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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H. pylori) 감

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제1차 진료 지침은 대한 Helicobacter 

pylori 연구회에서 1998년 발표한 “한국인에서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진단 및 치료”라는 합의안이다.1 이 진료 지침에서 

일차 제균 치료로 양성자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PPI) 

표준 용량, amoxicillin 1 g, clarithromycin 500 mg 하루 2회, 

7일에서 14일 투여하는 삼제요법을 권고하였다. 이후 H. pylori 

감염과 위암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면서,2 2008년 조기

위암 환자에서 위암 치료 후 H. pylori 제균 치료가 법정 비급여로 

허가되었다. 2009년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는 소화성 

궤양 및 변연부 B세포 림프종뿐만 아니라 조기위암 환자를 제균 

치료 적응증에 포함하여 제2차 진료 지침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진단 및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3 이 진료 지침에

서도 H. pylori의 1차 치료제로 PPI, amoxicillin, clarithromycin 

조합의 표준 삼제요법 7일 내지 14일 투여를 추천하였다.

점차 국내 H. pylori 내성률이 높아지고, 유럽이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진료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의료 제도의 

차이가 커서 2013년 국내 실정에 맞는 제3차 진료 지침이 개

발되었다.4 여전히 기존의 표준 삼제요법을 대체할 만한 우수한 

제균 요법이 입증되지 않아 표준 삼제요법을 일차 제균 치료로 

권고하였다. 적절한 H. pylori 제균 치료 요법은 per protocol 

분석에서 90% 이상, intention to treat 분석에서 80% 이상의 

제균 성공률이 있어야 한다.5 Clarithromycin 내성은 H. pylori 

제균 성공률 감소의 주요 원인이며 국내의 clarithromycin 내

성률은 1994년 2.8%, 2003년 13.8%, 2006~2008년 25.5%, 

2009~2012년 37.0%로 증가하였다.6,7 한편, 2008년 국내의 지

역별 H. pylori 일차 항생제 내성률을 분석한 연구는 clari-

thromycin 내성률이 경기 지역 32.5%, 부산 지역 26.3%로 높

았지만 강원 지역에서는 12.5%로 낮아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8 

2012년 발표된 유럽의 Maastricht IV 진료 지침은 내성률이 

15~20% 이상 높은 지역에서는 표준 삼제요법이 낮은 H. pylori 

제균 성공률을 보여 사용을 권장하지 않았다. 국내 clarithromycin 

내성률 증가, 지역별 항생제 내성률 차이 및 Maastricht IV 진

료 지침 등을 반영하여, 제3차 진료 지침은 clarithromycin 내

성이 의심되는 경우 bismuth 기반 사제요법 7일에서 14일간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권고안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즉, 

표준 삼제요법을 일차 치료로 유지하면서 bismuth 기반 사제

요법을 일차 치료의 대안적 방법으로 인정하는 수준에서 개정

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개원 및 봉직 의사들뿐만 아니라 환자 

교육 자료로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제3차 진료 지침은 학회지 

게재, 소책자 제작 및 배포,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홍

보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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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ey Features of Common Data Model 

 Detail

OHDSI/OMOP OHDSI (pronounced ‘Odyssey’): non-profit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owns OMOP

OMOP: consisting of CDM, standardized vocabularies and standardized analytics

Quality control ACHILLES: browser-based visualization tool in OMOP-CDM

- It enables the characterization, quality assessment, and visualization of observational data in the dataset.

Tool ATLAS: free OHDSI analytic tool to support cohort development, characterization, incidence/prevalence rate, 

large-scale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and data visualization (sunburst plot) in OMOP-CDM

ATHENA: free OHDSI online vocabulary browsing tool in OMOP-CDM

Distributed research network FEEDER-NET: CDM-based distributed research network in South Korea (a total of 61 hospitals/data partners)

- No central data warehouse exists.

- Each data owners maintain physical and operational control of their data. 

- Data owners provide only analyzed results without sharing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Advantages Multicenter study using the same data structure and analysis program within a short period

High reliability of research by sharing analysis codes with other researchers

Utilizing big clinical data at low cost 

Limitations Presence of unconverted or duplicate data

Possibility of error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to CDM data

Difficulty in compatibility between anonymized CDM data and medical record data collected by each center

OHDSI, observational health data sciences and informatics; OMOP, observational medical outcome partners; CDM, common data model; 

ACHILLES, automated characterization of health information at large-scale longitudinal exploration system; FEEDER-NET, federated E-health 

big data for evidence renovation network.

국내 경험적 표준 삼제요법의 제균 성공률은 점차 감소하여 

최근 연구에서는 약 70% 정도로 보고된다.9 2018년 대한상부

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에서 주관한 국내 항생제 내성률 조사 

연구에서 전국의 clarithromycin 내성률은 17.8%였고, 지역별

로는 서울과 충청도는 내성률이 15% 미만이었지만 이외 지역

에서는 15% 이상의 내성률을 보였다.10 H. pylori 제균 성공률

의 감소와 더불어 H. pylori 감염과 관련된 증상 및 질환에 대

한 연구보고들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진료 및 치료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11,12 최신의 제4차 진료 지침은 2022년 “한국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치료 근거 기반 임상 진료 지침”이

라는 제목으로 제균 치료의 임상 적응증을 정의하고, 제균 성공

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치료법을 발표하였다.13 이번 진료 지침

에서는 기능성 소화 불량, 철분 결핍성 빈혈, 위선종 내시경 절

제술 후 등 제균 치료 적응증의 확대를 위한 근거를 추가로 제

시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 5월 1일부터 요양 

급여 인정 기준이 일부 확대되어 ‘H. pylori 감염이 확인된 환

자에서 위선종의 내시경 절제술 후’ 제균 치료 시 요양 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H. pylori 일차 제균 치료로 표준 삼제요법, 

bismuth 비포함 사제요법(순차 치료 및 동시 치료), clari-

thromycin 내성 검사 후 표준 삼제요법뿐만 아니라 일부 환자

에서 bismuth 기반 사제요법 사용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제시

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 H. pylori 임상 진료 지침들이 개발 및 발표

되었지만, 개정된 진료 지침에 따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치료 

패턴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국내 단일기관의 공통 데이터모델(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Common Data Model, KDH-CDM)을 이용한 

코호트 특성 분석으로 항생제 노출력 및 질환 등을 확인하고,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H. pylori 일차 제균 치료 패턴의 변

화를 보고하였다.14 이는 2013년 7월 국내 제3차 H. pylori 진

료 지침이 발표된 이후 실제 제균 치료 패턴 변화에 대한 국내 

처음의 연구이다. Observational Medical Outcome Partners-

CDM은 각 의료 기관들이 보유한 서로 다른 구조의 전자의무

기록정보를 가능한 표준화된 구조로 변환한 의료데이터 네트워크

이다.15 이번에 이용된 KDH-CDM은 단일기관 데이터베이스로 

1,689,604명 환자의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6년 동안의 진

료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전 연구에도 이용된 바 있다.16 

CDM의 특성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2004~2019년까지 표준 삼제요법 성공률은 

79.8%로 추정되었고, 일차 제균 치료 실패 추정 환자군에서 

macrolide계 항생제 노출력은 일차 제균 치료 성공한 군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았다(14.7% vs. 5.5%, P<0.001). 이는 

macrolide계 항생제에 노출력 있는 환자는 clarithromycin 

내성 검사 기반의 맞춤형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대목

이다. 제3차 진료 지침 발표 후 일차 치료로 bismuth 기반 사제

요법을 사용한 비율은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1.4% 증가함

을 보여주었다(2014년 1월 1일 이전 1.9% vs. 2014년 1월 1일 

이후 3.3%). 이는 저자들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의료진의 bismuth 

기반 사제요법 부작용 우려 및 새로운 항생제 내성 발생의 걱

정, 기존 경험적 표준 삼제요법 처방의 익숙함, 하루 4회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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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으로 인한 환자의 낮은 복용 순응도 문제, bismuth 기반 

사제요법이 보험 급여 적용되지 않을 우려 등이 반영된 결과라

고 생각된다. 또한 제3차 진료 지침의 ‘clarithromycin 내성이 

의심되는 경우’ bismuth 기반 사제요법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모호한 기술은 효과적인 항생제를 적절히 사용하면서도 

내성의 감소 및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항생제 스튜어드십

(antimicrobial stewardship) 관점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일

차 치료로 bismuth 기반 사제요법이 실패하였을 때 다른 구제 

요법 선택의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치료 패러다임 전환이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4차 진료 지침에서도 bismuth 기반 

사제요법은 14일 표준 삼제요법, 10일 동시 치료 및 순차 치료

와 유사한 1차 치료 제균 성공률을 보이지만 약물 부작용이 높

고 구제 요법으로 사용 가능성을 고려해 다른 제균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일차 치료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13 최근 

유럽 27개 국가의 2013~2018년 기간 동안 H. pylori 치료에 

관한 30,394명 환자의 레지스트리를 분석한 연구도 유럽의 H. 

pylori 진료 지침인 Maastricht IV (2012년) 및 Maastricht V 

(2017년) 발표 이후 제균 치료 패턴은 유럽의 각 국가별 및 지

역별 이질적 경향이 있고, 진료 지침대로 실제 제균 치료 패턴

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고한 바 있다.17

이번 연구의 제한점으로 요소호기 검사 시행 여부는 확인 가

능하였지만, 요소호기 검사 결과 자료가 CDM으로 변환되지 않

아 제균 성공률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즉, 요소호기 검사 

결과가 아닌 요소호기 검사 시행 후 bismuth 기반 사제요법의 

처방 유무에 따라 제균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조작적 정의를 

사용하여 실제 제균 성공률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또한, 제

균 치료 기간 차이에 따른 제균 성공률 확인의 어려움, 다기관 

CDM 연구가 아닌 단일기관 CDM 연구라는 제한점들이 있다. 

하지만 CDM을 이용한 H. pylori 일차 치료 패턴과 항생제 노

출력 등을 분석한 첫 연구이며, CDM을 활용한 연구에 익숙하

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CDM 자료를 이용한 소화기 연구 주제

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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