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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trointestinal (GI) prokinetic agents are drugs that increase GI motility and promote the movement of contents in the GI tract 
by amplifying and controlling the contraction of GI smooth muscle. Currently used prokinetics increase GI motility by acting as a 
dopamine D2 receptor antagonist (e.g., metoclopramide, domperidone, levosulpiride) and 5-HT4 receptor agonist (e.g., mosapride, 
prucalopride). Some prokinetics also have a cholinesterase inhibitory property (e.g., itopride), and herb-derived prokinetics (e.g., 
motilitone) affect multiple receptors. Depending on the type and distribution of receptors on which the prokinetics bind, the ef-
fect(s) may be regional or throughout the GI tract. Most prokinetics have been used for functional dyspepsia and gastroparesis be-
cause they mainly affect upper GI motility. However, prucalopride, a highly selective 5-HT4 receptor agonist, is used primarily to 
treat chronic constipation and pseudo-obstruction. Dopamine D2 receptor antagonists also inhibit the D2 receptor in the medulla 
oblongata chemoreceptor trigger zone; therefore, they can treat nausea and vomiting. However, short term use of dopamine D2 an-
tagonists at an appropriate dose is recommended because of their potential for central nervous system side effects by penetrating 
the blood-brain barrier. It is necessary to know the mechanism of action, each clinical trial’s characteristics, and the side effects of 
prokinetics to obtain the best clinical outcomes. This article aim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clinical studies related to the impact 
of currently available prokinetic agents in Korea on GI motility.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22;22:8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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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위장관 운동 촉진제는 위장관 평활근의 수축을 증폭시키고 

조절함으로써 위장관 운동을 증가시키고, 위장관 내 내용물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약제이다.1 위장관 운동 촉진제는 작용하는 

수용체의 종류와 분포에 따라 위장관 전체에 작용할 수도 있고 

일부 영역에서만 작용할 수도 있다. 현재 이용되는 위장관 운동 

촉진제는 대부분 상부위장관 운동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로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사용되며 대장 운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세로토닌 제제는 만성 변비 치료제로 사용된다.

위장관 내 내용물에 의한 팽창을 장신경계가 감지하면 팽창 

부위를 중심으로 근위부는 흥분성 신경 활성화에 의한 수축이 발

생하고, 동시에 원위부는 억제성 신경의 활성화로 이완이 발생한

다. 결과적으로 위장관 내 내용물의 항문쪽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를 연동 운동이라고 한다.2 이 과정에서 근육층신경얼기

(myenteric plexus) 내 신호 전달이 활성화되고, 말단신경-근육 

접합 부위에서는 아세틸콜린 같은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어 최

종적으로 평활근을 수축 또는 이완시킨다.2-4 현재 사용되는 대부

분의 위장관 운동 촉진제는 장신경계에 존재하는 도파민 수용체

와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하여 신경-근육 접합 부위의 아세틸

콜린 분비를 증가시키거나 콜린에스터 분해효소(cholinesterase)

를 억제해 신경-근육 접합 부위의 아세틸콜린 농도를 증가시킴

으로써 위장관 평활근 수축을 증가시킨다(Fig. 1).4-6 

본 글에서는 현재 국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장관 운동 

촉진제의 효과와 연관된 임상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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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chanism of gastrointestinal prokinetics and related receptors in the enteric nervous system. Among various receptors present in the enteric
nervous system, only the 5-HT4 receptor and D2 receptor, targets of prokinetics, are expressed in this figure. Serotonin is released from enterochromaffin
cells into the loose areolar connective tissue of the lamina propria and reaches the terminal of IPANs. After serotonin has acted on IPANs, it is 
inactivated by SERT-mediated uptake (curved blue arrow) into enterocytes. Stimulation of presynaptic 5-HT4 receptors by 5-HT4 receptor agonists 
amplifies synaptic transmission and enhances the release of ACh. Secretion of ACh is suppressed by dopamine, and D2 receptor antagonists inhibit
this suppressive effect of dopamine, resulting in an increase in ACh secretion. ACh, acetylcholine; ATP, adenosine triphosphate; BBB, blood-brain
barrier; CGRP,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TZ, chemoreceptor trigger zone; IPANs, intrinsic “sensory” (primary afferent) neurons; NO, nitric
oxide; SERT, Serotonin reuptake transporter; TK, tachykinin; VIP, vasoactive intestinal peptide.

본 론

1. 도파민 수용체 길항제

위장관에서 도파민은 대부분 억제성 효과를 나타내고 드물게 

흥분성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5 위장관에는 도파민 수용체 D1

과 D2가 존재하는데 D1 수용체는 접합후(postjunctional)에 위

치하고 D2 수용체는 접합전후에 모두 위치한다. D2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위장관의 근육운동신경(myenteric motor neuron)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분비가 감소되므로 전반적으로 위장관 운

동이 억제되는 효과를 보인다(Fig. 1). D2 수용체 길항제는 도

파민의 아세틸콜린 분비감소 효과를 억제함으로써 위장관 평활

근 운동성을 증가시킨다. D2 수용체가 길항되면 식도 운동성이 

증가되고 하부식도 조임근 압력이 높아진다. 또 위전정부와 십

이지장의 수축을 증가시키고 유문륜의 연동 운동을 조율하여 

위배출을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낸다.7,8

도파민 수용체 길항제는 benzamide 유도체인 메토클로프라

미드(metoclopramide)와 레보설피리드(levosulpiride) 그리고 

butyrophenone 유도체인 돔페리돈(domperidone)으로 나눌 

수 있다(Table 1). 메토클로프라미드는 위장관 운동장애의 치료

제로 사용된 최초의 도파민 수용체 길항제이다. 장신경계에서 

D2 수용체 길항제 작용 외에도 연접전(presynaptic) 5-HT4 수

용체 작용제 효과로 위장관 운동성을 증가시킨다. 또 고농도에서 

5-HT3 수용체 길항 효과도 나타낸다. 메토클로프라미드의 또 

다른 효과는 오심과 구토를 억제하는 것인데, 이는 숨뇌(medulla 

oblongata)에 존재하는 화학수용체 자극대(chemoreceptor trig-

ger zone)의 D2 수용체와 5-HT3 수용체에 대한 길항 작용에 

의한 것이다.9 돔페리돈도 D2 수용체 길항 효과로 위장관 운동

을 항진시키지만, 5-HT3나 5-HT4 수용체에 대한 작용은 알려

지지 않았다.7,8 돔페리돈은 메토클로프라미드에 비해 분자량이 

높고 지용성 경향은 낮아서 혈뇌장벽(blood-brain barrier)을 

잘 통과하지 못하므로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부작용이 더 적다. 

중추신경에 대한 효과는 낮지만 혈뇌장벽 밖에 존재하는 화학

수용체 자극대를 억제하기 때문에 항구토 효과는 메토클로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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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opamine D2 Receptor Antagonists5,109-118

Receptor

D2 antagonism 5-HT4 agonism 5-HT3 antagonism

Benzamide derivatives 
Metoclopramide High Moderate Moderate
Levosulpiride High Moderate Low

Butyrophenone derivatives
Domperidone High No No

Table 2. Summary of the Clinical Trials for Gastroparesis of Metoclopramide 

Stduy Subject Design Country Comparison Number Outcome

Perkel et al.11 (1979) Delayed GE (diabetic, 
vagotomy, pylorplasty)

Single-center, 
DBPC

USA Placebo vs. metoclopramide 
10 mg q.i.d., 3 weeks

14:14 Metoclopramide significantly 
improved symptoms over 
placebo.

Snape et al.12 (1982) Diabetic gastroparesis Single-center, 
DBPC, 
cross-over 

USA Placebo vs. metoclopramide 
10 mg q.i.d. a.c., 3 weeks

10 Metoclopramide markedly 
reduced overall symptoms 
and vomiting and increased 
GE, but poor correlation 
with symptom improvement.

McCallum et al.13 (1983) Diabetic gastroparesis Multi-center, 
DBPC

USA Placebo vs. metoclopramide 
10 mg q.i.d., 3 weeks

24:20 Metoclopramide reduced 
nausea, vomiting, fullness, 
early satiety, improved meal 
tolerance, and improved GE 
than placebo.

Ricci et al.14 (1985) Diabetic gastroparesis Single-center, 
DBPC, 
cross-over 

USA Placebo vs. metoclopramide 
10 mg q.i.d. a.c., 3 weeks

13 Metoclopramide significantly 
reduced nausea, vomiting, 
anorexia, fullness, bloating, 
and improved GE than 
placebo, but no correlation 
with symptom improvement.

Erbas et al.15 (1993) Diabetic gastroparesis Single-center, 
DBPC, 
cross-over 

Turkey Metoclopramide 10 mg t.i.d. 
vs. erythromycin 250 mg 
t.i.d., 3 weeks

13 Both drugs improved 
symptoms, but better with 
erythromycin.

Patterson et al.16 (1999) Diabetic gastroparesis Multicenter, 
DBPC

USA Domperidone 20 mg q.i.d. vs. 
metoclopramide 10 mg 
q.i.d., 4 weeks

45:48 Both drugs were equally 
effective, but higher CNS 
effect in metoclopramide.

GE, gastric emptying; DBPC,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q.i.d., four times a day; a.c., before a meal; t.i.d., three times a day; CNS, central 
nervous system.

미드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레보설피리드는 D2 수용

체 길항제로 작용하면서 5-HT4 수용체 작용제 및 약한 5-HT3 

수용체 길항작용을 하여 위배출을 증가시키고 항구토 작용을 

나타낸다. 

1) 메토클로프라미드

(1) 임상 연구 

메토클로프라미드가 위마비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킨다

는 여러 연구가 보고되었다(Table 2).11-16 당뇨병성 위마비 환

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10 mg q.i.d 용량으로 

3주간 복용하였을 때 위약에 비해 오심, 구토, 조기 만복감, 포

만감, 식욕부진 등 위마비 연관 증상을 위약보다 유의하게 개선

시켰고 위배출능도 호전시켰다. 그러나 위마비 증상 호전과 위

배출능의 변화가 반드시 증상 호전과 연관성을 보이지 않아서 

증상 개선의 기전에 중추성 효과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뇨병성 위마비 외에 미주신경절제나 유문성형술로 인한 경우

에도 위약에 비해 구역, 구토, 조기 만복감, 복부 팽만감 및 명치 

통증 등 관련된 모든 증상을 의미있게 호전시켰다(Table 2).11 

식도와 하부식도 조임근에 효과를 나타내므로 위식도 역류 질

환에서도 연구되었다. 19명의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위약군에 비해 메토클로프라미드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가슴쓰림이나 역류 증상이 호전되었고(32% vs. 60%) 

위산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21% 

vs. 61%).17 

화학수용체 자극대의 D2 수용체를 억제하는 특성으로 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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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프리미드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구역, 구토 억제에도 효

과적으로 사용된다. 악성종양 환자 81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 시행 중 덱사메타손과 메토클로

프라미드를 함께 투여한 그룹에서는 67%에서 구토가 억제되었

던 반면, 위약을 함께 투여한 그룹에서는 25%에서만 억제되었

다.18 전신마취 후에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256명의 환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메토클로프라미드를 투여한 그룹

과 위약을 투여했던 그룹에서 각각 8%와 22%에서 수술 후에 

구토가 발생하여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구토의 예방에도 효과

적이었다.19 

(2) 용법

메토클로프라미드는 성인에서 1일 10~30 mg을 2~3회 분할

하여 식전에 경구 또는 정맥으로 투여한다. 메토클로프라미드는 

유일하게 주사제 사용이 가능한데, 정맥으로 투여할 때는 3분 

이상에 걸쳐 천천히 주사하거나 수액에 혼합하여 서서히 정주한

다. 반복 투여할 때는 적어도 6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하며, 가

능한 정맥투여 치료 기간을 짧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구투여

로 전환한다. 일일 최대 권장 용량은 경구투여나 정맥투여에서 

모두 30 mg 또는 체중 kg당 0.5 mg이며 최대 권장 치료 기간

은 경구나 정맥투여 모두 5일 이내이다.

(3) 부작용

메토클로프라미드는 혈뇌장벽을 자유롭게 통과하므로 여러 

가지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가역적인 

부작용으로 졸림, 피곤함, 무기력, 고프로락틴(prolactin) 혈증

이 나타날 수 있고 우울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20 특히 문

제가 되는 추체외로(extrapyramidal) 반응은 젊은 여성, 고령

자, 당뇨병 환자, 신경학적 장애를 가진 환자나 신경이완제를 

복용중인 환자에서 발생할 위험이 높고 유전적 소인도 작용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체외로 반응 중 급성긴장이상반응

(acute dystonic reaction)은 가역적으로 전신이나 얼굴의 연

축, 사경(torticollis), 안구운동발작(oculogyric crisis), 입벌림

장애(trismus)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급성긴장이상반응은 주

로 젊은 환자에서 나타나며 메토클로프라미드를 사용하기 시작

한 직후부터 발생 가능하다.20 운동느림증(bradykinesia), 떨림, 

근육경직과 같은 파킨슨병 유사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복용을 

중단하면 보통 2~3개월에 걸쳐 서서히 회복된다. 가장 심각한 

비가역적 추체외로 반응은 불수의적인 얼굴과 사지 운동을 보

이는 지연성 이상운동증(tardive dyskinesia)으로 하루 40 mg 

이상 사용시 전형적으로 발생한다.1 3개월 이상 복용한 경우 

1~15%의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는 3개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21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와 같은 부작용들을 고려하여 하루 

최대 체중 kg당 0.5 mg 이하로 5일 이내로만 사용할 것을 권

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부작용 발생 빈도가 과장되었

다는 주장도 있다. 기존에 메토클로프라미드의 추체외로 반응

의 빈도는 약 0.2%로 알려졌지만,1 스웨덴 약품국에서 2006년

부터 2017년까지 매년 12만 건 이상의 처방을 분석한 연구에서

는 지연성 이상운동증 실제 발생이 10만 환자-년(patient-year)

당 1.14건으로 낮았다.22 이를 바탕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만성

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심한 위마비 환자에서 10일간 휴약 기간

을 두고 12주 이상 주의 깊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22

2) 돔페리돈

(1) 임상 연구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돔페리돈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보

고되었으며 용량은 1일 30~80 mg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10 

이 중 하루 10 mg t.i.d. 혹은 q.i.d.로 2~4주간 치료한 8개 연

구의 메타분석에서는 개별 증상에 대한 비교는 불가능했지만 전

반적인 증상 개선 정도는 위약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23 돔페

리돈의 증상 개선 효과와 연관되는 요인으로는 위배출능 감소 

유무와 D2 수용체 TaqI 유전자 다형성 등이 보고되기도 하였

다.24,25 위마비 증상에 대해서는 메토클로프라미드에 비교해 잘 

설계된 연구가 부족하지만 위약에 비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10,26 그러나 위배출능 개선과 위마비 증상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다.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돔페리돈의 투여가 위배출능을 개선시켜 연관 증상을 완화시킨

다고 보고되었던 반면,27,28 200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위약에 

비해 돔페리돈 투여군에서 위배출능 개선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

다는 보고들이 여러 번 있었다.29,30 위마비 환자에서 위배출능 

개선과 증상 호전 사이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보고31와 메토클로

프라미드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었던 결과를 고려한다면 

돔페리돈이 위마비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 역시 위배출

능과는 관계없는 다른 기전일 수 있다. 돔페리돈도 구역과 구토

를 억제하며 성인과 소아 모두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된다.10,26 항

암화학요법을 시행한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

약군, 온단세트론(ondansetron)군, 돔페리돈군에서 각각 80%, 

45%, 10% 미만으로 지연형 구역, 구토가 발생하였다.32 수술 후 

구토가 발생한 환자 17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돔페리돈

군과 메토클로프라미드군 및 위약군에서 각각 53%, 72%, 84%

로 구토 증상이 재발해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33

(2) 용법

돔페리돈은 10 mg을 1일 3회 식전에 경구투여한다. 1일 최

대 30 mg을 넘지 않으며 1주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레보도파를 복용하는 환자에서는 1회 5 mg으로 감량하고 QT

분절을 연장하거나 cytochrome P450 3A4 효소를 억제할 수 

있는 약제와는 병용하지 않는다.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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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the Clinical Trials of Levosulpiride

Study Subject Design Country Comparison Number Outcome

Corazza et al.40 (1996) FD Multi-center, 
DBPC

Italy Placebo vs. levosulpiride 
25 mg t.i.d. vs. 
domperidone 10 mg t.i.d. 
vs. metoclopramide 10 
mg t.i.d., 4 weeks

1,298 
(number 
of each 
group 
- NA)

All drugs significantly 
improved symptoms, but 
levosulpiride was 
significantly superior to 
other drugs.

Melga et al.39 (1997) IDDM with 
neuropathy and 
delayed GE

Single-center, 
DBPC

Italy Placebo vs. levosulpiride 
25 mg t.i.d. a.c., 6 months

20:20 Levosulpiride significantly 
enhanced GE and improved 
dyspeptic symptoms and 
glycemic control.

Song et al.37 (1998) FD with delayed GE Single-center, 
DBPC

Korea Placebo vs. levosulpiride 
25 mg t.i.d. a.c., 3 weeks

15:17 Levosulpiride significantly 
improved symptoms in the 
dysmotility-like and 
nonspecific FD subgroup 
and enhanced GE.

Mansi et al.38 (2000) FD with delayed GE Single-center, 
double-blind, 
cross-over 

Italy Cisapride 10 mg t.i.d., a.c. 
vs. levosulpiride 25 mg 
t.i.d., a.c., 4 weeks

30 Both drugs significantly 
improved symptoms and 
enhanced GE. 
Levosulpiride was more 
effective in nausea, 
vomiting, and early satiety.

Mearin et al.41 (2004) Dysmotility-like FD 
by Rome I

Multicenter, 
single-blind 
double-masked

Spain Cisapride 10 mg t.i.d., a.c. 
vs. levosulpiride 25 mg 
t.i.d., a.c., 8 weeks

71:69 Levosulpiride was similar 
effects to cisapride in the 
improvement of symptoms 
(79.9% vs. 71.3%).

Lozano et al.42 (2007) Dysmotility-like FD, 
NERD 

Multi-center, 
open label

Spain Levosulpiride 25 mg t.i.d., 
4 weeks

FD 
(n=279), 
NERD 
(n=63)

Abdominal fullness 
disappeared in 66.4% of 
patients after 4 weeks.

Mansi et al.43 (1994) Insulin treated DM 
with neuropathy

Single-center, 
DBPC, 
cross-over

Italy Placebo vs. levosulpiride 
25 mg t.i.d., 3 weeks

23 Levosulpiride significantly 
reduced basal and residual 
gallbladder volume.

FD, functional dyspepsia; DBPC,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i.d., three times a day; NA, non-available; IDDM, insulin dependent diabetes 
mellitus; GE, gastric emptying; a.c., before a meal; NERD, non-erosive reflux disease; DM, diabetes mellitus.

(3) 부작용

돔페리돈은 혈뇌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중추신경계와 관

련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혈뇌장벽의 바깥에 존

재하는 뇌하수체에 대한 영향으로 두통, 입마름, 설사, 유즙 분

비와 고프로락틴 혈증이 나타날 수 있고, 고프로락틴 혈증의 2

차적인 영향으로 생식샘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다.26 유럽의약

품청에서는 돔페리돈의 급성심장사와 심실빈맥의 위험도 때문

에 사용량과 사용 기간의 제한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의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성인에서는 10 mg을 t.i.d.

로, 소아에서는 0.75 mg/kg을 1일 3회로 분할하여 투여하고, 

치료 기간은 최대 1주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QT간격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의약품과 병용금기할 것을 권고하

였고, 심전도상 QT간격 연장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사용

하지 말아야 한다.22 그러나 이 권고의 기반이 된 연구가 모두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 낮은 근거수준과 방법론의 문제가 있었

고, 오히려 메토클로프라미드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36

3) 레보설피리드

(1) 임상 연구 

위배출능이 감소된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두 연구에서 3주 혹은 4주간 레보설피리드 25 mg과 위약 혹은 

시사프리드(cisapride) 10 mg을 t.i.d.로 투여해 비교하였다.37,38 

레보설피리드는 위약에 비해 위배출능 개선과 소화불량 증상 개

선에 유의하게 효과적이었으며, 증상 점수의 변화와 위배출 시

간 사이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37 또 레보설피리드와 시

사프리드 모두 위배출능 개선 효과를 보였는데 오심, 구토, 조기 

포만감 증상은 레보설피리드가 더 효과적이었다.38 위배출능이 

감소된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환자 대상 연구에서도 6개월간 투

여 시 레보설피리드는 위약에 비해 위배출능 개선과 소화불량 

증상 점수의 개선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혈당 조절에도 효

과적이었다.39 위배출능이 확인되지 않은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레보설피리드는 돔페리돈과 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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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mmary of the Clinical Trials of Itopride

Study Subject Design Country Comparison Number Outcome

Holtmann et al.45 (2006) FD by Rome II Multi-center, 
DBPC

Germany Placebo vs. itopride 50 mg 
vs. 100 mg vs. 200 mg 
t.i.d., 8 weeks

142:135:
135:136

Itopride significantly 
decreased LDQ score in 
pooled results of 3 doses, but 
not in 50 mg, and improved 
GPA in all doses compared 
with placebo.

Talley et al.51 (2008) FD by Rome II Multi-center, 
DBPC

Europe, 
North 

America

Placebo vs. itopride 100 mg 
t.i.d., 8 weeks

591:579 No difference in LDQ and 
GPA compared with placebo.

Kamiya et al.52 (2011) FD by Rome III Multi-center, 
DBPC

Japan Rabeprazole 10 mg vs. 
itopride 50 mg t.i.d., 
4 weeks

69:65 Rabeprazole significantly 
decreased symptoms in both 
EPS and PDS, but itopride 
was effective only in PDS.

Carbone et al.53 (2022) Pure PDS or PDS/EPS 
by Rome III

Multi-center, 
DBPC

Belgium Placebo vs. itopride 100 mg 
t.i.d., 8 weeks

45:46 Itopride significantly 
decreased LPDS score in 
PDS/EPS overlap but not in 
pure PDS.

Stevens et al.54 (2007) DM Single-center, 
open label

Australia Itopride 200 mg t.i.d., 
7 days

25 Itopride showed a slight trend 
to accelerate both solid 
(P=0.09) and liquid 
(P=0.09) GE.

Kim et al.55 (2006) GERD confirmed by 
24-h pH-metry

Single-center, 
randomized, 
open label

Korea Itopride 50 mg vs. 100 mg 
t.i.d., 8 weeks

26 Itopride significantly 
improved symptoms, and 
300 mg of itopride improved 
acid reflux variables.

Chun and Lee56 (2013) Laryngopharyngeal 
reflux disease

Single-center, 
randomized, 
open-label

Korea Lansoprazole 30 mg q.d. vs. 
Lansoprazole 30 mg q.d. 
with Itopride 50 mg t.i.d., 
12 weeks

32:29 Both groups significantly 
decreased symptoms with 
greater improvement in the 
itopride add group, but no 
difference in laryngoscopic 
findings. 

FD, functional dyspepsia; DBPC,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i.d., three times a day; LDQ, leeds dyspepsia questionnaire; GPA, global patient 
assessment of efficacy; EPS, epigastric pain syndrome; PDS, postprandial distress syndrome; LPDS, leuven postprandial distress scale; DM, diabetes 
mellitus; GE, gastric emptying; GER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q.d., once a day.

클로프라미드에 비해 더 우월한 효과를 보였으며,40 시사프리드

와는 비슷한 효과를 나타냈다.41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비미란성

식도염 환자가 같이 포함된 연구에서도 레보설피리드는 4주 투

여 시 복부 팽만감을 66.4%까지 개선하였다.42 흥미롭게도 레보

설피리드는 신경증이 있는 당뇨 환자에서 담낭의 운동성을 증가

시키는 것이 보고되었다(Table 3).43

(2) 용법

레보설피리드는 성인에서 25 mg을 1일 3회 식전으로 경구

투여한다. 

(3) 부작용

레보설피리드는 혈뇌장벽을 통과하므로 추체외로 증상을 보

일 수 있으며 파킨슨병 유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부작용으

로 설사, 프로락틴의 상승, 무월경, 여성형 유방, 유즙 분비, 졸

음, 파킨슨병 유사 증상 등이 보고되었다. 특히 레보설피리드에 

의한 운동장애의 경우, 고령에서 약제를 중단하였음에도 증상

이 지속되는 비가역적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44 

2. 콜린에스터분해효소 억제 효과가 있는 D2 수용체 
길항제 이토프리드

이토프리드(itopride)는 benzamide 유도체로 D2 수용체 길

항작용과 함께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콜린에스터 분해효소를 

억제하여 위장관 운동 촉진 작용을 나타낸다(Fig. 1). 동물실험

과 초기 일본 임상 연구에서는 위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45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 위배출이나 위적응에는 영향

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장 증상 개선에 위운동 개선 

외에 다른 기전이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46-48 식도에서는 이

토프리드 50 mg 또는 100 mg 투여시 위약에 비해 식후 발생

하는 일과성 하부식도 조임근 이완 횟수를 감소시켰다.49 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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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는 위장관 호르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150 mg 단

회 투여는 위약에 비해 혈중 소마토스타틴(somatostatin)과 모

틸린(motilin)을 상승시키고 콜레시스토키닌(cholecystokinin)

과 ACTH를 감소시켰다.50 

1) 임상 연구

유럽에서 수행된 2상 연구에서는 로마기준 II의 기능성 소화

불량증 환자 548명을 대상으로 8주간 이토프리드를 50 mg, 

100 mg, 200 mg t.i.d로 투여하였다. 이 연구에서 위약의 증상 

개선율 41%에 비해 이토프리드 각 용량에서는 57%, 59%, 

64%의 개선율을 보여 모든 용량군을 합쳐 비교하면 위약에 비

해 유의한 개선율을 보였다.45 그러나 로마기준 II의 기능성 소

화불량증 환자 1,170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연구에서는 8주간 

이토프리드 100mg t.i.d.로 투여했을 때 위약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51 일본인 소화불량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상복부통증증후군에서는 효과가 없었으며, 식후불편

증후군에서만 효과가 있었다.52 최근 식후불편증후군 환자들만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순수한 식후불편증후군에서는 효과

가 없었으나 상복부통증증후군과 중복된 환자의 경우 100 mg 

t.i.d. 투여로 유의한 증상 개선을 관찰할 수 있었다.53 당뇨병 

환자에서 위배출을 증가시킨다는 보고54가 있으며,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단독 사용하거나 인후두 역류 질환에서 양성자펌프억

제제에 추가 사용한 경우 증상이 개선된다는 국내 보고가 있다

(Table 4).55,56

2) 용법

이토프리드는 성인에서 50 mg을 1일 3회 식전으로 경구투

여한다. 

3) 부작용

이토프리드의 부작용은 복통, 설사, 오심, 변비 등이 보고되

었다. D2 수용체 길항제이지만 혈뇌장벽을 통과하지 않고 말초

에서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추체외로 증상같은 중추신경

계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100 mg t.i.d. 이상의 용

량을 사용한 임상 연구에서는 혈중 프로락틴 농도의 상승이 보

고되었다.45,51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심혈관계 부작용은 보고되

지 않았다.

3. 세로토닌 수용체 작용제

세로토닌은 중추신경계의 주요 신경전달물질이지만 실제 우

리 몸의 세로토닌의 95%는 위장관에 존재한다.57 압력 변화 같

은 장관 내 변화를 감지한 장크롬친화(enterochromaffin)세포

는 세로토닌을 대량 분비해 장신경계로 신호를 전달하고, 장신

경 내에서도 세로토닌이 신경전달물질로 작용해 위장관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세로토닌이 어떤 수용체에 작용하

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며 위장관 운동에는 5-HT1A, 5-HT4, 

5-HT3 수용체가 관여한다. 이 중에서 5-HT4와 5-HT3 수용체

가 활성화되면 장신경계 내의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증가시켜 신호 

전달이 증폭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

를 나타낸다(Fig. 1). 현재 임상에서는 5-HT4 작용제와 5-HT3 

길항제가 개발되어 각각 위장관 운동 촉진제와 설사형 과민성장

증후군 치료제로 사용중이다. 5-HT4 작용제는 banzamide 유도체

인 시사프리드, 모사프리드(mosapride), 렌자프리드(renzapride), 

나로나프리드(naronapride), 미네사프리드(minesapride), ben-

zofuran 유도체인 프루칼로프리드(prucalopride), indole car-

bazimidamide 유도체인 테가세로드(tegaserod) 그리고 차세대 

5-HT4 작용제인 벨루세트락(velusetrag)과 펠시세트락(felcise-

trag)으로 구분할 수 있다.58 그러나 시사프리드와 테가세로드는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렌자프리드, 나로나

프리드, 미네사프리드, 벨루세트락, 펠시세트락은 아직 임상 연

구 중으로 현재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모사프리드와 프루

칼로프리드이다. 두 약제 모두 선택적 5-HT4 수용체 작용제로서 

다른 수용체에는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락틴, 황체형성호르

몬/난포자극호르몬(luteinizing hormone/follicle stimulating 

hormone), 에스트라디올(estradiol), 테스토스테론(testoster-

one)에 영향이 없다.59 모사프리드가 간에서 대사되면 M1이라

는 대사 물질로 바뀌는데 M1은 약한 5-HT3 길항 효과를 나타

낸다.59 모사프리드는 위장관 운동 촉진제 중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있는 약물로 식도운동성 개선, 식도 종괴 이동 속도 증가, 

위배출능 개선, 위 저부이완 증가, 대장이동 증가 등 위장관 전

체의 운동성에 영향을 준다.59,60 그러나 이런 효과는 주로 상부

위장관 쪽에서 더 높고 하부위장관에 대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에 비해 프루칼로프리드는 대장 운동성에 대한 효과

가 강력하다. 건강자원자를 대상으로 투여했을 때 4, 8, 24, 48

시간째 대장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근위부 대장 배출 T1/2

를 유의하게 빠르게 하였다.61 프로칼로프리드는 대장 이외의 

나머지 위장관 운동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강자원자에서 위식

도 역류 횟수에 영향은 없었으나 산의 식도 노출시간을 줄였으

며, 위배출을 증가시키고 소장 이동도 빠르게 하였다.62,63 그러

나 위적응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고 위팽창에 대한 감각을 증가

시키는데 이것이 프로칼로프리드 복용 시 발생하는 오심의 원인

으로 추정된다.64

1) 모사프리드

(1) 임상 연구

모사프리드는 초기에 일본에서 상부위장관 증상에 대해 만성

위염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었고 시사프리드와 유사한 정도의 

효과가 보고되었다.59 그러나 유럽에서 566명의 기능성 소화불

량증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5 mg 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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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mmary of the Clinical Trials for Functional Dyspepsia and Gastroparesis of Mosapride

Study Subject Design Country Comparison Number Outcome

Hallerbäck et al.65 (2002) FD by Rome II Randomized, 
double-blind, 
double-dummy 

Denmark, 
Germany

Placebo vs. mosapride 5 mg 
b.i.d. vs. 10 mg b.i.d. vs. 
7.5 mg t.i.d., 6 weeks

141:140:
143:142

Treatment of FD with 
mosapride was not superior 
to placebo.

Ji et al.66 (2004) FD by Rome II Multi-center, 
single-blind, 
randomized, 
prospective, 
comparative

Korea Mosapride 5 mg t.i.d. vs. 
domperidone 10 mg t.i.d., 
2 weeks

39:36 Mosapride significantly 
improved symptoms and 
increased gastric emptying, 
but not domperidone.

Kinoshita et al.67 (2005) FD by Rome II Multi-center, 
randomized, 
prospective 
comparative

Japan Mosapride 5 mg t.i.d., p.c. 
vs. famotidine 20 mg 
b.i.d., p.c. vs. 
tandospirone 10 mg t.i.d., 
p.c., 4 weeks 

22:23:15 Famotidine showed the best 
effect, followed by 
mosapride, while 
tandospirone showed 
significantly lower effect.

Hongo et al.68 (2012) FD by Rome III Multicenter, 
randomized, 
open-label, 
prospective 
comparative

Japan Mosapride 5 mg tablet or 
powder sachet t.i.d., p.c. 
vs. teprenone 50 mg 
capsule or sachet t.i.d., 
p.c., 2 weeks 

311:307 Mosapride significantly 
improved gastric stasis and 
epigastric pain, while 
teprenone tended to 
improve only gastric stasis. 
Higher HR-QOL in 
mosapride group.

Sakurai et al.69 (2012) Uninvetigated FD 
without HP

Multi-center, 
randomized, 
parallel-group, 
open-label

Japan Omeprazole 10 mg q.d. vs. 
Famotidine 10 b.i.d. vs. 
mosapride 5 mg t.i.d. vs. 
teprenone 50 mg t.i.d., 
4 weeks

142:132:
125:72

Regarding sufficient symptom 
relief, omeprazole is 
superior to other drugs 
(66.9%, 41.0%, 36.3%, 
32.3%).

Kawamura et al.70 (2012) Interferon-induced 
gastroparesis

Single-center, 
randomized, 
prospective, 
controlled, 
open-label

Japan Placebo vs. mosapride 5 mg 
t.i.d., 4 weeks

12:12 Mosapride improved total and 
distal gastric motility and 
symptoms.

FD, functional dyspepsia; b.i.d., two times a day; t.i.d., three times a day; p.c., after a meal; HR-QO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P, Helicobacter 
pylori; q.d., once a day.

10 mg b.i.d., 또는 7.5 mg t.i.d.로 6주간 투여했을 때 위약에 

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65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로마기준 II의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대상으로 소규모 연구가 보

고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모사프리드가 소화불량 증상과 위

배출능을 같이 개선시켰지만 돔페리돈은 위배출능 개선 효과는 

없었다.66 일본 연구에서는 4주간 식후 투여 시 아형에 관계없

이 파모티딘과 모사프라이드가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탄

도스피론(tandosprione)은 파모티딘보다 낮은 효과를 보였다.67 

이후 일본에서 로마기준 II의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 618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모사프리드를 2주간 투여

한 군에서는 위 정체 증상과 상복부 통증 모두 유의하게 호전

된 반면 테프레논(teprenone)군에서는 유의한 호전이 없었다.68 

또 헬리코박터 감염 없이 만성적인 상복부 증상(상복부 통증, 

가슴쓰림, 역류, 식후 팽만감, 오심, 구토, 트림, 조기 포만감, 

더부룩함)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모사프리드는 오메프라졸 10 mg보다는 유의하게 낮았지만 

파모티딘 10 mg b.i.d.와 유사한 정도의 개선율을 나타냈다

(Table 5).69 모사프리드가 위배출능을 개선시키는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는데 인터페론 치료 후 위배출능이 감소된 

경우도 모사프리드로 개선시킬 수 있었다.70 위배출 촉진 효과

를 이용해 모사프리드 10 mg을 캡슐내시경 1시간 전에 투여하

면 위약에 비해 배터리 유지 시간 내 소장검사 완결률이 높아

졌다.71 또 복강경 대장절제술 후 15 mg t.i.d로 투여하면 위약

에 비해 수술 후 가스배출 및 첫 배변시간이 유의하게 빨랐는

데, 이는 위배출 증가, 전정부 및 십이지장 운동성 증가와 연관

되었다.72,73 

그러나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시 양성자펌프억제제 치료에 

추가 투여 효과는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국내 연구에서는 

8주간 판토프라졸을 40 mg 투여하면서 모사프리드 5 mg t.i.d

로 같이 투여한 경우 위약을 같이 투여한 군에 비해 양성자펌

프억제제 유발 위배출 지연이 예방되었고, 오심, 구토와 식후 

팽만감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74 반면 다른 연구에서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에게 오메프라졸 10 mg에 같이 투여한 

경우 추가적인 증상 개선이 없었다.75 대장 운동 개선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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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ummary of the Clinical Trials of Prucalopride

Study Subject Design Country Comparison Number Outcome

Camilleri et al.82 (2008) CC Multi-center, 
DBPC

USA Placebo vs. prucalopride 
2 mg vs. 4 mg q.d., 
12 weeks

209:207
:204

≥3 SCBM/wk 
12.0%:30.9%:28.4%

Quigley et al.8383 (2009) CC Multi-center, 
DBPC 

USA Placebo vs. prucalopride 
2 mg vs. 4 mg q.d., 
12 weeks

212:214
:215

≥3 SCBM/wk 
12.1%:23.9%:23.5%

Tack et al.8484 (2009) CC Multi-center, 
DBPC

Europe, 
Canada, 

Australia, 
South 
Africa

Placebo vs. prucalopride 
2 mg vs. 4 mg q.d., 
12 weeks

240:236
:237

≥3 SCBM/wk 
9.6%:19.5%:23.6%

Camilleri et al.86 (2010) CC Open-label 
studies after 
3 pivotal 
DBPC studies 

USA, 
Belgium

Placebo vs. Prucalopride 
2 mg vs. 4 mg q.d., up to 
18 months

553:553
:517

Improvement in average 
PAC-QOL satisfaction score 
at 12 weeks was maintained 
for up to 18 months.

Ke et al.85 (2012) CC Multi-center, 
DBPC

China, 
Korea

Placebo vs. prucalopride 
2 mg q.d., 12 weeks

252:249 ≥3 SCBM/wk 10.3%:33.3%

Müller-Lissner et al.87 
(2010)

CC in elderly Multi-center, 
DBPC

Germany, 
Belgium

Placebo vs. prucalopride 
1 mg vs. 2 mg vs. 4 mg 
q.d., 4 weeks

70:76:
75:79

≥3 SCBM/wk 
24.6%:43.7%:37.5%:30.6%

Yiannakou et al.88 (2015) CC in men Multi-center, 
DBPC

Europe Placebo vs. prucalopride 
2 mg q.d., 12 weeks

186:184 ≥3 SCBM/wk 17.7%:37.9%

Piessevaux et al.89 (2015) CC Multi-center, 
DBPC

Europe Placebo vs. prucalopride 
2 mg q.d., 24 weeks

182:182 No difference in ≥3 SCBM/wk
at 12 and 24 weeks.

Carbone et al.90 (2019) Idiopathic or diabetic 
gastroparesis

Single-center, 
DBPC, 
cross-over 

Belgium Placebo vs. prucalopride 
2 mg q.d., 4 weeks

34 (28 
idiopathic, 
6 diabetic)

Prucalopride significantly 
improved GCSI and 
PAGI-QOL and enhanced 
GE only in the idiopathic 
gastroparesis subgroup.

Andrews et al.91 (2020) Diabetic or 
CTD-related 
gastroparesis

Single-center, 
DBPC, 
cross-over 

Canada Placebo vs. prucalopride 
4 mg q.d., 4 weeks

15 
(13 

diabetic, 
2 CTD)

Prucalopride accelerated GE 
and bowel movement, but no 
difference in symptoms 
compared with placebo.

Emmanuel et al.94 (2012) Chronic 
pseudo-obstruction 

Single-center, 
DBPC, 
cross-over

USA Placebo vs. prucalopride 
2 mg q.d., 12 weeks 

7 Prucalopride significantly 
improved symptoms 
(nausea, vomiting, bloating, 
pain) in the selective patient.

Jandee et al.93 (2021) Critically ill patients 
with paralytic ileus

Single-center, 
DBPC

Thailand Placebo vs. prucalopride 
2 mg q.d., 5 days

20 Prucalopride decreased colon 
diameter and abdominal 
circumferences,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aximum small bowel 
diameter.

CC, chronic constipation; DBPC,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q.d., once a day; SCBM/wk, spontaneous complete bowel movements per week; 
PAC-QOL, Patient assessment of constipation-quality of life; GCSI, Gastroparesis cardinal symptom index; PAGI-QOL, Patient assessment of 
upper GI disorders–quality of life; GE, gastric emptying; CTD, connective tissue disease.

일부 보고되었는데, 파킨슨 환자에서 12주간 투여시 배변 횟수

와 주관적 배변 장애 증상을 개선시켰고 동시에 좌측 대장 이

동 속도를 빠르게 했다.76 당뇨병 환자에서도 8주간 투여 시 주

관적 변비 증상과 배변 횟수의 개선을 보였다.77 이외에 위배출 

개선, 골격근의 5-HT4 수용체 효과, 근육세포 내 포도당 흡수, 

식후 GLP-1 상승 등의 기전으로 혈당조절능을 개선한다는 연

구도 보고되었다.78-81

(2) 용법

모사프리드는 성인에서 5 mg을 1일 3회 복용하며, 흡수가 식사

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식전 또는 식후에 경구로 투여한다. 

(3) 부작용

모사프리드는 5-HT4 수용체에만 작용하므로 다른 수용체와 

연관된 부작용은 없으며 시사프리드나 테가세로드와 달리 QT

간격 연장과 연관된 부작용도 없었다.59 가장 흔한 부작용은 복



 Hyo Yeop Song, et al: Prokinetic Agents

95

통, 무른변이었고, 아주 드물게 장기투여자에서 AST/ALT가 상

승된 몇 개의 증례가 보고되었다. 

2) 프루칼로프리드

(1) 임상 연구

프루칼로프리드는 강력한 대장 운동 증가 효과로 만성 변비 

치료에 이용된다. 기존 하제에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만성 

변비 환자를 대상으로 프루칼로프리드 2 mg 또는 4 mg을 

12주간 투여하는 동일한 설계의 3상 연구가 세 개 보고되었다. 

세 연구 모두에서 주 3회 이상의 자발 배변 활동 및 치료전 대

비 주 1회 이상 배변 횟수가 증가된 환자 비율이 위약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2 mg과 4 mg의 효과 차이는 없었

다.82-84 아시아 태평양 지역 501명의 변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2 mg을 12주간 투여한 연구에서도 주 3회 이상의 자발 배변 

활동이 나타난 환자 비율이 위약에 비해 높았다.85 3상 연구에 

참여했던 1,445명의 환자들을 이중 맹검 연구 이후 오픈 라벨 

연구로 최장 18개월(중간값 10개월)까지 치료했을 때 변비 연

관 삶의 질은 더 개선되었고, 이중 맹검 연구 시 관찰된 증상 

개선율 60%는 18개월까지 유지되었다.86 프루칼로프리드는 남

성과 여성 그리고 노인 만성 변비 환자에서 모두 위약 대비 유

의하게 효과적이었다.87-89 프루칼로프리드가 대장 운동 개선과 

함께 위 운동도 개선하는 특성을 이용해 위마비에 대한 두 개

의 위약 대조 연구가 보고되었다. 주로 특발성 위마비 환자가 

참여한 연구에서 2 mg을 투여한 경우 유의미한 증상 개선이 

있었다.90 그러나 주로 당뇨병성 위마비 환자가 참여한 연구에

서는 4 mg을 투여했을 때 위약과 차이가 없었다.91 두 연구에

서 모두 위배출은 증가되었지만 증상 개선과의 연관성은 없었

는데, 저자들은 단순한 위배출 증가가 아닌 위적응 개선 같은 

다른 기전이 연관될 가능성을 추측하였다.92 또 두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던 이유로 일상 용량인 2 mg이 고용량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과 각 연구 대상자의 위마비 발생 원인

이 다르다는 점이 제시되었다.91 이외에 중환자에서 발생한 장

마비와 만성특발성장마비 환자에서도 프루칼로프리드가 증상을 

개선시켰다(Table 6).93,94 

(2) 용법

프루칼로프리드는 2 mg을 1일 1회 복용하며, 약물 흡수가 

음식 섭취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식사에 관계없이 복용

한다. 65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1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3) 부작용

장기 임상 연구에서 보고된 가장 흔한 부작용은 복통(1.2%), 

설사(1.2%), 오심(0.9%), 두통(1.0%)이었고 주로 프루칼로프리

드 투여 1~2일차부터 발생하였다.86 국내 시판 후 조사에서는 

외국에 비해 부작용 빈도가 조금 더 높아서 투통과 설사가 각

각 3.2%와 2.8%로 보고되었다.95 5-HT4 수용체 선택도가 매우 

높아 기존 약제의 문제인 QT연장과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은 

낮다. 최근 유럽에서 프로칼로프리드 사용자 5,715명과 poly-

ethylene glycol 사용자 29,372명의 자료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두 약제 간 심혈관계 부작용의 차이는 없었다.96

5. 생약제제 모티리톤

모티리톤(motilitone, DA-9701)은 한국, 일본, 중국의 전통

의학에서 복통이나 장 운동 증가를 위해 사용되던 현호색

(corydalis yanhusuo w. t. wang)의 줄기 corydalis tuber와 

견우자(pharbitis nil choisy)의 씨앗(pharbitidis semen)의 추

출물을 5:1의 비율로 추출해 만든 약제이다.97 모티리톤의 활성

물질은 현호색 추출물 corydaline과 tetrahydropalmatine 그리

고 견우자 추출물 chlorogenic acid로 D2 수용체 길항제, 

adrenergic α2 작용제, 5-HT1A 작용제, 및 5-HT4 작용제 등 여

러 수용체를 통해 효과를 나타낸다. 건강자원자 연구에서 7일간 

모티리톤을 60 mg t.i.d.로 투여했을 때 위약에 비해 유의하게 

위배출을 증가시켰다.97 파킨슨병 환자에서는 4주간 모티리톤을 

30 mg t.i.d.로 식전 투여 시 유의하게 위배출이 증가되었다.98 

비글견을 이용한 실험에서 모티리톤은 시사프라이드 또는 수마

트립탄(sumatriptan) 경구투여와 유사한 정도로 위 근위부 이완

을 유발하였다. 또 쥐 실험에서 스트레스로 유발된 식이억제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는 5-HT1A 수용체 효과로 확인되었다.99 

1) 임상 연구

모티리톤의 일차 적응증은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두 개의 

대규모 이중 맹검 무작위 임상 연구가 수행되었다. 로마기준 II 

및 III으로 진단된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 462명과 389명을 

대상으로 4주간 모티리톤 30 mg t.i.d, 이토프리드 50 mg 

t.i.d. 또는 판토프라졸 40 mg q.d.로 투여했을 때 모든 군에서 

증상 개선 효과가 있었으며 모티리톤은 기존 두 약제에 비해 

비열등성을 증명하였다.100,101 그러나 판토프라졸에 모티리톤을 

병용투여한 경우 추가적인 증상 개선은 없었다. 하위군 분석에서 

헬리코박터 감염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판토프라졸 단독투여나 

병용투여가 모티리톤 단독투여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증상 점

수 개선을 나타냈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동반된 로마기준 III의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모티리톤과 제균 치

료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12주째 증상 개선율이 각각 73.3%와 

60%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작은 수의 연구로 통계적인 유의

성을 보여주지 못했다.102 

역류 증상과 소화불량 증상이 있는 미세변화 식도염 환자 

8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주간 모티리톤을 30 mg t.i.d.

로 투여 시 소화불량 점수와 삶의 질은 위약과 차이가 없었

다.103 이것은 아마도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과 기능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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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ummary of the Clinical Trials of Motilitone (DA-9701)

Study Subject Design Country Comparison Number Outcome

Choi et al.100 (2015) FD by Rome II Multi-center, 
randomized, 
controlled

Korea Itopride 50 mg t.i.d. vs. 
DA-9701 30 mg t.i.d., 
4 weeks 

190:185 DA-9701 significantly improves 
symptoms and showed 
non-inferior efficacy to itopride.

Jung et al.101 (2016) FD by Rome III Multi-center, 
randomized, 
double-blind, 
non-inferiority

Korea Pantoprazole 40 mg q.d. 
vs. DA-9701 30 mg t.i.d. 
vs. DA-9701 30 mg t.i.d. 
+ pantoprazole 40 mg 
q.d., 4 weeks 

131:131:127 All groups significantly improved 
symptoms and QOL without 
difference among 3 groups.

Park et al.102 (2019) FD by Rome III with 
HP (+)

Multi-center, 
DBPC

Korea HP eradication therapy 
1 week + placebo 
11 weeks vs. DA-9701 
30 mg t.i.d., a.c., 
12 weeks 

18:12 HP eradication and DA-9701 
showed a similar effect on 
symptoms.

Shin et al.98 (2018) Parkinson’s disease Single-center, 
randomized, 
double-blind, 
non-inferiority

Korea Domperidone 10 mg t.i.d. 
a.c. vs. DA-9701 30 mg 
t.i.d. a.c., 4 weeks

19:19 The effect on GE of DA-9701 was 
not inferior to domperidone. 
DA-9701, not domperidone, 
enhanced GE at 2 hours without 
aggravating Parkinson’s disease 
symptoms.

Park et al.103 (2014) Minimal change 
esophagitis

Bi-center, DBPC Korea Placebo vs. DA-9701 
30 mg t.i.d., 4 weeks 

42:39 DA-9701 significantly improved 
symptom scores in patients aged 
65 years or older.

Kim et al.104 (2017) Functional 
constipation by 
Rome III

Single-center, 
prospective 
open-label

Korea DA-9701 30 mg t.i.d., 
24 days

27 DA-9701 improved symptoms and 
accelerated colonic transit.

Lee et al.105 (2022) IBS-C and FD overap 
by Rome III

Single-center, 
DBPC

Korea Placebo vs. DA-9701 
30 mg t.i.d., 4 weeks

30:30 DA-9701 showed trend of higher 
treatment efficacy, but not 
significant due to small number of 
participants.

FD, functional dyspepsia; t.i.d., three times a day; q.d., once a day; QOL, quality of life; HP, Helicobacter pylori; DBPC,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a.c., before a meal; GE, gastric emptying; IBS-C, constipation-type irritable bowel syndrome.

화불량증 환자들이 보이는 높은 위약반응률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하위군 분석에서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모

티리톤은 위약 대비 유의하게 역류 증상을 개선시켰다. 기능성 

변비 환자 27명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에서 24일간 모티리

톤 30 mg t.i.d.로 투여 시 자발 대장 운동, 대변 형태, 변비와 

연관된 주관적 증상이 개선되었다.104 특히 우측대장과 직장구

불결장의 대장 이동 시간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 연

구는 대조군이 없는 오픈라벨 연구로 참여자 대부분이 젊은 연

령의 여성이었다. 최근 변비형 과민성장증후군과 기능성 소화

불량증이 중복되어있는 환자에서 4주간 모티리톤을 30 mg 

t.i.d.로 투여 시 위약에 비해 전반적인 증상이 개선된다는 보고

가 있었지만 연구 대상자의 수가 작아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

보하지 못했다(Table 7).105 

2) 용법

모티리톤은 성인에서 30 mg을 1일 3회 식전으로 경구투여

한다.

3) 부작용

두 개의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모티리톤의 부작용은 이토프

리드나 판토프라졸과 차이가 없었다.100,101 보고된 부작용은 오

심, 설사, 구토, 변비, 가려움, ALT와 프로락틴의 경도 상승이었

고,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심혈관계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6. 모틸린 수용체 작용제 마크로리드 항생제

모틸린은 소장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으로서 공복시에 분비되

어 위장관 운동 조절과 공복감을 유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106 

인간의 소화기관에서 모틸린 수용체는 위십이지장 부위에 가장 

많고 원위부로 갈수록 적어진다. 모틸린은 위적응 억제, 위 

phase III 수축 유도, 하부식도조임근 압력 증가, 위배출 증가 

효과를 나타낸다.106 이 때문에 모틸린 수용체 작용제 개발이 

시도되었지만 임상에서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해 아직 사용 가

능한 것은 없다. 흥미롭게도 마크로리드 항생제는 모틸린 수용

체 작용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위장관 운동 촉진제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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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특히 위에 위치한 수용체를 자극한다.107 에리스로마이

신(erythromycin)은 위저부와 전정부 수축을 증가시키고 동시

에 유문 수축을 억제해 위배출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4주 

정도 사용하면 수용체의 하향 조절(down regulation)로 효과가 

감소한다.107 다른 마크로리드 계열 항생제인 아지스로마이신

(azithromycin)과 클라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도 위배출

을 촉진할 수 있다.

1) 임상 연구

에리스로마이신의 효과를 검증한 위약 대조군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2) 용법

에리스로마이신은 입원한 위마비 환자에게 6~8시간마다 

1.5~3 mg/kg를 45분 이상 정맥주사한다. 외래 위마비 환자에

게는 경구로 125 mg b.i.d.를 수주간 투여한다.107

3) 부작용

에리스로마이신의 부작용으로 복통, 오심,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항생제이기 때문에 내성 발생 문제와 미생물 불균

형이 초래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위장관 증상을 유발

할 수 있다.108 무엇보다 cytochrome P450 3A4에 영향을 주

거나 대사되는 약제와 같이 투여하면(예, 딜티아젬, 베라파밀, 

돔페리돈) 약제상호작용으로 급성심장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107 

결 론

위장관 운동 촉진제는 위장관의 운동성을 촉진하는 약제로서 

기능성 소화불량증, 위식도 역류 질환, 당뇨병성 위마비, 만성 

변비, 특발성 장폐색, 오심, 구토 등 다양한 질환에서 사용될 수 

있다. 위장관 운동 촉진제는 임상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소화

기 약제 중 하나로, 최선의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약제의 

작용 기전과 임상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의 충분한 이해를 기반

으로 적절한 환자를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도파민 수용체 

길항제의 경우 부작용을 드물지 않게 경험할 수 있으므로 발생 

위험인자를 잘 파악하고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적절한 용

량으로 사용하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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