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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 역류 증상에 대한 레바프라잔 단기 투여의 증상 빈도 개선 효과: 저용량
에소메프라졸과의 비교 예비 연구

The Efficacy of Short-term Administration of Revaprazan 
on Gastroesophageal Reflux Symptoms: Comparison with 
Half Dose Esomeprazole, a Pilo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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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Revaprazan, an acid pump antagonist, is a kind of gastric 
acid suppressant and is prescribed for the treatment of peptic ulcers and 
gastritis. However, the efficacy of revaprazan on gastroesophageal reflux 
symptoms has not been establishe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short-term efficacy of revaprazan on gastroesophageal reflux symptoms. 
Materials and Methods: Patients who complained of gastroesophageal reflux 
symptoms without any specific diseases except gastritis on esophagogastro-
duodenoscopy were included in this study. Patients were randomized to 
receive revaprazan 200 mg or esomeprazole 20 mg for 2 weeks. Symptoms 
were assessed by using the frequency score questionnaire before and after 
treatment. Results: Fifteen patients received revaprazan and 19 patients 
received esomeprazole. The changes of the symptom frequency score before 
and after treatment were 7.0 in revaprazan group and 8.6 in esomeprazole 
group (P=0.778). Conclusions: Revaprazan is not inferior to esomeprazole in 
therapeutic efficacy for gastroesophageal reflux symptoms and is a safe and 
useful therapeutic agent to reduce the frequency of gastroesophageal reflux 
symptoms.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2;12: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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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도 역류 질환의 병태생리는 산 등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되어 특징 인 가슴 쓰림이나 산 역류 등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식도 막의 손상을 유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류 증상이나 식도 막의 손상이 호 되는 것은 

치료제의 산 분비 억제력과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재까지 알려진 가장 효과 인 치료제는 양성자 펌  

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로, 손상된 식도 막의 치유

와 증상 호 에 있어 히스타민2 수용체 길항제(H2 receptor 

blocker)보다 더 우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산 펌  길항제(acid pump antagonist)인 바 라잔

(revaprazan; Revanex, Yuhan Co., Seoul, Korea)은 산 분비

의 최종 단계인 산 펌 (H
＋/K＋-ATPase)를 차단하여 산 

분비를 억제한다. 양성자 펌  억제제는 산 펌 를 비가

역 으로 억제하여 산 분비를 감소시키지만, 바 라잔

은 산 펌 의 K
＋ 이온 결합 부 에 경쟁 으로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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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of symptoms

Never Occasionally Sometimes Often Always

1 Do you get heartburn? 0 1 2 3 4

2 Does your stomach get bloated? 0 1 2 3 4

3 Does your stomach ever feel heavy after meals? 0 1 2 3 4

4 Do you sometimes subconsciously rub your chest with your hands? 0 1 2 3 4

5 Do you ever feel sick after meals? 0 1 2 3 4

6 Do you get heartburn after meals? 0 1 2 3 4

7 Do you have an unusual sensation in your throat? 0 1 2 3 4

8 Do you feel full while eating meals? 0 1 2 3 4

9 Do some things get stuck when you swallow? 0 1 2 3 4

10 Do you get bitter liquid coming up into your throat? 0 1 2 3 4

11 Do you burp a lot? 0 1 2 3 4

12 Do you get heartburn if you bend over? 0 1 2 3 4

Table 1. Questionnaire Used in this Study

H＋ 이온과의 맞교환 과정을 가역 으로 차단함으로써 

산 분비 생체 주기 리듬에 맞추어 산 분비를 여 다. 

이와 같은 약리학  차이로 인해 양성자 펌  억제제와 달

리 바 라잔은 생리 인 산 분비 조 이 가능하고 

산 분비 상태와 련 없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

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2,3

  염  소화성 궤양의 치료에 한 바 라잔의 산 

분비 억제효과가 양성자 펌  억제제와 크게 차이가 없었

으므로
4-6 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조 에 한 효과도 양성

자 펌  억제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

나, 아직까지 이에 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자들은 바

라잔 투여가 식도 역류 증상을 호 시킬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하 고, 식도 역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바

라잔의 단기 효과를 에소메 라졸과 비교하고자 하 다.

상  방법

1. 상

  속쓰림, 심와부 통증이나 불편감 등의 식도 역류 증상으

로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가톨릭 학교 인천성모병원 소

화기내과 외래에 내원하여 이 연구에 동의한 환자들을 

상으로 하 다. 식도 십이지장경 검사에서 염을 제외한 

소화성 궤양(반흔 포함)이나 악성 신생물 등과 같은 병변이 

없음을 확인하 고, 식도 합부를 찰하여 LA 분류 A 

이상의 병변이나 바렛식도(Barrett's esophagus)가 찰된 환

자는 제외하 다.

2. 방법

  식도 역류 증상의 빈도는 Kusano 등
7이 제안한 식도 

역류 증상 발생빈도 설문을 이용하 는데(Table 1), 총 12가

지 증상에 하여 각각 증상이 없는 상태(0 ), 증상이 30% 

이내로 발생하는 경우(1 ), 증상이 약 50% 정도 발생하는 

경우(2 ), 증상이 약 70% 정도 증상이 경우(3 ), 증상이 

지속 으로 있는 경우(4 )로 표시하도록 하 다. 환자를 

무작 로 배정하여 바 라잔 200 mg 는 에소메 라졸 

20 mg을 하루 한 번 아침 식 에 총 14일간 투여하 고, 

12회 이하 복용한 환자는 탈락으로 간주하 다. 약물을 투

여한 후 동일한 증상 발생빈도 설문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

고, 각 항목의 수를 합산하여 약물 투여 후의 수를 

비교하 다. 약물 투여와 련된 부작용의 발생 여부도 같

이 확인하 다.

3.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 로그램을 사용하 고, 두 군의 인구학  자료와 치

료  후 수 차이를 검정하기 하여 Chi-square test  

Mann-Whitney-Wilcoxon test를 이용하 으며 P값이 0.05 미

만인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정하 다.

결      과

1. 상 환자의 특성

  총 34명의 환자가 본 연구에 포함되었고 15명이 바

라잔 군에, 19명이 에소메 라졸 군에 각각 배정되었다. 

바 라잔 군의 평균 연령은 44.3세 고 남녀 구성은 각각 

2명과 13명이었으며, 에소메 라졸 군의 평균 연령은 42.1

세이었고 남녀 구성은 각각 5명과 14명으로 두 군간 연령 

 성별 분포의 차이는 없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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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aprazan Esomeprazole P value

Subjects (n)

Gender

 (male：female)

Age

 (year, mean±SD)

15

2：13

44.3±10.2

19

5：14

42.1±10.2 

0.398

0.628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Demographic Features

Fig. 1. Sum of frequency score questionnaire before and after 

treatment. The sum has significantly decreased both in 

revaprazan group and esomeprazole group. Tx, treatment.

Fig. 2. Changes of symptom frequency scale scores before and 

after treatment. The score decreased in 12 patients (80.0%) 

in revaprazan group and 16 patients (84.2%) in esome-

razole group after treatment.

2. 식도 역류 증상 발생빈도 변화

  바 라잔 군에서 약물 투여  증상 발생빈도 수는 

평균 16.8에서 투여 후 9.8로 호 되었고(P=0.027), 에소메

라졸 군에서는 약물 투여  22.7에서 약물 투여 후 14.1

로 호 되었다(P=0.002) (Fig. 1). 약물 치료 후 증상 발생빈

도 수의 변화는 바 라잔 군 7.0, 에소메 라졸 8.6이었

고 두 군 간 치료효과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P=0.778) (Fig. 2).

  약물 투여 후 증상 발생빈도 수가 호 된 환자는 바

라잔 군에서 12명(80.0%), 에소메 라졸 군에서 16명

(84.2%)이었다(Fig. 2).

3. 부작용

  약물 투여와 련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는 없었고, 모

든 환자가 14회 모두 약물을 투여받아 도에 탈락한 환자

는 없었다.

고      찰

  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효과를 입증하고자 할 때, 환자

의 자각증상의 변화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되며, 

이러한 자각증상의 개선도를 보다 객 으로 확인하기 

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Kusano 등
7이 제안한 증상 발생빈도 

수를 사용하 다. 식도 역류 질환 환자가 흔히 호소하

는 12가지의 증상에 하여 각각의 발생빈도를 확인하여 

수화하 으며, 이 수를 통하여 식도 역류 증상의 치

료반응을 비교  객 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치료 효과

를 보다 객 으로 평가하기 해서는 상부 장  내시경

을 통하여 치료 후의 식도 막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임상 으로 실제 막 손상이 없는 

비미란성 역류성 식도염(non-erosive reflux esophagitis)이 훨

씬 흔하고 이에 한 치료효과를 객 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Kusano 등
7은 이 증상 발생빈도 수의 변화가 실제

로 치료 후의 내시경 소견의 호 과도 련성이 있음을 

확인하 고 이를 토 로 식도 역류 증상의 치료효과를 

객 으로 입증하기에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제시

하 다. 이 지표의 제한 은 증상의 강도를 고려하지 않았

다는 과 이 지표에 한 평가가 국내에서 아직 이루어지

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상의 강도는 주 이고 증

상의 발생빈도는 비교  객 이라는 에서, 자들은 

증상의 발생빈도가 보다 객 이라고 단하여 이번 연구

에 용하 다.

  이번 비 연구에서 식도 역류 질환의 단기간 증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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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바 라잔은 양성자 펌  억제제와 동등한 효

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성자 펌  억제제는 

산 펌 를 비가역 으로 억제하여 비교  강력하게 산 

분비를 억제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축성 염의 발생과 

소장 세균 과다 증식증의 유발, 골다공증의 발생 증가, 가스

트린 호르몬의 분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어 임상 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8 이에 비해 바

라잔은 가역 인 산 펌  억제제로, 양성자 펌  억제

제의 단 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양성자 펌  

억제제에 비해 비교  빠르게 작용하여 증상을 신속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바 라잔을 장기간 

투여하 을 때 가스트린이 증가하는 것은 양성자 펌  억

제제와 동일하므로
9 장기간 투여로 인한 부작용은 향후 추

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번 연구에서 약물 투여 후 오히려 증상 발생빈도 수

가 증가한 환자가 각각 3명씩 발견되었는데( 바 라잔 군 

20%, 에소메 라졸 군 15.8%), 이 환자들에게는 에소메

라졸 40 mg을 투여하여 6명  5명에서 증상이 호 되었다. 

이는 식도 역류 질환 환자  일부에서는 증상의 개선을 

해 보다 강력한 산 분비 억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

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식도 역류 증상을 호 시키기 

한 바 라잔의 정확한 용량을 설정하기 한 추가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연구의 제한 은 첫째, 비 연구이므로 참여 환자

수가 었고 단일 기  연구 다는 이다. 둘째, 에서 언

한 것과 같이 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 발생빈도에 

을 두었기 때문에 증상의 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

다. 셋째, 약물 투여 기간이 2주로 비교  짧았다는 이다.

  결론 으로 이번 비 연구에서 식도 역류 질환 환자

의 증상 호 을 하여 바 라잔 200 mg을 투여할 경우 

에소메 라졸 20 mg과 동등한 효과를 보 고 부작용도 발

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임상 으로 용하기 해서

는 장기간의 효과에 한 규모의 무작  맹검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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