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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dication Therapy for Pediatric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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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ildren,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causes gastritis, peptic ulcer, and extraintestinal manifestations such as refractory iron de-
ficiency anemia, failure to thrive, and chronic idiopathic thrombocytopenia. The outcomes of recommendations for H. pylori erad-
ication therapy in children are not comparable with the eradication rates of those in adults because of the low level of evidence, in-
cluding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eatment trials. In South Korea, no standard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children with 
H. pylori infection has been established yet. Herein, we reviewed the indications for and various modalities of eradication therapy 
in children with H. pylori infection in accordance with a review of published articles. H. pylori-associated peptic ulcer is the only 
one indication for eradication therapy. A proton pump inhibitor based on a combination of two antibiotics has been considered as 
the standard eradication therapy in children, but no consensus has been reached regarding the modality of eradication therapy in 
children.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7;17: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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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아에서 Helicobacter pylori 감염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은 2011년 미국과 유럽 소아소화기영양학회(North American 

Society of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and 

Nutrition [NASPGHAN] and European Society of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and Nutrition [ESPGHAN])

에서 제시되었고,1 소아과학 교과서에도 H. pylori 감염의 적응

증과 제균 치료법에 대해 정리되어 있으나,2 우리나라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제균 치료 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

라 성인에서는 1998년 “한국인에서의 H. pylori 감염의 진단 

및 치료”라는 진료 지침이 발표된 이후3 2013년도에 “한국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진단과 치료 임상 진료지침”이 개

정되어4 우리나라 소아 H. pylori 감염 치료는 NASPGHAN과 

ESPGHAN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나 우리나라 성인의 가이

드라인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NASPGHAN과 ESPGHAN에서 제시하고 있는 치료 적응증

은 H. pylori 감염에 의한 소화성 궤양과 일차 가족 중 위암이 

있는 H. pylori 감염에 의한 위염이며,1 소아과학 교과서에서는 

소화성 궤양은 치료를 해야 하고,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위염, 

철분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철분결핍 빈혈, 혈소판 감소증, 성

장 부진이 있는 경우 치료 고려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2 우리

나라 성인의 H. pylori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적응증은 

소화성 궤양, 변연부 B세포 림프종, 조기 위암, 위축성 위염/장

상피 화생, 위암의 가족력, 기능성 소화불량증, 소화성 궤양의 

병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저용량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경우, 만

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등으로 소아에서의 치료 적응

증과 차이를 보인다.4

1차 치료제로 제시되는 제균 치료법은 NASPGHAN과 

ESPGHAN, 소아과학 교과서, 우리나라 성인 가이드라인 모두 

양성자펌프억제제 기반 2가지 항생제 병합 3제요법이다.1-3 우

리나라 성인 치료 가이드라인에는 1차 치료에 실패한 경우 2차 

치료제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으나3,4 소아에서는 2차 치료제

에 대해서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소아 치료의 가

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에서는 H. pylori 감염에 

대한 치료 적응증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

여 제한적이다.5 따라서 본 종설에서는 소아 H. pylori 감염의 

치료 적응증과 치료법에 대한 소아를 대상으로 한 최근 문헌 

고찰로 제균 요법의 대상과 치료법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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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between the Rate of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and the Optimal Treatment Modalities in Korean Children

Author Year Treatment Duration (wk) Eradication rate (%, n/total n) P value

Bae et al.18 1993∼1996 BA     
BAM   

2 
2 

61.4 (35/57)
88.9∼90.9 (10/11, 16/18)

0.012

Choi et al.19 1998∼2000 OAC   
OAC   

1
2 

81.0 (17/21)
84.6 (11/13)

0.785

Choi et al.20 1999∼2004 OAC
BAM

1 
1 

74.5 (105/141)
84.8 (78/92)

0.07

Hong and Yang21 2004∼2012 OAC
OAMB

2 
1 

67.7 (42/62)
83.9 (47/56)

0.041

B, bismuth subsalicylate; A, amoxicillin; M, metronidazole; O, omeprazole; C, clarithromycin.

본    론

1. 소아들은 누가 치료 받아야 하는가? 

H. pylori 감염은 소아에서 위염과 소화성 궤양의 주된 원인

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위염이 있는 소아의 27%와 위궤양이 있

는 소아의 26.7%에서 H. pylori 감염이 확인된 바 있다.6,7 소아

에서도 소화성 궤양의 주된 원인이 H. pylori 감염이고,8 H. 

pylori 감염에 의한 소화성 궤양을 진단받은 5∼15세 소아 

106명에서 일주일간 제균 치료를 했을 때 위산억제제인 ome-

prazole이나 ranitidine으로만 치료한 경우보다 제균 치료를 병

용한 군에서 궤양 치료가 빨랐다는 임상연구결과가 있어서 적

응증으로 인정받고 있다.9

소화성 궤양 외에 소아에서 제균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되나 다른 치료법이나 질환과의 비교임상연구의 

근거가 부족하여 적응증이 아닌 제균 치료 고려 대상은 1차 가

족 내 위암의 병력이 있으면서 H. pylori 감염이 확인된 경우이

다.1 중국에서 전암병변이 없는 환자라도 제균 치료를 했을 때 

위암의 위험인자가 낮아진다는 보고를 하면서10 가족 중에 위암

이 있는 경우 H. pylori 감염에 의한 위염이 있는 복통이나 소

화불량을 호소하는 소아의 치료는 진료의와 가족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개인별로 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5 이 외에 출혈을 

동반한 H. pylori 위염, 철분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철분결핍

빈혈, 만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변연부 B세포 림프종을 치료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11

소아에서 제균 치료의 논란이 있는 경우는 소화성 궤양이 없

이 H. pylori 감염이 확인된 소아가 반복적으로 복통을 호소하

는 경우이다. 소아의 복통과 H. pylori 감염과 관련이 없다는 

보고12가 있는 반면, H. pylori 감염이 확인되고 복통을 호소하

는 소아에서 제균 치료를 했을 때 증상이 호전되었으므로 치료

를 하자는 의견도 있다.5 중국에서 25∼54세의 성인 184,786

명을 대상으로 H. pylori 양성인 경우 4제요법 10일 제균 치료

군와 위약군으로 치료를 시도하였고, 제균율이 72.9%임과 함께 

대규모 연구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13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위암 유병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국가단위로 H. pylori 감염이 

확진된 소아의 제균 치료가 실제로 위암의 예방효과를 나타내

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전향적 코호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우

리나라와 동아시아에서는 위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CagA 항

원 양성 H. pylori 균주가 대부분이므로,14-16 H. pylori 감염에 

의한 위염이 있으면서 복통을 호소하는 소아를 치료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일본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소아청소년 H. pylori 감

염 제균 치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제균 치료를 했던 적응증은 

H. pylori 감염에 의한 위염, 철분결핍빈혈, 십이지장궤양 순이

었다.17 일본에서는 위암의 예방을 위하여 NASPGHAN과 

ESPGHAN에서 제시한 제균 치료 적응증이 아닌 단순히 H. 

pylori 감염이 있는 경우에도 제균 치료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

는데17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에서도 다른 증상 없이 H. pylori 

감염이 있는 위염에서 제균 치료를 하는지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소아의 제균 요법은 어떻게 하는가?

소아에서 제균 요법에 사용되는 양성자펌프억제제인 omepra-

zole (O), 항생제 amoxicillin (A), clarithromycin (C), metroni-

dazole (M), 위 점막 보호제 bismuth subsalicylate (B)는 체중에 

따라 용량이 다르다.2,5 양성자펌프억제제는 1 mg/kg/일, amo-

xicillin은 50 mg/kg/일, clarithromycin은 15 mg/kg/일, me-

trondizaole 20 mg/kg/일의 용량으로 하루에 2번 나누어서 투

여하고, bismuth는 40∼80 mg/kg/일을 하루에 한 번 투여한

다.2

소아에서 권장되는 표준요법은 우리나라 성인에서 권장되는 

표준요법과 마찬가지로3 양성자펌프억제제 기반 OAC 삼제요법

이나 OAM 삼제요법이나,2 국내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선택된 제균 요법은 양성자펌프억제제와 항생제 병합요법뿐만 

아니라 bismuth (B)와 항생제 병합 요법이 있었다.18-21 국내 소



18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Vol 17, No 1, March 2017

아를 대상으로 제균 요법의 치료 효과를 비교한 연구들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18-21 Bismuth를 기반으로 한 개의 항생

제를 병합한 치료(BA)와 두 개의 항생제(amoxicillin+metroni-

dazole)의 병합요법(BAM)을 2주간 투여한 후 치료 효과를 비

교한 연구에서 BAM이 더 효과적이었고,18 OAC와 BAM을 같은 

기간 투여했을 때 제균율이 74.0%와 85.0%로 BAM이 더 효과

적이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에 근접하였다.20 OAC 삼

제요법 2주 투여와 OAMB 4제요법 1주 요법을 비교한 연구에

서는 각각의 제균율이 67.7%와 83.9%로 4제요법이 효과적이

었다고 보고하였다.21 이와 같이 국내 소아를 대상으로 한 제균 

요법은 bismuth 기반 제균 요법이 많았다. Bismuth 기반 제균 

요법은 양성자펌프억제제 기반 제균 요법보다 더 오래되었고 

양성자펌프억제제 기반 치료와 비교해서 제균율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대로 된 이중맹검무작위법으로 된 임상연구 

결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표준치료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5

제균 치료 기간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국내 소아 

34명을 대상으로 표준 요법인 OAC 3제요법을 1주와 2주 투여

한 경우 제균율이 81.0%와 84.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는데19 이는 우리나라 성인의 OAC 3제요법의 전국, 

다기관 연구 1, 2주 비교 연구 결과와 같았다.22,23 최근 소아 제

균 요법 비교 연구에서 OAC 3제요법(2주)과 OAMB의 4제요법

(1주)을 비교하였는데 1주일간 투여한 4제요법의 제균율이 더 

높았다.21 소아과학 교과서에서는 표준요법인 OAC 3제요법이

나 OAM 3제요법의 2주 투여를 제시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소

아를 대상으로 표준 3제요법의 1, 2주 투여에 따른 제균율의 

차이와 3제요법과 4제요법의 제균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는 보다 많은 환자를 포함한 연구 및 bismuth 기반 제균 요법

의 치료 기간 등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소아에서 양성자펌프억제제와 amoxicillin을 하루에 2

번 5일간 투여한 후 양성자펌프억제제와 clarithromycin과 

metronidazole을 이어서 5일간 투여하는 순차적 제균 요법

(sequential therapy)에2 대한 연구는 없는 상태이나 국외에서

는 소아에서 1차치료로 순차적 제균 요법과 표준 3제요법을 비

교한 연구에서 순차적 제균 요법의 제균율이 97.3%로 표준 3

제요법의 75.7%보다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24 그러나 최근 소

아에서 순차적 제균 요법과 표준 3제요법에 대한 메타분석 연

구에서는 순차적 제균 요법의 제균율은 표준 3제요법 7일간 치

료보다는 제균율이 높지만 표준 3제요법 10일이나 14일 치료

의 제균율과 유사하므로, 순차적 제균 요법이 표준 3제요법보

다 나은지 비교하기 위해서는 소아에서 순차적 제균 요법 10일 

치료와 표준 3제요법 10일 치료로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25 또한, 소아에서 내성균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1

차치료로 시행한 순차적 제균 요법 10일 요법의 제균율이 86%

로 성인의 94%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여26 유럽에서는 소아에

서 순차적 제균 요법을 1차치료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

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5

소아에서 clarithromycin 내성률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clarithromycin을 포함한 제균 요법의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5 국내 소아 H. pylori의 항생제 내성률 연구에서 amox-

icillin은 0∼24.2%, clarithromycin은 18.2∼25.0%, metroni-

dazole은 15.2%로 보고하였다.27 국내 소아를 대상으로 clari-

thromycin을 포함한 OAC 3제요법으로 제균 치료를 시행한 연

구에서 제균율은 67.7%로 낮은 성공률을 보는데,21 이는 국내 

소아의 높은 clarithromycin 내성률을 반영하고 낮은 제균율을 

보이는 clarithromycin을 포함하는 표준요법을 대체할 표준요

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1차 제균 치료에서 실패한 소아들에 대한 다음 치료에 대해

서는 아직 정립된 바는 없다. 유럽에서 1차 치료에 실패하고, 

clarithromycin과 metronidazole 2개의 항생제 모두에 내성이 

있는 H. pylori균에 감염된 15 kg 이상 18세 미만 62명의 소

아에게 표준 3제요법의 용량보다 고용량으로 amoxicillin (75 

mg/kg/day)과 metronidazole (25 mg/kg/day), 양성자펌프억

제제 esomeprazole (1.5 mg/kg/day) 3제요법을 2주간 투여했

을 때 제균율이 66∼73%로 증가한 보고가 있다.28 국내 성인에

서는 1차 치료 실패 시에 순차적 제균 요법이나 양성자펌프억

제제, metronidazole, bismuth, tetracycline의 4제요법을 권

장하고 있다.3,4 우리나라 소아에서 1차 제균 요법 실패 시 2차 

제균 요법으로 선택되는 치료법에 대한 조사 연구는 없는 상태

로, 앞서 국내 소아 대상 연구에서 1차 제균 요법이 bismuth 

기반 요법을 선택한 경우가 있어 1차 제균 요법의 제균율을 확

인하고, 2차 제균 요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것이 필

요하다. 

결    론 

소아에서는 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빈도가 성인에 비해 적고 

제균 요법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H. pylori 항균제 내성검사를 정규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점

이 있어 H. pylori 감염에 대한 제균 치료를 표준화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소아의 H. pylori 제균 요법은 

유럽이나 미국의 가이드라인과 유사하며, 국내에서는 H. pylori

의 항균제 내성검사나 제균 요법의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일

개 대학병원이나 일부 지역에서의 보고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아를 대상으로 실제 시행하고 있는 H. pylori 감염의 제균 치

료의 적응증, 선택한 제균 요법, 제균율, 치료실패 시 2차 제균 

요법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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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pylori 감염의 치료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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