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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타민 2 수용체 차단제는 위내 산 분비를 자극하는 여러 

신경전달물질 중의 하나인 히스타민 2의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

물로 개발되었으며, 1970년대 초반 시메티딘을 필두로 1980년

대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약물이 개발되었다. 니자티딘과 파모

티딘은 그중 비교적 후반에 개발된 약물로, 분자 구조식에는 차

이가 있으나 히스타민 2 수용체를 차단하는 동일한 약리 작용

을 갖고 있다.

히스타민은 음식 섭취에 의해 분비량이 증가하는 신경전달물

질로서 위 벽세포에 결합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히스타

민 2 수용체 차단제는 이러한 히스타민이 벽세포에 결합하는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위산 분비 억제 기능을 갖는다. 한편 위

내 산 분비를 자극하는 신경전달물질 중의 하나인 아세틸콜린

은 이외에도 신경-근육 접합부에 작용하여 평활근 수축을 증가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세틸콜린은 식후 위산 분비의 촉진 

기능과 더불어 위장관운동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1

다른 히스타민 2 수용체 차단제와는 달리 니자티딘은 일반

적인 위산 분비 억제 기능과 함께 아세틸콜린 분해효소를 억제

하는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아세틸콜린 

분해효소는 신경 말단에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을 분해함으로써 

평활근 수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아세틸콜린 분

해효소를 억제하는 경우는 아세틸콜린의 효과를 지속하게 되므

로 위장관운동을 촉진 또는 유지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며, 이

러한 결과는 기존의 동물 실험에서 이미 잘 나타난 바 있다.3 

일반적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되먹임으로 

가스트린 분비가 증가하고, 위배출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되는데, 니자티딘은 위산 분비 억제와 별도로 아세틸콜린의 

효과를 지속하게 함으로써 위장관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한다.4,5

따라서 니자티딘은 위산 분비 억제 기능과 함께 아세틸콜린 

분해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위장관운동 기능을 촉진하는 기능을 

함께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이에 위배출 기능이 저

하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는 니

자티딘이 위배출 기능을 촉진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음이 증명된 바 있으며, 수면 장애를 동반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서도 수면 장애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6,7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장관운동 기능 촉진의 효과를 니

자티딘과 파모티딘 사이에서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8 기존의 동물 실험과 같이 니자티딘군에서는 위산 분비 억

제의 효과와 더불어 위장관운동 기능의 촉진 효과가 파모티딘

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위장관운동 기능의 저하에 따른 증

상을 함께 갖고 있는 환자에서 위장관운동 촉진제를 함께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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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약물로 두 가지의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실제로 니자티딘 단독군과 모사프리

드 병용군에서 위배출능의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였는데, 모사

프리드는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하므로 아세틸콜린과는 다른 

작용으로 위장관운동 기능을 촉진하는 상승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병용 투여를 하더라도 동물 실

험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인체를 대상으로 한 기

존의 임상 시험에서는 히스타민 2 수용체 차단제 또는 양성자

펌프억제제와 위장관운동 촉진제를 병용하였을 때 위장관 배출

이 증가하여, 니자티딘 단독 투여와 모사프리드 병용 투여가 인

체에서 실제로 위장관운동 기능에 어떤 결과의 차이를 나타낼

지에 대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9,10

위산 분비 억제의 측면에서는 위내 pH는 니자티딘군과 파모

티딘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니자티딘에 모사프리드

를 병합한 군에서는 단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병합 투여할 경우 히스타민 2 수용체 차단제가 

십이지장 및 소장으로 빨리 배출되어 흡수가 촉진되어 나타나

는 결과로 이해된다.11,12 동물 실험에서의 이러한 결과가 실제 

임상에서도 위장관운동 촉진제의 병용 투여에 따른 속쓰림과 

같은 증상의 개선에도 함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비교 임상 시험을 통한 효과 규명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동물 실험을 통해 니자티딘이 위산 분비 억제와 

위배출 증진의 두 가지 기능이 함께 있으며, 파모티딘과 비교하

여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 데 의의가 있으나, 실제 임상

에서도 이와 같은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위배출능의 장애, 조기 포만감 또는 식후 더부룩함의 증상과 상

복부 통증 또는 속쓰림 등의 증상을 함께 갖고 있는 기능성 소

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니자티딘 단독 사용과 위장관운동 촉

진제의 병용 투여를 비교하는 전향적 임상 시험 또는 타 히스

타민 2 수용체 차단제와의 비교 임상 시험을 통한 효과 규명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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