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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 음성 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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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Helicobacter pylori-negative Gastric Cancer

Jin Seok Jang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Dong-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Although Helicobacter pylori is considered the main etiological factor in gastric cancer, at least 5.4% of gastric cancer cases in South 
Korean patients are H. pylori-negative. However, false-negative H. pylori results should be considered. The definitions of H. pylori
status in patients with atrophic gastritis but negative tests for H. pylori are variable. Inaccurate H. pylori detection systems can in-
terfere with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Even when H. pylori has been eradicated, gastric atrophy and intestinal metaplasia result-
ing from long-term colonization can occur.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who frequently have 
advanced gastric atrophy and intestinal metaplasia, have had previous H. pylori infection based on invasive tests. In addition, H. 
pylori-negative gastric cancers present with a more advanced pT classification and a more advanced stage than H. pylori-positive 
gastric cancers. Negative H. pylori status appears to be an indicator of poor prognosis in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and is in-
dependent of other well-known clinical and pathologic prognostic variables.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7;17:
1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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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난 50년간 대부분의 나라에서 위암 발생률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계속적인 노력에 의해 연간 위암 발생률이 2% 

가량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환자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위

암의 발생률이 올라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알려진 바

와 같이 위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Helicobacter pylori 

감염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12개의 전향적 메타분석에 따르면, H. 

pylori 감염과 위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를 2.4 (95% confidence 

interval, 2.0∼2.8)로 보고하고 있다.1 1994년에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H. pylori를 group 1 

carcinogen으로 규정하였고, 2009년에 여러 권위 있는 실험적, 

역학적 연구 및 분석으로 이를 확정하였다.2,3 임상적으로 H. 

pylori 제균을 통한 위암 발생의 예방효과는 70%에 이르고 있

으나,4-6 상당히 다양한 임상 양상을 가진 위암의 특성상 약 

30%에서는 위암이 H. pylori 와 연관성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7 

H. pylori 이외에 지정학적 특징, 생활 습관, 나이트레이트가 포

함된 고염식이, 유전학적인 특징 등이 위암 발생과 연관이 있

고, Epstein-Barr 바이러스 감염 또한 위암 발생과 관련이 있

다.8 이전 보고에 따르면 전체 위암 환자 중 H. pylori-negative 

gastric cancer (HPNGC)의 비율은 0.66∼24.6%로 다양하지만, 

H. pylori-positive gastric cancer (HPPGC)와는 구별되는 

HPNGC의 임상병리학적 및 예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론의 여

지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HPNGC와 구별되는 HPNGC의 임

상, 병리학적인 특징 및 예후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론

몇몇 보고에 의하면 HPNGC는 HPPGC와 다르게 근위부에 

위치, 보다 미만성 조직학적 특징이 많고, 젊은 나이에 발병하

는 경향이 있다.9-11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를 보이

지는 않는데, 이는 나라마다 H. pylori 유병률의 차이가 있어서 

생긴 결과로 생각된다.12-14 또 다른 요인으로 위축성 위염이 심

하게 존재하는 경우 혈청학적 검사, 조직검사, 요소호기검사 및 

세균배양에서 위음성 소견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위

축성 위염이 존재하는 상태를 배제하고, 정확한 HPNGC를 정

의하기 위해서는 혈청 pepsinogen (PG)을 측정하여 위축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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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dictive Factors for Overall Survival in Multivariate Cox Proportional-Hazard Analysis in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Prognostic factor
Model 1 (n=567) Model 2 (n=567) Model 3 (n=510)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Age 1.01 (1.00∼1.02) ＜0.001 1.01 (1.00∼1.02) ＜0.001 1.01 (1.00∼1.02) ＜0.001
Negative Helicobacter pylori status 1.34 (1.04∼1.71) 0.019 1.19 (0.95∼1.50) 0.12 1.28 (0.98∼1.67) 0.06
Diffuse histologic type 1.19 (1.03∼1.36) 0.013 1.19 (1.04∼1.37) 0.011 1.15 (0.99∼1.33) 0.06
Proximal tumor location 1.32 (1.00∼1.73) 0.044 1.34 (1.03∼1.76) 0.033 1.28 (0.95∼1.72) 0.09
Invasive depth (T3/4 vs. T1/2) 4.02 (2.39∼6.76) ＜0.001 4.05 (2.41∼6.82) ＜0.001 4.19 (2.42∼7.24) ＜0.001
Nodal metastasis (N1/2/3 vs. N0) 2.98 (2.08∼4.25) ＜0.001 2.92 (2.05∼4.16) ＜0.001 3.10 (2.13∼4.51) ＜0.001
Non-curative resection 2.59 (2.05∼3.27) ＜0.001 2.54 (2.01∼3.21) ＜0.001 2.61 (2.03∼3.35) ＜0.001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2. Predictive Factors for Overall Survival in Multivariate Cox 
Proportional-Hazard Analysis of Patients with Stage I, II, or III 
Gastric Cancer

Prognostic factor
Hazard ratio 

(95% CI)
P value

Age 1.01 (1.01∼1.03) ＜0.001
Negative Helicobacter pylori status 1.62 (1.05∼2.51) 0.026
Diffuse histologic type 4.29 (2.46∼7.46) <0.001
Proximal tumor location 3.03 (2.05∼4.46) <0.001
Invasive depth (T3/4 vs. T1/2) 1.12 (0.85∼1.49) 0.007
Nodal metastasis (N1/2/3 vs. N0) 1.76 (1.16∼2.67) 0.002
Non-curative resection 2.14 (1.32∼3.45) ＜0.001

CI, confidence interval.

염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혈청학적 검사로, H. py-

lori 감염의 증거 없이, 혈청 PG I ＜70 ng/dL, 그리고 PG I/II 

ratio ＜3.0인 경우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 할 수 있다. Tsai 등15

은 567명 위암 환자 중 Kaplan-Meier 생존분석을 통해 

HPPGC 환자의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은 35.8%, 

HPNGC 환자의 전체 생존율은 24.0%로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

였고(log-rank test, P=0.035), 무재발생존율(relapse-free sur-

vival)은 각각 52.6%, 48.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og-rank test, P=0.43). 환자의 예후와 관련해서, 3가지 모델

로 나누어 분석을 하면, 모델 1은 H. pylori에 대한 혈청학적 

및 조직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타난 환자군 중 위축성 위염

이 동반된 경우, 이전 H. pylori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

여 HPPGC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H. pylori 음성 상태가 불

량한 예후를 시사하고, 환자의 나이, 임파선 전이, 불완전 절제, 

근위부 위치, 그리고, 미만형 조직형태가 불량한 예후를 시사하

는 독립인자로 나타났다. 모델 2는 상기 환자군을 HPNGC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H. pylori 음성 상태가 예후에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Table 1).15 특히, 병기가 1, 2, 3기인 경우 모델 1

에서 H. pylori 음성 상태가 독립적인 불량한 예후인자임을 확

인할 수 있다(hazard ratio, 1.62; 95% confidence interval, 

1.05∼2.51; P=0.026) (Table 2).15 

이미 많은 연구에서 HPPGC와 구별되는 HPNGC의 특징으

로 1) 근위부에 종양 위치, 2) 미만형 조직형태, 3) 젊은 나이에 

발병, 4) 4기 암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HPNGC는 전체 위암 중 10∼40%를 차지하고 있는데16,17 H. 

pylori 존재에 대한 정의의 차이 및 유병률의 차이가 결과의 상

이함을 보여준다. 서양에서는 H. pylori의 유병률이 낮기 때문

에, HPNGC 비중은 13.8∼24.6%로 비교적 높다.18 위축성 위

염을 가지면서 H. pylori 검사가 음성인 경우는 과거 감염으로 

분류를 해서 HPNGC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연

구19에서는 보통 HPNGC에서 미만형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

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장형 위암은 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선종에서 암으로의 진행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20 

H. pylori 음성이면서 위축성 위염을 가진 환자에서 나이가 들

면서 장형 위암이 발생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Lee 등17은 고령

의 환자에서 발생한 위암에서 4기암이 많은 경향이 있다는 보

고를 한 바가 있고, 위축성 위염을 가지면서 H. pylori 검사는 

음성을 보이는 위암은 HPPGC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위 분문부에서 발생한 위암의 경우는 식도선암과 유

사하게 역류에서 기인하는 장상피 화생 변화에서 암이 발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H. pylori 감염과 독립적으로 위암 

발생요인인 고염식이, 대사작용, 흡연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21 

Kwak 등22은 HPNGC 환자에서 더 많은 원격전이를 보인다

고 하였고(9.3% vs. 1.2%, P=0.003), 또 다른 보고에서는 비A

형 혈액형이 우세한 것으로 보고 하였는데, A형 혈액형을 가진 

환자에서 위축성 위염의 발생이 증가하였고, 결과적으로 

HPPGC로 진행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23,24

H. pylori의 존재 여부가 위암에서 독립적인 예후인자인지에 

대한 논쟁은 이미 많은 보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존재

에 대한 정의의 차이, 상대적으로 작은 샘플수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혈청 PG를 측정하여 H. pylori 음성이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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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불량한 예후인자라는 것을 보이기도 한다. 각기 다른 위암

의 병기에서 H. pylori 존재 여부가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서는 보고자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Meimarakis 등11은 H. pylori 음성에 따른 예후변화가 조기위

암에서는 두드러지지만, 진행성 암에서는 변화가 적었다고 하

였다(hazard ratio, 2.00; confidence interval, 1.22±3.27; 

P=0.0057). 다른 보고25에서는 조기암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진행성 암에서도 H. pylori 음성인 경우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

성이 낮고, 그것이 예후에 영향을 미쳤다. 

HPNGC 환자에서 HPPGC 환자보다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것은 HPNGC에서 더욱 공격적인 생물학적 경과를 보이고, 젊

은 환자에서 de novo 경로를 통해 미만형 위암이 더 많이 생

김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cadherin이나 genetic mi-

crosatellite instability와 같은 유전적인 혹은 후생적인 변화가 

국소적인 원격전이와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6,27 그리고 

혈관 기저막의 구조적 변경을 유발하는 matrix metal-

loproteinases는 암의 침습 및 전이에 관여한다.28 종양세포가 

만들어내는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와 같은 혈관

형성인자는 전이와 연관된 신생혈관의 형성에 관여한다.29 이런 

다양한 인자들 역시 HPNGC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발병기전에 대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HPNGC는 HPPGC와 비교할 때 미만형 위암이 많고, 젊은 

나이에 발병하며, 근위부 암이 많고, 4기 암이 많아서 불량한 

예후를 보이게 된다. 하지만 진정한 H. pylori 음성의 정의는 

위축성 위염의 여부, 혈청 PG의 활용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세

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추후 위암의 전이 

및 혈관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적 혹은 후생적 요인과 HPNGC와

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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