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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키워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진단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Reuters Health Information, Mar 13, 2013]

 지난 2월 15일, 미 위장관 협회는 위식도 역류 질환(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ERD)의 진단과 관리에 관

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한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로렌 B. 거슨 박사는 여섯 가지 

새로운 영역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체중 감량과 침대 머리 높이기(야행성 위 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 환자)는 위식도 역류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생활습관이지만, 역류를 악화시킨다고 의심되는 음식물(초콜렛, 카페인, 술, 맵고 신 음식)을 피하는 것은 대부

분의 환자에서는 권장되지 않는다.

2. H. pylori에 감염된 환자에게 장기간 PPI(proton pump inhibitor)를 투여시 위축성 위염을 일으킬 수 있고, 위식도 

역류 증상을 개선시킨다는 증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H. pylori  감염에 대한 일상적인 검사와 치료는 추천되지 않는다.

3. 위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원위 식도의 일상적인 생검은 추천하지 않지만, 연하곤란을 동반한 환자나 치료

에 불응성인 환자에서 호산구성 식도염(eosinophilic esophagitis; EoE)이 의심 되는 경우에는 원위 및 중간 식도의 

생검을 시행해야 한다. 

4. 장기간 PPI 사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Clostridium difficile 감염이나 폐렴을 일으킬 수 있으나, 엉덩이 골절에 

대한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는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고, Clopidogrel과 병용 투여시 심혈관계 위

험성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5. 기침, 후두염, 천식 등의 식도 외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잘못 진단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는 역류 모니

터링을 수행하여 다른 원인이 있는지 평가한 후 전형적인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만 PPI를 투여해야 한다. 

6. 내시경 치료는 위식도 역류에 대한 치료로 권장되지는 않으나 위식도 역류를 가진 비만 환자에서는 위장관 우회술을 

고려해야 한다. 

 위식도 역류 질환,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ERD, 가이드라인, PPI, Clostridium difficile

 미 위장관 협회에서는 지난 2월 15일 위식도 역류 질환(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ERD)의 진단과 관리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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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라인에는 위식도 역류의 진단과 관리, 수술 가능성, 식도 외 증상 및 합병증, PPI의 위험성 및 PPI에 불응성인 

위식도 역류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거슨 박사 연구진은 가이드라인과 그 선택 사유에 대해 2월 19일 The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온라

인판에 발표하고, "미국 내 비만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위식도 역류와 관련된 합병증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PPI는 위

식도 역류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장기간 사용뿐만 아니라 필요 시 사용, 간헐적 사용 시에도 가장 저용량을 투여해

야 하며, 위식도 역류 관련 합병증 환자에서도 PPI의 유지요법은 계속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PPI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 환자에서는 상부 위내시경과 산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불응성 식도 외 증상

을 가진 환자에서는 호흡기, 이비인후과, 알러지 전문의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형적인 가슴 통증 증상

뿐 아니라, PPI 치료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는 환자는 수술 치료에 좋은 결과를 보이나, PPI 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식도 

외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수술 후 반응률이 낮아진다." 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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