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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동지역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일차 제균 치료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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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The eradication success rate of Helicobacter pylori (H. pylori) infection with a first-line standard triple therapy 
(STT) has been decreasing in Korea. However, treatment outcomes of H. pylori infection in Yeongdong, Gangwon Province have 
been scarcely reported.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treatment outcomes of H. pylori infection in a single tertiary care hospital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Materials and Methods: From July 2018 to June 2019, a total of 592 patients who underwent STT consisting of a proton pump in-
hibitor, amoxicillin, and clarithromycin for 7 to 14 days as a first-line H. pylori eradication therapy were included. Demographic data 
and treatment outcomes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using medical records.
Results: The median age of 592 patients was 58 years (range 23 to 86) and 329 patients (55.6%) were men. The indication for erad-
ication therapy included chronic atrophic gastritis (57.9%), peptic ulcer disease (19.6%), and gastric neoplasm after endoscopic re-
section (5.9%). Most patients (92.2%) received a 7-day course of STT. Eradication rate of STT was 64.0% (379/592). Rescue ther-
apy was performed in 146 patients, and the final eradication rate reached 85.6% (507/592).
Conclusions: Eradication rate of STT in Yeongdong area of Gangwon Province was unsatisfactory, warranting the consideration of 
a first-line eradication regimen other than STT.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22;22:1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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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H. pylori) 감염

은 소화성 궤양, 위암, 위 점막연관 림프조직 림프종의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위 내에 존

재하면서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1 H. pylori 감염 유병률은 감

소하는 추세이나 2015~2016년 시행된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

박터학회 주도 전국 규모 연구에 따르면 국내 혈청학적 유병률

은 51.0%로,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50% 이상의 유병률을 보였

다.2 H. pylori 제균 치료에는 위산분비억제제와 두 가지 이상

의 항생제를 조합하여 사용하며, 국내에서는 일차 치료로 clar-

ithromycin을 포함하는 표준 삼제요법을 권고한다.3 그러나 H. 

pylori의 항생제 내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표준 삼

제요법의 제균 치료 성적은 감소하고 있으며,4,5 국내에서 시행

된 연구 결과에서도 공통적으로 표준 삼제요법의 성공률은 점

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9

제균 치료 성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과 항

생제 내성 현황을 반영하는 제균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10 국내에서도 전국 규모의 다기관 연구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강원 영동지역에서 시행된 제균 

치료 성적 및 항생제 내성 현황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9,11,12 이

전 연구에서 1997년 1월부터 1998년 8월 사이 강원 영동지역 

단일 기관의 건강검진 센터 또는 가정의학과에 방문하여 표준 

삼제요법을 7일간 시행받은 환자 132명의 제균 치료 성적을 조

사하여 보고하였다.13 그러나 이 연구는 흡연 상태 및 흡연량이 

제균 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된 연구이며, 이후 최근까지 강원 영동지역에 국한된 제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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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flow and outcomes. Among the 592 patients who received standard triple therapy, 379 (64.0%) are successfully eradicated. Of the 
213 patients who failed standard triple therapy, 146 received second-line eradication therapy, and the eradication rate is 84.9% (124/146). H. pylori,
Helicobacter pylori; STT, standard triple therapy; UBT, urea breath test.

관련 연구 결과는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 영

동지역의 H. pylori 일차 제균 치료에 사용된 표준 삼제요법의 

제균 치료 성적을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이 후향 연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강릉아산

병원에서 조직 검사(Hematoxylin and Eosin, Giemsa 염색) 

또는 요소호기 검사(14C-urea breath test) 결과 H. pylori 감

염을 진단받고 일차 제균 치료로 표준 삼제요법을 시행받은 환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기간 중 일차 제균 치료를 받은 

911명의 환자 중 위 절제술의 병력이 있거나(n=6) 표준 삼제요

법 이외의 치료를 받은 경우(n=2), 치료 후 추적 검사를 시행하

지 않아 치료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n=182), 제균 결과 확인

을 위한 요소호기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n=129)를 제외한 

592명을 분석에 포함하였다(Fig. 1). 연구 대상 환자의 인구학

적 요인, 병력, 치료와 연관된 특징 등을 의무기록을 통해 조사

하였다. 이 연구는 강릉아산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

의 면제를 받았다(IRB No. 2021-11-001).

2. H. pylori 제균 치료

표준 삼제요법은 양성자펌프억제제(pantoprazole, lansopra-

zole 또는 esomeprazole 표준용량), amoxicillin 1 g, clari-

thromycin 500 mg을 하루 2회 7~14일간 투약하였다. 일차 제균 

치료에 실패한 경우 bismuth 사제요법(양성자펌프억제제 표준용량 

하루 2회, bismuth 120 mg 하루 4회, metronidazole 500 mg 

하루 3회, tetracycline 500 mg 하루 4회), metronidazole 삼제요법

(양성자펌프억제제 표준용량, amoxicillin 1 g, metronidazole 

500 mg 하루 2회), levofloxacin 삼제요법(양성자펌프억제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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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Total (n=592) Success (n=379) Fail (n=213) P-value

Age (years)      58 (23~86)      58 (23~86)     59 (27~82)

Male sex 329 (55.6) 227 (59.9) 102 (47.9) 0.006

Underlying disorders

  Hypertension 199 (33.6) 130 (34.3) 69 (32.4) 0.652

  Diabetes   71 (12.0)   45 (11.9) 26 (12.2) 1.000

  Chronic kidney disease   6 (1.0)   4 (1.1) 2 (0.9) 1.000

  Liver cirrhosis   4 (0.7)   3 (0.8) 1 (0.5) 1.000

  Coronary artery disease 16 (2.7)   9 (2.4) 7 (3.3) 0.599

  Cerebrovascular accident 13 (2.2)   8 (2.1) 5 (2.3) 1.000

Smoking (n=565) 0.896

  Never 429 (75.9) 278 (76.6) 151 (74.8)

  Previous 47 (8.3) 29 (8.0) 18 (8.9)

  Current   89 (15.8)   56 (15.4) 33 (16.3)

Alcohol (n=565) 0.160

  Never 259 (63.5) 220 (60.6) 139 (68.8)

  Previous   9 (1.6)   6 (1.7) 3 (1.5)

  Current 197 (34.9) 137 (37.7) 60 (29.7)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dian (ranges). 

용량, amoxicillin 1 g, levofloxacin 250 mg 하루 2회) 등을 

구제 요법으로 시행하였다. 제균 치료 방법과 기간 및 양성자펌프억

제제의 종류는 처방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었다. 제균 치료 

성공 여부는 제균 치료 4주 이후 시행한 요소호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였다.

3. 통계 분석

통계 분석에는 SPSS version 24.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두 군 간의 차이는 각각 카이검정, 피셔정

확검정,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균 치료 실패에 영향

을 미치는 인자의 탐색을 위하여 단변량,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적 검정에서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 환자의 특징

연구 기간 중 총 592명이 일차 제균 치료로 표준 삼제요법을 

시행받았다. 환자 592명의 나이 중앙값은 58세(범위 23~86세)였

으며 329명(55.6%)이 남성이었다(Table 1). 흡연력과 음주력은 

565명에서 확인 가능하였고, 24.1%가 과거 또는 현재 흡연력을 

보고하였으며 36.5%에서 음주력이 있었다. 일차 제균 치료에 성공

한 군과 실패한 군을 비교하였을 때 치료에 실패한 군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많았다.

제균 치료의 적응증은 만성 위축성 위염이 57.9%로 가장 많

았고 소화성 궤양(19.6%), 위 용종(8.4%), 조기위암 또는 위 선

종의 내시경적 절제술 후(5.9%) 등이 포함되었다(Table 2). 제

균 치료 기간은 92.2%에서 7일이었으며, 30.4%에서 제균 치료 

약제에 보조적으로 점막보호제나 유산균제제가 처방되었다.

2. 제균 치료 결과

총 592명 중 379명이 표준 삼제요법에 성공하여 제균율은 64.0%

였다. 약제 복용 순응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164명 중 약제의 

90% 이상을 복용한 환자의 비율은 95.1%였으며 제균 치료에 실패한 

군에서 순응도가 더 낮았다(P=0.021). 의무기록을 통해 이상 반응 

유무를 파악할 수 있었던 162명 중 32명(19.8%)에서 이상 반응을 

보고하였으며, 설사, 금속성 맛, 전신 위약감, 상복부 불편감 등이 

포함되었다. 이상 반응은 대부분 경미하였으나 1명에서 일상생활에 

중등도의 제한이 따르는 구토와 설사가 지속되어 약제의 85.7% 

복용 후 복용을 중단하였다.

일차 제균 치료에 실패한 213명 중 146명이 이차 제균 치료

를 받았으며 이 중 124명(84.9%)에서 제균 치료에 성공하였다

(Fig. 1). 이차 제균 치료에는 bismuth 사제요법이 가장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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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First-line Standard Triple Therapy

Total (n=592) Success (n=379) Fail (n=13) P-value

Indication 0.651

  Peptic ulcer disease 116 (19.6)   77 (20.3)   39 (18.3)

  MALT lymphoma   3 (0.5)   3 (0.8)   0 (0.0)

  Early gastric cancer 14 (2.4) 11 (2.9)   3 (1.4)

  Atrophic gastritis 343 (57.9) 219 (57.8) 124 (58.2)

  Dyspepsia 25 (4.2) 14 (3.7) 11 (5.2)

  Family history of gastric cancer   8 (1.4)   5 (1.3)   3 (1.4)

  Iron deficiency anemia   1 (0.2)   0 (0.0)   1 (0.5)

  Gastric polyp 50 (8.4) 29 (7.7) 21 (9.9)

  Gastric adenoma 21 (3.5) 15 (4.0)   6 (2.8)

  Lymphofollicular gastritis 11 (1.9)   6 (1.6)   5 (2.3)

Proton pump inhibitors 0.531

  Pantoprazole 138 (23.3)   84 (22.2)   54 (25.4)

  Lansoprazole   86 (14.5)   53 (14.0)   33 (15.5)

  Esomeprazole 368 (62.2) 242 (63.9) 126 (59.2)

Duration 1.000

  7 days 546 (92.2) 350 (92.3) 196 (92.0)

  10 days 24 (4.1) 15 (4.0)   9 (4.2)

  14 days 22 (3.7) 14 (3.7)   8 (3.8)

Use of supplementary agents 0.348

  None 412 (69.6) 264 (69.7) 148 (69.5)

  Mucoprotective agents   111 (18.8)a   69 (18.3)    42 (19.7)a

  Probiotics     71 (12.0)a   46 (12.1)    25 (11.7)a

Compliance ≥90% (n=164) 156 (95.1)   93 (98.9)   63 (90.0) 0.021

Adverse event (n=162)   32 (19.8)   15 (16.1)   17 (24.6) 0.23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MALT,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aBoth mucoprotective agents and probiotics were used in two patients.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Eradication Failure after Standard Triple Therapy

Univariate analysis Multivariate analysis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Female sex 1.625 (1.159~2.279) 0.005 1.115 (0.548~2.269) 0.763

Smoking

  Never Ref

  Previous 1.143 (0.614~2.126) 0.673

  Current 1.085 (0.676~1.742) 0.736

Alcohol

  Never Ref Ref

  Previous 0.791 (0.195~3.216) 0.744 0.422 (0.040~4.434) 0.472

  Current 0.693 (0.479~1.004) 0.052 0.649 (0.317~1.328) 0.237

Duration

  7 days Ref

  10 days 1.071 (0.460~2.493) 0.873

  14 days 1.020 (0.421~2.475) 0.964

Compliance <90% 10.333 (1.241~86.050) 0.031 8.951 (1.058~75.743) 0.044

Adverse event 1.700 (0.781~3.701) 0.18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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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으며 제균 성공률은 91.1% (102/112)로 우수하였다. 

이외 metronidazole 삼제요법과 levofloxacin 삼제요법이 시

행되었으며 제균 성공률은 각각 62.1% (18/29), 66.7% (2/3)이

었다. 이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 중 4명에서 삼차 치료로 levo-

floxacin 삼제요법이 시행되었고 4명 모두 제균에 성공하였다. 

종합하면, 총 592명 중 507명(85.6%)이 1~3회의 제균 치료 후 

제균에 성공하였다.

3. 제균 치료 실패와 연관된 인자

일차 제균 치료 실패와 관련된 인자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

석을 시행하였다(Table 3). 단변량 분석에서 여성, 음주력, 90% 

미만의 순응도가 치료 실패와 연관을 보였으며, 다변량 분석 결

과 90% 미만의 순응도(OR, 8.951; 95% CI, 1.058~75.743; 

P=0.04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자였다. 양성자펌프억제제 

종류와 치료 기간, 치료 적응증, 점막보호제 또는 유산균제제 

사용은 치료 실패와 뚜렷한 연관을 보이지 않았다.

고 찰

강원 영동지역 단일 기관의 표준 삼제요법 제균 치료 성적은 

64.0%이며, 낮은 순응도가 치료 실패와 연관된 인자였다. 국내

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표준 삼제요법의 제균율 감소

와 마찬가지로, 강원 영동지역에서도 표준 삼제요법은 일차 제

균 치료로 권고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치료 성적을 보였다.

H. pylori 제균 치료에 적합한 치료 방법은 치료 효과가 

90% 이상이면서 이상 반응 발현율이 5% 이하여야 한다.14,15 또

한 제균 치료에는 여러 가지 항생제를 조합하여 사용하므로 치

료 실패에 따른 항생제 내성 발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국내에서 1998년 처음 발표된 제균 치료 권고안에서는 

치료 성적이 90% 이상이며 이상 반응이 적고 복용 방법이 간

편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표준 삼제요법 1주 또는 2주 투여를 

일차 치료로 권고하였다.14 이후 현재까지 일차 치료로 권고되

고 있는 것은 표준 삼제요법으로,16,17 2020년 개정된 가이드라

인에서는 clarithromycin 감수성인 경우 1주, clarithromycin 

내성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주간 치료할 것을 권고하였

다.3

표준 삼제요법의 제균율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90% 이상

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6,18,19 이후 제균율이 점차 

감소하여 일차 제균 치료로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가 계속되었

다.7,9,12,20,21 국내 단일 기관에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균

율 변화 추이를 분석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의미 있는 제균

율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6,8 다기관 연구에서도 삼제요법의 제

균 치료 성적은 2001~2007년 84.9~87.5%에서 2008~2010년 

80.0~81.4%로 뚜렷하게 감소하였다.9 제균 치료 성적의 유의

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던 다른 연구에서는 제균 치료 성적

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어 72.5~87.2%에 머물렀다.22-25 

최근 시행된 무작위 배정 연구에서 표준 삼제요법의 제균율은 

7일 치료군에서 78.5%, 14일 치료군에서 78.6%로 치료 기간에 

관계 없이 80% 미만이었다.21

이러한 제균 치료 성적 감소의 주요한 요인은 H. pylori의 항생제 

내성 증가이며, 특히 clarithromycin 내성은 표준 삼제요법 실패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26-29 국내에서 시행된 H. pylori의 항생제 내성

에 대한 연구 결과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 방법과 연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clarithromycin에 대한 내성 빈도는 공통적으

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30,31 국내 단일 기관에서 수행된 연구에 

다르면 H. pylori의 clarithromycin에 대한 내성은 2009~2010년 

7.0%에서 2011~2012년 16.0%로 증가하였으며,32 다른 연구에서

도 2003~2005년 21.2%에서 2011~2012년 34.1%, 2017~2018년 

45.9%로 급격히 증가하였다.33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주도로 2017~2018년 시행된 전국 규모 다기관 연구에서 clari-

thromycin 내성은 17.8%로, 제균 치료 약제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clarithromycin 내성 기준인 1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34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에서 clarithromycin 감수성 여부를 확인

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표준 삼제요법을 선택하였을 때 치료에 실패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제균 치료 성적은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고된다. 표준 

삼제요법의 제균율은 경기 서부에서는 85.5%, 광주 전남지역에

서는 77.0%,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86.2%, 부산에서는 84.9%로 

다양하게 보고되었다.6,8,22,35 이러한 제균 치료 성적의 차이는 

H. pylori의 항생제 내성 현황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며, 

따라서 제균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

을 반영하는 항생제 내성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10,36 

그러나 강원 영동지역에서 시행된 표준 삼제요법의 제균 치료 

성적 및 항생제 내성 현황 대한 연구는 드물다. 강원 영동지역

의 H. pylori 제균 성적을 보고한 단일 기관 연구 결과에 따르

면 표준 삼제요법의 제균율은 84.1% (111/132)였으며 제균 치

료 시작 후 금연한 경우 제균 치료 성적이 더 높았다.13 그러나 

이 연구는 1997~1998년에 수행된 것으로, 최근 H. pylori의 

항생제 내성 증가 및 삼제요법의 제균율 감소 추세를 반영하는 

자료는 부족하다. 온라인 레지스트리를 기반으로 한 전국 규모 

다기관 연구에서 강원지역의 삼제요법을 포함한 일차 제균 치

료 성적은 68.1%로 서울, 경기, 경상, 제주지역보다 낮았으나 

영동지역의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12 H. pylori의 항생제 

내성 현황을 조사한 다기관 연구에도 강원지역의 균주가 포함

되었으나 영동지역의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11,36 이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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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강원 영동지역의 표준 삼제요법 치료 성적을 조사

하였으며 표준 삼제요법의 제균율은 64.0%로 1999년 보고와 

비교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항생제 내성, 특히 clari-

thromycin 내성에 대한 진단 검사는 수행되지 않아, 향후 H. 

pylori의 항생제 내성 현황 등 표준 삼제요법의 제균율 감소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표

준 삼제요법 실패 후 bismuth 사제요법의 제균 치료 성공률은 

91.1%로 우수하여 표준 삼제요법에 실패한 환자에서 효과적인 

이차 치료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제균 치료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H. pylori의 항생제 

내성 이외에도 성별, 흡연, CYP2C19 genetic polymorphism 

등이 알려져 있다.8,29,37-39 음주력이 있는 환자에서 음주력이 없

는 경우보다 제균 치료 성공률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40 

이 연구에서는 낮은 순응도가 제균 치료 실패와 연관된 인자였

으며, 성별, 흡연력, 양성자펌프억제제 종류 등은 유의한 연관

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일 기관에서 시

행된 연구로 전체 인구 집단의 특성을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강릉아산병원은 강원 영동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으로 내원 환자의 대부분이 영동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 결과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의무기록 검토에 바탕을 둔 후향 연구로 선

택 비뚤림, 보고 비뚤림과 같은 비뚤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제균 치료 성적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므로 

신뢰할 수 있으나 흡연력, 음주력, 순응도, 이상 반응 유무 등에 

대한 자료가 상당수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제한점이다. 

제균 치료 성적과 연관된 인자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병력과 항

생제 내성 결과를 포함한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강원 영동지역에서 표준 삼제요법의 치료 성적

은 70% 미만으로, 일차 제균 치료 방법으로 권고하기에 적절하

지 않은 수준이다. 이 지역의 H. pylori 제균 치료 성적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에 기반한 맞춤 치료

를 포함한 다른 제균 치료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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