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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The prevalence of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ERD) in Korea was believed to be low 

until now. Korea is now believed to be on the evolving stage of GERD in its' prevalence.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the epidemiologic and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among the subgroups of GERD i.e. 

non-erosive GERD (NERD), erosive GERD (ERD) and Barrett's esophagus (BE), and the role of Helicobacter 

pylori (H. pylori) infection in the pathogenesis of GERD. Methods: A total of 253 patients with typical 

symptoms of GERD who underwent EGD were enrolled from October 2002 to January 2004. Patients were 

grouped as NERD, ERD or BE based on the symptoms and endoscopic findings. BE was histologically confirmed 

if necessary. Various clinical parameters including the status of H. pylori infection were analyzed. Results: 

Among 253 patients, 106 patients were classified as NERD while 116 and 31 patients were classified as ERD 

and BE group respectively. BE and ERD group showed no gender predilection while NERD showed female 

preponderance (2.31:1, p＜0.05). NERD group were younger (49.57 y.o.) than BE (57.87 y.o.) and ERD (52.30 

y.o.) group. About three quarters of the patients of erosive esophagitis were LA-A (74.2%) grade. This suggests 

the mild nature of erosive esophagitis in Korea. ERD showed significantly higher BMI (kg/m2) compared to 

NERD (p＜0.05). Hiatal hernia was frequently associated with BE and ERD (p＜0.05), but less frequently in 

NERD. Overall H. pylori positivity among GERD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age and gender matched 

control group (p＜0.05). Conclusions: Subgroups of GERD in Korea showed different epidemiolog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Lower rate of H. pylori infection among GERD group may reflect the protective role of H. pylori 

infection regarding GERD prevalence in Korea. (Korean J Gastroenterol 2006;47:36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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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위식도역류질환(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ERD)은 

위 또는 위십이지장 내용물이 식도 내로 역류해 증상이나 

조직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서구에서 비교적 흔하다.
1-3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서양에 비해서 그 빈도가 적으나 최근 

들어서 GERD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5 국내 및 

아시아 지역에서 유병률이 낮은 이유로는 최대 위산 분비능

이 서양인에 비해 낮고, 하부식도 괄약근압이 서양인에 비

해 높으며 비만 환자가 적고, 지방섭취량이 적기 때문일 것

이다.
6

  GERD 발생에 향을 주는 위험인자는 흡연, 음주, 비만, 

하부식도 괄약근압을 저하시키는 약제의 복용, 운동 그리고 

과식, 고지방식, 카페인 함유 음료 섭취와 식이 습관 등 다

양하다.
7,8 GERD 환자가 대조군에 비해서 Helicobacter pylori 

(H. pylori)의 감염률이 낮으며
9,10 십이지장 궤양을 동반한 

GERD에서 H. pylori 제균 치료를 한 후에 GERD 또는 역류

성 식도염이 악화 또는 발생되었다는 많은 역학 보고가 있

다.
9,11-14 그러나 H. pylori 제균 치료가 GERD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어15-18 GERD와 H. pylori 감염과의 관계

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저자 등은 위식도역류 증상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

으로 한국인에서 GERD의 임상상, 위험인자 및 H. pylori 감

염의 역할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환자

  2002년 10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상부위장관내시경을 시행받

은 환자 중 전형적인 위식도역류질환 증상을 호소하 던 

253명(CLO
TM 검사 시행 환자 16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환자들은 의무기록과 상부위장관내시경 및 24시간 식

도 산도 검사 등을 바탕으로 3개의 아형군[non-erosive GERD 

(NERD), erosive GERD (ERD), Barrett's esophagus (BE)]으로 

분류하 다.
19-21 대조군은 동일 기간 동안 내시경검사를 시

행 받았던 환자 중에서 무작위로 나이와 성을 대응시켜 224

명을 선정하 다.

  2. 방법

  ERD군은 환자에 대한 임상정보를 모르는 2명의 내시경 

전문의가 내시경 소견의 LA 분류에 따라서 각각 독립적으

로 분류하 다. 환자의 증상과 임상역학 요소들은 질문지와 

의무기록을 통해서 후향으로 분석하 다. 질문지는 이전 보

고들을 바탕으로 식도역류질환의 전형적인 증상(흉부 작열

감, 산 역류증상)과 비전형적인 소견(흉통, 상복부 통증, 쉰 

목소리, 히스테리성 종류감, 소화불량, 기침) 등과 증상 발

현 기간 및 흡연과 음주 여부 등을 포함하 다.
22 H. pylori 

감염은 CLOTM 검사 또는 조직검사를 통해서 확인하 다. 

음주력은 1주당 에탄올 40 g 이상을 기준으로 음주군과 비

음주군으로 나누었고, 흡연 여부에 따라서 흡연군과 비흡연

군으로 나누고, 비만 정도는 신체비만지수(BMI; kg/m
2)를 

구하여 분류하 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proton pump inhibi-

tor; PPI)를 8주 사용하고 치료 반응률과 재발률 등을 알아

보았다. PPI는 하루에 한 번 lansoprazole (Lanston
Ⓡ) 30 mg, 

rabeprazole (Pariet
Ⓡ) 20 mg, esomeprazole (NexiumⓇ) 40 mg, 

pantoprazole (Pantoloc
Ⓡ) 40 mg, omeprazole (OMPⓇ) 40 mg들 

중에서 한 종류를 사용하 다. 치료 반응은 내원 당시 호소

하 던 주 증상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정의하 고, 재발

은 PPI 제제 8주 사용 후 추적 관찰기간 동안에 주 증상이 

다시 발현되는 것으로 정의하 다. PPI 제제 의존성은 PPI 

제제 사용을 5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로 정의하 다.

  3. 통계 분석

  위식도역류질환군과 대조군의 H. pylori 감염률을 비교하

다. 임상 증상은 전형적인 위식도역류 증상과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 GERD 아형군 사이의 임상역

학 인자들을 SPSS 11.0 version을 이용하여 χ
2-test와 paired 

t-test를 통해 비교하여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 다.

결      과

  1. 대상 환자와 대조군의 특성

  253명의 GERD 환자군과 224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나

이와 성비를 비교하 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으며, H. 

pylori 감염은 GERD 환자군에서 35.1%이고, 대조군에서는 

46.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GERD 환자군에서 낮은 감염

률을 보 다(Table 1). GERD 환자 중 ERD는 116명, NERD

Table 1. Demographic Factors of GERD and Control Group

ꠧꠧꠧꠧꠧꠧꠧꠧꠧꠧꠧꠧꠧꠧꠧꠧꠧꠧꠧꠧꠧꠧꠧꠧꠧꠧꠧꠧꠧꠧꠧꠧꠧꠧꠧꠧꠧꠧꠧꠧꠧꠧꠧꠧꠧꠧꠧꠧꠧꠧꠧꠧꠧꠧ

GERD (n=253) Control (n=224) p-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ear) 51.70±13.94 51.66±13.52 NS

  Sex (M:F) 1:1.23 1:1.13 NS

  H. pylori 35.1% 46.0% p＜0.0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ER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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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 을 때 NERD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성이 많았

는 106명, BE는 31명이었다. 성비와 연령을 각 군에 대해 비

으며 젊었다(p＜0.05)(Table 2).

  2. 대상 환자군의 임상역학 특성

  GERD 환자군에서 신체질량지수(BMI; kg/m
2)를 비교한 

결과 ERD군은 23.98, NERD군 22.62, BE군 23.31로 NERD군

이 유의하게 낮았다(p＜0.05). H. pylori 감염률은 세 아형군 

사이에 통계 차이가 없었다. 식도 열공탈장은 NERD군에서 

3.8%로 유의하게 낮았고, BE군에서 높았다. 흡연과 음주력

은 ERD군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GERD군에서 NERD

군을 제외한 미란성 식도염이 있는 환자 128명(BE군 환자 

중에서 미란성 식도염 소견을 갖는 12명 포함)을 LA 분류

에 따라서 나누었을 때에 LA-A, LA-B, LA-C, LA-D군의 비

율은 74.2%, 18.8%, 4.7%, 2.3% 순으로 대부분 경한 식도염 

이었다(Table 4). H. pylori 감염률은 차이가 없었으며, 증상 

발현기간에서는 BE군이 긴 경향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전형적인 역류 증상과 비전형적인 

역류 증상을 세 아형군 사이에서 비교하면 NERD군이 비전

형적인 역류증상의 빈도가 다른 두 군에 비해서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1).

  
   3. 대상 환자군의 치료반응과 재발률

  253명의 대상 환자 중에서 진단 후 추적 관찰이 안 되어 

치료 반응을 알 수 없는 34명을 제외하고 219명을 대상으로 

치료 반응률, 증상 재발률과 PPI 의존율 등을 비교하 을 

때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PPI 제제로 8주 사용 후의 증상 

재발의 평균 기간은 10.54 (ERD; 9.83, NERD; 2.82, BE; 

17.10)개월이었다(Table 5).

고      찰

  위식도역류질환은 과거 식도 점막의 손상을 동반한 미란

성 위식도역류질환 즉, 역류성 식도염(erosive reflux disease; 

ERD)과 합병증을 동반한 미란성 식도역류질환(complicated 

erosive reflux disease, Barrett’s esophagus: BE)을 주로 포함하

으나, 최근에는 내시경에서 정상이면서 전형적인 위식도

역류 증상을 호소하는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non-erosive 

reflux disease; NERD)도 GERD에 포함하고 있다. GERD에서 

NERD의 발생빈도는 서양의 보고에서 50%, 동양인구를 기

준으로 한 연구보고를 살펴보면 65.5%이며,
21 전형적인 역류 

증상을 가지면서 내시경 검사에서 식도염이 없는 경우가 

46.7%이다.
16 또한 국내 연구에서 NERD군을 42%,22 52.3%23

로 발표하 다. 이번 연구에서는 ERD군 45.6%, NERD군 

41.9%, BE군 12.3%로 NERD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지만 ERD군보다는 낮은 빈도를 보 다. 이번 연구의 대

상 환자 특성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위식도역류질환의 분포

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유병률의 차이로 보

아 국내에서 위식도역류질환에 대한 아형별 유병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연구에서 평균 나이는 전체 위식도역류질환군이 

51.7세 으며, ERD군은 52.3세, BE군은 57.8세, NERD군은 

49.5세로 NERD군의 연령이 낮았다. ERD군과 NERD군 사이

에 연령분포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일본연구는 NERD군이 

ERD군보다 젊고,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8,24 이번 연구에

서 두 군 사이의 차이는 다른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NERD

Table 2. Demographic Factors of GERD between the Subgroups

ꠧꠧꠧꠧꠧꠧꠧꠧꠧꠧꠧꠧꠧꠧꠧꠧꠧꠧꠧꠧꠧꠧꠧꠧꠧꠧꠧꠧꠧꠧꠧꠧꠧꠧꠧꠧꠧꠧꠧꠧꠧꠧꠧꠧꠧꠧꠧꠧꠧꠧꠧꠧꠧꠧꠧꠧꠧꠧꠧꠧꠧꠧꠧꠧꠧꠧꠧꠧꠧꠧꠧꠧꠧꠧꠧꠧꠧꠧꠧꠧꠧꠧꠧꠧꠧꠧꠧꠧꠧꠧꠧꠧꠧꠧꠧꠧꠧꠧꠧꠧꠧꠧꠧꠧꠧꠧꠧꠧꠧꠧꠧꠧꠧ

GERD (n= 253) ERD (n=116) NERD (n=106) BE (n=31) p-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mean±SD) 51.70±13.94 52.30±14.32 49.57±12.40* 57.87±16.18 ＜0.05

  Sex (M:F) 1:1.23 1:1.27 2.31:1† 1:1.21 ＜0.0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ERD was compared with BE. 
†NERD was compared with ERD and BE. 

GER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ERD, erosive GERD; NERD, non-erosive GERD; BE, Barrett's esophagus.

Table 3. Clinicopathologic Factors of GERD Subgroups

ꠧꠧꠧꠧꠧꠧꠧꠧꠧꠧꠧꠧꠧꠧꠧꠧꠧꠧꠧꠧꠧꠧꠧꠧꠧꠧꠧꠧꠧꠧꠧꠧꠧꠧꠧꠧꠧꠧꠧꠧꠧꠧꠧꠧꠧꠧꠧꠧꠧꠧꠧꠧꠧꠧ

GERD ERD NERD BE p-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MI (kg/m2) 23.36 23.98* 22.62 23.31 ＜0.05

H. pylori inf (+) 35.1% 37.7% 32.8% 37.5% NS

Hiatal hernia (+)  8.8%  11.3%*   3.8%† 16.7% ＜0.05

Alcohol (+) 27.4%  34.3%* 21.6% 20.7% ＜0.05

Smoking (+) 24.4%  31.5%* 18.6% 17.2% ＜0.0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ERD was compared with BE.
†NERD was compared with BE.

BMI, body mass index; GER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ERD, erosive GERD; NERD, non-erosive GERD; BE, Barrett's 

esophagus; inf,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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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60대 이하 연령군이 75.5%인 반면 ERD군은 64.7%로 

NERD군에 젊은 환자들이 많았다. Rosaida 등
21의 연구에서

는 65세 이하인 군이 많은 분포로 나타내어 이번 연구와 비

슷한 결과를 보 다.

  GERD는 남녀비가 다른 연구에서와 비슷하 으나, 세 아

형군으로 나누었을 때 NERD군이 1:2.31로 여성이 많았다. 

이러한 성비 차이에 대한 가설로는 NERD의 병태생리에서 

산과 펩신에 대한 노출 정도는 정상범위이나 식도의 감각이 

산과 펩신에 비정상적으로 과민해져 발생하는 것과 증상이 

기능성 소화 불량증이나 과민성 장증후군과 중복되는 점 등

을 들 수 있다.
6

  위식도역류질환과 연관이 있는 위험 인자로는 남성, 60세 

이상의 고령, 비만, 알코올, 흡연, 식도 열공탈장, 하부식도 

괄약근압을 약화시키는 약제의 복용, 과식, 스트레스, 고지

방식, 카페인 함유 음료 등이 있다.
7

  이들 요인 중 비만과 위식도역류질환의 관련성에 대해서

는 논란이 있다.7,25-28 이번 연구에서는 위식도역류질환군의 신

체질량지수의 평균값이 23.36 kg/m
2이었다. 특히, ERD군의 

값이 23.98 kg/m
2로 NERD군에 비해 높았다. 이를 근거로 내

시경에서 식도염이 관찰된 식도역류질환이 비만으로 인한 

복압상승과 연관성이 있으리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비만의 

진단 기준을 BMI 25 kg/m
2 이상과 미만으로 군을 나누어 세 

아형군을 비교하 을 때에 NERD군이 25 kg/m
2 이상이 

18.7%인 반면에 ERD군과 BE군은 29.7%, 25.0%로 식도염이 

있는 군이 비만의 빈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

다. 이 결과 등을 통해서 비만을 나타내는 인자 중에서 복압 

상승과 연관이 있는 엉덩이/허리 비와 위식도역류질환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식도 열공탈장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위식도역류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식도 열공탈장이 

위식도역류질환군의 8.8%에서 관찰되었고, 아형군별로 분

석한 결과 ERD군과 BE군이 11.3%, 16.7%로 NERD군의 3.8%

에 비해서 식도 열공탈장 빈도가 높았다. 이 결과로 식도 열

공탈장 같은 하부식도 괄약근압을 낮추는 해부학 이상이 식

도염이 있는 위식도역류질환과 더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일부 보고에 의하면 식도 열공탈장의 정도가 심

할수록 점막손상의 정도가 심하고, 이는 하부식도 괄약근압

의 저하와 연관이 있었다.
29

  음주는 하부식도 괄약근압을 저하시키고 식도의 산 청소

능을 감소시키며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위식도역류와 연관

Table 4. Demographic Factors of Erosive GERD (ERD) according to the Endoscopic Grades

ꠧꠧꠧꠧꠧꠧꠧꠧꠧꠧꠧꠧꠧꠧꠧꠧꠧꠧꠧꠧꠧꠧꠧꠧꠧꠧꠧꠧꠧꠧꠧꠧꠧꠧꠧꠧꠧꠧꠧꠧꠧꠧꠧꠧꠧꠧꠧꠧꠧꠧꠧꠧꠧꠧꠧꠧꠧꠧꠧꠧꠧꠧꠧꠧꠧꠧꠧꠧꠧꠧꠧꠧꠧꠧꠧꠧꠧꠧꠧꠧꠧꠧꠧꠧꠧꠧꠧꠧꠧꠧꠧꠧꠧꠧꠧꠧꠧꠧꠧꠧꠧꠧꠧꠧꠧꠧꠧꠧꠧꠧꠧꠧꠧ

ERD* LA-A LA-B LA-C LA-D p-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umber (%) 128 (100) 95 (74.2) 24 (18.8) 6 (4.7) 3 (2.3)

  Mean age±SD 52.59±14.52 51.71±13.6 54.54±17.81 60.50±8.96 49.00±21.93 NS

  Sex (M:F) 1.25:1 1.26:1 1.18:1 1:1 1:2 NS

  BMI (kg/m
2) 23.87 24.06 23.04 23.85 23.71 N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ERD include 12 patients who had erosive esophagitis in Barrett's esophagus group.

GER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BMI, body mass index; NS, not significant.

Fig. 1. Distribution of symptoms among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ERD) subgroup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nce 

among subgroups (p＞0.05). 

ERD, erosive GERD; NERD, non-erosive GERD; BE, Barrett's 

esophagus; sx, symptoms.

Table 5. Response to PPI in GERD Subgroup

ꠧꠧꠧꠧꠧꠧꠧꠧꠧꠧꠧꠧꠧꠧꠧꠧꠧꠧꠧꠧꠧꠧꠧꠧꠧꠧꠧꠧꠧꠧꠧꠧꠧꠧꠧꠧꠧꠧꠧꠧꠧꠧꠧꠧꠧꠧꠧꠧꠧꠧꠧꠧꠧꠧ

Treatment respons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 PPI 
Recurrence

recurrence dependency p-value
n (%)

n (%) n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ERD 146 (66.7) 45 (20.5) 28 (12.8)

ERD  65 (65.0) 18 (18.0) 17 (17.0)

NERD  62 (66.7) 22 (23.7)  9 (9.7) NS

BE  19 (73.1)  5 (19.2)  2 (7.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PI, proton pump inhibitor; GER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ERD, erosive GERD; NERD, non-erosive GERD; BE, 

Barrett's esophagus;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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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30,31 이번 연구에서는 위식도역류질환군에서는 

27.4%에서 음주력이 있었고, 아형군별로 분석하 을 때에 

ERD군이 다른 군에 비해 음주력이 34.3%로 높은 빈도를 보

여 식도염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 생각할 수 있었다. 흡연 

역시 하부식도 괄약근압을 감소시켜 위식도역류를 유발하

여 식도염을 잘 일으킨다.
25,28 이번 연구에서는 위식도역류

질환군에서 흡연 비율은 24.4% 으며, 아형군 흡연력을 비

교하 을 때에 ERD군이 다른 아형군에 비해서 31.5%로 높

은 흡연율을 보 다. 흡연이 위식도역류질환군 중에서 식도

염을 위발하기 쉬운 인자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역류성 식도

염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 LA 분류로 분석하 고, 이번 연구

에서 LA-A와 B가 74.2%와 18.8%로 대부분을 이루었다. 이

는 식도염의 정도에 대한 다른 보고와 유사한 결과로 한국

인의 경우 대부분이 내시경에서 경한 식도염을 나타낸다.
5,12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위험인자(BMI, 식도 열공탈장, 음

주, 흡연)들이 위식도역류질환의 위험인자로서 역할을 알기 

위해 대조군과 비교 연구가 먼저 이뤄져야 했으나, 이번 연

구가 후향적으로 진행되어 대조군을 위식도역류질환으로 

진단 받은 환자들과 같은 기간에 내시경을 시행 받은 환자

들 중에서 무작위로 나이와 성을 대응시켜 추출하여 비교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한계점이다.

  H. pylori 감염과 위식도역류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논란이 많다. H. pylori가 위식

도역류질환 발생에 방어 효과가 있다는 가능한 기전들로는 

첫째로, H. pylori에 의한 벽세포 염증으로 인한 위체부의 산

분비 감소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H. pylori에서 분비되는 

요소분해효소에 의해 생성된 암모니아로 인한 분문부 주위

의 산 중화 기전을 들 수 있다. 암모니아는 pH가 낮은 위산

이 식도 내로 역류될 때 위액을 중화하게 되는데, 제균을 하

게 되면 이 기능이 상실된다. 셋째로는, 하부식도 괄약근 압

력과 위 배출능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제균 치료 후 하

부식도 괄약근압의 감소와 위배출능의 지연에 대해서는 논

란이 많다. 또한 H. pylori 제균요법 후 위식도역류질환의 발

생이 증가한다는 보고들이 많으나
32-34 그렇지 않다는 보고

들이 있어,18,35-39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이번 연구에서는 H. pylori 감염률이 위식도역류질환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35.1%로 낮았다. 그러나 아형군별

로 분석하 을 때에는 각 군 간에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

었기에 H. pylori 감염이 위식도역류질환에서 내시경 식도염 

발생에 향을 준다고 증명할 수는 없었다. 이번 연구는 H. 

pylori 감염률이 국내에 발표된 GERD군의 47.3%와 대조군

의 65.7%보다 35.1%와 46.0%로 낮았다.
38 이러한 결과는 이

번 연구가 후향적으로 진행되었고, 1-2차 병원을 경유하여 

3차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H. pylori 제균 치

료를 환자 본인도 모르게 받은 경우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위식도역류질환 환자에서 정확한 H. pylori 감

염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환자와 H. pylori 제균

치료를 받지 않은 군을 대상으로 한 전향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PPI 제제에 대한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들

의 치료 반응률은 92.2% 으며, 치료 후 1년 이내 재발률은 

20.5% 다. 세 아형군으로 나누었을 때 재발률은 ERD 18.0%, 

NERD 23.7%, BE군은 19.2%로 나타났다. 재발 기간은 평균 

10.5개월이었으며, 재발 환자들의 평균 치료기간은 3개월이

었다. 그리고 PPI 제제 의존적인 환자들은 12.8% 다. 그러

나 한 보고에서는 ERD군이 재발률이 6개월에서 12개월 사

이에 90%, NERD군은 75%라고 하 다.
40 또한, PPI로 초기 

치료 후 재발률이 75-92% 다.
41 국내에서는 PPI 제제 8주 

치료 후 유지요법을 시행한 경우에 재발률은 6개월 이내에 

6.5%로 발표되었다.
42 재발률의 이러한 차이는 저자들의 

GERD군이 다른 보고들의 대상 환자와 비교하 을 때 

NERD, BE 등 대상환자의 분포 차이에 기인했을 것으로 생

각한다. 이러한 면들을 고려하더라도 재발률이 낮은 것은 

특이할 만한 결과다. 재발에 관여하는 요소들은 치료 전 식

도염의 정도, 젊은 나이, 비흡연, 중등도 또는 중증의 역류 

등이 있다.
43 향후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데 이 요소들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으로 GERD의 아형군은 임상역학 요소 중 나이, 성

비, BMI 및 열공탈장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내시경 분

류에서는 대부분 경한 LA-A군으로 발견되었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H. pylori 감염률은 GERD군에서 낮았고, 이것은 

H. pylori 감염이 GERD 발생에 임상 역학 측면에서 방어 인

자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요      약

  목적: 국내에서 위식도역류질환(GERD)의 유병률은 정확

히 알려져 있지 않다. 식생활과 생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임상상이나 역할은 규

명되지 않았다. 저자 등은 한국인의 위식도역류질환의 임상

상과 H. pylori 감염의 역할에 대해 조사하 다. 대상 및 방

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상

부위장관 내시경을 시행한 환자에서 전형적인 GERD 증상

을 호소하 던 253명의 연속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상부

위장관내시경, 24시간 식도산도검사 등을 토대로 대상 환자

를 3개의 아형군[non-erosive GERD (NERD), erosive GERD 

(ERD), 바렛 식도(BE)]으로 분류하고 대조군에 대해 임상역

학 요소와 H. pylori 감염의 빈도를 조사하 다. 결과: 총 

253명의 환자 중 NERD 106명, ERD 116명, BE는 31명이었

다. 성비(남:여)는 ERD 1.27:1, NERD 1:2.31, BE 1.21:1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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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p＜0.05), 나이는 52.30 (±14.32)세, 49.57 (±12.40)세, 

57.87 (±16.18)세로 NERD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성

이 많았으며 젊었다. 미란 식도염은 LA-A군이 74.2%으로, 

대부분이 경한 식도염 소견을 보 다. 신체질량지수(BMI; 

kg/m
2)는 NERD, ERD, BE 순으로 23.98 (±3.23), 22.62 (±

2.84), 23.31 (±2.33)이었다. 식도 열공탈장은 BE군이 16.7%

로 NERD 3.8%, ERD 11.3%보다 높게 나타났다. 증상 발현 

기간은 BE군이 긴 경향이었다. GERD 환자에서 같은 기간의 

연령과 성비를 대응시킨 대조군과 비교하 을 때 H. pylori 

양성률은 GERD군 35.1%, 대조군 46.0%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GERD군에서 감염률이 낮았다(p＜0.05). 결론: 한

국인에서 GERD의 아형군은 임상역학적으로 나이, 성비, 

BMI 및 열공 탈장의 빈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내시

경으로는 대부분 경한 식도염의 소견을 보 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H. pylori 감염률은 GERD군에서 낮았고, 이것은 

H. pylori 감염이 GERD 발생에 임상 역학적으로 보호 역할

을 할 것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색인단어: 위식도역류질환, H. pylori, 식도염, 바렛 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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