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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ing to advancements in next-generation sequencing and non-culture-based microbial research techniques, we have recognized 
that many bacterial taxa other than Helicobacter pylori (H. pylori) are present in the human stomach. Gastric microbial composi-
tion depends on gastric diseases, including gastritis, atrophic gastritis, intestinal metaplasia, and gastric cancer. Although H. pylori
is a major factor associated with gastric cancer development, other bacterial taxa may affect gastric carcinogenesis. Because the risk 
of gastric cancer development can be reduced through H. pylori eradication, many investigators have studied the changes in the mi-
crobial composition in the stomach after H. pylori eradication. The gastric microbiome in patients with H. pylori infection typically 
shows abundance of H. pylori and a low microbial diversity index. If we treat H. pylori-infected patients with antibiotics, microbial 
diversity increases, and the relative abundance also increases in many bacterial taxa. Several studies suggested that the microbial 
composition in patients with H. pylori infection could be restored by H. pylori eradication therapy; however, there have been incon-
sistent findings of the abundant bacterial taxa after H. pylori eradication in patients with atrophic gastritis and intestinal metaplasia. 
More studies are required to reach a definitive conclusion on restoration of the microbial composition after H. pylori eradication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gastric inflammation.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20;20:17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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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80년대 초, Marshall과 Warren1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가 위염의 원인임을 밝힌 이후, 현재까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 점막관련림프조직(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

프종 등 다양한 위, 십이지장 질환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연

관성이 알려졌다.2 특히 여러 역학 연구에서, 헬리코박터 파일

로리와 위암과의 뚜렷한 연관성이 밝혀지면서 1994년에 세계보

건기구 산하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제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3 

그러나 위암 발생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외에 연령, 성별, 

흡연, 위암 가족력, 훈제 혹은 절인 음식,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등 여러 인자가 관여하며,4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자체는 위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5,6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위암의 또 다른 원인을 규명하려

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 내 미생물군

집(microbiota)이다.7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100년 

넘게 배양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 초반 차세대 염기

서열분석법(next-generation sequencing)이 도입되면서 현재

는 미생물의 DNA 서열 분석을 기반으로 한 비배양법이 미생물 

연구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7,8 현재는, 위 내에도 헬리

코박터 파일로리 외에 여러 미생물이 상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

으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외에 위암과 연관된 박테리아를 규

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8,9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

균 치료 후 변화하는 위 내 미생물군집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6,10-16 이에 본고에서는 헬리코박터 파

일로리 제균 치료 전/후 위 내 미생물군집을 특성을 비교해보

고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화생, 혹은 위암의 발병과 연관되는 

박테리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7704/kjhugr.2020.0028&domain=pdf&date_stamp=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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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으로 인한 위 내 
미생물군집의 다양성 변화

미생물군집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다양성이다.17 장

내 미생물군집의 다양성은 건강인보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나 

Clostridioides difficle 연관 장염 환자에서 더 낮으며, 일반적

으로 질병이 발생할 경우 미생물군집의 다양성이 낮아지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7,18 그러나 세균성 질염 환자의 질 내 미생

물군집은 건강인의 질 내 미생물군집에 비해 오히려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성의 증가가 반드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19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인의 위 내 미생물군

집에는 Firmicutes, Proteobacteria, Cyanobacteria, Bacteroidetes, 

Actinobacteria, Acidobacteria 등 다양한 phylum이 관찰되

며, 다양성 역시 높은 수준이다.11,13 반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에 감염된 환자의 경우 위 내 미생물군집 중 헬리코박터 파일

로리의 상대 풍부도(relative abundance)는 90% 이상이며,13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생태적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 잠재적으

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 경쟁할 수 있는 다른 미생물의 서식 

가능성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위 내 미생물군집의 다양성은 

매우 낮아진다.11,15 그러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지속됨

에 따라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화생이 진행되면 위산 분비가 줄어

들며 위 내 미생물군집의 조성이 변화한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의 상대 풍부도는 줄어들고, non-Helicobacter Proteobacteria

를 비롯하여 여러 박테리아 분류군(taxa)이 늘어나며, 미생물군

집의 다양성이 높아진다.11,13,15 즉, 위 내 미생물군집은 헬리코

박터 파일로리 미감염 상태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위

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성이 줄어들었다

가 다시 늘어나는 동적 변화를 겪게 된다.

2.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에 따른 위 내 
미생물군집의 다양성 복원과 조성 변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시 위 내 미생물군집의 다양

성이 복원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있다(Table 1). 헬

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후 위 내 미생물의 변화를 비배

양법으로 처음 확인한 것은 2016년 발표된 Li 등10의 연구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동반된 십이지장궤양 환자 21명에 

대해 제균 치료 전/후, 16S rRNA 유전자에 대해 정량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법(quantitative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시행하여 위 내 주요 미생물의 양을 측정하였다. 제

균 치료 후, 위 전정부에서 Lactobacillus, Clostridium leptum, 

Enterobacteria의 풍부도가 증가하였고, Clostridium coccoides

의 풍부도는 감소하였다. 위 체부에서도 Lactobacillus의 풍부도

는 증가한 반면 Clostridium coccoides의 풍부도는 감소하였

다. 다만, 이 연구는 중합효소 연쇄반응법을 이용하여 목표로 

삼은 일곱 가지 박테리아 군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

문에, 연구 대상이 아닌 다른 박테리아의 풍부도나 미생물군집

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또한, 십이지장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이후 

양성자펌프억제제를 2주간 추가로 투약하였고, 따라서 양성자

펌프억제제로 인한 위 내 미생물군집 조성 변화 가능성을 완전

히 배제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2017년 Li 등11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전/후 위 

내 미생물군집의 조성 변화를 최초로 16S rRNA 유전자 시퀀싱

을 통해 분석하였다. 위염 환자 7명, 장상피화생 환자 4명에 대

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를 시행한 결과 미생물군집

의 다양성이 증가하였다. 풍부도가 늘어난 박테리아 분류군은 

대부분 non-Helicobacter Proteobacteria였는데, Neisseria, 

Serratia, Haemophilus parainfluenzae, Rhizobium 등이 있었

고, 이 외에 Flavobacterium, Fusobacterium 등도 제균 치료 

후 풍부도가 증가하였다. 이 연구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으로 인해 감소된 다양성이 제균 치료 후 복원될 수 있음을 보

여준 첫 번째 연구이기는 하나, 제균 치료 대상군에 단순 위염 

환자와 장상피화생 환자가 섞여 있어 제균 치료의 효과를 온전

히 이해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2019년 He 등12과 Park 등13은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화생이 

발생하지 않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연관 위염 환자에 대해서 

제균 치료 전/후 위 내 미생물군집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He 

등12의 연구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전에 비해 

제균 치료 후 위 내 미생물군집의 다양성이 증가함을 보였고, 

제균 치료 후 26주 경과 시 제균 치료 전에 비해 Prevotella, 

Ralstonia, Pseudomonas, Lactobacillus의 풍부도가 증가함을 

보였다. 제균 치료 후 4주와 24주 경과한 뒤 각각 위 내 미생물

군집을 분석하였는데, Ralstonia는 24주째에 비해 4주째에 풍

부도가 높았고, Pseudomonas는 4주째와 24주째에 풍부도 차

이가 없었고, Prevotella, Lactobacillus는 4주째에 비해 24주

째에 풍부도가 더 높아, 제균 치료 후 늘어나는 박테리아 분류

군도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Park 등13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후 Rhizobiales, Neisseriaceae 

등의 풍부도가 증가함을 보였다.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제균 

치료 전에 비해 제균 치료 후 미생물군집의 조성이 크게 변화

하였으나, 제균 치료 후 미생물군집의 조성이 Firmicutes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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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anobacteria의 풍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강인의 미생물

군집보다는 Proteobacteria 및 Bacteroidetes의 풍부도가 상대

적으로 높은 장상피화생 환자의 미생물군집에 가깝게 변화함을 

확인하였다.13 이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을 치료하더라도 

위 내 미생물군집의 조성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전 상태

로 완전히 복원되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만으로 위암을 100% 예방할 수 없는 이유

가 될 수도 있다.

2019년 Serrano 등14의 연구와 2020년 Miao 등16의 연구는 

소아 환자에서의 제균 치료 후 위 내 미생물군집 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소아에서의 연구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만성 감

염의 유병 기간이 길지 않을 경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에 따른 위암 발생 예방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가정하에, 위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위 내 미생물군집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Serrano 등14은 오심과 복부불편감을 호

소하는 7명의 13세 이하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제균 치료를 시

행하여, 제균 치료 전에 비해 제균 치료 후 위 내 미생물군집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없는 소아와 제

균 치료를 받은 소아 간에 미생물군집의 다양성에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제균 치료 후의 미생물군집에는 Pseudomonadaceae, 

Delftia, Kocuria, Stenotrophomonas 등의 풍부도가 증가하였

다. Miao 등16의 연구에서는 평균 11세의 소아 환자 11명에 대

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를 시행하였고, 제균 치료 전

에 비해 제균 치료 후 미생물군집의 다양성이 증가하였으며 

Neisseria, Curvibacter, Haemophilus의 풍부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없는 소아와 헬리코박터 파

일로리 제균 치료를 받은 소아에서 다양성 지표인 Shannon 

index와 Simpson index가 유사함을 보였다. 다만, richness를 

나타내는 Chao1과 abundance-based coverage estimator는 

제균 치료 전에 비해 제균 치료 후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건강

한 소아에 비해서는 유의하게 낮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전의 richness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 헬리

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를 받은 환자의 다수는 십이지장궤

양이 있었는데, 십이지장궤양 환자에서 위암 위험이 감소한다

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위암 발생과 연관 

있는 박테리아를 추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20

2020년 Guo 등15은 총 58명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환자

에 대해 제균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제균 치료 성공 환자의 미생물

군집을 제균 치료 실패 환자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미감염자의 

미생물군집과 비교하였다. 이전의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헬리

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환자에서 낮아져 있는 미생물군집의 다양성

이, 제균 치료 성공 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균 치료 성공 

시 다양성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미감염자의 위 내 미생물군집과 

비슷한 수준으로 복원되었으며, 제균 치료 실패 시에는 제균 치료

를 시행받기 전과 비슷한 정도의 다양성을 보였다. 제균 치료 성공 

시 위 내 미생물군집에는 Staphylococcus, Corynebacterium, 

Fusobacterium, Bacteroides, Streptophyta, Prevotella, Gemella, 

Porphyromonas, Alloprevotella, Veillonella, Neisseria, 

Streptococcus, Rothia, Haemophilus의 풍부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전체

적인 미생물군집 조성을 비교하였을 때는 제균 치료 성공 환자의 

미생물군집이 제균 치료 전 미생물군집과 차이가 있었지만, 헬리

코박터 파일로리 미감염자의 미생물군집과 비교해도 차이가 있었

다. 저자들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후 위 내 미생물군집

이 복원될 수 있음을 주로 강조하기는 하였으나, 제균 치료만으로 

위 내 미생물군집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전과 같이 완전히 

정상화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Guo 등15의 연구에서 보여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

료에 따른 미생물군집 다양성의 복원은 비교군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미감염자군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없었던 건

강인과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화생이 진행되어 헬리코박터 파일

로리 감염이 소실된 과거 감염자가 함께 포함되었기 때문일 가

능성이 있다. 이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미감염자를 건강인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과거 감염자로 분리하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환자와 비교하기 위해, Guo 등15이 시행

한 분석을 Park 등13의 연구 데이터를 이용해 재현해 보았다

(Fig. 1, 2). Guo 등15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제균 치료 실

패 시 richness index와 Shannon index가 제균 치료 전의 수

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비해, 제균 치료 성공 시

에는 수치가 상승함을 확인하였다(Fig. 1A, B). 그러나 상승한 

richness index와 Shannon index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과

거 감염자와 비슷한 수준까지만 상승하였고, 건강인의 수준에

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Guo 등15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성공 시 풍부도가 증가하는 17개의 genera와 헬리코박터

의 풍부도를 이용하여 미생물 불균형 지표(microbial dysbiosis 

index)를 제시하였는데, 이 지표 역시 제균 치료 성공 시 건강

인보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과거 감염자와 유사하게 변화하

였다(Fig. 1C). 또한, 주성분 분석 결과에서도 헬리코박터 파일

로리 제균 치료 성공 시 위 내 미생물군집의 조성은 건강인보

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과거 감염자와 비슷하였다(Fig. 2).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후 위 내 미생물군집의 변화

를 분석한 현재까지의 모든 연구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소견은 

제균 치료 성공 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외 다른 여러 박테리

아의 풍부도가 증가하고 미생물군집의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점

이다(Fig. 3). 그러나 제균 치료 후 어떤 박테리아 분류군이 상

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지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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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icrobial diversity and dysbiosis indices in gastric mucosal 
samples based on the data of the study by Park et al.13 (A) Richness 
index, (B) Shannon index, and (C) microbial dysbiosis index. The 
healthy control indicates individuals with chronic superficial gastritis 
without Helicobacter pylori (H. pylori) infection. Disease control 
indicates individuals with severe atrophic gastritis and intestinal 
metaplasia without H. pylori infection. The microbial dysbiosis index 
has been calculated using the same formula reported by Guo et al.15 It 
is depicted as follows: log (total abundance of genera decreased after 
successful eradication [i.e., Helicobacter] / total abundance of genera 
increased after successful eradication [17 genera demonstrated in the 
study by Guo et al.15]). To prevent the logarithm from becoming negative 
infinity, 0% of abundance in H. pylori is replaced by 0.1%. P-values are 
calculated using the Mann-Whitney U test. C

균 치료 후 미생물군집의 조성과 다양성이 헬리코박터 파일로

리 감염 이전과 같이 완전히 복원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이는 위 내 미생물군집의 조성에 여러 지역적, 환

경적 인자가 관여함은 물론이고, 연구 대상자의 위 내 질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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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for the gastric microbiome based on the data of the study by Park et al.13 (A) Before vs. after successful 
Helicobacter pylori (H. pylori) eradication and (B) after successful H. pylori eradication vs. healthy control group vs. disease control group. Healthy 
control indicates individuals with chronic superficial gastritis without H. pylori infection. Disease control indicates individuals with severe atrophic 
gastritis and intestinal metaplasia without H. pylori infection. The chi-square transformed data matrix in the relative abundance at the family level 
has been subjected to the weighted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OSIM, analysis of simila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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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differences in the gastric microbiome according to the Helicobacter pylori (H. pylori) infection and eradication. aRestored
bacterial taxa vary across the studies.

태(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가 연구마다 차이가 있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8,21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0년 Sung 등6의 

연구는 102명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자에게 제균 치료를 

시행하고 1년 후 위염이 지속되거나, 위축성 위염 혹은 장상피

화생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미생물군집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흥미롭게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성공하였더라도 

미생물군집의 조성은 환자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1년 후 위염이 

지속되었던 환자에서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Acinetobacter 

lwoffii, Streptococcus anginosus, Ralstonia의 풍부도가 증가

하였고, 위축성 위염이 새로 발생한 환자에서는 그렇지 않은 환

자보다 Granulicatella, Streptococcus, Rothia, Leptotrichia

의 풍부도가 증가하였으며, 장상피화생이 새로 발생한 환자에

서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Mesorhizobium, Cupriavidus의 

풍부도가 증가하였다. Sung 등6은 이들 미생물 분류군이 잠재

적으로 위암 발병에 기여하는 위 내 미생물이고 위암 예방의 

타겟이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물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1년 후 장상피화생이 새로이 발생한 환자에서 보다 

많이 발견되는 Mesorhizobium 혹은 Cupriavidus와 같은 박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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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가 실제로 장상피화생을 유발한 미생물인지, 아니면 장상

피화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차적으로 증식된 미생물인지 판

단하기는 아직 이르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를 받은 

모든 환자에서 위 내 미생물군집이 건강인과 같은 수준으로 복

원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3.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에 따른 위 내 
메타유전체(metagenome)의 기능 변화

지금까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후 위 내 미생물군

집의 변화를 본 연구는 대부분 16S rRNA 유전자 시퀀싱을 이

용하여 진행되었다. 16S rRNA 유전자 시퀀싱을 이용한 미생물

군집 연구는 박테리아의 16S rRNA 유전자 염기 서열만을 분석

하여 어떤 분류군의 박테리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를 알아

내는 것이며 메타유전체의 모든 유전자 염기 서열을 직접 분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타유전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파

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토양이나 식물 등에 존재하는 메타유전

체와는 달리 사람의 장 내에 존재하는 메타유전체는 대부분 그 

기능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미생물군집 연구의 경

우에는 16S rRNA 시퀀싱을 통해 알아낸 operational taxo-

nomic unit에 대한 정보만을 갖고 메타유전체의 기능을 비교

적 정확히 추론할 수 있다.22,23

Table 1에 제시된 8건의 연구 중 5건의 연구에서 메타유전

체 기능을 분석하였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에 따른 

메타유전체의 기능 변화는 4건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다.6,12,13,15 

He 등12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전에 비해 제균 치

료 후 lipopolysaccharide biosynthesis, lipopolysaccharide 

biosynthesis proteins, bacterial motility proteins, bacterial 

chemotaxis 관련 기능이 감소하고, glycolysis/gluconeogenesis, 

glycine, serine, threonine metabolism, pentose phosphate 

pathway 관련 기능은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Park 등13의 연구

에서는 건강인에 비해 장상피화생 환자에서 증가한 다양한 

메타유전체 유전자를 보고하였는데 이 중 type IV secretion 

system (T4SS) 단백질 코딩 유전자가 증가해 있었고, 헬리코박

터 파일로리 감염 위염 환자에서 제균 치료를 시행한 후에도 

메타유전체에 T4SS 단백질 코딩 유전자가 증가하였음을 보고

하였다. T4SS 단백질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CagA 단백질이 

사람의 위 상피세포로 전달되는데 필수적인 단백질로, 장상피

화생 환자의 메타유전체에서 증가하는 T4SS 단백질 코딩 유전

자는 위암의 발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

다.13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를 시행할 경우 메타

유전체에 T4SS 단백질 코딩 유전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위

암의 발병 위험이 감소한다는 점은 위암의 발생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외 박테리아의 존재도 중요할 수 있지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자체가 보다 중요한 인자임을 시사한다.13

Guo 등15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후 메타유전체

에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 glucosaminoglycan과 기타 glycan

의 분해, 위산 분비 및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관련 기능이 증

가하고, 편모 부속장치(flagellar assembly), 세균의 화학주성

(chemotaxis) 및 세균분비체계 관련 기능이 줄어듦을 보여주었

다. Sung 등6의 연구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1년 

경과 후, 장상피화생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의 메타유전체에 비

해 장상피화생 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메타유전체에서 아미노

산 및 inositol phosphate 대사 관련 기능 유전자와 T4SS 단백

질 코딩 유전자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후 다양한 박테리아 분류군

의 풍부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

료 후 메타유전체의 기능 역시 많은 변화를 보임이 여러 연구

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헬리코박터 파

일로리 제균 치료 후 증가하는 박테리아 분류군은 연구마다 차

이를 보이며, 메타유전체의 기능 변화 역시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후 변화하는 메타유전체

의 기능을 탐색하는 것은 위암의 발병 기전 규명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메타유전체의 기능이 위암 발병에 직접

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한 가지 중요

하게 기억할 것은 장상피화생 환자에서 증가하는 메타유전체 

기능이나, 혹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후 감소하는 메

타유전체 기능이 모두 위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이다. 박테리아의 유전체 대부분은 박테리아 자신의 생

존과 증식에 필요한 것이지, 숙주의 위암 발병을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암의 발병 기전을 

규명하고자 할 때, 단순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전/

후 변화량이 큰 메타유전체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어 현상을 이

해하기보다는, 제균 치료 전/후 변화량이 크지 않더라도 위암 

발병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유전자 기능을 선별하여 분석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 론

지금까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전/후 미생물군집

의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환

자의 위 내 미생물군집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미생물군집의 다양성은 낮아져 있으며, 

제균 치료 후 미생물군집의 다양성은 증가한다. 그러나 위 내 

미생물군집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를 통해 헬리코박

터 파일로리 감염 전으로 완전히 복원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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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으며, 제균 치료를 시행하였더라도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발생한 환자의 미생물군집은 그렇지 않은 환자의 

미생물군집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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