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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 최근 연구의 흐름

김흥업
제주 학교 의학 문 학원 내과학교실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Therapy - Recent Trend in Research

Heung Up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eju, Korea

It is well known that Helicobacter pylori (H. pylori) can cause peptic ulcer,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 atrophic 
gastritis, intestinal metaplasia, and ultimately, gastric cancer. Various studies have proven that H. pylori, which attaches to the gas-
tric mucosa, is the cause of gastric cancer and can be eradicated using appropriate antibiotics. Since 2013, Japan has been carrying 
out national-led eradication treatment of H. pylori for the whole population. However, as drug exposure increases, the resistance 
rate to some antibiotics increases, and the pattern of antibiotic resistance varies from region to region.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ized antimicrobial therapies has become important since antibiotic resistance to H. pylori eradication is a problem 
worldwide. To help overcome this, remedies such as selection of antibiotics through susceptibility testing, selection of empirical 
treatment combinations appropriate for the region, dual therapy with high doses of amoxicillin, and the use of rifabutin or sita-
floxacin with low antibiotic resistance have been studied. 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has been reported to be more potent 
in inhibiting acid secretion than proton pump inhibitor, and its role in H. pylori eradication is expected. Drug formulations and regi-
mens that are easy to take are being developed to increase compliance. New treatments such as spraying antibiotics directly to the 
gastric mucosa are being developed and studied.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20;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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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소화성 

궤양, 점막관련림프조직 림프종의 원인이 되며, 궁극적으로 위

암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하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위암의 원인이라는 것이 증명되

었기에 2013년부터 일본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주도

의 제균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한 제

균 치료가 빈번해지고 약제 노출이 많아지면서 일부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항생제 내성의 

양상이 달라 해당 지역별로 개별화한 제균 요법의 개발이 점차 

중요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처방의 조합이나 신약 개발의 요구

가 증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의 변화된 동향과 새롭게 추가된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본 론

1. 기존 제균 치료 조합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제균 요법은 몇 가지로 거의 통일되

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1 가장 대표적인 치료의 조합은 표준삼제

요법(standard triple therapy, STT)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

본적인 1차 치료법이고 최근까지 국내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다. 양성자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PPI], 

standard dose b.i.d.)에 amoxicillin (AMX, 1 g b.i.d.), clari-

thromycin (CLR, 500 mg b.i.d.)을 추가하여 7~14일 투여하는 

조합이나 점차 CLR 내성의 증가로 제균 실패율이 높아지고 있

다. Bismuth (BMT) 포함 사제요법은 PPI+BMT+tetracycline 

(TTC, 500 mg qid)+metronidazole (MNZ, 500 mg tid)의 조합

을 7~14일 투여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서 2차 치료법으로 인정하는 치료법이다. 순차요법(sequential 

therapy)은 총 10일간의 투약 중 첫 5일을 PPI+AMX 투약 

후 다음 5일간 PPI+CLR+MNZ을 투여하는 법이다. BMT 불포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7704/kjhugr.2019.0051&domain=pdf&date_stamp=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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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ime table of drug administration in non-bismuth-based 
quadruple therapy protocols. PPI, proton pump inhibitor; AMX, 
amoxicillin; CLR, clarithromycin; MNZ, metronidazole.

함 사제요법은 동시요법(concomitant therapy)이라고도 하며 

PPI+CLR+AMX+MNZ로 10~14일 투약하는 방법이다. 혼합요

법(hybrid therapy)은 첫 7일간 PPI+AMX를 투여하고 후반 7일

간 PPI+AMX+CLR+MNZ을 투여하는 방법이다. 역혼합요

법(reverse hybrid therapy)은 CLR+MNZ의 투여 시점을 

전반 7일로 옮긴 방법이다(Fig. 1). 난치성 상황에서 구제 요법으

로는 levofloxacin (LFX, 500 mg b.i.d.) 기반 삼제요법으로 

PPI+AMX+LFX를 10일간 투여하거나 rifabutine (RFB, 150 mg 

b.i.d.) 기반 삼제요법으로 PPI+AMX+RFB를 10~14일 투여한다. 

각각의 특성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1,2 STT의 가장 큰 단점이 

CLR 내성 증가에 따른 제균율 감소인데,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도 

CLR 내성이 15~20%를 넘을 경우 1차 치료로 STT 대신 BMT 

기반 사제요법을 권고하고 있다.3 BMT 기반 사제요법은 MNZ 

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현재까지 제균율 감소세는 뚜

렷하지 않고 치료 기간을 1주로 할지 2주가 더 좋을지에 대

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순차요법은 STT의 제균

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0년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방법

으로, 전반부에 AMX+PPI 투여로 균주의 수가 줄고 병독성이 낮

은 알균 유사형(coccoid form)으로 바뀌면 후반부의 macro-

lide+imidazole+PPI 삼제요법 치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

다.4-6 이후로 점차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졌는데, 전·후반에 투여

되는 약제가 상이하여 순응도 저하가 우려되고, CLR과 MNZ을 

동시에 사용하므로 제균에 실패한 경우 2차 치료 약제 선택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3 그리고 순차요법의 높았던 제균율

이 순차적인 약물 투여 때문인지 아니면 삼제요법에 포함되지 않

은 MNZ 추가 때문인지 불명확하다는 비판에 따라 동시요법이 

제안되었다.7 제균율을 평가할 때 intention-to-treat (ITT) 방식

과 per-protocol (PP) 방식으로 나누어서 비교하는데, 그간 국

내에는 동시요법이나 순차요법이 STT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알려졌으나 최근 보고된 국내 다기관 무작위 대조군 연구

에서 1차 치료로 기존 STT 1주 치료보다는 10일 동시요법(동시

요법 81% vs. STT 64% by ITT; 동시요법 91% vs. STT 71% 

by PP)과 10일 순차요법(순차요법 76% vs. STT 64% by ITT; 

순차요법 85% vs. STT 71% by PP)이 더 효과적이었고, 3가지 

치료군에서 순응도나 심각한 부작용의 차이는 없었다.8

2. 항생제 감수성 검사에 기반한 치료

최근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의 주력 

항생제인 CLR, MNZ, LFX의 항생제 내성률이 심각하게 상승하

였고, 국내의 내성률 상승도 두드러져 CLR 10~20%, MNZ 

31~50%, LFX 21~30%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MNZ과 LFX은 일본보다도 높은 내성률을 보였다.9 급격히 상

승하는 항생제 내성률에 대하여 해당 균주에 대한 항생제 내성 

검사를 시행하여 적극적으로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한 후 치료

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대처법이며, 특히 1, 2차 치

료에 실패한 경우라면 3차 치료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

생제 감수성 검사에 기반한 치료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항

생제 내성률이 높은 지역에서 2회 이상 제균에 실패한 후 항생

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는 것보다 1차 치료 전 감수성 검사를 

하는 것이 이점이 더 크다고 알려졌다.2

한 국내 연구에서는 1차 치료에서 배양검사를 토대로 제균 

약제를 선정한 경우가 10일간의 경험적 순차요법보다 제균율이 

높았다.10 여러 차례 제균에 실패한 경우도 배양을 통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후 제균을 시도하여 60%의 성공을 거두었다.11 헬

리코박터 파일로리는 배양이 까다로운데, 비교적 숙련된 인력

을 보유한 센터 내에서도 배양 성공률이 72%였고, 이를 토대로 

한 제균 성공률도 44%에 그쳤다.12 더욱이 자체 배양 여건이 

없는 대부분의 병원은 검체 이송과 조직 처리 과정의 오류로 

추가적인 배양 성공률 저하가 예상된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를 직접 배양하는 것이 어려워 항생제 내성에 대한 분자생물학

적 검사들이 개발되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유전자의 점돌

연변이는 항생제 내성과 관련이 있는데, macrolide, MNZ, 

quinolones, rifampins, AMX, TTC의 내성과 관련된 유전자는 

각각 23S rRNA, rdxA & frxA, gyrA, rpoB, plp1, 16S rRNA

라고 알려져 있다.13 이를 분자생물학적 기법으로 검사하면 해

당 항생제의 내성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23S rRNA의 

점돌연변이 여부로 CLR 내성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위 조직

의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기반으로 검사를 하였을 

때 표현형과의 일치율이 95%에 달하였다.14 CLR과 더불어 내

성이 많은 LFX의 내성은 gyrA의 점돌연변이와 관련이 있었

다.15 최근에는 포르말린 처리 후 파라핀 매몰된 조직의 헬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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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터 파일로리 DNA에 대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으로 23S 

rRNA, gyrA, 16S rRNA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검출하는 기법이 

미국 오하이오 코호트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는데, 23S rRNA에

서 빈번한 점돌연변이 위치는 A2142G 또는 A2413G였고, 제

균 실패군의 88%와 제균 성공군의 10%에서 이곳에 점돌연변

이가 발견되었다(P<0.001).16 gyrA 유전자에서는 N87T 또는 

N87I, 16S rRNA 유전자에서는 A928C, A926G가 빈번한 돌연

변이 위치였다. 제균 효과와의 비교에서 한 가지 유전자 돌연변

이가 있을 때의 제균 실패율은 18.5%인데 두 가지 이상의 유전

자 돌연변이가 있을 때의 제균 실패는 69%에 달하여 돌연변이 

유전자가 많을수록 치료 실패가 많았다.16 국내 연구에서도 23S 

rRNA의 점돌연변이에 대한 중합효소연쇄반응에 소요되는 비용

이 환자당 4달러 이하로 경험적 치료보다 가격-효과 면에서 이

점이 있었다.17

일부 부정적인 결과도 있는데, 독일에서 CLR과 LFX에 대한 

감수성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후 제균율이 68%에 불과하였

고,18 중국과 대만의 연구에서는 감수성 기반 치료와 경험적 치

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19,20 효과적인 경험적 치

료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항생제 내성 통계를 반영하고 해당 

환자의 항생제 사용력을 고려하여 개별화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면 경험적 치료는 가격과 

환자 선호도 면에서 아직도 유효한 치료법이다.20

3. 표준삼제요법

CLR 내성이 증가하면서 STT의 제균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

으나 2017년 Maastricht V 합의에 따르면 CLR 내성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아직도 표준 치료로 인정받고 있다.21 투약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는데, 터키에서 있었던 2개의 메타

분석에서는 STT를 7일에서 14일로 증가시켜도 제균율에 별 차

이가 없었으나22 말레이시아의 연구에서는 STT 7일, STT+BMT 

7일, STT 14일 치료에서 투약 기간에 따라 제균율이 향상되었

고 BMT 추가는 큰 효과가 없었다.23

4. 비BMT 기반 치료

최근 대규모 메타분석에서 5~10일 동시요법은 5~10일 STT

에 비하여 우월하였으나 14일 STT보다는 우월하지 않았다.24 

스페인에서 있었던 전향적 단면 분석 연구에서는 동시요법의 

제균율은 98%로 BMT 기반 사제요법의 제균율(94%)과 유사

하였다.25 순차요법은 CLR과 MNZ에 감수성이 있는 균주에서 

10일 순차요법의 제균율이 97%, MNZ 내성 균주에서는 96%, 

CLR 내성 균주에서는 93% 그리고 CLR과 MNZ 동시 내성 균

주에서도 83%의 제균율을 보여주었다.26 혼합요법은 동시요법

과 순차요법의 장점을 모아 치료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나 

합병증이 많고 복약 순응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후 

연구에서 2주간의 순차요법과 혼합요법의 차이가 없다고 알려

졌다. 혼합요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역혼합

요법이 개발되었는데, 대만에서 시행한 역혼합요법은 14일 BMT 

기반 사제요법과 동일한 효과를 보여주었다.27 한 메타분석 연

구에서는 CLR 내성이 낮은(<15%) 지역에서는 혼합요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내성이 높은(>15%) 지역에서는 순차요법의 제균율

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28

5. BMT 기반 치료

BMT는 부작용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제균 치료에 긍정적

인 효과가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부착을 저해하고 효소

와 ATP 생성을 억제하는 등 기존 항생제와는 다른 방법으로 

제균 효과를 나타내며, 아직 내성 보고가 없고 항생제 병용 시 

상승 작용이 있어 MNZ이나 CLR 내성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항생제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29

BMT의 상승 작용에 대한 연구로, 1차 치료에서 BMT를 추가

하였을 때의 제균율은 유럽과 중국에서 공히 88%였다.30,31 BMT 

기반 사제요법의 문제는 복약 방법이 대단히 까다롭다는 것이다. 

최근 BMT와 2개의 항생제를 합쳐 단일제형(three-in-one) 캡슐

을 이용한 연구가 중국과 이탈리아에서 있었는데, 중국에서 보고

한 제균율은 86~87%였고,32 STT의 PPI 용량을 줄이고 BMT를 

추가한 경우에도 제균율의 차이가 없었다.33 페니실린 알레르기

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PPI+CLR+MNZ 삼제요법군보다 BMT

를 추가한 군에서 제균율이 유의하게 상승하였고(ITT 64% vs. 

85%; PP 70% vs. 96%), BMT 추가 시 CLR 내성군과 MNZ 내성

군의 제균율을 모두 향상시켰다.34

이탈리아에서 단일제형 캡슐을 이용한 BMT 사제요법의 제

균율(ITT)은 1차 치료 91%, 2차 치료 88%, 3차 치료 92%였고, 

부작용은 32%였으며 6%만 중도 탈락하였다.35 이와 유사한 연

구가 스페인에서도 있었는데 제균율이 1차 치료 78%, 2차 치

료 85%, 3차 치료 61%였다.36

10일간의 단일제형 캡슐을 이용한 BMT 사제요법에 대한 메

타분석에서 PPI 용량, CLR이나 MNZ 내성, 과거 CLR 사용 여

부에 관계없이 1차와 2차 제균율이 모두 90%에 달하였다.37 국

내 메타분석에서는 1차 치료에 BMT를 포함한 경우 제균율(PP)

이 86%였고 BMT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와의 전체적인 교차비

(OR)가 1.83이었으며 무작위 대조군 연구만 모았을 때는 2.81

이었다.38 CLR 기반 14일 BMT 사제요법에서 CLR을 절반만 사

용하였을 때도 제균율이 차이가 나지 않았고,39 국내의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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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2차 치료로 moxifloxacin 기반의 14일 치료보다 7일간

의 BMT 기반 치료의 제균율이 더 높았다(74% vs. 94%).40 

BMT 기반 사제요법에서 LFX 500 mg q.d.와 200 mg b.i.d.는 

제균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41

6. 이제요법

CLR과 LFX에 대한 내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AMX과 

TTC에 대한 1차 내성은 전 지역에 걸쳐 낮게 유지되고 있다.2 

PPI와 AMX 이제요법은 20년 전까지는 사용되었으나 CLR 도

입 후 빠르게 삼제요법으로 대체되었다가 CLR 내성이 증가하

면서 이제요법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되었다. 고용량의 기준은 

AMX을 하루 2 g 이상 투여하여 최저 약물 농도를 높이는 것으

로 보통 1 g tid 또는 750 mg qid 형태로 투여하며, 중국과 대

만 등의 보고에서는 BMT 기반 사제요법이나 동시 치료의 제균

율에 필적하는 성적을 보여주었다.42-44 고용량 AMX은 다른 치

료 조합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고전적인 BMT 기반 사제요법

에서 TTC 대신에 고용량 AMX (3 g/day)을 사용한 결과 제균

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부작용도 적었다.45 또 RFB 삼제요법에

서 고용량 AMX을 사용하고 RFB을 절반 용량으로 낮추어도 높

은 제균율을 보였다.46

7. 기타 항생제

항생제 내성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아

직 AMX, TTC, RFB, sitafloxacin에 대한 내성은 드물기 때문

에 항생제 내성이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는 이런 약제의 조합을 

사용해볼 수 있다. RFB은 백혈구 감소증 우려가 있는 약제이나 

이탈리아에서 1회 이상의 제균 실패의 경험이 있고 CLR, 

MNZ, LFX에 3중 내성이 있는 균주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AMX 1 g tid, esomeprazole 40 mg b.i.d., RFB 150 mg q.d. 

(half dose)로 12일 치료를 시행한 결과 높은 제균율을 보여주

었고(ITT 83%, PP 89%),46 1, 2차 제균에 실패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RFB 기반 치료를 한 결과 제균율이 71%였

다.47 SFX도 항생제 내성이 매우 적은 약제로, 일본에서는 3차 

구제 요법에 사용하고 있다.48

미국에서는 furazolidone 성분의 약제가 발암성과 약물 상호

작용 문제로 사용할 수 없으나 중국이나 제3세계 국가 등에서

는 아직 사용되고 있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49,50 최근 

연구 중인 신약으로는 intervenolin 유도체로 헬리코박터 파일

로리 요소효소에 대한 mRNA와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켜 선택

적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만 억제하는 AS-1934에 대한 보고

가 있다.51

8. 칼륨 경쟁적 산분비 억제제

PPI보다 위산 분비 억제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vonoprazan 

(VPZ)이 일본에서 개발된 이후 이 약제를 위시한 칼륨 경쟁적 

산분비 억제제(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의 제균 치

료에서의 역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 메타분석에서 CLR 내성 

균주에 대하여 VPZ 기반 삼제요법은 PPI 기반 삼제요법에 비하

여 우월하였고(82% vs. 40%, P<0.0001), CLR 감수성 균주에 

대해서는 유사하였다.52 경험적 치료로 VPZ 기반 삼제요법의 제

균율은 PPI 기반 삼제요법보다 우월한 성적을 보여주었다(ITT 

93% vs. 79%, P<0.001; PP 95% vs. 86%, P<0.001).53 후향적 

연구로 CLR 기반 삼제요법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7일간 

VPZ 기반 MNZ 삼제요법은 PPI를 기반으로 하였을 때 보다 우월

하였다(ITT 90% vs. 85%, P=0.045; PP 96% vs. 91%, 

P=0.008).54 PPI 기반 표준삼제요법과 VPZ 기반 표준삼제요법

에 실패한 군을 동일하게 PPI 기반 MNZ 삼제요법으로 구제한 

결과 양 군 간에 차이가 없어 VPZ을 사용하고 실패하더라도 후속

적인 구제 요법에는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5

일본의 후향적 연구로 1차(AMX+CLR), 2차(AMX+MNZ), 

3차(AMX+SFX) 치료에 각각 VPZ과 PPI를 사용한 군을 비교하

였고, 2차 치료에서는 양 군의 차이가 없었으나 1차 치료(88% 

vs. 70%)와 3차 치료(93% vs. 56%) 모두에서 VPZ군에서 제균

율이 높았다.56 MNZ을 이용한 2차 치료에서 양 군의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일본에서 MNZ 내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다.56

9. 프로바이오틱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추가하면 부

작용을 줄이고 복약 순응도를 증가시켜 제균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57 총 724명이 포함된 중국의 한 메

타분석에서 Lactobacillus 보충군에서 대조군보다 상대 위험률 

1.16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율이 높았다.58

항생제나 BMT 없이 Lactobacillus reuteri와 PPI만을 병용

시킨 연구에서 12%의 제균율을 보고하였고,59 프로바이오틱스 

단독 투여로 12~16%의 제균율을 보였다는 연구도 있다.60 프

로바이오틱스를 BMT 사제요법에 병용하였을 때 최선의 조합이

었으며 제형 중에서는 Lactobacillus 단독 또는 다균종 복합제

의 효과가 좋았다.61

10. 백신과 새로운 시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백신 개발을 위한 한 개의 최근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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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VacA, CagA, neutrophil-activating protein의 3가지 종

류의 항원으로 구성된 백신을 시도하였는데, 백신에 의하여 강

력한 체액성 면역 반응만 유발하였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

균율을 상승시키지 못하였다.57 이집트의 한 연구에서 혈중 25 

hydroxyvitamin D 농도가 제균 실패군에서 유의하게 낮아 vi-

tamin D 결핍자(<20 ng/mL)에 대하여 vitamin D를 보충해주

고 제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제안되었다.62 발효유의 유청 단

백질로부터 얻은 소 락토페린은 보조적으로 항균 특성을 가지

는데, 투여 농도에 따라 성장 억제에서 사멸까지도 유도하였

고,63 LFX 기반 삼제요법에 보조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락토페

린 추가군에서 제균율이 높았다(96% vs. 75%).63 기타 key 

lime이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고,50 국내에서는 병용 금기

로 되어있는 simvastatin과 CLR의 조합이 제균율을 높였다는 

연구도 있다.64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주로 분포하는 위 점막 주변으로 약

물 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AMX을 나노 입자에 담아 복용하

는 방법이 개발되어 연구 중이다.65 이러한 국소 치료에서 한걸

음 더 나아가 대만에서 AMX, CLR, MNZ 분말을 sucralfate에 

섞어 내시경 중 위 십이지장 점막에 분사, 도포하는 연구를 하

였는데 단 1회 시술 후 제균율이 54%였다.66

11. 순응도

약제 복용의 순응도는 제균 성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순응도 향상을 위하여 최근 연구된 투약 방법으로는 하루 1회 

투여법과 단일제형 캡슐법이 있다. 하루 1회 투여법은 태국과 이

란에서 보고되었는데, 태국에서 LFX 750 mg, CLR 1 g, rabe-

prazole 60 mg, BMT 1,048 mg을 하루 1회, 7일 또는 14일간 

투여하였고 각각의 제균율은 84%, 94%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67 이란에서 esomeprazole 40 mg, tinidazole 1 g 그리고 

LFX 500 mg 하루 1회 복용과 STT의 14일 투약을 비교한 연구에

서 제균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순응도가 유의하게 개선되었

다.68 이 연구에서 제균 실패의 독립 위험인자는 치주염과 복약 

순응도였다.68

단일제형 캡슐법은 BMT 사제요법의 까다로운 복약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PPI와 함께 BMT, MNZ, TTC을 하나의 캡슐 

형태로 만든 단일제형을 하루 3회 복용하게 하는 간편한 방법

으로, 349명을 대상으로 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에서는 94%의 

제균율을 보여주었고,69 6,482명이 포함된 메타분석에서 ITT 

분석으로 제균율이 90%에 달하였다.37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하루 2회 환자들에게 복약 시간

을 통지하는 방법은 40세 이하의 젊은 층에서 제균율을 향상시

켰다.70

결 론

전 세계적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에 대한 항생제 내

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까지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통한 치료 약제의 선택, 해당 지역에 적합한 경

험적 치료 조합 선정, 고용량 AMX을 이용한 이제요법, 항생제 

내성이 적은 RFB, SFX 사용 등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보고되

고 있고, 최근 PPI보다 산분비 억제력이 뛰어나다고 보고된 칼

륨 경쟁적 산분비 억제제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에 대한 

역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순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처방을 단

순화하고 복약이 간편한 제형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타 항생제

를 직접 점막에 도포하는 등의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어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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