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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 제균 치료에 미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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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robiotics on the Treatment of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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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1,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MG-SNU Boramae 
Medical Center2, Seoul, Korea

The standard therapy for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consists of double antibiotics and proton pumb inhibitors. In recent years, 
due to bacterial resistance and adverse events of therapy, the percentage of eradication failure is rising. Several studies have showed 
that the role of probiotics in the treatment of H. pylori infection as a complement to antibiotics or potential supplement to reduce 
adverse effects. In animal studies, probiotics such as Lactobacilus inhibited H. pylori induced gastric inflammation. The results of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studies suggest that specific probiotic strains, such as Sacchromyces boulardii and 
Lactobacillus johnsonni may reduce H. pylori load in the stomach and be helpful increasing eradication rates. Furthermore, pro-
biotic supplmentation can reduce adverse effects induced by antiboitics treatment, and have beneficial effects H. pylori infected 
individuals.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6;16:12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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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Probiotic은 사람에게 투여하였을 때 장내 미생물 환경이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지칭한다.1 현재 pro-

biotics 제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균주들은 Bifidobacterium, 

Lactobacillus, Saccharomyces와 Bacillus 등이다.2 이러한 pro-

biotic은 여러 소화기 질환의 치료에 유용한 효과를 보여주었는

데 급성 감염성 설사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 pauchitis 등이 대

표적인 질환들이다.3 최근 들어 이들 질환 이외에 probiotic 제

제가 Helicobacter pylori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유용한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H. pylori의 표준 치료는 양성

자 펌프 억제제와 2개의 항생제인 amoxicillin과 clarithro-

mycin을 사용하는 3제요법을 7∼14일 투여하는 것이다.4 그러

나 1차 제균 치료로 3제요법을 처방 받은 30,534명의 제균율을 

관찰한 결과, 지난 2001∼2007년까지 84.9∼87.5%를 보인 반

면, 최근 2008∼2010년 사이에는 80.0∼81.4%로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5 이러한 3제요법에 의한 제균율 감소의 주요한 원

인으로 clarithromycin에 대한 내성균 증가가 있으며, 또한 항

생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약제 순응도 감소가 있다.6 

일부 연구에 따르면 probiotics가 제균율을 향상시키고 항생

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기에, 여기에서는 probiotic가 H. pylori 제균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본    론

1. 위내 미생물 환경(gastric microbiota) 

위내는 강한 산성의 환경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미생물의 생

존이 불가능하지만, Lactobacillus 종은 산성에 대한 저항을 가

지고 있어 건강한 사람의 위내에 생존할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위 상피세포와 접촉함으로써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위내에 존

재할 수도 있다.7 동물 실험에 의하면 쥐에게 위궤양을 유발하

였을 때 위내의 Lactobacillus 균은 거의 없어진 반면 Escheri-

chia coli를 비롯한 그람 음성균으로 위내 미생물 균주의 변화

가 일어났으며, 위궤양이 치료되면서 다시 Lactobacillus 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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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내에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는 경구로 lactulose를 투여하

였을 때 더 빨리 나타났다.8 이는 위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미

생물이 위점막의 항상성 유지에 도움이 되며 경구로 투여하는 

probiotic가 위 점막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2. Probiotic가 H. pylori 감염에 미치는 영향 

동물 실험 등을 통해 probiotic 제제가 H. pylori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기전으로는 면역학적 기전과 비면역

학적 기전이 같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비면역학적 기전(nonimmunological mechanism)

Probiotic 제제가 H. pylori를 억제하는 비면역학적 기전으

로는 항균물질의 분비, H. pylori의 상피세포 접착의 경쟁적 억

제, 점액 분비 증가 등이 작용한다. 

(1) 향균물질의 분비(antimicrobial substance): Probiotics

는 항균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H. pylori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

는데, 이러한 항균 물질로는 lactic aicd, short chain fatty 

acids, hydrogen peroxide, bactericins 등이 알려져 있다.9 이 

중에서 lactic acid는 직접적인 항균 효과 이외에 위내 pH를 

낮추고 urease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H. pylori의 성장을 억

제한다.10 실제로 Lactobacillus acidophilus CRL 639는 항균 

효과가 있는 autolysin을 분비하고, Lactobacillus rueteri ATCC 

55730은 reuterina를 분비하여 세균의 성장을 억제한다.11 

(2) 상피세포 부착의 경쟁적 억제(competition for adhe-

sion): H. pylori는 위내 점막층에 상주하면서 상피세포에 부착

(adhesion)함으로써 위내에 생존하게 된다. Probiotics는 H. 

pylori와 상피세포와의 부착을 방해하고 억제함으로써 H. py-

lori에 대한 효과를 나타낸다. Lactobacillus reuteri는 H. py-

lori가 상피세포와 부착하는 장소인 asialo-GMI와 sulfatide에 

대해 경쟁적으로 부착함으로써 H. pylori 억제효과를 나타낸

다.12 다른 한편으로 Saccharomyces boulardii는 H. pylori의 

부착 장소인 surface α(2,3)-linked sialic acid 부위를 제거하

는 nueraminidase를 가지고 있어 H. pylori 부착을 억제한다.13 

(3) 점액 분비 증가(increased mucus secretion): 위 상피

세포는 고분자 당단백인 mucin을 분비하여 위산으로부터 보호

받고 있다. H. pylori 감염은 MUC5AC와 MUC1 유전자를 억

제하여 mucin 분비가 감소시킨다.14 Probiotics는 mucin 분비

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L. plantarum은 MUC2 유전자

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L. rhamnosus GG는 MUC3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mucin의 분비를 촉진한다.15,16 Probio-

tics는 이러한 mucin 분비 증가를 통해 H. pylori에 대한 위점

막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 

2) 면역학적 기전(immunological mechanism)

Probiotics는 H. pylori 감염에 대한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 H. pylori에 감염될 경우 염증반응에 의해 위점막 

내에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인 interleukin (IL)-1β, IL-2, 

IL-6, IL-8, tumor necrosis factor-α 등의 분비가 증가한다.17 

Probiotics는 이러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데, L. salivarius WB 1004는 위상피세포내 IL-8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L. acidophilus는 Smad7과 NF-κB 경로를 억제하

여 위내 염증반응을 호전시킨다.18,19 L. bulgaricus는 TLR4 경

로를 억제하여 IL-8 분비를 감소시키며, 또다른 Lactobacillus 

종은 suppressor of cytokine signaling 발현을 증가시켜 

JAK-2를 불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1 

또한 동물 모델에서 Lactobacillus는 위내 IgA 분비를 증가시켜 

위점막 보호 작용을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다.22 

3. H. pylori 치료에서 probiotic의 역할

1) H. pylori 치료에서 probiotics의 단일 치료 효과(pro-

biotics as single therapy in H. pylori treatment)

1989년에 처음으로 세포배양액에서 L. acidophilus가 H. 

pylori 성장을 억제한다는 보고되었으며, 10년 후인 1999년에

는 L. acidophilus (La1)가 인체 내에서도 H. pylori 억제 효과

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는데, 무증상의 H. pylori 감염자들에

게 probiotics를 투여한 결과 H. pylori 농도는 감소하였으나 

제균은 되지 않았다.23,24 B. lactis Bb12와 L. acidphilus La5를 

투여하였을 때 요소 호기 검사의 수치가 감소함을 보고한 연구

도 있다.25 182명의 H. pylori에 감염된 무증상의 소아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4군(표준 3제요법 치료군, S. boulardii＋

inulin synbiotic 치료군, L. acidophilus LB 치료군, 치료를 하

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누어서 비교하였을 때, 표준 치료군과 S. 

boulardii＋inulin synbiotic 치료군에서 요소 호기 검사의 농

도가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특히 S. boudardii＋inulin syn-

biotic 치료군의 12%에서는 성공적으로 H. pylori의 제균 치료

가 이루어졌다.26 이는 S. borlardii가 H. pylori에 감염된 소아

에서 위점막내 세균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L. 

johnsonni La1 또한 비슷하게 H. pylori 세균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7 하지만 지금까지의 probiotics 

단독으로 사용시 H. pylori가 성공적으로 제균이 되었다는 연

구보고는 없다. 

2) H. pylori 표준 치료요법에서 probiotics의 보조 치료 효과

(probiotics as adjuvant therapy in H. pylori standard 

eradication treatment)

지금까지 H. pylori의 치료에서 보조적인 요법으로 pro-

biotics를 사용한 연구결과들은 많이 보고되었으며, 대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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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biotics as Adjuvant Therapy for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Author Study design Probiotic Results

Zou et al.30 Meta-analysis Lactobacillus strains ＋

Szajewska et al.29 Meta-analysis Saccharomyces boulardii NS
Emara et al.31 Double-blind placebo Lactobacillus reuteri ＋

Shavakhi et al.32 Triple-blind placebo Lactobacillus, Bifidobacterium strains and 
Streptococcus thermophiles

＋

Navarro-Rodriguez et al.33 Double-blind placebo L. acidophilus, L, rhammosus, Bifidobacterium 
and Streptococcus faecium

NS

Dang et al.34 Meta-analysis L. acidophilus, L. casei DN-114001, L. gasseri 
and Bifidobacterium infantis 2036

NS

probiotics를 추가할 경우 제균 성공률을 높이며 항생제 사용

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28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사용된 probiotics의 균주 종류, 사용량, 

사용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Table 1).29-34 

최근 Szajewska 등29은 H. pylori 표준 3제 제균 치료 요법

에 S. boulardii를 추가하였을 때 제균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5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모두 1,307명의 환자가 등록되었으며, 그 중 

90명은 소아 환자였다. H. pylori 제균 치료는 양성자 펌프 억

제제와 2개의 항생제를 사용한 표준치료 요법이었으며, 사용된 

S. boulardii는 연구마다 용량과 기간이 달랐는데, 500 mg에서 

1,000 mg의 용량을 2주에서 4주간 투여하였다. 5개의 연구 중 

4개의 연구에서 제균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S. boulardii를 

표준 치료요법에 추가한 경우 대조군에 비해 9%가 높은 80%의 

H. pylori 제균율을 보였다(S. boulalrdii 추가군 vs. 대조군: 

80% vs. 71%). 또한 제균 치료 시 발생하는 부작용은 대조군에

서 24.3%인 반면, S. boulardii 추가군에서는 12.9%로 감소하

였는데, 부작용 중에서 구역, 복통, 고장, 미각 이상, 명치 부위 

통증 등은 양군 간에 차이가 없는 반면 설사의 경우 의미있게 

probiotics 추가 군에서 감소하였다(5.6% vs. 12.2%; RR, 

0.47). 그러나 991명의 H. pylori 감염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H. pylori의 표준 3제 치료요법에 S. boulardii를 

추가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하여 제균율에 차이가 없었으며, 항

생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임으로써 표준 치료요법에 대한 

약물 순응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여,35 S. bulardii

가 H. pylori 제균율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은 없는 실정이다. 

H. pylori 제균 치료에 Lactobacillus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제균율은 84%로 대조군의 70%에 비해 

의미 있게 증가하였고(RR, 2.09; CI, 1.28∼3.41), 부작용은 의

미 있게 감소하였다(25% vs. 39%; RR, 0.44; 95% CI, 0.30∼

0.66). 반면 Lactobacillus GG를 사용한 다른 연구에서는 설사, 

구역, 미각 이상 등의 부작용은 의미 있게 감소한 반면(RR, 

0.1; 95% CI, 0.1∼0.9) 제균율은 양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36,37 

L. reuteri ATCC 55730이 H. pylori의 제균 및 치료 부작용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H. pylori의 2차 치료를 시

행 받은 9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esomeprazole, levo-

floxacin, amoxicillin의 2주 치료에 L reuteri를 추가하였을 때 

제균율은 의미 있게 증가하였으며(80% vs. 62%; P＜0.05), 항

생제와 연관된 부작용은 감소하였다.38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소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40명의 H. pylori에 감염된 소

아에게 10일간의 seqenetial 치료를 시행하면서 L. reuteri 

ATCC 55730 (108 CFS)를 20일간 투여하였을 때 probiotics 

투여군에서 증상의 호전은 있었으나 제균율은 높이지는 못했다

(85% vs. 80%).39 또 다른 연구에서 L. reuteri의 두 균주(L. 

reuteri ATCC 55730과 L. reuteri DSM 17938)를 H. pylori 

표준 치료 1주일 시행 후 2개월간 사용하였을 때에도 부작용은 

의미 있게 감소하였지만 제균율에는 차이가 없었다.40 

Bifidobacterium animalis와 L. casei가 포함된 요구르트를 

H. pylori 표준 치료요법에 추가한 2개의 연구에서도 결과는 

상이하게 나왔는데, 요구르트를 5주간 복용하였을 때에는 pro-

biotics 추가군에서 제균율이 더 높게 나온 반면(73/80 vs. 

63/8;, P＜0.05), 요구르트를 3개월간 복용하였을 때에는 양군 

간에 제균율에 차이가 없었다(14/33 vs. 13/32).41,42 

유산균은 발효식품인 김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김치

에서 분리된 유산균을 이용한 임상연구는 아직까지는 없는 실

정이다. 그러나 김치로부터 분리된 유산균이 H. pylori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세포실험 연구에서 김치로부터 분리된 유산균 

중 일부는 Lactobacillus plantarum과 99%의 상동성을 보였으

며 이 균주는 H. pylori의 성장과 urease의 활성을 억제하고 위

점막에 부착하는 것을 저해하는 효과를 보였다.43 

3) Probiotics 치료 후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 양상 

H. pylori에 대한 제균 치료 및 probiotics 사용이 장내 미생

물의 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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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최근 발표된 H. pylori 제균 치료에서 probiotics 사

용이 장내 미생물의 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제균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였을 때 장내 세균 중에서 

Firmicutes 종은 감소한 반면 Proteobacteria 종은 증가하였으

며 이러한 장내 세균총의 변화는 probiotics를 보조적으로 투

여할 경우 항생제 사용군에 비해 변화의 폭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표준 요법에 사용된 clarithromycin과 amox-

icillin 항생제에 대하여 내성을 보이는 균주로 Citrobacter, 

Klebsiella, Psedomonas, Escherichia 4개의 균주가 발견되었

는데, 제균 치료 전에 이들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4개 균주의 

비율은 두 군간에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제균 치료 이후에는 

probiotics 사용군에서 이들 내성을 보이는 균주의 증가 비율

이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제균 치료에 따르는 부작용에서도 

probiotics를 투여한 군에서 상복부 통증, 입맛 변화, 설사 등

의 소화기 관련 부작용과 피부 부작용의 빈도가 적게 나타났

다.44 이러한 결과는 H. pylori 치료로서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장내 세균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생겨 제균 치료의 성공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probiotics를 투여할 

경우 항생제 사용에 따르는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장내 세균 

균주의 증가를 억제하여 설사와 복통 등의 항생제 연관 부작용

을 감소시킴으로서 제균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결    론

Lactobacillus와 S. boulardii의 여러 균주를 대상으로 H. 

pylori 제균 치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이들 

probiotics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H. pylori 제균에 성공

할 수는 없다. 반면 일부 probiotics (L. reuteri와 S. bulardii)

를 표준 치료요법에 보조적으로 추가할 경우 제균율을 높인다

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이중맹검, 무

작위 배정, 다기관, 대조군으로 잘 디자인된 연구들은 없는 실

정이다. 또한 효과가 있는 이들 균주들에 대해 적정 사용용량, 

투여 횟수, 투여 시 식사와의 관계, 투여 기간 등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전향적 다기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REFERENCES

1.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World 

Health Organization. Guideline for the evaluation of probiotics 

in food: report of a joint FAO/WHO Working Group on drafting 

guidelines for the evaluation of probiotics in food. London, 

Ontario, Canada: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2. Sullivan A, Nord CE. Probiotics and gastrointestinal diseases. J 

Intern Med 2005;257:78-92.

3. Gill HS, Guarner F. Probiotics and human health: a clinical 

perspective. Postgrad Med J 2004;80:516-526.

4. Sung JK. Diagnosis and treatment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Korean J Med 2015;89:149-156.

5. Shin WG, Lee SW, Baik GH, et al. Eradication rates of 

Helicobacter pylori in Korea over the past 10 years and correla-

tion of the amount of antibiotics use: nationwide survey. 

Helicobacter 2016;21:266-278. 

6. Tae CH, Shim KN. Current strategies for eradication of 

Helicobacter pylori in Korea.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5;15:222-224.

7. Sherman LA, Savage DC. Lipoteichoic acids in Lactobacillus 

strains that colonize the mouse gastric epithelium. Appl 

Environ Microbiol 1986;52:302-304.

8. Elliott SN, Buret A, McKnight W, Miller MJ, Wallace JL. Bacteria 

rapidly colonize and modulate healing of gastric ulcers in rats. 

Am J Physiol 1998;275:G425-G432.

9. Midolo PD, Lambert JR, Hull R, Luo F, Grayson ML. In vitro in-

hibition of Helicobacter pylori NCTC 11637 by organic acids 

and lactic acid bacteria. J Appl Bacteriol 1995;79:475-479.

10. Lesbros-Pantoflickova D, Corthésy-Theulaz I, Blum AL. 

Helicobacter pylori and probiotics. J Nutr 2007;137(3 Suppl 

2):812S-818S. 

11. Pinchuk IV, Bressollier P, Verneuil B, et al. In vitro an-

ti-Helicobacter pylori activity of the probiotic strain Bacillus 

subtilis 3 is due to secretion of antibiotics. Antimicrob Agents 

Chemother 2001;45:3156-3161.

12. Mukai T, Asasaka T, Sato E, et al. Inhibition of binding of 

Helicobacter pylori to the glycolipid receptors by probiotic 

Lactobacillus reuteri. FEMS Immunol Med Microbiol 2002; 

32:105-110.

13. Sakarya S, Gunay N. Saccharomyces boulardii expresses neu-

raminidase activity selective for α2,3-linked sialic acid that de-

creases Helicobacter pylori adhesion to host cells. APMIS 

2014;122:941-950. 

14. Byrd JC, Yunker CK, Xu QS, Sternberg LR, Bresalier RS. 

Inhibition of gastric mucin synthesis by Helicobacter pylori. 
Gastroenterology 2000;118:1072-1079.

15. Mack DR, Michail S, Wei S, McDougall L, Hollingsworth MA. 

Probiotics inhibit enteropathogenic E. coli adherence in vitro 

by inducing intestinal mucin gene expression. Am J Physiol 

1999;276:G941-G950.

16. Mack DR, Ahrne S, Hyde L, Wei S, Hollingsworth MA. 

Extracellular MUC3 mucin secretion follows adherence of 

Lactobacillus strains to intestinal epithelial cells in vitro. Gut 

2003;52:827-833.

17. Goodwin CS, Mendall MM, Northfield TC.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Lancet 1997;349:265-269.

18. Borruel N, Casellas F, Antolín M, et al. Effects of nonpathogenic 

bacteria on cytokine secretion by human intestinal mucosa. Am 



Ji Won Kim: The Effects of Probiotics on the Treatment of H. pylori Eradication

133

J Gastroenterol 2003;98:865-870.

19. Yang YJ, Chuang CC, Yang HB, Lu CC, Sheu BS. Lactobacillus 

acidophilus ameliorates H. pylori-induced gastric in-

flammation by inactivating the Smad7 and NFκB pathways. 

BMC Microbiol 2012;12:38. 

20. Zhou C, Ma FZ, Deng XJ, Yuan H, Ma HS. Lactobacilli inhibit in-

terleukin-8 production induced by Helicobacter pylori lip-

opolysaccharide-activated Toll-like receptor 4. World J 

Gastroenterol 2008;14:5090-5095.

21. Lee JS, Paek NS, Kwon OS, Hahm KB. Anti-inflammatory ac-

tions of probiotics through activating suppressor of cytokine 

signaling (SOCS) expression and signaling in Helicobacter pylo-
ri infection: a novel mechanism. J Gastroenterol Hepatol 

2010;25:194-202. 

22. Vitiñi E, Alvarez S, Medina M, Medici M, de Budeguer MV, 

Perdigón G. Gut mucosal immunostimulation by lactic acid 

bacteria. Biocell 2000;24:223-232.

23. Bhatia SJ, Kochar N, Abraham P, Nair NG, Mehta AP. 

Lactobacillus acidophilus inhibits growth of Campylobacter 

pylori in vitro. J Clin Microbiol 1989;27:2328-2330.

24. Michetti P, Dorta G, Wiesel PH, et al. Effect of whey-based cul-

ture supernatant of Lactobacillus acidophilus (johnsonii) La1 on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in humans. Digestion 1999;60: 

203-209.

25. Wang KY, Li SN, Liu CS, et al. Effects of ingesting Lactobacillus- 

and Bifidobacterium-containing yogurt in subjects with colon-

ized Helicobacter pylori. Am J Clin Nutr 2004;80:737-741.

26. Gotteland M, Poliak L, Cruchet S, Brunser O. Effect of regular in-

gestion of Saccharomyces boulardii plus inulin or Lactobacillus 

acidophilus LB in children colonized by Helicobacter pylori. 
Acta Paediatr 2005;94:1747-1751.

27. Cruchet S, Obregon MC, Salazar G, Diaz E, Gotteland M. Effect 

of the ingestion of a dietary product containing Lactobacillus 

johnsonii La1 on Helicobacter pylori colonization in children. 

Nutrition 2003;19:716-721.

28. Dore MP, Goni E, Di Mario F. Is there a role for probiotics in 

Helicobacter pylori therapy? Gastroenterol Clin North Am 

2015;44:565-575. 

29. Szajewska H, Horvath A, Piwowarczyk A. Meta-analysis: the ef-

fects of Saccharomyces boulardii supplementation on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rates and side effects during 

treatment. Aliment Pharmacol Ther 2010;32:1069-1079. 

30. Zou J, Dong J, Yu X. Meta-analysis: Lactobacillus containing 

quadruple therapy versus standard triple first-line therapy for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Helicobacter 2009;14:97-107. 

31. Emara MH, Mohamed SY, Abdel-Aziz HR. Lactobacillus reuteri 

in management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in dyspeptic 

patients: a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randomized clin-

ical trial. Therap Adv Gastroenterol 2014;7:4-13. 

32. Shavakhi A, Tabesh E, Yaghoutkar A, et al. The effects of multi-

strain probiotic compound on bismuth-containing quadruple 

therapy for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a randomized place-

bo-controlled triple-blind study. Helicobacter 2013;18:280- 

284. 

33. Navarro-Rodriguez T, Silva FM, Barbuti RC, et al. Association of 

a probiotic to a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regimen does 

not increase efficacy or decreases the adverse effects of the 

treatment: a prospective, randomized, double-blind, place-

bo-controlled study. BMC Gastroenterol 2013;13:56. 

34. Dang Y, Reinhardt JD, Zhou X, Zhang G. The effect of probiotics 

supplementation on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rates and 

side effects during eradication therapy: a meta-analysis. PLoS 

One 2014;9:e111030. 

35. Song MJ, Park DI, Park JH, et al. The effect of probiotics and mu-

coprotective agents on PPI-based triple therapy for eradication 

of Helicobacter pylori. Helicobacter 2010;15:206-213. 

36. Canducci F, Armuzzi A, Cremonini F, et al. A lyophilized and in-

activated culture of Lactobacillus acidophilus increases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rates. Aliment Pharmacol Ther 

2000;14:1625-1629.

37. Sýkora J, Valecková K, Amlerová J, et al. Effects of a specially 

designed fermented milk product containing probiotic 

Lactobacillus casei DN-114 001 and the eradication of H. pylori 
in children: a prospective randomized double-blind study. J 

Clin Gastroenterol 2005;39:692-698.

38. Ojetti V, Bruno G, Ainora ME, et al. Impact of Lactobacillus reu-

teri supplementation on anti-Helicobacter pylori levofloxacin- 

based second-line therapy. Gastroenterol Res Pract 2012; 

2012:740381. 

39. Lionetti E, Miniello VL, Castellaneta SP, et al. Lactobacillus reu-

teri therapy to reduce side-effects during anti-Helicobacter py-
lori treatment in children: a randomized placebo controlled 

trial. Aliment Pharmacol Ther 2006;24:1461-1468. 

40. Francavilla R, Polimeno L, Demichina A, et al. Lactobacillus reu-

teri strain combination in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study. J Clin 

Gastroenterol 2014;48:407-413. 

41. Sheu BS, Wu JJ, Lo CY, et al. Impact of supplement with 

Lactobacillus- and Bifidobacterium-containing yogurt on triple 

therapy for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Aliment Pharmacol 

Ther 2002;16:1669-1675.

42. Goldman CG, Barrado DA, Balcarce N, et al. Effect of a probiotic 

food as an adjuvant to triple therapy for eradication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in children. Nutrition 2006;22: 

984-988. 

43. Lee Y, Chang HC.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Kimchi lac-

tic acid bacteria showing anti-Helicobacter pylori activity. 

Korean J Microbiol Biotechnol 2008;36:106-114.

44. Oh B, Kim BS, Kim JW, et al. The effect of probiotics on gut mi-

crobiota during the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random-

ized controlled trial. Helicobacter 2016;21:165-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