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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Gut Quotient 척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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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nalyze the gut quotient scale (GQ) that we had previously developed
by assessing factors on subjective assessment of overall intestinal symptoms and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GQ
based on demographic information. The study was also aim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GQ based on characteristics
of intestinal health. Data were gathered from the responses of 1,120 individuals (male: 565, female: 555) aged 20-69 years
through a nationwide quantitative survey of the general public. The demographic data were used to tes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GQ scale items. The total GQ score of Koreans collected in the present study was 79.0 points. The results
confirmed that people in Korea had a more negative assessment of their intestinal status based on overall subjective
feeling, more so than specific attributes. They also had more negative feelings toward “bowel movement control
discomfort” than “perceived intestinal discomfort” or “bowel movement discomfort.” The analysis showed no gender-based
differences in the GQ of Koreans; however, there was an age-based difference among females aged 20-39 years who had
a lower GQ than other age groups. Regarding marital status, married people showed lower GQ than unmarried/single
people.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Q according to drinking types, heavy drinkers showed greater
discomfort with bowel control than light drinkers. Additionally,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an
GQ based on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and region. Respondents with positive subjective feelings about their intestinal
state and those with healthy bowel movements showed higher GQ.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could be used as
reference data when establishing national health policies and as basic data for pharmaceutical companies to develop
marketing strategies for content related to intestinal health.
Keywords Gut quotient scale, Koreans gut quotien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Koreans

서 론(Introduction)

System , Bowel Symptom Severity Scale , Irritable Bowel
4)

5)

Syndrome

장(intestine)은 과거에는 음식의 소화와 흡수만 담당하는 것으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
6)

Irritable

Bowel

Syndrome 등의 장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척도가
7)

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

개발된 바 있다.

로 주목받고 있다. 장 건강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본 연구진은 앞서 이러한 선행연구 사례에 대한 문헌고찰 및

이 의료 전문인의 진단을 받기 전에는 장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거쳐 ‘한국인의 Gut Quotient 측정 척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마기준
(ROME criteria) , Irritable Bowel Syndrome Severity Scoring

(GQ)를 개발하고 그 신뢰성 및 타당성을 입증한 바 있다. 간

1)

8)

소화된 설문의 형태의 장 건강 지수인 GQ는 일반인들이 자신

2,3)

의 장 건강 상태의 주관적인 느낌과 증상에 대한 설문에 스스
로 응답하여, 장 건강 상태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산출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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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척도이다. 저자들은 GQ를 통하여 개인은 성별, 연령, 직
업 등이 자신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의 지수와 자신의 지
수를 비교하고, 의료인은 이미 축적된 환자들의 지수와 비교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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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원 환자가 치료를 요하는 수준인지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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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30.6%, 부산/울산/경남이 174명으로 15.5%, 대구/경북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축적된 GQ를 통하여 성별, 연령,

113명으로 10.1%, 대전/충청/강원은 159명 14.2%, 광주/전라는

학력, 기혼 여부, 소득 수준 등 인구학적 정보에 기반한 집단별

112명으로 10.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수를 비교할 수 있어, 이 자료가 국가 보건 정책 수립에도 기
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8)

건강불평등(health inequality)이란 건강에서 나타나는 개인들이
나 집단들 사이의 차이(difference), 변이(variations), 격차(dispari-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ties)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건강에서의 개인 간 변이가 아닌 사

GQ 종합 결과
본 연구에서 수집된 1,120명의 GQ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회경제적 위치지표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용어이

종합 GQ는 79.0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응답자가 현재 주관

‘건강상의 차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모든 이에게

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전반적인 장의 상태를 측정한 전반적 체

건강을(Health For All)’이라는 목표에 배치되는 현상으로, 국가

감 상태 지수는 74.6점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장 불편감, 배변

다.

9-11)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불편감, 배변 조절 불편감의 3개 요인의 중요도를 가중하여 산

건강의 차이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출한 요인별 체감 상태 지수는 83.3점으로 전반적 체감 상태 지

한편, 건강 상태는 음주/흡연 여부, 식생활 습관 등 외인적 요

수보다 높다. 우리 국민들은 3개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

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외인적 요인은

인 속성에 의한 평가보다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장의 상태를 더

성, 연령, 기혼여부, 소득 수준 등 인구학적 정보에 따른 집단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Table 1). 요인별 체감 상태를 평가한 3

특징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집단별 특징

개 요인의 지수를 살펴보면, 지각된 장 불편감 83.9점, 배변 불

을 파악하는 것은 건강과 관련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편감 80.7점, 배변 조절 불편감 79.5점으로 나타나, 3개 요인의

국가 보건정책 수립 및 건강 관련 contents의 개발에 있어 중요

중요도를 적용한 요인별 체감상태 지수는 83.3점이다(Table 1).

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장 건강에 있어서도 과민성 장증후

또한, 지각된 장 불편감(83.9점), 배변 불편감(80.7점)과 배변 조

군이 젊은 연령층과 여성에게서 유병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

절 불편감(79.5점)의 3개 요인별 지수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등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집단별 장 건강의 특징을 파악하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analysis)을 실시

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한 결과, 지각된 장 불편감이 배변 불편감과 배변 조절 불편감

12)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진이 앞서 개발한 GQ에 대하여 체감

에 비해 유의(F=17.762, p<0.001)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태 및 요인별 분석을 진행하였고, 성, 연령, 학력, 기혼여부,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요인에 비해 배변 조절에 관련

소득 수준 등 인구학적 정보에 기반한 집단별 GQ를 비교/분석

한 불편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장 건강 상태의 특성별 GQ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별 GQ 차이 분석
한국인의 GQ는 성별로 남자(80.7점)가 여자(77.2점)보다 더 높

연구 방법(Research Methods)

다. 이러한 성별 평균 GQ의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 확
인하고자 t-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GQ의 평

본 연구에 활용된 인구통계학적 자료는 앞선 연구 에서 GQ

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척도 항목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일반국민

한국인의 GQ의 연령 간에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8)

대상 정량조사 시 함께 확보되었다. 정량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인

유의(F=6.267, p<0.001)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온라인을 이용한 자기기입식(self-

3). Duncan의 사후검정(post hoc test) 결과, 60대(81.6점), 50대

administered) 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제주도를

(80.7점), 40대(79.9점) 보다 20대(76.0점)와 30대(76.6점)의 GQ가

제외한 전국의 16개 시·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69세 이하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사는 2018년 7월 2일

성/연령별 GQ 차이를 검증하고자 실시한 일원변량(분산) 분

부터 6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 총 1,120표본(명)의 유효 응답

석 결과, 여자 20대(72.6점)와 여자 30대(74.5점)가 그 이외 집단

을 최종적인 실증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표집오차(sampling error)

보다 GQ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

는 95% 신뢰수준에 ±2.9%였다.

를 통해 20-30대 여성들이 장의 상태에 대해 불편감이 크다는

본 연구를 위한 정량조사에 참여한 1,120명의 일반국민들의

것을 알 수 있다(Table 4). 20~30대 여성의 GQ가 낮은 사유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이 집단의 식/생활습관 특징, 신체적 특징과 연관지어 분석하는

565명(50.4%)이고 여자는 555명(49.6%)이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015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는 20대가 204명(18.2%), 30대가 227명(20.3%), 40대가 257명

가임기 여성의 32.6%가 지난 1년간 몸무게를 조절하려고 노력

(22.9%), 50대가 259명(23.1%)이며, 60대가 173명(15.4%)으로 구

하였으며, 그 중 46.4%가 다이어트/미용을 위해서 체중 조절을

성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9명으로 19.6%, 인천/경기 343

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여성들은 질적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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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tal GQ results of Korean adults 1,120
Importance
Total GQ

-

79.0

Overall intestinal symptoms quotient

0.500

74.6

Factor quotient

Perceived
intestinal
discomfort

Score

0.500

83.3

Q2. Stools that dissolve like water or watery stools without laxatives or enema.

0.079

81.0

Q3. Changes in symptoms, such as abdominal pain before or after defecation.

0.114

84.3

Q8. Slight pain in the stomach.

0.114

79.1

Q9. Distention or swelling of the abdomen.

0.117

82.8

Q10. Excessive and bad smelling farts.

0.043

73.8

Q11. Feelings of abdominal discomfort, but not clear what it is.

0.143

84.0

Q12. Lack of concentration due to intestinal symptoms, such as abdominal pain, abdominal
discomfort, or problems with defecation.

0.037

87.4

Q13. Have to control what to eat or have to be careful because sometimes abdominal pain,
abdominal discomfort, or problems with defecation get worse.

0.240

85.8

Q14. There are many limitations on activities on daily living due to intestinal symptoms, such as
abdominal pain, abdominal discomfort, or problems with defecation.

0.054

93.6

Q15. I get nervous because I hear a growling sound on my belly.

0.014

86.1

Q16. When abdominal pain, abdominal discomfort, or problems with defecation get worse, skin
troubles such as acne, rashes, urticaria, and eczema are produced.

0.045

87.8

0.825

83.9

0.977

77.2

0.023

82.9

0.106

80.7

0.610

80.6

0.390

84.7

0.069

79.5

Subtotal
Q6. Straining at stool.
Bowel movement
Q7. Feces stains on underwear, even after wiping off the stools.
discomfort
Subtotal
Q4. Cannot hold bowel movements; have to defecate immediately.
Bowel movement Q5. Feeling of defecation, abdominal pain, or discomfort right after the meal; have to defecate
control discomfort
immediately.
Subtotal
Table 2. T-test results for gender difference of GQ
Group Statistics
Group

N

Levenes Test

Mean

Standard
Deviation

Standard Error
of Mean

Total

1,120

78.968

14.713

0.440

Male

565

80.706

13.758

0.579

Female

555

77.198

15.437

0.655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value
(Sig.)

Difference

2.088

0.015

0.453
(0.651)

159

서 미용을 목적으로 체중감량을 주기적으로 하며, 운동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t= −3.287, p<0.01)으로 분석되었다

식이 조절이 체중감량 효과가 높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운동

(Table 5). 이는 결혼이 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인구

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언급한 보고가 있다. 한편, 20-30 여

학적 요인으로, 결혼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경제적

성 집단은 대부분 가임기 여성으로서 생리로 인한 주기적 체내

, 사회적 자원을 많이 누리고 보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추구하는

호르몬 변화가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여성에서의 장 운동 기능

경향이 있어 더 나은 건강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을 높게 해준다

13)

은 생리주기에 따른 변화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14,15)

따라서

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16,17)

20~30대 여성의 낮은 GQ와 관련하여 다이어트로 인한 잘못된

음주 여부를 기준으로, 음주자의 경우는 음주 빈도와 1회 평

식/생활습관, 생리로 인한 여성호르몬 변화 등의 요인이 인과 관

균 음주량을 곱하여 음주 유형을 4가지(Non Drinker, Light

계 분석에 있어 우선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혼 여부별 GQ는 기혼자(80.1점)가 미혼/독신자(77.0점) 보다
Vol. 63, No. 4, 2019

Drinker, Medium Drinker, Heavy Drinker)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음주 유형별로 GQ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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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ne-way ANOVA results for age mean difference of GQ
Group

N

Mean

Standard
Deviation

Standard Error of
Mean

Total

1,120

78.968

14.713

0.440

a. 20-29 years

204

75.998

15.740

1.102

b. 30-39 years

227

76.573

15.329

1.017

c. 40-49 years

257

79.905

14.382

0.897

d. 50-59 years

259

80.700

13.372

0.831

e. 60-69 years

173

81.626

14.146

1.075

F (Sig.)

Post Hoc Test
(Duncan)

6.267***
(0.000)

e, d, c > b, a

F (Sig.)

Post Hoc Test
(Duncan)

5.079***
(0.000)

i, g, e, j, h, a, c, f
> d, b

***p<0.001

Table 4. One-way ANOVA results for gender & age mean difference of GQ
Group

N

Mean

Standard
Deviation

Standard Error of
Mean

Total

1,120

78.968

14.713

0.440

a. Male 20-29 years

104

79.300

15.030

1.474

b. Female 20-29 years

100

72.563

15.800

1.580

c. Male 30-39 years

111

78.704

14.371

1.364

d. Female 30-39 years

116

74.535

15.989

1.485

e. Male 40-49 years

132

81.304

13.252

1.153

f. Female 40-49 years

125

78.428

15.402

1.378

g. Male 50-59 years

133

81.557

13.051

1.132

h. Female 50-59 years

126

79.795

13.697

1.220

i. Male 60-69 years

85

82.784

12.967

1.407

j. Female 60-69 years

88

80.507

15.188

1.619

***p<0.001

Table 5. T-test results for marital status difference of GQ
Group Statistics
Group

N

Standard
Deviation

Mean

Levenes Test
Standard Error
of Mean

Total

1,120

78.968

14.713

0.440

Unmarried

405

77.025

15.185

0.755

Married

715

80.068

14.333

0.536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value
(Sig.)

Difference

1.205

0.273

-3.287**
(0.001)

799.404

**p<0.01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F=0.1433, p>0.05) (Table 6). 다만, 유의

not shown). 다만, 소득 수준별 GQ가 월평균소득이 700만원 이

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배변 조절 불편감은 Light Drinker (82.2

상 그룹 80.50점, 500~699만원 그룹 78.67점, 300~499만원 그룹

점)에 비해 Heavy Drinker (76.3점)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경향을

78.84점, 300만원 미만 그룹 78.47점으로 나타나 소득수준과 GQ

보였다(F=2.579, p>0.10). 이는 알코올이 소장 및 대장 운동에 영

가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국가 보건 정

향을 미쳐 알코올과 연관된 설사(Alcohol-related diarrhea)가 생

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게 되는 부분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18)

일반적으로 알코

올이 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알려져 있으므로

음주와 장 건강과의 관계를 살피기 위한 추가적인 정교한 연구

장 건강 특성별 GQ 차이 분석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현재 장 상태별로 GQ에 통계적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 차이가 있는지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

19)

한편, 교육 수준별, 소득 수준별, 지역별 GQ 평균 값 간에는

(F=1927.072, p<0.001)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uncan의 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Data

후검정(post hoc test) 결과, 문제없음(96.4점)>미미함(85.0점)>경
J.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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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One-way ANOVA results for alcohol drinking style difference of GQ
Group

N

Mean

Standard
Deviation

Standard Error of
Mean

Total

1,120

78.968

14.713

0.440

a. Non Drinker

555

79.369

15.211

0.646

b. Light Drinker

224

79.982

14.272

0.954

c. Medium Drinker

191

77.453

14.464

1.047

d. Heavy Drinker

150

77.899

13.693

1.118

F
(Sig.)

1.433
(0.232)

Table 7. One-way ANOVA results for overall intestinal symptoms difference of GQ
Group

N

Mean

Standard
Deviation

Standard Error
of Mean

Total

1,120

78.968

14.713

0.440

a. No problems

236

96.413

3.751

0.244

b. Minimal problem

393

84.974

4.664

0.235

c. Mild problem

242

73.324

5.746

0.369

d. Moderate problem

180

62.905

6.104

0.455

e. Moderately severe problem and above

69

46.785

7.814

0.941

F
(Sig.)

Post Hoc Test
(Duncan)

1927.072***
(0.000)

a>b>c
>d>e

***p<0.001

Table 8. One-way ANOVA results for stool condition difference of GQ
Standard Error
of Mean

N

Total

1,120

78.968

14.713

.440

42

68.563

16.254

2.508

b. A sausage shape with cracks in the surface

99

74.633

13.786

1.386

c. Like a smooth, soft sausage.

507

83.480

13.503

0.600

d. A number of soft lumps

262

77.409

14.774

0.913

e. Soft stools scattering on the toilet and watery stool

182

72.803

13.657

1.012

a. . Many hard, small lumps

Mean

Standard
Deviation

Group

F
(Sig.)

Post Hoc Test
(Duncan)

31.050***
(0.000)

c>d>b
>e>a

***p<0.001

증(73.3점)>중등증(62.9점)>중등증-중증 이상(46.8점)의 순으로

당뇨, 비만, 아토피 등 다양한 전신 질환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able 7). 이를 통해 응답자가 체감

으로 알려져 있다.

하는 장 상태가 양호할수록 GQ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 축(Gut-Liver Axis)’ 등 장과 신체 기관을 연결시켜 병태 생

20-22)

최근에는 ‘장-뇌 축(Gut-Brain Axis)’, ‘장

한편, 지난 1주일 동안 가장 자주 본 대변의 상태별로 GQ 평

리를 파악하는 이론이 제시되기도 하여, 장 건강 개선을 통해

균값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31.050,

다른 신체기관, 전신 질환의 개선을 모색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

p<0.001). 소시지처럼 한 덩어리나 표면이 매끈하고 부드러운 변

행되고 있다.

23,24)

장 건강은 그 중요성에도 장 상태를 반영하는

(83.5점)>부드러운 여러 개의 덩어리 변(77.4점)>변기에 흩어지

증상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정량화하기가 어려워, 이를 해결하

는 무른 대변이나 물 같은 변(72.8점)>단단해서 알갱이 같은 변

기 위해 장 건강을 평가하는 로마기준을 비롯한 다양한 척도들

(68.6점)의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Table 8). 이는 변의 상태가 양

이 개발된 바 있다.

호할수록 장의 건강 상태가 좋고 변의 상태가 묽거나 단단한 경

평가하기에는 설문 항목이 많고 일상생활과 바로 연결되어 이

우에는 장의 건강 상태가 나쁜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해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아 다소 직관적이지 않다는 문

2-7)

한편, 이들 척도는 일반인이 혼자 스스로

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선행연구 사례에 대한 문헌고

한국인의 GQ 분석의 의의
장은 기본적으로 음식물의 소화와 영양분의 흡수 기능을 담

찰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거쳐 한국인의 장 건강 상태를 100

당할 뿐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 인체의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

발한 바 있다.

어 염증성 및 기능성 장질환, 대장암 등의 소화기질환 외에도
Vol. 63, No. 4, 2019

점 만점의 점수로 제공하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GQ를 개
8)

2008년 WHO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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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가 발간한 “Closing th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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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한국인의 종합 GQ는 79.0점이

in a Generation” 보고서에서는 그간의 건강불평등 현황으로 보

었으며, 우리 국민들은 구체적인 속성에 의한 평가보다 전반적

아 건강불평등 감소는 보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

으로 느껴지는 장의 상태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배변 조

반의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건강불평등 감소를

절에 관련한 불편감을 지각된 장 불편감이나 배변 불편감 보다

위해 일상생활의 조건 개선, 권력, 돈, 자원의 불평등이 해결되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따라서 건강불평등 상황을 개선하

한국인의 GQ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에 따른 차

기 위해서는 각 사회 집단별 건강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이는 20~30대 여성이 그 이외의 집단대비 GQ가 낮았다. 결혼

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25)

여부별 GQ는 기혼자에 비하여 미혼/독신자에서 GQ가 더 낮았

지 그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인은 대장암 발병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 음주 유형별 GQ는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배변조절 불편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 2015년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대장

감은 Light Drinker에 비해 Heavy Drinker가 더 큰 것으로 나타

암은 한국인 암발생율 2위(12.5%)를 차지하고 있고,

WHO 산

났다. 교육 수준별, 소득 수준별, 지역별 GQ 평균 값 간에는 통

하 국제 암 연구소(IARC)의 세계 암 보고서 ‘Globocan 2018’에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응답자가 주관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인은 인구 10만명당 44.5명이 대장암

적으로 느끼는 현재 장 상태가 양호할수록 GQ가 높았고, 변의

26)

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 2위였다.

27)

이

상태가 양호할수록 GQ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는 한국인이 장 건강에 취약함을 반영하는 통계로서 한국인에
게 있어 장 건강은 중요하게 관리 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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