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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소화성 궤양의 위험인자 비교 분석       

연구배경 : 소화성 궤양은 흔히 발견되는 질환으로 지속적인 통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며 출혈 또는 천공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

하기도 하며 재발이 잦아 임상적으로도 중요하다. 소화성 궤양은 지역, 인

종, 성별, 연령 등에 따라서 발생양상이 다르고 직업, 약물복용, 생활습관 

및 다른 질환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화

성 궤양의 과거력이 없으면서 무증상의 건강검진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소

화성 궤양의 유병율을 조사하 고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의 발생에 향을 

미치는 여러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음주, 흡연, 식이 등의 생활습관을 정상

군과 위궤양군, 십이지장궤양군을 각각 비교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

해서 소화성 궤양의 적절한 치료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 다.

방법 :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0월 15일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

산병원 건강증진센터 수검자들에게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생활습관에 대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혈액형을 확인하 다. 이들

은 위장촬  또는 상부 위장관 내시경검사를 시행 받았고 상부 위장관 내

시경검사를 시행 받은 1255명 중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이 동시에 있는 15

명과 조직학적 검사 상 악성궤양으로 판정된 5명, 기타 의무기록이 구비되

지 못한 경우 등 184명을 제외한 107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 다. 통계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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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은 STATA 5.0 statistical software를 사용하 고 연구대상군의 다양

한 변수의 분포는 Chi test 또는 ANOVA test를 사용하여 비교되었다. 

결과 : 연구대상자 1071명 중 위궤양군은 84명, 십이지장궤양군은 59명이었

다. 위궤양군의 남녀 비는 3.4:1로 위궤양의 발생은 성별과 통계적으로 유의

하 고 연령은 60세 이상이 85.71%이었으나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위궤양군에는 전문직과 사무직이 많아 직업의 종류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하 으나 결혼여부, 교육정도, 종교 및 경제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위궤양의 발생은 흡연여부 및 흡연량과 유의하 고 음주

여부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 으나 커피소비여부, 규칙적인 운동여부, 조식

여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위궤양의 발생은 위장관 증상, 혈액

형의 종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위궤양군의 H. pylori 감염율

은 7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십이지장궤양군의 남녀 비는 3.5:1로 성

별과 통계적으로 유의하 고 연령은 60세 이상이 88.14%이었으나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십이지장궤양군에는 주부가 많아 십이지장궤

양의 발생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 으나 결혼여부, 교육

정도, 종교 및 경제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십이지장궤양의 

발생은 흡연여부 및 흡연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하 으나 음주여부와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커피소비여부, 규칙적인 운동여부, 조식여부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십이지장궤양의 발생은 위장관 증상, 혈액형

의 종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H. pylori 감염율은 87%로 H. 

pylori 감염 여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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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위궤양의 발생은 성별, 직업의 종류, 흡연여부 및 흡연량, 음주여부, 

H. pylori 감염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십이지장궤

양의 발생은 성별, 직업의 종류, 흡연여부 및 흡연량, H. pylori 감염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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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성 궤양의 위험인자 비교분석

<지도교수 윤 방 부>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형 근

Ⅰ. 서 론

1. 연구배경

소화성 궤양은 흔히 발견되는 질환으로 지속적인 통증 등으로 일상생

활에 장애를 초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출혈 또는 천공 등의 치명적인 합

병증을 유발하기도 하며 재발이 잦아 임상적으로도 중요하다.
1 
소화성 궤양

은 지역, 인종, 성별, 연령 등에 따라서 발생 양상이 다르고 직업, 약물복용, 

생활 습관 및 다른 질환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략 

10%의 미국인들이 일생 중 소화성 궤양을 경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 그리고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

의 보편화로 소화성 궤양의 발견율이 높아지고 있다.
1 
미국에서는 매년 35

만명이 소화성 궤양으로 진단되며 4백만명이 소화성 궤양으로 고통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위궤양보다 십이지장궤양이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하지만 

일본, 페루 등에서는 위궤양이 십이지장궤양 보다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한

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위궤양 보다 십이지장궤양의 발생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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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다는 보고
2-4
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위궤양의 발생율이 높다는 보고

5
도 

있다. 위장관 점막의 방어인자로 탄산염, 점액, 혈류, 성장인자, 세포재생, 

프로스타 란딘 등이 있고 위장관 점막의 공격인자로 위산, 펩신, 흡연, 알

콜, 담즙, 허혈, 진통소염제, 저산소증, H. pylori 감염 등이 있고 간경변증, 

만성 호흡기 질환, 류머티즘, 동맥경화증, 만성 위축성 위염, 장 상피화 등

의 다른 질환이 소화성 궤양과 관련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Free radical, Platelet activating factor, Epidermal growth factor, 

Lypo-oxygenase 등이 소화성 궤양과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6
 과거에는 위산의 분비가 소화성 궤양의 발생에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졌으나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는 위궤양의 경우 위산 분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밝혀졌다.
7
 본 연구에서는 소화성 궤양의 과거력이 없으면서 

무증상의 건강검진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소화성 궤양의 유병율을 조사하

고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의 발생에 향을 미치는 여러 인구 사회학적 요

인과 음주, 흡연, 식이 등의 생활습관을 정상군과 위궤양군, 정상군과 십이

지장궤양군을 각각 비교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소화성 궤양의 

적절한 치료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 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소화성 궤양의 유병율을 조사하고 소화성 궤양 환자를 진료

하는데 있어서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 환자군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알

아보고 교정 가능한 생활습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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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첫째, 무증상의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생활습관

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혈액 검사와 상부 위장관 내시경검

사를 시행한다.

둘째, 정상군과 위궤양군, 정상군과 십이지장궤양군을 각각 비교하여 

소화성 궤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를 규명한다.

셋째, 위궤양군, 십이지장궤양군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생활습관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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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0월 15일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

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상부 위장관 내시경검사를 시행 받은 1255명 중 위

궤양과 십이지장궤양이 동시에 있는 15명과 조직학적 검사에서 악성 궤양

으로 판정된 5명, 기타 의무기록이 구비되지 못한 184명을 제외한 1071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 다. 

2. 연구방법

건강증진센터 수검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생활습관에 대하여 설

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의 내용에는 성별, 연령, 직업, 결혼여부, 교육정

도, 종교, 경제수준, 흡연여부, 흡연량, 음주여부, 커피 소비여부, 운동습관, 

위장관 증상, 조식여부 등이 포함되었고 혈액검사로 수검자들의 혈액형을 

확인하 다. 상부 위장관 검사 방법으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 다. 조직학

적 생검 여부는 검사자의 주관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궤양의 위치를 확인하고 위 전정부와 체부 등에서 각각 2개 

이상의 조직을 취하여 Rapid urease test와 조직학적 염색(Hematoxylin & 

Eosin, Alcian yellow toluidine blue)을 실시하 다.

3. 분석방법

 통계학적 검증은 STATA 5.0 statistical software (Stata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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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USA 1997)를 사용하 다. 위궤양군과 정상군, 십이지장궤양군과 정

상군의 다양한 변수의 분포는 Chi test 또는 ANOVA test를 사용하여 비교

되었다. 각 변수의 차이는 p값이 0.05 미만일 때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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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수검자 분포

가. 인구사회학적 변수

전체 연구 대상자 1071명 중 성별은 남자가 593명(55.37%), 여자가 

478명(44.63%)이었고, 연령은 60세 미만이 947명(88.42%), 60세 이상이 124

명(11.58%)이었다. 직업의 분포는 전문직이 117명(10.92%), 사무직이 165명

(15.41%), 생산직이 66명(6.16%), 업직이 100명(9.34%), 농업이 60명

(5.60%), 서비스업이 120명(11.20%), 주부가 327명(30.53%), 기타 116명

(10.83%)이었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46명(4.30%), 기혼 및 기타가 1025명

(95.70%)이었다. 교육정도는 중졸 이하가 253명(23.62%), 고졸이 427명

(39.87%), 대졸 이상이 391명(36.51%)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229명

(21.38%), 천주교가 125명(11.67%), 불교가 257명(24.00%), 기타 460명

(42.95%)이었다. 경제수준은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 97명(9.06%),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245명(22.88%),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63명

(33.89%), 300만원 이상이 366명(34.17%)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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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r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Sex
Male 593 55.37

Female 478 44.63

Age
<60yr 947 88.42

ꁅ60yr 124 11.58

Occupation

Professional 117 10.92

Clerical 165 15.41

Worker 66 6.16

Sales 100 9.34

Agriculture 60 5.60

Service worker 120 11.20

Housewife 327 30.53

Other 116 10.83

Marriage
Single 46 4.30

Other 1025 95.70

Education

Middle school 253 23.62

High school 427 39.87

College 391 36.51

Religion

Christian 229 21.38

Catholic 125 11.67

Buddhist 257 24.00

Other 460 42.95

Income*

-100 97 9.06

100-200 245 22.88

200-300 363 33.89

300- 366 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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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 thousand won/month

나. 생활습관

흡연여부는 비흡연자가 541명(50.51%), 금연자가 208명(19.42%), 흡연

자가 322명(30.07%)이었다. 흡연량은 흡연량이 없는 경우가 541명(50.51%), 

20pack-years 미만이 276명(25.77%), 20pack-years 이상이 254명(23.72%)

이었다. 음주여부는 비음주자가 393명(36.69%), 음주자가 507명(47.34%), 

social-drinker가 171명(15.97%)이었다. 커피소비 여부는 커피를 마시지 않

는 경우가 273명(25.49%),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798명(74.51%)이었다. 운

동의 여부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경우가 309명(28.85%), 불규칙적으로 운

동하거나 운동하지 않는 경우가 762명(71.15%)이었다. 조식여부는 매주 3-4

회 이상의 조식을 하는 경우가 791명(73.86%), 매주 1-2회의 조식을 하는 

경우가 114명(10.64%), 조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166명(15.50%)이었다

(Table 2).



- 12 -

Table 2.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다. 위장관 증상, 상부 위장관 내시경검사 및 혈액형 검사

수검자들이 호소하는 주된 위장관 증상은 소화불량이 204명(19.05%), 

더부룩함이 220명(20.54%), 속쓰림이 135명(12.61%), 흑혈변이 32명(2.99%), 

적혈변이 23명(2.15%), 복통이 34명(3.17%), 오심 및 구토가 30명(2.80%), 

기타 117명(10.92%), 위장관 증상이 없는 경우가 276명(25.77%)이었다. 상

N (%)

Smoking

Non-smoker 541 50.51

Ex smoker 208 19.42

Smoker 322 30.07

Consume

pack/yr

0 541 50.51

<20 276 25.77

ꁅ20 254 23.72

Alcohol

None 393 36.69

Yes 507 47.34

Social 171 15.97

Coffee
None 273 25.49

Yes 798 74.51

Exercise
Regular 309 28.85

Irregular 762 71.15

Breakfast

ꁅ3-4/wk 791 73.86

1-2/wk 114 10.64

None 16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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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상 위궤양군은 84명(7.84%), 십이지장궤양군은 59명

(5.51%), 정상군은 928명(86.65%)이었다. Rapid urease test상 양성은 178명

(16.62%), 음성은 83명(7.75%),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810명(75.63%)

이었다. 혈액형은 A형인 경우가 341명(31.84%), B형인 경우가 295명

(27.54%), O형인 경우가 303명(28.29%), AB형인 경우가 132명(12.32%)이었

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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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ymptoms, EGD finding & blood type of subjects

* Gastric ulcer

+ Duodenal ulcer

N (%)

Symptom

Dyspepsia 204 19.05

Epi-discomfort 220 20.54

Epi-soreness 135 12.61

Melena 32 2.99

Hematochezia 23 2.15

Abd. pain 34 3.17

Nausea/Vomiting 30 2.80

Other 117 10.92

None 276 25.77

EGD

GU* 84 7.84

DU+ 59 5.51

Other 928 73.86

CLO

Positive 178 16.62

Negative 83 7.75

Other 810 75.63

Blood

A 341 31.84

B 295 27.54

O 303 28.29

AB 132 12.32



- 15 -

2. 위궤양군과 정상군의 비교

가. 인구사회학적 비교

위궤양군의 남자는 65명(77.38%), 여자는 19명(22.62%)이었고 정상군

의 남자는 482명(51.49%), 여자는 446명(48.06%)이었으며 두 집단은 성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001). 위궤양군의 60세 미만

은 72명(85.71%), 60세 이상은 12명(14.29%)이었고 정상군의 60세 미만은 

823명(88.69%), 60세 이상은 105명(11.31%)이었으며 두 집단은 연령에 대하

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41). 위궤양군의 전문직은 

11명(13.10%), 사무직은 20명(23.81%), 생산직은 5명(5.95%), 업직은 6명

(7.14%), 농업은 8명(9.52%), 서비스업은 9명(10.71%), 주부는 8명(9.52%), 

기타 17명(20.24%)이었고, 정상군의 전문직은 102명(10.99%), 사무직은 136

명(14.66%), 생산직은 52명(5.60%), 업직은 88명(9.48%), 농업은 49명

(5.28%), 서비스업은 104명(11.21%), 주부는 309명(33.30%), 기타 88명

(9.48%)이었으며 두 집단은 직업의 종류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P<0.0001). 위궤양군의 미혼은 4명(4.76%), 기혼 및 기타 80명

(95.24%)이었고 정상군의 미혼은 38명(4.09%), 기혼 및 기타 890명(95.91%)

이었으며 두 집단은 결혼 여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77). 위궤양군의 중졸이하는 18명(21.41%), 고졸은 32명

(38.10%), 대졸이상은 34명(40.48%)이었고 정상군의 중졸이하는 218명

(23.49%), 고졸은 369명(39.76%), 대졸이상은 341명(36.75%)이었으며 두 집

단은 교육 정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79). 위궤양군의 기독교는 16명(19.05%), 천주교는 5명(5.95%), 불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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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23.81%), 기타 43명(51.19%)이었고 정상군의 기독교는 204명(21.98%), 

천주교는 115명(12.39%), 불교는 226명(24.35%), 기타 383명(41.27%)이었으

며 두 집단은 종교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19). 위궤양군의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은 6명(7.14%), 월 소득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18명(21.43%), 월 소득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33명(39.29%),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은 27명(32.14%)이었고 정상군의 월 소

득 100만원 미만은 82명(8.84%), 월 소득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213

명(22.95%), 월 소득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308명(33.19%),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은 325명(35.02%)이었으며 두 집단은 경제수준에 대하여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71)(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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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r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studied subjects

GI* GIII+
P

N(%) N(%)

Sex
Male 65(11.88) 482(88.12)

<0.0001
Female 19(4.09) 446(95.91)

Age
<60yr 72(8.02) 823(91.98)

0.41ꁅ60yr 12(10.26) 105(89.74)

Occupation

Professional 11(9.73) 102(90.27)

<0.0001

Clerical 20(12.82) 136(87.18)

Worker 5(8.77) 52(91.23)

Sales 6(6.38) 88(93.62)

Agriculture 8(14.04) 49(85.96)

Service worker 9(7.96) 104(92.04)

Housewife 8(2.52) 309(97.48)

Other 17(16.20) 88(83.80)

Marriage
Single 4(9.52) 38(90.48)

0.77
Other 80(8.25) 890(91.75)

Education

Middle school 18(7.63) 218(92.37)

0.79High school 32(7.98) 369(92.02)

College 34(9.07) 341(90.93)

Religion

Christian 16(7.27) 204(92.73)

0.19
Catholic 5(4.17) 115(95.83)

Buddhist 20(8.13) 226(91.87)

Other 43(10.09) 383(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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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having gastric ulcer disease

+ Group having no ulcer disease

- Ten thousand won/month

나. 생활습관의 비교

위궤양군의 비흡연자는 21명(25.00%), 금연자는 27명(32.14%), 흡연자

는 36명(42.86%)이었고 정상군의 비흡연자는 505명(54.42%), 금연자는 166

명(17.89%), 흡연자는 257명(27.69%)이었으며 두 집단은 흡연여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001). 위궤양군의 흡연량이 전혀 없

는 경우는 21명(25.00%), 흡연량이 20pack-years 미만인 경우는 31명

(36.90%), 흡연량이 20pack-years 이상인 경우는 32명(38.10%)이었고 정상

군의 흡연량이 전혀 없는 경우는 505명(54.42%), 흡연량이 20pack-years 미

만인 경우는 226명(24.35%), 흡연량이 20pack-years 이상인 경우는 197명

(21.23%)이었으며 두 집단은 흡연량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001). 위궤양군의 비음주자는 21명(25.00%), 음주자는 53명

(63.10%), 간혹 술을 마시는 사람은 10명(11.90%)이었고 정상군의 비음주자

는 353명(38.04%), 음주자는 419명(45.15%), 간혹 술을 마시는 사람은 156

명(16.81%)이었으며 두 집단은 음주여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p=0.0068). 위궤양군의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경우는 20명(23.81%), 

커피를 마시는 경우는 64명(76.19%)이었고 정상군의 커피를 마시지 않는 

Income-

-100 6(6.82) 82(93.18)

0.71

100-200 18(7.79) 213(92.21)

200-300 33(9.68) 308(90.32)

300- 27(7.67) 325(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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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236명(25.43%), 커피를 마시는 경우는 692명(74.57%)이었으며 두 집

단은 커피소비 여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74). 위궤양군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는 19명(22.62%), 불규칙

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는 65명(77.38%)이었고 정상군의 규칙적으로 운동

을 하는 경우는 276명(29.74%), 불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경우는 652명

(70.26%)이었으며 두 집단은 운동의 여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P=0.17). 위궤양군의 매주 3-4회 이상의 조식을 하는 

경우는 63명(75.00%), 매주 1-2회 조식을 하는 경우는 4명(4.76%), 전혀 조

식을 하지 않는 경우는 17명(20.24%)이었고 정상군의 매주 3-4회 이상의 

조식을 하는 경우는 684명(73.71%), 매주 1-2회 조식을 하는 경우는 106명

(11.42%), 전혀 조식을 하지 않는 경우는 138명(14.87%)이었으며 두 집단은 

조식 여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10)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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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ehavioral characteristics between studied subjects

* Group having gastric ulcer disease

+ Group having no ulcer disease

다. 위장관 증상, 혈액형 및 Rapid urease test의 비교

위궤양군에서 위장관의 주된 호소 증상이 소화불량인 경우는 19명

(22.62%), 더부룩함인 경우는 10명(11.90%), 속쓰림인 경우는 8명(9.52%), 

흑혈변인 경우는 3명(3.57%), 복통인 경우는 2명(2.38%), 오심 및 구토인 

GI* GIII+
P

N(%) N(%)

Smoking

Non-smoker 21(3.99) 505(96.01)

<0.0001Ex smoker 27(13.99) 166(86.01)

Smoker 36(12.29) 257(87.71)

Consume

pack/yr

0 21(3.99) 505(96.01)

<0.0001<20 31(12.06) 226(87.94)

ꁅ20 32(13.97) 197(86.03)

Alcohol

None 21(5.61) 353(94.39)

0.0068Yes 53(11.47) 419(88.53)

Social 10(6.02) 156(93.98)

Coffee
None 20(7.81) 236(92.19)

0.74
Yes 64(8.47) 692(91.53)

Exercise
Regular 19(6.44) 276(93.56)

0.17
Irregular 65(9.07) 652(90.93)

Breakfast

ꁅ3-4/wk 63(8.43) 684(91.57)

0.101-2/wk 4(3.64) 106(96.36)

None 17(10.97) 138(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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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3명(3.57%), 기타 10명(11.90%), 증상이 없는 경우는 29명(34.52%)이

었고 정상군에서 위장관의 주된 호소 증상이 소화불량인 경우는 173명

(18.64%), 상복부 불쾌감인 경우는 196명(21.12%), 속쓰림인 경우는 118명

(12.72%), 흑혈변인 경우는 27명(2.91%), 적혈변인 경우는 22명(2.37%), 복

통인 경우는 30명(3.23%), 오심 및 구토인 경우는 27명(2.91%), 기타 102명

(10.99%), 증상이 없는 경우는 233명(25.11%)이었으며 두 집단은 위장관 증

상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30). 위궤양군의 

혈액형이 A형인 경우는 28명(33.33%), B형인 경우는 18명(21.43%), O형인 

경우는 24명(28.57%), AB형인 경우는 14명(16.67%)이었고 정상군의 혈액형

이 A형인 경우는 290명(31.25%), B형인 경우는 256명(27.59%), O형인 경우

는 266명(28.66%), AB형인 경우는 116명(12.50%)이었으며 두 집단은 혈액

형의 종류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3). 위

궤양군의 Rapid urease test 양성은 56명(66.67%), 음성은 20명(23.81%), 검

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8명(9.52%)이었고 정상군의 Rapid urease test 

양성은 81명(8.73%), 음성은 57명(6.14%),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790명(85.13%)이었으며 두 집단은 Rapid urease test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001)(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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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ymptoms, CLO & Blood type between studied subjects 

* Group having gastric ulcer disease

+ Group having no ulcer disease

GI* GIII+
P

N(%) N(%)

Symptom

Dyspepsia 19(9.90) 173(90.1)

0.30

Epi-discomfort 10(4.85) 196(95.15)

Epi-soreness 8(6.35) 118(93.65)

Melena 3(10.00) 27(90.00)

Hematochezia 0(0.00) 22(100.00)

Abd. pain 2(6.25) 30(93.75)

Nausea/Vomiting 3(10.00) 27(90.00)

Other 10(8.93) 102(91.07)

None 29(11.07) 233(88.93)

CLO

Positive 56(40.88) 81(59.12)

<0.0001Negative 20(25.97) 57(74.03)

Other 8(1.00) 790(99.00)

Blood

A 28(8.81) 290(91.19)

0.53
B 18(6.57) 256(93.43)

O 24(8.28) 266(91.72)

AB 14(10.77) 116(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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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십이지장궤양군과 정상군의 비교

가. 인구사회학적 비교

십이지장궤양군의 남자는 46명(77.97%), 여자는 13명(22.03%)이었고 

정상군의 남자는 482명(51.94%), 여자는 446명(48.06%)이었으며 두 집단은 

성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001). 십이지장궤양

군의 60세 미만은 52명(88.14%), 60세 이상은 7명(11.86%)이었고 정상군의 

60세 미만은 823명(88.69%), 60세 이상은 105명(11.31%)이었으며 두 집단은 

연령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90). 십이지장

궤양군의 전문직은 4명(6.78%), 사무직은 9명(15.25%), 생산직은 9명

(15.25%), 업직은 6명(10.17%), 농업은 3명(5.08%), 서비스업은 7명

(11.86%), 주부는 10명(16.95%), 기타 11명(18.64%)이었고, 정상군의 전문직

은 102명(10.99%), 사무직은 136명(14.66%), 생산직은 52명(5.60%), 업직

은 88명(9.48%), 농업은 49명(5.28%), 서비스업은 104명(11.21%), 주부는 

309명(33.30%), 기타 88명(9.48%)이었으며 두 집단은 직업의 종류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1). 십이지장궤양군의 미혼은 4명

(6.78%), 기혼 및 기타 55명(93.22%)이었고 정상군의 미혼은 38명(4.09%), 

기혼 및 기타 890명(95.91%)이었으며 두 집단은 결혼 여부에 대하여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32). 십이지장궤양군의 중졸이하

는 17명(28.81%), 고졸은 26명(44.07%), 대졸이상은 16명(27.12%)이었고, 정

상군의 중졸이하는 218명(23.49%), 고졸은 369명(39.76%), 대졸이상은 341

명(36.75%)이었으며 두 집단은 교육 정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P=0.31). 십이지장궤양군의 기독교는 9명(15.25%), 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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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는 5명(8.47%), 불교는 11명(18.64%), 기타 34명(51.63%)이었고 정상군의 

기독교는 204명(21.98%), 천주교는 115명(12.39%), 불교는 226명(24.35%), 

기타 383명(41.27%)이었으며 두 집단은 종교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11). 십이지장궤양군의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은 

9명(15.25%), 월 소득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14명(23.73%), 월 소득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2명(37.29%),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은 14명

(23.73%)이었고 정상군의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은 82명(8.84%), 월 소득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213명(22.95%), 월 소득 200만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308명(33.19%),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은 325명(35.02%)이었으며 

두 집단은 경제수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18)(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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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er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studied subjects

GII* GIII+
P

N(%) N(%)

Sex
Male 46(8.71) 482(91.29)

0.0001
Female 13(2.83) 446(97.17)

Age
<60yr 52(5.94) 823(94.06)

0.90ꁅ60yr 7(6.25) 105(93.75)

Occupation

Professional 4(3.77) 102(96.23)

0.01

Clerical 9(6.21) 136(93.79)

Worker 9(14.29) 52(85.71)

Sales 6(6.38) 88(93.62)

Agriculture 3(5.77) 49(94.23)

Service worker 7(6.31) 104(93.69)

Housewife 10(3.13) 309(93.74)

Other 11(11.11) 88(88.89)

Marriage
Single 4(9.52) 38(90.48)

0.32
Other 55(5.82) 890(94.18)

Education

Middle school 17(7.23) 218(92.77)

0.31High school 26(6.58) 369(93.42)

College 16(4.48) 341(95.52)

Religion

Christian 9(4.23) 204(95.77)

0.11
Catholic 5(4.17) 115(95.83)

Buddhist 11(4.64) 226(95.36)

Other 34(8.15) 383(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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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having duodenal ulcer disease

+ Group having no ulcer disease

- Ten thousand won/month

나. 생활습관의 비교

십이지장궤양군의 비흡연자는 15명(25.42%), 금연자는 15명(25.42%), 

흡연자는 29명(49.15%)이었고 정상군의 비흡연자는 505명(54.42%), 금연자

는 166명(17.89%), 흡연자는 257명(27.69%)이었으며 두 집단은 흡연여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001). 십이지장궤양군의 흡

연량이 전혀 없는 경우는 15명(25.42%), 흡연량이 20pack-years 미만인 경

우는 19명(32.20%), 흡연량이 20pack-years 이상인 경우는 25명(42.37%)이

었고 정상군의 흡연량이 전혀 없는 경우는 505명(54.42%), 흡연량이 

20pack-years 미만인 경우는 226명(24.35%), 흡연량이 20pack-years 이상

인 경우는 197명(21.23%)이었으며 두 집단은 흡연량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001). 십이지장궤양군의 비음주자는 19명

(32.20%), 음주자는 35명(59.32%), 간혹 술을 마시는 사람은 5명(8.47%)이었

고 정상군의 비음주자는 353명(38.04%), 음주자는 419명(45.15%), 간혹 술

을 마시는 사람은 156명(16.81%)이었으며 두 집단은 음주여부에 대하여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7). 십이지장궤양군의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경우는 17명(28.81%), 커피를 마시는 경우는 42명(71.19%)이었

Income-

-100 9(15.25) 82(8.84)

0.18

100-200 14(23.73) 213(22.95)

200-300 22(37.29) 308(33.19)

300- 14(23.73) 325(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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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상군의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경우는 236명(25.43%), 커피를 마시는 경

우는 692명(74.57%)이었으며 두 집단은 커피소비 여부에 대하여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6). 십이지장궤양군의 규칙적으로 운

동을 하는 경우는 14명(23.73%), 불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는 45명

(76.27%)이었고 정상군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는 276명(29.74%), 

불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경우는 652명(70.26%)이었으며 두 집단은 운동의 

여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33). 십이지장

궤양군의 매주 3-4회 이상의 조식을 하는 경우는 44명(74.58%), 매주 1-2

회 조식을 하는 경우는 4명(6.78%), 전혀 조식을 하지 않는 경우는 11명

(18.64%)이었고 정상군의 매주 3-4회 이상의 조식을 하는 경우는 684명

(73.71%), 매주 1-2회 조식을 하는 경우는 106명(11.42%), 전혀 조식을 하

지 않는 경우는 138명(14.87%)이었으며 두 집단은 조식 여부에 대하여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45)(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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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Behavioral characteristics between studied subjects

* Group having duodenal ulcer disease

+ Group having no ulcer disease

다. 위장관 증상, 혈액형 및 Rapid urease test의 비교

십이지장궤양군에서 위장관의 주된 호소 증상이 소화불량인 경우는 12

명(20.34%), 더부룩함인 경우는 14명(23.73%), 속쓰림인 경우는 9명

(15.25%), 흑혈변인 경우는 2명(3.39%), 적혈변인 경우는 1명(1.69%), 복통

GII* GIII+
P

N(%) N(%)

Smoking

Non-smoker 15(2.88) 505(97.12)

<0.0001Ex smoker 15(8.29) 166(91.71)

Smoker 29(10.14) 257(89.86)

Consume

pack/yr

0 15(2.88) 505(97.12)

<0.0001<20 19(5.11) 226(94.89)

ꁅ20 25(11.26) 197(88.74)

Alcohol

None 19(5.11) 353(94.89)

0.07Yes 35(7.71) 419(92.29)

Social 5(3.11) 156(96.89)

Coffee
None 17(6.72) 236(93.28)

0.56
Yes 42(5.72) 692(94.28)

Exercise
Regular 14(4.83) 276(95.17)

0.33
Irregular 45(6.46) 652(93.54)

Breakfast

ꁅ3-4/wk 44(6.04) 684(93.96)

0.451-2/wk 4(3.64) 106(96.36)

None 11(7.38) 138(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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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는 2명(3.39%), 기타 5명(8.47%), 증상이 없는 경우는 14명(23.73%)

이었고 정상군에서 위장관의 주된 호소 증상이 소화불량인 경우는 173명

(18.64%), 상복부 불쾌감인 경우는 196명(21.12%), 속쓰림인 경우는 118명

(12.72%), 흑혈변인 경우는 27명(2.91%), 적혈변인 경우는 22명(2.37%), 복

통인 경우는 30명(3.23%), 오심 및 구토인 경우는 27명(2.91%), 기타 102명

(10.99%), 증상이 없는 경우는 233명(25.11%)이었으며 두 집단은 위장관 증

상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95). 십이지장궤

양군의 혈액형이 A형인 경우는 23명(38.98%), B형인 경우는 21명(35.59%), 

O형인 경우는 13명(22.03%), AB형인 경우는 2명(2.29%)이었고 정상군의 

혈액형이 A형인 경우는 290명(31.25%), B형인 경우는 256명(27.59%), O형

인 경우는 266명(28.66%), AB형인 경우는 116명(12.50%)이었으며 두 집단

은 혈액형의 종류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7). 십이지장궤양군의 Rapid urease test 양성은 41명(69.49%), 음성

은 6명(10.17%),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12명(20.34%)이었고 정상군

의 Rapid urease test 양성은 81명(8.73%), 음성은 57명(6.14%), 검사를 실

시하지 않은 경우는 790명(85.13%)이었으며 두 집단은 Rapid urease test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001)(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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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ymptoms, CLO & Blood type between studied subjects

* Group having duodenal ulcer disease

+ Group having no ulcer disease

GII* GIII+
P

N(%) N(%)

Symptom

Dyspepsia 12(6.49) 173(93.51)

0.95

Epi-discomfort 14(6.67) 196(93.33)

Epi-soreness 9(7.09) 118(92.91)

Melena 2(6.90) 27(93.10)

Hematochezia 1(4.35) 22(95.65)

Abd. pain 2(6.25) 30(93.75)

Nausea/Vomiting 0(0.00) 27(100.00)

Other 5(4.67) 102(95.33)

None 14(5.67) 233(94.33)

CLO

Positive 41(33.61) 81(66.39)

<0.0001Negative 6(9.52) 57(90.48)

Other 12(4.33) 790(95.67)

Blood

A 23(7.35) 290(92.65)

0.07
B 21(7.58) 256(92.42)

O 13(4.66) 266(95.34)

AB 2(1.19) 166(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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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 등의 소화성 궤양은 임상의들이 흔히 경험하는 

질환의 하나이다. 이들은 사망률이 낮은 양성질환이나 쉽게 재발할 수 있으

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는다면 상부 

위장관 천공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으며 수술적 치료를 요하

기도 한다. 비스테로이드 진통제와 관련되어 유발된 상부 위장관의 출혈성 

궤양은 노인등에 있어서는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소화성 궤

양의 발생은 1960년대까지는 계속 증가되어 왔으나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소화성 궤양의 간접적인 척도인 입원가료, 수술 및 사망률 등에서 

두드러진 감소 소견을 보 다.
8
 소화성 궤양의 빈도를 보면 국내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위궤양이 많다고 보고 되었으나,
2,9
 1980년대 이후 

십이지장 궤양이 더 많다고 보고 되었다.
10 
본 연구에서는 위궤양의 소견을 

보인 수검자가 7.84%, 십이지장 궤양의 소견을 보인 수검자가  5.51%로 위

궤양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위궤양, 십이지장에서의 남녀 비는 

3.42:1과 3.54:1로 소화성궤양은 모두 남자에서 많이 발생하 고 이는 과거 

국내에서의 다른 여러 보고들과 일치하 다.
5,11,12,13 

그러나 미국에서의 소화

성 궤양의 남녀 비는 1:1
14
로 보고 되어 나라마다 소화성궤양의 남녀 비가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의 흡연률과 음주률이 훨씬 높

고 서양과는 식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별로는 위

궤양과 십이지장궤양 모두 6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 다. 이는 위궤양은 

40-50대에 많이 발생하고 십이지장궤양은 30-40대에 많이 발생한다
4,9,12,15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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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한 국내외의 연구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 다. 일반적으로 소화성

궤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이 발생하며 그 원인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복용의 증가,
16 
H. pylori 감염률 증가, 흡연률 증가, 

그리고 위점막에서 프로스타 란딘의 감소
17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화성

궤양의 발생은 직업의 종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위궤양은 정신적 긴장이 많은 전문직과 사무직에서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았다. 이는 소화성궤양과 정신적 요소와의 관련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

이다.
18 
또한 십이지장궤양은 주부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았다. 사회가 발

전함에 따라 주부들의 사회 참여도가 증가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

졌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12
 소화성궤양의 발생은 미혼자와 기혼자 사

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저학력층에서 소화성궤양의 빈도가 높다
5
고 보

고 되기도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화성 궤양의 발생과 교육의 정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고학력층이 많은 전문직과 사무직의 정신적 긴

장이 높으나 저학력층이 많은 생산직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 참여도

가 증가하여 정신적 긴장이 증가하 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소화성 궤

양의 발생은 종교의 종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정신역동학적 측면

에서 살펴보면 직업적, 교육적, 가정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정신적 긴장이 있을 때 소화성 궤양이 악화 된다
19
는 보고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화성 궤양의 발생은 경제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재정적으로 정신적 긴장이 증가하는 

한편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전문직과 사무직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흡연은 소화성 궤양의 병인론에 있어 위험인자이며 소화성궤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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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및 재발에도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22
 본 연

구에서는 소화성궤양의 발생은 흡연여부 뿐만 아니라 흡연량에 대해서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흡연과 소화성 궤양과의 연관성에 대한 보편

타당한 가설로는 유문부의 괄약근의 압력을 약화시켜 십이지장에서 위로 

담즙과 췌장액이 역류되어 위점막의 손상이 초래된다는 가설
23
과 니코틴에 

의해 췌장에서의 중탄산염의 분비가 감소되면서 위산의 중화를 약화시켜 

십이지장 점막의 손상이 초래된다는 가설
24,25
과 위산의 분비가 증가된다는 

가설
26-29
과 gastric emptying rate가 증가된다는 가설

30,31
이 제시되었다. 알

콜은 위점막에 손상을 주어 위염이나 상부 위장관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

나 소화성궤양과의 상관성에 대하여서는 아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적당량의 알콜 섭취가 궤양의 치유를 촉진시킨다는 보고
32
가 있었으며 알콜

과 소화성궤양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1,5
되기도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알콜의 섭취는 위궤양의 발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

며 십이지장궤양의 발생과는 상관성이 없었다. 알콜은 고농도에서 수소이온

에 대한 위점막의 방어기능에 손상을 주어 위궤양의 발생에 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십이지장 점막에는 손상을 적게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소화성궤

양의 발생은 커피소비 여부, 규칙적인 운동의 여부 및 조식의 여부와는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소화성 궤양에서 호소하는 주된 증상은 위

궤양, 십이지장궤양 모두에서 소화불량과 상복부 불쾌감을 호소하 고 십이

지장 궤양의 경우 심와부 동통을 60-80%에서 호소한다는 기존의 연구
33,34

와는 다른 결과 다. 흑변이나 토혈 등 상부 위장관 출혈 증상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에서 모두 3% 가량으로 일반적인 소화성궤양의 출혈빈도인 



- 34 -

25%
35
에 비하여 낮았다. 과거 십이지장 궤양의 특징으로 알려졌던 공복 시 

동통은 3% 가량으로 서양
36
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빈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의미가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아무런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경

우가 위궤양의 경우 34%, 십이지장궤양의 경우 24%에 달했다. 건강 검진 

목적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찾는 수검자들과, 주로 위장관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각각 호소하는 증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화성궤양과 혈액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O형의 경우 다른 혈액형보다 십

이지장 궤양의 빈도가 30% 가량 높으나 위궤양과는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모두 혈액형의 종류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것은 유전적 요인이 서양과는 다르거나 조사

방법상의 차이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국내의 다른 보고
1,5
에서는 O형에

서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의 빈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보고 되기도 하 다. 

H. pylori 감염은 많은 소화성 궤양에서 확인되면서 소화성 궤양의 주요 병

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H. pylori에 감염된 모든 사람에서 소화성 궤

양이 발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H. pylori가 단독으로 소화성 궤양을 일으

킨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유전적 소인, 식습관, 생활환경 등의 위험인자와 

동반되어 소화성 궤양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7,38
 H.pylori 감염의 빈

도는 인종, 성별, 연령 및 생활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외국의 경우 보

고자에 따라 위궤양은 58-100%, 십이지장궤양의 경우 88-100% H. pylori

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39,40
 본 연구에서 H. pylori에 대한 

양성률은 위궤양의 경우 74%이며 십이지장궤양의 경우 87%로 국내의 다

른 연구
41,42
에 비하여 다소 높은 양성률을 보 다. H. pylori를 감염 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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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성 궤양의 경우 H. pylori를 박멸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치료율과 낮

은 재발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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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0월 15일까지 일개 종합병원 건강증진센터

에서 상부 위장관 내시경검사를 시행 받은 1071명을 연구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총 1071명의 수검자 중 위궤양이 84명, 십이지장 궤양이 59명이었다.

2) 위궤양군과 십이지장궤양군의 남녀 비는 각각 3.4:1, 3.5:1로 모두 남자

에서 많았고 위궤양군과 십이지장궤양군에서 60세 이상이 각각 85.7%, 

88.1%로 60세 이상의 연령에서 소화성 궤양의 빈도가 증가하 다.

3) 소화성궤양의 발생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으며 

위궤양군에서는 전문직과 사무직이 많았고, 십이지장궤양군에서는 주부가 

많았다.

4) 소화성궤양의 발생은 결혼여부, 교육정도, 종교의 종류, 경제수준 등과

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5) 소화성궤양의 발생은 흡연여부는 물론 흡연량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다.

6) 위궤양의 발생은 음주여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으나 십이지장궤

양의 발생은 음주여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7) 커피소비, 규칙적인 운동의 여부, 조식의 여부는 소화성궤양의 발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8) 소화성궤양이 있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위장관 증상은 그렇지 않은 사

람들의 것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소화성궤양이 있는 사람들 중 

아무런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사람들이 위궤양이 있는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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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34%, 십이지장궤양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24%에 달했다.

9) 혈액형의 종류와 소화성궤양의 발생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10) 소화성궤양에서의 H. pylori 감염률은 위궤양에서 74%, 십이지장궤양

에서 8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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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peptic ulcer

Hyung-Kun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Bang-Boo Yoon)

Background :  Peptic ulcer is very common and important clinical 

disease that makes one's life very difficult because it gives rise to 

continuous epigastric pain and shows high recurrence rate. Peptic ulcer 

shows different clinical manifestations according to the land, race, sex, 

age, etc. and is known that it is related to the job, drug administration, 

life styles and other medical diseases. We surveyed the incidence of 

peptic ulcer in the health screening receivers who have no past history 

of peptic ulcer and analysed the dermographic factors, life styles 

including alcohol drinking, smoking, diet, etc. comparing the non peptic 

ulcer group, gastric ulcer group, duodenal ulcer group. We hope to be 

easy in making proper treatment plan in the peptic ulcer disease.

Materials and Methods : Between July 1st, 2002 and Dec. 15th, 2002, 

we received survey papers about the der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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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yles and confirmed ABO blood type from the health screening 

receivers in NHIC Ilsan Hospital Health Promotion Center. In the 1255 

cases who were tested the upper G-I series or fiberoptic 

gastroduodenoscope, we excluded the 184 cases that have gastric ulcer 

and duodenal ulcer at the same time or malignant ulcer in the 

histological examination or incomplete medical records. We analysed 

1071 cases. We used STATA 5.0 statistical software and comparative 

analysis was done with Chi test or ANOVA test.

Results : In the 1071 cases, gastric ulcer group was 84 cases and 

duodenal ulcer group was 59 cases. In the gastric ulcer group, sex ratio 

was 3.4 : 1 and male was the risk factor in statistical analysis. Age 

over 60 years old was 85.71%, but age was not the risk factor. In the 

gastric ulcer group, many cases were professional or clerical and the job 

was the risk factor. But marriage, education, religion and economic 

status were not the risk factors. Smoking, amount of smoking, alcohol 

drinking were the risk factors. But coffee, regular exercise, breakfast 

were not the risk factors. Development of gastric ulcer was not related 

to the gastroenteric symptoms, ABO blood type but related to the H.  

pylori infection because H. pylori infection was 74% in the gastric ulcer 

group. In the duodenal ulcer group, sex ratio was 3.5 : 1 and male was 

the risk factor. Age over 60 years old was 88.14%, but age was not the 

risk factor. In the duodenal ulcer group, many cases were housewives 

and job was the risk factor. But marriage, education, religion, economic 

status were not the risk factors. Smoking, amount of smoking,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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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nking were the risk factors. But coffee, regular exercise, breakfast 

were not the risk factors. Development of duodenal ulcer was not 

related to the gastroenteric symptoms, ABO blood type but related to 

the H. pylori infection because H. pylori infection was 87% in the 

duodenal ulcer group.

Conclusions :  The development of gastric ulcer was related to the 

sex, job, smoking, amount of smoking, alcohol drinking, H. pylori 

infection and the development of duodenal ulcer was related to the sex, 

job, smoking, amount of smoking, H. pylori infec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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