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AL MEDICINE 대한구강내과학회지 Vol. 37, No. 2, 2012

75

구강 내 Helicobacter pylori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내과학교실

안 종 모

위염 및 위암 등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 Helicobacter pylori(H. pylori)는 구강의 치태와 타액에서 주로 발견이 된다. 유

년시절 동안 주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감염경로는 불분명하다. 구강이 H. pylori의 두 번째 서식지로서 전염경로

및 위장내 H. pylori의 제균 후 재감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는 논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저자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구강 내에 존재하는 H. pylori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위장에 존재하는 H. pylori는 위인두반사나 구토에 의해 구강 내 발현될 수도 있으나, 구강과 위의 감염은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진단방법으로는 혈청학적검사, 요소호기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방법, Urease검사, 조직검사 등이 있으나, 타액과 치태에서는 nested PCR 방법이 주로 추천되어 진다. 구강 내 감염율

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치과질환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치주질환 환자의 구강 내에서 발현율은 높게

나타나므로, 주의가 요구되며 향균 구강세척제의 사용이 권유된다. 결과적으로 구강 내 H. pylori는 정상세균총으로 사료되

며, 향후 구강내 H. pylori에 관한 추가적인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주제어: 구강, 정상세균총, 진단방법, 치과질환, Helicobacter pylori

1)Ⅰ. 서 론

Helicobacter pylori (H. pylori)는 1983년 사람의 위

에서 생검을 통하여 처음 분리되었고, 현재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그리고 위암 등의 주요한 원인

균으로 알려져 있다.
1,2)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정도

가 감염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감염에 대한 유병

율은 지역, 연령, 사회,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 다양하

게 나타나고 선진국에서보다는 개발도상국가에서 높

게 나타난다.
3,4)

정확한 감염경로는 현재까지 불분명

하지만, 대부분 유년시절동안에 일어나며, 배설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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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경로, 구강-구강 경로, 위장-구강 경로와 위 내시

경 검사를 통한 감염 경로 들이 제시되고 있다.5-7)

H. pylori는 주로 사람의 위장내에 존재하며, 위장

질환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타액과 치태에

서 H. pylori의 발견은 구강이 H. pylori의 두 번째 서

식지로서 사람과 사람사이 감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8)

또한 구강에서 H. pylori의 지

속적인 존재는 위장질환의 치료 후에도 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아직까지 논쟁의

여지로 남아있다.

이에 본 저자는 문헌고찰을 통해 구강 내에 존재하

는 H. pylori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위 및 구강과 H. pylori

미세호기성(microaerophilous)이며 그람음성균인

H. pylori는 나선형의 운동형 세균으로 긴 꼬리 같은

구조인 몇 개의 flagella를 가지고 있으며, urease라는

효소를 생산함으로써 위의 산성환경에서 살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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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번식할 수도 있는 매우 특별한 미생물이

다.
9)
Urease의 분비는 위의 점막에 손상을 일으키므

로 H. pylori의 감염에 증거를 나타내며, 진단학적 검

사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또한 H. pylori는

protease와 phopholipase를 분비함으로써 위 점막의

상피를 보호하고 있는 점액성의 막(mucus film)을 통

과하여 복제를 시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호중구

(neutrophils)에 의한 면역반응을 초래함으로써 위 조

직에 변형을 초래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위암의 첫 번째 발병인자로

H. pylori를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특정한 H.

pylori만이 위장질환을 일으킨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즉 정상인에 비해 위장질환 환자의 H. pylori는

독성단백질(Cag A, Vac A)을 훨씬 많이 분비한다는

것인데, H. pylori중 특히 Cag A를 분비하는 종류가

위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
H. pylori에 감

염된 사람이 평생 위암에 걸릴 확률은 1-2% 정도로

낮은데, 한국 정상성인의 H. pylori 보균율이 89.6%라

는 연구
12)

를 참고할 때 대부분 감염이 되었다할지라

도, Gwak등
13)

의 연구를 보면 H. pylori 보균자의 위

암 발병율은 매우 낮은 것 같다.

H. pylori가 구강에서 서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

력은 치태에서 H. pylori, Fusobacterium nucleatum

그리고 Fusobacterium periodontium 사이에 특수한

결합과 구강상피를 덮고 있는 salivary mucin위에

sulfated oligosaccharide가 구강표면에 대한 H.

pylori의 부착을 위한 수용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이

다.
14,15)

구강 내 H. pylori의 발현은 대부분 위인두반사

(gastroesophageal reflex)나 구토에 의해 위로부터

나올 수 있으며, 구강에 존재하는 H. pylori는 위로의

감염과 전염에 원인이 될 수도 있다.
16,17)

하지만 구강

과 위의 H. pylori는 관련성이 없으며, 구강 내 H.

pylori의 존재는 위의 감염과는 무관하다는 연구 들도

보고되고 있다.
18-20)

구강에서 H. pylori는 치태, 타액 및 구강점막에서

검출되는데,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인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구강내 20-40%정도

의 발현율을 나타나고 있으며1,4,9,21), 일본인과 비교했

을때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다.
22,23)

이처럼

H. pylori는 구강 내 타액이나 치태에서 위의 감염과

관련없이 발견되므로 구강내 정상세균총(normal oral

microflora)라고 주장되어지고도 있다.
24,25)

2. H. pylori 감염의 진단 방법

H. pylori 감염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혈청학

적 검사, 요소호기검사(urea breath test : UBT), 중합

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 PCR)방법,

urease 검사(CLO : Campylobacter-Like Organism

test), 조직검사 등이 있다.

혈청학적 검사는 H. pylori에 붙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 혈액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항체가 있다면 현

재 H. pylori에 감염되었거나 과거에 감염되었음을 의

미한다. 단점으로는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

(specificity)가 낮고, 과거 감염과 현재 감염의 구별이

불가능한 간접 검사이면서 항체가 조직학적 양상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H. pylori 감염에

대한 치료 후 항체 역가가 떨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균 치료후 추적검사로는 적합지 못

하며 치료 성공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방법으로

는 적절하지 않다.

요소호기검사는 6시간동안 금식 후 캡슐을 삼킨다

음 15분 정도 후에 캡슐에 들어있는 H2N(
14
CO)NH2가

물(H2O)과 함께 복용시 urease에 의해 분해되는

2NH3와
14
CO2중

14
CO2를 채집하여 위내 H. pylori 감

염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검

사방법이나 보고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내보고

에 의하면 민감도는 93%, 특이도는 100%로 외국의

보고와 큰 차이가 없다. 환자의 고통과 불편함이 없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아 H.

pylori 감염진단 및 제균 치료 후 제균 성공여부를 판

정하는 데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
4,26)

중합효소연쇄반응 방법은 대부분 urease 유전자와

16S ribosomal RNA 유전자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민

감도와 특이도가 매우 높으며 860bp(base pair)

genomic DNA를 표적으로 하는 PCR방법이 비교적

검출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27)

특히 타액 및 치

태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에 비

해 상대적으로 민감도 및 특이도가 높은 nested PCR

방법이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CLO test는 위 내시경으로 채취된 조직을 CLO

test 슬라이드 뒷면에 니들(needle)을 이용해 주입한

후 20분, 1시간, 3시간, 24시간 간격으로 겔(gel)의 색

과 넓이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결과판정에 24시간이

필요하다. 반응의 속도가 느린 관계로 위 내시경 검사

를 실시한 당일에 결과를 알 수 없음으로 환자가 한

번 더 방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색깔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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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까닭에 판정자들에 따라

양성율이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많은 내과의사들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

를 위해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다. 위 내시경 검사

를 시행하는동안 H. pylori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가 시행될 수도 있으며, 조직검사가 시행된

경우에는 조직은 조직학적 검사를 위해 Gram stain,

Giemsa stain 또는 Silver stain과 같은 염색법을 시

행하여 세균을 관찰하거나 CLO test등을 시행하는데

사용되어 질 수 있다.

3. H. pylori 감염과 치과질환

구강의 H. pylori가 타액, 치태, 구강점막에서 검출

된 이후에 많은 치과 질환과의 관련성이 제시되고 있

다. 위궤양과의 유사성 때문에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

염(recurrent aphthous stomatitis), 구강 편평태선

(oral lichen planus), 그리고 구강의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된 궤양성 병소가 연구되었으나 H. pylori 감염과

의 관련성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29-35)

구강작열감증후군 그리고 구취와의 상관관계도 제

시되고 있으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지않아 관련성

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36-38)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치태와 치주낭과 같은 구강 내 환경이 H.

pylori의 성장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인에 비해 H. pylori가 많이 발현되므로 감염에

긴밀한 주의가 필요하나, H. pylori가 치주질환을 일

으키는 것 같지는 않다.
1,23,39,40)

4. 치료

위궤양 환자가 H. pylori에 감염되었다면, 산분비억

제제와 항생제가 추천된다. 산분비억제제는 통증을

빨리 완화시켜주고 치유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복합처

방이 추천되며, 항생제는 H. pylori를 제거하고 치유를

촉진시키며 치료환자의 92-99%에서 궤양이 없는 상

태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약물이 사용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는 테트라싸이클린(tetracycline)

과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 또는 아목시실린

(amoxicillin)과 클라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이

다.
41)

H. pylori 제균 치료에는 여러 가지 약제가 조합으

로 사용되는데 크게 bismuth(BIS) 제제를 근간으로

하는 3제요법, proton pump inhibitor(PPI)를 근간으

로하는 3제요법, rantidine bismuth citrate(RBC)를

근간으로 하는 2제 혹은 3제요법, BIS를 근간으로 하

는 3제요법에 PPI를 추가하는 4제요법 등이 있다.42)

항균 구강세척제(antimicrobial mouthrinse)에 대한

효능의 연구
43)

에서 항균 구강세척제는 10초에서 30초

안에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H. pylori, Candida albicans와 같은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입증되었으므로, 구강 내 H.

pylori와 같은 세균의 감염조절을 위해서는 항균 구강

세척제의 사용이 추천되어 질 수 있다.

Ⅲ. 결 론

구강 내 H. pylori는 타액과 치태 등에서 존재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 감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장에

존재하는 H. pylori는 위인두반사나 구토에 의해 구강

내 발현될 수도 있으나, 위와 구강의 감염은 서로 관

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 pylori 감염의

진단방법으로 혈청학적 검사, UBT, PCR방법, CLO

test 등이 있으나, 구강 내 존재하는 H. pylori의 검출

을 위해서는 nested PCR 방법이 추천되어질 수 있다.

구강 내 H. pylori는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서 더 많이 발현이 되나 치주질환과의 관련성은 없으

며, 다른 치과질환과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

다.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문헌고찰을 통해

볼 때 구강 내 H. pylori는 정상세균총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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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licobacter pylori in the Oral Cavity

Jong-Mo Ahn, D.D.S,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Chosun University

Helicobacter pylori(H. pylori) associated with gastritis and gastric cancer is mainly detected dental plaque and saliva

in the oral cavity. Most infection is probably acquired in childhood, but the route of transmission is not clear. The oral

cavity has been indicated as secondary reservoir of H. pylori, and may therefore be argued in the route of transmission

and reinfection of the stomach which follows treatment of H. pylori infection. So this review aimed to discuss about H.

pylori in the oral cavity.

H. pylori in stomach can appear in the oral cavity by gastroesophageal reflex or vomiting, but infection of stomach

and oral cavity is different. Diagnostic methods are serological method, urea breath test, PCR method, urease test,

histologic method and so on. Nested PCR recommend for detection of H. pylori in saliva and dental plaque. H. pylori

infection in the oral cavity appear variously and is no relation with dental diseases. The antimicrobial mouthrinse

recommend in patients with periodontal diseases because of high detection rate fo H. pylori. Thus H. pylori may be

considered as the normal oral microflora.

Key words: dental diseases, diagnostic method, Helicobacter pylori, normal oral microflora, oral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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