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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 감염과 위장 외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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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and Extra-gastroduodenal Diseases

Byung-Wook Kim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cheon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heon, Korea 

It is well known that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is associated with gastroduodenal diseases such as gastritis, peptic ulcer diseases, 
gastric adenocarcinoma, and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 (MALToma). Furthermore, various extra-gastro-
duodenal diseases have been suggested to be related with H. pylori infection. Although the exact pathophysiologic mechanisms 
have not been established yet, it is plausible that certain inflammatory and immune reactions triggered by H. pylori infection might 
play a role. In this review, I summarized the articles which dealt with H. pylori infection and extra-gastroduodenal diseases along 
with their pathophysiologic mechanisms.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5;15:225-230)

Key Words: Helicobacter pylori; Extra-gastroduodenal disease

Received: November 11, 2015  Accepted: December 7, 2015

Corresponding author: Byung-Wook Kim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cheon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56 Dongsu-ro, 
Bupyeong-gu, Incheon 21431, Korea
Tel: +82-32-280-5052, Fax: +82-32-280-5987, E-mail: gastro@catholic.ac.kr

서    론

Helicobacter pylori 감염이 위염, 소화성궤양, 위선암, 점막

연관 림프종(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 

MALToma) 등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H. 

pylori 감염이 이러한 위장관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태생

리학적 기전은 H. pylori가 감염된 숙주 점막의 상피세포에 독

성인자를 주입하여 위장관 점막에 염증 및 면역 반응을 유발하

고, 숙주의 반응에 의해 이차적으로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연구에서 H. pylori  감염이 위장관 이외의 질환을 유발

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H. pylori  감염이 어떠한 병태생리

학적 기전을 통하여 그러한 질환을 유발하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본 논고에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H. pylori 

감염과 위장관 이외의 질환과의 연관성 및 그 병태생리학적 기

전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론

1. 위-십이지장 이외의 소화기계 질환

1) 위식도역류질환

인구 기반의 관찰연구에서 H. pylori  감염과 위식도역류질

환은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3 병태생리학

적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H. pylori  감염이 위 전정

부 및 체부의 위축성위염을 유발하여 위산 분비를 억제하기 때

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4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H. pylori 

제균치료가 위식도역류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

다. 국내 및 외국의 관찰 연구 등에서 H. pylori  제균치료가 위

식도역류질환을 악화시킨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5-8 

우리나라에서 H. pylori  감염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임상 진

료지침 개정안에서도 H. pylori  제균치료가 위식도역류질환의 

발생 및 임상 경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

고 있다.9 

2) 결장-직장암

독일의 한 코호트 연구10와 미국의 흑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11에 의하면 H. pylori  감염군에서 결장-직장암의 위험도

(OR)가 각각 1.85 (95% CI 1.14∼2.99)와 1.5 (95% CI 1.2∼

1.9)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9개 연구에 대한 메타분

석에서 H. pylori  감염과 결장-직장암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일부에서는 H. pylori  감염 후 혈청 가스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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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trin) 증가와 cyclooxygenase (COX)-2 발현이 결장-직장

암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13 아직 근

거가 부족하므로 보다 명확한 병태생리학적 기전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3) 기타

염증성 장질환과의 역상관관계를 주장한 연구도 있고,14 H. 

pylori  이외의 다른 Helicobacter 균주(Helicobacter bilis, 

Helicobacter hepaticus) 감염과 담도암의 연관성을 주장한 연

구도 있었다.15

2. 혈액 질환

1)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H. pylori  감염과 위장관 이외의 질환의 연관성 중 가장 활

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Gasbarrini 등16이 자가면역

성 혈소판 감소증을 보인 11명의 환자 중 H. pylori  제균치료 

후 8명에서 혈소판 수의 호전이 있었고, 이 중 6명에서 혈소판

에 대한 자가항체가 소실되는 것을 보고한 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를 설명하는 병태생리학적 기전은 특발성 혈소

판 감소성 자반증 환자 중 일부는 H. pylori  균주의 CagA 단

백과 혈소판 항원이 교차 분자 유사성을 보여 이로 인한 면역 

반응의 결과로 혈소판 감소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17 한 메

타분석에 따르면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환자의 약 절반 

정도에서 H. pylori  제균치료 후 혈소판 수의 호전을 보였다.18 

국내에서의 연구는 대부분 후향적 연구이며, 한국의 특발성 혈

소판 감소성 자반증 환자에서 H. pylori  제균치료가 혈소판 수

를 호전시키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19-21

2) 철분 결핍성 빈혈

H. pylori  감염이 철분 결핍성 빈혈을 유발하는 기전으로는 

H. pylori  감염에 의한 위점막의 미란성 병변 등을 통한 실혈, 

위산 분비 저하에 따른 철분 흡수 감소, H. pylori  균주의 철분 

소비, 만성 염증에 의한 빈혈 등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22-25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대상을 한 연구와 서구의 인구 기반 연구

에서 H. pylori  감염자는 비감염자에 비해 혈청 페리틴

(ferritin) 값이 유의하게 낮았다.26-28 H. pylori  제균치료가 혈

색소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모아 시행한 

메타분석에서, 철분 투여와 H. pylori  제균치료를 시행한 군은 

철분 투여만을 시행한 군에 비해 헤모글로빈(hemoglobin), 혈

청 철분, 페리틴이 모두 의미있게 상승하였다.29 

3) 기타

H. pylori  감염이 비타민 B12 결핍에 의한 악성 빈혈과 연

관성 있다는 연구는 H. pylori  감염과 위장관 이외의 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첫 연구 사례였다.30 Henoch-Schöenlein 자반

증과 H. pylori  감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31 

3. 피부 질환

만성 담마진 환자에서 H. pylori  제균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

었다는 보고가 있으나,32 아직 그 병태생리학적 기전이 명확하

지 않아 이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기타 H. pylori  감염

과 장미증(rosacea)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33

4. 호흡기 질환

1) 천식

H. pylori  감염이 기관지 천식의 발생과 역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동물 실험에서 이제 막 태어난 쥐에게 

H. pylori  균주를 감염시키면 감염을 조절하는 면역 반응이 제

대로 일어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면역 반응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 천식과 같은 면역 반응과 관련된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34 즉, H. pylori  감염에 의해 Th1이 유도

되면, 면역 반응 치우침(immunologic deviation)이 발생하여 

알레르기항원(allergen)에 의해 유도되는 Th2 반응을 억제한다

는 것이다.35 두 개의 메타분석에서 H. pylori  감염과 천식이 

약한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36,37 

2) 후두 및 인두의 편평세포암

H. pylori  감염이 후두 또는 인두의 점막 손상을 유발하여 

담배 등의 발암 물질이 쉽게 조직에 침투하여, 후두 및 인두의 

편평세포암이 잘 유발된다는 가설이다.38 이에 관한 연구는 아

직 많지 않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3) 기타

알레르기성 비염은 천식과 비슷한 병태생리학적 기전을 보이

므로, H. pylori  감염과 역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39 

만성기관지염,40 만성폐쇄성폐질환,41 폐암,42 폐결핵43 등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5. 심혈관 질환

1) 죽상경화증

죽상경화증은 동맥의 염증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Clamydia 

pneumonia, cytomegalovirus, H. pylori  감염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4 H. pylori  감염이 죽상경화증을 유

발하는 기전은, H. pylori  감염에 의해 저도의 전신적 염증 반응

이 지속되어 CRP,45 interleukin (IL)-6,46 IL-1847 등과 같은 사

이토카인의 생성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이토카인은 죽

상경화증을 유발하는 인자이다.

2) 관상동맥 질환

H. pylori  감염과 관상동맥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많

았으나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48-50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

들은 관상동맥질환 환자가 내시경과 같은 침습적인 검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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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부담스러워 대부분 혈청학적 검사를 이용하였고, 잘 디자

인된 전향적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3) 뇌졸중

CagA 양성 H. pylori  감염이 있는 환자에서 뇌졸중의 위험

도(OR)가 2.66이라는 메타분석이 있었고,51 최근 H. pylori의 

혈청 항체가와 뇌졸중의 관계를 확인한 메타분석에서도 H. py-

lori  감염이 뇌졸중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52 

4) 기타

말초동맥 질환과 H. pylori  감염의 연관성을 관찰한 연구가 

있었으나, 그 포함된 환자의 수가 너무 적어 결론을 내리기에는 

제한적이다.53

6. 신경학적 질환

1) 치매

H. pylori  감염이 혈관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54,55 가능한 병태생리학적 기전으로 H. pylori  감염이 

IL-1, IL-6, tumor necrosis factor- 등의 사이토카인 생성

을 촉진하여 뇌혈관에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그 결과 혈관

성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55 또한 H. pylori  제균

치료가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켰다는 보고도 있었다.56

2) 다발성 경화증

H. pylori  감염이 다발성 경화증과 역상관관계가 있다는 보

고가 있었으나,57,58 아직 정확한 병태생리학적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7. 대사 질환

1) 당뇨병

H. pylori  감염이 당뇨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아시아인 중 65세 이상의 2형 당뇨병 환자에서 H. pylori에 감

염되면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 수치가 증가한다고 보고

하였다.59 이는 H. pylori  감염이 염증 반응 등을 통하여 인슐

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 메타분석

에서 H. pylori  감염은 당뇨병의 합병증인 콩팥병증(상대위험

도 1.35, 95% CI 1.06∼1.73), 신경병증(상대위험도 1.73, 

95% CI 1.03∼1.40)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60 이와 

유사한 병태생리학적 기전으로 H. pylori  감염이 대사증후군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었다.61

8. 감각기 질환

1) 안구 질환

한 메타분석에서 H. pylori  감염이 개방각 녹내장과 연관성

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상대위험도는 2.04 (95% CI 1.42∼

3.04)였다.62 그 병태생리학적 기전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H. 

pylori  감염이 CRP, 산화질소의 유리 등을 유도하여 염증 반응

을 일으키거나,63 혈소판, 혈소판-백혈구의 응집반응을 촉진하

여 안구 내 혈류를 방해하여 허혈을 유발한다는 것이다.64 또 

다른 주장은 녹내장 환자가 H. pylori  감염에 더 감수성이 높

다는 것이다.65 

9. 임신에 미치는 영향

1) 전자간증

H. pylori  감염이 전자간증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보고가 있

었고,66 상대 위험도는 2.67 (95% CI 1.08∼6.57)이었다. 병태

생리학적 기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H. pylori  감염이 염증 반

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이상이 나타나 전자간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

다.67 

2) 태아 성장 지연

H. pylori에 감염된 산모에서 태아의 성장 지연이 더 흔하게 

관찰되었는데,68 그 병태생리학적 기전은 H. pylori에 감염된 

산모는 소화성궤양, 소화불량증 등이 더 흔하게 발생하여 임신 

기간 동안 음식 섭취량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69 또한 H. pylori

에 감염된 산모에서 빈혈이 더 흔하여 태아의 성장 지연이 발

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67 

결    론

H. pylori  감염이 위 또는 십이지장 이외 장기의 질환과 연

관이 있을 가능성을 많은 연구에서 제시하였는데, 대부분 서구

나 일본 등에서 이루어진 연구였고 국내의 자료는 크게 부족하

였다. 그러나 H. pylori  균주의 독성 인자, H. pylori  감염에 

대한 인체의 면역 반응이 민족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우리 나

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H. pylori 

감염은 주로 위점막에서 이루어지고 염증 반응 및 면역 반응을 

통하여 다른 장기에서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

나 보다 명확한 기전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초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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