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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proton pump inhibitors are used in a wide range of patients with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peptic ulc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symptoms such as dyspepsia.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proton pump inhibitors for prevention of gastro-
intestinal complications induced by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is expected to increase their use in the future. Th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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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프로톤펌프억제제는 위식도역류질환, 소화성궤양뿐만 

아니라 소화불량증 등 상부위장관 증상을 호소하는 다양한 환

자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소화성궤양의 발병률

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위식도역류질환이 늘고 있기 때문에 향

후 프로톤펌프억제제의 사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프

로톤펌프억제제의 사용은 위의 산도(pH)를 증가시킴으로써 감

염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정상 위액에서 pH가 4 이하이면 

대부분의 병원균을 즉시 살균할 수 있지만 프로톤펌프억제제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pH를 5∼6 이상 유지해야 치료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체내에 감염된 병원균이 살균되지 않고, 서

식하게 되어 상기도 감염, 폐렴, 클로스트리듐디피실레(Clostri-

dium difficile) 감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본 종설에서는 프로

톤펌프억제제 사용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감염성 

질환을 고찰해 보았다.

본    론

1. 폐렴(pneumonia)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이 지역사회 획득 폐렴(community 

acquired pneumonia) 및 병원 획득 폐렴의 발생을 증가시킨

다는 보고가 있다. 5,551명을 대상으로 한 네덜란드의 환자-대

조군 연구에서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자들의 폐렴 발생에 대한 

상대 위험도는 1.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자에게 폐렴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 최근의 

메타 분석 결과, 프로톤펌프억제제를 18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에는 폐렴 발생의 위험이 없었으나, 30일 이내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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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고용량을 사용한 경우 폐렴 발생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2 

또 다른 보고에서는 프로톤펌프억제제를 15일 이내로 짧게 사

용한 환자가 그보다 길게 사용한 환자에 비해 폐렴의 발생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프로톤펌프억제제의 사용 기간이 폐렴 발

생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3 프로톤펌프억제제가 폐렴을 

증가시키는 기전으로 추정되는 것은 위 내 pH 증가로 인해 상

부 위장관의 세균 집락(colonization) 후 폐로 세균 감염; 호흡

기 분비물의 pH 변화로 인한 폐의 세균 과증식; 그리고 호중구 

식균(phagocytic) 기능 손상 등이 제시되고 있다.4 위 보고들에

서 특이하게 장기간의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보다는 단기간 사

용한 환자들에서 폐렴 발생빈도가 더 높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도 이미 폐렴이 발생하여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비특이

적 증상에 대해 프로톤펌프억제제가 처방되었거나 위를 보호하

기 위해 처방되었을 수 있으며, 그 외 30일 이상의 장기간 사용

자에 비해 최근에 프로톤펌프억제제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에서 

폐렴 위험성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프로톤펌프억제제가 폐렴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최근의 다른 연구에서는 프로톤펌

프억제제 사용이 폐렴 발생과 연관이 없게 나타났다. 80,000명

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잠재적 교란 요인을 

교정하면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과 폐렴의 발생은 유의한 관계

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5 최근의 연구에서 프로톤펌프억제제 

처방과 지역 사회에서 획득한 폐렴의 증가율 간에는 밀접한 관

련이 있지만 이는 프로톤펌프억제제를 처방할 환자에서 폐렴 

위험이 높기 때문이며, 교란 요인 등을 교정하면 지역 사회 획

득 폐렴의 상대적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6 즉, 프

로톤펌프억제제 사용 후 폐렴 발생은 연구 간의 교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명확히 결론지을 수 없다. 그러므

로 꼭 필요한 경우 약 사용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으

로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자보다는 단기간에 고용량의 약제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지역사회 획득 폐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2. 클로스트리듐디피실레(Clostridium difficile)

클로스트리듐디피실레 감염은 입원환자에서 급성 감염성 설

사의 주요 원인인자이다. 이전에는 감염의 주요 벡터인 포자가 

위산에 강하기 때문에 위산은 클로스트리듐디피실레의 감염을 

예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프로톤펌프억제제 사

용자에서 클로스트리듐디피실레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점으

로 미루어 위산이 클로스트리듐디피실레 감염을 예방할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프로톤펌프억제제는 클로스트리듐디

피실레 포자를 변환시켜 위장관내 생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클로스트리듐디피실레의 감염을 증가시킬 수 있다. 메타 분석

에서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자에서 클로스트리듐디피실레 감염

의 위험도는 OR 2.05, 95% CI 1.47∼2.85로 높은 인과관계를 

보이며, 프로톤펌프억제제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위산을 

강하게 억제할수록 클로스트리듐디피실레 감염의 위험은 증가

한다.7 이로 인해 미국 연방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

nistration)은 프로톤펌프억제제를 가능한 최저 복용량으로 사

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지속적인 프로톤펌프억제제 사

용 환자에서는 클로스트리듐디피실레 감염의 재발 위험도 높은

데, 항생제 재사용자보다 재발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나 클로스트

리듐디피실레 진단 시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8

그러나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과 클로스트리듐디피실레 감

염 사이에 연관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 클로스트리듐디피실레 

감염이 있었던 385명에서 산분비억제제(프로톤펌프억제제와 히

스타민수용체 길항제)의 사용을 조사한 결과, 단변량 분석에서 

산분비억제제 사용은 클로스트리듐디피실레 감염 위험성을 증

가시키지만, 나이와 동반 질환 등의 교란변수를 조정하면 산분

비억제제 사용과 클로스트리듐디피실레 감염과는 무관한 것으

로 나타났다.9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사례-대조연구

에서 프로톤펌프억제제의 사용 기간과 용량은 클로스트리듐디

피실레 감염과 연관성이 없었으며, 오히려 클로스트리듐디피실

레 감염은 최근 3개월 내에 항생제 사용 여부와 유의하게 관련

되었다.10 

현재까지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과 클로스트리듐디피실레 

감염 간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결정적인 증

거와 임상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클로스트리듐디피실레 감

염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톤펌프억제제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

는 없다.

3. 소장 세균 과증식(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

팽만감, 설사 및 흡수 장애를 보이는 소장 세균 과증식의 원

인이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 

프로톤펌프억제제는 장내 환경 및 세균총을 변화시켜 소장 세

균 과증식이 발생할 수 있다.11 소장 세균 과증식은 프로톤펌프

억제제 사용자의 50%,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의 24.5%, 그리

고 건강한 대조군의 6%에서 진단되며,12 소장 세균 과증식은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 후 첫 8주에 발생할 수 있고, 6개월∼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유병률이 증가하게 된다.13

그러나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과 소장 세균 과증식 발생과 

관련이 없다는 보고도 많다.14 또한 검사 방법에 따라 관련성이 

차이를 보인다. 십이지장 및 공장 균 배양법을 이용하면 프로톤

펌프억제제 사용과 소장 세균 과증식 발생이 관련 있다고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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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반면, 포도당수소호기검사(glucose hydrogen breath test)

를 이용하면 관련성이 없게 나타난다.11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

과 소장 세균 과증식의 발생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무작

위대조연구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약 사용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4.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들은 약물 치료 및 비정상 장 운동으

로 인해 장관의 미생물의 조성에 변화가 오며 이는 소장의 투

과성을 증가시켜 세균의 전위 및 이차 감염(예를 들면,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복수가 있는 간경변증 환

자에서 자발적 세균성 복막염의 발생이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

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최근 메타 분석(4개의 연구, 

772명)에서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과 간경변증 환자에서 자발

적 세균성 복막염의 발생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

다(OR, 2.77; 95% CI, 1.82∼4.23).16 연구자들은 간경변증 환

자에서 프로톤펌프억제제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고, 확실한 

적응증이 있는 경우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미국 재향 군인의 건강 관리 데이터

를 사용해서 비대상성 간경변 발생 후 프로톤펌프억제제, 히스

타민수용체 길항제, 또는 전혀 위산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

우 심각한 감염의 발생 위험을 비교하였다. 심각한 감염은 입원

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감염으로 정의하고, 폐렴, 균혈증, 클로스

트리듐디피실레 감염 및 자발적 세균성 복막염 등 질환 발생 

유무를 관찰한 결과, 위산억제제 비사용자에 비해 프로톤펌프

억제제 사용자는 심각한 감염의 발생률(adjusted hazard ratio, 

1.66; 95% CI, 1.31∼2.12)과 위산 억제 관련 감염(adjusted 

hazard ratio, 1.75; 95% CI, 1.32∼2.34)이 높았다. 특히 복수

가 있는 간경변 환자에서 감염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17 

간경변증 환자에서 프로톤펌프억제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 사

용해야 한다. 또한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산분비억제제

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프로톤펌프억제제보다는 히스

타민수용체 길항제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    론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과 폐렴, 클로스트리듐디피실레 감염, 

간경변증 환자의 복막염 등 감염성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지 고찰한 결과 아직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자료가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로톤펌프억제제를 복용해야 하

는 환자인 경우 이들 약제 사용으로 인해 심각한 감염성 질환

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감염 위험성

이 약제사용의 필요성을 상회하는 환자에서는 저용량을 사용하

거나 다른 약제로 바꾸어 사용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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