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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와 Clopidogrel의 상호 작용: 아직 가능성인가? 이제 실제인가?

Proton Pump Inhibitor and Clopidogrel Interaction: Still
Possibility or Now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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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pidogrel is one of the most commonly prescribed medications worldwide
to prevent recurrent cardiovascular (CV) events. Current American Heart
Association guidelines recommend that patients prescribed clopidogrel plus
aspirin should receive a proton pump inhibitor (PPI) to reduce gastrointestinal
(GI) bleeding. However, lots of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potential
for PPIs to decrease the efficacy of clopidogrel by inhibiting conversion to
its active metabolite by cytochrome P450 enzymes. Some observational
studies show that clopidogrel users prescribed PPIs have increased risks of
CV events. Recently FDA discouraged the concomitant use of PPIs and
clopidogrel to avoid drug interaction. However, current evidence does not
justify a conclusion that PPIs are associated with CV events among
clopidogrel users. Indeed propensity-matched and randomized trial showed no
association with adverse CV outcome. In conclusion, as there are conflicting
and inconsistent data regarding the adverse clopidogrel and PPI interaction,
clinician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otential risk of adverse CV outcome
and benefit of decreasing GI bleeding before deciding to discontinue PPIs
in patients taking clopidogrel. (The Korean Journal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2010;1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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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Association)는 이중 항혈소판제 치료를 시행하는 모

서

든 환자에서 H. pylori 여부와 위장관 출혈 위험도와 상관없

론

6
이 PPI를 동시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Clopidogrel과 아스피린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 항혈소

clopidogrel과 PPI의 약물 상호 작용으로 clopidogrel의 항응

판제 치료(dual antiplatelet therapy)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고 효과가 감소됨으로써 심혈관계 부작용이 증가될 수 있

의 치료에 있어 아스피린 단독 요법에 비해 재발을 줄여

다는 가능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1
사망률을 낮추며, 경피 관상동맥 시술 후 스텐트 내 혈전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약제의 약물 상호작용의 가능성

형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 현재 표준 치료로서 널리 사용되

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고찰하여 진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7,8

2

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항혈소판제 치료는 위장관 출혈
1,3

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4,5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

PPI 병합 요법이 이러한

현재 미국심장협회(American

45

본 고에서는 최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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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메타 분석에서는 PPI 동시 사용과 심장질환과의 연관

본

23

성이 없었다. 최근 유일한 무작위할당, 이중 맹검, 위약 대

론

1. Clopidogrel의 항혈소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조군 연구인 COGENT 연구에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발병
후 상태인 3,761명의 clopidogrel 사용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Clopidogrel의 활성화 대사물질의 혈중 농도에 따른 항혈

결과 양군 간의 심장질환 발생위험도(Hazard ratio=0.99,

소판 효과는 유전적 소인, 병용 약물 또는 약물 복용력 등의

0.68∼1.44)는 차이가 없었으나 omeprazole 병용 사용군에서

9-11

Clopidog-

위장관 합병증 발생위험도(Hazard ratio=0.34, 0.18∼0.63)가

rel은 전구물질로서 십이지장에서 흡수되어 간에서 다양한

낮았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계획보다 조기에 종료되어

시토크롬(Cytochrome) P450 동종 효소들에 의해 2-oxo-clo-

결과의 신뢰도가 약해졌고, 대상군의 94%가 백인으로 인종

pidogrel을 거쳐 최종 활성화 물질인 R-130964로 대사되며

에 따른 CYP2C19 유전자 변이율 중 CYP2C19*2가 적었을

혈소판 표면의 ADP 수용체를 억제함으로써 항혈소판 효과

것으로 예상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환경적 인자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일 수 있다.

24

를 나타내게 되는데 흡수와 대사 여러 과정의 단백질 산물

3. PPI 계열에 따른 약물 상호작용의 차이

들을 부호화(coding)하는 유전자에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중 시토크롬 P450 동종 효소인 CYP2C19이 가장 중요한
12,13

실험실 연구에서 omeprazole은 pantoprazole, esomeprazole,

현재 CYP2C19 유전

rabeprazole 제제에 비해 보다 강력하며, 일관성 있는 효소

자에는 모두 33개 이상의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

억제 작용을 보였다.16 관상동맥 시술 후 환자들을 대상으로

져 있으며 그 중 CYP2C19*1 allele는 대사율이 높아 활성화

omeprazole과 pantoprazole 양군 간의 잔여항혈소판효과를

물질로의 변환이 활발히 일어나지만 CYP2C19*2 allele는

본 연구에서 omeprazole 병합군과 달리 pantoprazole 병합군

대사율이 낮아 혈중 활성화 물질의 농도가 낮고 잔여혈소

25
은 clopidogrel 단독군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심근

14
판활성도(residual platelet activity)가 활발하기에 심혈관계

경색이 발생한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전체 PPI 사

9,13

용군에서 심근 경색 재발의 위험도가 높았으나 pantoprazole

유전적 조절 인자로서 알려져 있다.

합병증과 연관성이 있었다.

18
사용군은 재발과 연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관찰 연구

2. PPI와 clopidogrel의 상호작용

에서는 PPI 사용은 종류에 관계 없이 심혈관 질환의 재발과

CYP2C19은 clopidogrel과 마찬가지로 PPI 대사에 있어서

20

관련이 없었다.

비록 FDA는 omeprazole 이외의 다른 PPI

도 주요한 효소로서 clopidogrel과는 반대로 PPI의 비활성화

는 약물 상호작용의 증거가 부족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보

와 관계 있다.15 실험실(In vitro) 연구에서 PPI는 강력한

고하였으나 현재까지의 근거만으로는 PPI 계열간의 명백한

16

CYP2C19 효소 억제제로서 약물 약동학적 연구에서 clopi-

26

차이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dogrel 단독 사용군에 비해 PPI 동시 사용군에서 잔여혈소

4. 약물 상호작용의 예측인자로서 CYP2C19 유전자형

17
판활성도가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PPI가

분석의 유용성

실제 임상에서 심혈관계 질환들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들은
일관되지 않다. 비록 몇몇 대규모 관찰연구들에서 PPI와

최근 관찰 연구에서 CYP2C19*2 등의 기능상실 유전자를

clopidogrel의 병합 요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 간에 의미

가진 환자에서 PPI 종류에 관계없이 심혈관 질환의 빈도가

18,19

있는 상관관계를 보인 것도 있으나
20,21

상관관계가 없음을

13

증가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그러나 Clopidogrel의 약물대

2009년 1월 FDA는 전자의 연관성

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복약 순응도, 나이, 비만도,

이 있다는 연구들에 기반하여 PPI 동시 사용이 심혈관계 질

당뇨, 간에서의 대사를 방해하는 다른 병용 약물 또는 식품

보고한 연구도 있다.

22

환을 악화 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상반된 연구

등 다양한 환경적, 의학적, 유전적 인자가 있을 수 있어

결과들은 연구 디자인, 대상 환자군의 특성, PPI 종류,

CYP2C19 유전자 검사만으로 항혈소판 효과를 예측하는 어

CYP2C19 유전자 다양성, 관찰 연구의 특성 상 예방적 PPI

렵다.

사용이 무작위 배정이 아닌 기저 질환(위식도 역류질환)이

로서는 이중 항혈소판제를 처방하는 모든 환자들에서 상호

나 위장관 질환의 발생 위험성(고령, 동반질환, NSAID 또는

작용의 선별검사로서 CYP2C19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추가

항응고제 동시 사용, 소화성 궤양 발생의 과거력)에 따라

입증 연구가 필요 하다.

11,23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20

제 편견을 보정한 연구들에서는 연관성이 낮았으며

실

Pro-

pensity-matched 연구와 무작위 할당 연구만을 대상으로 시

11,27

이에 관련된 많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에 현재

오태훈ㆍ정훈용：PPI와 Clopidogrel의 상호 작용: 아직 가능성인가? 이제 실제인가?

5. 이중 항혈소판제 치료가 필요한 심혈관 질환 환자
에서 PPI의 병용 처방

5.

PPI와 clopidogrel 병합 요법이 항혈소판효과를 감소시킨
다는 실험실 및 일부 관찰 연구들이 있으나 실제 임상에서
심혈관계 질환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반면에

6.

예방적 PPI 치료가 clopidogrel 단독 또는 아스피린과의 병
합 요법을 시행하는 환자에 있어 위장관 출혈의 합병증을
5,24

줄일 수 있음은 높은 수준의 증거가 있다.

국내에서 위장

관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H2 수용체 억제제는 장기적인

7.

저용량 아스피린 사용자에서 내시경적 궤양의 발생을 줄일
28
수 있었다는 보고는 있으나 clopidogrel 사용으로 인한 위

8.

6

장관 출혈을 줄여 준다는 근거는 없어 권고되지 않고 있다.

임상적인 측면에서는 약물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고려해

9.

PPI 병합요법을 피하기 보다는 위장관출혈의 위험인자를
고려한 치료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결

10.

론
11.

현재까지의 근거로는 PPI와 clopidogrel의 상호작용에 따
른 심혈관계 부작용의 위험도 증가와 PPI 종류에 따라 잠재
적인 부작용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

12.

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PPI 병용 처방을 무조건적으로
피하기 보다는 위장관 출혈의 위험도를 고려한 접근이 필

13.

요하겠다. 향후 다양한 계열의 PPI, H2 수용체 억제제,
CYP2C19 유전자형이 포함된 잘 계획된 전향적 연구를 통

14.

해 유전자형과 PPI 약제에 따른 약물 상호작용 여부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일 상호 작용이 있다
면 두 약제의 복용 시간 간격에 따른 clopidogrel 혈중 농도

15.

의 변화, 상호작용의 선별 검사로서 유전자형 분석의 의의,
대체 약 등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
16.

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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