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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measured anti-H. pylori IgG in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living in Shinchon 

area of Seoul, Korea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living standards on H. pylori 

infection.

Methods: IgG antibodies to H. pylori were measured in plasma using a commercial ELISA kit 

(GAP IgG Helicobacter pylori, 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CA, USA).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status such as place of birth, parental income, type of housing, number of persons 

in the household, parents' occupation, family history of peptic ulcer disease and gastric cancer was 

obtained.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by Chi-square and logistic regression test using SPSS 7.0TM 

for Windows.

Results: Study subjects consisted of 571 children, and the age distribution ranged from 6.0 to 13.6 

years with a mean of 9.6±1.8 years. Male-to-female ratio was 1.1：1. The seropositive rates of 

H. pylori infection ranged from 10.4% in children aged 6 years to 30.9% in 12 year-old group, 

overall 16.8%. The prevalence of H. pylori infection progressively increased with age,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eropositive rates among children in different age groups (p=0.06). 

Seropositive rates of anti-H. pylori IgG on the basis of gender, place of birth, parental income, 

type of housing, parents' occupation, family history of peptic ulcer disease and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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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H. pylori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

는 균으로서 그 감염률은 사회 경제적인 수준, 인

종 및 연령과 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

체로 선진국의 감염률은 유아기에 낮고 연령이 증

가할수록 증가하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특히 1세 이하에서 감염률이 높다
1). H. 

pylori감염은 주로 소아기에 이루어지고 성인에서

의 감염률은 소아기의 감염률이 그대로 지속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대체로 10세 미만

의 소아를 기준으로 하 을 때 선진국의 감염률은 

0∼5%, 개발도상국은 13∼60%, 우리 나라는 12.8 

∼15%이며, 10세 이후부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매년 0.5∼2%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H. pylori 감염률은 사회경제적 및 교육적 수준이 

낮을수록 높으며, 또한 집에 주거하는 구성원의 수

가 많을수록 H. pylori 감염이 더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7)

.

  소아에서 H. pylori 감염을 전파시키는 환경적인 

요인에 대하여 선진국에서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저자들은 우리 나라 초등학교 연령의 학생들

에서 H. pylori 유병률을 조사하고 또한 소아에서 

H. pylori 감염에 향을 주는 생활환경 및 사회경

제적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대상 및 방법

  서울 신촌지역에 위치한 C 초등학교 학생 571명

을 대상으로 하 다. 연령 분포는 6.0세부터 13.6세

로 평균 연령은 9.6±1.8세 으며, 남녀비는 1.1：1

이었다. 대상 학생들은 무작위로 추출되었으며, 

Helicobacter pylori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혈액을 채취하 으며 생활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채취된 혈청은 -70
oC에 보관하 으며, H. pylori 

IgG 항체가는 상품화된 시약(GAP IgG Helicobacter 

pylori, 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효소면역침강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으로 측정하 다. 항체가가 15 U/mL 이상

이면 양성, 15 U/mL 미만인 경우 음성으로 판정하

다.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출생지, 월수입, 주택의 종

류, 가족수, 형제수, 소화성 궤양 및 위암의 가족력 

등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 다. 

  통계학적 분석은 SPSS 7.0
TM

 for Windows를 이

용하여 χ2 test와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
하 으며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p값이 0.05 미만으

로 하 다.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terestingly, however, seropositive rate of anti-H. 

pylori IgG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in relation to number of persons in the household 

(p=0.003; Odds ratio 1.50 by logistic regression test).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number of persons in the household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environmental living standards, and that risk of H. pylori infection increases by 

increment of 1.5 times as the number of persons in the household increases by one. (J Korean 

Pediatr Gastroenterol Nutr 2001; 4: 10∼1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Environment, Living standards, Helicobacter pylori, Korea, Elementary school, 

Children



12∙대한소아소화기 양학회지：제 4권 제 1호 200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결      과

    1. 연령별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

  대상환아는 총 571명으로 평균 연령은 9.6±1.8 

(6∼13.6)세 고, 남녀비는 1.1：1이었다. 전체 대

상 학생의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은 총 571례 

중 96례로 16.8% 다. 연령별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은 6세에서 10.4%, 7세 17.9%, 8세 11.1%, 9

세 19.3%, 10세 16.5%, 11세 13.7%, 12∼14세에서 

30.9% 다.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은 연령이 증

가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6)(Fig. 1).

    2. 성별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

  성별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은 남학생에서 

16%, 여학생 18%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46)(Fig. 2).

    3. 출생지별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

  출생지별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은 호남 8% 

(1/13), 서울 17% (66/381), 남 20% (1/5), 충청 20% 

(1/5), 경기 24% (7/29), 강원 75% (3/4)로 강원지역

에서 양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으나 대상 학생 

수가 적어서 그 의미를 주기가 어렵고, 통계학적으

로도 출생지별 양성률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05)(Fig. 3).

Fig. 1. Relationship between seropositivity of H. pylori 

and age distribution.

N
um

be
r 400

6

Age in years

8

%
Positive
Total

11
0

600

200

7 109 12 Total

10%

18%

11%

19%

17%
14%

31%

16.8%

48
5

106

19
81

9

88

17

91

15

102

14
55

17

571

96

(p>0.05 by -test)χ
2

Fig. 2. Relationship between seropositivity of H. pylori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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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ship between seropositivity of H. pylori 

and income of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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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 between seropositivity of H. pylori 

with birth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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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득수준 및 주거환경별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

  소득수준별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은 월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17%(10/58), 월소득 100∼200만

원 16% (44/274), 월소득 200∼500만원 19% (22/ 

117), 월소득 500만원 이상에서는 17% (2/12) 으

며, 소득수준간 양성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p=0.93). 주거환경별 H. pylori IgG 항

체 양성률은 아파트 20% (3/15), 단독주택 18% 

(64/358), 기타 17% (21/124) 으며, 주거환경별 양

성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05)(Fig. 4, 5).

    5. 가족수에 따른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

  가족수에 따른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은 2명

이하 13% (10/79), 3명 15% (37/250), 4명 19% (18/ 

96), 5명 이상 30% (17/57)로 가족수가 증가할수록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p=0.03). 형제수별로는 1명인 경우 16% 

(68/420), 2명인 경우 18% (10/55), 3명 이상인 경우 

33% (5/15)로 형제수별 양성률은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0.27)(Fig. 6).

    6. 위암 및 소화성궤양의 가족력유무별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

  위암의 가족력 유무별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

Fig. 5. Relationship between seropositivity of H. pylori 

and types of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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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lationship between seropositivity of H. pylori 

and gastric cancer history of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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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족력이 없는 경우 20% (75/446), 가족력이 있

는 경우 19% (5/31)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소화성궤양의 가족력 유무별 항

체 양성률은 가족력이 없는 경우 21.3% (70/398), 

가족력이 있는 경우 21.8% (12/67)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Fig. 7, 8).

    7. 부모의 직업별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

  부모의 직업별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은 아버

지의 경우 노동 8%, 사무원 13%, 점원 13%, 상업 

13%, 자유업 17%, 음식점 21%, 사업 22%, 의료 

38%로 의료업에서 다소 높은 양성률을 보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어

머니의 경우 사무원 13%, 주부 16%, 사업 16%, 상

업 17%, 점원 18%, 음식점 21%, 의료직 50%로 아

버지와 비슷한 양성률을 보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Fig. 9, 10).

    8. H. pylori 감염 위험성에 대한 logistic 회귀

분석

  연령과 소득수준, 주거환경, 가족수, 소화성궤양 

및 위궤양의 가족력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에 가장 

향을 주는 생활요인은 가족수의 증가 으며(p= 

0.003), 비교위험도(Odds ratio)는 1.5 다. 따라서 

H. pylori 감염의 위험성은 가족수가 한 명 증가할 

때 마다 1.5배씩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Table 1).

고      찰

  H. pylori 감염률에 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 중

의 하나는 연령이다. 대체로 선진국의 감염률은 유

아기에 낮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나, 개발도

상국가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특히 1세 이하에서 

감염률이 높다
1). H. pylori감염은 주로 소아기에 이

루어지고 성인에서의 감염률은 소아기의 감염률이 

그대로 지속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따라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감염률의 차

이는 소아기의 감염률의 차이에 기인한다. 대체로 

10세 미만의 소아를 기준으로 하 을 때 선진국의 

감염률은 0∼5%, 개발도상국은 13∼60%이고, 10

세 이후부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0.5∼

Fig. 9. Relationship between seropositivity of H. Pylori 

and occupation of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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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lationship between seropositivity of H. pylori 

and occupation of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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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Risk Factors 
of H. pylori Infec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arameters of Significance

Odds ratio
estimation (p-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1.15 0.097

  Income 1.11 0.499

  Family number 1.51 0.003

  Occupation 0.68 0.203

  Cancer or ulcer Hx 1.13 0.676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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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선진국인 

미국의 텍사스 휴스톤 지역은 2∼5세에서 11%, 6∼

10세는 32%의 감염률(평균 감염률은 25%)을 보이

고
8), 벨기에는 2∼8세에 5.4%, 8∼14세에 13.4%9), 

이태리 6%
10), 핀란드 0.3%11)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인 인도의 감염률은 69%
12), 

태국은 10∼15세에서 50%13), 방 라데시는 2세의 

42%로부터 9세의 67%
14), 아프리카의 잠비아는 생

후 20개월 미만의 아에서 15%, 40∼60개월의 유

아에서 46%
15), 나이지리아는 1세 미만에서 58%, 

10세 이하 69%
16), 남미의 페루는 12세 미만에서 

48%
17)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중진국인 한국은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1996년 Malaty 

등
6)은 우리 나라 소아의 H. pylori 항체 양성률을 

22%, 최근 1999년도 김 등
2)의 보고에 의하면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 을 때 5세 미만에서 1.1%, 

5∼9세 12.8%, 10∼14세 20.4%, 15∼19세 33.3%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1996년도 필자
18)의 조사에

서도 5세 미만에서 12%, 5∼10세 15%, 11∼15세 

33%의 감염률을 보 었다. 본 연구에서 통계학적

인 의미는 없었으나(p=0.06) 6세의 10.4%에서 12∼

14세의 30.9%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염률의 증가

는 뚜렷하 고 평균 양성률은 16.8% 다. Malaty 

등
6)이 5년전 보고한 22%의 평균 양성률로부터 본 

연구에서의 16.8%로 양성률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경제수준 및 위생상태가 호전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H. pylori 감

염률이 11세(13.7%)에서 12세(30.9%) 사이, 즉 초

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사이에서 양성률이 급격하

게 증가된 점은 주목할 만하 다.

  성별 감염률은 통계학적으로 남녀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 본 연구에서도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지역별 양성률과 1998년 전국 역학조

사의 양성률
20)을 비교하 을 때 여러 지역에서 비

슷한 양성률을 보 으나, 단지 본 연구에서 강원도 

출신이 75%로 전국역학조사의 21.3%와는 큰 차이

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대상 환아가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월수입과 H. pylori 감염률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는데, Fiedorek 등
19)은 년수입이 

$5,000 이하인 군이 $75,000 이상인 군보다 2배 이

상의 양성률을 보여 년수입이 감염률에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친다고 하 다(p＜0.00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월수입과 양성률 사이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0.93).

  주택의 종류, 부모의 직업, 소화성궤양 및 위암

의 가족력 유무에 따른 양성률도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6), 본 연

구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족내 전파경로로 가족 중 형제 자매의 수와 

터울이 H. pylori감염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형제수가 많을수록 또한 형제간의 터울이 

짧을수록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형제간의 터울이 4년 이내인 경우가 10년 이상인 

경우보다 감염률이 4.1배 높다고 한다
21). 반면 

Malaty 등
4,6,8)은 가족 구성원의 수는 H. pylori 감염

률에 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연령과 사회적 등

급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위험 요인이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여러 가지 생활환경적 요인들을 

포함시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H. 

pylori 감염률에 향을 미치는 유일한 생활환경적 

요인은 가족 구성원의 수 다(p=0.003). 즉 H. 

pylori 감염률은 가족 구성원이 한 명 증가할 때마

다 1.5배씩 증가되는 경향을 보 다(odds ratio=1.5). 

또한 형제수가 증가할수록 감염률도 증가하는 경

향을 보 으나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었다(p=0.27). 

Webb 등
7)도 한 방에 2명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1

명 이하인 경우를 비교하 을 때 odds ratio 가 2.15

고, 한 침대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odds 

ratio가 2.13이었다고 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

를 보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H. pylori 감염률은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양

상을 보 으며, 감염률에 향을 미치는 유일한 위

험인자는 가족 구성원의 수 다. 즉, 가족 구성원

이 한 명 증가할 때마다 소아의 H. pylori 감염의 

위험성은 1.5배씩 증가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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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 적: 성인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과 위생상

태, 직업, 주거환경 등이 H. pylori 감염과 관련된다

고 보고되고 있으나, 소아를 대상으로 한 H. pylori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는 비교적 드물다. 본 소아과

학교실에서는 H. pylori 감염에 향을 주는 생활

환경 요인을 알아보고자 신촌지역 초등학교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환경과 H. pylori 양성률

을 조사하 다.

  방 법: 신촌지역 초등학생 571명을 대상으로 하

여 H. pylori IgG 항체 양성유무와 생활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H. pylori IgG 항체가는 

GAP IgG Helicobacter pylori kit (Bio-Rad Lab, 

USA)를 이용하여 ELISA법으로 측정하 고, 항체

가가 15 U/mL 이상이면 양성, 15 U/mL 미만인 경

우 음성으로 판정하 다. 생활환경 조사는 설문지

를 이용하 고, 출생지와 월수익, 주거환경, 가족

수, 형제수, 소화성궤양 및 위암의 가족력 등을 조

사하 다.

  결 과:

  1) 대상환아는 총 571명으로 평균 연령은 9.6±

1.8 (6∼13.6)세 고, 남녀비는 1.1：1이었다. 전체 

환아의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은 16.8% (96/571)

다. 연령별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은 6세에서 

10.4%, 7세 17.9%, 8세 11.1%, 9세 19.3%, 10세 

16.5%, 11세 13.7%, 12세 이상에서 30.9% 으며(p= 

0.06), 성별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은 남학생에

서 16%, 여학생 18% 다(p=0.46).

  2) 출생지별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은 호남 

8% (1/13), 서울 17% (66/381), 충청도 20% (1/5), 

남 20% (1/5), 경기도 24% (7/29), 강원도 75% 

(3/4) 다(p＞0.05).

  3) 소득수준별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은 월소

득 100만원 이하에서는 17%(10/58), 월소득 100∼

200만원에서는 16% (44/274), 월소득 200∼500만원

에서는 19% (22/117), 월소득 500만원 이상에서는 

17% (2/12) 다(p=0.93).

  4) 주거환경별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은 아파

트의 경우 25% (3/15), 단독주택의 경우 18% (64/ 

358), 기타 17% (21/124) 다(p＞0.05).

  5) 가족수에 따른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은 2

명 이하 13% (10/79), 3명 15% (37/250), 4명 19% 

(18/96), 5명 이상 30% (17/57)로 가족수가 증가할

수록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3). 형제수별로는 1명인 경우 16% (68/420), 2

명인 경우 18% (10/55), 3명 이상인 경우 33% 

(5/15) 다(p=0.27).

  6) 위암 및 소화성궤양의 가족력 유무별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p＞0.05).

  7) 부모의 직업별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8) 연령, 소득수준, 주거환경, 가족구성원 수, 위

암 및 소화성궤양의 가족력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H. pylori IgG 항체 양성률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갖는 생활요인은 가족수의 증가

으며, 비교위험도는 1.5 다(p=0.003).

  결 론: 서울 지역 초등학생의 H. pylori 양성률은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양상을 보 으며 평균 

감염률은 16.7% 고, H. pylori 감염률에 향을 미

치는 유일한 생활환경적 요인은 가족 구성원의 수

으며 odds ratio는 1.5이었다. 우리 나라와 같이 

비교적 대가족제도가 많은 생활환경에서는 가족구

성원의 수가 H. pylori 감염률을 증가시키는 요인

의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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