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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의접촉성육아종환자에서

칼륨경쟁적위산분비차단제의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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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결과

접촉성 육아종 진단하 수술적 제거 위해 수술

스케줄을잡고tegoprazan을 2주간처방했다. 2주

간복용후수술일정으로입원 시 침 삼킬 때목

통증증상이호전됐으며후두내시경상좌측의접

촉성육아종이사라진것을확인했다<그림2>.

결론및고찰

접촉성 육아종은해부학적으로주변에비해돌

출된 피열연골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는환경에

서 발생하며 기관삽관, 후두경을통한 후두미세

수술중자극, 비위관삽입, 음성남용, 만성기침

등 물리적인 자극과반복적인 위산 역류, 후비루

등으로인한자극이주요원인으로알려졌다.

저자가보고한연구를보면 24시간산도임피

던스모니터링에서 위산의인후두역류지수는육

아종소견과유의한연관성이 있었다.따라서 이

러한원인을제거하는방향으로치료가이뤄지며

초치료로성대의과도한물리적자극을억제하는

음성 치료와 PPI 제제 사용을표준치료로권장

한다.

수개월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

우, 혹은육아종의크기가커서기도폐쇄를유발

해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나 종양과의 감별을 위

해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수술이 적용된다.

접촉성 육아종은일반적으로수술적 치료를하지

않고PPI를포함한약물치료와생활습관교정을

시행한다.

Lee등이보고한국내다기관연구결과에따르

면 접촉성 육아종의 치료로음성 치료와PPI제제

가일차치료로추천됐고, 수술은재발위험이 높

다고보고했다.그외치료로보톡스주입도고려

해볼수있다고했다.저자도최근에는PPI에 반

응이 없는경우스테로이드흡입제, 보톡스주입

등의치료를고려하고있다.

이 증례에서는접촉성 육아종으로인한환자의

증상(통증)이 심하고 이전의 PPI가 포함된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어 수술적 치료를 계획했다. 수

술 전날까지 환자에게 tegoprazan을 투여했으며

수술전 시행한 후두내시경에서 육아종이 사라져

수술을피하고완치된사례다.

케이캡 정의 성분인 tegoprazan은 기존의 PPI

계열의약물대비화합물구조및작용기전이전혀

다른칼륨경쟁적위산분비차단제(P-CAB)이다.

또한 빠른 약효를 보이고 식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약물상호작용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존PPI제제의단점을보완할수있을것이다.

또한 투여 첫날부터 최대 위산 분비 억제 효과

를나타내어 위산 억제에 대한 환자의 효과를 빠

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환자들이

가장불편해하는식전복용을피할수있어 PPI제

제에 불응하는 환자에게 유용한 치료 전략이 될

수있다.

이 증례의환자처럼 PPI에 반응이 없던 인후두

역류를동반한접촉성육아종에빠르게효능을보

이는것으로 보아 향후 인후두 역류증에 좋은 치

료제가될것으로기대된다.

정리 메디칼라이터부

그림1. 내원당시후두내시경사진

그림2. 2주간 tegoprazan복용후

시행한후두내시경사진

증례

나이 31세 성별 남자

주요증상 수일전부터발생한침삼킬때통증.

음성변화없음.

과거치료력 DM(-), HTN(-), CVA(-), Tbc(-), Hepatitis(-),

Cancer(-),Voice abuse Hx(-)

술(-), 담배(-)

상기증상으로의원방문하여약물처방받았으

나증세호전없고후두내종괴발견되어내원.

검사항목 후두내시경 상 좌측 성대돌기에 육아종으로

보이는종괴관찰됨<그림 1>.

양측 성대의 움직임은 정상이며 후두 내 다른

이상소견은없음.

진단명 접촉성육아종좌측

처방 성분명: Tegoprazan

일회투여량: 50mg

일일투여횟수: 1회

투여기간: 14일

처방시

주의사항

식사와관계없이정해진시간에1일 1회복용.

복용중인약이있으면의사에게미리고지.

커피, 알코올, 흡연에의해위산분비가

증가할수있으므로피하는것이좋다.

임산부또는임신가능성이있는여성,수유

부는의사에게미리알려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