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를 위한 상세 복약안내

1. 성분명
esomeprazole
2. 효능
(소화성궤양용제)
프로톤펌프를 비가역적으로 억제하여 위산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위궤양, 십이지
장궤양, 위식도역류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3. 용량 및 용법
장용성 정제 및 캡슐
○ 성인
1) 위식도역류질환: 1회 20-40mg, 1일 1회
2) Helicobacter pylori 박멸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1회 20mg, 1일 2회
3)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 투여와 관련된 상부 위장관 증상 치료: 1회 20mg,
1일 1회
4) 지속적인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 투여 시: 1회 20mg, 1일 1회
5) 졸링거엘리슨 증후군: 1회 40mg, 1일 2회, 최대용량 160mg
6) 정맥주사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에 의한 재출혈 예방 유도 이후의 유
지 요법: 1회 40mg, 1일 1회
7) 중증의 간부전환자: 최대용량 20mg
이 약은 식전에 적어도 반컵 이상의 물과 함께 그대로 삼킵니다.
정제를 삼키기 어려운 환자들은 이 약을 비탄산수 반 컵에 붕해시켜 복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음료는 장용피를 용해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
다.
4. 사용 전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야할 사항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거나 atazanavir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계획이 있다면 미리 알립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는 미리 알립니다.

5. 이상반응 및 대처법
○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사나 약사에게 알립니다.
설사, 황달, 발적, 두드러기, 흉통, 심계항진
○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두통, 졸림, 현기증, 불면증, 감각이상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위장관계: 설사, 변비, 구역, 구토, 복부팽만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간기능: 간효소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간기능 검사를 받습니다.
- 피부: 발적, 두드러기, 가려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탈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투여를 중지합니다.
- 저마그네슘혈증: 디곡신, 이뇨제와 장기간 병용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혈중
마그네슘 수치를 모니터링 해야합니다.
- 엉덩이, 손목, 척추골절: 장기간 사용시 뼈골절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저용
량으로 단기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병용합니다.
- 위축성 위염, 세균성(clostridium difficile) 설사: 장기간, 고용량 복용시 위
축성 위염 또는 세균성 설사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당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와 상의합니다.
○ 다음과 같은 증상이 과량 투여 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착란, 흥분, 공격성, 환각, 우울
이 외에도 약물과 관련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헌
을 참고합니다.
6. 주의해야 할 약물과 음식
○ 약물
atazanavir, clopidogrel, nelfinavir, diazepam,
voriconazole, clarithrymycin
○ 음식
커피, 알코올
7. 사용 시 주의사항

phenytoin, warfarin,

씹거나 부수지 말고 그대로 복용합니다.
악성종양의 가능성이 있는 위궤양 환자에서 이 약을 사용시 증상이 완화되거
나 진단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성환자에게만 투여합니다.
이 약을 포함한 프로톤 펌프 저해제들은 아타자나비어, 클로피도그렐, 넬피나
비어와 병용투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디아제팜, 페니토인, 와파린 등 CYP2C19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과 병용시 이
들 약물의 혈장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혈중농도 모니터링하는 것이 권
장됩니다.
장기간 사용시 엉덩이, 손목, 척추골절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저용량으로 단기
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장기간 사용할 경우 칼슘과 vitamin D 복용을 추천
합니다.
2년 이상 장기간 사용 시 비타민 B12가 결핍될 수 있습니다.
8. 복용을 잊은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합니다. 만약 다음 복용시간에 가까운 경우(예를 들어, 투여
간격의 과반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다음 복용시간에 복용합니
다. 한 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됩니다.
9. 보관방법
열과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에 보관하며, 습기가 많은 곳(냉장고, 욕실, 싱크
대 등)은 피합니다.
10. 공통사항
치과 수술을 포함한 다른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약을 복용하고 있음을
의사에게 알립니다.
처방약, 일반약, 영양제, 한약 등 새로운 약의 복용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의
사나 약사와 상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