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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과 음식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and Foods)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 십이지장 궤양과 같은 소화성 궤양의 중요한 발생 원인이며
국제보건기구(WHO)에서는 1994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또한 기능성 소화불량증, 점막연관림프조직형 위림프종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현재 항생제와
양성자펌프 억제제와 같은 강력한 위산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치료법은
항생제 내성과 치료 실패, 그리고 재발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치료 대상 선정에 대해서 아직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합의안은 없으며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 때문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예방과 치료, 또한 위장 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군집과 독성 감소, 위염과 위점막 위축의 감소를 비약물적요법으
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주로 식품에 의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 현재까지 헬리코
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예방과 억제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브로콜리 싹 추출
물 (broccoli sprouts), 크랜베리주스 (cranberry Juice),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알려져 있
다.1,2
국내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식품들이 있
다. 가장 널리 알려진 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이다. 프로바이오틱스 중 락토바실러스
(Lactobacillus)와 사카라미세스 보울라디(Saccharomyces boulardii) 등이 헬리코박터 파일
로리의 제균 요법과 치료 합병증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3
항균물질이 많은 젖소초유와 유제품들은 항 헬리코박터 효과가 있으며 임상적으로는 젖
소초유와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항균물질인 락토페린(lactofferin)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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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위염을 감소시키며 발효유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보고
되었다.4
채소 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항균작용 있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isothiocyanate)가
다량 함유된 브로콜리 싹 추출물은 일부의 임상연구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연관 위염
을 개선시키고 위장 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수를 감소시켰다. 역학적으로 위암 감
소에 효과 있다고 잘 알려진 양배추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의 십자가화 채소, 항헬리
코박터 효과가 보고된 마늘은 아직 그 임상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다.1,2
과일 중에 블루베리, 엘더베리, 크랜베리, 라즈베리, 딸기 등이 실험실에서 항 헬리코박터
효과가

관찰되었으나

임상적으로는

크랜베리

만이

헬리코박터

억제

효과가

보고되었다.1,2,5
다양한 허브에서 추출한 식물정유(essential oil)는 항균, 항산화, 항염, 면역증강의 효과가
있는데 당근씨, 정향, 마누카, 방취목에서 추출한 정유가 항 헬리코박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박하유는 캐러웨이유와 같이 사용하면 항염 효과와 소화불량 개선효과가
있다. 계피 추출물, 로즈마리, 울금, 핑거루트, 육두구, 생강, 감초, 녹차 등도 항
헬리코박터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물질들은

우수한

효과가

도출되더라도 특허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가 힘들어 아직 적절한 임상연구가 진행되어
있지는 않다. 마스틱검(mastic gum)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에 효과적이라는 임상
연구 결과가 있었으나 이후 지속된 연구에서 그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1,2
상처치유와 항균작용이 알려진 뉴질랜드의 유명한 수출상품인 마누카꿀(manuka honey)
과 꿀벌이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생산한 물질로 오래 전부터 인류가 화농방지제로
사용해왔던 프로폴리스(propolis)가 실험실 연구에서 항 헬리코박터 효과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임상적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실험실 연구에서 많은 식품과 추출물들의 항 헬리코박터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일부 식품을 제외하고는 아직 임상적으로 그 효과가 명확히 규명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임상에서 환자 진료 시에 식품과 추출물들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치료와 예방에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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