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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Helicobacter pylori 초회 감염(primary infection)은 주로

소아기에 발생한다. 소아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서는 10세 이전

에 대부분의 소아가 감염된다고 한다
1-4)

. H. pylori의 완치는 항

생제와 bismuth, proton pump inhibitor(PPI) 등의 치료 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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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 생검 조직 및 다른 예민도가 높은 진단 방법들을 통하여

균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하는데 균이 완전히 박

멸(eradication)된 후 새로이 감염되었을 때 재감염(reinfection)

이라 부르게 된다. 완치를 판정하는 시기는 보고자에 따라 다르

지만 치료 4주 후 균의 박멸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5)
.

H. pylori 재감염률은 내시경적 검사를 통한 연구는 서구와

우리나라에서 높은 재감염률을 보고한 바 있다
6, 7)

. 그러나
13
C-

요소 호기 검사가 시행된 후에는 대부분의 논문들이
13
C-요소 호

기 검사를 채택하여, 성인들의 경우 서구 선진국에서는 연간 0.5-

2.0%
8-10)

, 개발도상국에서는 연간 4.2-20.7%
11-13)

, 우리나라에서

는 2002년에 연간 9.5%의 재감염률을 보고하 다
14)
. 그러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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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reinfection rate of H. pylori reported before
13
C-urea breath test(

13
C-UBT) era was

higher than that of the post
13
C-UBT era. Children are usually reluctant to receive invasive endo-

scopic evaluation for the reinfection of H. pylori, particularly when they are asymptomatic. The aim

of the study is to discover the reinfection rate by different diagnostic tests, and to find out what

causes the difference.

Methods : Children confirmed to be eradicated from H. pylori were included in the study. Reinfec-

tion was evaluated by endoscopic biopsy based tests(n=34, mean age 11.5±3.7 years) and/or a
13
C-

UBT(n=38, mean age 10.0±3.6 years) at the time of 18 months after eradication. At first visit, H.

pylori infection had been diagnosed by positive results from a rapid urease test, Giemsa stain and

Warthin-Starry stain and/or a positive culture. Eradication was defined as negative results from all

above tests 1-3 months after eradication therapy.

Results : Reinfection rate by endoscopic biopsy based tests was 35.3 percent(12/34). All patients had

abdominal symptoms(P=0.000). Reinfection rate was 13.2 percent(5/38) by a
13
C-UBT. Reinfection

rate was higher in children with abdominal symptoms(P=0.008). There was no evidence that rein-

fection rate depended on the sex(P=0.694), age(P=0.827), diseases(peptic ulcers vs gastritis, P=0.730)

and eradication regimen(P=0.087).

Conclusion : Helocibacter pylori reinfection rate in Korean children was 13.2 percent per 18 months

by a non-invasive test or
13
C-UBT. Accurate determinations of the reinfection rate in children is

affected by the compliance of the diagnostic tests. Non-invasive tests should be considered to inves-

tigate the reinfection rate in children. (Korean J Pediatr 2006;49:26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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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서의 연구는 드물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4건의 연구에서 연

간 2.3-12.8%로 보고하 고
15-18)

,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이같은
13
C-요소 호기 검사를 이용한 연구결과는 서구에서 내

시경적 생검으로 20%의 재감염률을 보고한 것 등
6)
에 비해 확연

히 낮은 것으로, 내시경적 검사만이 가능하던 시기에 비해
13
C-

요소 호기 검사가 시행된 이후 재감염률이 낮게 보고되는 것이

실제 재감염률의 감소를 의미하는지, 검사 방법에 의한 차이인지

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으나, 저자들은 이 같은 재감염률의 차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 검사 방법에 의한 차이에 주목하 다.

재감염을 알기 위한 확실한 방법으로 위내시경 생검 조직을 통

한 균배양, urease 검사, 균체 특수 염색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침습적이어서 특히 소아에서는 시행이 용이치 않다.

혈액 채취를 통한 H. pylori 특이 IgG 항체 검사는 비교적 용

이하나 박멸 후에도 항체 역가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어 재감염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19, 20)

. 이에 비해
13
C-요소 호기 검사

는 비침습적이고 민감도 및 특이도가 높아
21, 22)

H. pylori 박멸

후 추적 검사로서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13
C-요소 호기 검사와 같은 비침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국내 소아에서는 처음

으로
13
C-요소 호기 검사를 이용하여 H. pylori 재감염률을 조

사함과 동시에, 검사 방법에 따라 소아에서 H. pylori 재감염률

이 달라지는지, 그렇다면 그러한 결과에 향을 끼치는 인자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H. pylori 감염으로 진단받고

박멸이 확인된 18세 미만 환아 130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조사를

시행하 다.

연구에 참여한 환아들을 대상으로 박멸이 확인되고 평균 18

개월(16-20개월)이 경과한 후 H. pylori의 재감염 여부 및 증상

의 변화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하 다. 추적 관찰 시 내시경적 검

사를 받은 사람(1그룹)은 34명이었고,
13
C-요소 호기 검사를 받

은 사람(2그룹)은 38명이었다. 대상 환아들의 평균 연령은 1그룹

이 11.5±3.7세(3.4-17.2세)이고 2그룹이 10.0±3.6세(2.8-17.2세)

으며, 성별은 각각 남 :여 27 : 7명 및 22 : 16명이었다.

이들은 복통, 소화불량 및 구토, 토혈, 혈변 등을 주소로 내원

하 고, 첫 방문 시 문진 및 진찰 후 H. pylori 특이 IgG 항체

를 측정하고 내시경 생조직에서의 균배양, urease 검사, Giemsa

염색 및 Warthin-Starry 염색을 시행하 으며, 그리고
13
C-요

소 호기 검사가 도입된 이후 내원한 환아는
13
C-요소 호기 검사

를 함께 시행하여 감염을 확진하 다. H. pylori 양성은
13
C-요

소 호기 검사에서 양성이고 urease 검사 및 특수 염색이 모두

양성으로 나오거나 생검 조직에서 H. pylori 균이 배양된 경우

로 정의하 다. 박멸 치료 1-3개월 이후에 동일 검사를 시행하

여 모든 검사상 음성인 경우 박멸된 것으로 판정하 다.

H. pylori 박멸이 확인된 다음 평균 18개월(16-20개월)이 경

과한 시점에 다시 문진 및 재감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 는데,
13
C-요소 호기 검사가 도입되기 전에 방문한 환아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H. pylori 특이 IgG 항체 및 내시경적 검사를 시행하

으며, 이후에 방문한 환아는 동의하에
13
C-요소 호기 검사를

시행하 다. 검사 전에 제산제나 항생제를 복용한 경우는 대상에

서 제외하 다.

박멸 치료로서 1그룹은 2명이 사제병합요법(bismuth subcit-

rate, omeprazole, amoxicillin, metronidazole)을 받았고 4명이

PPI-기본 삼제병합요법(omeprazole, amoxicillin, clarithromy-

cin), 10명이 bismuth-기본 삼제병합요법(bismuth subcitrate,

amoxicillin, metronidazole), 18명이 이제병합요법(bismuth

subcitrate, amoxicillin)을 받았다. 2그룹은 각각 12명, 10명, 14

명, 2명이었다.

H. pylori 특이 IgG 항체는 ELISA를 이용한 Bio-Rad사의

GAP test IgG kit로 측정하 고 항체가가 12.5 U/mL 이하면

음성, 12.5-20 U/mL 사이는 약양성, 20 U/mL 이상은 양성이라

판독하 다. 내시경적 생검은 위전정부 및 체부에서 세 절편을

채취하 고, 내시경 소견에 따라 십이지장에서 채취하기도 하

다. Urease 검사는 Delat West 사의 CLO test를 이용하여 24

시간까지 관찰하여 pH 변화로 인해 적색으로 변하는 경우를 양

성으로 하 다. H. pylori 배양은 진단검사의학과에서 egg yolk

emulsion agar를 이용하여 Campylobacter pack에서 배양하

고, 염색 및 판독은 해부병리과에 의뢰하 다.
13
C-요소 호기 검

사는 최소 4시간 금식 후 75 mg의
13
C-요소를 주스에 섞어 마

시도록 하여 검사하 는데, 복용 전 및 30분 후 Isodiagnostika

사의 Helikit를 이용하여 숨을 불어넣도록 하고 delta
13
C per

mil이 4.00 이상일 때를 양성으로 판독하 다.

자료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ver-

sion 12.0; SPSS INC. Chicago, Illinois, USA)를 이용하여

Fisher의 직접 확률계산법(Fisher's exact test), 카이제곱 검정

및 ANOVA로 분석하 다.

결 과

첫 방문 시 1그룹은 34명 모두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 고, 3

명은 구토, 3명은 혈변을 동반하 다. 2그룹도 38명 모두 복통이

있었고, 2명은 상복부 작열감, 5명은 구토, 2명은 혈변을 동반하

다(Table 1).

진단은 1그룹에서 결절성 위염이 25명, 십이지장 궤양이 9명

이었고, 2그룹은 결절성 위염이 26명, 십이지장 궤양이 8명, 위

궤양이 4명이었다. 철결핍성 빈혈을 동반한 환아는 1그룹에서

34명 중 3명, 2그룹에서 38명 중 8명이었다(Table 1).

박멸 치료 1-3개월 뒤 재검사를 시행하여 박멸을 확인하 을

때 1, 2그룹 모두 복통 등 증상의 호전 및 경감을 보 다. 박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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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여 추적 관찰을 시행하

을 때 내시경적 검사를 시행한 1그룹에서는 34명 중 12명

(35.3%)에서 재감염이 확인되었다.
13
C-요소 호기 검사를 시행

한 2그룹에서는 38명 중 5명(13.2%)이 양성 반응을 보 다. 이

두 가지 검사 방법에 따른 재감염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27)(Table 2).

치료 전 혈청 H. pylori 특이 IgG 검사를 시행한 환아는 연

구에 참가한 전체 환아에서 42명으로 33명이 양성(78.6%), 5명

이 약양성(11.9%), 5명이 음성(11.9%) 반응을 보 다. 추적 관찰

시 혈청 H. pylori 특이 IgG 검사를 받은 환아는 31명으로 10

명이 양성(32.3%), 5명이 약양성(16.1%), 16명이 음성(51.6%)으

로 나타났다. 이들 중 첫 진단 시 양성이거나 약양성에서 음성으

로 전환된 환아는 11명이었고, 양성에서 약양성으로 역가가 낮아

진 환아가 4명이었다. 혈청 H. pylori 특이 IgG 검사로 본 재감

염률은 32.3%이나, 내시경적 검사와 비교했을 때 혈청 H. pylori

특이 IgG 검사의 민감도는 66.7%, 특이도는 84.6%로 나타났다.

증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내시경적 검사를 시행한 1그룹은 추

적 관찰 시 34명 모두 복통 등 복부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 반면,
13
C-요소 호기 검사를 시행한 2그룹에서는 추적 관찰 시에는 38

명 중 17명(44.7%)이 복부 증상이 있어, 검사 방법과 증상의 유

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13
C-요소 호기 검사를 통해 보았을 때, 증상이 다시 나타난

17명 중 5명(29.4%)이 H. pylori 재감염으로 확인되었고, 나머

지 21명에서는 재감염이 없어(0%) 복부 증상이 다시 나타난 환

자군에서 H. pylori 재감염률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8)(Ta-

ble 2). 그러나 성별(P=0.632), 10세 기준 연령별(P=0.344). 궤

양과 비궤양 간(P=0.643), 치료 방법(P=0.179), 특히 PPI-기본

삼제병합요법과 사제병합요법 간(P=0.624)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1그룹과 2그룹 전체

에서 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복부 증상이 있는 경우 재감염

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8), 성별(P=0.694), 10세 기준 연

령별(P=0.827). 궤양과 비궤양 간(P=0.730), 치료 방법간에는

(P=0.087)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 찰

H. pylori 재감염률은 내시경적 검사로는 35.3%,
13
C-요소

호기 검사로는 13.2%, 혈청 H. pylori 특이 IgG 검사로 보았을

때는 32.3%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내시경적 검사와
13
C-요소

호기 검사를 비교해보면, 내시경적 검사를 받은 그룹은 전원이

복부 증상이 다시 나타난 환자 고,
13
C-요소 호기 검사를 받은

그룹은 44.7%로 검사 당시 증상의 유무가 유의하게 차이가 난

다. 이것은 내시경적 검사는 침습적이어서 환아와 보호자가 불가

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를 기피하 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
13
C-요소 호기 검사를 받은 환자들 중 일부는

내시경적 검사를 함께 받아 그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Kindermann 등
23)
도 민감도 100%, 특이도 93%의 높

은 진단율을 조사한 바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두 검사 방법

에 있어 재감염률의 차이가 검사 방법 자체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며, 검사 방법에 따라 대상 집단의 순응도에 차이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재감염률이 다르게 나타난 것임을 시사한

다. 과거 소아에서 내시경적 검사로 조사한 재감염률이 높게 나

타났던 것도
6, 7)

, 이 같은 문제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13
C-요소 호기 검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6세 미만 연

령의 소아에서 위양성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3)
. 그러나 본 연

구의 경우
13
C-요소 호기 검사에서 재감염으로 확인된 환아들 5

명 중 4명은 내시경을 함께 시행하여 진단을 받았고, 1명은 재감

염 확인 시 11세로 위양성의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혈청 H. pylori 특이 IgG 검사의 경우, 본 연구에서 민감도

및 특이도가 모두 낮게 나타나 재감염을 진단하기에는 부적절한

Table 2. H. pylori Reinfection by Evaluation Methods and Abdominal Symptoms

Evaluation methods
Group 1

Endoscopic biopsy tests(n=34)
Group 2

13C-urea breath test(n=38)
P value

Reinfection, n(rate, %)

Abdominal symptoms at follow-up, n(rate, %)

Reinfection rate in symptomatic patients(%)

Reinfection rate in asymptomatic patients(%)

12( 35.3)

34(100.0)

12/34(35.3)

*

5(13.2)

17(44.7)

5/17(29.4)

0/21( 0.0)

0.027

0.000

0.008

*
unable to calculate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Evaluation methods
Group 1

Endoscopic
biopsy tests

Group 2
13C-urea

breath test

Total number(male : female)

Mean age at diagnosis, years

(range)

Symptoms at presentation

Abdominal pain

Vomiting

Melena

Burning sense

Anemia

Diseases

Gastritis

Duodenal ulcer

Gastric ulcer

34(27 : 7)

11.5±3.7

(3.4-17.2)

34

3

3

0

3

25

9

0

38(22 : 16)

10.0±3.6

(2.8-17.2)

38

5

2

2

8

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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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Sim 등
19)
은 혈청 H. pylori 특이 IgG 검사는

소아 H. pylori 진단에 있어 민감도 94.9%, 특이도 92.4%를 보

이나 박멸 치료 후 내시경 검사상 박멸률이 69.5-87.8%인데 반

해 IgG의 음전율은 30%라고 하 고, Kosunen 등
20)
은 6개월 이

상이 지나야 항체가 감소, 소실된다고 하 다. 그러므로 혈청 H.

pylori 특이 IgG 검사는 비교적 쉬운 방법이나 치료 경과의 관

찰로는 적합하지 않다.

성별, 연령, 궤양성 질환인지의 여부, 박멸 치료 방법 등은 H.

pylori 재감염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Feydt-Schmidt 등
15)
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Rowland 등

17)
은 박

멸 24개월 경과 후 재감염이 6세 미만에서 6명 중 4명으로 어린

연령에서 재감염률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 으나,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6세 미만 4명 중 재감염은 없었다. 이 같은 차이는

표본의 수가 적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동

전기 아동에 대한 H. pylori 재감염률 조사는 향후 더 많은 표

본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Bell과 Powell
8)
은 1996

년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박멸률이 높은 치료 방법일

수록 재감염률은 낮아지는데, 박멸률이 85% 이상인 경우에는

재감염률이 특히 낮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들은 이것을 박멸률

이 낮은 치료의 경우 완전 박멸이 되지 않았다가 재활성화 된

경우와 구분하지 못하 을 것으로 설명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PPI-기본 삼제요법은 박멸률이 63%로, 사제요법은 85%로 알려

져 있는데
24)
,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간에 재발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고찰하고자 한다. 복통 등

복부 증상의 변화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전원이

박멸 치료 후 증상의 경감을 보 으며, 박멸 치료 18개월이 경

과한 시점에는 복부 증상이 다시 발생한 경우 H. pylori 재감염

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부 증상의 재발은

H. pylori 재감염에 있어 유의한 예측 인자라 하겠다.

한편 H. pylori 재감염은 박멸 치료 실패로 균의 일시적 억

제 후 재활성화(recrudescence)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Bell과

Powell
8)
은 304명의 성인을

14
C-요소 호기 검사로 매 3개월 간

격으로 추적 검사하여 박멸 후 첫 1년 사이에는 다시 양성이 될

확률이 8.9%이나, 그 이후에는 매년 0.44%로 낮아진다고 보고

하 다. 그들은 이 결과를 박멸 후 첫 1년까지는 재감염보다는

재활성화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분석하 다. 재감염과 재활

성화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방법은 없다. DNA 분석법(DNA

fingerprinting)이 한 가지 방법인데, 재발 시 같은 종(single

strain)의 H. pylori가 검출되면 재활성화로 보는 것이다. 첫 감

염 시 여러 종에 동시 감염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동정되었거나,

동일 종에 재감염되었을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Okimoto 등
25)

은 PCR-RFLP 분석법을 통해 박멸 6개월 후에는 62.5%에서, 1

년 후에는 100%에서 다른 종이 동정되었다고 보고하 다. 즉

H. pylori 박멸 1년 경과 후의 재발은 재감염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여기에 근거하여 박멸 18개월 후를 추적 관찰

시점으로 정하 으나, 재감염과 재활성화를 확실히 구분할 수 없

다는 단점은 있다. 다만
13
C-요소 호기 검사상 재감염된 환아 5

명 중 3명은 박멸 1년 후의
13
C-요소 호기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온 바 있어 재활성화가 아닌 재감염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이

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Bell과 Powell
8)
이 치료 요법 간 재감염

률의 차이를 재활성화로 설명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재감염

률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도 이로써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13
C-요소 호기 검사는 내시경적 검사나 혈청 H.

pylori 특이 IgG 검사에 비해 H. pylori 재감염률 조사에 있어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이용한 한국 소아의 H. pylori 재감염률

은 평균 18개월 경과시 13.2%이다. 침습적인 검사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거부감이 성인에 비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

는 소아에서 추적 관찰 시 비침습적 방법의 중요성을 본 연구는

명확히 보여주었다. 물론
13
C-요소 호기 검사의 경우에도 증상이

없는 환자가 추적에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는 없어서 실제 소아 H. pylori 감염을 박멸하고 평균 18개월이

경과한 후의 재감염률은 13.2% 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추정

된다. 향후 검사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진단의 정확도가 높은 대변 H. pylori 항원 검사법(HpSA)
26-28)

에 대해, 아직은 자료가 더 필요하지만 박멸 후의 진단의 정확

도를 알게 되면 이를 이용한 추적 관찰 결과 또한 기대해 본다.

요 약

목 적:Helicobacter pylori 재감염률은 내시경적 생검만이

가능했던 시대에는
13
C-요소 호기 검사의 출현 이후에 비해 높

게 보고되었다. 소아는 일반적으로 침습적인 내시경적 생검을 시

행하기 용이치 않다. 본 연구는
13
C-요소 호기 검사와 내시경적

생검에 의한 재감염률을 비교하고, 그 차이에 향을 미치는 인

자를 찾고자 하 다.

방 법:H. pylori 감염으로 치료받고 박멸이 확인된 소아들을

대상으로 하 다. 박멸 확인 후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재감염

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시경적 생검(n=34명, 평균 연령 11.5±3.7

세) 혹은
13
C-요소 호기 검사를(n=38명, 평균 연령 10.0±3.6세)

시행하 다. 첫 진단 시 내시경적 생검으로 위전정부 및 체부에

서 세 절편을 채취하여 urease 검사, Giemsa 염색 및 Warthin-

Starry 염색이 모두 양성으로 나오거나 생검 조직에서 H. pylori

균이 배양된 경우 감염된 것으로 판정하 고, 박멸 치료 1-3개월

후 모든 검사상 음성인 경우 박멸된 것으로 판정하 다.
13
C-요

소 호기 검사는 최소 4시간 금식 후 75 mg의
13
C-요소를 주스

에 섞어 마시도록 하는데, 복용 전 및 30분 후 Helikit(Isodiag-

nostika, Alberta, Canada)를 이용하여 숨을 불어넣도록 하고

delta
13
C per mil이 4.00 이상일 때를 양성으로 판독하 다.

결 과:내시경적 생검을 시행하 을 때 재감염률은 35.3%

(12/34) 다. 내시경적 생검을 받은 모두가 당시 복부 증상이 있

어
13
C-요소 호기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 비해 복부 증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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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P=0.000).
13
C-요소 호기 검사를 시행

하 을 때 재감염률은 13.2%(5/38) 다. 추적 관찰 시 복부 증

상이 있는 경우 재감염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8), 성별

(P=0.694), 연령별(P=0.827). 궤양과 비궤양 간(P=0.730), 치료

방법 간에는(P=0.087) 재감염률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 론:한국 소아에서 H. pylori 박멸 후 18개월이 경과하

을 때 비침습적인
13
C-요소 호기 검사를 이용한 재감염률은

13.2%이다. 내시경적 생검은 정확하나 침습적이어서 특히 무증

상인 소아의 경우 이를 기피할 확률이 높아, 순응도에 따라 많

은 향을 받는다. 소아에서 재감염률 조사를 평가할 때에는 비

침습적이면서 간편한 방법인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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