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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위식도 역류 질환에 의한 비심인성 흉통 환자에서 에소메프라졸 20 mg
1일 2회 용법의 치료 효과 평가를 위한 공개, 무작위 배정 예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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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eutic Response to 20 mg of Esomeprazole Twice Daily in Patients with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related Non-cardiac Chest Pain: An Open-Label
Randomized Pilo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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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Non-cardiac chest pain (NCCP) is defined as recurrent angina pectoris-like pain without evidence of coronary
heart disease, and is usually related to esophageal diseases, such as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ERD). Proton pump inhibitors (PPIs) are important for diagnosis and treatment.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use of PPIs in patients with
GERD-related NCCP. In contrast to standard-dose esomeprazole, the efficacy of half-dose esomeprazole twice daily (BD) has not
been established. This study compared the efficacies of the two esomeprazole regimens in GERD-related NCCP.
Methods: In this prospective, open-label study, 37 participants with GERD-related NCCP were randomized to receive either 20 mg
of esomeprazole BD (n=21) (esomeprazole BD group) or 40 mg once daily (n=16) (esomeprazole once daily [OD] group) for 4
weeks. In both groups, the chest pain score, which was calculated based on the frequency and severity, was evaluated before and
2 and 4 weeks after administering the medication.
Results: The chest pain score significantly improved in both groups (p<0.001). The proportion of patients with chest pain score
improvement >50% was 7.7% higher in the esomeprazole BD group than in the esomeprazole OD group (95.2% vs. 87.5%), but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Conclusions: Esomeprazole BD was as effective as esomeprazole OD in improving GERD-related NCCP. Although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e percentage of patients with >50% reduction in the chest pain score was higher in the esomeprazole BD group than in
the esomeprazole OD group. Large-scale studies will be needed to assess these findings further. (Korean J Gastroenterol
2020;76:333-340)
Key Words: Non-cardiac chest pain; Gastroesophageal reflux; Proton pump inhibitors; Esomeprazole

서

무관한 후흉골 흉통 혹은 반복적인 협심증 양상의 흉통으로

론

정의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근골격계 질환, 정신과적 질
비심인성 흉통(non-cardiac chest pain)은 심장 질환과는

환, 종격동 및 늑막 질환, 결제 조직 질환이 배제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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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재균 등. 비심인성 흉통의 에소메프라졸 20 mg 2회 용법 효과

서구에서는 일반인에서 그 빈도가 약 13-30%로 보고될

통의 진단기준에 따라 심인성 흉통은 물론 근골격계 질환, 정

만큼 흔한 임상증상이며, 국내에서도 11.8%의 유병률을 보고

신과적 질환, 종격동 및 늑막 질환, 결체 조직 질환 등으로

3-5

비심인성 흉통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인한 흉통이 확인된 환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

일상생활에 제한을 주고, 지속적인 통증 및 불안감으로 인하

정신병력자, 완치되지 않은 악성 종양 병력자, 심각한 간 질환

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무엇보다 불필요한 의료비의 지출

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자, 심부전이 있는 자, atazanavir를

한 바 있다.

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증상을 호전

투약 중인 환자, esomeprazole의 성분 또는 치환기인 benzi-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비심인성 흉통은 환자가 호소

midazole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임산부 및 수유부 역시 제외

하는 증상이 다양하고, 아직까지 질환의 발병 기전 및 병태생

하였다. 본 임상시험 계획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 윤

리가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아 표준화된 치료 가이드라인

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B-1407-259-002).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3

비심인성 흉통은 식도 관련 및 비관련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2. 연구 방법

식도 관련의 경우, 위식도 역류 질환(gastroesophageal reflux

본 연구는 공개, 무작위 배정 연구(an open-labelled random-

disease, GERD), 식도의 운동 이상, 식도 과민증, 식도 통증

ized controlled study)로 고안되었으며, 블록 무작위 배정

의 대뇌 프로세싱 변성, 식도의 자율 이상 조절 등이 가능한

(computerized block randomization)을 통하여 전체 환자군

1,6

위식도 역류 질환은 비심인성 흉

을 esomeprazole 20 mg 복용군과 esomeprazole 40 mg 복용

통 환자의 66%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따라서 양성자펌프억제

군으로 분류하였다. Esomeprazole 20 mg 복용군은 표준 용

제(proton pump inhibitor, PPI)는 위식도 역류 질환 관련 비

량의 절반 용량인 20 mg을 아침과 저녁 식전에 각각 1회 복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심인성 흉통의 일차 약제로 선택된다.

1,7,8

용하였고, esomeprazole 40 mg 복용군은 표준 용량 40 mg

위식도 역류 질환 관련 비심인성 흉통에서 사용되는 양성

을 아침 식전 1회 복용하였다. 총 100명의 스크리닝 환자 중

자펌프억제제는 위식도 역류 질환과 마찬가지로 omepra-

66명이 연구에 등록되었고, 이들은 무작위 배정에 의하여

zole, lansoprazole, rabeprazole, esomeprazole 등이 있으

esomeprazole 20 mg 1일 2회 복용군 33명과 esomeprazole

며, 이 중 esomeprozole은 1세대 양성자펌프억제제인 ome-

40 mg 1일 1회 복용군 33명으로 각각 구분되었다. 이 중 복

prazole의 광이성질체(S-isomer)로서 omeprazole보다 혈청

약 순응도가 떨어진 6명(esomeprazole 20 mg 1일 2회 복용

제거율이 낮고 생체 유용성이 높아 위산 분비 억제 효과가

군 3명, esomeprazole 40 mg 1일 1회 복용군 3명), 연구 도

9-12

그러나 양성자펌프억제제의

중 금기약을 복용한 1명(esomeprazole 40 mg 1일 1회 복용

위식도 역류 질환 관련 비심인성 흉통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

군 1명), 연구 도중 동의 철회한 8명(esomeprazole 20 mg

는 omeprazole, lansoprazole, rabeprazole 등에서 주로 이

1일 2회 복용군 2명, esomeprazole 40 mg 1일 1회 복용군

루어져 왔을 뿐 esomeprazole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6명), 추적 관찰에 실패한 14명(esomeprazole 20 mg 1일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14

Flook 등 이 esomeprazole 40 mg 1일 2회 복용이

2회 복용군 7명, esomeprazole 40 mg 1일 1회 복용군 7명)

위약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

을 제외한 esomeprazole 20 mg 1일 2회 복용군 21명과

한 바 있으나 절반 용량인 20 mg의 1일 2회 용법에 대한 보

esomeprazole 40 mg 1일 1회 복용군 16명이 최종 연구 대

고나 40 mg과의 비교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에 저자들

상자로 선정되었다(Fig. 1). 복약 순응도(%)는 복용한 의약품

은 위식도 역류 질환 관련 비심인성 흉통에서 esomeprazole

수를 복용해야 할 의약품 수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사용하여

않다.

20 mg 1일 2회 용법과 esomeprazole 40 mg 1일 1회 용법

80% 미만인 경우 순응도가 낮은(non-compliant) 것으로 간

의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주하였다.
3. 반응 평가

대상 및 방법

두 군 모두 4주간 약물을 복용하였으며, 첫 내원 시 문진(1차),
1. 대상

2주 뒤 전화 설문(2차), 4주 뒤 내원 시 문진(3차) 등 모두 세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차례에 걸쳐 흉통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흉통의 정도 평가에

흉통으로 내원한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중 심

는 비심인성 흉통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흉통의

인성 질환이 배제된 상태에서 6개월 이내 시행한 상부위장관

세기와 빈도를 측정하고 이를 곱하여 chest pain score로 나

내시경 검사 결과 최소 변화 이상의 점막 손상을 동반한 위식

9
타냈다. 흉통의 세기는 하루 중 가장 심하게 나타난 통증을

도 역류 질환이 확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비심인성 흉

기준으로 네 단계로 나누어 점수화하였고, 하루에 증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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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빈도를 횟수로 표기하여 chest pain score를 계산하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n=37)

였다(약함=1: 증상은 느끼나 참을 수 있고 오래 지속되지 않
는 등 심하지 않음, 중간 정도=2: 불편하나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심함=3: 수면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이 방해될 정도로 다
소 지장이 있음, 매우 심함=4: 수면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 상태). 또한, chest pain score는 2주차
와 4주차에 각각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다시 한 번 계산하
였다. 1차 유효성 평가는 각 군에서 치료 전/후 chest pain

Esomeprazole
20 mg BD (n=21)
10 (47.6)

8 (50.0)

0.886

56 (27-72)

54 (20-74)

0.511

Minimal change
LA-A
LA-B
Smoking history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2.0 (IBM
<0.05일 때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Mann-Whitney test를, 범주형 변수에 대해
서는 Pearson’s chi-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a

GERD

각 군에서 치료 전/후 chest pain score가 감소한 수치를 대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p-value

p-value

Age (years)

Compliance

4. 통계 분석

Esomeprazole
40 mg OD (n=16)

Male sex

score가 50% 이상 감소한 환자의 비율을, 2차 유효성 평가는
상으로 하였다.

335

10 (47.6)

8 (50.0)

6 (28.6)

5 (31.3)

5 (23.8)

3 (18.8)

94.9±7.6

97.6±3.0

Current

2 (9.5)

3 (18.8)

Past

6 (28.6)

2 (12.5)

None

13 (61.9)

11 (68.8)

0.780

0.386

Alcoholic history
Current

6 (28.6)

4 (25.0)

Past

2 (9.5)

1 (6.3)

None

13 (61.9)

11 (68.8)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min-max), mean±standard deviation
or n (%).
BD, twice daily; OD, once daily; GER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LA, Los Angeles classification.
a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Mann-Whitney test (continuous
variables) or chi-square test (categorical variables).

Fig. 1. Study flow diagram. BD, twice daily; OD, once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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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균 등. 비심인성 흉통의 에소메프라졸 20 mg 2회 용법 효과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징

전체 37명 환자의 평균 연령은 55세(20-74세)였으며 남녀비
는 0.95:1 (18:19)로 거의 동일하였다. Esomeprazole 20 mg
1일 2회 복용군은 남자가 10명, 여자가 11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6세(27-71세)였다. Esomeprazole 40 mg 1일 1회 복용
군은 남자가 8명, 여자가 8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4세(29-74
세)였다. 두 군에서의 성별, 나이, 흡연력과 음주력, 복약 순응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Esomeprazole 투약 이전 진단 당시 상부위장관 내시경의 식도
소견은 점막 미란이 보이는 환자는 Los Angeles (LA) 분류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명확한 식도 점막 손상은 없으나 위식도
경계선의 불선명(blurring)이 확실하거나 식도 점막의 백색혼탁
으로 인하여 위식도 경계선 주변의 주행혈관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만을 최소 변화(minimal change)로 구분하였다. 상부
위장관 내시경의 식도 소견상 두 군에서 최소 변화, LA 분류상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모든 환자에서 LA grade
Fig. 3. Proportion of patients with an improvement in the chest pain
score of greater than or equal to 50% of the baseline value in each
group.

C, D는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징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A

B

Fig. 2. (A, B) Change in the chest pain score between baseline and 4 weeks after administration of the medication in the esomeprazole 20-mg
twice-daily group and 40-mg once-dail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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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4주차까지는 0.8±2.8로 감소하였다. 한편, esomepra-

흉통의 호전 정도를 chest pain score를 통하여 평가한 결

zole 복용 2주차와 4주차에 대한 주간 및 야간 chest pain

과, 실험에 참여한 전체 37명 중 esomeprazole 20 mg 1일

score는 각각 p=0.940, p=0.916, p=0.683, p=0.338로 모두

2회 복용군 1명을 제외한 36명에서 약물 복용 4주 후 chest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pain score가 감소하였으며 각 군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Esomeprazole 복용 후의 부작용은 어떠한 환자에서도 보고되

미한 감소를 보였다(p<0.001) (Fig. 2). 치료 전 대비 치료 후

지 않았다.

chest pain score가 50% 이상 감소한 환자의 비율은 esome-

고

prazole 20 mg 1일 2회 복용군에서 95.2%, esomeprazole

찰

40 mg 1일 1회 복용군에서 87.5%로, esomeprazole 20 mg 1일
2회 복용군이 7.7%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식도 질환은 비심인성 흉통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이 중

보이지 않았다(p=0.705) (Fig. 3). 처음 내원 당시부터 4주차까

9
위식도 역류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30-60%에 달한다. 위

지의 chest pain score의 변화는 esomeprazole 20 mg 1일

식도 역류 질환에서 나타나는 가슴쓰림과 같은 증상이 많을수

2회 복용군에서 6.6±6.7, esomeprazole 40 mg 1일 1회 복용

록 비심인성 흉통의 비율도 높아진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 없

군에서 5.4±4.7로 감소하여 esomeprazole 20 mg 1일 2회

는 비심인성 흉통 환자에서는 호두까기 식도나 내장 신경과민

복용군에서 호전 변화가 더 많이 관찰되었으나 두 군 간에

증, 자율신경계 이상, 위심장억제반사, 정신 질환 및 심리적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76). 처음 내원 당시부

요인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5

터 2주차까지의 초기 chest pain score의 감소 정도 역시 eso-

비심인성 흉통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보행성 24시

meprazole 20 mg 1일 2회 복용군에서 5.5±6.8, esomepra-

간 식도 산도 검사, 식도 내압 검사 등이 필요한데, 이들 검사

zole 40 mg 1일 1회 복용군에서 4.8±5.9로, esomeprazole

는 침습적일 뿐 아니라 비용이 많이 소비되므로 실제 임상에

20 mg 1일 2회 복용군에서 더 많이 확인되었으나 두 군 간에

서 시행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에 반하여 양성자펌프억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35) (Table 2). 전체

제의 시험적 치료(PPI therapeutic trial)는 간단한 진단 도구

환자에서 chest pain score는 2주차까지 5.2±6.4로 감소하였

이자 치료제로 기능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Table 2. Comparison of the Chest Pain Score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Esomeprazole Regimen
Esomeprazole 20 mg BD (n=21)

Esomeprazole 40 mg OD (n=16)

p-valuea

CPS
0 week

6.8±6.7

7.1±6.2

1.000

2 weeks

1.3±2.1

1.9±3.7

0.943

4 weeks
CPS change (0-2 weeks)

0.2±0.4

1.7±4.1

0.273

5.5±6.8

4.8±5.9

0.535

CPS change (0-4 weeks)

6.6±6.7

5.4±4.7

0.576

Pain improvement (>50%)

20 (95.2)

14 (87.5)

0.56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 (%).
BD, twice daily; OD, once daily; CPS, chest pain score.
a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Mann-Whitney test.

Table 3. Comparison of the Day and Night Chest Pain Score according to the Esomeprazole Regimen
Esomeprazole 20 mg BD (n=21)

Esomeprazole 40 mg OD (n=16)

p-value

0.8±1.3

1.2±2.3

0.940

0.52±1.0

0.7±1.5

0.916

Chest pain score
2 weeks, day
2 weeks, night
4 weeks, day

0.2±0.4

0.9±2.4

0.683

0±0

0.8±1.8

0.338

4 weeks, night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BD, twice daily; OD, once daily; w, 약어풀이.
a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Mann-Whitn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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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균 등. 비심인성 흉통의 에소메프라졸 20 mg 2회 용법 효과

다. 위식도 역류 질환 관련 비심인성 흉통에 대한 양성자펌프

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40 mg을 저녁이 아닌 아침에

억제제 시험적 치료의 민감도는 69-92%, 특이도는 67-86%에

복용하였을 경우, 20 mg을 1일 2회 복용하였을 때와 비교해보

13

시험적 치료로 많이 사용되는 양성자펌프억제제로

면 낮 시간 동안의 위 내 산도(intragastric pH)에 대해서는

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omeprazole부터 lansoprazole, rabe-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동일 약제

prazole 등이 있으며 이들 약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

는 아니지만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rabeprazole을 대상으로

이른다.

1,16,17

18

Coss-Adame 등 이 1968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

한 연구에서도 역시 1일 1회 용법으로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까지 영문으로 된 문헌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기 양성자펌

않은 경우, 1일 2회 용법을 사용하였을 때 증상의 조절 및

프억제제 외에도 theophylline, sertraline, trazodone, ven-

재발 억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lafaxine, imipramine, 인지 행동 치료 등이 비심인성 흉통의

적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 및 위식도 역류 질환 관련 비심인성

호전에 있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치료 방

흉통에서 esomeprazole을 사용할 때는 표준 용량인 40 mg을

법이라고 하였다.

아침에 1회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표준 용량으로 증상이

다.

21-23

일반

Esomeprazole은 2001년부터 임상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비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야간 중의 증상이 심할 경우 20 mg으

교적 최신 양성자펌프억제제 중 하나로서, 이 약물을 다룬 문헌

로 나누어 1일 2회 복용하거나 좀 더 용량을 늘려 복용하는

들에 대한 메타분석에 의하면 8주 동안의 40 mg 1일 1회 복용

등의 다른 투여 용법을 선택해볼 수 있다고 하겠다.

24,25

이 omeprazole 20 mg, lansoprazole 30 mg 혹은 pan-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에 참

toprazole 40 mg 1일 1회 복용보다 위식도 역류 질환 및 가슴쓰

여한 환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본 연구 결과만으로 결론을

19

림 증상에 있어서 더 나은 개선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부작용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기 연구 대상 환

으로는 드물게 두통, 복통, 변비, 설사, 구역/구토 및 간기능

자 66명 중 최종 등록된 환자는 37명으로, 43.9%의 적지 않은

수치의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용량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이탈률을 보였다. 이는 이탈자 중 양성자펌프억제제에 흉통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른 양성자펌프억제제에 비하

호전 효과가 없는 환자가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 비심인성 흉통의 치료제로서 esomeprazole에 대한 연구는

이에 대한 선택적 비뚤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

14

Flook 등 의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된다. 둘째, 주관적 지표인 흉통의 세기 외에 객관적 보조 지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위식도 역류 질환 관련 비심인성

표로서 실제 위 내 산도를 측정하여 두 군 간의 비교가 이루어

흉통에 대한 esomeprazole 20 mg 1일 2회 복용과 40 mg

졌다면 더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esome-

1일 1회 복용은 치료 효과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razole에 대한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기

없이 모두 의미 있는 호전을 보였다. 50% 이상 chest pain

타 교란 변수들에 대한 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본

score가 감소한 환자의 비율은 esomeprazole 40 mg 1일 1회

연구는 위식도 역류 질환 관련 비심인성 흉통에 대한 esome-

복용군에 비하여 esomeprazole 20 mg 1일 2회 복용군에서

prazole의 치료 효과에 대한 예비 연구로서, 그동안 타 약제에

7.7%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

비하여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esomeprazole 절반 용량

었다. 또한 2주차까지의 chest pain score의 변화량에서도

1일 2회의 투여 용법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

esomeprazole 40 mg 1일 1회 복용군에 비하여 esomepra-

며, 이를 토대로 향후 대규모 전향적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zole 20 mg 1일 2회 복용군에서 더 큰 호전 변화량(5.5±6.8

할 것이다.

vs. 4.8±5.9)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기존의 문헌에 의하면 주간에 비하여 야간에 지속되

요

는 흉통의 강도가 셀 경우, 40 mg 1일 1회 복용에 비하여

약

20 mg 1일 2회 복용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였으나

목적: 비심인성 흉통은 심인성 요인이 배제된 흉통으로 식도

본 연구에서는 주간의 흉통 정도와 야간의 흉통 정도 모두

질환, 그중에서도 위식도 역류 질환과 연관되는 경우가 가장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많다. 이에 일차 선택 약제로 사용되는 양성자펌프억제제 중

비심인성 흉통 환자를 대상으로 esomeprazole의 투여 용법

esomeprazole의 20 mg 1일 2회 용법에 따른 치료 효과를

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되어 있지 않지만 Wilder-Smith

평가하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20
등 이 건강한 정상인을 대상으로 esomeprazole의 용량과 복

대상 및 방법: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내시경을

용 횟수 및 시간을 다양하게 달리하여 치료 효과를 평가한

포함한 진단 검사를 통하여 위식도 역류 질환 관련 비심인성

결과에 따르면 20 mg을 1일 2회 복용하였을 때가 40 mg을

흉통으로 진단된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공개, 무작위 배정 연

1일 1회 복용하였을 때보다 위산 분비를 더 효과적으로 억제한

구 설계를 통하여 esomeprazole 20 mg 1일 2회 복용군과

The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Choi JK, et al. Efficacy of Esomeprazole 20 mg Twice Daily on GERD-related NCCP

esomeprazole 40 mg 1일 1회 복용군으로 나누어 총 4주 동
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치료 효과는 chest pain score를 계산
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 시 이상 반응 및 부작용에 대한 검토
도 함께 이루어졌다.
결과: 두 군에서 모두 위식도 역류 질환 관련 비심인성 흉통의
효과적인 개선을 보였으며, 치료 전/후 chest pain score가
50% 이상 감소한 환자의 비율은 esomeprazole 20 mg 1일
2회 복용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결론: Esomeprazole 20 mg 1일 2회 복용은 esomeprazole
40 mg 1일 1회 복용과 마찬가지로 위식도 역류 질환 관련
비심인성 흉통의 호전에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는 않았으나, esomeprazole 20 mg 1일 2회 복용군에서 chest pain score가
50% 이상 감소한 환자의 비율이 더 높았던 만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향후 대규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단어: 비심인성 흉통; 위식도 역류 질환; 양성자펌프억제
제; 에소메프라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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