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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Korean H . pylori Study Group

Background : H elicobacter pylori infection occurs throughout the world and causes various

gastroduodenal diseases in all age groups. T he prevalence of H. pylori infection varies among
countries and rac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seroprevalence of H . pylori infection

in healthy people in Korea.

Methods : From March 1998 to October 1998, 5,732 asymptomatic subjects responded to the
self- assessment questionnaires from 54 hospitals were enrolled. Serum level of anti- H . pylori IgG

was measured by ELISA test.

Res ults : The overall prevalence of H . pylori infection was 46.6% and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47.2%) and female (45.9%). According to the geographic areas, the highly

prevalent provinces were Kangwon (53.4%), Cheju (52.9%) and Jeonra provinces (50.6%), while Seoul

(41.9%) was the lowest prevalent area. The seroprevalence increased with age and was the highest
at 40' s (78.5%). The characteristic feature of this study was that the infection rate increased steeply

in three age groups (10- 12, 16- 19 years old and 30' s). In Seoul, there was no different prevalence

rate among the districts studied.
Conclus ion : T he nation- wide seroprevalence of H . pylori infection in Korea is higher than th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We hope that this study provides the landmark for the study of H . pylori

infection in Korea.(Korean J Med 59:388- 39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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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H elicobacter pylori (H. pylori) 감염은 전 세계에 널

리 분포되어 있으며 인간에게 있어 가장 흔한 만성 감염

중의 하나이다1). H . pylori는 만성위염, 소화성궤양 및

위암의 중요 원인인자로 밝혀져 있으며2-4) 특히 1994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제1군의 확실한 발암인자로 인정을

한 바 있다1). 또한 점막연관 림프조직형 위림프종의 발

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5, 6) H . pylori 박멸치료를 시

행하면 림프종의 소실이 관찰되기도7) 하여 여러 상부위

장관 질환의 발생 기전의 연구와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

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듯 H . pylori 감염은 상부위장관 질환에 있어 중

요하게 간주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감염률이 낮은8, 9)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높은 감염률을 나타

내고9-11) 있어 지역적 또는 인종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차이는 경제 수준이나 위생 및 환경 상태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10, 12) 생활 환경이

좋지 않은 후진국에서는 H . pylori 감염률이 높은 반면

환경이 좋은 선진국에서는 낮은 감염률을 보이고있다.

동일한 지역에서도 인종간의 차이를 보이는데13) 이 또한

경제 수준, 생활 습관, 음식의 차이 및 유전적 소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역학조사의 결과로

나타난 H . pylori 감염률의 전체적인 양상은 유아기 또

는 학동기의 어린이에서 감염이 되기 시작하여 나이가

증가하면서 감염률은 증가되어 일정 나이에 이르면 최

고치에 도달한 후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H . pylori 감염의 전파양식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후진국에서

는 H . pylori 감염으로 인한 위암 발생이 소화성궤양의

발생 빈도보다 높으며 선진국에서는 이와는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14).

H . pylori 감염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역학조사에는 혈청학적인 검사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

으며 이미 전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혈청학적 검사

방법의 유용성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대규모의 역학조사

는 많지 않으며 특히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무작위의 검

사를 시행한 예는 드물다14).

우리 나라는 최근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

을 하고 있으나 위암 환자가 많으며 아직도 위암이 암으

로 인한 사망률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어 H . pylori 감염

률에 대한 전국적인 역학조사는 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몫을 할 것이라 생각된

다. 우리 나라에서의 H . pylori 감염률에 대한 조사는 몇

몇 연구15-23)에서 이루어졌으나 대상자가 많지 않거나 일

부 연령층 내지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이루어졌으며

연구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 이러한 결과가 우리 나

라의 H . pylori 감염률을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

다. 외국에서는 해당 나라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H .

pylori 감염률을 조사한 연구는 없었으나 대한 H. pylori

연구회에서는 우리 나라 국민의 H . pylori 감염률에 대

한 지표로 삼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상부위장관 증상

이 없는 소아와 성인에서 H. pylori 감염률에 대한 역학

조사를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1998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서울특별시, 경기

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및 제주도의 종합병

원이나 대학병원에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건강검진센터

에 내원하거나 진료를 위하여 내과와 소아과를 비롯한 각

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포함 기준은 이전

에 위내시경검사 또는 상부위장관 조영술상 소화성궤양

의 병력, 복부 수술을 받은 병력 및 H. pylori 박멸 치료

의 병력이 없으며 상부위장관 증상이 없는 소아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 가족에서 1명만을 포함시켰다.

검사 대상자를 나이에 따라 0- 6개월, 7- 11개월, 1- 3

세, 4- 6세, 7- 9세, 10- 12세 13- 15세, 16-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9세, 70- 79세의 14군으

로 구분하였으며 각 연령군에서 가능하면 남녀의 비가

1:1이 되도록 하였다. 15세까지는 소아로 분류하여 소아

과에서 설문지 조사를 하고 혈청을 채취하였으며 16세

이상은 성인으로 분류하여 내과에서 시행하였다.

2. 참가 병원

본 역학조사에 참가한 병원은 서울에서 12개, 경기도

12개, 강원도 3개, 충청도 7개, 경상도 11개, 전라도 6개

및 제주도에서 3개 병원으로 전국적으로 총 54개 병원이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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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방법

1) 혈청학적 검사

검사 대상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 20℃ 또는 - 70℃의 냉동고에 보관하였으며 각 병원

에 배정된 검사자의 수만큼 혈청을 모두 채취한 후 냉동

상태로 중앙 검사센터로 운반하였다. 이와같은 과정은

모든 병원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H.

pylori 감염의 유무는 녹십자에서 한국인의 H. pylori 균

주로 개발한 혈청검사 검사방법인 Genedia H . pylori

ELISA를 이용하여 H. pylori에 대한 IgG 항체역가를 혈

청학적 검사로 측정하여 판정하였다. Genedia H . pylori

ELISA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소아에서는 80%와 84.8%

이었고 성인에서는 93.2%와 83.5%이었다 (비출간자료).

2) 설문지 조사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검사자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

였다. 설문지 조사의 내용은 연령, 주민등록번호, 성별,

내원 목적, 상부위장관 증상 및 이에 대한 검사 유무, 생

활환경에 관한 질문, 생활습관에 대한 질문 등으로 소아

에서는 25항목, 성인에서는 27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였

으며 거주지는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설문지

의 작성은 성인에서는 본인이 직접 기입하였고 소아에

서는 부모가 기입하였다.

3) 통계 분석 방법

통계 분석은 Mantel- Haenszel chi square test(SAS

program, SAS institute, Cary, North Carolina)을 이용

하여 나이, 성별 및 지역에 따른 H . pylori 감염률의 차

이를 비교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 값이 0.05 미

만일 경우를 의미 있는 것으로 하였다.

결 과

1. 검사 대상자의 수 및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 수는 5,732명으로 15세까지의 소아 대상

자는 2,338명이었고 이중 남아는 1,319명, 여아는 1,019

명이었으며 16세 이상의 성인 대상자는 3,394명으로 남

자는 1,729명, 여자는 1,665명이었다. 전체적인 남녀의

성별 비는 1.1:1이었고 소아에서는 1.3:1, 성인에서는 1:1

이었다.

각 연령별 대상자 수는 0- 6개월에서는 268명, 7- 11개

월은 164명, 1- 3세는 415명, 4- 6세는 443명, 7- 9세는 364

명, 10- 12세는 379명, 13- 15세는 303명, 16- 19세는 355

명, 20대는 605명, 30대는 493명, 40대는 498명, 50대는

491명, 60대는 488명, 70대는 466명이었다(T able 1).

지역별 대상자 수는 서울에서 1,155명, 경기도 1,308

명, 강원도 251명, 충청도 799명, 경상도 1,266명, 전라도

728명 및 제주도에서는 225명이었다(T able 2).

2. 전체적인 H. pylori에 대한 혈청학적 양성률

전체 대상자의 H . pylori에 대한 혈청학적 양성률은

46.6%이었으며(Figure 1), 소아와 성인에서는 각각

17.2%와 66.9%의 혈청학적 양성률을 보였다. 성별로 분

류하여 보면 남자에서는 47.2%, 여자에서는 45.9%에서

Table 2. Number of the s ubjects according to
geographic area

Area Number of Subjects

Seoul 1,155

Kyonggi 1,308

Kangw on 251

Chungcheong 799

Kyungs ang 1,266

Cholla 728

Cheju 225

T otal 5,732

Table 1. Number of the s ubjects according to age
g roup

Age Group Number of Subjects

0 - 6 M 268

7 - 11 M 164

1 - 3 Y 415

4 - 6 Y 443

7 - 9 Y 364

10 - 12 Y 379

13 - 15 Y 303

16 - 19 Y 355

20 - 29 Y 605

30 - 39 Y 493

40 - 49 Y 498

50 - 59 Y 491

60 - 69 Y 488

70 - 79 Y 466

T otal 5,732

M; months , Y;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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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는 남녀간의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 소아와 성인을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소아에

서는 남아에서 18%, 여아에서는 16%로 차이가 없었으

나 성인 남자에서는 69.4%, 여자에서는 64.2%의 양성률

을 보여 남녀간에 H . pylori 감염률의 차이를 나타내었

다(p< 0.05)(Figure 2).

3. 지역별 H. pylori에 대한 혈청학적 양성률

지역에 따른 H . pylori 감염에 대한 혈청학적 양성률

을 보면 서울이 41.9%, 경기도가 47.3%, 강원도가

53.4%, 충청도가 43.7%, 경상도가 47.1%, 전라도가

50.6%, 제주도가 52.9%를 나타내어 지역간의 양성률에

차이를 보였으며(p< 0.05) 강원도의 양성률이 가장 높았

고 제주도와 전라도가 다음으로 높았으며 서울이 가장

낮았다(Figure 3).

Fig ure 4. Seropositivity of H . pylori infection in children
and adults according to the geographic area.

4. 지역별 소아 및 성인에서의 H. pylori에 대한

혈청학적 양성률

지역별로 소아와 성인으로 구분하여 양성률을 비교하

여 보면 소아에서는 서울에서 13%, 경기도 15.5%, 강원

도 21.2%, 충청도 18.9%, 경상도 17%, 전라도 21.3%, 제

주도가 21.4%로 제주도, 전라도와 강원도에서 다른 지역

보다 높은 양성률을 보였고 서울이 가장 낮았다. 성인에

서는 서울에서 65.3%, 경기도 65%, 강원도 61.8%, 충청

도 64.1%, 경상도 67.5%, 전라도 74.6%, 제주도가 77.2%

로 성인에서도 제주도와 전라도에서 높은 양성률을 보

였다(p<0.05) (Figure 4).

5. 지역별로 성별에 따른 H. pylori에 대한 혈청학

적 양성률

Figure 1. Seropositivity of H. pylori infection in Korea.

Figure 3. Seropositivity of H. pylori infection
according to the geographic area in Korea.

Figure 2. Seropositivity of H . pylori infection according
to gender in children and adult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adu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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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남녀에서의 양성률을 보면 서울에서는 각각

41.4%와 42.5%, 경기도에서 47.4%와 47.2%, 강원도에서

57.4%와 49.2%, 충청도에서 44.7%와 42.5%, 경상도에서

47%와 47.2%, 전라도에서 53.1%와 47.7%, 제주도에서

는 54.2%와 51.4%를 나타내었다.

6. 연령별 H. pylori에 대한 혈청학적 양성률

연령에 따른 양성률을 비교하여 보면 출생 직후부터

6개월까지는 24.4%, 7- 11개월 7.4%, 1- 3세 6%, 4- 6세

11.5%, 7- 9세 12.7%, 10- 12세 27.3%, 13- 15세 31.1%,

16- 19세 45.8%, 20대 54.3%, 30대 74%, 40대 78.5%, 50

대 73.9%, 60대 71.7%, 70대 67%로 나타나 40대에서

78.5%로 가장 높은 양성률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H . pylori에 대한 항체 양성률은 증가

하다가 40대 이후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10- 12

세의 연령군과 16- 19세 및 30대의 세 연령군에서 양성

률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Figure 5).

7. 서울시의 각 구별 H. pylori에 대한 혈청학적

양성률

서울시의 구별로 검사자가 30명 이상인 구를 대상으

로 양성률을 비교하여 보면, 성인에서는 강남구 63.8%,

서초구 55.3%, 송파구 67.7%, 강동구 71%, 동작구

62.5%, 용산구 58.8%, 성북구 70%, 노원구 65%로 강동

구가 가장 높고 서초구가 가장 낮았으나 강남지역과 강

북지역간의 H. pylori 양성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으며(Figure 6) 소아에서도 강남구 13.6%, 송파

구 16.7%, 영등포구 14.8%, 용산구 17.8%, 서대문구 6%,

성동구 13.2%, 노원구 18.2%로 강북지역인 서대문구에

서 가장 낮고 노원구에서 가장 높은 양성률을 나타내었

으나 성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간의

H. pylori에 대한 양성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igure 7).

고 찰

전국을 대상으로한 본 역학조사는 우리 나라 인구의

약 1/10,000에 해당하는 5,732명에 이르는 많은 검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남녀의 차이가 없이 전 연령층

에서 지역적으로 골고루 조사되었다는 특징과 장점이

있다.

본 역학조사의 결과 우리 나라에서 H . pylori 항체에

대한 혈청학적 유병률이 46.6%로 전 국민의 약 과반수

에서 감염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특히 16세이상의

Figure 5. Seropositivity of H . pylori infection according
to age. The seroprevalence increased with age and reached
the highest positive rate at the ages of forty. T he sero-
prevalence increased steeply in three age groups (10- 12
and 16- 19 years old and 20' s). M; months, Y; years

Fig ure 6. Seropositivity of H . pylori infection in adults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residence in Seoul. T 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districts.

Figure 7. Seropositivity of H . pylori infection in children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residence in Seoul.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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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서는 66.9%로 높은 감염률을 나타내어 이는 향후

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H. pylori가 원인

인자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부위장관 질환 특히 위암

의 발생 기전에 대한 연구와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지

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H . pylori 감염이 위암과 십이지장궤양의 원인인자로

알려져 있으며3,4) 이들 질환의 발생이 여자보다 남자에

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24) H. pylori 감염률이 남자

에서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

인 남녀의 양성률에서는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이는 일

부의 국내외 연구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보이는 연구22,25)

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16-20, 26,27)에서는 차이를 나타내

지를 않아 이들 연구와 부합되는 결과라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의 위암이 전체 암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남자와 여자에서 전체 암의 26.4%와 16.9%로 남자에서

비율이 높으며 위암의 발생빈도에서도 10만명당 남자에

서는 57.9명, 여자에서는 25.1명으로 남자에서 발생 빈도

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28) 본 연구에서 성인만을 비교

하여 볼 때 H . pylori 감염률이 남자에서 69.4%, 여자에

서는 64.2%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이러한 차이가 남

녀간의 위암 발생의 차이와 연관되는지는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녀에서의 H . pylori 감

염률에 대한 결과도 미국과 유럽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

여 이 또한 지역적 내지는 인종적 차이인지는 결론을 내

리지 못하고 있다.

소아에서는 감염률을 조사한 연구가 적어 본 역학조

사의 결과와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2년 내지 5년 전에는

20% 정도의 양성률을 나타내었는데 이번 역학조사에서

는 17.2%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년전 보다는 경

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면서 위생환경도 호전되어 양성률

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29)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양상이 지

속되는지는 앞으로 본 역학조사와 같은 연구가 수년 후

에 다시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성인에서도 소아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사방법 및

연령 구분이 일치하지 않아 일률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이전에 발표된 연구들에서는 70% 이상의 감염률을 나타

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6.9%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제주도, 전라도 순으로 감염률이

높았는데 이는 강원도, 제주도와 전라도가 타 지역에 비

하여 사회경제적 여건이 불리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서울에서 가장 낮은 감염률을 나타내었는데 서울은 가

장 발전된 도시이기 때문에 감염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

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기할 만한 것은 제주도의 H .

pylori 감염률이 52.9%이었는데 제주도가 섬 지역임을

고려한다면 타 지역과 왕래가 적고 지역적으로 고립되

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주도의 감염률은 그 지역

내지는 우리 나라 고유의 감염률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

로 여겨진다.

지역별로 소아와 성인으로 구분하여 본 감염률은 전

체적인 지역별 감염률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아와 성인

모두에서 제주도와 전라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아에서

는 지역별로 감염률을 조사한 연구가 적어 본 역학조사

의 결과와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1993년 서 등16)이 6세부

터 14세까지의 서울 지역의 소아 950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것과 비교하여 보면 16.5%에서 혈청학적 유병률을

보였으나 5년 후의 이번 역학조사에서는 13%로 감소 추

세를 보이고 있어 서울에서도 5년전 보다는 경제적인 여

건이 좋아지면서 양성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기존의 발표된 국내 일부 지역의 성인에서의 H .

pylori 양성률은 서울지역 68.1%21), 경인지역 70%22), 부

산지역 79%17), 울산지역 73%19) 및 진주지역 80%20)이었

으며 이번 역학조사에서는 상기 지역의 양성률이 서울

지역 65.3%, 경기도 65%, 경상도 67.5% 및 전라도

74.6%로 2년내지 10년 전에 조사된 연구들보다는 감소

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검사방법이나 검사 대상자들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가 힘들다 하겠다. 지역별로 남

녀의 양성률을 보면 남자에서는 서울에서 41.4%로 가장

낮은 양성률을 나타내었고 강원도가 57.4%로 가장 높았

으며 제주도와 전라도가 각각 54.2%와 53.1%로 높았다.

여자에서는 서울과 충청도가 가장 낮았으며 제주도가

가장 높았다.

연령에 따른 H . pylori 감염의 혈청학적 양성률을 보

면 출생 후 6개월까지는 24.4%로 높았으나 이는 1- 3세

에 6%까지 떨어진 후 다시 증가하였으며 10- 12세에

27.3%, 16- 19세에 45.8%를 나타낸 후 40대에 78.5%로

최고치에 도달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70대에 67%

까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전체적인 감염률

곡선은 국내외의 기존에 발표된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

를 보여주었으며 H . pylori 감염이 주로 일어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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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차이가 있지만 선진국이나 후진국 어느 지역에서

나 일치되는 양상이다30). 출생 직후에 높은 양성률을 보

이는 것은 모체로부터 태아에 전달된 H . pylori에 대한

항체가 혈청학적 검사에서 검출된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사의 결과로는 1세 이후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추측된

다. 출생 후 모체의 항체가 어느 시기까지 지속되는지는

확실히 밝혀져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출생 후 4개월까

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이 시기에 새로운

H . pylori 감염이 발생되었다는 보고도 있다31, 32). 따라

서 후진국에서는 출생 직후 1년 사이에 H. pylori 감염

이 관찰되며33) 출생 후 수개월동안 H. pylori 감염이 소

실되기도 하지만 재감염이 된다고도 보고되어있다34). 이

에 비해서 선진국에서는 H . pylori 감염 양성인 어머니

에서 태어난 아이에서도 출생 후 수개월까지는 감염이

없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31). 이와 같이 H . pylori 감염

시기는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차이를 보인다. 선진국에서

는 유아기에는 감염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매년

0.5- 1%씩 증가되어 40- 50대에 30- 50%를 나타내며 개

발도상국 내지 후진국에서는 유아기에 감염되기 시작되

어 학동기의 아이들에서 주로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으

로 되어있어 소아에서의 감염률이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10세 전후 어린이의 감염률을 비교하여 보면 선진국

에서는 10% 미만으로 낮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약 50%

에서 감염되어 있으며 후진국에서는 80% 내외의 높은

감염률을 보인다. 이에 비하여 본 역학조사에서는 10- 12

세의 연령군에서 27.3%를 나타내어 선진국과 개발도상

국의 중간 정도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감염 형태에서 선진국형의 감염 형태로 이행되는 단계

로 여겨진다. 이는 외국의 연구35)에서도 30년간에 걸쳐

혈청을 채취하여 혈청학적 검사를 하여 본 결과 H .

pylori 감염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수십 년에 걸쳐 감

염이 감소하였으며 국내의 연구36)에서도 같은 cohort 효

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소아에서의 H . pylori 감염

률의 감소가 장래에 성인에서의 상부위장관 질환의 감

소로 이어지는 지는 주의깊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본 역학조사에서 나타난 우리 나라의 H . pylori 감염

률 양상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10- 12세 연령군에서

27.3%로 7- 9세 연령군의 12.7% 보다 급격한 증가를 보

이고 16- 19세 연령군과 30대에 각각 45.8%와 74%로 이

전 연령군에 비하여 다시 한번 높게 증가함을 알 수 있

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10- 12세의 연령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는 나이로 이 시기에는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학교에서 단체 급식을 하는 시기이므로 이

러한 단체 생활 환경의 변화로 감염률의 폭등을 초래하

는 것으로 추측되며 또한 16- 19세는 고등학교 생활 또

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며 30대에도 결혼

이나 사회생활을 하게되는 시기로 이러한 변화에 의하

여 감염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같이 일정

한 연령군에서 감염률의 폭등을 초래함은 동일한 시기

에 새로운 감염이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국의 연구37)에서도 나타

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에서는 2- 4세, 스웨덴에서는

9- 10세에 감염률의 갑작스런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40대에 최고의 감염률을 보인 후 나이가 많아지면서

감염률은 감소하는데 이런 현상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만성위염의 진행, 위

축성위염 또는 장상피화생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람의

위내 상태가 H. pylori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감염률

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38, 39).

일반적으로 서울지역이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에 비

하여 생활 환경이나 수준이 좋아서 H . pylori 감염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 결과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은 감염률을 나타내었다. 또한 서울지역을 한

강을 중심으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구분하여 강남

지역의 생활수준이나 환경이 강북지역보다 좋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의 감염률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 지역에서의 감염률을 비교하여

보았다. 서울시의 구별로 검사자가 30명 이상인 구를 대

상으로 소아와 성인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여 보면 성인

에서는 강남지역인 서초구가 55.3%로 가장 낮았고 강동

구가 71%로 가장 높았으나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간의

H. pylori 양성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소아에서는 예상외로 강북지역에 속하는 서대문구가

6%로 가장 낮았으며 같은 강북지역인 노원구가 18.2%

로 가장 높았고 강남지역은 중간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

으나 역시 강남, 강북지역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들 지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감염률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

나 검사 대상자가 적어서 이런 결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 추후 더 많은 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하여 이에 대

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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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 본 역

학조사의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에서의 H . pylori

감염에 대한 혈청학적인 유병률은 아직도 선진국보다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H . pylori 감염이 있는 사람

에게서 감염이 없는 사람에서 보다 상부위장관 질환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위암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임을26, 40) 감안한다면 이와같은 결과는 한국인

에게는 중요한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일부 지역적

으로 수년 전에 발표된 연구에서보다는 낮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선진국형의 감염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소아와 청년기의 감염률의 증가 양상을

고려하여 보면 집단생활 내지는 사회생활을 하는 도중

에 감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의 H . pylori 감염의 위험인자 및 감염 전파의

경로를 파악하고 이 전파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우리 나라에서 아직은 높은 수준의 H . pylori

감염률을 더욱 낮춤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목적 : H . pylori 감염은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

으며 여러 상부위장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있

으나 H . pylori 감염률은 나라와 인종간에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대한 H . pylori 연구회에서는 상부위장관 증상

이 없는 소아와 성인에서의 H . pylori 감염의 혈청학적

유병률에 대한 전국적 역학조사를 시행하였다.

방법 : 1998년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54개의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에서 상부위장관 증상이 없는 소아와 성

인 5,7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방법은 설문지 조사로 검

사자의 정보를 검토하고 혈청학적 검사로 H . pylori 감

염에 대한 양성률을 조사하였다.

결과 : 전체 검사자의 H. pylori 항체양성률은 46.6%

이었으며 남자는 47.2%, 여자는 45.9%로 남녀간의 차이

는 없었다. 소아와 성인은 각각 17.2%와 66.9%의 양성

률을 보였다. 성인 남자는 69.4%, 여자는 64.2%의 양성

률을 보여 남녀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지역에 따라 가

장 높은 H. pylori 양성률은 보인 지역은 강원도(53.4%),

제주도(52.9%)와 전라도(50.6%)이었고 서울(41.9%)이

가장 낮았다. 연령에 따른 양성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H. pylori에 대한 양성률은 증가하다가 40대에서

78.5%로 가장 높은 양성률을 보였다. 본 역학조사의 특

징적인 양상으로는 10- 12세, 16- 19세 및 20대의 연령군

에서 이전 연령군에 비하여 양성률의 급격한 증가를 보

였다. 서울시의 구별로는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간의 H .

pylori에 대한 양성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결론 : 우리 나라에서의 H . pylori 감염에 대한 혈청

학적 양성률은 선진국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우리 나라에서의 H. pylori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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