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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비알콜성 지방간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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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H. pylori) 감염은 

주로 위와 십이지장의 궤양, 만성 위염, 위암, 위의 림프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최근 소화관의 질환을 넘어서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및 대사증후군 등의 내분비 질환, 신경계 질환, 류마티스 

질환과의 연관성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1 이 중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은 알코올 등 간

에 지방축적을 일으킬만한 선행인자가 없이 간 내에 중성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는 상태로 단순 지방증(simple steatosis) 

에서부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onalcoholic steatohepatitis, 

NASH) 나아가 간경변증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2 인슐

린 저항성이 NAFLD의 주된 발생기전으로, 2형당뇨병 및 대사증

후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H. pylori 감염과 

NAFLD와의 상관관계는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최근의 메타분석에서는 H. pylori 감염 시 NAFLD 발생의 발생 

위험도(OR)를 1.19로 보고한 바 있다.3 또 다른 연구에서는 H. 

pylori 감염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NAFLD의 조직

학적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hepatocyte ballooning 소견이 유의

하게 증가되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여 H. pylori infection이 

NAFLD의 발생뿐만 아니라 진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

증하였다.4

H. pylori 감염이 NAFLD를 유발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몇몇 연구에서 그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H. pylori가 간조직에 직접적으로 침윤하여 NAFLD를 일으킬 

수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46명의 NAFLD 환자들의 간조직을 조사

한 결과 17명의 환자에서 H. pylori 16sRNA 및 cagA 유전자가 

있었다.5 H. pylori는 염증 물질을 통해 NAFLD를 유발할 수 있는데, 

특히 TNF-α의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지방 생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6 Adiponectin은 adipocyte

에서 분비되어 당 조절과 지방산 분해에 기여하여 항염증 작용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456명의 환자들을 H. pylori 제균을 시행한 

후 혈청 adiponectin의 발현을 조사한 전향 연구에서는 제균에 

성공한 균에서 adiponectin의 분비가 증가함을 보여 H. pylori 

감염과 adiponectin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였다.7

H. pylori 제균 요법과 NAFLD의 발생에 관하여 살펴본 연

구는 많지 않다. 1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균 요법을 시행한 

후 간의 섬유화에 대해 MRI를 시행하여 개선 여부를 살펴본 연

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H. pylori 제균 요법 후 NAFLD

의 활성도와 섬유화를 단기간에 개선시켜주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8 12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균 요법 및 생활습관 개선

을 병행한 군과 생활습관 개선만을 시행한 군에서 NAFLD의 

활성도의 변화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두 군 모두 NAFLD 활성

도가 호전되어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고, 

H. pylori 제균이 NAFLD의 개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여

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다.9 이번에 Kim 등10이 시행한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단일기관에서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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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 첫 

검진 당시 NAFLD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후 검사에서 NAFLD

가 진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NAFLD 발생의 위험인자를 분석

하였다. 3,7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7.9년을 추적하였을 때, 

1,294명의 환자가 NAFLD가 발생하였다. 다변량 분석에서 나

이, 성별, 체질량지수, 흡연, 음주, 고지혈증, H. pylori 제균 치

료 미시행이 NAFLD 발생의 위험인자임을 보고하였다. H. py-

lori 미치료군은 치료군에 비해 NAFLD의 OR이 약 1.3임을 보

고하여 H. pylori 제균 치료가 NAFLD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후향 연구로 몇 가지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H. pylori 감염 여부를 serology로만 하였고, 제

균 성공 여부를 조직으로만 확인하여서 H. pylori 현성 감염과 

NAFLD가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조직 검사에

서는 음성이지만 만약 요소호기 검사를 추가로 시행했다면 양

성으로 진단되었을지 모르는 환자들이 일부 포함되었을 수 있

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환자들을 추적하였고, 이전 연구에 비해 많은 수의 환자를 연구

함으로써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

다. 이 연구를 통하여 NAFLD가 진행하여 fibrosis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군들(비만, 남성 등)에서 H. pylori 제균의 추가적인 

이득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추가적인 전

향 연구를 통해 H. pylori infection과 NAFLD의 상관관계, H. 

pylori 제균과 NAFLD의 호전 여부에 관하여 더 명확히 밝혀지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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