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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류성 식도염에서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의 치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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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s in Reflux Esophag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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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Phase III, randomised, double-blind, multicentre study to evaluate the efficacy and safety of vonoprazan compared with 
lansoprazole in Asian patients with erosive oesophagitis (Gut 2020;69:224-230)

요약: 최근 개발된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 P-CAB)인 vonoprazan이 역류성 식

도염의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다. 상기 연구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아시아 환자에서 lansoprazole에 대한 vonoprazan의 비열

등성을 평가한 3상, 이중 맹검, 다기관 연구이다. 내시경으로 확

인된 역류성 식도염 환자를 vonoprazan 20 mg 또는 lansopra-

zole 30 mg을 양 군에 무작위 배정하여 최대 8주 동안 매일 복

용하게 하였다. 일차 평가 변수는 8주째 역류성 식도염의 치유율

이었고, 이차 평가 변수는 2주 및 4주째 역류성 식도염의 치유율

이었다. Vonoprazan군(n=238) 및 lansoprazole군(n=230)에서 

8주째 역류성 식도염의 치유율은 각각 92.4% 및 91.3%였다

(difference 1.1% [95% CI -3.822% to 6.087%]). 2주째 역류

성 식도염의 치유율은 vonoprazan군 75.0%, lansoprazole군 

67.8% (difference 7.2% [95% CI -1.054% to 15.371%]), 4주째 

치유율은 vonoprazan군 85.3%, lansoprazole군 83.5% (differ-

ence 1.8% [95% CI -4.763% to 8.395%])였다. Los Angeles 

(LA) 분류 등급 C/D군에서 2주, 4주 및 8주째 역류성 식도염의 

치유율은 vonoprazan군이 lansoprazole군에 비하여 더 높았다

(2주: 62.2% vs. 51.5%, difference 10.6% [95% CI -5.708% 

to 27.002%]; 4주: 73.3% vs. 67.2%, difference 6.2% [95% CI 

-8.884% to 21.223%]; 8주: 84.0% vs. 80.6%, difference 3.4% 

[95% CI -9.187% to 15.993%]). 전체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의 

치유율은 vonoprazan군이 lansoprazole군에 비하여 더 높았다. 

치료 약제 관련 부작용은 vonoprazan군의 38.1%, lansoprazole

군의 36.6%에서 관찰되었다. 종합하면 8주째 역류성 식도염의 

치유율에 있어 lansoprazole에 대한 vonoprazan의 비열등성이 

입증되었으며, 약제 관련 안전성은 양 군에서 비슷하였다.

해설: 위식도역류질환은 위 내용물의 식도 역류로 인하여 가

슴 쓰림이나 산 역류가 주 증상인 질환으로, 비미란성 위식도역

류질환과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으로 분류된다.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즉 역류성 식도염의 내시경 분류에는 LA 분류가 널

리 사용되며 A, B, C, D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C/D 등급

은 장기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권고되는 등급

이다.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 목표는 증상 완화, 관해 유지 및 

삶의 질 개선이며, 양성자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PPI)가 표준 치료법으로 안정성이 확립되어 있다. PPI는 위 내

의 hydrogen potassium adenosine triphosphatase (H+-K+ 

ATPase)를 비가역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위벽세포로부터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여 효과를 나타낸다.1 그러나 PPI는 작용 발현 시

간이 길어 최대 산 억제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3~5일이 소요되

어, 증상 완화를 시킬 정도의 산 억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

러 번의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2

이에 반하여 vonoprazan은 P-CAB의 한 종류로서, PPI와 

달리 H+-K+ ATPase를 가역적으로 억제한다.3 Vonoprazan은 

위산에도 안정적이며 수용성이고,4 기존의 약제보다 위산 분비 

억제 효과가 더 높으며,5,6 PPI와 달리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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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cytochrome P450 2C19 (CYP2C19)의 유전자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7

일본에서는 2015년 위산과 관련된 소화기 질환, 즉 역류성 

식도염, 위/십이지장 궤양 및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vono-

prazan이 승인되었으며, vonoprazan 20 mg은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위하여 승인된 용량이다. 하지만 아시아 환자들에서 역

류성 식도염 치료를 위한 vonoprazan의 효과 및 안정성은 입

증되지 않았기에 상기 연구에서는 아시아 역류성 식도염 환자

군에서 lansoprazole에 대한 vonoprazan의 안정성 및 비열등

성을 평가하였다. 일차 평가 변수로 8주째 역류성 식도염의 치

유율을 조사하였는데 vonoprazan군 92.4%, lansoprazole군 

91.3%로 vonoprazan의 비열등성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일본

에서 시행된 이전 3상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99.0% vs. 

95.5%).8 또한 상기 연구에서 전체 환자 중 2주째 역류성 식도

염의 치유율과 LA C/D등급 환자에서 2주, 4주 및 8주째 역류

성 식도염의 치유율이 vonoprazan군에서 더 높았는데, 이는 

vonoprazan의 위산 억제 효과가 더 강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

하고 빠른 치료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P-CAB이 PPI를 대신하여 역류성 식도염의 표준 치료법으로 자

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약제 관련 부작용은 양 군에서 비슷하였으며, 대다수의 환자

는 치료와 관련이 없는 부작용을 호소하였다. 즉, 심각한 부작

용은 드물었고 연구 중 사망은 보고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시행

된 vonoprazan 장기 투여의 안정성 및 재발에 관한 3상 연구

에서 역류성 식도염의 치유를 내시경으로 확인한 305명의 환자

에게 vonoprazan 10 mg 혹은 20 mg을 52주간 투여하였을 

때 87.7% 및 85.4%에서 치료를 완료하였고, 약제 관련 부작용

은 각각 9.7% 및 16.6%였으며, 이 중 심각한 합병증은 0.6% 

및 1.3%로 매우 낮았다.8 또한 52주째 역류성 식도염의 재발률

도 각각 9.4% 및 9.0%로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상기 연구에서

도 내시경적으로 치유된 역류성 식도염 환자를 12주 및 24주 

장기 유지 연구에 등록하여 안정성 및 재발에 대하여 평가할 

예정에 있어, 추후 아시아인에서 vonoprazan 장기 투여의 안

정성 및 낮은 재발률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상기 연구에서는 CYP2C19 유전자형의 분석을 시행

하지 않았기 때문에 extensive metabolizer에서 vonoprazan

의 효능을 조사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vono-

prazan이 extensive metabolizer에서 다른 PPI에 비하여 위산 

억제 효과가 높았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어,7 상기 연구에서 확

인되지 않은 extensive metabolizer 중 vonoprazan 투여 후 

역류성 식도염이 치유된 환자의 비율은 lansoprazole 투여 후 

치유된 환자의 비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면, 상기 연구에서 역류성 식도염을 가진 아시아 환자

에서 vonoprazan이 치료에 효과적이고 안전함이 확인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도 tegoprazan (CJ HealthCare, Seoul, Korea)

이 개발되어 역류성 식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다기관 

대조 연구에서 esomeprazole에 대한 tegoprazan의 비열등성

이 입증되었다.9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019년 3월 tegopra-

zan이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에 적응증을 받아 실제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추후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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