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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펌프억제제 장기 처방 과연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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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있어서 위는 매우 중요한 장기로 가장 주된 기능은 

섭취된 음식물을 보관하고,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변형시켜 준

비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 관여하는 위산은 외부로부터 섭

취된 미생물을 사멸시켜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단백질의 소화를 돕고, 철분, 칼슘, vitamin B12의 흡수를 촉진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ketoconazole이나 itraconazole 같은 

항진균제, 갑상선 호르몬, 항바이러스제제의 하나인 atazanavir, 

cefpodoxime이나 enoxacin 등의 항생제, 항혈전제인 dipyr-

idamole 등의 생체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1

1970년대 후반에 개발되어 1980년대 후반에 사용되기 시작한 

양성자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PPI)는 양성자펌프를 

비가역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강력한 위산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위산 관련 질환 치료에 혁명과도 같은 약제였으며, 지금도 소화성 

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제이다.2 

최초로 개발된 omeprazole 외에도 현재는 lansoprazole, pan-

toprazole, rabeprazole, ilaprazole, esomeprazole, dexlanso-

prazole 등 다양한 종류의 PPI가 사용되고 있다. 노령화로 인하

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를 복용하는 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위장관 출혈이나 천공 등과 같은 NSAID 유발 위장관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PPI나 misoprostol을 병용하는 것이 일반

화되어 가고 있다.3 따라서 점차 PPI의 장기 처방이 증가되고 있으

며, 이러한 장기 처방과 관련하여 PPI의 약물 부작용에 대한 염려 

또한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 처방은 PPI의 부적절한 

과잉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과잉 사용의 원인으

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PPI 치료에 대한 재평가 없이 약을 중단하

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PPI를 불충분하게 사용한 후 너무 일찍 

필요 시 복용(on demand therapy)이나 간헐적 복용(intermittent 

therapy)으로 전환하여 약제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복용 기간을 

연장시키는 경우가 주된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4 특히 입원 시 

스트레스성 궤양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PPI를 퇴원 전에 

중단하지 않거나 입원 시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던 PPI를 외래 진료 

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4 

이러한 처방 행태는 상대적으로 중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가 주가 되는 전공의 시절의 진료 형태가 그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지속

적인 학습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잉 사용뿐 

아니라 궤양성 병변 예방을 위한 고령에서의 과소 사용과 관련된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5,6

PPI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에 관한 우려는 1990년대 후반부

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발표 

논문 건수가 증가되었다.7 PPI의 장기 복용과 관련하여 고가스

트린혈증(hypergastrinemia)과 관련된 위장관 악성 종양, 위산 

저하와 관련된 장내 미생물 불균형(dysbiosis), Clostridium 

difficile, Candida 감염 등 장내 세균 감염 증가, 지역사회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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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폐렴 증가, 철분이나 칼슘, vitamin B12 등의 미량원소의 

흡수 장애와 관련된 부작용, 골다공증의 증가, 뇌에서 beta-

amyloid 증가로 인한 치매 가능성 증가, 신장 기능 저하, 급성 

심근경색 증가, 간경화 환자에서 세균성 복막염 증가 그리고 

clopidogrel, ketoconazole 등의 약제와의 상호작용, 사망률의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제기되고 있다.8 그러나 많은 연구

가 관찰 연구나 케이스 모음 발표로 그 근거가 약하며, 부작용

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하여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

실이다. 지난 호에 발표되었던 Choi 등9의 연구는 PPI와 관련

된 유전 독성(genotoxicity)의 대한 논문으로, PPI의 부작용의 

원인을 풀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해당 

논문은 1년 이상의 PPI 장기 복용자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일반

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micronuclei (MNi), nucleoplasmic 

bridges (NPBs) 그리고 nuclear buds (Nbuds)가 PPI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

전 독성의 가능성은 PPI의 사용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고가스트린혈증,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위 내 감염의 확산 및 가

속화와 더불어 위장관 악성 종양의 발생 위험도를 높일 가능성

에 대한 기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10-12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PPI의 장기 사용이 위축성 위염 및 위암 그리고 대장암의 위험

도를 높이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13-15

PPI의 처방이 필요한 대표적 질환으로는 역류성 식도 질환, 

호산구성 식도염, 소화성 궤양 질환,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Zollinger-Ellison syndrome, 스트레스성 궤양 예방, NSAID 

관련 위장관 질환, 기능성 소화불량증 등이 있으며, 특히 미란

이나 협착을 동반한 역류성 식도염, 바렛식도, 위장관 출혈 등 

궤양 관련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은 NSAID, 아스피린 또는 항

혈전제 복용 환자 등에 있어서는 장기간의 PPI 처방이 필요하

다. 이러한 적절한 적응증을 가지고 처방된 약물을 복용하는 것

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도 충

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적절한 용량의 약물을 처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부적절한 적응증 및 적절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서 PPI를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처방하여 사용하는 것은 지양

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자를 치료하고 약물을 처방하는 의료인으로서, 제기

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과장되어 받아들여 막연한 두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회피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과학자로서 충

분히 증명된 사항 및 적응증에 대하여 필요한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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