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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 사용시 경험할 수 있는 부작용과 그 대책

Safety Profile of Acid Suppression with Proton Pump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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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s are being used with increasing frequency to treat acid-related disorders.
In general, the tolerability profile of PPIs is good. The most common adverse
events of headache, diarrhea, and nausea have been reported in fewer than
5% of patients treated with short-term use of PPIs. Few clinically important
interactions have been observed between PPIs and other drugs metabolized
by the cytochrome P-450 system. Chronic administration of PPIs may lead
enterochromaffin-like cell hyperplasia, but has not been demonstrated to
increase the risk of carcinoid formation. Long-term PPIs use has not been
documented to hasten the development or the progression of atrophic gastritis
and gastric cancer. Bacterial overgrowth and the risk of enteric infection may
increase with acid suppression, although this does not seem to be a common
clinical problem with prolonged PPIs use. The absorption of fats and minerals
does not appear to be significantly impaired with PPIs-induced hypochlorhydria. However, vitamin B12 concentration may be decreased when gastric acid
is markedly suppressed for prolonged periods. Taking into account all the
available risk/benefit data, PPIs use is strongly justified when clinically indicated. Therefore PPIs should not be used in higher doses or for longer
durations than necessary to achieve the desired outcomes. (The Korean
Journal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2009;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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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함에 따라 약제 사용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관심

서

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PPIs

론

의 부작용을 단기적인 부작용과 장기적인 부작용으로 나누
양성자 펌프 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s, PPIs)는 위산

어 살펴 보고 그 대책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분비 억제제로 효능이 뛰어나고 부작용도 적어서 일차약으
로 선택되는 우수한 약제다. PPIs의 적응증은 위산과 관련

단기적인 부작용

된 소화성 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Zollinger-Ellison 증후군,
Helicobacter pylori (H. pylori) 제균요법, nonsteroidal anti-in-

PPIs는 환자의 유순도가 좋고 부작용이 적다. 두통, 설사,

flammatory drugs (NSAIDs)에 의한 위병증의 치료 등이다.

변비, 어지러움, 구역, 복통, 소양감, 피부발진 등이 보고되

다양한 질환에 대해 최근 PPIs의 사용이 증가하고, 재발을

고 있다.

잘하는 만성질환인 위식도 역류질환에서 장기간 유지요법

설사, 구역, 복통이었다.

1,2

PPIs에 공통적으로 흔히 보고된 부작용은 두통,
3-5

11

설사 이외의 다른 부작용은 약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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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 기간이나 용량, 환자의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 하였

다.14 이러한 현상은 H. pylori 음성인 환자에서 오메프라졸

다. PPIs 사용시 설사의 발생 빈도는 5% 미만이지만, 증상

사용 후에도 보고되고 있다. PPIs의 위산분비억제에 따른

발생은 약물의 용량과 연관이 있다. 용량에 따른 설사의 발

혈중 가스트린(gastrin) 증가, 벽세포의 증식과 비후의 결과

생률은 란소프라졸 15 mg 1.4%, 30 mg 4.2%, 60 mg 7.4%로

16
로서 산분비 반동이 이루어진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3
상관이 있었다. 만약 란소프라졸이나 다른 PPIs를 복용하

오히려 혈중 가스트린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H. pylori 양성

는 도중에 설사가 발생한다면 투여 용량과 환자의 나이를

인 환자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아마도 H.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오메프라졸과 란소프라졸에 뒤이어

pylori 감염 후 interleukin-1 같은 cytokine의 증가가 이러한

출시된 PPIs의 부작용도 거의 유사하여 판토프라졸과 연관

현상을 감쇄시킬 것으로 보인다.

된 설사는 2% 미만으로 보고되었고 라베프라졸은 0.7∼

산분비 증가의 임상 의의는 확실치 않으나 이론적으로는

6,7

2.2%에서 그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15

17

PPIs 사용 후 반동적인

여러 검사실 척도

장기간 PPIs를 사용하는 환자보다는 단기간 PPIs를 사용하

(laboratory parameters)의 변화가 보고되었고 그 중 대표적으

는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일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 GPT효소(ALT) 수치 증가, 혈청 나트륨 수치의 감소, 백

3. 급성 사이질성 신염(Acute interstitial nephritis)

8
혈구 수와 γ-glutamyl transferase 수치의 변화 등이 있었다.

Myers 등은 오메프라졸 사용 후 중증 합병증인 신부전이

1. 약제 간의 상호작용

18
발생한 증례를 최초로 보고하였다. 오메프라졸을 매일 20∼

일세대 PPIs로 불리는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판토프라

40 mg 사용한 18명의 환자에서 피로, 열, 식욕부진, 구역과

졸은 간의 사이토크롬 P-450 효소작용에 의해 대사된다. 사

혈뇨, 단백뇨, 호산구뇨, 빈혈을 포함한 검사실 척도의 이상

이토크롬 P-450에는 여러 동종효소작용이 관여되며 이중

소견이 동반된 급성 사이질성 신염이 발생하였다. 약제 투

CYP2C19과 CYP3A4가 특히 PPIs의 대사와 배설에 중요하

여 후 평균 2.7개월 후에 신장 조직검사를 통해 신염 발생이

다. 오메프라졸은 페니토인, 카바마제핀, 다이아제팜, 프로

진단되었다. 오메프라졸을 중단하고 부신피질호르몬 치료

프라놀롤 등의 제거를 감소시키는 상호작용이 있어 약제

를 시작하였고 한 증례를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신장 기능

선택시 고려사항은 되나 임상 의의는 미미하다. 페니토인

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최근에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모

은 치료지수(therapeutic index)가 좁으므로 오메프라졸과 병

든 PPIs가 급성 간질성 신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부전으

9

용 투여시 혈중 농도를 감시하는 것이 추천된다. 란소프라

19
로 진행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가역적으로 신기능이

졸은 와파린, 프레드리손, 경구피임약과의 상호작용은 없으

회복될 수 있으므로 PPIs 투여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급성

나 CYP1A2와 관련되어 테오필린의 혈중 농도를 약간 감소

신염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

10

시킨다.

라베프라졸은 CYP2C19에 덜 영향을 받아 약물

다.

7

상호작용이 가장 적다.

에스오메프라졸은 오메프라졸의 에스-이성질체(S-isomer)

4. 급성 췌장염

로 오메프라졸에 비해 높은 전신적 생체이용률, 위내 산도

약물은 급성 췌장염의 드문 원인 중 하나이고, 추정되는

조절에서 개체간 적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빠른

20
빈도는 0.1∼2%이다. Youssef 등은 오메프라졸 사용 후 급

증상 해소와 식도염 치유로 나타나고 임상적인 반응을 예

21
성 췌장염 발생을 최초로 보고하였다. 대규모 환자대조군

11

측할 수 장점을 갖게 한다. 에스오메프라졸은 CYP2C19를

연구에서 6개월 이내의 H2-수용체 차단제 투여군에서 대조

억제하므로 다양한 약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한 보고

군에 비해 급성 췌장염 발생 위험성이 4.9배 높았으며, PPIs

에서 PPIs를 와파린과 같은 비타민 K 길항제, 항생제, 디클

투여군에서도 급성 췌장염 발생 위험성이 3.2배 높았다.

로페낙과 동시에 처방하였을 때 합병증의 빈도가 높아지며

고용량으로 투여한 경우에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

12
의료비가 상승한다고 하였다. 미국 식품의약기구(FDA)에

면에 다른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급성 췌장염과 산분비억

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PPIs 종류에 따른 약제 간 상호작

23
제제 투여와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In vitro 실험에

용의 차이는 없으며 항응고제를 동시에 처방하였을 때 상

서 오메프라졸이 췌장 외분비 효소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

13

호작용이 가장 흔하였다.

2. 반동 과다 위산분비(Rebound acid hypersecretion)
H2-수용체 차단제 사용 후 투약을 중단하면 반동으로 산
분비 증가가 일어나고 이에 따른 소화불량증세가 발생한

22

이 없었고 췌장염 발생의 정확한 기전은 현재 알려진 바
24
없다. 약제 유발성 췌장염의 경우 보존적 치료에 추가적으

로 원인이 되는 약물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PPIs 사용 환자에서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숙지
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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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알레르기성 아나필락시스(Nonallergic anaphylaxis)
비알레르기성 과민반응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반응 등은
매우 드문 부작용이다. PPIs의 대사 과정과 관련이 있거나,
유전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 정

13

가하여 혈청 크로모그라닌 A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38-40

있다.

그러므로 혈청 크로모그라닌 A는 PPIs 장기투여

환자에서 ECL 세포 과형성을 평가하기 위한 선별 검사로서
39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지난 15년간은 PPIs 장기 사용의 안정성이 입증되
16,41

하지만 사람에서 약제로 인한 의인성 고가스트린

확한 기전은 잘 모른다. CYP2C19 계열을 통하여 주로 대사

었다.

가 되는 PPIs를 복용하였을 때, poor metabolizer의 경우에는

혈증이 ECL 세포 과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까지

CYP2C19을 통하지 못하고 대신 CYP3A 계열을 통하여 대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PPIs를 장기적으로 처방할 때는 항상

사되면서 대사 산물인 sulfone을 생산하게 된다. Sulfone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매우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25,26

부작용의 발생이 빈발할 수 있다.

특히, omeprazole과

pantoprazole 사용 후 발생한 심장 쇼크가 매우 드물게 보고
27,28

되어 있어,

PPIs 복용 후 혈압강하 및 어지럼증이 발생하

는 경우 주의를 요한다.

2. 위 폴립의 발생
PPIs 장기사용 환자에서 위 체부의 점막이 폴립 모양으로
41
변형된 것이 일부 보고되었다. 강력한 위산분비억제에 대

한 생리적인 변화로 위 점막이 낭종 반응(cystic response)을
보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PPIs 장기 투여 시 대부
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위선암 발

장기적인 부작용 및 안전성

42

1. 고가스트린혈증과 엔테로크로마핀 유사 세포의 과

생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위축성 위염 발생과 가속화

형성
PPIs는 강력하게 산분비를 억제하므로 혈중 가스트린을

위산분비억제는 위선암의 전구질환인 위축성 위염을 야

증가시킨다.16 고가스트린혈증은 많은 종류의 상피 세포 증

기한다.16 장기간 PPIs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매년 위축성 위

식에 성장 촉진 인자로 작용하여 엔테로크로마핀 유사

염의 빈도가 증가하여 PPIs 투여 시작 시점에서는 약 1∼

(enterochromaffin-like, ECL) 세포의 과형성, 위벽세포의 팽

1.8%의 빈도인 것에 반해 장기투여 후에 19∼25%까지 빈

창, 유암종(carcinoid tumor)형성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실험동물에서 장기간 위산분비억제와 고가스트린혈증에

성 위염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위산

29-31

34,43,44

H. pylori 감염이 만

그러나 아직 사람

분비억제보다는 H. pylori 감염이 위축성 위염 발생에 더 중

에서는 PPIs 장기 사용 후 유암종 발생은 확인되지 않고 있

요한 위험 인자로 생각되고 있다. 실제로 Lundell 등은 수술

따른 유암종의 발생된 보고들이 있다.

다. PPIs를 투여 받은 환자들의 경우 고가스트린혈증을 보

적 치료의 적응이 되는 심한 만성 역류 질환 환자를 대상으

이지만 개인간 또는 개체 내에서도 상당한 변이가 있다. 혈

로 전향적, 무작위 연구를 수행하였고 오메프라졸 20 mg

청 가스트린의 정상 범위는 100 pg/mL 미만인데, PPIs 장기

투여, 40 mg 투여, 그리고 항 역류 수술인 위저부주름술

사용 후 혈청 가스트린 수치는 대개 250 pg/mL 미만이며

(fundoplication)을 받는 군으로 환자를 무작위 배정하였다.

16
500 pg/mL을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PPIs

그 결과 H. pylori 감염된 경우에 있어 세 군에서 위축성 위

투여로 유발된 고가스트린혈증이 ECL 세포의 과형성을 자

염의 빈도의 증가는 유사하였고, 치료 방법에 따른 차이는

32,33

45

H. pylori 양

보이지 않았다. PPIs 장기 투여가 위축성 위염의 발생을 유

성인 환자에서 ECL 세포의 과형성이 더 흔히 관찰되고 특

발하거나 가속화시키지 않는다고 저자들은 제안하였다. 다

극하지만, 종양성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히 위축성 점막변화와 위 점막의 심한 염증이 있는 군에서
34-36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PPIs 장기 유

지요법이 필요한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에서 H. pylori 제균
치료로 위염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으
16,37

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다.

른 연구에서도 장기간 PPIs 투여와 위축성 위염 발생의 연
35,44

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4. 세균 과도증식과 N-nitrosoamine 생성
1) 세균 집락형성과 장관 감염: 위의 산성 환경은 체내로

크로모그라닌 A (chromogranin A)는 부신 수질 등에서 분

유입된 세균이 위와 소장에 집락형성을 하지 못하도록 방

비되는 단백으로, 부갑상샘 과형성, 갑상샘의 C세포 과형

어하는 중요한 기전이다. 위 점막의 위축이나 약제 투여로

성, 위의 ECL 세포 과형성 등에서 혈청 농도 증가를 관찰할

인한 저염산증(hypochlorhydria)으로 방어 기전이 약화되면

수있으며, PPIs를 장기간 투여할 경우 ECL 세포의 수가 증

세균 집락형성이 증가되고 장관 감염(enteric infection)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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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

출될 위험이 있다.

건강한 사람에게 오메프라졸 20∼30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 오메프라졸의 단기간 투여는 지방,

mg을 2주간 투약하였을 때 위 내의 세균 농도가 유의하게

칼슘, 마그네슘, 아연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

48,49

58

Sharma 등은 오메프라졸을 중단하였을 때

메프라졸을 4년간 장기 투여하였을 때, 혈청 철과 페리틴

빠른 속도로 세균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

59
(ferritin)의 유의한 농도 감소도 없었다. 반면에 장기간 위

였고 위산분비억제에 따른 세균 농도 증가가 가역적임을

산분비억제에 따른 비타민 B12 농도의 감소가 유의하게 보

증가하였다.

48

제시하였다. 세균 과도증식의 임상적 의의에 대해 아직 논

60
고되었다. 비타민 B12는 단백질에 결합된 형태로 섭취되

란의 여지가 있지만 장기간 PPIs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 장

며 위산에 의해 결합된 단백질과 분리된다. 위 내에서 R 단

관 감염의 위험성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의해야 한다. 임상

백질과 결합하고 십이지장으로 이동한 후에 췌장 효소에

보고를 보면, 산분비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에서 고혈압

의해 결합이 다시 분리되고, 분리된 비타민 B12는 내인인

치료제 또는 천식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보다 세균성 설

자(intrinsic factor)와 복합체를 이루어 소장에서 흡수되는

50

사가 3배 높게 나타났다. 고령의 환자에서는 감염에 대한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위산분비억제는 비타민 B12 흡수장

취약성이 증가하는데 특히 살모넬라와 캄필로박터 감염증

애를 유발할 수 있다. 장기간 PPIs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혈

51,52

이 높게 나타났다.

Leonard 등이 열두 개 논문의 2,948명

청 비타민 B12 (cyanocobalamin)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추천
60

비타민 B12 결핍은 메틸말론산(methylmalonic acid)

환자의 결과를 분석한 최근의 문헌 고찰에 따르면, 위산분

된다.

비억제와 장관 감염의 위험성 증가는 관련성이 있음이 확

과 호모시스틴(homocystin)을 증가시키므로 이 두 가지를

53

인되었다. 하지만 명확한 인과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또한 동시에 측정함으로 비타민 B12 결핍 진단율을 높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수 있다. 실제 혈청 비타민 B12만 측정시에는 10%에서만

PPIs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부적절하게 투여되는 경우도

결핍이 확인되었으나 세 가지를 동시에 측정한 결과 29%에
61

있어 최근의 C. difficile 원내 감염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

서 결핍이 확인되었다.

비타민 B12 결핍이 확인된 경우

된다. 실제로 한 역학조사에서 C. difficile 감염 환자 중 64%

경구 보충함으로써 증가된 메틸말론산과 호모시스틴 농도

가 PPIs를 투여받고 있었다. 그 중 63%에서 뚜렷한 적응증

가 교정되고 장관 내에서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은 유리 형

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PPIs가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

태의 비타민 B12 흡수도 촉진될 수 있다.

54

었다.

PPIs 투여 중인 환자가 입원시에 PPIs를 중단해야

하는지는 유익과 위험을 잘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

61,62

5. 대장암의 발생

하다. PPIs 중단에 따른 반동 과다 위산 분비와 가슴쓰림

PPIs 사용으로 인한 고가스트린혈증과 대장암의 발생 사

증상의 재발이나 궤양 출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의 연관성이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가스트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불필요한 PPIs 사용을 확실

린은 대장 점막을 포함한 많은 상피 세포의 성장 촉진 인자

히 감소시키고, 드물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감

63
로 작용한다.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에서 APC 유전자이

염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전 마우스(transgenic mouse)의 경우 오메프라졸 복용으로

다.

유발된 고가스트린혈증이 대장 선종의 증식 속도를 증가시

2) N-nitrosoamine 생성: PPIs 사용으로 인한 위 내 산도의

64

키고 생존 긴간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

저하로 세균 과도증식이 발생하고, 그 결과 유입된 nitrate가

지만 영국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PPIs 장기 투여 환자

nitrites와 N-nitrosoamines으로 전환되는 양이 증가하게 된

를 15년까지 장기 추적 관찰하였을 때, 유의한 대장암 증가

55

다. N-nitrosoamine이 발암 유발 물질인 것은 잘 알려져 있
56

으며, 사람의 위선암 발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강
자원자와 산분비억제제를 투여받은 환자를 비교한 연구에
서 N-nitrosoamine 생성과 위선암 발생 위험의 증가와의 연

65
위험이 없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66,67

결과를 보였다.

6. 기타 부작용

37
관성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H. pylori 감

1) 근육병증(Myopathies): Clark과 Strandell 등은 PPIs 사

염이 동반되어 있을 때 위 내 nitrosoamine 생성이 가속화되

용 환자에서 다발성근염과 다른 근육병증이 발생할 수 있

57

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정리하자면 현재까지는 PPIs 사용

다고 보고하였다.68 이 연구는 다양한 근육병증 292개의 보

으로 인한 위산분비억제와 그에 따른 N-nitrosoamine 생성

고들을 분석한 것으로 이 중 1/3이 PPIs를 단독 투여한 경우

과 가능한 위선암의 발생과의 관계가 불확실하다.

였고, 동시에 여러 약제를 투여 중인 경우에 있어서도 57%

3) 영양소 흡수 저하: PPIs 사용으로 인한 저염산증과 여

에서 보고자들이 PPIs를 단독 원인 약물로 의심하였다. 또

러 영양소, 무기질, 비타민 흡수장애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한 이 부작용은 현재 사용중인 모든 PPIs에서 보고되고 있

박혜원ㆍ정훈용：PPI 사용시 경험할 수 있는 부작용과 그 대책

어 일종의 class effect로 생각된다.

15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기술한 대로 임상적으로 중대한

2) 현미경적 대장염(Microscopic colitis): 현미경적 대장염

합병증은 매우 드물지만 PPIs를 처방하는 의사는 발생 가능

이 임상적, 조직학적으로 란소프라졸의 투여 시작 및 중단

한 부작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유익과 위험을 따져

69

과 연관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만성 물설사, 복부 경련통

보아 임상 적응증이 확실한 경우 PPIs를 사용하는 것이 바

등이 증상으로 나타나며 란소프라졸을 중단하고 4∼10일

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유지 요법과

이내에 모든 환자에서 증상이 완전 해소되었다. 조직검사

같이 치료의 효과가 입증되었을 때 최소한의 효과 있는 용

를 추적해 본 결과 대장 점막 조직도 정상화되었다. 따라서

량으로 적절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PPIs를 처방하는 의사가 이런 부작용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야 하며, 현미경적 대장염은 가역적이므로 적절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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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PPIs는 소화성 궤양의 치료와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 호
전에 매우 효과적이다. 단기간 PPIs 투여에 따르는 부작용
은 두통, 설사, 구역, 복통 등이 있다. 발생 빈도는 드물지만
일부의 경우 용량 의존적이며 투여 기간에 비례하여 나타
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사이토크롬 P450에 의해 대사되
는 다른 약제와 병용 투여 시 임상 의의는 미미한 경우가
많지만 상호 작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항응고제와 병용하
는 경우 환자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PPIs 장
기 사용 시 부작용은 드물지만 발생 가능하다. 위산분비억
제에 따른 저염산증과 이차적으로 유발되는 고가스트린혈
증으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거론된다. 사람에서는 아직
까지 PPIs 사용 자체가 위축성 위염, 위선암의 발생, 유암종
등 다른 악성종양의 발생과 연관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
지만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연구가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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