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yright © 2019 Korean College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The Korean Journal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is an Open-Access Journal. All articles ar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VIEW
  ISSN 1738-3331 eISSN 2671-826X, https://doi.org/10.7704/kjhugr.2019.0016

 The Korean Journal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2019;19(4):215-219

내시경 시술 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제균 치료: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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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of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before Endoscopic Resection

Ji Yong Ahn
Department of Gastroenter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Helicobacter pylori (H. pylori) infection can cause gastric dysplasia and cancer via chronic inflammatory changes in the gastric mu-
cosa that may lead to gastric atrophy and intestinal metaplasia. Many epidemiologic studies have demonstrated the prophylactic ef-
fects of H. pylori eradication on gastric cancer, and H. pylori eradication after endoscopic resection of early gastric cancer may pre-
vent the occurrence of metachronous gastric cancer or dysplasia. Despite insufficient data on the effect of H. pylori eradication on 
gastric dysplasia and cancer before endoscopic resection, some studies have shown that H. pylori eradication can induce the re-
gression or slow the progression of some gastric dysplasia. Therefore, eradication therapy before endoscopic resection may be effec-
tive in selected cases of low-grade dysplasia. However, endoscopic resection should be considered as the first-line treatment in 
high-grade dysplasia or early gastric cancer owing to the potential morphologic changes to some dysplasia or cancer that can be in-
curred by the eradication process, which may make it difficult to perform a subsequent endoscopic procedure.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9;19:2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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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는 위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그 외에도 만성 위염 및 소화성 궤양 등의 

발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람 음성 나선형 균으로, 전 세계인

의 절반 정도가 감염되어 있다.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anization)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1994년 이러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를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발표하였다.2 최근에 시행한 대한상

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의 전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헬리코

박터 파일로리의 유병률은 51.0%로, 특히 40세 이상에서는 50% 

이상의 유병률을 보였다.3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위암을 일으키는 기전은 Correa 

가설에 의하여 다음의 과정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후 위점막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만성 위축성 위염

이 발생하고, 이후 장상피화생, 이형성증 그리고 위선암을 일으키

는 순차적인 과정이 진행된다.4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들에서 헬리

코박터 파일로리를 제거하는 것이 위암 예방에 효과적임이 증명

되고 있고, 여러 가이드라인들에서는 위암 예방을 위하여 헬리코

박터 파일로리를 제거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5-8

조기 위암 환자에서 내시경 절제 후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이시성 위암을 예방하는지에 관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 제균 치료를 하는 경우에 이시성 위암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이 보고되었고,9 실제 임상에서도 

조기 위암이나 위선종으로 내시경 절제술 시행 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는 경우 많은 병원에서 제균 치료를 시행하

고 있다. 그렇다면 조기 위암이나 위선종에서 내시경을 시행하

기 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고,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본 원고에서는 조기 

위암이나 위선종이 진단된 환자들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

염이 확인된 경우, 내시경 절제술 등의 치료 전 헬리코박터 파

일로리 제균 치료를 시행한 경우, 임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득과 실에 대하여 이전에 보고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알아보고

자 한다.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7704/kjhugr.2019.0016&domain=pdf&date_stamp=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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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발암 기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위점막에서 위암을 일으키는 기전은 

세균 독성인자, 숙주인자, 환경인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감염 시 방출

되는 다양한 독성인자들은 숙주세포 내의 신호 기전을 방해하

고 종양으로의 형질 전환에 대한 역치를 낮추게 된다. 이 중에

서 특히 cytotoxin-associated gene A와 vaculoating cyto-

toxin A는 주된 독성인자들로, 위암의 전구 병변인 위축성 위

염과 장상피화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3 이 외에

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에 대한 개개인의 염증 반응은 유

전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고염

식, 흡연 등의 환경적 요인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 관련된 위

암의 발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2.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시 위점막의 변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을 동반한 위축성 위염에서 제균 

치료 후 위점막의 위축도가 호전되었고, 장상피화생으로의 진

행을 예방할 수 있었으며,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위암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일본의 헬리코

박터 파일로리 진료지침과 Maastricht 지침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시에 제균 치료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14 많은 

연구들에서 이른바 ‘point of no return’ 시점이 지난 장상피화

생이 있는 위점막의 경우에는 제균 치료 후 위점막의 조직학적

인 호전이 드물다고 보고되고 있다.15,16 따라서 헬리코박터 파

일로리 제균 치료는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지만, 이미 장상피화생이 진행된 경우에는 위암 예방의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무작위 전

향 연구에서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는 장상피화생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위암의 예방 효과가 있었으나, 장상피화생

이 진행된 위점막이 있는 군에서는 위암 예방 효과가 없었다.17 

하지만 실제 내시경 검사에서 초기 장상피화생의 경우 관찰 및 

진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을 각각 구

분하여 진행한 이전 연구들에서는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 발표된 국립암센터의 연구에서는 194명의 헬리코박

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군과 202명의 위약군을 장기간(중앙값 

5.9년) 위약 대조군 전향적 무작위 배정을 하여 관찰하였다.8 

이 연구의 결과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후 제균이 

된 경우 이시성 위암의 발생이 hazard ratio (HR) 0.032 (95% 

CI: 0.15~0.66)로 나와 이시성 위암을 약 70%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위체부의 위축성 위염은 치료 후 3년 

정도 관찰한 결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를 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약 3배 정도 호전되는 비율이 높음을 보고하

였다.8

3. 내시경 절제술 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효과

조기 위암에서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한 후에도 많은 수의 환

자에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같은 비정상적인 위점막 조

직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시성 위암의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이러한 이시

성 위암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에서 

내시경 절제술 후 예방적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이시성 위암의 발생을 줄인다는 결과들을 보고하였고,18,19 최근

의 메타분석들에서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를 하는 

경우에 이시성 위암의 발생 위험에 대한 relative risk가 0.467 

(95% CI: 0.362~0.602, P<0.001), odds ratio가 0.46 (95% 

CI: 0.39~0.55)으로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9,20

4. 내시경 절제술 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효과

저도 선종의 10~30%, 고도 선종의 80% 이상에서 위선암으

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24 위암의 전구 병변인 위선

종이나 조기 위암에서 내시경 절제술 등의 치료 전에 제균 치

료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관찰한 몇몇 연구들이 일본에

서 보고되었다.

1999년 연구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에 성공

한 30개의 위선종을 중앙값 21개월간 경과 관찰하였을 때, 

23%인 7개 병변은 크기가 줄고, 10%인 3개 병변에서는 내시경 

소견상 관해가 관찰되었으나 조직학적으로는 남아 있었다.25 이 

연구에서는 위선종을 제균 치료 후 경과 관찰 시, 약 1/3에서 

크기가 줄거나 내시경 검사 시 보이지는 않지만 조직학적으로

는 선종이 남아 있었다. 결국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를 

하였을 때, 선종은 완전 관해가 되어 없어지기보다는 점막의 

변화로 인한 내시경에서 위음성 소견을 보일 수 있음을 보고하

였다.

64명의 위선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

로리 제균 치료에 성공한 32개의 위선종을 2년 동안 경과 관찰

하였을 때 위암으로의 진행은 없었고, 제균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들에서는 12.5%에 위암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를 보여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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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the Previous Studies Published on the Effectiveness of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before Treatments

Author Year
Number of 

eradicated lesions
Mean age 
(years)

Sex ratio 
(M/F)

Histologic grade
(adenoma/carcinoma)

Endoscopically 
decreased or regression

Complete 
regression

Follow-up 
period

Gotoda et al.25 1999 30 64.9 20/10 30/0 7/30 (23.3%) 0% 14 months

Ito et al.27 2005 33 69.8 19/10a 12/21 11/33 (33%)  - 33.9 days

Suzuki et al.30 2015 27 63.7 16/11 27/0 12/27 (44.4%) 25.9% 91.9 months

M, male; F, female.
aThirty three lesions of 29 patients were studied.

A  B  C  D

 E  F  G  H

Fig. 1. Endoscopic features of the gastric adenoma at pre- (A~D) and post-eradication therapy (E~H). Tumor has become flattened and indistinct
after eradication therapy. Adapted from the article of Ito et al. Aliment Pharmacol Ther 2005;21:559-566, with permission.27

다.26 이 연구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위선종의 

진행을 억제하는 기전에 대한 가설로는 제균 치료 시 암으로의 

진행에 관여하는 점막 사이토카인들의 생성이 감소하여 위선종

에서 위암으로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005년 보고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조기 위암이나 위선종으

로 진단된 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를 성공한 29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균 치료 후 약 한 달 뒤, 내시경 절제술 

시행 전 추적 내시경을 하여 육안적,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였

다.27 29명 33개의 병변 중 11개의 병변(33%)에서 제균 치료 

성공 후 병변이 편평해지고 희미해졌으며, 이 중 8개의 병변에

서는 내시경 절제술 후 조직검사 결과 종양을 덮고 있는 원주 

상피조직이 정상 모양으로 관찰되었다(Fig. 1). 저자들은 이러

한 변화가 위 상피세포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헬리코박터 파

일로리가 제균되면서 위 상피세포가 정상 모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특히 융기된 병변의 모양은 편평해지지만 

함몰된 병변에서는 변화가 없음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선종의 위쪽으로의 성장에 관

여할 것이라는 가설과 제균 치료 후 위축성 위염이 호전되면서 

위산 분비가 정상적으로 증가하면서 세포가 정상화된다는 가설

을 제시하였다.28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없으면 위암 세

포에서 분비되는 Ki-67이 줄어들어 제균 치료 시 위암의 성장

을 늦출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29 이러한 결과들로 인하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를 시행한 환자들에서는 종양의 

모양이 내시경적으로 발견하기 어렵게 변하고, 결국 내시경적 

진단률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가장 최근 Helicobacter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위선종으로 

진단 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에 성공한 27명의 환자

를 장기 추적 관찰하였을 때, 12명(44.4%)에서 선종의 육안적 

퇴행이 관찰되었으며, 그중 7명(25.9%)은 평균 19.9개월에 선

종이 육안적, 조직학적으로 완전히 퇴행되었다.30 제균 치료된 

환자의 위선종 중 22.2%는 선종이 점차 진행을 하였으며, 그중 

6개의 선종은 제균 치료에도 불구하고 악성 변화가 일어났으나 

이는 처음 진단에서 평균 82.7개월 후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

과들은 제균 치료가 위점막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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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며, 위산을 포함하는 위장관 호르몬의 

분비를 정상적으로 유도하고, 위 세포의 활발한 증식을 지연시

켜 선종의 퇴행을 일으키거나 천천히 진행을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위선종에서 헬리코박터 파

일로리 제균 치료에 성공한 경우 약 1/4에서는 완전 관해가 되

고, 관해가 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경우에도 진행 속도가 느리

기 때문에 추적 관찰 중 발견되면 내시경 절제술이 가능하므로 

일부 위선종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후 경과 관

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결 론

지금까지 연구들의 결과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시 약 20개월 후 일부 선종은 완전 퇴행을 보였으며, 비록 선종

의 완전 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균 치료가 선종의 

악성화 진행을 억제하여 진행 속도의 감소를 일으킴(약 2~7년 

후 악성화)을 보여주었다(Table 1).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크기가 작은 저도 선종, 고령의 환자, 내시경 절제술의 위험군 

등 일부의 선종 환자들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를 

내시경 절제술 전 시행하고, 최소 2년 간격으로 내시경적 추적 

관찰을 하여 내시경 치료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치료법 중 하

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3/4 이상의 위선종들

은 제균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행을 하기 때문에 추적 관

찰이 힘든 경우나 크기가 큰 선종 등에서는 내시경 절제술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도 선종이나 조기 위암

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후 경과 관찰을 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매우 적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후 오히려 병변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

하면 제균 치료 전에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하고, 내시경 절제술 

후 제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고

도 선종이나 조기 위암 환자들 중 출혈 위험성, 기저 질환 등으

로 내시경 또는 수술적 절제술이 어려운 경우 헬리코박터 파일

로리 제균 치료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

이 진행된다면 환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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