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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 감염 진단의 최신 지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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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agnosis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Jie-Hyun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Gangnam Severance Hospital,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Diagnosis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consists of invasive and non-invasive methods. Recommendation for the diagnosis in-
cludes either one of the noninvasive methods (urea breath method, stool antigen test, or serum H. pylori immunoglobulin G anti-
body test) or invasive methods (rapid urease test or gastric biopsy for histology, polymerase chain reaction assay). For invasive 
methods, it is recommended to take both samples at the antrum and body and to biopsy the sites that show the least atrophic and 
intestinal metaplastic findings. Follow-up tests after eradication include urea breath method, stool antigen test, rapid urease test, 
or histology after 4 weeks.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4;14:2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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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Helicobacter pylori 진단 검사방법은 내시경검사 여부에 따

라 비침습적 검사방법과 침습적 검사방법으로 구분된다. 비침

습적 검사방법에는 요소호기검사, 대변항원검사 및 혈청검사 

등이 포함되고, 침습적 검사방법에는 급속요소분해효소검사, 조

직검사 및 배양검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 등이 사용된다. 

비침습적 검사방법은 내시경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감이 적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침습적 검사방

법인 조직을 사용한 방법은 H. pylori 진단 외에도 점막의 염

증, 위축성 위염 정도 및 장상피 화생 등과 같은 추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검사방법은 검사의 목적 및 상황

에 따라 선택될 수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개정된 한국

인 H. pylori 감염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임상 진료 지침을 중

심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1-3

본    론

1. 비침습적 검사방법

1) 요소호기검사(urea breath test)

H. pylori에 의해 생성된 요소분해효소는 요소를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CO2)로 분해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한 

요소호기검사는 구강을 통해 섭취된 탄소 동위원소가 포함된 

요소가 위에 존재하는 H. pylori 요소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

어 생긴 이산화탄소가 혈액 내로 흡수되고 이것이 다시 폐를 

통해 배출되는 양을 spectrometer, spectrophotometer 또는 

레이저를 이용한 ratio 분석기에 의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요소

호기검사는 간편하고 재현성이 높으며 95% 이상의 높은 민감

도와 특이도를 가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침습적 검사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조직검사 및 급속요소분해효소검사와는 달

리 표본 오차(sampling error)가 없다. 그러나 요소량, 시약의 

종류, 호흡 정도, 금식시간, 검사장비 등에 의해 검사결과가 영

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H. pylori 감염의 처음 진단 및 제균치료 이후 추적검

사를 위해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제균치료 이후 추적 내시경검

사가 필요하지 않을 때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요소

호기검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모두에서 H. pylori 

감염의 초진단과 치료 후 추적에 권고되는 방법이다.1-3 

그러나 항생제 또는 양성자펌프억제제를 사용 중이거나 이를 

중단한 직후에 시행될 경우 위음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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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행 최소 2주 전에는 항생제 또는 양성자펌프억제제를 중

단하도록 추천된다.

2) 대변항원검사

대변항원검사도 초진단과 제균치료 이후 검사로 추천되는 방

법으로 혈액 채취에 따른 부담이 없으며, 호기의 조절이 어려운 

영유아 연령에서도 소량의 대변 샘플만 채취하면 쉽게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검사 전 금식이 필요 없다는 장점으로 소아에

서 주로 사용된다. 검체보관을 검사 전까지 냉동 보관하여야 하

고 상온에서 2∼3일이 지나면 민감도가 69%까지 떨어지는 단

점이 있으며 검체가 대변이므로 성인 환자들에서는 검체 채취

를 불편해 하여 검사를 꺼리는 단점도 있다.

다클론항체를 이용하는 검사법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단클론항체를 이용한 방법도 사용되고 있으며, 다클론

항체 검사법에 비해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보고되고 있다. 

2,499명 환자들에 대한 22개 연구들을 포함하는 메타분석 결

과에 의하면 단클론항체를 사용한 대변항원검사가 H. pylori의 

초진단 및 제균치료 이후 검사로서 높은 정확도를 보고하고 있

다.4

대변항원검사 또한 요소호기검사와 같이 양성자펌프억제제

나 항생제 사용 후에 위음성으로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최소 2주전 양성자펌프억제제나 항생제는 중단한 후 검사를 진

행하여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변항원검사 또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모두에서 초진단 및 제균 이후 검사

에서 추천되는 검사방법이다. 

3) 혈청검사

혈청검사는 혈구 응집반응, 보체결합, 간접면역형광,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법 등이 가능한데, 이중 

ELISA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침습적이

면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며 빠르고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으며 위의 국소적 점막 변화, 항생제나 양성자펌프억제

제와 같은 약제 복용 및 출혈성 궤양 등의 상태에서 다른 검사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위음성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적기 때문

에 H. pylori 감염의 초진단에 있어서 유용한 검사방법일 수 있

다. 하지만 현재의 활동성 감염과 과거의 감염을 구분하기 어려

울 수 있는데 과거에 치료받아 균이 없어진 경우에도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위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은 특징으로 제균치료 이후 검사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권고되

지 않는다. 즉, 제균치료 이후 항체가 사라지거나 역가가 의미 

있게 감소하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

다.1,2 따라서 치료 이후의 검사 보다는 H. pylori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선별검사로 이용되고 있다.1,2 

중국에서 혈청검사는 유병률 조사와 같은 역학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며 제균치료 전, 후 검사로서 권고되지 않는다.3 반면, 일

본에서는 혈청검사를 제균치료 전, 후의 검사로 모두 권고하고 

있는데, 제균치료 이후 6∼12개월 이후에 시행한 혈청 항체 역

가가 진단 당시 보다 50% 이상 감소하였을 때 제균 성공으로 

간주하고 있다. 

2. 침습적 검사방법

1) 급속요소분해효소검사(rapid urease test)

우리나라에서는 CLO test, ultrarapid urease test, urease 

reagent strip test 등이 사용되고 있다. 급속요소분해효소검사

는 생검된 위조직을 요소 기질에 넣어 H. pylori가 분비하는 요

소분해효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암모니아에 의해 pH가 상승하는 

것을 색조 변화로 알아보는 검사로, 검사의 민감도는 약 85∼

98%, 특이도는 약 90% 이상으로,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

아5 내시경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H. pylori 감염의 진단

에 있어 가장 많이 시행되는 검사이다. 이는 내시경을 시행하면

서 H. pylori의 감염을 알아볼 수 있는 간편하며 빠르고 정확한 

침습적 검사이다. H. pylori 초진단 및 제균치료 이후 추적검사

로 모두 권고되는 검사방법이나,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 화생과 

같이 위점막에 H. pylori 가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는 경우

에는 위음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없거나 적은 부위에서 조직을 채취하는 것을 권

장한다.1,2 또한 제균치료 후에는 박멸 여부와 관계없이 H. py-

lori 집락의 감소와 불균등 분포 등에 의한 위음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단율을 높이기 위해 전정부와 체부에서 각각 조

직을 채취하는 것을 권고한다.1,2 중국 및 일본 또한 초진단 및 

제균 확인을 위한 검사로 사용된다.3

요소호기검사와 대변항원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사 직전 최소 

2주 동안 항생제 또는 양성자펌프억제제를 중단하는 것이 진단

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2) 조직검사 

조직검사는 H. pylori 감염의 진단 외에도 위점막의 염증 정

도,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 등의 추가적 병리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H. pylori 진단을 위해 H&E 염색법, Gram 염색

법, Giemsa 염색법, Warthin-Starry silver 염색법, Peridic 

Acid-Schiff 염색법, Genta 염색법 등이 있는데 H&E 염색에 

Giemsa 등의 특수 염색법을 병행하는 경우 특이도를 90∼

100%까지 높일 수 있어 다른 특수 염색 방법의 병용을 권고하

고 있다. 특히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있는 경우는 급속

요소분해효소검사보다는 Giemsa 염색법 또는 Warthin-Starry 

silver 염색법이 위음성 가능성이 적다.6,7 전정부에서 2표본 이

상, 체부에서 2표본 이상의 조직을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직검사 개수를 되도록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위축

성 위염 및 장상피 화생이 없거나 적은 부위에서 조직을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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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권장한다.1,2 따라서 체부에서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위

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흔한 전정부에 비해 진단율이 같

거나 높은 경향을 보인다.8 중국 가이드라인은 조직검사에서 H. 

pylori 가 관찰되지 않더라도 장상피 화생이 있으면서 활동성 

염증이 관찰되는 경우 H. pylori 감염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3 

H. pylori 제균치료 후에는 박멸 여부와 관계없이 균 집락의 

감소와 불균등 분포로 전정부와 체부에서 각각 2표본 이상 조

직을 채취하여 Giemsa 염색법 등의 특수 염색법을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를 추천하고 있다.1,2 

3) 배양검사 

위생검을 통해 얻은 조직을 배지에 도말하여 배양하면 3∼5

일 후에 균이 자라는 군락을 관찰할 수 있다. H. pylori는 위를 

벗어난 환경에 약하므로 가능하면 얻어진 위조직을 바로 배양 

배지에 넣어야 한다. 배양검사는 특이도가 높은 검사지만 균이 

자라는 군락의 관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배양 가능한 기술

과 장비가 필요하고 균주의 채취, 운반, 보관 및 배양 기술에 

따라 민감도에 많은 차이를 보여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진단방

법은 아니다. 그러나 항생제 감수성을 평가할 수 있어서 H. 

pylori 제균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는 균 배양을 통해 항생제 내

성검사를 시행하여 이차 제균 요법 혹은 삼차 제균 요법을 시

행할 수 있다.9-11 그러나 검사방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므로 

배양검사를 초진단 검사 중 하나로 권고하는 일본과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임상지침에서는 일차 진단 목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1-3

4)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PCR assay)

PCR 검사는 표적이 되는 DNA를 증폭시켜 검출의 민감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H. pylori의 여러 유전자를 표적

으로 하여 위조직에서의 균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여러 표

적 서열을 비교하였을 때 glmM (UrecC) 유전자가 다른 유전

자에 비해 우월한 결과를 보여주었다.12 검체로는 위조직 뿐 아

니라 대변, 치석, 타액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13,14 10∼100개

의 균만 존재하여도 양성으로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양

의 세균 존재를 확인하고자 할 때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PCR 

검사는 임상에서 H. pylori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기 보다는 

분자 역학(molecular epidemiology), DNA 유전자 지문법(fin-

gerprinting)을 통한 균주의 동일성 또는 cagA, vacA, iceA 등

의 독성인자의 진단, 23SrRNA, gyrA, pbp1A 등의 약제내성과 

관련된 H. pylori 유전자변이 같은 영역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

다.15,16

결    론

H. pylori 진단을 위한 검사방법은 검사 목적에 따라 비침습

적 방법과 침습적 방법 중 적절히 선택하여 시행될 수 있다. 하

지만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 동반된 경우 또는 제균치료 

후 제균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위음성 결과를 줄이기 위

해 임상지침 준수를 기초로 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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