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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The standard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in Korean children is not present until 
now. In present study, we conducted the questionnaire survey to investigate the real situation of H. pylori eradication in children.
Materials and Methods: Questionnaire concerning the indications of H. pylori eradication, the first choice of treatment modality, 
the decision method of eradication result, experience of eradication failure, the second choice of treatment modality was sent to doc-
tors who are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for Pediatric Gastorenterology, Hepatology, and Nutrition.
Results: A total of 28 doctors (90.3%) answered the questionnaires among 31 doctors. The most common indication for eradication 
of H. pylori was peptic ulcer (n=24) followed by chronic abdominal pain (n=17) and positive family history of gastric cancer (n=12). 
The most common choice of first-line eradication therapy was omeprazole, amoxicillin, clarithromycin triple therapy (n=21) and fol-
lowed by bismuth subsalicylate, amoxicillin, metronidazole, clarithromycin quadruple therapy (n=7). The results of treatment were 
judged by C13-urea breath test after 2 months later in 19 doctors (67.8%). Twenty four (85.7%) out of 28 doctors had experienced 
treatment failure. The most common second-line therapy was the sequential therapy (58.3%, 14 doctors among 24).
Conclusions: This was the first study for the survey of the treatment of H. pylori infection to Korean pediatricia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most pediatric gastroenterologists used to treat H. pylori infection according to the textbook and the com-
mon use of bismuth-based quadruple therapy for the first-line treatment was notable.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7;17:1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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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Helicobacter pylori 감염은 어린 소아기에 발생하며1-3 무증

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서는 소화성 궤양, 위암을 일

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우리나라 성인의 H. pylori 감염

률은 54% 정도로 높은 편이며,5 H. pylori 감염과 관련이 있다

고 알려져 있는 위암은 5년 조유병률이 10만 명당 230.2명이

며 상대빈도 14.5%로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2번째로 높은 암

이다. 

우리나라 성인에서는 소화성 궤양, MALT 림프종, 조기위암

의 내시경적 절제 후 제균 치료의 보험 인정이 되고, 일본 성인

에서는 H. pylori 감염에 의한 만성위염, 소화성 궤양, 조기위

암, 혈소판감소증, MALT 림프종의 경우 제균 치료가 보험 인정

이 된다. 소아에서 제균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북미와 유럽 

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제시하였고, 제균 치료의 적응증은 H. 

pylori 감염에 의한 소화성 궤양이 있거나 1촌 가족이 위암으로 

치료받은 H. pylori 감염이 확진된 경우로 제안하고 있다.6 

일본에서도 H. pylori 감염이 진단되면 치료를 하자는 사업

을 하면서도 소아청소년에서는 제균 치료의 안정성이 정립되지 

않아 일본 소아과 의사들에게 설문지를 배분하여 소아 제균 치

료에 대한 조사에서 37.3%의 답변으로 보고하였다.7 일본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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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First Choice of Pediatricians to Treat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in Children (n=27)

Treatment modality
Pediatricians 

no. (%)

Omeprazole+amoxicillin+clarithromycin 20 (74.1)
Omeprazole+metronidazole+clarithromycin  0 (0)
Bismuth subsalicylate+amoxicillin+metronidazole+ 

clarithromycin
 7 (25.9)Fig. 1. Indications for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therapy in 

children. 

청소년의 제균 치료 대상으로 H. pylori 감염에 의한 위염, 철

분결핍 빈혈, 십이지장 궤양이 각각 26.8%, 25.0%, 24.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차 제균 요법은 양성자펌프억제제

(proton pump inhibitor, PPI)와 amoxicillin과 clarithromycin

의 3제 병합 요법이 70.6%로 많았으며, 일본 소아청소년에서도 

부작용이 적어 안전하지만 제균율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고 정리하였다.7 우리나라 소아 H. pylori 제균 요법에 대한 조

사 연구는 없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아소화기영양학회 

회원 중 내시경을 시행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대상으로 제

균 치료의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파일럿으로 시행하여 국가 

단위 소아의 제균 치료에 대한 설문조사의 초석이 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

북, 경남, 부산,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

원에 근무하는 소아소화기영양학회 회원으로 내시경을 시행하

고 5년 이상 분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소아과 의사 31명에게 설

문지를 드렸고, 이 중 28명(90.3%)이 참여하였다. 

2. 연구 방법

H. pylori 제균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적응증, 치료법, 결과 

판정, 치료 실패, 치료 실패 시 다음 치료법에 대해 단면적인 

설문조사 연구이다. 설문지는 소아소화기영양학회 구성원 3명

(서지현, 정주영, 윤희상)이 모여서 만들었으며, 지난 1년간 제

균 치료 경험 유무, 연간 제균 치료 건수, 적응증, 1차 제균 치

료법, 치료 결과 판정법, 치료 실패 경험 유무, 재발 시 2차 제

균 치료법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연간 제균 치료 건수는 5명 이

내, 5∼9명, 10∼20명, 20명 이상 중 선택하게 하였다. 

결    과

총 29명의 소아소화기영양학회 회원이 설문에 답변을 해 주

셨으며, 26명은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3명은 종합병원

에 근무하고 있었다. 

제균 치료 경험에 대한 설문에서는 1명을 제외하고 28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제균 치료를 하였다고 답하였다. 

연간 제균 치료 건수는 5명 이내가 9명, 5∼9명 13명, 10∼

20명은 5명, 20명 이상은 1명이 있었다. 제균 치료의 적응증은 

다수 응답을 하게 하였고, 소화성 궤양(n=24), 만성복통(n=17), 

위암의 가족력(n=12), 소화불량(n=10) 순이었고(Fig. 1), 그 외 

내시경 소견에서 결절성 위염(n=2), 내시경검사에서 H. pylori 

양성(n=5), 내시경 소견에서 위염의 정도가 심할 때(n=2), 철 

결핍 빈혈(n=4), 흑색변(n=2), 만성 두드러기(n=1), 특발 혈소판

감소증(n=1), 보호자의 걱정(n=1)이라고 기술해 주었다. 

제균 치료에 처음으로 선택하는 치료법은 omeprazole (O), 

amoxicillin (A), clarithromycin (C)의 OAC 3제 요법이 20명, 

omeprazole (O), metronidzaole (M), clarithromycin (C)의 

OMC 3제 요법은 0명, bismuth 기반 4제 요법(bismuth sub-

salicylate+amoxicillin+metronidazole+clarithromycin)을 7명

이 답하였다(Table 1). 

치료 판정은 치료 종료 후 6주에서 8주 사이에 시행하는 경

우가 9명, 2개월 뒤에 시행하는 경우가 19명이었다. 치료 판정

법은 요소호기검사 단독은 21명, 요소호기검사와 내시경 생검

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2명, 요소호기검사와 대변 H. pylori 항

원 검사로 확인하는 경우가 2명, 내시경 생검으로 확인하는 경

우가 2명이었고, 1명은 치료 판정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치료 실패 경험 유무에 대한 답변에서 치료를 시행한 28명 

중 24명(85.7%)이 치료 실패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1차 제균 치료에서 실패하고 재발한 경우 두 번째로 선택하

는 제균 요법은 제균 치료 실패 경험이 있는 24명 중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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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이 순차적 제균 요법(sequential therapy)을 선택한다

고 답변하였으며, 항생제 내성검사 시행 후 결과를 보고 약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3명이었으며, bismuth 기반 4제 요법을 5명

이 선택하였고, 같은 약제를 한 번 더 투여하는 경우가 1명 있

었다. 1차 제균 요법에 bismuth 기반 4제 요법을 투여한 경우 2

차 제균 요법에 OAC 병합 요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1명 있었다. 

고    찰

우리나라 성인 H. pylori 제균 치료에 대해서는 대한상부위

장관ㆍ헬리코박터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개정이 이

루어지고 있는 반면8 우리나라 소아에서 H. pylori 감염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 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제시한 소아 H. pylori 

감염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맞게 소아과학 교과서에도 제균 요

법 적응증과 표준 제균 요법이 정리되어 있다.6 최근 미국과 유

럽 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근거 연구가 

대부분 이탈리아에서 시행한 것으로 다른 나라 소아를 대상으

로 한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9 

일본에서는 위암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H. pylori 감염이 있

는 경우 제균 치료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7 일본 소아청소년

에서도 H. pylori 감염에 의한 위염이 가장 많은 치료 대상이었

으나7 본 설문조사에서 제균 치료의 가장 많은 적응증은 유럽이

나 미국 소아소화기영양학회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6 H. py-

lori 감염에 의한 소화성 궤양(34.3%)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적응증은 H. pylori 감염이 있으면서 복통이 있는 소아

(24.3%)였는데 이는 내시경을 시행하고 H. pylori 감염이 확진

이 되면 치료를 하는 성인에서의 치료와 유사하다.8 H. pylori 

감염이 있으면서 가족력에서 위암이 있는 경우도 12명으로 3번

째로 많은데 여기서는 미국과 유럽 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제

시한 1차 가족보다 더 큰 범위의 가족을 포함한 위암의 가족력

이었다. 그 외 적응증은 H. pylori 감염이 확인된 경우였다. 

복통을 호소하는 소아들에서 H. pylori 제균 치료에 대해서

는 논란이 있다. 국내에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만

성반복복통을 호소하는 4세부터 16세 소아를 대상으로 요소호

기검사법으로 시행한 H. pylori 감염률은 7.4%로 낮아서 만성

반복복통을 호소하는 소아에서 H. pylori 유병률이 미치는 영

향은 낮은 것으로 주장하였다.10 그러나 복통을 호소하는 소아

에서 H. pylori 감염에 대한 치료를 했을 때 증상이 호전된 보

고가 있었다.9 따라서 본 조사 결과에서 복통이 있으면서 내시

경적으로 H. pylori 감염이 있는 경우 제균 치료를 시행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만성복통을 호소하는 소아에서 H. 

pylori 감염이 있을 때 제균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

리나라 소아를 대상으로 제균요법과 복통과의 연관성에 대한 

전향적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제균 치료 적응증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 소화성 궤양이나 위

염과 같은 질환이나 증상에 대한 설문뿐만 아니라 H. pylori 감

염이 확인된 경우 치료를 결정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1차 제균 요법으로 선택한 병합 요법에 대한 설문에서 표준

요법으로 알려진 PPI와 두 가지 항균제 조합인 OAC 3제 요법

이 가장 많았다. 이는 국내 지침에서 권유하고 있는 1차 치료법

이기도 하고8 미국과 유럽 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권유하기도 

하는 치료법으로6 항생제 내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요법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치료법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도 가

장 많이 선택한 1차 치료법이 OAC 3제 요법이었으나 두 번째

로 많은 치료법은 PPI와 amoxicillin과 metronidazole의 3제 

요법인데 반해 본 설문조사에서는 bismuth 기반 4제 요법이 

두번째로 많았다. 일본 설문조사에서는 bismuth 기반 4제 요법

에 대한 언급은 없는 데 반해 본 조사에서 bismuth 기반 치료

를 선택한 이유로는 우리나라 소아를 대상으로 한 제균 요법의 

치료 효과에 관련된 연구 논문에서 PPI 기반 3제 요법에 비해 

bismuth 제제 기반 4제 요법의 효과가 높음이 보고되었기 때

문으로 보인다.11,12

Bismuth 제제 병합 요법은 PPI보다 더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표준치료로 정립되지 못한 이유로 근거부족으로 설명하

고 있다.9 국내 소아에서 bismuth 제제 병합 요법의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서 전향적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치료 실패 경험에 대한 설문에서 제균 치료 경험이 있는 28

명 중에서 24명(85.7%)이 치료 실패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소아과학 교과서에도 소아에서 제균 치료의 실패 이유로는 H. 

pylori의 항균제 내성과 약제 복용의 낮은 순응도를 들고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제균 치료 실패 경험에 대해서만 조사하였

고, 정확한 실패 건수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내 소아를 대상으로 제균 치료의 치료율의 보고에서 80% 이

상의 제균율을 보여서 높은 제균율을 보였으나8,11-14 실제 제균 

치료를 시행한 의사들은 85.7%가 제균 치료 실패 경험이 있어 

이는 소아, 특히 청소년에서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낮은 순응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는 연간 우리나라 소아 제균 치료 건수와 재발률에 대한 조

사가 필요하다. 또한 제균 치료 실패의 이유에 대한 조사를 시

행하여 1차 제균 요법의 제균율을 높일 수 있어야겠다. 

일본 소아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항균제 내

성에 대한 조사를 함께 시행하였고 치료에 대한 결과를 의무기

록을 통해 조사한 결과 내성을 보이는 경우 clarithromycin에 

대한 내성이 1차 제균 치료의 제균율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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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7 본 설문조사는 파일럿 설문조사로 항균제 내성에 대한 

설문을 하지 못하였으며, 2차 제균 요법을 선택할 때 항균제 내

성검사 여부를 질문한 경우 항균제 내성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는 3명에서 답하였다. H. pylori는 배양이 까다로운 균으로 항

균제 내성검사는 임상에서 상시로 시행하기 어려운 검사이다. 

국내에서 소아의 제균 치료 시에 항균제 내성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조사하고, 전국적인 항균제 내성률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할 것이다. 

국내 지침에서 1차 치료에 실패한 경우 2차 치료로 1차 치

료에 PPI 기반 병합 요법을 사용한 경우 2차 치료로 bismuth 

제제 기반 4제 요법을, 1차 치료에 bismuth 제제 병합 요법인 

경우 1차 치료에 사용하지 않은 2개 이상의 항생제를 병합하여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8

순차적 요법은 초반 5일 동안 PPI+amoxicillin을 그리고 후

반 5일 동안 PPI+clarithromycin+metronidazole을 순차적으

로 사용하는 치료 요법으로 성인에서는 H. pylori 제균율이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1일차 제균 요법에 실패한 경우 2차 

제균 요법으로 선택하는 제균 요법으로는 국내 성인의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하는 대로 1차에 사용하지 않은 항균제 2개를 사

용하는 제균 요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소아에서 순차적 제균 

요법의 제균율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으나 외국 문헌에서 소아

를 대상으로 한 순차적 제균 요법의 연구 보고들이 있었고 최

근 메타분석 보고에서 10일간 투여하는 순차적 제균 요법의 제

균율은 14일간 투여하는 표준 3제 요법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

다고 보고하였으며, 표준 3제 요법의 10일 투여와 비교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16 1차 치료에 PPI 기반 3제 요법을 선택한 

경우 2차 치료로 bismuth 제제 기반 4제 요법을 선택하는 경

우가 두 번째로 많았는데, 이는 일본에서 2차 제균 요법에서 다

른 항균제를 포함한 PPI 기반 3제 요법을 선택하는 것과는 다

른 결과를 보였다.7 그 외에 같은 약제를 다시 투여한다는 답변

도 있어 2차 제균 요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설문조사는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2016년 추계학회에 

참석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조사로 대학병원과 종합

병원에서 치료에 대한 결과로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

다. 그러나 설문에 참여한 구성원이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하므로 전국 소아과 의사를 대상으

로 제균 치료에 대한 설문조사의 기본 틀을 작성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제균 치료의 건수가 연간 5명 이내에서 20명 이

상으로 다양하므로 제균 치료를 받는 환자수에 따른 제균율에 

대한 조사는 함께 하지 못했다. 그러나 제균 치료 실패 경험은 

2/3 이상에서 있어서 제균율에 대한 국가적 단위의 소아 제균 

요법의 제균율과 치료 실패율을 조사하여 국내 소아를 위한 제

균 요법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번 소아 제

균 치료에 대한 파일럿 설문조사는 대한상부위장관ㆍ헬리코박

터 학회에서 주관하는 추계 심포지엄 발표를 위해 대한소아소

화기영양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국내 제균 치료의 

적응증은 미국과 유럽 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제시하는 가이

드라인에 준하여 치료하고 있으며, H. pylori 위염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1차 제균 요법으로 PPI 기반 표준

3제 요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했으나 일본과 다르게 bismuth 제

제 기반 4제 요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다. 본 설문조사의 결

과는 우리나라 소아 H. pylori 감염의 치료에 현황에 대한 전국

적인 설문과 조사 연구를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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