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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역류 질환에서 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장기처방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조 윤 주

Proton Pump Inhibitor for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Intelligent Prescription

Yun Ju Jo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Eulj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ERD) has a chronicity and its symptoms wax and wane by proton pump inhibitor (PPI) 
therapy. Chronic consumption of PPI in the patients with GERD is common, and we can cope with a PPI failure or refractory 
GERD. Therefore, we review various alternative modalities for chronic PPI treatment and an approach for refractory GERD. PPI 
has a potential for side effects. Many studies have been published the side effects of long-term PPI using. Mostly clinical level of 
evidence is weak and the absolute risk is low, however we may discuss the patients who need long-term PPI therapy about the con-
troversial side effects, and manage those appropriately. (Korean J Med 2013;84:18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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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위식도역류 질환은 위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유발하

는 불편한 증상이나 합병증으로 정의하고 있다. 증상의 정도

의 차이가 있지만 일상 생활에 불편감을 주는 정도를 주 1-2

일 이상의 빈도일 때 의미 있다고 여기며, 가슴쓰림이나 역

류증상이 전형적인 증상이다. 위식도역류 질환은 만성 기침, 

후두염, 흉통, 목이물감 등의 다양한 식도외증상을 호소하기

도 한다[1]. 특히, 이 질환은 증상의 호전과 재발이나 합병증

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치료가 유지되어야 하는 만성 질

환으로 치료 중단 후 약 2/3 환자에서 증상이 재발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환자의 증상과 내시경 소견의 호전을 위해

서는 대부분 양성자 펌프 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PPI) 

같은 산분비억제제를 4-8주 초 치료를 하고, 식도염의 재발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간 유지요법을 권장하고 있다[2-4].

위식도역류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성 궤양성 질환이나 진

통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에서 궤양 예방 등 PPI를 

장기간 처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PPI의 지속적인 산분비억제에 의해 비타민 B12, 칼슘이나 철, 

마그네슘 등의 흡수 장애, 위축성 위염 진행에 따른 위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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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e for various methods of maintenance.

도 증가, 카시노이드양 종양 발생, 골다공증 및 골절의 위험

성 증가, 폐렴이나 장내세균총 변화 등에 의한 세균성 장염 

등 감염성 질환의 빈도 증가 등이 PPI를 장기간 사용하였을 

때의 부작용으로 알려지고 있다[5]. 그 외 PPI가 간의 cytochrome 

P450을 통해 약물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 중에 clopidogrel 

같은 다른 약제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시

되었지만, 아직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

다. 실제 여러 의학보도를 접한 환자들로부터 장기간 사용 

시의 부작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식도역류 질환에서 PPI 치료에 대한 임

상적 이슈는 (1) 장기간 치료 전략의 다양화, (2) 불응성 역

류에 대한 접근법, (3) 장기간 PPI 치료의 부작용을 임상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찰하여 보고, 이는 PPI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본     문

위식도역류 질환에서 장기간 유지 치료가 중요하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위식도역류 질환은 증상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만성 질환이며, 다행히 전형적인 증

상을 동반하는 미란성식도염은 PPI 치료에 효과가 좋다. 그

러나, 병인 기전이나 악화 요인에 의해 다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4-8주 정도 PPI 등을 이용한 초치료를 하고

난 뒤 증상 정도나 환자의 개별적 특징을 파악하여 일정 기

간의 유지요법을 선택한다.

위식도역류 질환에서 유지치료의 목표는 증상과 식도염의 

재발을 방지하여 식도협착이나 바렛식도, 식도선암 등의 합

병증을 예방하는 것으로 완치보다는 관리한다는 개념을 환

자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실제 국내 2, 3차 의료 기관에 근무하는 소화기내과 전문

의를 대상으로 위식도역류 질환의 초치료 및 유지치료에 대

해 온라인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 PPI를 근간으로 약

물치료를 하고 있었다. 초치료인 경우, 경증일 때는 저용량 

PPI (66%)를 중증일 때는 표준용량의 PPI (50%)를 선호하였

다. 또한 유지요법은 66-68% 정도에서 시행하고 있었고 그 

기간은 경증 7.7 ± 5.1주, 중증 15 ± 9.4주였고, 치료기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증상의 중증도 및 빈

도, 내시경에서 병변의 중증도 순이었고[6], 대부분 유지요

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위식도역류 질환에서 초치료로 사용되는 약제는 대부분 

PPI이다. 미란성식도염인 경우는 초기 8주간 표준 용량 투여

가 상당히 효과적이며 평균 85-96%의 점막 치유율을 보인다

[2-3,5-7]. 비미란성 역류 질환인 경우는 4주 이상 표준용량 치

료가 효과적이다[2-3,5]. 이러한 초기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

어도 증상이나 내시경적 미란의 재발이 흔하므로, 장기간 지

속적인 PPI 유지요법을 권장한다[8-9]. 그러나 임상의들이 

이러한 특징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쉽게 

투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흔하고, 다시 악화되어 내원할 경우 

국내의 의료 보험 규정에 의하면 다시 초치료의 용량을 처

방할 수 없는것이 문제이다. 현재 국내 의료보험 기준에 의

하면 위식도역류 질환 초치료는 PPI를 4-8주만 시행하여야 

하고, 증상 악화 시 약제의 용량증가나 투약기간의 조정 등 

예외적인 환자에 대한 임상의의 투약 권한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하겠다.

위식도역류 질환의 유지요법의 방법에는 간헐적 치료법, 

필요시 치료법 및 지속적 치료법이 있다

위식도역류 질환의 유지요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

는데, 주된 치료제인 산분비억제제(주로 초치료를 한 PPI 약

제)를 간헐적 치료법, 필요시 치료법 및 지속적 치료법으로 

세분화된다(Fig. 1) [10].

간헐적 유지 치료법은 증상이 발생하면 대개 2-4주 정도 

단기간 매일 투약하는 방법으로 이 투약주기는 반복될 수 

있고, 경증의 미란성식도염이나 위식도역류증상을 가진 환

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최초의 연구에서는 667명의 환자를 

12개월간 omeprazole 10 mg, 20 mg, ranitidine 300 mg 세 군

으로 나누어 간헐적 치료를 하였을때 47%에서 잘 유지되

었고, 24%에서는 지속적 투약으로 교체, 29%에서는 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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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long-term management of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IT or ODT Continuous

Endoscopy Mild EE or Sx Severe EE, Stricture, or BE
Attacks/ week < 3 > 3
PPI response Rapid Slow
Age Younger Elderly
Comorbidity ± drugs No Yes
IT, intermittent therapy; ODT, on-demand therapy; EE, erosive esophagitis; BE, Barrett’s esophagus; PPI, proton pump inhibitor.

끊을 수 있어서 76% 환자에서 간헐적 유지 치료법이 효과

가 있었다[11]. 최근 Fass 등[12]은 육안적으로 식도염이 없

는 대상군에서 가슴쓰림에 대하여 rabeprazole 20 mg 투여군

과 위약군으로 나누어 1-2주 간헐적 유지 치료를 하였을 때, 

rabeprazole 군에서 증상의 호전이 유의하였고, 불충분한 증

상조절 때문에 투약을 중단하거나 제산제를 복용하는 것이 

더 적게 나타났다고 하여 간헐적 치료법이 효과적인 유지요

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체계적 문헌고찰에 

의하면, 미란성식도염의 유지치료에는 간헐적 PPI 치료법이

나 H2 수용체 차단제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였다[13].

필요시 치료법은 환자가 자신의 증상에 따라 스스로 투약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비미란성 역류 질환 환자에게서 

유용하다[13-15]. 경미한 미란성 식도염 환자에서도 rabeprazole 

10 mg 필요시 치료법이 매일 먹는 지속적 치료법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16], 미란성식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

였을때, 증상 완화율은 양 군에서 차이가 없지만 필요시 치

료법 환자군에서 가슴쓰림의 빈도 및 미란성 식도염의 재발

률이 높았기 때문에[8], 내시경에서 육안적으로 식도염이 있

는 환자에서는 필요시 치료법의 유용성은 떨어진다고 생

각된다.

지속적 치료법은 PPI를 매일 혹은 격일로 복용하는 방법

으로, 미란성 식도염의 환자에서 유지요법으로 효과적이다

[8]. 최근 연구에서 esomeprazole 40 mg 격일 투약군, 매일 투

약군, 2배 용량 매일 투약군으로 나누어 사용하였을 때, 격

일 투약군에서는 식도의 산역류에서 산도가 효과적으로 억

제되지 않았고, 2배 용량 사용군이라고 해서 표준용량 매일 

사용군보다 더 우월한 효과가 없었다[17]. PPI의 장기간 사

용의 부작용이 경고되므로, PPI의 유지요법 용량은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해 환자의 증상을 잘 모니터링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가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주된 증상이 거의 

소실되면, 환자에게 PPI 격일과 매일 복용법을 설명하고, 그 

효과가 비슷하고 증상이 잘 유지되면 점차 필요시 요법으로 

넘어가고, 추적기간 중 충분한 양의 PPI를 주고 이후 남은 

PPI 량으로 환자의 증상이나 순응도 등을 가늠한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환자가 증상이 악화될까 하는 두려움이 적고, 

갑자기 약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증상 악화가 적고, 또한 PPI

를 중단한 뒤 발생할 수 있는 rebound acid hypersecretion에 

의한 증상 악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Rebound 

acid hypersecretion의 임상적 의미는 소규모의 연구들에서 상

반된 결과를 보여 아직 명확하지 않다.

초치료 이후 장기간 PPI 유지요법에 대해 요약하면, 비미

란성 역류성식도 질환에서는 필요시 혹은 간헐적 치료법을 

권유하고, 미란성 식도염에 대해서는 지속적 치료법이 효과

적이다. 유지요법 중이더라도, 젊은 환자, 치료 전 중증도가 

심하거나, 비흡연자, 심한 역류 증상을 동반한 경우에는 재

발이 흔한 경우로 예측할 수 있었다. 그 외 환자의 임상적 

특징에 따라 요지요법을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한 내용을 소

개하였는데(Table 1) [10], 국내의 의료 보험 규정 등의 제한

점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임상의들은 개개인의 

경험을 추가하여 환자에게 적용해 볼 것을 권고한다.

위식도역류 질환에서 PPI 외 장기간 유지요법의 다른 

방법들을 고려해 본다

국내에서 10-15여 년 전만하더라도 위식도역류 질환의 치

료에는 생활습관개선, 제산제, H2 수용체 차단제, PPI로 단계

별로 올라가는 step-up 치료가 소개되었다. 그러나 점차 PPI 

치료 성적이 보고되면서 현재는 강력한 산분비 억제제인 PPI

를 초치료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위식도역류 질환의 빈도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늘고 있어, PPI의 사용량이 많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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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역류 질환의 다양한 병인 기전에서 위산역류의 산

도 억제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PPI 같은 산분비억제제

가주치료제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PPI를 끊을 수 없는 

경우나 PPI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경험을 하

게 된다. 최근 PPI 장기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면서 

PPI 외의 다른 대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항역류수술이나 내

시경적 항역류 시술, 하부식도 조임근작용제, 새로운 PPI의 

개발 등이 제안되고 있다.

항역류수술법

위식도역류 질환의 일부 환자에서는 PPI로도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역류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실제 치료성적은 전형적인 역류증상이 PPI로 증상이 잘 조

절되지만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항역류수술이 더 효과적이

다[2-4]. 최근에는 복강경 항역류수술이 주로 사용되는데, 기

존의 개복술과 상응한 증상 호전을 보이고 합병증이 적었지

만, 복강경 수술군에서 재수술하는 비율이 높았다[18]. 2009

년 북유럽국가의 다기관연구에서 항역류수술과 omeprazole 

치료의 12년간 추적 결과를 보고하였다. 위식도역류 질환의 

장기간 치료 전략으로 수술적 치료와 omeprazole 모두 안전

하고 효과적이었으며, 항역류수술이 omeprazole 보다 증상 

조절이 우수하였지만, 연하곤란이나 포만감, 잦은 방귀 등은 

수술군에서 더 흔하였다[19]. 따라서 항역류수술 전에 수술 

이후의 장단점, 합병증에 대해 환자와 긴밀히 잘 상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도 한 기관에서 복강경 항역류수술 31예의 경험

을 보고하였는데, 증상 호전율이 93.5%였으며 비전형적인 

역류증상이 흔하였는데[20], 이는 전형적인 역류증상이 수술

전 가장 흔한 증상인 서구의 보고와 다소 차이가 있다. 아직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는 항역류수술에 대한 임상 경

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경험 많

은 수술의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 위식도역류가 증명되고 PPI에 반응이 좋은 경우에 

항역류수술 후 증상개선 효과가 우수하며, 비정상적 위식도

역류가 뚜렷하지 않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적던 환자는 항역

류수술에 대한 효과도 떨어진다. PPI를 사용하면서 식도 임

피던스-pH 검사를 하였을 때, positive symptom index를 보이

는 환자는 내과적 혹은 외과적 치료에 좋은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21]. 따라서 항역류수술 전에 적절한 평가를 하여 

대상군을 잘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발을 잘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남자, 산역류가 증상 관련성이 높고, 

hiatal hernia 등을 동반하는 경우, 장기간 PPI를 치료하는 환

자에게는 항역류수술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부식도조임근작용제

Baclofen 같은 하부식도조임근작용제는 일과성 하부식도

조임근 이완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위식도역류 질환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일과성 하부식도조임근 이완을 40-60% 

억제하였고 역류증상을 43% 낮추었다. 특히 비산역류나 또

는 산분비억제제에 호전을 보이지 않는 환자, 가슴쓰림보다

는 쓴물역류 등의 증상이 주된 경우에 사용해 볼 수 있다[22]. 

통상 연구에서 사용된 baclofen 용량은 20 mg, 3회까지 증량

할 수 있지만, 어지러움, 졸림, 혼돈, 두통 등의 부작용이 흔

하여 사용할 때 주의를 요한다. 저자의 처방 경험은 PPI를 

사용하더라도 증상 호전이 적고 트림이 많으면서 떫거나 쓴

맛을 호소하는 경우에 부작용을 주의시키고 소량 추가 투여

해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현재까지 임

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아직 부족하지만, 최근 부작용을 

줄인 lesogaberan을 232명의 불응성 역류 환자 대상으로 임상 

연구가 보고되었는데, PPI에 lesogaberan과 위약을 각각 추가

하였을 때, lesogaberan 군에서 16%, 위약군에서 8% 치료에 

반응을 보여 통계적 유의성은 있지만, 반응군의 비율이 작다

는 문제점이 있다[23]. 이는 다양한 원인이 잠재되어 있는 불

응성 역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PPI에 추가하는 방

법을 사용하였는데, 까다로운 대상군에 복합적 변수들이 편

향(bias)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생활 습관 개선

위식도역류 질환의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체계적 보고에 

의하면, 체중 감소와 취침시 상체를 올리는 방법이 가장 효

과적으로 입증되었다[24].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은 초치료 

후 증상이 소실된 환자에서 증상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주

된 역할이다[1-4]. 그 외 PPI 치료 중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과식, 비만, 과격한 운동, 쪼그리고 앉는 자세, 음주, 매

운 음식이나 신 음식 등에 대해 주의시킨다. 특히 비만과 위

식도역류 질환의 관계는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복부비만

일수록) 역류증상의 빈도가 심해졌다[25]. 그러나 이러한 생

활 습관 개선은 사실 간편한 투약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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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흡연이나 술, 비만은 모두 하부식도조임근의 압력을 

저하시키고, 식도내의 산도를 증가시켜 위식도역류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비교적 높은데도, 환자들은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을 지켜나가기가 어렵다. PPI을 장기간 유지

하면서 자주 악화를 반복하는 경우나, 불응성위식도역류 질

환인 경우에는 생활 습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시경적 항역류시술

내시경적 항역류시술에는 Stretta 시술과 EsophyX가 2-4년 

정도의 장기간 성적을 보고하고 있지만, PPI나 항역류수술

법에 비하면 장기간 추적 결과가 아직 미흡하고, 국내 임상

에서는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 Stretta 시술은 하부식도에 고

주파로 국소 화상을 유발하여 하부식도 조임근의 이완을 감

소시키는 방법으로, 2000년에 미국식약청의 승인을 받았지만 

저변 확대가 되지는 않는듯하다. PPI와 내시경 시술(StrettaⓇ; 

Curon Medical Inc., Fremont, CA, USA), 복강경 항역류 수술

을 비교한 연구에서 증상 호전은 PPI 사용군에서 우수하였

다. 경제성 분석에서 질 보정 생존연수를 비교하였을 때 PPI

군에서 비용이 가장 저렴했고 복강경 수술이 가장 효과적으

로 평가되었다[26].

EsophyX는 transoral-incisionless fundoplication (경구 무절

개 주름성형술)으로 식도-위 접합부를 흡입하여 조직을 묶

어 새로운 위식도 판막을 형성하여 역류를 막는 방법이다. 

최근 약 2년간의 장기간 치료 성적이 보고되었는데, 6개월 

추적기간에 환자의 77%에서 24개월 후에는 환자의 69%에

서 PPI를 중단하거나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시술 전에 식도운동기능 이상이 있거나, hiatal hernia가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다시 재발할 위험성이 다소 높았다[27].

아직 국내 임상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거나 개별적 증례 

정도이지만, 장기간 성적이 보완된다면 훌륭한 내시경 의사

가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위식도역류 질환의 장기간 치료 

방법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불응성 위식도역류 질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불응성 위식도역류 질환의 정의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하루 2배 용량의 PPI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일부분 혹은 부족한 경우로 여기지만, 일부 

연구자는 하루 1회 표준 용량의 PPI 치료에도 만족스러운 

증상 호전이 없을 때로 정의하기도 한다[28,29]. 아직 이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공동된 합의는 없지만, 국내 의료 보

험 기준을 고려한다면 표준 용량 PPI를 8주 이상 사용해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 때 불응성 위식도역류 질환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불응성 위식도역류 질환의 빈도는 비미란성 역류 질환 환

자의 15-25%, 미란성식도염 환자의 20%, 바렛식도의 15-20%, 

기능성 가슴쓰림 환자에서는 50%에서 나타난다[30].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보고는 아직 없다.

불응성 위식도역류 질환의 원인에는 환자의 투약 순응도에 

대한 조사, 식도 운동장애가 동반되었는지, 약산성 역류나 

십이지장-위-식도 역류가 PPI로 조절되지 않은 경우, 호산구

식도염 등의 다른 식도염, 식도 과민감각, 심리적 상태에 의

한 증상의 악화, 야간 산도 증가(night acid breakthrough), PPI 

약제의 약물역동학적 대사에 따른 차이 등을 이해하여야 한

다. 가능한 원인을 분석하여 파악하는 것이 결국 치료적 접

근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순응도 평가

가장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순응도이다. 1개월, 6개

월 동안 PPI를 투약했을 때, 투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순응도

는 55%, 30%로 떨어지는데,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증상의 유무와 중증도, 개인의 선호도에 따른 

투약 시간이었다[31]. 또한 PPI 치료에도 지속적인 위식도 

역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100명을 조사하였을 때, 46%에

서만이 적절하게 PPI를 복용하고 있었고, 식후에 복용하는 

경우가 30%, 28%에서는 취침 시에 복용하고 있다고 하여

[32], 과반수 이상이 부적절하게 복용하고 있었다. 실제 환자

는 PPI가 무슨 역할을 하는 약제인지 잘 모르고 복용하는 경

우는 순응도가 낮아지므로, 약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언급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도 운동 장애 질환(motility disorder)

아칼라지아, 미만성 식도 수축, 호두까기 식도, 비특이적 

식도 운동 이상, ineffective esophageal motility 등에서도 가슴

쓰림이나 흉통이 발생하며 이는 식도의 산청소율의 저하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불응성 위식도역류 증상을 호소할 때

는 식도 운동 기능 장애가 공존하고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 

아칼라지아 환자이지만 고여있는 역류액에 의해 가씀쓰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위식도역류 환자의 약 

20%에서 ineffective esophageal motility를 보이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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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점막손상, 증상의 중증도가 더 심하고, 산청소율 감

소가 많은데, 고용량 PPI를 사용하면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 

있다[33]. 특히 항역류수술 등을 고려할 때는 식도운동기능 

이상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산성 역류(weak-acidic reflux)

식도 임피던스(multichannel intraluminal impedence)는 비산

성 역류와 식괴의 성상 등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약산성 역류나 알칼리 역류의 중요성을 알게되었다. 약산성 

역류는 pH 4 이상의 내용물이 역류하는 경우로 이는 식도 

임피던스-pH 검사로 진단할 수 있다. 불응성 위식도역류 환

자에서 고용량 PPI를 사용하면 41% 환자에서 충분히 산억제

가 되지만 비정상적인 식도 임피던스 소견과 그때의 역류 

증상이 약산성 역류물에 의한 것이었다[34]. 환자의 18%에

서는 산억제도 안되고 식도 임피던스도 비정상이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PPI 치료 실패의 경우 50% 이상에서 약산성 

역류를 고려해야 하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약산성 역류액 

자체뿐만 아니라 식도의 기계적 팽창, 얼마나 많은 역류액이 

식도 근위부까지 미치는지가 증상 조절 실패의 중요한 원인

이라고 하였다[35].

야간 산도 증가 현상(night time acid breakthrough) 

불응성 위식도역류 환자에서 야간 가슴쓰림이나 이로 인

한 수면장애가 있을 때는 저녁식전에 PPI를 추가하거나, 취

침전 H2 수용체길항제를 추가하는 것이 야간 산도 증가에 의

한 증상을 줄일 수 있다. 2배 용량의 PPI를 사용하는 GER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56명 환자에서 취침전 H2 수

용체 길항제를 투약하였더니 70% 이상에서 역류 관련 증상

과 야간 가슴쓰림이 호전되었다[36]. 그러나 H2 수용체 길항

제는 빠른 tolerance를 보이므로 단기간(1주 이내) 혹은 간헐

적으로 필요시마다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

일단 불응성 역류가 의심될 때는 순응도 평가 후, 사용하

고 있는 PPI 용량을 2배로 올려보는데, 전박적인 증상 호전

은 22-26% 정도에서 있었다[37]. 다른 PPI로 바꾸어 볼 것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초치료에서 PPI를 선택하거나 다른 PPI

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정석은 없다. 그렇지만 lansoprazole 

30 mg, 2회/일 효과가 esomeprazole 40 mg, 1회/일의 효과와 

비슷하다고 한다[38]. 또한, 여러 PPI 제형에 따라 약물역동

학적 특징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lansoprazole은 빠르게 

혈중 농도가 올라가지만, glutathione에 의해 쉽게 분해된다. 

그러나 pantoprazole은 느리게 혈중 농도가 올라가고 느리게 

분해된다. 그러나 multiple dose가 투여되면 그 차이가 협소

해지고, 대개 3일 정도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산분비 억제 능

력은 유사해진다.

PPI는 간의 cytochrome P450 pathway를 통해 대사되는데, 

특히 주된 효소가 CYP2C19으로 rabeprazole을 제외한 대부

분의 PPI가 여기를 거쳐서 대사된다. 따라서 CYP2C19 poly-

morphism이 있으면 그 약제의 대사율이 달라질 수 있어, PPI 

failure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CYP2C19 polymor-

phism에 따라 rapid metabolizer보다는 poor metabolizer에서 

PPI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실제 서양인들보다는 

아시아인들에서 poor metabolizer가 많다[39]. 그러나 CYP2C19 

유전자형 때문에 PPI의 약물역동학적 변화를 보이지만, PPI 

failure에 미치는 임상적 의미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아직 PPI failure 환자에게 CYP2C19 유전자형 분석 검사를 하

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는다. 최근 한 연구에서 rabeprazole 

10 mg, 4회 투여하였더니 산분비 억제가 강력하게 유지되어, 

PPI failure나 야간 산도 증가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40]. 즉, 소량의 PPI더라도 여러 번 투여하는 방

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 새로 개발되는 PPI 중 dexlansoprazole은 lansoprazole의 

r-enantiomer로 체내 제거율이 낮아 혈중 농도가 높게 유지되

고 1일 1회 식사와 무관하게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식도염에 대한 대규모의 임상연구로 dex-lansoprazole의 

미국식약청 규정이 정해졌다[41].

장기간 PPI 사용의 부작용을 임상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어떤 약물의 부작용(side effect)은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하지 않은 효과로 정의한다. 

임상에서 PPI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문

제점들이 발견되었는데, 골다공증이나 골절, 저마그네슘혈

증, 위용종 등 증식성병변, 위축성 변화의 진행, 장내 감염 

및 폐렴 감염의 증가 등이다. 이 중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아래에 언급하였다. 현재까지 PPI의 부작용의 학문적 

근거는 낮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

각한다. 국내 임상에서도 수년 이상 PPI를 사용하는 환자가 

증가하므로 임상의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자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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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정보를 설명해야 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골다공증 및 골절

PPI를 장기간 사용할 때 골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은 

1) 칼슘 흡수의 억제, 2) PPI에 의해 파골세포(osteoclast)의 

프로톤 펌프의 억제로 골대사에 영향, 3) 비타민 B12이 부족

하여 조골세포(osteoblast)의 활성도에 영향, 4) PPI에 의한 고

가스트린혈증이 부갑상선 과형성을 유발하여 부갑성선호르

몬을 증가시켜 골밀도를 감소시킨다는 가설이 있다.

PPI를 1년 이상 복용한 경우 odds ratio 1.44, 2배 용량을 

복용한 경우 odds ratio가 2.65로, 고관절의 골절 위험성이 증

가한 대규모 역학 연구가 있었다[42]. 그리고 PPI를 7년 이상 

사용한 군에서 odds ratio가 1.92로 골절 위험성 증가가 있어

[43], 결국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10년에 PPI를 장기

간 사용할 때 고관절의 골절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경

고하고 환자에게 설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고령이나, 

스테로이드 투여, 만성 음주/흡연, 골다공증의 골절 위험 요

인을 가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골절 위험 요인이 없는 

환자에게서는 odd ratio 0.66으로 골절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

았다[44].

PPI 사용자에서 칼슘의 흡수 저하에 대한 여러 논문의 결

과 PPI가 칼슘 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리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간 PPI를 사용한 것이 연구의 제한점이

다[45-46].

저자는 PPI가 파골세포의 양성자 펌프를 억제하는 것이 

골절의 위험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하에, 양성자 펌

프를 비가역적으로 차단하는 pantoprazole과 비가역적으로 

차단하는 revaprazan을 비교하였다. 폐경기 이후 여성과 50세 

이후의 남성을 대상으로 위궤양으로 2달 정도 PPI나 reve-

prazan을 투여 받고, 투약 전후로 몇 가지 골대사에 관련된 표

지자를 검사하였다. PPI 군에서는 2달 사용 전후로 urine 

deoxypyridine, serum osteocalcin의 변화가 있었고, revaprazan

사용군에서는 사용 전후로 골대사 표지자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산분비억제제로 두 군을 합쳐서 비교

하였을 때도, 일부 골대사 표지자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subgroup 분석에서 PPI 사용군에서 남자, 60세 미만, 비만인 

군에서 골대사 표지자의 변화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PPI 장

기간 사용이 osteoclast의 양성자 펌프를 차단함으로써 골대

사의 과정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예측하였다[47].

현재까지는 장기간 PPI 투여 시, 고령이나, 스테로이드 투여, 

만성 음주/흡연, 골다공증의 고위험군에서는 PPI의 장기간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증상을 조절할 최소량의 PPI를 

사용하고 필요시골밀도 검사 등을 시행하여 수용성 칼슘제

제나 비타민 D 등을 같이 투여하는 것도 고려해본다. 그러나 

젊고 건강한 일반인에서는 장기간의 PPI 사용이 골절 위험

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직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흡수장애

비타민 B12는 PPI에 의한 장기간 저산증으로 음식물에 포

함된 비타민 B12가 단백질에서 분리되는 과정이 저해되고, 

소장내 세균 과증식 등에 의한 비타민 B12의 흡수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고 확실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태이다[48,49]. 그

러나 비타민 B12의 부족으로 인해 빈혈이나 신경병증 등의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임상적 중

요성은 높지 않다. 

저마그네슘혈증은 흔하지는 않지만 근육경련, 감각저하, 

전신쇠약감, 정신혼란 등의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데, PPI 투

여를 중단하면 1-2주 내에 회복되었다. 대개 경구 마그네슘

염 보충으로 회복되었다. 미국 FDA와 식약청에서는 2011년 

3월에 이에 대한 안정성 경고를 하였다. 임상적으로 고령, 

이뇨제 복용자, digoxin 복용자,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이전

에 장절제술을 받은 경우 등에서는 장기간 PP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측정해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50].

위장관계 감염 증가

지속적인 저산증에 의해 Clostridium difficile은 발육형태로 

보다 쉽게 위장관내에서 증식을 하여 C. difficile 관련 위

장관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고(odds ratio 1.94), H2 수용체 

차단제보다 PPI에서 위험도가 더 컸다[51]. 그 외 Salmonella, 

Campylobacter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한 세균성 장염의 빈도도 

증가하고 odds ratio 2.55였다[51]. 최근의 메타 분석에서는 

PPI와 위장관계 감염의 증가는 원인-결과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약한 연관성이 있지만, 일반인들에서는 1년에 3925

명의 1명꼴, 입원 환자군에서는 2주 동안에 50명의 1명꼴로 

발생할 수 있는 빈도로 예측할 수 있어[52], 아직 그 임상적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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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위식도역류 질환은 만성 경과를 보이면서 증상의 재발과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치료가 끝나면 대개 장기

간 유지요법을 고려해야 한다. 초치료가 끝난뒤, 역류증상으

로 치료를 시작한 경우나 비미란성 역류식도질환에서는 필

요시 혹은 간헐적 치료법을 권유하고, 미란성 식도염, 바렛

식도에서는 지속적 치료법이 효과적이다. 장기간 PPI를 사

용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PPI를 사용하더라도 역류증상 등이 

지속되면 항역류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 위식도역류가 증

명되고 PPI에 반응이 좋은 경우에 항역류수술 후 증상개선 

효과가 우수하다. 쓴물 역류나 위배출능이 저하된 경우는 

baclofen 같은 하부식도조임근작용제의 투여를 고려해보고, 

초치료에 의해 증상이 소실되면 체중감소나 소식, 야간 수면

시 상체 올리기 등의 생활습관 개선으로 증상 재발을 방지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장기간 PPI 사용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위식도역류 증상을 조절할 최소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다.

위식도역류 질환의 빈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불응성 역

류도 흔히 접할 수 있다. 장기간 PPI를 사용하다가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는 적절한 감별 접근이 필요하다. 불응성 위식

도역류 질환은 여러 감별 진단을 요하는데, 초기 진단이 정

확했는지 재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비미란성 역류 질환과 

기능성 가슴쓰림의 감별이 중요하며, 임피던스-pH 검사가 

역류액의 산도, 성분 혹은 양적 평가가 가능하여 항역류 수

술 전 후 평가에 중요한 정보를 준다. 치료적 접근에서는 환

자 순응도 평가와 PPI의 약리 작용을 잘 이해하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장기간 PPI 사용 시, 골절 위험성 증가나, 비타민 미네랄 

흡수 감소 등의 영양학적 측면, 세균성 장염 등의 감염성 질

환의 증가, 위 증식성병변, 위축성 변화 등의 부작용을 알고 

있어하며, 아직 대부분은 임상적 유의성이 낮지만 향후의 추

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 위식도역류; 양성자 펌프 억제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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