) 33.3 
Oh46 2012 1st Sequential 10 116 (79.3) 111 (81.9) 5 (4.3) 27.5 
Kim53 2011 1st Sequential 10 205 (85.9) 190 (92.6) 15 (7.3) 18.9 
Hwang55 2015 1st Sequential 14 81 (71.6) 77 (75.3) 4 (4.9) 24.6 
Lim5 2013 1st Sequential 14 86 (75.6) 84 (76.8) 2 (2.3) 39.5 
Oh57 2014 1st Sequential 14 94 (79.8) 89 (82.0) 5 (5.3) 39.8 
Lee48 2014 1st Sequential 15 106 (80.2) 95 (89.5) 11 (10.4) NA

Concomitant therapy
Kim50 2013 1st Concomitant 5 135 (80.7) 116 (91.4) 19 (14.1) 35.6 
Lee47 2015 1st Concomitant 7 170 (79.4) 143 (94.4) 27 (15.9) 40.6 
Heo58 2015 1st Concomitant 10 238 (78.6) 195 (89.8) 43 (18.1) NA
Heo52 2014 1st Concomitant 10 174 (78.7) 150 (88.7) 24 (13.8) 38.3 
Lim56 2013 1st Concomitant 14 78 (80.8) 75 (81.3) 3 (3.8) 46.2 

Bismuth quadruple therapy
Chung59 2011 2nd Quadruple 7 98 (81.6) 87 (89.6) 11 (11.2) 15.3 
Yoon60 2012 2nd Quadruple 7 85 (83.5) 81 (87.7) 4 (4.7) 9.9 
Chung59 2011 2nd Quadruple 14 101 (85.1) 80 (96.2) 21 (20.8) 21.8 
Yoon60 2012 2nd Quadruple 14 84 (87.7) 81 (88.9) 3 (3.6) 27.2 

SCI/SCIE, Science Citation Index/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ITT, intention-to-treat; PP, per-protocol; NA, not available.

릴 수 없었다.44 

이차치료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는 드문 실정이나 Lee 등44은 

이차 표준치료인 bismuth 포함 사제요법 7일 치료를 bismuth 

사제요법 14일 치료나, 다른 대안인 levofloxacin 삼제요법 및 

moxifloxacin 삼제요법과 각각 비교하여 보았을 때, 다른 치료

방법들이 기존 bismuth 포함 사제요법을 7일간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우월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국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치료의 제균율 현황

이번 단락에서는 기존의 표준 삼제요법의 제균율과 표준 삼

제요법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순차치료, 동시치료 및 bis-

muth 포함 사제요법의 최근 국내 제균율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균율 분석대상으로 최근 5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SCI/SCIE (Science Citation Index/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저널에 발표된 국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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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을 검색하였고, 그 중 일차치료로 표준 삼제요법, 순

차치료, 동시치료를 비교한 RCT 논문 16개를 선정하였

고,38,39,45-58 bismuth 포함 사제요법의 경우 같은 기간에 발표

된 일차치료 연구 논문이 없어 이차치료로서 시행한 연구 논문 

2개를 선정하였다.59,60 각 논문을 제균요법과 치료 일수에 따라 

ITT 및 PP 분석에 따른 제균율을 표로 정리하였다(Table 3). 

1. 표준 삼제요법

표준 삼제요법의 제균율은 ITT 분석에서 70.7% (58.7∼

80.0%), PP 분석에서 76.2% (64.5∼87.5%)로 ITT, PP 분석 

모두 효과적인 제균치료의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를 보였다. 제

균율 향상을 위해 제균치료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7일에서 14일 복약으로 기간을 연장하면 제균율이 향

상되는 경향을 보이나 ITT 분석(75.0∼80%), PP 분석(84.4∼

85.0%) 모두 효과적인 제균치료 기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

였다.49,53 표준 삼제요법의 경우 clarithromycin의 내성에 따라 

제균율이 크게 영향을 받는데, 14일 투약의 경우 clarithromycin

의 내성률이 15% 미만일 때 유효하다고 한다.61,62 그러나, 

2010년 이후 국내 clarithromycin의 내성률은 15%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어,63-65 14일 치료에도 낮은 제균율을 보이는 결과

의 이유로 추정된다. 

2. 순차치료

순차치료는 Zullo 등66이 2000년 이탈리아 지역에서 52명을 

대상으로 PPI와 amoxicillin을 첫 5일간 투여한 후 다음 5일간 

PPI와 clarithromycin, nitroimidazole (metronidazole 또는 

tinidazole)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98%의 제균 성공률을 보고한 

치료방법이다. 처음 5일간 투여되는 amoxicillin을 포함한 이제

요법이 세균의 밀도를 낮춰서 이어서 투여되는 clarithromycin

과 nitroimidazole의 효과를 증가시키고,67 amoxicillin이 세균

의 세포벽에 손상을 주어 clarithromycin과 같은 항생제가 세

균 안으로 침투하기 쉬워지고, clarithromycin을 밖으로 내보

내는 채널이 형성되지 않아 항생제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추정

된다.68,69 순차치료의 제균율은 ITT 분석에서 76.9% (70.7∼

85.9%), PP 분석에서 83.2% (75.3∼92.6%)로 표준 삼제요법

보다는 제균율이 높지만 역시 ITT 분석에서 80% 이상, PP 분

석에서 90% 이상이라는 효과적인 제균치료의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를 보였고, 이는 2013년에 발표된 6개의 국내연구를 대상

으로 시행한 메타분석 결과와 차이가 없었다(ITT 79.4% [95% 

CI, 76.3∼82.2%], PP 86.4% [95% CI, 83.5∼88.8%]).70 순차

치료의 치료 기간은 5일씩 나눠 투약하는 10일과 7일씩 나눠 

투약하는 14일 요법이 있는데, 10일과 14일 투여 기간에 따른 

제균율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고 이는 Liou 등71이 발표한 결과

와 다르지 않았다. 순차치료의 낮은 제균율은 높은 metronida-

zole 내성률 및 clarithromycin과 metronidazole 동시 내성률

과 연관이 있는데, metronidazole 내성률이 20%를 넘어서면 

10일 투여 순차치료의 제균율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met-

ronidazole 내성률이 30%를 넘는 경우에는 14일 투여 순차치

료의 제균율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61 국내의 metroni-

dazole에 대한 내성률은 최근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역시 지역

과 검사 기관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2010년 이후 자료

도 30%를 넘고 있어서,65 순차치료를 일차치료로 고려할 때 유

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순차치료는 치료 중간에 복용

하는 약제가 바뀌기 때문에 약제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3. 동시치료 

동시치료는 PPI와 3가지의 항생제(amoxicillin, clarithro-

mycin, nitroimidazole)를 동시에 5일간 투여하여 표준 삼제요

법에 비하여 많은 항생제를 짧은 기간 투여함으로써 비용, 부작

용, 항생제 내성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개발되었다.72 동시치료

의 제균율은 자료가 많지 않으나 ITT 분석에서 79.4% (78.6∼

80.8%), PP 분석에서 89.8% (81.3∼94.4%)로 나타나서 ITT 

분석에서는 80% 이상, PP 분석에서 90% 이상이라는 효과적인 

제균치료의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 치료 기간은 5일

부터 14일까지 다양하였으나 투여 기간에 따른 제균율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동시치료는 네 가지 약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것으로 순차치료보다 약제 복용이 용이하여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약제 부작용 빈도가 높다는(35.6∼

46.2%) 보고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47,50,52,56

4. Bismuth 포함 사제요법

Bismuth 포함 사제요법은 bismuth, PPI, metronidazole, 

tetracycline을 7일에서 14일 동안 투여하는 방법으로 주로 일

차치료에 실패한 경우 이차 약제로 권고되고 있다. Bismuth 포

함 사제요법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차치료로 분석

한 연구 논문이 없어, 이차치료로 시행한 2개59,60 결과를 분석

한 결과 제균율은 ITT 분석에서 84.3% (81.6∼87.7%), PP 분

석에서 89.3% (87.7∼96.2%)로 이차치료인 것을 고려한다면 

ITT, PP 분석 모두 효과적인 제균치료의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Bismuth 포함 사제요법은 clarithromycin의 내성이 

높은 지역에서 일차치료로 권유되고 있으며,10 최신 국내 진료

지침에서도 clarithromycin 내성이 의심되는 경우 일차치료로 

권고하고 있어,9 표준 삼제요법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러나, 복용 방법이 복잡하고, 약제의 부작용이 비교적 흔하며, 

제균에 실패했을 경우 이차치료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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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국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치료에 대한 RCT 결

과 요약은 메타분석이 아닌 제균율의 단순 비교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요약하면, 표준 삼제요법 제균율은 ITT, PP 분

석 모두 효과적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치료의 기준에 미

달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국내 clarithromycin 내성률의 증가로 

인해 일차치료로 표준 삼제요법을 대신할 치료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순차치료는 표준 삼제요법에 비해 향상된 제균율을 

보이나 효과적인 제균치료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국내의 

높은 metronidazole 내성률을 고려한다면 일차치료제로서 가능

성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시치료는 효과

적인 제균치료의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아직 연구 

결과가 많지 않고 약제 부작용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

다. Bismuth 포함 사제요법의 경우 이차 치료 제균율이 효과적

인 제균치료의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일차치료로서 제균율에 

대한 연구 결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표준화되지 않은 복잡한 

복용 방법과 약제 부작용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전망과 결론

현재까지 헬리코박터 치료가 위암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RCT는 이제까지 6개밖에 발표되지 않아서 근거의 양이 매

우 부족하다.73 이 연구들을 분석한 메타분석에서 위암 발생을 

34%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그 효과의 대부

분은 항산화제를 제균치료 후 장기간 투여한 군에서만 나타났

고, 항산화제를 추가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암 발생이 줄어

들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위암 예방 효과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

다고 할 수 없다. 위암 발생률이 높은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위염 환자에서 위암 예방을 목적으로 헬리코박터 치료를 허용

하고 있다.74 2011년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대규모 

RCT의 결과가 향후 10년 이내에 보고될 것으로 예측되며,75 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암 환자의 가족에서 헬리코박터 치료

의 위암 예방 효과에 대한 결과가 2017년 이후에 보고될 예정이

다(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1678027). 그 결과

에 따라서 헬리코박터 치료에 대한 적응증이 변화되거나 각 지

침에 대한 근거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하

여 우리나라 성인의 상당수가 헬리코박터 치료를 받게 될 가능

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일차치료로 추천되는 PPI 표준 삼제요법의 경

우에 제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법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치료 성공률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헬리

코박터는 다른 세균과는 달리 배양률이 높지 않고, 항생제 감수

성 검사가 까다로워서 일반적인 진료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

다. 앞으로 잘 고안된 전향적 다기관 임상연구가 대한상부위장

관ㆍ헬리코박터학회 주도로 진행되어서 경험적 또는 항생제 내

성에 따른 일차요법, 그리고 각각의 일차요법이 실패한 후 사용

할 수 있는 이차요법 등이 우리나라 자료에 근거하여 제시되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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