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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H. pylori) 

감염은 위염, 소화성 궤양, 위점막연관 림프조직 림프종, 위선암

과 같은 다양한 위질환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H. 

pylori 감염이 대사증후군이나 지방간, 심혈관질환, 빈혈 그리고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등 다양한 위장관 외 질환과도 관련

이 있음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들은 H. 

pylori 감염과 골다공증의 관련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

는데 그 근거들이 충분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전 연구들은 대부분 단면 연구라는 연구 디자인의 제한점

이 있었고 샘플수가 작거나 폐경 여부와 체질량지수(BMI)와 같은 

골다공증의 중요한 위험 인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어 

H. pylori 감염과 골다공증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

한 상태이다.1-4 본 연구에서는 골다공증이 없던 10,482명의 여성 

건강검진 수진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코호트 분석을 통해서 H. 

pylori 감염과 추적 관찰 중 골다공증 발생 간의 원인적 인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5 골다공증의 진단은 골밀도 검사 방법으로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

etry, DXA)을 이용하여 척추와 대퇴 부위를 측정하여 T 점수가 

-2.5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0.2세

였고 H. pylori 유병률은 57.3%였다. 평균 7.4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H. pylori 음성 환자군(4,473명)보다 양성인 환자군

(6,009명)에서 골다공증 발생의 위험도가 더 높았으며(hazard 

ratio [HR], 1.23; 95% CI, 1.03~1.45),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의 

위험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에서도 H. pylori 감염이 각각 유

의하게 높은 위험도를 나타냈다(HR, 1.22; 95% CI, 1.03~1.45, 

HR, 1.10; 95% CI, 1.02~1.19).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골다공증

의 알려진 위험 인자들과 다양한 교란변수들이 고려되었는데 나

이, 성별, 폐경 여부, 흡연, 운동,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약제 복용 여부(프로톤펌프억제제, 스테로이드)

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다변량 분석에서 기저에 골감소증이 있는 

여성과 BMI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그리고 폐경 여성에서 골다

공증의 발생 위험도가 상승하였고 규칙적인 운동은 골감소증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켰다. 결론적으로 이 코호트 연구에서는 H. 

pylori 감염이 여성에서 골다공증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다른 위험 요인, 특히 낮은 BMI와 같은 요인이 

동반되어 있을 때 이러한 위험성을 더욱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해설: 골다공증은 가장 흔한 골대사질환 중 하나로 고령인구

가 증가함에 따라 중요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

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 발생은 

2009년 15만 건, 2012년 21만 건으로 연평균 약 15%로 발생

이 증가하였다. 여성의 대퇴 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약 3%로 이는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과 비슷하며 자궁내막암의 사망률보다 

높다.6 H. pylori 감염과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성 간의 관련성에 

대한 기전은 명확하지 않으나 몇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는데 

H. pylori 감염에 반응하여 interleukin-1, interleukin-6, in-

terleukin-23, tumor necrosis factor-alpha와 같은 다양한 염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7704/kjhugr.2021.0049&domain=pdf&date_stamp=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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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골 흡수를 증가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9 특히 병독성이 있는 CagA 항원

이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특성과 연관되어 CagA 양성 

H. pylori 감염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최근 한 전향적 연구를 통해서 보고가 된 바 있다.10 이 

연구에서는 1,149명의 환자들을 최대 11년까지 추적 관찰하였

고 CagA 양성 H. pylori 감염 환자는 CagA 음성 H. pylori 감

염 환자에 비하여 골다골증 및 골감소증에 이환될 위험이 증가

하며 척추 골절의 위험은 약 5.3배 증가하고(HR, 5.27; 95% 

CI, 2.23~12.63) 비척추 골절의 위험도는 약 2.1배 상승하여

(HR, 2.09; 95% CI, 1.27~2.46) CagA 양성 H. pylori 감염이 

골다공증 관련 골절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10 또 다른 

가능한 기전은 칼슘의 흡수장애이다. H. pylori 감염에 의한 만

성 위축성 위염은 위산 분비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위와 근위부 

소장에서 저하된 산도는 칼슘이 체내로 흡수되는 과정을 방해한

다.11 위산 분비가 저하될 수 있는 또 다른 환경인 프로톤펌프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와 위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들 또한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이 증가함을 보고한 바 있다.12,13

H. pylori 감염과 골다공증의 관련성에 대해서 여러 관찰 연

구들이 유의한 관련성을 제시하였고 9,655명의 대상자를 포함

한 12건의 연구를 분석한 메타분석 결과에서 H. pylori 감염과 

골다공증 간의 높은 관련성을 보고하였다(HR, 1.39; 95% CI, 

1.13~1.71).14 최근 발표된 전향적 연구에서는 1,149명의 환자

들을 최대 11년까지 추적 관찰하였고 CagA 양성 H. pylori 감

염 환자는 CagA 음성 H. pylori 감염 환자에 비하여 골다골증 

및 골감소증에 이환될 위험이 증가하며 척추 골절의 위험은 약 

5.3배 증가하고(HR, 5.27; 95% CI, 2.23~12.63) 비척추 골절의 

위험도는 약 2.1배 상승하여(HR, 2.09; 95% CI, 1.27~2.46) 

H. pylori 감염이 골다공증 관련 골절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

되었다.10 또한 골다공증에 대한 H. pylori 제균 치료의 효과를 

알아본 대만의 인구기반 코호트 연구에서 H. pylori 양성인 환

자에서 조기에 제균 치료를 시행했을 경우 5년 이상 장기 추적 

관찰하였을 때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감소함을 보여주었다.15 

반면 다른 메타분석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을 찾지 못하였는데 

폐경 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포함되면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다른 위험 요인으로부터 교란 작용을 적절하

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1 게다가 대부분의 연구들이 단

면 조사 연구들로부터 제시된 결과라 원인적 인과성을 평가하

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고려한 코호트 연구가 필요한데 이 연

구는 코호트 연구의 디자인으로 계획되었으며 많은 대상군을 

분석하였고 특히, 초기에 골다공증이 없던 대상자에 국한하여 

조사가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포함한 H. 

pylori 감염과 골다공증 발생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

은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혈청 H. pylori 항체 검사

를 통한 분석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기전으로 이해되는 활성 염

증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골다공증

의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데 본 

연구에서 연령, BMI, 흡연, 운동량, 폐경 상태 그리고 기저질환 

등 다양한 교란변수를 보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약제나 

식이 등의 영양 상태 등이 평가되지 않은 부분은 향후 해결되

어야 하는 내용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골다공증의 진단으로 

DXA를 통한 T 점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고령의 환자에서는 

골관절염의 유병률이 높아서 척추 골밀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골다공증이 과소 평가될 수 있고 

폐경 전 여성의 골다공증 진단에서 T 점수 대신 Z 점수를 적용

해야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해석의 주의

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저질환들이 보정되었으나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증가시켜서 골 감소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염증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

았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의 한계를 

충분히 고려한 전향적 연구의 분석이 있어야 H. pylori 감염과 

골다공증 발생의 관련성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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