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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 감염자인 배우자를 둔 혈청항체 음성자의 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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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nosis of Seronegative Subjects with a Helicobacter pylori- infected Spouse

Jae Min Park, Sun-Young Lee, Jeong Hwan Kim, In-Kyung Sung, Hyung Seok Park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onk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Aims: Helicobacter pylori (H. pylori) can disseminate between couples. The present study compared the findings of gas-
tric cancer screening between seronegative subject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an infected spouse.
Materials and Methods: Follow-up data of seronegative subjects were analyzed among married couples who underwent gastric cancer 
screening via gastroscopy, serum pepsinogen, and anti-H. pylori IgG assays between January 2010 and May 2016. New detection 
rates of H. pylori infection and gastric neoplasm at the follow-up screening were compared between seronegative subjects according 
to the H. pylori-infected status of spouse. 
Results: Among 246 seronegative subjects with an H. pylori-infected spouse, 92 underwent follow-up tests (case group). Among 278 
seronegative subjects with seronegative spouse, 94 underwent follow-up tests (control group). The past infection rate was higher 
in the case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52/92 vs. 34/94; P=0.005). New H. pylori infection was diagnosed in three of the
92 cases and two of the 94 controls (3.2% vs. 2.1%; P=0.681). During the mean follow-up of 67.9±36.0 months, three adeno-
carcinomas and two adenomas (5/184) were newly detected among the cases and their spouses, whereas none (0/188) were de-
tected among the controls and their spouses (2.7% vs. 0%; P=0.029).
Conclusions: Gastric neoplasm occurred more frequently in couples with an H. pylori-infected spouse. Because the past infection 
rate is higher among seronegative subjects with an infected spouse, gastric cancer screening is recommended in both partners when 
the spouse is infected.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21;21:3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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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한국인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Helicobacter pylori, H. pylori) 제균 치료는 위암 발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1 H. pylori균의 가족 내 전염은 주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파되거나 형제 간의 전염으로 발생한

다.2 부부 간의 전염은 이보다 드물지만 H. pylori 감염률이 높

은 집단에서는 부부 간에 전염될 위험성도 높다.3 최근 메타분

석 연구에 의하면 제균 치료 후에 가족 내 감염자가 재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가족 내 감염자들도 함께 치료하

는 것이 좋다.4

부부가 모두 H. pylori 감염자인 경우, 둘 다 위암이 발생하

는 경우도 있지만,5 위암화 과정에는 유전과 환경 및 식이 등 

복합적인 요인이 관여하므로 감염자의 예후는 다양하다.6 위암 

환자를 H. pylori 감염 상태별로 분류한 국내 연구에 의하면 

75.2%가 현감염자, 22.5%가 과거감염자, 2.3%가 미감염자였

다.7 과거감염자는 현감염자에 비해 위암 발생률이 낮지만, 미

감염자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제균 후에는 정기적인 위내시경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8

한국인 부부 중에는 한 명만 감염된 경우가 흔하지만, 감염된 

배우자가 감염이 없는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드물

다. 또한, 국내에서 시행되는 위내시경 검사 결과의 85.9%가 위염

으로 진단되고 있고, 대부분이 표재성 위염(31.3%), 위축성 위염

(27.1%), 미란성 위염(23.7%)으로 진단되어,9 진단명만으로 감염 

상태나 위암의 위험도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즉, 위암의 

고위험군 선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염의 쿄토 분류에서 

삭제된 표재성 위염이나 미란성 위염이 아직도 위내시경 진단명으

로 사용되고 있고, 위축성 위염 진단 시에는 폐쇄형이나 개방형의 

단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

다.10 이에 연구자들은 부부가 동시에 본원에서 위내시경 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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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 항H. pylori IgG 및 펩시노겐(pepsinogen, PG) 검사를 

받은 후, 추적 위암 검진을 받은 한국인 부부들의 예후를 조사하

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감염이 없는 혈청 항H. pylori IgG 

음성자(이하 혈청항체 음성자)가 감염자인 배우자와 살 때, 추적 

검사에서 새로운 H. pylori 감염이나 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군과 대조군의 선정

이 환자-대조군 관찰 연구는 부부가 동시에 본원에서 2010년 

1월부터 2016년 5월 사이에 위암 검진을 목적으로 위내시경과 

혈청 PG 검사 및 항H. pylori IgG 검사를 받은 뒤, 추적 검진

을 받은 한국인 부부를 대상으로 했다. 대상군(case group)은 

감염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혈청항체 음성자 중에서 같은 날 

검진을 받은 배우자가 H. pylori 감염으로 진단된 경우로 했다. 

대조군(control group)은 감염이 없는 혈청항체 음성자 중에서 

같은 날 배우자도 혈청항체 음성으로 보고된 경우로 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위내시경이나 혈청 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추

적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치료

를 요하는 질환 및 3개월 이내의 약물 복용력을 조사하여, IgG 

형성에 장애가 있는 희귀질환이 있거나 항생제를 복용한 경우

는 연구에서 제외했다. 이 연구는 본원에서 혈청학적 위축이 없

는 혈청항체 음성자 2,620명에 대한 후속 연구로,11 이후에 시

행된 검사 결과에 대한 수집과 분석에 대해서는 본원 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했다(KUH 1010993).

2. 혈청 검사

혈청 항H. pylori IgG와 PG 검사를 위한 채혈은 12시간 금

식한 상태에서 위내시경 검사 전에 시행되었다. 혈청 PG 검사

는 기존 연구와 같이 latex enhanced turbidimetic immuno-

assay (HBi Co., Ltd., Anyang, Korea) 검사로 PG I 수치, PG 

II 수치, PG I/II 비를 측정했으며, 혈청학적 위축(serologic 

atrophy 또는 gastric corpus atrophy)은 PG I/II 비가 3.0 이

하이면서 PG I 수치가 70 ng/mL 이하일 때로 했다.12

혈청항체 검사는 한국인에서 민감도와 특이도가 각각 100%

와 75.4%, 89.7%와 85.5%로 보고된 Chorus H. pylori IgG 

(DIESSE Diagnostica Senese, Siena, Italy)와 Vidas H. pylori 

IgG (BioMérieux, Marcy-l’Etoile, France)로 시행했다.13 혈청

항체양성은 Vidas H. pylori IgG 검사에서 test value가 1.0 이

상이거나 Chorus H. pylori IgG 검사에서 arbitrary unit (AU)

가 12 AU/mL 이상일 때 진단했다.

3.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

위내시경 검사는 GIF-H260나 GIF-H290 (Olympus, Tokyo, 

Japan) 또는 EG-2990i (Pentax, Tokyo, Japan)로 진행되었다. 

위내시경 소견은 위염의 교토 분류에 맞춰서 다음과 같이 진단했

다.14 정상 혈관상(regular arrangement of collecting venules, 

RAC)은 새 발자국 모양의 짧은 붉은색 혈관상이 위각과 체부의 

소만측에서 균일하게 관찰될 때 진단하였다. 기저부에서 발적이 

관찰되면 광범위한 발적(diffuse redness)으로 진단하였고, 작은 

다발성 혈성 반점까지 보이면 점상 발적(spotty redness)을 추가

했다. 전정부에서 닭살 모양의 결절들이 관찰되면 결절성 위염

(nodular gastritis)으로 진단하였고, 주름이 5 mm 이상으로 두

꺼워져 있으면 주름 비대(hypertrophic rugae)로 진단했다. 황

색종(xanthoma)은 노란색 반점이 국소적으로 보일 때 진단했으

며, 화생성 위염(metaplastic gastritis)은 울퉁불퉁한 흰색 융기

나 붉은 함몰 또는 융모상 변화(villous change)가 불규칙하게 

관찰될 때 진단했다. 위축성 위염(chronic atrophic gastritis, 

CAG)은 점막이 얇아져서 점막하층이 salt-and-pepper 모양으

로 투영되거나,15 점막하층의 혈관상이 보라색의 긴 나뭇가지 모

양으로 관찰되면 진단했다. CAG의 분류는 최근에 보고한 연구

처럼 폐쇄형(closed-type 0, 1, 2, 3)부터 개방형(open-type 1, 

2, 3, pangastritis)까지 8단계로 분류했다.16 위 내용을 교토 분

류점수체계에 맞춰서 0점부터 8점까지 채점했다. 위축성 위염은 

A0 (폐쇄형 0-1), A1 (폐쇄형 2-3), A2 (개방형)로 채점했으며, 화

생성 위염은 IM0 (없음), IM1 (전정부에만 있음), IM2 (체부에도 

있음)로 했다. 기저부의 광범위한 발적은 DR0 (없음), DR1 (약함), 

DR2 (심함)로 채점했다. 주름 비대는 H0 (없음)과 H1 (있음)으로 

했으며, 결절성 위염은 N0 (없음)과 N1 (있음)으로 채점했다.

4. H. pylori 감염 상태의 진단

현감염은 위내시경 조직 검사로 시행한 신속요소분해효소 검

사(rapid urease test)나 Giemsa 염색 또는 요소호기 검사

(13C-urea breath test)에서 양성 소견을 보이면 진단했다. 감

염자 5명 중 1명은 조직 검사에서 H. pylori 위 음성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17 혈청항체 양성자의 위내시경 소견에서 전형적인 

점상 발적이 관찰되면 감염자로 분류했다.18,19

과거감염은 혈청항체 음성자가 제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

나 위내시경에서 황색종이나 화생성 위염 또는 전정부에서 체

부까지 진행된 폐쇄형 2형 이상의 위축성 위염이 있으면 진단

하였다. 조직 검사에서 장상피화생이 관찰되거나 혈청학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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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 group subjects and
3 spouses (5/184, 2.7%)

showed new gastric neoplasm

None of the controls and
spouses (0/188, 0%)

showed new gastric neoplasm

66.0±35.8 months 69.7±36.2 months

3 (3.2%) showed new infection 2 (2.1%) showed new infection

H. pylori-seronegative subjects who underwent gastric cancer
screening with their spouse using gastroscopy and serum assays

Case group
246 seronegative subjects

with H. pylori-infected spouse

Control group
278 seronegative subjects
with seronegative spouse

92 underwent follow-up tests
with their spouse

94 underwent follow-up tests
with their spouse

Fig. 1. Study flow and outcomes. H. pylori-seronegative subjects who 
underwent gastric cancer screening with their spouses were included. 
Subjects were excluded if they did not undergo follow-up screening 
with their spouse. Among 246 seronegative subjects with an infected
spouse, 92 underwent follow-up tests and were included in the case 
group. Among 278 seronegative subjects with a seronegative spouse, 
94 underwent follow-up tests and were included in the control group. 
At the follow-up tests, three of the 92 cases (3.2%) and two of the 94 
controls (2.1%) showed new infection (P=0.681). Five gastric 
neoplasms were newly detected in two cases and three spouses (5/184,
2.7%) among the 92 cases and 92 spouses, whereas none (0%) were 
detected among the 94 controls and 94 spouses (P=0.029). H. pylori, 
Helicobacter pylori.

축이 진단된 경우는 균의 자가 소멸(spontaneous eradication)

이나 의도하지 않은 제균(unintended eradication)으로 판단하

여 과거감염자로 분류했다.20

미감염은 위에 기술된 현감염이나 과거감염의 기준에 해당하

지 않는 혈청항체 음성자 중에서 H. pylori 감염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고, 시행된 H. pylori 검사에서 모두 음성 소견을 보이

며, 위내시경에서 RAC가 관찰되면 진단하였다.21 본인도 모르

는 사이에 앓고 지나간 과거감염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위와 같

이 엄격한 기준을 사용했다.

5. 추적 검사 결과 및 연구 결과지표

위내시경과 혈청 검사는 첫 검진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되었고, 같은 기준으로 판독되었다. Vidas H. pylori IgG 검사

는 2012년까지만 사용되었고, 이후에는 Chorus H. pylori IgG 

검사가 사용되었다. 연구의 일차결과지표(primary study out-

come)는 대상군과 대조군에서 새로 발생한 H. pylori 감염으로 

하였다. 이차결과지표(secondary study outcome)는 대상군과 

대조군 및 각 배우자군에서 새로 발생한 선암이나 선종으로 하

였다. 결과지표물이 나온 경우는 진단된 시점까지를 추적 검사

기간으로 했으며, 결과지표물이 없는 경우는 가장 최근의 위내

시경 검사일까지를 추적 검사 기간으로 했다.

6. 통계 분석

연속형 변수는 student’s t-test로 분석해서 평균±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로 표시하였으며, 범주형 변수는 chi-

square test로 분석해서 빈도(%)로 표시하였다. 정규 분포를 하

지 않는 연속형 변수는 Kruskal-wallis test로 분석해서 중앙값

(최소치-최고치)으로 표시했다. 정규 분포를 하지 않는 범주형 

변수는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해서 빈도(%)로 표시했다. 통

계 분석은 PASW Statistics version 24.0 (SPSS Inc., Chicago, 

IL, USA)으로 했으며, 유의수준은 P값이 <0.05일 때로 하였다.

나아가서 부부를 연령대별로 분류한 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부부 간의 차이는 chi-square test와 Bonferroni 

correction으로 분석하였으며, multiple testing correction 후 

유의수준은 P값이 <0.01일 때로 하였다. 위염의 교토 분류에 

대한 관찰자 간의 차이는 Kappa (κ)값을 분석한 뒤, standard 

error (SE)와 함께 기술했으며, 유의수준은 P값이 <0.05일 때

로 했다. 매우 높은 일치도(excellent agreement)는 κ>0.80, 

높은 일치도(good agreement)는 κ>0.60~0.80, 중등도의 일치

도(moderate agreement)는 κ>0.40~0.60, 낮은 일치도(fair 

agreement)는 κ>0.20~0.40, 매우 낮은 일치도(poor agree-

ment)는 κ≤0.20로 했다.

결 과

1. 대상군과 대조군의 비교

연구 기간 동안 본원에서 691쌍의 부부가 위암 검진으로 혈

청 검사와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246명의 혈청항체 

음성자는 배우자가 H. pylori 감염자로 진단되었고, 278명의 

혈청항체 음성자는 배우자도 혈청항체 음성으로 보고되었다. 

이 중에서 대상군 92명과 대조군 94명이 배우자와 함께 본원에

서 추적 검진을 받아서 연구에 포함되었다(Fig. 1).

대상군과 대조군의 성별과 나이 및 혈청 검사 결과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대상군 중 과거감염자 비율은 

56.5% (52/92)로 대조군의 36.2% (34/94)에 비해서 높았다

(P=0.005). 과거감염자로 분류된 대상군 52명 중 9명은 제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19명은 화생성 위염, 15명은 폐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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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eronegative Subjects who Underwent Gastric Cancer Screening Tests with Their Spouse

Variable
Seronegative subjects 

with H. pylori-infected spouse 
(case group, n=92)

Seronegative subjects 
with seronegative spouse 

(control group, n=94)
P-value

Age 54.6±10.4 52.6±10.9 0.197
Male sex 50 (54.3) 49 (52.1) 0.762
Past H. pylori infection 52 (56.5) 34 (36.2) 0.005
Comorbidities 21 (22.8) 13 (13.8) 0.112
Diabetes mellitus 3 (3.3) 6 (6.4) 0.497a

Hypertension 20 (21.7) 11 (11.7) 0.066
Antithrombotic agent 5 (5.4) 6 (6.4) 0.784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5 (5.4) 1 (1.1) 0.116a

Acid suppressant 2 (2.2) 0 0.243a

H. pylori serology test, Vidas:Chorus 64:28  68:26  0.677
Anti-H. pylori IgG, Vidas (AU/mL) 0.50±0.23 0.47±0.23 0.432
Anti-H. pylori IgG, Chorus, (AU/mL) 6.5±1.7 6.9±1.8 0.486
Serum PG I level (ng/mL) 48.5±18.3 49.5±23.7 0.728
Serum PG II level (ng/mL) 9.3±3.7 9.3±5.8 0.979
Serum PG I/II ratio 5.4±1.5 5.7±1.5 0.180
Total Kyoto classification score 0.84 (0~4)    0.46 (0~4)    0.010
Chronic atrophic gastritis score 0.46 (0~2)    0.24 (0~2)    0.004
Metaplastic gastritis score 0.51 (0~2)    0.32 (0~2)    0.083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of the subjects with proportion (%) using the t-test and chi-square test for continuous 
and categorical variables. For continuous variables with asymmetrical distribution, data are presented as median with ranges using the Kruskal-Wallis
test.
H. pylori, Helicobacter pylori; AU, arbitrary unit; PG, pepsinogen.
aFor categorical variables with asymmetrical distribution, data are presented as median with ranges using the Fisher’s-exact test. Scores on 
hypertrophic rugae, nodular gastritis, and diffuse redness are not exhibited in the table due to the lack of seronegative subjects showing these findings.

2형 이상의 위축성 위염, 3명은 황색종이 진단되었다. 이외에 

4명이 조직 검사에서 장상피화생으로 보고되었고, 2명이 혈청 

검사에서 혈청학적 위축으로 진단되어 과거감염자로 추가되었

다. 한편, 과거감염자로 분류된 대조군 34명 중 9명은 제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13명은 화생성 위염, 8명은 폐쇄형 

2형 이상의 위축성 위염, 1명은 황색종이 진단되었다. 이외에 

2명은 장상피화생이 조직 검사로 진단되었고, 1명은 혈청학적 

위축이 진단되어 과거감염자로 추가되었다.

대상군의 위축성 위염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서 높아서(0.46 

vs. 0.24, P=0.004), 교토 분류 점수의 합도 대상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았다(0.84 vs. 0.46, P=0.010). 두 관찰자(J.M.P., S.Y.L.) 

간의 위염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위축성 위염 점수는 대상군 

3명과 대조군 5명에서 차이를 보였으며(3.3% vs. 5.3%, P=0.721), 

κ값은 0.910로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SE=0.030, P<0.001). 

화생성 위염 점수는 대조군 3명에서만 차이를 보였으며(0% vs. 

3.2%, P=0.246), κ값은 0.967로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SE=0.019, P<0.001). 광범위한 발적, 주름 비대, 결절성 위염

에 대한 점수는 해당 예가 없어서 0점으로 일치하였다. 교토 분

류 점수의 합에 대한 κ값은 0.916로 관찰자 간에 매우 높은 일

치도를 보였다(SE=0.025, P<0.001).

2. 대상군의 배우자와 대조군의 배우자 간의 비교

대상군의 배우자 92명과 대조군의 배우자 94명을 비교한 결

과, 성별과 나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대상군의 

배우자 92명은 모두 현감염자로, 대조군의 배우자 94명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혈청항체가를 보였다(Vidas: 3.45±0.77 vs. 0.46±

0.23 AU/mL, P<0.001; Chorus: 150.7±48.9 vs. 6.6±1.8 AU/mL, 

P<0.001). 대조군의 배우자 94명 중 33명(35.1%)은 과거감염

자이자, 61명은 미감염자로 분류되었다. 과거감염자 33명 중 

11명은 제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12명은 화생성 위염, 4명

은 폐쇄형 2형 이상의 위축성 위염, 2명은 황색종이 진단되었

다. 2명은 조직 검사에서 장상피화생이 진단되어 과거감염자로 

추가되었다.

대상군의 배우자의 평균 혈청 PG I 수치(68.5±33.3 vs. 

48.5±19.9 ng/mL, P<0.001)와 PG II 수치(20.9±9.4 vs. 

8.7±3.4 ng/mL, P<0.001)는 대조군의 배우자에 비해서 유의

하게 높았다. 아울러 혈청 PG I/II 비는 3.4±1.3로, 대조군의 

배우자의 5.8±1.4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대상군의 배우자는 광범위한 발적 점수(1.66 vs. 0, P<0.001), 

위축성 위염 점수(1.41 vs. 0.33, P<0.001), 화생성 위염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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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pouses of Case and Control Groups

Variable Spouses of case group (n=92) Spouses of control group (n=94) P-value

Age 55.2±10.2 52.7±11.2 0.109
Male sex 42 (45.7) 45 (47.9) 0.762
Status of H. pylori infection, current:past:no 92:0:0  0:33:61     <0.001
Comorbidities 18 (19.6) 12 (12.8) 0.207
Diabetes mellitus 3 (3.3) 6 (6.4) 0.497a

Hypertension 12 (13.0) 10 (10.6) 0.612
Antithrombotic agent 10 (10.9) 5 (5.3) 0.165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3 (3.3) 1 (1.1) 0.366a

Acid suppressant 2 (2.2) 0 0.243a

H. pylori serology test, Vidas:Chorus 64:28  68:26  0.677
Anti-H. pylori IgG Vidas (AU/mL) 3.45±0.77 0.46±0.23 <0.001
Anti-H. pylori IgG Chorus (AU/mL) 150.7±48.9 6.6±1.8 <0.001
Serum PG I level (ng/mL) 68.5±33.3 48.5±19.9 <0.001
Serum PG II level (ng/mL) 20.9±9.4 8.7±3.4 <0.001
Serum PG I/II ratio 3.4±1.3 5.8±1.4 <0.001
Total Kyoto classification score 4.22 (2~7)  0.46 (0~4) <0.001
Chronic atrophic gastritis score 1.41 (0~2)  0.33 (0~2) <0.001
Metaplastic gastritis score 1.11 (0~2)  0.32 (0~2) <0.001
Hypertrophic rugae score 0.01 (0~1)  0 0.313
Nodular gastritis score 0.02 (0~1)  0 0.152
Diffuse redness score 1.66 (0~2)  0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of the subjects with proportion (%) using the t-test and chi-square test for continuous 
and categorical variables. For continuous variables with asymmetrical distribution, data are presented as median with ranges using the Kruskal-Wallis
test.
H. pylori, Helicobacter pylori; AU, arbitrary unit; PG, pepsinogen.
aFor categorical variables with asymmetrical distribution, data are presented as median with ranges using the Fisher’s-exact test.

Table 3. Seronegative Subjects with New H. pylori Infection Detected at the Follow-up Screening Tests

Seronegative 
subject

Infection status 
(Kyoto scores)

Initial serum assay 
finding

Duration 
(months)

Follow-up test findings 
indicating new infection

Spouse
Infection status of 

spouse
Serum assay findings 

of spouse

Case 
group

M/60 Past 
(A2IM2H0N0DR0)

0.35 AU/mL (Vidas)
PG I 47.8 ng/mL
PG II 7.8 ng/mL
PG I/II 6.1

73 120.6 AU/mL (Chorus)↑
PG I 116.5 ng/mL↑
PG II 19.2 ng/mL↑
PG I/II 6.1

F/53 Current 
(A2IM2H0N0DR0)

3.31 AU/mL (Vidas)
PG I 62.0 ng/mL
PG II 13.7 ng/mL
PG I/II 4.5

F/67 Past 
(A2IM2H0N0DR0)

0.65 AU/mL (Vidas)
PG I 45.2 ng/mL
PG II 10.5 ng/mL
PG I/II 4.3

49 >200 AU/mL 
(Chorus)↑

PG I 116.0 ng/mL↑
PG II 35.6 ng/mL↑
PG I/II 3.3↓

M/71a Current 
(A2IM2H0N0DR0)

>4.0 AU/mL (Vidas)
PG I 10.3 ng/mL
PG II 11.0 ng/mL
PG I/II 0.9

M/51 Past 
(A2IM2H0N0DR0)

0.90 AU/mL (Vidas)
PG I 48.5 ng/mL
PG II 12.6 ng/mL
PG I/II 3.9

12 Positive Giemsa 
staining (no serum 
assay on the same day 
of endoscopy)

F/49 Current infection 
(A2IM2H0N0DR0)

2.61 AU/mL(Vidas)
PG I 49.1 ng/mL
PG II 9.8 ng/mL
PG I/II 5.0

Control 
group

M/66 No 
(A2IM2H0N0DR0)

11.0 AU/mL (Chorus)
PG I 40.8 ng/mL
PG II 7.7 ng/mL
PG I/II 5.3

67 >200 AU/mL (Chorus)↑
PG I 60.1 ng/mL↑
PG II 27.3 ng/mL↑
PG I/II 2.2↓

F/63 No 
(A2IM2H0N0DR0)

5.9 AU/mL (Chorus)
PG I 99.9 ng/mL
G II 15.1 ng/mL
PG I/II 6.6

M/43 Past 
(A2IM2H0N0DR0)

0.26 AU/mL (Vidas)
PG I 52.1 ng/mL
PG II 8.1 ng/mL
PG I/II 6.5

96 Positive Giemsa 
staining (no serum 
assay on the same day 
of endoscopy)

F/39 No 
(A2IM2H0N0DR0)

0.28 AU/mL (Vidas)
PG I 48.4 ng/mL
PG II 5.1 ng/mL
PG I/II 9.4

H. pylori, Helicobacter pylori; M, male; F, female; A2, open-type chronic atrophic gastritis; IM2, intestinal metaplasia extended to the corpus; H0, 
absence of hypertrophic rugae; N0, nodular gastritis absent; DR0, no diffuse or spotty redness; AU, arbitrary unit; PG, pepsinogen; ↑, higher than 
the initial test finding; ↓, lower than the initial test finding.
aThis spouse had a history of early gastric cancer re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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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ew Gastric Neoplasms Detected During the Follow-up Screening Tests

Type of 
subject

Newly-detected 
gastric neoplasm

Duration 
(months)

Sex 
/age

Infection status 
(Kyoto scores)

Anti-H. 
pylori IgG 
(AU/mL)

PG 
I 

(ng/
mL)

PG 
II 

(ng/
mL)

PG 
I/II

Spouse
Infection status 

of spouse
Serum assay findings 

of spouse

Case 
group

Tubular adenoma 40 M/66 Past 
(A2IM2H0N0DR0)

7.1 
(Chorus)

13.3 11.8 1.1 F/66 Current 
(A2IM2H0N0DR2)

>200 AU/mL (Chorus)
PG I 54.8 ng/mL
PG II 24.1 ng/mL
PG I/II 2.3

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89 F/46 Past 
(A1IM2H0N0DR0)

0.41 
(Vidas)

53.0 8.8 6.0 M/51 Current 
(A2IM1H0N0DR2)

>4.0 AU/mL (Vidas)
PG I 52.6 ng/mL
PG II 22.1 ng/mL
PG I/II 2.4

Spouse 
of case 
group

Moderate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21 M/67 Current 
(A2IM2H0N0DR2)

197.0 
(Chorus)

44.5 16.7 2.7 F/65 Past 
(A0IM2H0N0DR0)

<5 AU/mL (Chorus)
PG I 30.4 ng/mL
PG II 6.0 ng/mL
PG I/II 5.0

Moderate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45 M/65 Current 
(A1IM2H0N0DR1)

124.6 
(Chorus)

67.0 9.3 7.2 F/63 No 
(A0IM0H0N0DR0)

<5 AU/mL (Chorus)
PG I 36.6 ng/mL
PG II 5.2 ng/mL
PG I/II 7.1

Two tubular 
adenomas

31 M/78 Current 
(A1IM2H0N0DR2)

3.90 
(Vidas)

6.1 5.9 1.0 F/76 No 
(A0IM0H0N0DR0)

0.34 AU/mL (Vidas)
PG I 52.6 ng/mL
PG II 10.3 ng/mL
PG I/II 5.1

M, male; F, female; A2, open-type chronic atrophic gastritis; IM2, intestinal metaplasia extended to the corpus; H0, absence of hypertrophic rugae; 
N0, nodular gastritis absent; DR0, no diffuse or spotty redness; A1, closed-type 2 or 3 CAG; DR2, severe redness; DR1, mild redness; H. pylori, 
Helicobacter pylori; AU, arbitrary unit; PG, pepsinogen; A0, closed-type 0 or 1 CAG; IM1, IM limited in the antrum; IM0, no IM.

(1.11 vs. 0.32, P<0.001)가 대조군의 배우자에 비해 높아서 위염

의 교토 분류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4.22 vs. 0.46, 

P<0.001). 두 관찰자(J.M.P., S.Y.L.) 간의 위염 점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위축성 위염 점수는 대상군의 배우자 5명과 대조군의 

배우자 1명에서 차이를 보였으며(5.4% vs. 1.1%, P=0.116), κ값
은 0.942로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SE=0.022, P<0.001). 화

생성 위염 점수는 대상군의 배우자 3명에서만 차이를 보였으며

(3.3% vs. 0%, P=0.119), κ값은 0.966로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였

다(SE=0.017, P<0.001). 광범위한 발적 점수는 대상군의 배우자 

2명에서만 차이를 보였으며(2.2% vs. 0%, P=0.243), κ값은 0.982

로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SE=0.013, P<0.001). 주름 비대 

점수와 결절성 위염 점수는 해당 예가 없어서 0점으로 모두 일치하

였다. 교토 분류 점수의 합에 대한 κ값은 0.939로 매우 높은 일치

도를 보였다(SE=0.020, P<0.001).

3. 추적 검사 기간 중 감염 상태가 변한 수진자

평균 추적 검사 기간은 67.9±36.0개월로 양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66.0±35.8개월 vs. 69.7±36.2개월, P=0.486). 위내시

경 검사를 받은 평균 횟수는 대상군은 3.13±0.99회, 대조군 

부부에서 3.12±0.85회로 차이가 없었다(P=0.921).

추적 검사에서 새로 감염이 진단된 사람은 5명이었다(Table 3). 

대상군 92명 중 3명이 추적 검사에서 새로운 감염이 진단되었으

며, 대조군 94명 중 2명이 진단되어 차이가 없었다(3.2% vs. 2.1%, 

P=0.681). 새로 감염된 대상군 3명은 모두 과거감염자로, 현감염

자인 배우자를 두고 있었다. 이들 중 과거감염자인 남편 2명에게

는 감염된 부인이 있었고, 과거감염자인 부인 1명에게는 위암 절

제술을 받은 감염자 남편이 있었다. 한편, 새로 감염된 대조군 

2명 중 1명은 과거감염자인 남편으로 감염력이 없는 부인이 있었

다. 나머지 1명은 부부 모두 감염력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만 새로 

감염이 진단되었다.

현감염자인 대상군의 배우자 92명 중 9명이 추적 기간 중에 

제균되었다. 감염이 지속된 83명과 제균된 9명의 배우자인 대상

군에서의 새로운 감염률은 3.6% (3/83) 대 0% (0/9)로 차이가 

없었으며(P>0.999), 평균 나이(55.4±10.5세 vs. 50.7±7.8세, 

P=0.116)나 추적 기간(64.4±34.0 vs. 84.0±44.9, P=0.192)

에도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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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ig. 2. Endoscopic findings of newly-detected gastric neoplasm in five subjects. (A) A 1.2×1.0-cm tubular adenoma can be seen on the greater curvature
side of the stomach body in a 66-year-old man from the case group. He had a history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Serological atrophy (PG I 
level: 13.3 ng/mL, PG I/II ratio: 1.1) was found on the day of endoscopy. On the same day, his wife was diagnosed with infection and serological 
atrophy (PG I level: 54.8 ng/mL, PG I/II: ratio 2.3). (B) A 1.5×1.2-cm, T1aN0M0 early gastric cancer (EGC) can be seen on the lesser curvature 
side of the stomach body in a 46-year-old woman from the case group. Final diagnosis was intestinal-type EGC IIc consisting of 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She had a history of infection, whereas her husband showed current infection with serological atrophy (PG I level: 52.6 ng/mL,
PG I/II ratio: 2.4) on the day of endoscopy. (C) A 1.6×1.2-cm, T2N1M0 advanced gastric cancer (AGC) can be seen on the posterior wall of the 
stomach angle in a 67-year-old man whose spouse was in the case group. Final diagnosis was intestinal-type, AGC B2 consisting of moderate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He had infection with serological atrophy (PG I level: 44.5 ng/mL, PG I/II ratio: 2.7). His wife had a past history 
of infection. (D) A 3.0×3.0-cm, T2N1M0 AGC can be seen on the lesser curvature side of the antrum in a 65-year-old man whose spouse was in 
the case group. Final diagnosis was intestinal-type, AGC B3 consisting of moderate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He had infection, whereas 
his wife had no history of infection. (E) Two tubular adenomas measuring 0.3 cm and 0.4 cm can be seen on the anterior and posterior walls of 
the antrum, respectively, in a 78-year-old man whose spouse was in the case group. He had current infection with serological atrophy (PG I level: 
6.1 ng/mL, PG I/II ratio: 1.0), whereas his wife had no history of infection. PG, pepsinogen; AGC B, advanced gastric cancer Borrmann.

4. 추적 검사에서 위암이나 선종이 진단된 수진자

추적 위내시경 조직 검사에서 선암이 진단된 사람은 3명이

었으며, 선종이 진단된 사람은 2명이었다(Table 4). 5명 모두 

대상군 92명과 그 배우자 92명에 속했다. 한편, 대조군 94명과 

배우자 94명 중에서는 위종양이 진단되지 않아(0%), 대상군 92명

과 배우자 92명의 위종양 발생률(2.7%)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29). 감염자 83명과 제균된 9명에서의 위종양 발생률

은 2.4% (2/83) 대 0% (0/9)로 차이가 없었다(P>0.999).

진단된 암은 모두 장형 위선암으로, 현감염자인 배우자 2명

과 과거감염자인 대상군 1명에서 각각 발견되었다(Fig. 2). 현

감염자 2명은 T2기의 중분화도 선암으로 진단되었으며, 과거감

염자 1명은 T1a기의 저분화도 선암으로 진단되었다. 선종은 과

거감염자인 대상군 1명과 현감염자인 배우자 1명에서 진단되었

는데, 각각 혈청 PG I/II 비가 1.1과 1.0으로 혈청학적 위축이 

심한 상태였다.

5. 연령대별로 본 감염 상태의 차이

모든 부부를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의 5개군으로 분

류한 뒤, 종양 발생률과 재감염률 및 감염 상태를 조사한 결과, 

항체 음성자로 구성된 세 군(대상군, 대조군, 대조군의 배우자

군) 모두에서 30대의 과거감염률이 10%대로 가장 낮았으며, 

70대는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Table 5). 연령대별 과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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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udy Outcomes and Past Infection Rates According to the Age Groups

Age group
Case group

(n=92)
Control group

(n=94)
New gastric 
neoplasm

New
H. pylori 
infection

Past infection 
among the cases

Past infection 
among the 
controls

Past infection 
among the spouses 

of control group

<40 years 8 (8.7%) 10 (10.6%) 0/18 (0%)  0/18 (0%)    1/8 (12.5%) 1/10 (10%)  1/10 (10%)  

40~49 years 18 (19.6%) 26 (27.7%) 1/44 (2.3%) 1/44 (2.3%) 7/18 (38.9%) 5/26 (19.2%) 5/26 (19.2%)

50~59 years 37 (40.2%) 33 (35.1%) 0/70 (0%)  1/70 (1.4%) 25/37 (67.6%) 10/33 (30.3%) 9/33 (27.3%)

60~69 years 22 (23.9%) 20 (21.3%) 3/42 (7.1%) 3/42 (7.1%) 13/22 (59.1%) 13/20 (65%)   14/20 (70%)   

≥70 years 7 (7.6%) 5 (5.3%) 1/12 (8.3%) 0/12 (0%)    6/7 (85.7%)  5/5 (100%) 4/5 (80%)

P-values 0.678 0.130 0.817 0.012 <0.001 <0.001

Chi-square test with Bonferroni correction was us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ge groups. After multiple testing correction,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considered as P<0.01 (P<0.05 divided by five age groups).
H. pylori, Helicobacter pylori.

Case group

P=0.001

P=0.001

Control group Spouses of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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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30.3%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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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9 years ≥7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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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st infection rates according to age group in Helicobacter 
pylori-seronegative subjects. All of the seronegative groups show the
lowest past infection rate in married couples below 40 years of age. 
Among all age groups, only the married couples between 50 and 59 
years of age in the case group show a higher past infection rate than 
the control group (67.6% vs. 30.3%; P=0.001) and the spouses of the
control group (67.6% vs. 27.3%; P=0.001). The past infection rates 
of the 50 to 59-year-old married couples do not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the controls and their spouses (30.3% vs. 27.3%; P=0.804).

염자의 비율 차이를 비교한 결과, 50대 부부에서만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Fig. 3). 50대 대상군 부부의 과거감염률은 67.6%

로, 대조군의 30.3% (P=0.001)와 대상군의 배우자군의 27.3% 

(P=0.001)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다.

고 찰

H. pylori 감염이 없는 혈청항체 음성자의 부부 검진 결과를 

5.7년간 추적한 결과, 감염자가 있는 부부에서 위암이나 선종이 

발생할 확률은 2.7%로, 감염자가 없는 부부의 0%에 비해 높았

다. 감염자가 있는 부부는 혈청항체 음성자인 배우자의 56.5%

가 과거감염자였지만, 감염자가 없는 부부는 36.2%만 과거감염

자라서 발생률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새로운 

감염 발생률은 양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중요한 점은 같은 혈청항체 음성자

라도 감염자인 배우자를 둔 사람은 과거감염자일 가능성이 높

아서 위종양 발생률이 높다는 것이다. 종양이 발생한 혈청항체 

음성자 2명은 모두 과거감염자로, 제균 후에도 혈청학적 위축

이 회복되지 않은 66세 남성에서는 선종이 발생했지만, 46세 

여성은 혈청학적 위축이 없는 상태에서 저분화도의 선암이 발

생하는 대조적인 소견을 보였다. 이는 위산 분비능이 저하된 상

태에서는 선종이나 장형 위암이 발생하기 쉽고,22 위산 분비능

이 손상되지 않은 젊은 폐경 전 여성일수록 미만형 위암이 발

생하기 쉽기 때문으로 해석된다.23 일반적으로 과거감염자에서 

발생하는 위암은 현감염자에서 발생하는 위암보다 예후가 양호

하다.24 따라서 이 연구에서 발견된 새로운 저분화도의 선암도 

점막층에 국한된 장형 위암 상태에서 진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집단은 대상군의 배우자군으로, 

이는 현감염자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8 감

염자를 9년 이상 추적한 국내 연구에서도 제균 치료를 받은 

608명 중에서는 5명(0.8%)에서만 위암이 발생했지만, 제균하지 

않은 979명 중에서는 28명(2.9%)에서 위암이 발생했다.25 이 

연구에서 감염자 2명에서 진행성 위암이 새로 진단되었고 1명

에서 선종이 진단되었는데, 같은 감염자라도 고령이면서 PG I 

수치가 6.1 ng/mL, PG I/II 비가 1.0으로 혈청학적 위축이 심

했던 78세 남성에서는 다발성 위 선종이 발생한 반면, 65세 남

성과 67세 남성에서는 진행성 위암이 발생했다. 진행성 위암이 

진단된 67세 남성도 혈청학적 위축이 있었으나, PG I 수치가 

44.5 ng/mL, PG I/II 비가 2.7로 선종이 발생한 78세 남성에 

비해 위축이 덜 심한 편이어서, 선종이 아닌 장형 위암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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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부가 모두 혈청항체 음성자인 경우, 위암이나 선종이 발생하

지 않았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 연구에서 혈청항체 음성자로만 

구성된 세 집단의 PG 결과를 비교해보면 PG I/II 비가 대조군의 

배우자군(5.8±1.4)>대조군(5.7±1.5)>대상군(5.4±1.5) 순으로 

높았다. 혈청 PG I/II 비가 낮을수록 장형 위암이 발생하기 쉬우

므로,22 앞으로도 위암 발생률은 대조군의 배우자군에서 가장 낮

을 것이다. 한편, PG II 수치가 높을수록 미만형 위암이 발생하기 

쉬운데,23 대조군 배우자군의 PG II 수치(8.7±3.4 ng/mL)가 대

조군(9.3±5.8 ng/mL)이나 대상군(9.3±3.7 ng/mL)보다 낮아서 

대조군의 배우자군이 가장 좋은 예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위종양이 발생한 과거감염자 2명은 배우자가 혈청학적 위축 

소견을 보이는 감염자로, 모두 혈청항체 수치가 최고치를 보이

는 활동성 감염 상태였다. 이들 배우자의 혈청 PG II 수치는 각

각 24.1 ng/mL과 22.1 ng/mL로 높아서 미만형 위암의 위험성

이 높은 상태이면서,23 혈청학적 위축까지 있어 장형 위암의 위

험성도 높은 상태였다.22 이들이 과거감염자인 배우자의 위종양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

만, 부부가 동시에 감염된 상태에서 오래 지내다가 한 사람만 

과거감염자가 되고, 과거감염 상태에서 예후가 양호한 선종과 

장형 위암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배우자가 감염력이 없어도 위종양이 발생한 경우는 65세 남

성과 78세 남성의 두 증례가 있었다. 환자들이 배우자가 아닌 다

른 사람에게 전염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26 배우자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었다가 제균된 후에 위점막이 회복되어 검

사 결과가 마치 미감염자처럼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27 아울러 

새로운 감염자들 중 2명은 배우자가 미감염 상태였지만, 43세 

남성은 과거감염자였기에 39세인 배우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과거감염자일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3명은 감염자인 배우자를 둔 과거감염자에서 발생한 재감염이었

기에 배우자로부터 전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나

아가서 감염자 83명과 제균된 9명의 위종양 발생률이나 배우자

의 감염률에 차이가 없었는데, 위암화 과정은 오랜 시간을 필요

로 하기에 감염자가 제균되어도 상대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이 5.7년 안에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 50~59세의 과거감염률이 대상군에서 67.6%

로 대조군이나 대조군의 배우자에 비해서 유독 높았는데, 50대 

부부의 동거 기간이 20년 전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상군에

서의 높은 과거감염률이 감염자인 배우자에 의한 수평전염 때

문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부분의 과거감염이 유아기에 걸린 

수직전염 때문이라면 대상군의 50대 부부의 과거감염률도 대조

군이나 대조군의 배우자들의 50대 부부처럼 30% 전후여야 하

지만, 감염자인 배우자를 둔 대상군만 2배 이상 높다는 것은 수

평전염이 수직전염만큼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양에서는 

배우자가 재감염의 감염원일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들도 있지

만,28,29 배우자 간의 전염을 포함한 가족내 감염은 존재하며,30 

이는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 H. pylori 균에 오

염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31 따라서 감염자를 제균 치료할 

때, 다른 가족들도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에 함께 치료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32

이 연구의 한계점은 감염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H. 

pylori 균주(strain)과 혈청형(serotype)을 분석하면 새로운 감염

이 부부 간의 전염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있지만,33 이 코호트 연구에

서는 시행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고,34 

성인은 소아와 달리 수직감염보다 수평감염이 흔해서 음식물, 애완

동물, 시술 등을 통해서 전염되므로,35 감염원을 입증하기가 어렵

다는 제한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감염자인 배우자를 둔 사람은 H. pylori 검사에

서 음성으로 나와도 과거감염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감염이 없

는 배우자를 둔 사람에 비해서 위종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이 감염자라면 배우자의 과거감염 여부도 

고려해서 접근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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