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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actory Peptic Ulcer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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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radication of Helicobacter pylori and the widespread use of effective antisecretory therapies, including proton pump inhibitors, have improved the management of peptic ulcer disease. However, in some patients, peptic ulcer disease is refractory to 8
to 12 weeks of standard antisecretory drug treatment. For refractory peptic ulcer disease, further evaluation of the risk factors and
causes of refractory peptic ulcer disease, including patient risk factors and noncompliance (smoking,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use, and noncompliance with medical treatment), persistent H. pylori infection, and non-H. pylori-related factors
(giant ulcer, gastrinoma, infections other than H. pylori, and malignancy), is essential. The treatment should focus on the cause of
the refractory peptic ulcer disease, avoiding smoking an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the treatment of persistent H. pylori,
use of high-dose proton pump inhibitors, or surgical excision of gastrinomas. Surgery should be considered in patients who are at
high risk for complications and recurrent peptic ulcer disease despite medical treatment. In this review, I describe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refractory peptic ulcer disease.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9;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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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화성 궤양(peptic ulcer)은 Helicobacter pylori 치료와 강
력한 위산분비억제제인 양성자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의 사용으로 이전에 비하여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화성 궤양 환자의 5∼10%에서 충분한 치료에
도 불구하고 소화성 궤양의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가 있는데, 이를 난치성 소화성 궤양(refractory peptic ulcer)이라고 한다. 난치성 소화성 궤양의 정의는 표준화되어 있
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8∼12주의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전
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 정의한다.1 소화성 궤양이
위산분비억제제 치료와 같은 내과적 치료에도 계속되거나 악화
되는 경우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는 난치성 소화성 궤양이 발
생할 수 있는 환자 관련 위험인자, 부정확한 투약, 지속적인 H.
pylori 감염, 특발성 위산과분비(idiopathic gastric hypersecretion) 또는 졸링거-엘리슨 증후군(Zollinger-Ellison synReceived: May 29, 2018 Revised: June 25, 2018 Accepted: June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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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me)과 같은 기저 질환 등의 원인 인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1-3
본고에서는 난치성 소화성 궤양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인
자, 진단 및 치료에 대해 문헌고찰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1. 난치성 소화성 궤양의 원인 및 진단
난치성 소화성 궤양을 치료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성 궤양의 치유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 및 원인
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난치성 소화성 궤양을 일으키는 원인 인
자는 크게 환자 관련 인자와 순응도(compliance), H. pylori 감
염 및 비 H. pylori 관련 인자로 나눌 수 있다(Fig. 1).
1) 환자 관련 인자와 순응도
장기간 약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들은 증상이 좋아지면 질병
이 호전된 것으로 생각하고 약제 복용을 스스로 중단하는 경우
가 많다.4 소화성 궤양 환자도 궤양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일
반적으로 적어도 4∼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며 증상이 호전
되면 중간에 약제 복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2 따라서, 난치
성 소화성 궤양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문진을 통해 약제 복용 순응 여부에 대해 반드

Copyright © 2019 Korean College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The Korean Journal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is an Open-Access Journal. All articles ar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Vol 19, No 1, March 2019

Fig. 1. Causes of refractory peptic
ulcer disease. H. pylori, Helicobacter
pylori;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시 확인해야 한다.
소화성 궤양 유발 약물의 지속적 사용은 난치성 소화성 궤양
의 중요한 요인이다. 대표적인 소화성 궤양 유발 약물인 비스테
로이드소염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는 위 점
막의 방어와 유지에 필수적인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시켜
소화성 궤양의 치유를 지연시키며 난치성 소화성 궤양을 유발
시킬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난치성 소화성 궤양의 40%에서
비스테로이드소염제의 사용과 관련이 있었다.5,6 난치성 소화성
궤양의 모든 환자에서 철저한 문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스테
로이드소염제를 포함한 소화성 궤양 유발 약물 등의 사용 유무
를 확인해야 하며, 환자가 이러한 약제의 사용을 숨기거나 인지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내에는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 않지만
혈청 cyclooxygenase (COX) 활성, platelet adherence assay,
salicylate 농도를 측정하면 간접적으로 최근의 비스테로이드소
염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흡연, 코카인 등의 약물 남용은 소화성 궤양을 유발하고 치
유를 방해한다.7-9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성분은 위 안의 펩신
분비, 담즙산염 역류, 활성산소 생성을 증가시키고, 프로스타글
란딘 합성과 위 점막 혈류, 점액 분비를 감소시켜 소화성 궤양
의 치료를 지연시킨다.10 국내에서 사용은 드물지만 코카인은
도파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차단하고 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점막 허혈을 유발시켜 소화성 궤양을 발생시
킬 수 있다.8 따라서, 난치성 소화성 궤양 환자에서 흡연 유무
를 확인하여 금연을 유도해야 하며, 원인 미상의 경우에 국내에
드물기는 하지만 코카인 등의 약물 남용도 의심해야 한다.
2) H. pylori 감염
H. pylori 감염은 비스테로이드소염제와 더불어 소화성 궤양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십이지장궤양의 약 90%, 위궤양
의 약 70%에서 H. pylori 감염과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다. 국
내에서 H. pylori 감염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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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궤양 환자에서 H. pylori 감염률은 56.8%로 H. pylori 감염
은 여전히 중요한 원인 인자이다.11 H. pylori의 성공적인 제균
치료는 H. pylori 감염이 확인된 대부분의 소화성 궤양의 신속
한 치유를 가능하게 하지만, 지속적인 H. pylori 감염은 궤양의
치료를 지연 또는 재발시킬 수 있다.6 난치성 소화성 궤양 환자
에서 H. pylori 감염은 처음부터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감염 유
무를 모르거나, 위음성으로 치료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내성균
에 의해 항균제 치료 후에도 제균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H. pylori는 위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으며, 위축의 정
도나 약제의 사용 등에 의해 서식 분포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위 전정부와 체부를 모두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부
분에서 조직을 채취하면 H. pylori 감염의 위음성률을 줄일 수
있다. 출혈 위험성이 높아 많은 조직 채취가 어려운 경우는 진
단 당시에 요소호기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또한, H. pylori 감염 검사 전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
제의 종류, 사용 기간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바
탕으로 검사 시기 및 검사 결과를 판정하면 위음성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항생제나 양성자펌프억제제의 경우 40%까지 위
음성을 보일 수 있어, 이러한 위음성률을 줄이기 위해 검사 14
일 전에 양성자펌프억제제의 사용을 중단하고, 제균 치료 종료
후에는 적어도 4주 후에 제균 확인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
하고 있다.2,12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H. pylori 감염을 진단하는 검사방법들은 100% 정확하지 않다. 국내
보험 현실을 고려할 때 제한은 있지만 난치성 소화성 궤양 환
자에서 감염을 확실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 적어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여 모두 음성인 경우
에 H. pylori 음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2
내성균에 의해 제균에 실패한 경우 Maastricht IV/Florence
가이드라인에서는 항생제 내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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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배양 검사를 통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법은 국내에서 일부의 3차 의료기관에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권고안을 실제 임
상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최근에는 중합효소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해서 H. pylori의 clarithromycin 내성을 비교적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검사법이
상품화되어 일부 진료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면
배양 검사 없이도 항생제 내성 여부를 판정하여 제균율을 높일
14
수 있다.
3) 비 H. pylori 관련 인자
비 H. pylori 관련 인자는 환자 관련 인자 및 순응도와 H.
pylori 감염만큼 흔한 원인은 아니지만, 난치성 소화성 궤양 환
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다양한 인자들이 존재한다.
궤양의 크기는 소화성 궤양의 치유에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
적으로 3 cm 이상의 위궤양, 2 cm 이상의 십이지장궤양의 경
우 거대 궤양(giant ulcer)이라고 말하며, 모든 궤양의 10∼
15
24%가 이에 해당된다. 위궤양의 경우 궤양의 크기와 무관하
게 위산분비억제제로 주마다 3 mm 가량 치유되므로 큰 궤양
은 치유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으며, 십이
지장궤양의 크기도 궤양 치유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16
려져 있다. 따라서, 거대 궤양의 경우 위산분비억제제를 일반
적인 소화성 궤양보다 좀 더 길게 사용한 후에 난치성 소화성
궤양 여부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십이지장은 많은 혈관이 분포해 있어 만성 허혈로 인한
소화성 궤양은 드물다. 하지만, 반흔이 심하거나 동맥 경화증
및 색전술로 인한 혈관 손상으로 인해 점막으로 혈류가 저하되
면 혈관재생과 조직 복구가 저해되어 난치성 소화성 궤양이 발
17
생할 수 있다.
선암, 위장관기질종양, 림프종, 전이성 종양 등을 포함하는 위
또는 십이지장의 악성 종양은 정의상 난치성 소화성 궤양에 해
당하지 않지만, 내시경 검사에서 궤양성 병변으로 흔히 발견되고
위산분비억제제 투여 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아 난치성
소화성 궤양으로 오인될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 초기 조직검사
에서 악성 종양이 확인되지 않은 소화성 궤양 환자를 추적 관찰
하였을 때 0.9∼4.5% 환자에서 악성 종양이 확인되었다는 보고
18
도 있다. 따라서, 모든 난치성 소화성 궤양은 반드시 궤양의 변
연부를 포함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악성 종양 역시 위
산분비억제제 투여 후 형태적 변화나 궤양의 치유가 가능하므로
난치성 소화성 궤양이 발견되면 추적 내시경 검사와 반복적인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 종양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졸링거-엘리슨 증후군은 가스트린 분비 종양(gastrinoma)에
의한 위산 과다분비 때문에 생긴 심한 소화성 궤양을 특징으로
19
하며 난치성 소화성 궤양의 드문 원인이다. 심한 소화성 궤양,

궤양을 동반한 식도염, 다발성 소화성 궤양, 특이한 부위에 생
긴 궤양, 난치성 소화성 궤양, 합병증을 동반한 궤양, 설사를 동
반한 궤양, 1형 다발성 내분비 종양(multiple endocrine neoplasia type 1)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 보아야 한
다. 상부위장관 내시경에서 위벽 주름이 비후되어 있는 소견도
졸링거-엘리슨 증후군 진단의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졸링거엘리슨 증후군은 혈중 가스트린과 위의 기저 산분비능(basal
acid output) 측정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식전 혈중 가스트린이
1,000 pg/mL 이상이면서, 기저 산분비능이 15 mEq/h 이상이
거나 고가스트린혈증과 함께 위가 pH 2 이하인 경우 진단이
20
가능하다. 양성자펌프억제제는 가스트린 분비를 촉진시켜 위
양성의 결과를 보일 수 있어 검사 전에 양성자펌프억제제 중단
이 필요하며, 치료를 위해 약제 중단이 불가능한 경우 단기간
고용량의 히스타민 제2형 수용체 길항제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혈액 검사 전에 히스타민 제2형 수용체 길항제를 중단하는 방
21
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크론병은 하부위장관뿐만 아니라 0.3∼5%에서는 위, 십이지
장을 포함한 상부위장관에 병변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크론병 환자에서 난치성 소화성 궤양이 발생하면 크론병의 상
부위장관 침범을 의심하고 위궤양뿐만 아니라 십이지장궤양의
경우도 조직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내시경적 조직검사
상에 크론병 진단에 도움이 되는 육아종이 발견된 경우는 7%로
22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물지만 결핵, 매독, 분선충증, 거대세포 또는 헤르페스 바
이러스, 곰팡이 질환 등의 다양한 감염성 질환이 난치성 소화성
3
궤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감염성 질환의 경우 진단만 되면
완치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십이지장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의 내시경적인 소견을 익히고 항상 이에 대한 가능성을 두
고 조직검사를 통한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난치성 소화성 궤양의 치료
1) 원인 인자 교정
난치성 소화성 궤양의 치료는 궤양의 치유를 지연시키는 원
인에 대한 임상 평가를 통해 앞서 언급된 원인 인자를 찾아내
어 교정을 시행하는 것이 시작이다. 궤양 치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제 복용 순응도, 흡연 여부, 비스테로이드소염제 등
의 약제 복용 여부를 철저한 문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
이 매우 중요하며, 환자가 약제 복용을 숨기거나 약제 복용 여
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환자 교육을 통해 소
화성 궤양은 증상 호전이 되어도 적어도 4∼8주 이상의 위산분
비억제제의 투여가 필요하고, 흡연이 궤양 치유를 저해할 수 있
음을 교육시켜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소염제 복용이 확인된 경
우는 가능하면 비스테로이드소염제 사용을 중지하고 양성자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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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억제제 혹은 히스타민 제2형 수용체 길항제 등의 위산분비억
제제를 사용한다. 비스테로이드소염제 중단이 어려운 경우 양
성자펌프억제제를 사용하고, 선택적 COX-2 저해제로 비스테
23,24
로이드소염제를 교체하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항생제 내성에 의한 H. pylori 제균 실패가 의심되는 경우
배양 검사에 의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기존 치료법에 비하여 높은 제균율을 보이는 순차치료,
동시치료, 양성자펌프억제제와 amoxicillin을 포함한 삼제요법
25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치료 전에 시행한 H. pylori 검사가
음성인 경우라도 난치성 소화성 궤양 환자의 경우 위음성을 고
려하여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검사를 통해 결과를 비교하고 약제에 의한 위음성 결과를 보일
수 있는 경우(양성자펌프억제제 복용, 항생제, 항생제 사용, 치
2
료 후 검사 시기)를 고려하여 위음성을 배제하여야 한다. 이전
에 H. pylori 치료 기왕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는 H. pylori 혈
청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H. pylori 감염은 한번 감염되면
저절로 치료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치료 기왕력이 없고 H.
pylori 혈청검사가 양성이라면 H. pylori 양성으로 간주해서 제
균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난치성 소화성 궤양과 악성 종양과의 감별을 위해 내시경 소
견에서 양성 궤양처럼 보이고 조직검사에서 악성 소견이 없더라
도 반복적으로 궤양 변연과 기저부에서 다수의 생검을 해야 한
다. 또한 감염성 질환이나 염증성 장질환도 난치성 소화성 궤양
의 소견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의심이 필요하며 생검을
통해 감별을 하고 확인된 경우 각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환자 관련 인자 및 순응도와 H. pylori 감염이 배제되면 가
스트린종에 의한 졸링거-엘리슨 증후군인지 감별하기 위해 반
드시 공복시 혈청 가스트린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가스트린종
이 진단된 경우 수술적 치료가 최선의 치료이며, 위산분비 억제
를 위해서는 양성자펌프억제제가 가장 효과적인 약제이며 기저
26
산분비능이 10 mEq/h 이하가 되도록 충분한 용량을 사용한다.
2) 위산분비억제제 치료
H. pylori 감염, 비스테로이드소염제 약제 사용 등을 포함한
이차적인 원인에 의한 난치성 소화성 궤양의 가능성이 배제되
는 경우 위산분비억제제 등의 약제를 사용하는 내과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며 양성자펌프억제제는 위산분비억제제 중 가장 효
과적 약제이다. 소화성 궤양 치료를 위해 히스타민 제2형 수용
체 길항제를 사용한 경우 치료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양성자펌
프억제제 치료에는 반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히스타민 제2형
수용체 길항제를 사용한 경우 양성자펌프억제제로 변경하여 투
27
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양성자펌프억제제를 일차 약제로 사용
하여 반응이 없는 경우 다른 양성자펌프억제제로 변경하거나,
표준용량보다 높은 용량의 투여를 고려할 수 있으며, 난치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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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궤양 환자의 90%는 양성자펌프억제제 투여로 치유에 도
28
달할 수 있다. 아직 국내에서 시판 중이지 않지만 칼륨 경쟁
적 위산 분비 억제제(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는
새로운 계열의 위산분비억제제로 임상 연구에서 빠른 약효 발
현, 지속적이고 강력한 위산 분비 억제 효과를 보여 향후 난치
29
성 소화성 궤양의 새로운 치료 약제로 주목된다.
난치성 소화성 궤양을 포함한 소화성 궤양은 위산분비억제제
투여를 중지하거나 용량을 감량하는 경우 5∼30% 환자에서 1
30
년 안에 재발을 경험한다. 원인 인자가 교정되고 궤양이 치유
된 경우에는 대부분 유지요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H. pylori,
비스테로이드소염제 등의 원인 인자를 교정했는데도 궤양이 치
유되지 않을 때는 6∼24개월 동안 지속적인 위산분비억제제
투여가 권장되며, 특히 크고 심한 반흔이 있는 궤양의 경우에
추천된다. 난치성 소화성 궤양의 원인 인자를 교정할 수 없을
31,32
때는 지속적인 위산분비억제제 투여가 필요하다.
3) 수술적 치료
양성자펌프억제제를 포함한 많은 약제들의 개발로 수술이 필
요한 경우는 이전에 비하여 많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충분한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궤양, 내과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
천공, 위배출구 폐쇄 등의 합병증 발생 또는 발생 고위험군, 거
대 위ㆍ십이지장 궤양, 적절한 내과 치료에 실패한 경우, 유지
요법 동안의 재발, 충분한 내과 치료 중 재발한 궤양에서 수술
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결

론

난치성 소화성 궤양의 치료는 소화성 궤양의 치유를 지연 및
악화시키는 원인 및 기저 질환을 찾아내어 교정 및 치료를 시
행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차적인 원인에 의한 난치성 소화성 궤
양의 가능성이 배제되는 경우 양성자펌프억제제를 포함한 위산
분비억제제는 현재 근간이 되는 치료 방법이며 필요한 경우 유
지요법을 고려해야 한다. 수술적 치료는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
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에서 시
행을 고려해야 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ORCID
Hyun Lim

https://orcid.org/0000-0001-6581-6420

Hyun Lim: Refractory Peptic Ulcer Disease

REFERENCES
1. Lanas AI, Remacha B, Esteva F, Sáinz R.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refractory peptic ulcers. Gastroenterology 1995;109:
1124-1133.
2. Cheung DY, Jung HY, Song HJ, Jung SW, Jung HC. Guidelines of
treatment for non-bleeding peptic ulcer disease. Korean J
Gastroenterol 2009;54:285-297.
3. Kim HU. Diagnostic and treatment approaches for refractory
peptic ulcers. Clin Endosc 2015;48:285-290.
4. Hungin AP, Rubin G, O'Flanagan H. Factors influencing compliance in long-term proton pump inhibitor therapy in general
practice. Br J Gen Pract 1999;49:463-464.
5. Schmassmann A. Mechanisms of ulcer healing and effects of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Am J Med 1998;104:
43S-51S; discussion 79S-80S.
6. Lanas A, Remacha B, Sáinz R, Hirschowitz BI. Study of outcome
after targeted intervention for peptic ulcer resistant to acid suppression therapy. Am J Gastroenterol 2000;95:513-519.
7. Lanas A. NSAID use and abuse in gastroenterology: refractory
peptic ulcers. Acta Gastroenterol Belg 1999;62:418-420.
8. Fennell DA, Gandhi SS, Prichard BN. Gastrointestinal haemorrhage associated with free-base (crack) cocaine. Postgrad Med
J 1995;71:377-378.
9. Reynolds JC, Schoen RE, Maislin G, Zangari GG. Risk factors for
delayed healing of duodenal ulcers treated with famotidine and
ranitidine. Am J Gastroenterol 1994;89:571-580.
10. Li LF, Chan RL, Lu L, et al. Cigarette smoking and gastrointestinal diseases: the causal relationship and underlying molecular mechanisms (review). Int J Mol Med 2014;34:372-380.
11. Do MY, Lee YC, Choi CH, et al. The changes in prevalence and
the related factors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in Korean
health check-up subjects during 8 years. Korean J Gastroenterol
2009;53:76-83.
12. Shirin H, Frenkel D, Shevah O, et al. Effect of proton pump inhibitors on the continuous real time (13)C-urea breath test. Am
J Gastroenterol 2003;98:46-50.
13. Malfertheiner P, Megraud F, O'Morain CA, et al. Management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the Maastricht IV/Florence
Consensus Report. Gut 2012;61:646-664.
14. Woo HY, Park DI, Park H, et al. Dual-priming oligonucleotide-based multiplex PCR for the detection of Helicobacter pylori and determination of clarithromycin resistance with gastric
biopsy specimens. Helicobacter 2009;14:22-28.
15. ASGE Standards of Practice Committee, Banerjee S, Cash BD, et
al. The role of endoscopy in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peptic ulcer disease. Gastrointest Endosc 2010;71:663-668.
16. Steigmann F, Shulman B. The time of healing of gastric ulcers:
implications as to therapy. Gastroenterology 1952;20:20-26.
17. Charoenpong P, Methachittiphan N, Peeraphatdit T, Naksuk N.
Refractory peptic ulcer disease: listen for the cause. Am J Med
2014;127:e5-e6.

18. Hosokawa O, Watanabe K, Hatorri M, Douden K, Hayashi H,
Kaizaki Y. Detection of gastric cancer by repeat endoscopy
within a short time after negative examination. Endoscopy
2001;33:301-305.
19. Yeung MJ, Pasieka JL. Gastrinomas: a historical perspective. J
Surg Oncol 2009;100:425-433.
20. Campana D, Piscitelli L, Mazzotta E, et al. Zollinger-Ellison
syndrome. Diagnosis and therapy. Minerva Med 2005;96:
187-206.
21. Guzzo JL, Duncan M, Bass BL, Bochicchio GV, Napolitano LM.
Severe and refractory peptic ulcer disease: the diagnostic dilemma: case report and comprehensive review. Dig Dis Sci
2005;50:1999-2008.
22. van Hogezand RA, Witte AM, Veenendaal RA, Wagtmans MJ,
Lamers CB. Proximal Crohn's disease: review of the clinicopathologic features and therapy. Inflamm Bowel Dis
2001;7:328-337.
23. Yeomans ND. New data on healing of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associated ulcers and erosions. Omeprazole
NSAID Steering Committee. Am J Med 1998;104:56S-61S; discussion 79S-80S.
24. Bombardier C, Laine L, Reicin A, et al. Comparison of upper gastrointestinal toxicity of rofecoxib and naproxen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VIGOR Study Group. N Engl J Med
2000;343:1520-1528.
25. Kim SG, Jung HK, Lee HL, et al.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in Korea, 2013 revised edition. Korean J Gastroenterol 2013;62:3-26.
26. Hung PD, Schubert ML, Mihas AA. Zollinger-Ellison syndrome.
Curr Treat Options Gastroenterol 2003;6:163-170.
27. Delchier JC, Isal JP, Eriksson S, Soule JC. Double blind multicentre comparison of omeprazole 20 mg once daily versus ranitidine 150 mg twice daily in the treatment of cimetidine or ranitidine resistant duodenal ulcers. Gut 1989;30:1173-1178.
28. Yuan Y, Padol IT, Hunt RH. Peptic ulcer disease today. Nat Clin
Pract Gastroenterol Hepatol 2006;3:80-89.
29. Miwa H, Uedo N, Watari J, et al. Randomised clinical trial: efficacy and safety of vonoprazan vs. lansoprazole in patients with
gastric or duodenal ulcers-results from two phase, non-inferiority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Aliment Pharmacol Ther
2017;45:240-252.
30. Hopkins RJ, Girardi LS, Turney EA. Relationship between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and reduced duodenal and gastric ulcer recurrence: a review. Gastroenterology 1996;110:
1244-1252.
31. Gisbert JP, Khorrami S, Carballo F, Calvet X, Gene E,
Dominguez-Muñoz E. Meta-analysis: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therapy vs. antisecretory non-eradication therapy for
the prevention of recurrent bleeding from peptic ulcer. Aliment
Pharmacol Ther 2004;19:617-629.
32. Dammann HG, Walter TA. Efficacy of continuous therapy for
peptic ulcer in controlled clinical trials. Aliment Pharmacol
Ther 1993;7 Suppl 2:17-25.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