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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류성 식도염과 소화성 궤양의 성별 차이–성호르몬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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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모든 의사가 

동의한지는 오래 되었지만 ‘여자는 작은 남자가 아니다’라고 인

식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성차의학 

또는 젠더의학은 성과 젠더, 혹은 그 둘의 상관관계에서 발생하

는 임상적 질환을 연구하는 것으로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의학

연구’라 할 수 있다. 질환의 발생률, 증상, 병적상태(morbidity), 

사망률에 있어 남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고1 같은 결과가 나

오지 않는 일관성의 결여가 성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연구 

방법에서 기인할 수 있음이 알려지면서2,3 연구비를 관리하는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2010), European 

Commission (2014), 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16), 

German Research Foundation (2020) 등 주요 기관에서 sex 

and gender analysis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녀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남녀 각각의 데이터를 합쳐 분석하는 것이 당

연시 되었지만 이러한 남녀 데이터의 pooling으로 인해 연구 

결과가 오히려 의미 없어질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3 

이러한 자각은 발표 논문의 질을 높이기 위한 peer-review 

journals에서의 편집 가이드라인(editorial guidelines)에 반영

되어4 남녀 분석을 진행하지 않고 논문을 접수했을 때는 편집자

(editor)가 다시 수정하여 접수할 것을 권유하는 학회지가 늘어

나고 있다.

소화기 질환에서도 성차가 분명한 질환들이 많다. 예를 들

면 기능성 소화불량증, 과민성장증후군 등 기능성 위장관장애

(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 FGID)는 여자에게 흔한 

반면 소화기암은 대부분 남자에서 자주 발생한다. 그 이유에 대

해서는 점차 밝혀지고 있는 바 FGID는 그 병인에 스트레스가 

중요한데 여자가 이러한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내장과감각이나 

위장관 운동(motility), 뇌ㆍ장ㆍ축(brain-gut-axis) 기전에 있어 

남녀 차이가 많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위, 식도, 대장

의 기능성 질환이 동시에 발생하는 FGID 중복증후군의 발생은 

여자에서 빈번한데5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이에 

반해 소화기암 즉 식도암, 위암, 대장암은 남성에서 여성보다 

2배 정도 흔한데 남자에서 흔한 흡연, 음주, 식이의 차이 외에 

암 발생을 억제하는 여성호르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6,7 또

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후 진행되는 간섬유화가 여성에서는 

비교적 경미하지만 남성에서 흔하고 간암의 유병률 또한 남성

에서 매우 높은데 이들 여러 질환의 진행 지연에 있어 에스트

로젠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8 에스트로젠은 스테로이드 계열

로서, 인간 생식기관의 발달과 성장을 조절하는 물질로 처음 발

견되었고, 에스트로젠 수용체(estrogen, ER)는 생식계 이외의 

심혈관, 골격 및 신경 내분비계의 다른 생리적, 병리학적 과정

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에스트로젠에 대한 연구는 

1996년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에스트로젠 수용체인 ERα와 

ERβ가 발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남성에 호

발하는 대장암의 경우 ERβ가 대장암 발생을 막아 여성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발생률이 낮다가9,10 폐경이 되면 그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반해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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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ole of Sex Hormones in Gastrointestinal Motility and Carcinogenesis

Organ Estradiol Progesterone Testosterone Androgen

Esophagus Cancer cell proliferation, migration ↓
Apoptosis ↑
Reflux-induced esophageal damage ↓ 
Esophageal barrier function ↑

Cancer cell 
proliferation↑

Stomach Cancer risk ↓
Cancer cell proliferation ↓
Apoptosis ↑
Acid-induced mucosal injury ↓

Colon Cancer cell proliferation, migration ↓
Apoptosis ↑
Gut motility ↓ (in female)
Visceral sensitivity ↑ (in female)

Cancer risk ↓ Cancer risk ↑ Gut motility ↑ (in male)
Visceral sensitivity ↓ (in male, female)

Liver Cancer cell proliferation ↓ 
Steatosis (lipogenesis, fatty acid oxidation, 

lipid export) ↓
Inflammation ↓
Gluconeogenesis ↓
Hepatic fibrosis ↓

Steatosis (lipogenesis, fatty acid oxidation, 
lipid export) ↑

Inflammation ↑
Gluconeogenesis ↑
Hepatic fibrosis ↑

Pancreas Cancer risk ↓

Brain Depression, anxiety, somatization ↓
HPA axis activity ↓ (in male)
Sympathetic activity ↑ (in male), ↓ (in female)
Serotonin synthesis ↑ (in female)

Depression, anxiety, somatization ↓
HPA axis activity ↓
Sympathetic activity ↓ (in male), ↑ (in female)
Serotonin synthesis ↑ (in male)

HPA,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의 수용체(androgen receptor, AR)가 생식기관 이외 조직의 

발암에 여러 경로로 관여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데 예를 들

어 AR의 과발현은 발암을 촉진시키고 림프절 전이 및 불량한 

예후와 연관된다는 것이 보고되었으며11,12 위의 신생물 조직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AR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에서 독립적으로 

낮은 생존율이 발견되었다.11,13,14 한편 약 2:1 정도로 남성에서 

위암이 호발하는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

는 현상이지만,15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항상 우세한 것은 아

니었다.16 즉, 40대 이하에서는 오히려 여성에서 더 높고 미분

화형이 대다수인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여성호르몬은 장형 위암

은 억제하지만 미만형은 촉진하는 등 위암 조직형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는 것이다.17 이러한 식도, 위 

대장의 운동 및 암 그리고 간, 췌장암과 뇌에 영향을 미치는 호

르몬의 영향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6-14,18-22

본고에서는 소화기 질환 중 여자보다 남자에서 흔히 발생하

는 역류성 식도염과 소화성 궤양에서의 성별 차이를 간략히 살

펴보고자 한다. 역류성 식도염의 발생 빈도가 남자에서 높은

데 반해 여자에서는 낮다가 폐경 후 그 발생 빈도가 올라가면

서 질환의 정도 또한 심해져 에스트로젠이 역류성 식도염의 

방어인자로 해석되고 있다.23,24 이러한 사실은 건강검진자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폐경과 위식도 역류 질환(역류성 식도염

과 비미란성 역류 질환 포함)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

도 뒷받침되는데 폐경 후 시간이 지날수록 체질량지수(BMI), 

증상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증가하다가 폐경 후 20~29년

이 지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급격히 증가한 보고에서도 확인

된 바 있다.25 역류성 식도염이 남자에 많은 이유는 하부식도조

임근 등의 구조적 인자와 함께 식도점막세포의 방어에 관련되

는 에스트로젠의 항염증 작용, 밀착연접 관련 단백질 발현이 낮

은 것도 그 원인으로 뽑히고 있다.26 이러한 에스트로젠의 항염

증 역할에 대해서는 주로 동물모델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만성 

역류성 식도염 마우스모델에서 에스트로젠이 식도 점막을 보호

하였고 외부에서 가해진 nitric oxide가 주로 수컷 쥐에서 중

성구와 림프구 침윤을 일으키면서 식도 점막을 손상시킨 

반면, 암컷 쥐에서는 경미한 손상만 유발됨이 보고되었다.27 

또한 난소제거술을 받은 암컷 쥐에서는 식도 염증이 더 심

했는데 수컷 쥐와 난소제거술을 받은 암컷 쥐에 17β-estradiol

을 주입한 결과 비만세포(mast cell)에 의한 세포 독성과 tu-

mor necrosis factor-α를 비롯한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감소하

면서 식도 손상이 감소함을 보여주었다.27 하지만 17α-estradiol

을 주입했을 경우에는 전혀 보호 작용이 발동하지 않아 에스트

로젠 중에서도 17β-estradiol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27 또한 

토끼 동물실험에서 17β-estradiol을 2주 주입한 후 식도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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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Peptic Ulcer in Korea 

1990 1995 1996 1996~1997 2000 2003~2008 2005 2006 2007

Number (n) 60 1,518 80 180 1,980 475 2,042 61 310

Age (years) 47.8 50.8 53.8±13.7 58.2±14.9 58.1 61.5±15.0

  Aged patients 32.2 (≥60) 29.6 (>70) 48.1 (>65)

NSAID and ulcerogenic drugsa 26.1 23.6 (NSAID), 
22.5 (aspirin) 

28.0 21.0 

H. pylori infection 68.1 82.8 59.7 72.6 57.2 48.0 

Male 82.6 75.4 77.2 70.3 66.7 66.7

Location of ulcer

  Gastric ulcer 52.4 53.3 57.3 59.1 56.0 56.0 52.0 61.2 

  Duodenal ulcer 40.4 46.7 44.4 40.9 44.0 44.0 40.7 38.8 

Smoking 58.9 34.3

Alcohol 43.9 35.8

Bleeding 17.8 35.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percent.
Adopted from Shim and Kim35 with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NSAI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H. pylori, Helicobacter pylori.
aUlcerogenic drugs include aspirin, clopidogrel, warf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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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reflux esophagitis and non-erosive reflux disease
(NERD) by sex. Reflux esophagitis is found to be more prevalent in men
compared to women. In contrast, NERD occurs more frequently in 
women than in men. Adopted from Kim et al.31 with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하여 ussing chamber 실험을 진행한 결과 17β-estradiol 치료

군은 occludin의 증강을 통해 위산과 같은 자극원에 대한 세포

간격 증가가 감소했음이 밝혀졌다.28 이에 더하여 에스트로젠은 

식도 대식세포이동저해인자(macrophage migrating inhibitory 

factor, MIF)를 억제하였는데29 에스트로젠이 상처 치유에 있어 

MIF를 억제함이 알려지면서30 에스트로젠에 의한 항염증 작용 

및 밀착연접 관련 단백질 발현 증가 그리고 MIF 억제가 여자에

서의 역류성 식도염 유병률 감소를 설명하는 주된 기전으로 꼽

히고 있다. 이처럼 역류성 식도염의 유병률이 남자에서 여자보

다 3.5배 높지만 이와는 반대로 식도 손상 없이 가슴쓰림과 산

역류 증상이 심한 비미란성 역류 질환(non-erosive reflux dis-

ease, NERD)의 경우 여자에서 남자보다 의미있게 높은 것은

(Fig. 1)31 위산에 의한 물리적 손상보다는 NERD의 주 기전인 

위산에 대해 느끼는 내장 과민성이 여자에서 더 높기 때문이

다.26 위산 자체보다는 내장 과민성으로 인해 식도 점막이 예민

해져 있는 NERD에서 양성자펌프억제제(proton pump in-

hibitor, PPI)에 대한 반응이 낮은데 여자에서 PPI의 효과가 남

자보다 낮은 이유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26

2006년 전국 40개 기관에서의 25,536명 건강 검진자에서의 

상부 소화성 궤양의 분포를 보면 십이지장궤양은 남자에서 7.8%

로 여자의 3.5%보다 2.22배 높았고, 위궤양의 경우 남자는 5.8%로 

여자의 2.7%보다 2.15배 높았다.32 또한 천공이나 출혈 같은 소화

성 궤양 합병증 발생률이 여자에서 남자보다 낮은데(Table 2)33-35 

그 이유는 남자에 빈번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음주, 흡연의 

차이에도 기인하겠지만 위점막세포 방어에 관련하는 에스트로젠

의 항염증 작용, 밀착연접 관련 단백질 발현이 남성에서 낮기 때문

으로 해석되고 있다.36 다만 대부분의 논문32-35에서는 역류성 식도

염과 소화성 궤양 질환 발생의 위험인자인 흡연, 음주에 대해서는 

고려되었지만 여성의 폐경 나이 이후에 대한 분석이나 복부 비만

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들 질환에 

미치는 성호르몬의 영향을 정리해볼 때26,27,36-39 이들 질환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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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hophysiology of Reflux Esophagitis and Peptic Ulcer Disease Taking into Consideration Hormonal Factors

Pathophysiology Hormonal factors

Reflux esophagitis Impaired clearance
Impaired mucosal integrity
Increased sensitivity
Hypotensive LES
Increased EGJ distensibility
Acid pocket
Delayed gastric emptying

Estrogen:
  Reflux-induced esophageal damage ↓ 
  Esophageal barrier function ↑
  Gut motility ↓ (in female)
  Visceral sensitivity ↑ (in female)
  Depression, anxiety, somatization ↓
  HPA axis activity ↓ (in male)
  Sympathetic activity ↑ (in male), ↓ (in female)
  Serotonin synthesis ↑ (in female)

Androgen:
  Gut motility ↑ (in male)
  Visceral sensitivity ↓ (in male, female)
  Depression, anxiety, somatization ↓ 
  HPA axis activity ↓
  Sympathetic activity ↓ (in male), ↑ (in female)
  Serotonin synthesis ↑ (in male)

Peptic ulcer disease Barrier breaking drug
Gastric acid, pepsin secretion disorder
Gastric stasis, delayed gastric emptying
Reflux of bile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Alcohol, smoking

Estrogen:
  Bicarbonate secretion ↑
  Acid-induced mucosal injury ↓
  Gut motility ↓ (in female)

Progesterone:
  Ulcer healing ↑

Testosterone:
  Ulcer healing ↓

Androgen:
  Gut motility ↑ (in male)

LES, lower esophageal sphincter; EGJ, esophagogastric junction; HPA,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성호르몬의 영향은 확실한다고 생각된다(Table 3). 

위 상피는 염산(HCl), 펩시노겐/펩신, 담즙 등의 내인성 유해 

인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있고, 약물, 술 그리고 세균과 

같은 외인성 물질들이 끊임없이 위 상피를 거쳐 간다. 그러나 매우 

정교한 생물학적 시스템이 점막의 손상을 막아 주고 혹시 일어나는 

점막 손상에 대한 복구를 가능하게 한다. 결국 점액, 점막상피세포, 

혈액순환, 중탄산염 분비 등 방어인자가 건재하면 위산이나 펩신과 

같은 공격인자에도 불구하고 소화성 궤양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소화성 궤양의 발생은 물론 출혈, 천공과 같은 소화성 

궤양 합병증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낮게 발생하는 이유로 에스트

로젠에 의한 세포와 세포 사이의 틈을 막아주는 밀착연접 관련 

단백질 발현 증가24와 십이지장 중탄산염 분비(duodenal bicar-

bonate secretion, DBS)의 촉진이 에스트로젠에 의해 촉진됨이 

인체37와 동물실험38에서 증명된 바 있다. Tuo 등37은 역학 자료를 

분석하여 십이지장궤양의 남녀별, 연령별 발생을 알아본 후 건강인

에서 십이지장 중탄산염 분비를 측정하고 ER의 발현에 대해 im-

munoblot과 면역조직화학 분석법(immunohistochemical anal-

ysis)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여자에서 남자보다 십이지장궤양 발생

률이 유의하게 낮았는데 특히 폐경 전 여자(20~49세)에서 같은 

연령의 남자보다 3.91~5.09배 낮았으나 6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1.32배 이하로 그 발생 차이가 작아졌다.37 또한 

20~29세 연령군의 여성에서 남성보다 기초(basal) 내지 산 자극

(stimulated)에 의한 십이지장 중탄산염 분비가 높았지만 60~69세

에서는 이런 남녀 차이가 없었고37 20~29세 여성에서 60~69세 

여성보다 십이지장 중탄산염 분비가 높았으나 남성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폐경 전 여성 혈청 estradiol 

수치는 월경 주기에 따라 십이지장 중탄산염 분비와 비례 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에스트로젠이 십이지장 상피세포막(plasma mem-

brane)과 세포질에서 발현되는 ER에 결합한 후 십이지장 중탄산염 

분비를 조절함으로써 여성에서의 십이지장궤양 발생의 위험성을 

낮춘다는 것이다.37 또한 생후 70~90일된 마우스 실험에서 암컷 

마우스가 수컷보다 기초 내지 산 자극 십이지장 중탄산염을 1.5배 

내지 2.4배 더 많이 분비하고 있었다.37 이러한 분비는 ER 길항제

(antagonist)인 ICI 182,780 내지 타목시펜(tamoxifen)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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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사라졌고 17β-estradiol 내지 ERα 작용제(1,3,5-Tris

[4-hydroxyphenyl]-4-propyl-1H-pyrazole)에 의해 재빨리 증

가했으나 프로제스테론(progesterone)과는 관련성이 없었다.37 또

한 17β-estradiol은 ERα 내지 ERβ를 발현하는 십이지장 상피세포

주(SCBN cell line)에서 칼슘을 세포 내로 이동시켰고 이는 cystic 

fibrosis transmembrane conductance regulator와 Cl-/HCO3 

anion exchanger와도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져 십이지장궤양의 

성별 차이 기전의 근거로 제시된 바 있다.38 또한 위궤양의 성차에 

대한 실험으로는 쥐의 발과 다리를 묶은 후 냉장고에 3시간 넣어두

는 스트레스를 주고 2주가 지난 후 스트레스 궤양이 발생한 정도를 

비교한 결과, 스트레스를 받은 수컷 쥐는 100% 스트레스 궤양이 

발생한 반면 암컷 쥐는 80% 발생해서 스트레스 궤양에 수컷 쥐가 

더 취약함을 보여주었다.39

결론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이 남자에 많은 이유는 하부식도조

임근 등의 구조적 인자와 함께 식도 점막세포의 방어에 관련되

는 에스트로젠의 항염증 작용, 밀착연접 관련 단백질 발현이 낮

음에 기인할 수 있고, 이에 반해 비미란성 역류 질환이 여자에 

흔한 이유는 위산에 대해 느끼는 내장과민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소화성 궤양의 발생률이 남자에서 높고 출혈과 천공 등 

합병증 발생이 여성보다 남성에서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에스트

로젠에 의한 밀착연접 관련 단백질 발현 증가로 점막 투과성이 

낮아지고 십이지장 점막에서 중탄산이온 분비의 촉진되기 때문

이다. 이처럼 에스트로젠은 우리 몸 소화관 점막에 분포하는 

ERβ를 통해 방어기전을 높임으로써 역류성 식도염, 소화성 궤

양에 있어 성별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향후 이

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아져 역류성 식도염, 소화성 궤양 발생 예

방과 맞춤 치료에 응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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