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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에 대한 IMMULITE2000®의
GENEDIA®와의 정확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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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In serological tests for Helicobacter pylori (H. pylori), an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GENEDIA®)
®
and a solid-phase, two-step chemiluminescent enzyme immunoassay (IMMULITE ), which are easy to perform, inexpensive, and
widely available, are commonly used. However, local validation of the test performance of IMMULITE® is required. This study
®
®
aimed to examine the performance of IMMULITE in comparison with that of GENEDIA in a Korean health checkup population.
®
Materials and Methods: The sera of 300 subjects among those who underwent health checkup were analyzed using IMMULITE ,
®
and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GENEDIA . The two serological tests were compared for their ability to predict atrophic
gastritis (AG) or intestinal metaplasia (IM) on endoscopy.
Results: We found significant correlation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0.903, P<0.0001) and an almost perfect agreement
(Cohen’s Kappa coefficient=0.987, P<0.0001) between the results of GENEDIA® and IMMULITE®. The area under the receiver
®
®
operating characteristics curve (AUC) for AG using GENEDIA and IMMULITE were 0.590 and 0.604, respectively, and showed
®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redictive ability for AG (Z-statistics=-0.517, P=0.605). The AUC for IM by GENEDIA
®
and IMMULITE were 0.578 and 0.593, respectively, with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redictive ability for IM between
the two values (Z-statistics=-0.398, P=0.691).
®
Conclusion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diagnostic value for H. pylori infection was found between GENEDIA and
®
IMMULITE .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20;20: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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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의 편모를 가진 그람(gram) 음성의 나선형 간균으로, 위
염, 소화성 궤양, 위 점막관련림프조직 림프종(gastric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 marginal zone B
cell lymphoma), 위암 등 여러 위장 질환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알려지면서1 이의 진단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
다. 현재까지 다양한 H. pylori 진단 방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 다양한 방법 중 각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정확한 검사
방법들이 사용되어져야 하고 또한 임상 현장에서 그러한 진단
법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각각 90% 이상 되기를 권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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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있다.

H. pylori 감염을 진단하는 검사 방법으로는 내시경을 해야
만 가능한 침습적 검사 방법과 내시경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4
비침습적 검사 방법이 있다. 침습적 방법으로는 위 생검이나
위액을 이용하여 균을 배양하는 세균배양검사법, 특수 염색을
통하여 세균을 관찰하는 조직학적 염색법, 요소분해효소의 활
성을 평가하는 급속 요소분해효소 검사(rapid urease test,
RUT) 그리고 중합효소연쇄반응법(polymerase chain reaction)
13
14
이 있다. 비침습적 방법으로는 혈청학적 검사, C 또는 C 표
지 요소호기검사(urea breath test, UBT) 그리고 대변이나 소
변을 이용한 항원검사 등이 있다. 이 중 혈청학적 검사는 H.
pylori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이용하여 H. pylori 균에 대한
항체인 IgG를 측정하는 것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내시경을 이용
하지 않아 환자에게 불편감을 적게 주며, 빠르고 간단하게 검사
2
할 수 있어 어린이 H. pylori 감염 여부 진단 이나 동시에 많은
4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 조사에 유용한 장점이 있다. 또한
혈청검사는 위점막의 구조적 변화나 양성자펌프억제제와 같은
약제 복용 및 출혈을 동반한 궤양이 있을 때 위음성을 나타낼
5,6
가능성이 적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혈청학적 진단법으로는 항체 측정 방
법에 따라 세균 응집 반응(bacterial agglutination), 보체 결합
(complement fixation), 간접 면역형광법(indirect immuno4
fluorescence test), 면역측정법(immunoassay) 등이 있다. 면
역측정법 중에는 효소면역분석법(enzyme immunoassay, EIA)
혹은 효소결합 면역흡착방법(enzyme-linked immuno sorbent
assay, ELISA), 방사면역측정법(radioimmunoassay) 및 화학
발광 면역측정법(chemiluminescent immunoassay) 등이 있는
데 그중에서도 ELISA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4,7,8
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혈청학적 진단법의 종류로는
Ⓡ
GENEDIA H. pylori ELISA (Green Cross Co., Seoul, Korea;
Ⓡ
Ⓡ
이후 GENEDIA 로 칭함), GAP Test IgG (Bio-Rad, Milan,
Italy), Chorus helicobacter IgG (DIESSE Diagnostica Senese,
Ⓡ
Siena, Italy), IMMULITE 2000 H. pylori IgG system
Ⓡ
(Diagnostic Products, Los Angeles, CA, USA; 이후 IMMULITE
Ⓡ
Ⓡ
로 칭함), Radim H. pylori-EIA-Well (Radim , Rome, Italy),
Ⓡ
PYloriset -IgG EIA (Orion Diagnostica, Espoo, Finland),
Ⓡ
VIDAS H. pylori IgG (BioMérieux, Marcy-l’Etoile, France)
등이 있다. 이들의 민감도는 68.0~100%, 특이도는 71.4~97.0%
4,9-14
로 보고되고 있다.
이 진단법들의 H. pylori 항체 검출을 위한
4,15
여러 시약들은 대부분 외국산 제품이다.
Ⓡ
16
GENEDIA 검사 성적에 대하여 Kim 등 은 배양검사 단독
양성이거나 RUT 및 배양검사 둘 다 양성인 경우와 비교하여

Ⓡ

GENEDIA 의 민감도 97.8%, 특이도 92%로 보고하였다. 이에
17
비하여 Yang 등 의 보고에서는 조직검사(H&E, Giemsa stain)
Ⓡ
와 GENEDIA 를 비교하였을 때 민감도 96.2%, 특이도 56.8%,
16
양성 예측도 78.9%, 음성 예측도 90.0%였었는데, 앞선 Kim 등
의 보고에서보다 특이도가 낮은 것에 대하여 제균약 등 약물
복용력에 대한 선별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
13
력한 바 있다. 이후 Chung 등 은 RUT, 조직검사 및 배양검사
Ⓡ
와 비교하여 GENEDIA 의 민감도가 93.2%, 특이도는 83.5%,
양성 예측도 85.1%, 음성 예측도 92.5%로 발표하였고, Eom
9
Ⓡ
등 은 조직검사, RUT 및 배양검사와 비교하여 GENEDIA 의
18
민감도가 100%, 특이도는 81.3%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Lee 등
은 UBT와 비교하여 민감도 100%, 특이도 80.7%, 양성 예측도
78.0%, 음성 예측도 100.0%로 보고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
19
14
20
21
GENEDIA 는 1998년, 2005년, 2013년 및 2016~2017년
의 4차례의 전국 다기관 H. pylori 역학 조사에 사용된 바 있어
임상에서 한국인에서의 검사법으로 그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
었다고 보여진다.
H. pylori 균에 의한 위점막의 감염은 국소적으로 그리고 전신적
으로 면역 반응을 유발하고 전신적인 면역 반응에 의하여 혈액,
침과 소변에 면역글로불린이 생긴다. 이 중에 혈액 내의 항체를
측정하는 방법이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며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
왔다. 임상에서는 H. pylori 균의 혈청학적 항체검사를 항체 존재
여부를 알아보는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였는데 최근 항체의 역가
측정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발표되고 있다. 일련의 항체
역가 검사를 통하여 H. pylori 균의 새로운 감염 여부나 성공적인
22-24
제균 여부를 알 수 있고
위염의 조직학적 손상도, H. pylori
25,26
균의 밀집도, 활동성 감염 정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위의 위축 변화(특히, 오픈형)나 장상피화생 변화가 항체의 높은
27
역가와 연관이 있고 아울러 항체의 역가는 위암의 위험과도 관련이
1,28
있다 는 연구들이 있다.
29
30
Maastricht Consensus Report 와 Bodhidatta 등 및 Lee
18
등 의 연구에 따르면 혈청학적인 검사를 이용할 때 그 방법이
개발된 지역과 사용되는 지역 간의 H. pylori 항원 특성이 다름
으로 인하여 검사의 진단 성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염된
H. pylori 계통(strain)의 지리학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사용할
인구를 대상으로 지역 확인(local validation)이 된 방법을 이용
하기를 추천하고 있다. 현재 국내 많은 병원에서 사용 중인 H.
pylori 혈청학적 검사법인 IMMULITEⓇ의 한국인에 대한 타당
성에 대한 국내 보고가 없다. 이에 저자들은 한국인의 위 생검
조직에서 분리한 H. pylori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혈청학적 진
Ⓡ
단 키트인 GENEDIA 를 최적 표준(gold standard) 방법으로
Ⓡ
하여 IMMULITE 방법의 정확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며, 또
한 이 두 방법에 의한 H. pylori 항체 역가와 내시경 검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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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는 위축성 변화나 장상피화생 변화와의 상관성을 알아봄
Ⓡ
으로써 IMMULITE 의 유용성도 함께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H. pylori의 국내 혈청학적 양성 유병률을 알아보고자 2016년
6월 2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전국 총 9개 3차병원으로
검진을 받으러 내원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으로 투약 중인 대상자들과 과거 위암
병력, 위장관 수술을 받았던 병력이 있는 대상자들을 제외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n=282), 경상대학교병원(n=100), 고신대학교
병원(n=653), 계명대학교병원(n=325), 단국대학교병원(n=276),
원광대학교병원(n=162), 전남대학교병원(n=186), 제주대학교병
원(n=236),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n=465)이 참여하였다
(n=2,685). 이 연구에서는 이들 중 H. pylori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GENEDIA®)에서 양성인 대상자 150명과 음성인 대상자
150명, 총 300명을 대상자로 하여 조사하였다.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먼저 받았
고(B-1606/351-303), 이를 바탕으로 각 병원에서도 IRB를 통과
하여 각 참여자에게 모두 동의서를 받았다.

2. H. pylori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
각 병원에서 검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내시경 시행 전후로
채혈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바로 -70℃에 냉동시켜 보관하였고,
GENEDIA kit (Genedia H. pylori ELISA; Green Cross Medical
Science Corp., Eumseong, Korea)를 이용하여 H. pylori 감염
여부를 판단하였다. 녹십자사의 GENEDIAⓇ는 한국인 만성 위염
환자에서 분리 동정한 MBRIHP 2와 십이지장 궤양 환자에서 분리
한 MBRIHP 8의 두 가지 균주를 초음파로 처리한 항원을 이용하여
혈청의 항 H. pylori IgG 항체를 검출하는 방법이다.4 실온에서
검사를 준비하는데 항원이 흡착된 플레이트에 검체 또는 대조약을
넣고 1시간 반응시킨 후, 세척하고 희석 농축 접합체를 넣고,
37±1℃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세척한 후 기질을 넣어 반응시킨
다. 450 nm 파장에서 측정한 음성대조액 3개의 평균 흡광도 값에
0.4를 더한 값을 판정 기준치(cut-off value)로 하여 이 이상의
흡광도 값을 보이는 검체를 양성, 기준치 미만의 흡광도 값을 갖는
검체를 음성으로 판정한다.4 판정 기준치는 제조사의 권고에 따라
0.430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들 중 항체 양성 대상자 150명과
항체 음성 대상자 150명의 혈청을 이용하여 IMMULITEⓇ 검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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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MULITE 는 Immulite 2000의 구슬(bead)에 비활성 H.
pylori 항원이 coating되어 환자의 혈청 내 항체와 bead에 coating된 항원과 37℃에서 30분간 배양하면서 항원 항체 반응을 진
행한 후 다시 alkaline phosphatase-conjugated IgG와 항원-항
체 복합체와 37℃에서 30분간 배양한다. 이 때 비반응물질은 원
심 세척을 통하여 제거한 후, 기질를 분주한다. 면역발광의 기질은
alkaline phosphatase 존재 하에서 5분간 발광 반응을 진행하
며, 반응의 발광 정도는 광도계에서 측정하여 검체 농도로 연산
된다. 1.1 U/mL 이상이면 양성으로, 0.9 U/mL 미만이면 음성으로
판정되며, 0.9 이상 1.1 U/mL 미만이면 미확정(indeterminate)으
로 판정된다.

3. 설문지
각 병원에서 설문에 대한 교육을 받은 연구원이 동일한 양식
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내시경 시행 전에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
문지의 항목에는 성별, 나이, 키, 체중, 체질량지수,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의 과거력, 소화기 증상(복통, 소화불량, 속쓰림 등)
유무, 위암의 가족력, 흡연력, 음주력 등이 있었다.31 흡연력에
대해서는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와 현재 흡연자로 분류하였으
며 과거 흡연자는 설문 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금연한 자
로 정의하였다. 음주력에 대해서도 “마신다”, “이전에 마셨으나
끊었다”와 “마시지 않는다”로 분류하였다. 환자가 설문지에 답
을 하지 않거나 모르는 경우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기도록
하였다.

4. 내시경 검사
위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선종,
위암 등을 진단하였다. 위선종과 위암은 조직검사로 최종 진단
하였으며, 그 외의 다른 위염들에 대해서는 육안적 내시경 소견
으로 진단하였는데 진단의 정확성을 위하여 각 기관에서 내시
경 경험이 많은 시술자가 내시경을 시행하였다(KN, SEK, GHB,
JYL, KSP, JES, HJS, YEJ, DSM, SCC, HJK). 여러 기관에서 각
각 위내시경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내시
경 소견 기술에 대한 상의를 하여 내시경 시술자들끼리 일치도
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축성 위염은 내시경 소견에서 점막층의 샘들이 소실되면서
점막이 얇고 점막이 흰색으로 퇴색하였거나 점막하 혈관 투시
상이 현저한 경우로 정의하였다.32 그리고 장상피화생은 회백색
조의 편평 융기가 관찰되거나 점막이 백색 판 또는 결절 양상
으로 상승한 소견, 다발성의 평평하거나 함몰된 발적성 병변,
거친 점막 표면 및 융모성 모양의 소견 등으로 정의하였다.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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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표재성 위염의 경우 선상의 발적된 점막이 다발성으로 보
32
일 경우와 삼출물, 부종이 있는 경우로 하였고 미란성 위염은
32
위점막의 소실로 함몰 부위가 관찰된 경우로 진단하였다. 위
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의 경우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변연이 있
으며 저부가 흰색이나 연한 황색을 띄고 궤양의 가장자리가 기
저부보다 융기되어 있으며 주위 점막의 발적이나 부종이 동반
35,36
된 경우 진단하였다.

많았으며(51.3% vs. 39.3%, P =0.037) 연령 또한 의미 있게 많
았다(49.3세 vs. 48세, P =0.003). H. pylori 균에 대한 제균 치
료의 과거력이 있는 22명을 제외한 위내시경을 실시한 253명
중 H. pylori 균 항체 양성군과 음성군에 대하여 내시경 소견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위축성 위염 소견만이 의미 있게 차이가
있었다(Table 1).

2. GENEDIA

Ⓡ

결과와 IMMULITE

Ⓡ

결과의 비교

5. 통계 분석
연속형 변수는 평균±표준편차(SD) 혹은 중간값(사분위수 범
위)으로 나타내었고, 양 군 간의 차이는 Student’s t-test 혹은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빈도(%)로 표시하였고, 양 군 간의 차이는 chi-square test나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GENEDIAⓇ 검사법
과 IMMULITEⓇ 검사법의 상관성을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고 두 검사법의 일치도를 보기 위하여 Cohen's
kappa coefficient를 구하였다. 그리고 두 검사 방법의 내시경
검사 시 관찰되는 위축성 변화나 장상피화생의 변화에 대한 예측
력을 보고자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ROC) curve를
사용하여 area under the ROC curve (AUC)를 각각 측정하여
두 방법에 통계학적 차이가 있는지를 DeLong’s test for two correlated ROC curves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
은 P<0.05로 하였다. 이 모든 통계학적 유의성 검증은 SPSS (SPSS
22.0J; IBM, New York, NY, USA)와 irr package 및 PROC
package in R version 3.4.3.을 이용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
총 2,685명 중 GENEDIAⓇ 검사 결과 항체 음성을 보인 150명
과 항체 양성을 보인 150명을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추출
하였다. 300명에 대한 기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대상
자 300명 중 남성이 136명으로 45.3%였고 평균 연령은
48.8±11.6세였으며, 과거 H. pylori 제균 치료력이 있는 경우
가 22명(7.3%)이었다. 대상자 중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
았던 경우가 25예(8.3%) 있었다.
GENEDIAⓇ 검사에서 H. pylori 균 항체 양성 150명과 항체
음성 150명에 대하여 기본 사항을 비교하였을 때 과거 제균 치
료력, 음주력 그리고 흡연력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 연령,
위내시경 시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두 군 간 차이가 있었다
(Table 1). 항체 양성군에서 항체 음성군보다 남성이 의미 있게

각 검체에 대한 GENEDIA® 결과와 IMMULITE® 결과의 일
치도를 구하였는데 kappa 값이 0.987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P <0.001). 또한 IMMULITE® 결과는 GENEDIA® 결과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0.903,
P <0.0001).

3. 두 혈청학적 방법의 결과와 연령 및 위내시경 소견과의
연관성
H. pylori 균에 대한 제균 치료의 과거력이 있는 22명을 제외
Ⓡ

Ⓡ

하고 위내시경을 실시한 자들 중 GENEDIA 및 IMMULITE
검사의 역가의 위내시경 검사 시 관찰되는 위축성 위염 및 장
상피화생 여부 예측에 대한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AUC를
Ⓡ
알아보았다(Fig. 1). 위축성 여부에 대한 AUC 값이 GENEDIA
Ⓡ
Ⓡ
에서는 0.590, IMMULITE 에서는 0.604로 IMMULITE 가 약
간 높아 보이지만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Z-statistics=-0.517,
P =0.605) ROC curve에서 GENEDIAⓇ 검사법은 위축성 변화
를 진단하는데 최적 절단값(optimal cut-off value)은 0.066
이었고, 이 값에서 민감도 52.1%, 특이도 69.4%를 보였다.
Ⓡ
IMMULITE 검사법은 위축성 위염을 진단하는데 최적 절단값
은 1.325였고 이 값에서는 민감도 54.5%, 특이도 65.9%였다
(Fig. 1A).
Ⓡ
Ⓡ
장상피화생에 대해서도 AUC 값이 GENEDIA 및 IMMULITE
에 대하여 각각 0.578, 0.593으로, 두 검사 간에 통계학적으로
Ⓡ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statistics=-0.398, P =0.691). GENEDIA
검사법으로 장상피화생을 진단하기 위한 최적 절단값은 0.052였
Ⓡ
고, 이 때 민감도 45.1%, 특이도 76.9%였다. IMMULITE 검사법으
로는 6.075가 최적 절단값이었고, 이 때 민감도 76.5%, 특이도
46.2% 였다(Fig. 1B).
위축성 위염이 있는 군과 없는 군에서 각각 두 검사법의 항
체 역가를 비교하였더니 두 검사법 모두에서 위축성 위염 소견
이 없는 군보다 위축성 변화가 있는 군의 항체 역가가 통계학적
Ⓡ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GENEDIA : 3.44 vs. 0.05, P =0.017,
Ⓡ
IMMULITE : 4.44 vs. 0.73, P =0.006) (Table 2). 장상피화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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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항체 역가 비교에서도 두 검사법 모두 장상피화생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항체 역가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
Ⓡ
(GENEDIA : 3.46 vs. 0.97, P =0.115, IMMULITE : 4.61 vs.
1.05, P =0.059). 두 검사법의 양성 위궤양 유무에 따른 항체
역가는 차이가 없었다. 십이지장 궤양에 대해서는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군에서 항체 역가가 두 검사 방법 모두에서 높았
Ⓡ
Ⓡ
으나 GENEDIA 에서만 통계학적 의미를 보였다(GENEDIA :
Ⓡ
3.78 vs. 1.20, P =0.013, IMMULITE : 5.04 vs. 1.52, P =0.057).
그리고 두 검사 방법의 항체 역가는 연령이 많은 군(≥50세)에
서 그리고 남성에서 의미 있게 높았다(Table 2).

고

찰
Ⓡ

이 연구는 임상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IMMULITE 검사
법에 대하여 타당성과 유용성을 알아본 연구이다. 한국인에서
분리 동정한 H. pylori 균주를 항원으로 하여 개발된 ELISA법
Ⓡ
Ⓡ
인 GENEDIA 검사 결과와 IMMULITE 검사 결과를 비교하
였을 때 두 검사 결과 간의 일치도도 높고 상관계수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50세 이상의 연령에서 그리고 남성에서 항
체 역가가 의미 있게 높은 점, 위축성 위염이 있는 군에서 없는
군보다 항체 역가가 의미 있게 높은 점 등은 두 가지 혈청학적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Total (n=300)

H. pylori seropositive
by GENEDIA®
(n=150)

H. pylori seronegative
by GENEDIA®
(n=150)

a

P-value

Sex (male)

136 (45.3)

77 (51.3)

59 (39.3)

0.037

Age

48.8±11.6

49.3±10.4

48.0±13.1

0.003

212 (70.7)

103 (68.7)

109 (72.7)

0.696

Smoking
Never
Ex-smoker

41 (13.7)

21 (14.0)

20 (13.3)

Current smoker

47 (15.6)

26 (17.3)

21 (14.0)

128 (42.7)

58 (38.7)

20 (6.7)

9 (6.0)

152 (50.6)

83 (55.3)

69 (46.0)

22 (7.3)

11 (7.3)

11 (7.3)

0.138

25 (8.3)
275 (91.7)

5 (0.03)
145 (96.7)

20 (1.33)
130 (86.7)

0.002

Within normal limit

40 (15.8)

21 (15.7)

19 (16.0)

0.949

Erosive gastritis

43 (17.0)

19 (14.2)

24 (17.8)

0.195

Atrophic gastritis

85 (33.6)

56 (41.8)

29 (24.4)

0.004

Intestinal metaplasia

39 (15.4)

26 (19.4)

13 (10.9)

Alcohol drinking
Never
Ex-drinker
Current drinker
Previous H. pylori eradication history (+)

70 (46.7)

0.271

11 (7.3)

EGD
Not done
Done
EGD findingsb

Gastric ulcer
Active or healing stage

7 (2.8)

3 (2.2)

4 (3.4)

Scar stage

5 (2.0)

3 (2.2)

2 (1.7)

Duodenal ulcer
Active or healing stage
Scar stage
Gastric adenoma
Early gastric cancer

0.091
2 (1.2)

1 (0.7)

1 (0.8)

18 (6.9)

14 (10.4)

4 (3.4)

12 (4.7)

6 (4.5)

6 (5.0)

0.833

1 (0.4)

1 (0.7)

0 (0)

0.34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 (%).
H. pylori, Helicobacter pylori; EGD, esophagogastroduodenoscopy.
a
P-values for the chi-square statistics between the H. pylori-seropositive and H. pylori-seronegative groups.
b
The investigation was performed in 253 subjects who received EGD and had not received prior eradication therapy for H. pyl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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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0.8

0.8

0.052 (0.451, 0.769)

0.6

Sensitivity

Sensitivity

0.066 (0.521, 0.694)
1.325 (0.545, 0.659)

AUC: 0.590
AUC: 0.604

0.4

0.2

0.6
6.075 (0.765, 0.462)

AUC: 0.578
AUC: 0.593

0.4

0.2
GENEDIA
IMMULITE

0.0
1.0

0.8

0.6
0.4
Specificity

0.2

GENEDIA
IMMULITE

0.0

0.0

1.0

0.8

0.6
0.4
Specificity

0.2

0.0

A

B

Fig. 1. Receiver operator characteristic curve in diagnosis of endoscopic atrophic gastritis (A) or endoscopic intestinal metaplasia (B) by
®
®
anti-Helicobacter pylori immunoglobulin (Ig) G by GENEDIA and IMMULITE . (A) The optimal cut-off values of serum anti-Helicobacter pylori
®
Ig G for predicting endoscopic atrophic gastritis are 0.066 on GENEDIA , and 1.325 on IMMULITE®. (B) The optimal cut-off values of serum
®
®
anti-Helicobacter pylori Ig G for predicting endoscopic intestinal metaplasia are 0.052 on GENEDIA , and 6.075 on IMMULITE .

®
®
Table 2. Comparison of Titer between GENEDIA and IMMULITE for the Prediction of Specific Factors

Anti-H. pylori antibody IgG titer
®
on GENEDIA
Atrophy on EGDa

P-value

Anti-H. pylori antibody IgG titer
®
on IMMULITE

0.017

Present

3.44 (3.71)

Absent

0.05 (3.70)

IM on EGDa

0.006
4.44 (7.23)
0.73 (5.43)

0.115

Present
Absent

0.059

3.46 (3.74)

4.61 (7.14)

0.97 (3.68)

1.05 (5.51)

a

Gastric ulcer on EGD

0.604

Present

0.91 (3.68)

Absent

3.11 (3.71)

Duodenal ulcer on EGDa

0.528
1.13 (5.18)
2.58 (5.97)

0.013

Present

3.78 (3.15)

Absent

1.20 (3.62)

Age (years)b

0.057
5.04 (6.55)
1.52 (5.73)

<0.001

<50

0.04 (3.51)

≥50

3.39 (3.81)

Sexb

P-value

0.003
0.62 (4.99)
3.90 (6.30)

0.019

0.038

Male

3.24 (3.75)

3.76 (6.32)

Female

0.05 (3.62)

0.72 (5.43)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interquartile range).
H. pylori, Helicobacter pylori; EGD, esophagogascoduodenoscopy; IM, intestinal metaplasia.
a
The investigation was performed in 253 subjects who received EGD and had not received prior eradication therapy for H. pylori.
b
The investigation was performed in 300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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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즉, H. pylori 균 항체의 특징이
Ⓡ
IMMULITE 방법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두 가지
혈청학적 방법에 의한 각각의 역가가 위축성 변화나 장상피화
생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본 AUC 값은 그 예측력은 겨
우 0.5~0.6 정도였지만 이 두 방법 간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
없었다는 점들을 볼 때 IMMULITE 방법도 한국인에서 H.
pylori 균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데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
다고 하겠다.
남성에서 H. pylori 균 항체 양성 비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항체 역가가 높았는데, 이렇게 H. pylori 균 감염에 있어 남성
14,19-21
우위(male predominance)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역학조사
37,38
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었고 두 메타분석 연구 에서 확인된 바
있다. H. pylori 균 감염이 남성에게 많은 이유를 면역 개선
39
(immunoprotective) 효과가 있는 여성 호르몬 과 관련하여 여성
37
의 면역 반응이 달라서 혹은 여성에서 생애 주기 동안 좀 더
37
항생제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균의 더 많은 소실 때문에 그리고
남성에서 H. pylori 균 감염의 위험인자인 흡연 등의 환경에 더
38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혹은 성호르몬이 면역과 염증 반응에 영향
38
을 미치기 때문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성호르몬이
장내 세균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한 면역체계에 차
이가 생기면서 특정 질병의 발생률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나타날
40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H. pylori 균도 장내 세균의
일종이므로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H. pylori 균 감염이 남녀
성별에 있어 차이가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41
남성이 아동기에 상대적으로 여아보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또는 사회활동이 많아 그만큼 H. pylori 감염자와의 접촉이 많아서
14,42
일 수도 있고 또한 음주 등에도 더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
하지 않을까 추정된다.
위축성 변화가 생기면 H. pylori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
43
어 점막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이로 인하여 H. pylori 밀도
44
도 떨어져서 항체 역가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24
Ⓡ
Lee 의 연구에서 GENEDIA 방법에 의한 항체 역가와 위축성
변화 및 장상피화생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위축성 변
화와 장상피화생 변화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항체 역가
가 낮았지만 통계학적 의미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 바 있다. 그
러나 이 연구에서는 두 방법 모두에서 위축성 변화가 있는 경
우에 항체 역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장상피화
생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두 방법 모두에서 항체 역가가 높
24
았지만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Lee 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수를 대상으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이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IMMULITE 방법의 비교 최적 표준
Ⓡ
검사를 한국인의 위조직 검사를 통한 방법이 아닌 GEN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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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GENEDIA 검사가 한국인의
strain을 항원으로 제조된 방법이라 다른 혈청학적 방법과의 비교
보다는 실제적인 비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처음 연구
설계 단계에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에 대한 중증도를 판정
하지 않고 여부만 기록을 하여 항체 역가와의 연관성을 좀 더
섬세하게 조사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여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
IMMULITE 검사법에 대한 타당성을 1998년, 2005년, 2013년
및 2016~2017년의 4차례의 전국 다기관 헬리코박터 역학 조
Ⓡ
사에 사용한 바 있는 GENEDIA 검사법과 비교하였을 때 거의
완벽한 일치도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므로 임상에서 이용하기
에 적합한 검사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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