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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acid related diseases such as duodenal and gastric ulcer, reflux esophagitis, and gastritis, have bothered human throughout recorded history, the
development of anti-secretory agents including PPIs (proton pump inhibitors) and
H2-RAs (histamine type 2 receptor antagonists) revolutionized the second millennium and at the beginning of the third millennium, we are able to control acid
secretion at will and can remove the responsible bug for dyspepsia in the stomach. Though the design of small ligand antagonists for acid secretion is not
so easy, at least the structure of the natural ligand provides a template for such
molecules, that is, ATP and hydronium ion (H3O+) on the cytoplasmic side and
K+ on the luminal side. A compound competing with ATP in cell cytoplasm would
obviously be nonspecific and molecules to act as H3O- surrogates necessitate
some lag times for action and disadvantage of irreversibility and risk of carcinogenesis. Similar considerations applying to design of compounds substituting
K+ on the outside surface led to the development of acid pump antagonists
(APAs), of which advantages are independent of secretory status, no lag time
required, reversible in actions, and could be therapeutic antacids, allowing “ondemand dosage. Our recent studies also revealed that APA seems to be superior against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based on the findings that they exerted
significant anti-inflammatory, gastroprotective, and overt molecular actions. Conclusively, in the current review, we described the development of the discovery
of gastric acid secretion, gastric acid pump, the biology of acid related diseases,
inhibition of gastric acid pump, and molecular actions of APA against H. pylori
infection. APA could be extensively applied to either acid related diseases or
inflammatory related gastric diseases. (The Korean Journal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2005;5: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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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Lazzaro Spallanzani (1729∼1799)에 이르러서야 위에

서

존재하는 위산이 hydrochloric acid임을 밝힐 수 있었다. 현

론

재와 같은 위산분비의 개념은 사람을 포함한 개, 토끼, 말,
고대 그리스인들은 소화(digestion)란 혼합과정을 거쳐 유

송아지 등의 위액이 바로 위산이며, 이러한 위산을 직접 측

미원 상태로 된 후, 혈액(blood), 점액(phlegm), 그리고 황색

정한 William Prout에 의하여 비로소 기초가 준비되었는데

혹은 흑색 담즙의 네 가지 액체질로 바뀐다고 생각하였고

그는 chloride가 위벽에서 분비되고 위산에 의하여 소화된

이후에 히포크라테스는 조리과정에 의하여 음식이 준비되

음식은 탄수화물, 지방 및 단백질로 분해된다는 사실을 밝

는 것과는 다른 소화과정을 pepsis라 명명하였는데 흥미로

혔다.

운 것은 히포크라테스의 이러한 주장은 이후 18세기까지

이후로 위산분비 기전연구에는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대까지 이들은 비록 위산의 존

1900년대에 들어 생물학 및 화학의 발전에 힘입어 세포막

재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지만 쓰고 신 액체가 신체 속에

의 구조가 규명되고 세포막에는 transporter가 있으며 ABC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재와 같은 위산 존재의 규명

(ATP binding cassette)가 있어 능동적으로 이온이 이동할 수

은 Paracelsus (1493∼1541)이 처음으로 주장했는데 그는 위

있음이 세포실험을 통하여 시사되었다. 그런데, 위산분비의

속에 산이 있어 소화에 관여한다고 주장은 하였지만 이때

+
6
경우 위강내의 H 농도가 세포내에서나 혈액보다도 10 배

위산은 생성되기보다는 섭취된 것으로 잘못 알았기에,

높기 때문에 능동적 이동이 필요하며 따라서 ATP가 필요함

Borelli (1608∼1679)는 위는 단지 먹은 음식물을 갈아주는

이 시사되었고 1920년대에 Keilin과 Hartree에 의하여 cyto-

방앗간과 같은 역할만을 한다는 주장이 있은 후 근 100년이

chrome oxidoreductase가 미토콘드리아에 있으며 이러한 미

지난 1782년이 되어서야 Reaumur (1683∼1757)에 의하여

토콘드리아에 있는 cytochrome chain 효소에 의하여 기질이

새의 구토 분비물에서 푸른색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붉게

+
분해되어 산화되며 발생되는 H 이온과 전자가 세포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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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위산이 존재함을 처음으로 규명하였다.

통과하게 되는데 바로 같은 이론이 위장에도 적용되어 위

이후에 성공적으로 소화기전을 규명한 사람이 바로 Ed-

산분비의 electrogenic 기전이 시사되어 Conway와 Dublin에

ward Stevens인데 처음으로 위산에 의하여 음식이 소화과정

+
+
+
의하여 Na , K , H 의 능동적 이온투과에 대한 구체적 기

을 거침을 처음으로 주장하였는데 현재와 같은 구체적인

전이 규명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포유류 위장의 독특

Table 1. 위세포에 위치한 위산관련 수용체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Receptors on gastric cell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ell type

Recepto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CL
G
D
Parietal
Chief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CK1
No
No
Yes
No
Yes
CCK2
Yes
Yes
Yes
Yes
No
PACAP
Yes
?
VIP
?
Yes
M1, M3, M5
No
Yes
No
Yes
Yes
M2, 4
No
No
Yes
No
No
GRP
No
Yes
Some
?
?
SST
Yes
Yes
Yes
Yes
Yes
Ca
?
Yes
?
?
?
Y1
Yes
?
?
?
?
Gal
Yes
?
?
?
?
Histamine
H3
No
H3
H2
Species
CGRP
No
No
Perhaps
No
No
Amino acids
No
Yes
No
No
No
pH
No
Perhaps
Perhaps
No
No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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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sal motor nucleus
Gastric acid stimulation

Vagus innervation
돌기

세포체

Enteric nervous system

돌기

Post-ganglionic

GRP
M+
GAL
H+

M-

VIP

PACAP

G cell

D cell

Fig. 1. 위산분비의 조절 위산분비는
대뇌신경계조절과 말초신경
계조절의 큰 두가지 조절기
능에 의하여 조절되며 특히
ECL 세포의 활성화에 의한
histamine분비와 콜린 신경
계 자극에 중요한 산분비 조
절기능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위벽세포 활성화에 의한 위
벽세포 분비구조에 의하여
위강 내로 hydroniumion이 배
출됨으로서 HCl이 형성된다.

ECL cell
H+

CCK2

Stimulation

H2 m3

Inhibition
Parietal
Cell

한 기능 중의 하나가 바로 0.16N HCl을 대량 분비할 수 있다

Receptors on ECL cells

1-8

는 것인데 이는 다양한 조절 신호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위산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가 밝혀
짐에 따라 이를 억제시킬 수 있는 약제개발이 가능하게 되

Inhibitory receptors

Activating receptors

이러한 발견에 기초하여 1970년대에 이르러 위세포에 존

CCK-B (100%)

었다. 위선에 위치한 위산분비에 관여하는 세포별 수용체
Gq

를 Table 1에 나타내었는데 위산분비의 주세포인 위벽세포

PACAP (100%)

GAL 1

Gs
Gi

Gq

에는 CCK2, M1, M3, M5의 콜린 수용체, 소마토스타틴 수용
체, 및 Histamine 2형 수용체가 있음을 알 수 있다(Fig. 1).
본 종설에서는 구체적인 위산분비의 분자생물학적 기전과
이들의 약물조절에 대하여 알아보고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
작하는 acid pump antagonists (APA)의 약물 특성 및 Helicobacter pylori 감염과 관련한 작용에 대하여 서술하려 한다.

본

론

1. EGL 세포와 위벽세포에 의한 위산분비 조절

Gi
Gi

Gs
β3

Y1

M (20%)

H3

SST2

Fig. 2. ECL 세포의 활성과 억제 수용체 ECL 세포 활성을 위한
수용체와 억제조절을 위한 수용체의 모식도.

바로 ECL 세포(enterochromaffin like cell)인데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oxyntin mucosa의 내분비 세포 중 1/3 정도를 차지
하며 많은 histamine과 histamine 생성에 필요한 histidine de-

1) ECL 세포와 위산분비: 위산분비에서 대뇌신경조절과

carboxylase (HDC) 효소를 가지고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

위내의 조절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세포가

중의 하나가 위산분비에 필수적인 histamine을 분비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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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임을 알 수 있다. 이 세포는 주로 위상피 세포 아래에 위

과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양서류나 조류에서는 oxyntic

치하여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위강과 접촉하지는 않기 때문

cells (acid secreting cells)이라고 명명되고 포유류에서는

에 위 내용물에 의해서 자극을 받지는 않으나 대신하여

parietal cell이라고 명명되는 위의 경부에 위치한 특별한 세

ECL 세포를 자극하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억제기능을 하는

포가 바로 위강내로 위산과 cyanocobalamin 흡수에 중요한

수용체가 다수 위치하여 histamine 분비조절 기능을 한다

intrinsic factor를 분비하고 조금 더 분화가 성숙한 위벽세포

(Fig. 2)

는 Cl flux와 Na flux 연결에 관여하여 Cl-도 분비하게 되

-

+

이러한 ECL 세포의 증식과 기능에 관여하는 리간드로는

는 위벽세포인 것이다. 그러므로 위벽세포에는 매우 많은

gastrin, PACAP (pituitary adenylate cyclase-activating polypep-

+ +
미토콘드리아와 H K -ATPase가 포함되어 있고 주로 위선

tide), TGF-β, histamine, somatostatin 등을 들 수 있는데 특

의 경부내에 위치하나 조금 더 분화되어 위선하부로 위치

히, 가스트린의 경우 ECL 세포에 대한 반응은 작용시점에

한 위벽세포에는 Cl 를 분비하는 NKCC2 (NaKCl2 cotran-

따라 급성 반응시에는 exocytosis가, 그리고 만성 작용시에

sporter)를 함유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에 기인하여 위벽세

는 mitosis가 유발되고 중간 정도의 반응에는 histamine 형성

포는 형태가 원뿔로 보이며 뚱뚱하기 때문에 Nycodenz 등

에 중요한 효소인 histidine decarboxylase와 같은 유전자 활

을 이용한 density gradient를 이용하여 분리하게 되는데(위

성이 유도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가스트린에 의한

선내의 endocrine cell은 가볍고, parietal cell은 무거움), 세포

ECL 세포의 자극시 granule exocytosis가 바로 작동되어 이

의 약 34%가 ATP를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차지하고 있

+

-

granule에 있어 v-type ATPase가 작동되어 K /Cl conduc-

으며 세포내에는 tubulovesicle이라는 수많은 vesicle과 일부

+
tance가 작동되고 H 의 세포질 내 축적이 유도된다는 사실

secretory vesicle이 resting cell에서도 관찰된다.

이다. 이것이 바로 ECL 세포는 gastrin 이외에 CCK-8에 의
-

그런데 위벽세포가 자극되면 tubule의 수는 급격히 감소

해서도 histamine 분비가 증가되고 Cl current를 증가시켜

하고 대신하여 microvilli를 형성하여 secretory cannaliculus

궁극적으로는 histamine 방출을 더욱 더 증가시킨다는 사실

를 형성하게 되며 이때 수많은 actin fiber가 작용을 하게 되

9-10

는데 이러한 conformational changes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이다.

34

2) 위벽세포와 위산분비: 위벽세포(gastric parietal cell)내

ezrin, dynamin 등과 같은 cytoskeletal 단백 이 관여하게 된

에 위치한 secretory cannaliculus가 바로 위산분비에 관여한

다. 위벽세포를 자극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수용체는 위벽

다는 사실은 지금부터 100년 전인 Camillo Golgi에 의하여

세포 저부나 측부에 위치하게 되는데 자극을 증가시키는

처음으로 시사되었으나, 실제로 위산분비 pump가 위벽세

M3 및 H2 수용체와 억제에 관여하는 EGF, SST, EP3 등의

포내 위치하여 작동되는 구조가 밝혀진 것은 지금부터 불

수용체가 있다. 특기할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위벽세3

Activation of the histamine type 2 receptor
Histamine H2
Receptor antagonists
Acetylcholine
Muscarinic
M3 receptor

Muscarinic
antagonists

Histamine
GTP
2+

Histamine H2
receptor

Ca dependent
pathway

CAMPdependent
pathway
+

H

Parietal
cell

+ +

H KATPase

K

-

Cl

Acid (HCI)
Gastric gland
lumen

Gastrin

CCK2 receptor

+

Proton pump
inhibitors

Fig. 3. Histamine type 2 수용체의
활성 Histamine 제 2형 수용
체는 7개의 transmembrane
segments로 구성되어 있으
며 TM3번과 TM5번 사이에
Histamine type2 수용체 억
제재가 작용하며 이의 작용
의 바로 위산분비를 위한
proton pump의 활성화에 필
요한 5각형의 리간드가 붙
게 되면 GDP가 GTP로 전
환되고 α form에서 β및 γ
dimer가 분리되고 이후에
PKA 및 PLC 활성화가 유
발되어 위산 펌프가 활성화
하게 된다.

117

여말희 외：Proton Pump Inhibitor와 Acid Pump Antagonist의 약리작용; Helicobacter pylori 감염시 약물작용을 중심으로

포는 위산분비라는 중요한 기능 이외에 ion transport ho-

acetylcholine은 muscarinic 형태의 콜린 수용체에 작용하며

meostasis에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에 관여하

현재까지 알려진 5가지의 수용체 중에서 M1, M3, M5 수용

+

+

는 transporters로는 Na , K pump (NHE), Cl/HCO3 exchan-

++
체가 위산분비의 signal mediator인 Ca 증가와 관여되어

ger (AE), 그리고 NaKCl2 Cotransporter (NKCC2)가 있는데 H,

있고 이중 특히 M3 수용체가 proton pump 활성화에 관여되

K-ATPase는 세포정산부위에만 위치하는 반면에 NHE나

어 있다. 그런데 위벽세포활성에 gastrin 수용체의 역할에

AE 등은 세포 바닥 측부에 위치하여 직간접적으로 위산분

대하여서는 논란이 되고 있으나 CCK2 형태의 수용체를 통

비기능을 도우며 또한 homeostatic response에도 관여하게

하여 위산분비에 관여하는 증거들이 있으나 affinity가 그렇

된다. 위벽세포를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ligand로는 hista-

게 높지도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3-15

11-12

mine과 acetylcholine이다.

2. Proton pump의 활성기전과 위산분비기전

위벽세포에 위치한 histamine type 2 receptor는 7개의
transmembrane domain (G7) 수용체로서 N-terminal은 세포

위벽세포의 H+K-ATPase는 화학링 구조론적으로 H+와 K+

밖에 C-terminal은 세포내에 위치하여 trimerin G 단백질이

를 맞교환해주는 장치로서 어떠한 막간 전압차를 발생시키

TM 5, 6, 7 그리고 C-terminal에 부착되고 활성화되어 GDP

지 않는 electroneutral한 상태의 pump transporter이다. 이를

가 GTP로 전환되면서 β 및 γ dimer가 활성화되어 cAMP를

도식화하면 Fig. 4과 같은 기능을 하는 전달계이다. 위벽세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콜린 수용체에 의하여 활성화된 PLC

포 외에도 신체 내에는 다양한 ion transporter가 존재하는데

++

에 의한 IP3가 증가되고 Ca 증가, PLA 증가에 의하여

+
+
+
+
Na , K -ATPase의 경우에는 세포내 Na 과 세포외 K 의 교

proton pump가 활성화되고 cannaliculi에 부착됨으로서 위산

환이 sarcoplasmic Ca

++

++

pump의 경우에는 두개의 세포질 내

+

분비가 개시된다(Fig. 3). 콜린계가 위산분비에 관여하는 증

+ +
Ca 과 2H 의 교환이 그리고 위에 위치하는 H K - ATPase

거로는 로마시대에서부터 belladonna 추출이 상복부 통증

+
+
의 경우에는 세포질 내에 H3O 와 세포질 외에 K 의 교환

치료에 사용되었다는 증거에서 상기한 histamine 2형 수용

이 일어나며 이때의 교환 방식은 바로 transport- catalysis

체 억제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atropine을 소화성 궤양의

coupling 형태(Fig. 5)를 이용하게 된다. 즉, Fig. 4에서 보듯

치료제로 사용하였던 것을 들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
+
이 hydronium ion (H3O ) 형태로 H ion의 세포질 밖으로의
+
이동과 K 의 세포질 내로의 이동에는 이동체의 형태적 변

화가 ATPase를 통한 phosphorylation을 통하여 유발되어 입
장, 잠시 통로 폐쇄, 그리고 방출 및 재입장이 가능한

Transport by the H+, K+-ATPase
N

H3O+

K+

H3O+

Mg-ATP

H3O+

ADP

H3O+

K+

H3O+

+

K+

K+

H3O+

Mg + Pi

K+

P
H3O+
H3O+

Transport-catalysis coupling

A

Mg P
K+Cl -

Cytoplasm

Cytoplasmic side

K+
Membrane

K+
K+

Pi

ATP

+

K

+

MgE1-P H3O

+

E1

K

E2

[ K

+

+

K

K+Cl-

Lumen

+

Fig. 4. H K -ATPase에 의한 이온교환 세포질 내에 생성된
hydronium ion (H3O+)은 MgATP와 결합한 후 ATPase의 도
움으로 protein conformation의 변화로 세포질 외로 옮기게
+
되고 대신하여 K 의 세포질 내로 이동이 dephosphorylation
및 E2P conformation으로 진행되어 이러한 반응이 계속됨으
+
+
로서 능동적 H 및 K 의 이동 (맞교환)이 계속된다.

+

K

MgE2-P

ADP H O+
3

]

Occluded

+

[ H3O ]

Membrane

+

MgE2-P H3O

+

H3O

Extracytoplasmic

Fig. 5. Transport-catalysis coupling Fig. 3에서와 같은 transportcatalysis coupling의 결과로 위산형성이 이루어지는데 그
림에서와 같은 hydronium-phosphorylation 및 K-dephosphorylation의 결과로 H+은 세포밖으로, K+는 세포질내
로 이동하게 되며 이의 조절은 “occluded” 상태에 의하여
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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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계속되어 위산분비가 유지된다.1

transporter의 형태적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 즉 이온 결합
부위가 안쪽으로 향하는 E1 형태, 바깥쪽으로 향하는 E2 형

Proton pump가 어떻게 작동되어 위산분비에 활동하는지

태, 그리고 잠시 막아주는 “OCC”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

를 Fig. 6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산분비

며 이들 변화는 ATP binding, transphosphorylation, 그리고

펌프는 어떻게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다

dephosphorylation에 의하여 유도되고 이러한 기능을 함유한

+ +
른 효소와는 달리 H K -ATPase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

구조가 바로 proton pump α-subunit의 기능이 되며β-

+
+
이나 방법은 없다. 단지 MgATP H 그리고 Mg ATP K 의

subunit의 경우α-subunit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보호구조

+
접근성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는 즉 세포의 K 에 의하여

1,6,16-18

+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K 의 접근성도 단지 위벽세포의

역할을 하게 된다.

Fig. 5에서 H+-K+ exchange에 관여하는 구체적인 proton

+
저측부에 국한되어 있고 apical membrane에서는 K perme-

pump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1) 경우가 세포질 내 N-

ability는 없다. 만일에 이러한 제한성이 없다면 위에서는 자

cytoplasmic domain (N) phosphorylation 부위(P) 및 ATPase

극에 무관하게 위산분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endo-

작용(A) 부위와 pump의 E1이 별개로 위치하고 있으나 (2)의

+
genous K permeability가 있는 ATPase가 위벽세포의 pump

+
경우 ATP가 N cytoplasmic domain에 반응함으로서 H 이

활성화에는 가장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acid pump anta-

+

M4∼6 사이에 H binding site에 위치하게 되면 (3)에서 보

gonist (APA)가 proton pump inhibitor (PPI)와 차별되는 점이

듯이 p domain이 phosphorylation 되면서 E-P가 이미 부착된

기도 하다.

+

H 와 occluded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4) E2-P 형태의 변화

Proton pump인 ATPase의 α- 및 β-subunit는 위벽세포의

+
+
로 H 이온이 방출되고 대신에 K 이온이 결합하게 되면

ER에서 생합성되며 α-subunt의 처음 4개의 transmembrane

+

segments와 나중에 2개의 segments가 바로 signal anchor se-

이온이 세포질내로 이동하게 되며 (6)에서와 같이 K 이온

quence 및 stop transfer sequence로 작용하여 cannaliculi에 위

을 세포질 내로 방출함으로써 다시 E1 형태의 pump를 유지

치하게 하고 나머지 5∼8 네개의 transmembrane segments가

+
하고 이러한 cycle이 반복되면서 H ion의 위벽세포 내 방

+
+
H , K ion transporter의 protein-protein interaction에 관여하

(5)와 같이 phosphate를 다시 세포질 내로 방출함으로서 K
+

+

+

Transport by H , K -ATP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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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K+-ATPase에 의한 transport (1) 경우
가 세포질 내 N-cytoplasmic domain (N)
phosphorylation 부위 (P) 및 ATPase 작
용 (A) 부위와 pump의 E1이 별개로 위치

+

X

E2-P
Pi, Mg

N

P

T
A

Extracellular/
lumenal side

M5 M2
M4 M1
E2

5)

ADP
PMg
P

ADP

N
PMg

A

P
M

4)

+

X

+

XY

A

+

하고 있으나 (2)의 경우 ATP가 N cyto+
plasmic domain에 반응함으로써 H 이 M
+
4∼6 사이에 H binding site에 위치하게
되면 (3)에서 보듯이 p domain이 phospho+
rylation 되면서 E-P가 이미 부착된 H 와
occluded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4) E2-P
+
형태의 변화로 H 이온이 방출되고 대신
+
에 K 이온이 결합하게 되면 (5)와 같이
phosphate를 다시 세포질내로 방출함으
+
로서 K 이온이 세포질내로 이동케 되며
+
(6)에서와 같이 K 이온을 세포질 내로
방출함으로서 다시 E1 형태의 pump를 유
+
지하고 이러한 cycle이 반복되면서 H
ion의 위벽세포내 방출이 계속되어 위산
분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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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조가 되겠다. β-subunit의 single transmembrane domain

benzimidazole N에 의하여 의존되며 바로 이 변환물 Fig. 6에

이 signal anchor sequence로 작용하고 나머지 200개의 아미

서 보는 바와 같은 PPI 약물에 따라 서로 다른 cysteine target

노산은 세포부위로 위치하며 여기에는 6개 또는 7개의 N-

을 가져서 서로 다른 약리작용을 보이게 된다.

glucosylation consensus가 위치하여 강산 환경 하에서 α-su-

Fig, 7에서 보듯이 M5/M6의 cysteine 813은 omeprazole,

bunit의 기능을 차단해주고 α-subunit를 강화시켜주는 중요

lansoprazole, pantoprazole, rabeprazole 등의 모든 PPI가 작용

한 기능을 하게 된다.

하는 cysteine기인데 약제마다 pK치의 차이, 반응부위의 차

+

+

그러면 왜 H K -ATPase는 cytoplasmic tubule로 위치하고

이, 그리고 sulfenamide 변환시간 등에 따라 작용시간, 작용

+

+

Na , K -ATPase는 basolateral surface로 위치하게 되는지는

회복시간 및 위산억제능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잘 모르나 최근의 β-subunit의 Tyr 19 변이를 가진 형질전환

Glutathione을 이용한 PPI의 작용해제 실험을 보면 pantopra-

생쥐연구에 따르면 β-subunit의 phosphorylation에 따라 pump

zole의 경우 822 cysteine에 작용하며 이 부위는 glutathione

19

sorting이 결정되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3. 위산분비 pump의 억제
+

Gastric ATPase에 의한 H 이동이 위산분비의 마지막 단
계이므로 ATPase를 억제하는 것이 위산분비를 조절해주는

과 같은 reducing agent가 작용되지 못하므로 이 약제를 제
외하고는 reducing agent 참가 후 50분 후에 pump inhibition
이 제거되나 일반적으로 cysteine의 disulfide bond는 위벽세
포가 소멸될 때까지 작용하므로 2∼3일의 약제 작용시간이
19,23

지속된다는 단점도 있다.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으며 기타의 다른 분비계에 영향을

2) APA의 작용: H3O 의 작용과 함께 K+의 세포질내 이

받지 않게 된다. Gastric ATPase 중 위산분비에 관여하는 것

동이 위벽세포내 위산분비에 중요한 작용이므로 ATPase를

을 P2 type ATPase라고 하며 NaK-ATPase 및 colonic HK-

+
억제하는 K competitive inhibition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ter-

ATPase와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효율적 위산분비를

tiary amine이 개발되어 이를 APA (acid pump antagonist)라

위하여서는 p2-type gastric ATPase 만을 억제시켜야 한다. 그

명명하였는데 PPI와는 달리 acid activation 기전 없이 위산

+
러기 위하여서는 ATPase의 natural ligand인 ATP, H3O 및

분비를 억제할 수 있고 PPI와 같이 weak base이므로 위벽세

+

-

K 을 억제시키는 small-ligand antagonist 개발이 필요한데

포 canaliculus에 집중적으로 작용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

ATP를 억제하는 compound는 non-specific하므로 실제로 가능

한 APA로는 SCH 28080, MeDAZIP+, MDPQ, BY841, Reva-

+
+
+
한 것은 H3O 또는 K antagonist의 개발이다. 그 결과 H3O

prazane 등이 개발되어 있으나 이중 최근 국내에서 개발되

+
competitive inhibitor인 PPI (proton pump inhibitor)와 K com-

어 이미 임상 3상이 완료되어 신약허가를 얻은 revaprazane

petitive antagonist인 APA (acid pump antagonist)가 개발되게

Ⓡ
(Revanex )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임상 1상 및 2상 단계의

되었고, PPI가 개발이 쉽고 많은 candidate 후보물질로 다양

개발에 있다. 즉 APA 약물개발에 관하여서는 한국이 세계

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반면에 APA는 여러 장점

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상개발 단계에 있는 정도이나 최초

이러한 APA의 PPI가 취할 수 없는 장점으로는 PPI의 경

국내 제약사에 의하여 개발되어 임상 유용성이 기대되고

우 prodrug 형태로 투여가 되기 때문에 active drug으로 전환

20-23,28

있다.

되어야 하고 이때 pKa가 낮다 하더라도 일정시간이 소요되

PPI에 대해서는 약제의 개발배경 및 임상 적응증, 약물작

므로 pump inhibition이 보통 투여 후 아주 빠른 약제의 경우

용 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간략하게 기술하고 본 종설

2∼3시간의 time lapse가 필요하다. APA의 경우 보통 30분

에서는 APA 약제의 특성 및 APA 약리작용을 중심으로 더

이내에 완벽한 위산억제 기능이 발휘되므로 임상에서 빠른

자세히 기술하려 한다.

제산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산제(antacid) 보다도 더 빠

1) PPI 작용: PPI의 개발은 cimetidine의 구조에 benziami-

른 신속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therapeutic antacid”이라

dazole ring을 첨가하여 개발된 timoprazole이 합성되고 이를

는 용어로 약제의 장점을 나타낼 수 있겠다. 또한 APA는

기초로 하여 picoprazole이 1977년에 합성되었고 이후에 위

결합을 한 경우에는 매우 견고한 결합을 하지만 비공유 결

산에서의 안정성 등을 극복하여 omeprazole이 합성되어

합으로 약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가역적인 특성이 있다. 즉,

1988년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 소화기 학회(World Congress

PPI의 경우에는 reducing agent를 시험적으로 투여한 경우

of Gastroenterology)에서부터 임상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

이외에는 대개 새로운 parietal cell이 생성되어야만 위산분

르렀다. 대개의 PPI는 투여 후에는 acid-catalysed unversion

비기능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으로 지나친 위산

의 결과로 산에 저항성이 있는 sulfenamide로 변환이 되는데

억제에 의한 임상증상과 위염들의 원치 않는 증상이 유발

이러한 분자변환은 deprotonated pyridine N과 protonated

+
되는데 반하여 APA의 경우에는 가역적으로 K channel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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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N

P

A
Cytoplasmic side

M
PPI (proton pump inhibitor)
Cysteine 813 (all PPI binding)
Cysteine 822 (pantoprazole)
Cysteine 321 (lansoprazole)

C

Fig. 7. PPI (proton pump inhibitor)
및 APA (acid pump antagonists)의 proton pump α-subunit에 작용 M5 및 M6의
cysteine813은 모든 PPI가
부착되는 hydronium ion의

D
R

Cytoplasmic side
APA (acid pump antagonist)
TM5/6 (SCH28080)
TM5/7 (BY841)

세포질외 배출에 매우 중요
한 부위이며 822 cysteine의
경우에는 pantoprazole만이
결합하는 부위가 되며 이외
에 322은 lansoprazole이 892
는 omeprazole이 부착하는
위치가 되겠다. 같은 실험에
서 APA역시도 dephosphorylation에 의하여 세포질 내
+
로 유입되는 K ion의 이동
을 방해하게 되는 약물의 부
착위치에서 유사성이 관찰
된다.

제하기 때문에 생리적인 위산분비 조절기능이 큰 특징이라

다. 그러나 비록 PPI가 제균율 상승 및 약간의 증상호전을

하겠다. 이러한 APA가 반응하는 부위 역시도 앞서 그림 6의

보이기는 하나 위산분비 억제기능 이외의 기능에 대하여서

24-27

는 일부 보고에서 항산화능이 약간 있으며 약간의 면역조

PPI 경우와 같이 TM 4∼6 부위임을 알 수 있다(Fig. 7)

한국에서 세계최초로 개발되고 가장 빨리 임상시험이 종

절능, 그리고 항암기능이 보고되어 있기는 하나 장기간 투

Ⓡ
료된 revaprazane (Revanex )의 경우도 이러한 신속한 위산

여시에는 오히려 위에 염증을 유발시키고, H. pylori의 제균

억제 작용 및 가역적 작용에 기초하여 약제의 이름도 Re-

후에 염증이 지속 또는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vanex (Reversible Acid inhibition and Excretion)라고 명명되

동물실험에서는 carcinoid 종양발생의 위험이 제시되고 있

었다고 하며 외국에서 개발된 SCH 28080이나 BY841과 유

다.

사한 TM 5-6부위에 작용하여 위산억제를 보일 것으로 유추

+
벽세포의 apical portion에 축적되어 K 의 competitive

28
되고 있다. 또 한가지 APA의 특징으로는 위의 분비상태에

antagonist 역할이기 때문에 이에 관여하는 Kir 2.1 또는 Kir

무관하게 작용하고 투여 4∼6시간 후에는 분비기능이 정상

+
32,33
4.1과 같은 K channel 등은 연구 에 의하면 염증의 개시

29-31

반면에 APA의 경우에는 이 약제의 주작용 점이 위

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임상에서 “on-demand” 용법이 필요

및 전파, chemokine 분비 등에 작동되고 염증에 관여하는

한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불량(dyspepsia)의 치료에 유용

cytokine과도 결합을 하기 때문에 H. pylori 이나 NSAID에

할 것으로 시사되는 소견이다.

의해 유도되는 염증기전을 APA 투여로 효율적으로 억제시

4. Helicobacter pylori 및 NSAID 등에 의한 위염발생시
APA 작용

킬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저자 등은 APA의 H. pylori 감염시의
염증 조절기능(anti-inflammatory activities of APA) 및 위점

Helicobacter pylori 제균치료시 PPI를 기반으로 하는 triple

막세포 보호기능(gastroprotective properties of APA)을 알아

regimen 7일 투여가 보편화되어 있고 80% 이상의 제균치료

보기 위하여 in vitro 배양된 위 점막 세포에 배양된 H. pylori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균치료시 PPI의 역할으로는

균을 감염시킨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생존세포수의 변화,

H. pylori 제균을 위한 항생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항균작용

ERK1/2의 활성화 및 Redox-sensitive transcription Factor인

력을 보다 더 상승시키며, 항생제의 생물학적 역동성 증가

NF-κB의 DNA binding 변화를 각각 MTT assay, Western

및 synergism에 의한 제균효율 증가 등의 작용을 보이고 있

blot 및 EMSA로 측정한 후 APA인 Revanex 첨가시와 항염

여말희 외：Proton Pump Inhibitor와 Acid Pump Antagonist의 약리작용; Helicobacter pylori 감염시 약물작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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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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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de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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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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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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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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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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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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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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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vaprazane (Revanex)에 의한 H. pylori 연관 염증
signaling 및 transcription factor의 변화조절 (A) MTT
assay for cell viability 배양된 위점막 세포주에 48시
간 동안의 H. pylori 감염은 cytotoxicity를 보여주는데
rebamipide는 항산화작용 및 protstaglandin 유도 등의
세포보호작용에 힘입어 유의한 세포독성을 감소를 보
였으며 revanex 투여군에서도 유의한 세포독성 감소
효능을 관찰할 수 있었음 (B) Western blot for
phosphorylated ERK H. pylori의 세포독성은 MAPK
의 활성에 의한 효율적인 apoptosis 유도에 의하는데
revanex는 이러한 apoptosis 유도 MAPK 활성화를 억
제할 수 있었다. (C) EMSA for NF-κB Redox sensitive transcription factor의 활성화는 각종 염증 mediators들의 생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항염증 제재인
rebamipide와 동등이상의 작용을 APA로 성취가 가능
함을 보여준다.

증 제재로 이미 잘 알려진 Rebamipide와의 비교연구를 시행
하였다(Fig. 8). MTT assay 결과 48시간 동안의 H. pylori 감

Sulindac (100 µM, 8 h)
Rebamipide (50 µM)

-

+
-

+
+
-

+
+

염은 유의한 위점막 세포손상(cytotoxicity)을 유도하였으나
VEGF

rebamipide나 revanex 투여군에서는 유의한 H. pylori에 의한
위점막손상의 감소효능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실험
적 사실은 Revanex의 경우에는 비록 anti-secretory agent이나

IL-8

위산분비조절 이외의 gastroprotective agent에 견줄만한 세
포보호능이 있음을 의미한다(Fig. 8A). H. pylori 감염시 유

COX-2

의한 apoptotic death에 의한 cytotoxicity는 ERK의 활성에 의
하여 유도됨이 이미 잘 알려져 있어, H. pylori 감염 단독

GAPDH

및 Revanex 투여후 30분 후에 측정한 p-ERK Western blot결
과 revanex가 농도에 의존하여 유의한 ERK의 활성화 저해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8B). 이러한 효능이
과연 NF-κB와 같은 H. pylori 감염과 연관된 전사인자에 영
향을 주는지를 EMSA를 이용하여 DNA binding activity를
측정해본 결과 항염증제재로 잘 알려진 Rebamipide 이상의
항염증작용을 APA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8C).
그러므로 APA는 H. pylori에 의한 위염 치료시 제균치료 및

Fig. 9. Revaprazane (Revanex)에 의한 NSAID-induced gastropathy
의 치료효과기전 NSAID에 의한 위손상 기전 중의 하나가
바로 VEGF 및 COX-2, IL-8과 같은 proangiogenic growth
factors의 감소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배경 하에 Revanex의
이들 angiogenic growth factors들의 활성화가 중요한
NSAID 연관 위염의 치료효능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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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성 궤양의 치료는 물론 위염의 치료에도 유용할 것이

고 있다. 이에 반하여 APA는 PPI가 H3O 배출 부위를 억제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같은 조건으로 NSAID 중의

하는 반면에 K competitive antagonist로 작용하여 therapeu-

하나인 sulindac을 in vitro treatment 후에도 APA인 revanex가

tic antacid로 취급될 정도로 작용시간이 빠르며, 가역적 산

유의한 치료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9). 즉, NSAID

억제 효과로 상당히 생리적이며, 위산분비 억제 기능 이외

에 의한 위점막손상의 기전중의 하나가 위점막 재생 및 허

+
에도 K channel 억제기능에 따라 다양한 항염증 작용 및

혈의 원인이 되는 각종 VEGF 및 COX-2의 감소가 관여하기

세포보호작용의 결과로 다양한 원인의 위염치료에도 효과

때문에 이의 유지는 상당한 보호효능이 있음을 시사해주는

적이다. 그러므로 H. pylori 제균치료 시에는 물론 균주감염

소견인데 저자 등은 indomethacine 투여 후 유발되는 위점막

에 따른 위질환의 증상호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결론적

손상 및 위염에 대한 APA의 보호 효과를 동물실험을 통하

으로 보다 효율적인 위산분비 억제와 위질환의 치료 시 PPI

여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APA는 PPI의 모든 효능 이

및 APA의 보다 향상된 약물작용 및 작용기전 규명이 필요

외에도 신속한 위산분비 억제작용, 가역적 작용을 보이는

하며 APA의 임상등장은 그 동안 PPI가 이루지 못했던 부분

장점과 함께 항염증 작용 및 세포 보호작용을 보여주기 때

을 추가로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

문에 향후 H. pylori 감염시에는 물론 역류성 식도염, 각종
원인에 의한 위염 및 소화성 궤양의 치료에 유용하리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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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PPI와 더불어 APA의 개
발 및 임상적응은 더 나은 치료의 질적 향상은 물론 보다
더 광범위한 임상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큰 진전이라 하겠
+
다. 특히 K channel의 competitive antagonistic effect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는 보다 더 향상된 약물
개발은 물론 H. pylori 치료시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의 약물로서 위암으로의 진전과
연관된 위염이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일찍
APA를 개발한 자부심과 함께 환자치료에 크게 도움이 되
리라 생각하며 향후 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
한다. 한국인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질환 중의 하
나가 dyspepsia (소화불량)로 가장 중요한 발병기전이 위산
분비와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위산분비에 대한 기전이 밝
혀져 산분비 억제제가 임상에 도움이 되어 환자가 도움을
받게 된 것은 불과 20년 전이며, 비슷한 시기에 Helicob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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