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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는 사람의 위 점막에 서식하는 그람음성 만곡형 간균으로 만성위염을 유발할 뿐

만 아니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점막연관림프조직 림프종 및 위암 등과 연관되어 있다. 많은 역학 

연구에서 H. pylori와 위암과의 관련성이 밝혀졌으며, 특히 위암 발생 위험이 높은 아시아 태평양 지

역(중국, 일본, 한국)에서 H. pylori의 유병률이 높은 편이다. 2017년 우리나라의 표준 위암 발병률은 

10만명당 32.0명으로 갑상선암 다음으로 많았다. 진행성 위암의 높은 유병률과 높은 사망률을 고려

할 때 위암의 1차 또는 2차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찾는 것이 공중보건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

나이다.  

H. pylori 감염의 유병률은 11%~91%로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북유럽에서는 11%, 미국에서는 

30%, 남미는 72%~80%, 그리고 나이제리아에서는 91%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유병률은 50%

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암에서의 H. pylori 양성 위염에 대한 근절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적

극적인 근절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비용과 H. pylori 감염에 대한 대량 박멸 요법으로 항

균제 내성 증가 가능성으로 인해 위험에 비해 확실한 이점이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년 동안 호흡기 증상에 대한 clarithromycin과 요로 감염에 대한 levofloxacin과 같은 항

균제의 광범위한 사용은 많은 국가에서 1차 H. pylori 내성을 증가시켰다. 체계적 검토에서, 전

체 H. pylori 항균제 내성률은 clarithromycin의 경우 17.2%(95% 신뢰 구간[CI], 16.5%~17.9%), 

metronidazole의 경우 26.7%(95% CI, 25.2%~28.1%), 아목시실린의 경우 11.2%(95% CI, 

9.6%~12.7%)였다. 한국에서는 clarithromycin 내성률이 1995년 9%, 2003년 13.8%에서 2005년 

16.7%로 증가하였고, 2018년 전국 조사에서는 17.8%로 나타났다.  

H. pylori의 역학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항균제 내성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관

리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Clarithromycin 내성은 H. pylori 균주 

내 23S-rRNA의 특정 염기서열이 점 돌연변이에 의해 치환되어 발생한다. 이 점 돌연변이는 주로 

2143, 2144, 2142 위치의 adenosine이 guanine, cytosine, thymidine 등으로 치환되어 발생한다. 

이 중 A2143G, A2142G, A2142C 3개의 돌연변이가 clarithromycin 내성 H. pylori 균주에서 흔

히 확인된다. H. pylori 의 제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내성률이 15% 이상인 경우 치료 전 

clarithromycin 내성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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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results (Ref 7)

Figure 1. Comparison of the eradication rates between triple therapy and sequential therapy 

according to clarithromycin susceptibility. (Ref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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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전히 위협이 되는 장내기생충 감염증

국내 장내기생충 감염실태조사 결과, 전체 기생충 감염률은 2.6%, 토양매개성 기생충인 회충과 편충 

감염률은 0.3% 내외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토양매개성 기생충질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식

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식품매개기생충 감염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간흡충은 5대강 유역 주민들

의 민물고기 생식 습관이 근절되지 않아 감염이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간흡충에 의

한 담관암의 확률 증가는 odd ratio 약 4.7 정도로 보고되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감염증이다.  

      

               그림 1. 국내 장내기생충 감염실태조사 결과 

2. 장내기생충, 과연 무익한가?

대규모 역학조사들에서 기생충 감염 유병율이 높은 집단에서 Th1 연관의 자가면역 질환이나 Th2 

관련된 천식,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율이 낮고, 반대로 기생충 감염 유병율이 낮은 집단에서는 알

레르기 질환의 유병율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위생가설(Hygiene hypothesis)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기생충을 감염시키거나 기생충 유래 물질을 이용하여 특정 질환을 치

료하고자 하는 임상적 응용이 늘어나고 있다. 기생충을 실제 환자 치료에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돼지편충인데, 크론병이나 궤양성대장염 환자에서 돼지편충란을 먹여 환자에서 과도하게 발

현된 Th1 반응을 중화시킴으로써 대장염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약제로 사용되고 있

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난치성 면역계 질환에서 기생충 추출물의 면역 조절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

가 최근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전남의대 원은정

 여전히 위협이 되는 장내기생충 감염증

국내 장내기생충 감염실태조사 결과 전체 기생충 감염률은 토양매개성
기생충인 회충과 편충 감염률은 내외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토양매개성
기생충질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식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식품매개기생충
감염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간흡충은 대강 유역 주민들의 민물고기 생식
습관이 근절되지 않아 감염이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간흡충에 의한
담관암의 확률 증가는 약 정도로 보고되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감염증이다

그림 국내 장내기생충 감염실태조사 결과

 장내기생충 과연 무익한가

대규모 역학조사들에서 기생충 감염 유병율이 높은 집단에서 연관의 자가면역
질환이나 관련된 천식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율이 낮고 반대로 기생충 감염
유병율이 낮은 집단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율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위생가설 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기생충을
감염시키거나 기생충 유래 물질을 이용하여 특정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임상적
응용이 늘어나고 있다 기생충을 실제 환자 치료에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cobas® 6800/8800 system 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SARS-CoV-2 & Influenza A/B 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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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as® SARS-CoV-2 & Influenza A/B

Accuracy
견고하게 보존된 SARS-CoV2 ORF-1a/b 와 
E-gene Region을 targeting하며 Influenza A/B를 
동시 및 단독 검출을 진행합니다. 

Specificity
Negative, positive 그리고 internal control 를 
통하여 전체 검사 과정을 진행합니다. 

Contamination control
밀폐된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외부 물질 유입을 
차단합니다. 

한국로슈진단(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22 서경빌딩 4층 (우.0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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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as® 6800 system, cobas® 8800 system  체외 수인 15-1087호
cobas® SARS-CoV-2 & Influenza A/B  체외 수허 21-115호 
cobas® SARS-CoV-2 & Influenza A/B control Kit 체외 수허 21-115호 
cobas® Buffer Negative Control Kit 체외 수신 15-922호 MC-KR-00584

Throughput 
384 results – cobas® 6800 System 
960 results – cobas® 8800 System (8시간 기준)

Simplicity
검사자의 별도 작업없이 바로 사용가능 한 
reagents 와 controls 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의 
Variation을 최소화 합니다. 

Hands-on Time 
3번의 간단 작업을 통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대 8시간의 인력 개입 없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cobas® 6800 System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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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적정성관리(laboratory test utilization management)란 검사에 필요한 자원들을 임상진
료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사의 의뢰, 수행과정 및 결과 활용의 적절성을 모니
터링하고 향상시킴으로써 진담검사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신포괄수가제의 도입 등 의료환경이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단검사의학과는 검체 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품질은 유
지, 향상시키는 동시에 운영비용은 줄여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검사적정성관리의 최우선 목
표는 환자 진료에서 검체 검사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가치는 비용 절감 또는 질 향상을 통해 
높아진다.

비용 절감에는 재정적 절약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임상 결과, 검사실 서비스
에 대한 환자와 임상의의 만족도, 그리고 환자 안전이 검사 품질 판단기준의 예이며, 환자 외에
도 의료진, 임상검사실, 의료기관 및 일반 인구집단도 적절한 검사적정성관리를 통해 이득을 얻
는다(표 1).

검사적정성관리를 위하여 과잉이용검사(overutilization test)나 부적절한 검사의뢰는 줄이고, 
필요한 검사임에도 불충분하게 활용(underutilization)되는 것을 방지하여, 검사자원의 활용도
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 피드백, 2) 검사 처방 관리, 3) 
검사 수행 과정의 관리, 4) 검사결과 활용도 관리(표 2).

이득 검사실 의료진 환자 의료기관 일반인구집단

총 관리 비용 절감 O O O O

검사실 비용 절감 O O O O

정확한 적시 진단 O O O O

불필요한 위탁검사 감소 O O O O

불필요한 채혈 감소 O O O

환자 만족도 증진 O O O O

환자 결과 증진 O O O O

표 1. 검사적정성관리에 따른 기대 효과

Improved test utilization for
clinical microbiology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정 재 우

(1) 알레르기성 비염에서 요코가와흡충 추출물을 이용한 치료 효과

<Intralymphatic Administration of Metagonimus yokogawai-Extracted Protein Attenuates Experimental 

Murine Allergic Rhinitis Model>

(2) 강직성 척추염에서 간흡충 추출물을 이용한 치료 효과

     <Clonorchis sinensis-Derived Protein Attenuates Inflammation and New Bone Formation in Ankylosing Spondylitis>

돼지편충인데 크론병이나 궤양성대장염 환자에서 돼지편충란을 먹여 환자에서
과도하게 발현된 반응을 중화시킴으로써 대장염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난치성 면역계 질환에서 기생충
추출물의 면역 조절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최근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에서 요코가와흡충 추출물을 이용한 치료 효과

 강직성 척추염에서 간흡충 추출물을 이용한 치료 효과

돼지편충인데 크론병이나 궤양성대장염 환자에서 돼지편충란을 먹여 환자에서
과도하게 발현된 반응을 중화시킴으로써 대장염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난치성 면역계 질환에서 기생충
추출물의 면역 조절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최근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에서 요코가와흡충 추출물을 이용한 치료 효과

 강직성 척추염에서 간흡충 추출물을 이용한 치료 효과



Intestinal parasite, friend or foe?

전남의대  원 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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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미생물에서의 검사적정성관리와 관련한 자료들은 다른 진단검사의학 분야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제한적이다. 하지만 1) 의사 결정 지원 체계, 2) 근거중심의학의 적용, 3) 선별 알고리즘 
및 4)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능을 포함하여 다른 진단검사의학 분야와 동일한 전략을 임
상미생물의 검사적정성관리에 적용할 수 있다. 한 문헌에서 임상미생물에서의 검사적정성관리
의 예로 언급한 것을 발췌하였다.

검사 전 단계 검사 단계 검사 후 단계

- 의료진 대상 설명회 등의 사용자 
   교육 및 연결

- 구시대적 검사 중단
- 국가 임상 지침에 근거한
   임상 감사 수행

- 입문, 교육, 지침 개발 등에 정식 기여 - 용어의 조화
- 검사 결과가 환자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사용자와 함께 검사 설명서 개발 - 단위 표준화
- 검사 적절성에 대한 정보를
   검사 결과에 포함

- 검사 목록 전산 개발.
   질환별 토는 질문별 프로파일 사용

- 참고구간 표준화

- 임상 지침상 목표 달성을 보장

- 검사실 목록 표준화

- 반복 검사 사이의 최소
   재검사 간격 적용

- 적절한 이차(reflex) 검사 활용

표 2. 검사적정성관리를 위한 중재 전략의 예

- 의사 결정 지원: 거대세포바이러스 대상 검사 선택

- 혈액 배양 오염 감소

- 해석 오류를 피하기위한 임상미생물 보고서의 적절한 형식

- 병원균의 신속 동정을 위한 MALDI-TOF 적용

- 카바페넴 및 기타 제한 항균제에 대한 관리

Improved test utilization for
clinical microbiology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정 재 우

3. 맺는 말

국내 장내기생충 역학조사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간흡충 감염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일부에서는 오랜 동반자로 함께 해 온 장내기생충을 치료제로 역이용

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내에 새로 개설된 열대의학연구

회를 통해 앞으로도 학회 회원들의 임상미생물 및 임상기생충을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을 도모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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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출제자: 문희원 (건국의대)
토의자: 박성균 (계명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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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임신 25주 산모가 vaginal bleeding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placenta 

abruption으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하였다. 환아는 poor activity, 심박수 70회 이하, 산소포화도 

80%으로 기관 삽관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출생 시 체중은 705g이었고, percutaneous 

central venous catheter (PCVC), TPN을 시작하였다. 내원기간 중 necrotizing enterocolitis로 

vancomycin, amikacin 병합요법을 시작하였다. 경과관찰 중 패혈증 소견 의심되어 실시한 말초혈

액 및 PCVC에서 채취한 혈액배양이 모두 양성이었고, 배양양성으로 확인된 시간은 PCVC 혈액배양

병은 12시간, 말초혈액 배양병은 22시간이었다. 그람염색성은 양성 간균이었고, 혈액한천배지에서 

증식은 세균의 집락은 아래 그림과 같이 grayish pinpoint였다. MALDI-TOF MS에서 Lactobacillus 

plantarum (score 2.15)으로 동정되었다. 

문제 1.  의심되는 원인은 무엇이며, 추가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검사는 무엇인가요?

문제 2.  Lactobacillus의 통상적인 내성양상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림.

CASE 2 

출제자: 한양의대 이양순 

토의자: 서울의대 김남희 

<증례>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임신 25주 산모가 vaginal bleeding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placenta 

abruption으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하였다. 환아는 poor activity, 심박수 70회 이하, 산소포화도 

80%으로 기관 삽관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출생 시 체중은 705g이었고, 

percutaneous central venous catheter (PCVC), TPN을 시작하였다. 내원기간 중 necrotizing 

enterocolitis로 vancomycin, amikacin 병합요법을 시작하였다. 경과관찰 중 패혈증 소견 의심되어 

실시한 말초혈액 및 PCVC에서 채취한 혈액배양이 모두 양성이었고, 배양양성으로 확인된 시간은 

PCVC 혈액배양병은 12시간, 말초혈액 배양병은 22시간이었다. 그람염색성은 양성 간균이었고, 혈

액한천배지에서 증식은 세균의 집락은 아래 그림과 같이 grayish pinpoint였다. MALDI-TOF MS에

서 Lactobacillus plantarum (score 2.15)으로 동정되었다.  

 

문제1) 의심되는 원인은 무엇이며, 추가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검사는 무엇인가요? 

문제2) Lactobacillus의 통상적인 내성양상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림. 

 

급성 백혈병으로 항암치료 중인 64세 남환의 혈액 배양에서 Klebsiella pneumonia가 분리되었고  

항균제 감수성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본 검사실은 Vitek AST-224 card를 사용하였다.

 Amikacin 32.0 I Amoxicillin/Clavulanic Acid >=32.0 R

 Ampicillin >=32.0 R Aztreonam >=64.0 R

 Cefazolin >=64.0 R Cefepime >=64.0 R　　

 Cefotaxime >=64.0 R Cefoxitin >=64.0 R　　

 Ceftazidime 16.0 R Ciprofloxacin >=4.0 R　　

 Ertapenem 6.0 R Gentamicin >=16.0 R　　

 Imipenem 0.5 S Piperacillin/tazobactam >=128.0 R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320.0 R　　 

해당 균주로 Carba-NP test 음성, lateral flow immunoassay로 시행한 Carbapenemase 검사에서

도 음성이였다. Colistin 치료에 임상적인 호전이 없다고 colistin 감수성 검사를 요청하였다. 

문제 1.  장내세균에서 가능한 colistin 감수성 검사 방법과 판독 기준은?

문제 2.  Colistin 항균제 감수성 검사에서 내성이 아닌데 임상적으로 호전이 없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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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Ⅱ

Fig 1.  Amplification plots of SARS-CoV-2 reverse-transcription real-time PCR: 

(A) 1st day, (B) 2nd day

출제자 : 박근열 / 성흥섭 / 김미나 (울산의대)
토의자 : 박재현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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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안내: 주차는 제공되지 않사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1504호 

전화   02-401-1570

주변 지하철

8   문정역      8   가락시장역      3   가락시장역 

주변 정류장

1   문정로데오거리입구(중)      2   문정로데오거리입구(중)

주변버스

간선    302 | 303 | 320 | 333 | 343 | 350 | 360 | 362 | N13(심야) | N37(심야)

지선    3012

광역    9403

일반    100 | 119 | 30 | 31 | 32 | 331 | 60 | 70

직행    1009 | 1112 | 1117 | 1650 | 500-1 | 500-1A(심야) | G2100

장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