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례로 살펴보는

빠르고 강한 위산분비차단제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내과 이준행



Tegoprazan, 케이캡정

• 국내 제30호 신약 (code명: RQ-4, CJ-12420)

• 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



PPIs P-CAB

• Conversion to a reactive form

• Irreversible binding to the 

external  surface of acid pump

• Need to stimulate proton pump

• Directly binds to K+ Binding domain 

at resting and stimulated state

• Reversible binding

• No need to stimulate proton pump



1. Tegoprazan은 강합니다. 

J Pharmacol Exp Ther 2018



Shin et al. KDDW 2017



Mean % time > pH 6 at day 1

Shin et al. KDDW 2017



2. Tegoprazan은 빠릅니다. 

Prodrug
→ Conversion 후 작용

Active form
→ 처음부터 바로 작용

♣ 어떤 약의 onset이 빠를까요?



PPI는 최고 효과까지 3-5일이 필요

J Pharmacol Exp Ther 2018



Tegoprazan은 첫 dose부터 최고 효과

J Pharmacol Exp Ther 2018



3. Tegoprazan은 오래 지속됩니다. 

분류 P-CABs PPIs

Drug Tegoprazan Revaprazan Vonoprazan Esomeprazole Dexlansoprazole Rabeprazole

Chemical 
Structure

Formula 
(MW)

C20H19F2N3O3 (387.38) C22H23FN4 (362.44) C17H16FN3O3SC4H4O4 (461.46) C17H19N3O3S (345.41) C16H14F3N3O2S (369.363) C18H21N3O3S (359.444)

Derivatives
Benzimidazole

Carboxamide
Pyrimidine Sulfonyl Pyrrole Sulfinyl Benzimidazole

Chemical 
Name

(S)-(-)-4-[5, 7-Difluoro-3, 4-

dihydro-2H-chromen-4-

yl)oxy]-N,N,2-trimethyl-1H-

benzimidazole-6-carboxamide

N-(4-fluorophenyl)-4,5-

dimethyl-6-[(1RS)-1-methyl-

3,4-dihydroisoquinolin-2(1H)-

yl]pyrimidin-2-amine

1-[5-(2-Fluorophenyl)-1-

[(pyridin-3-yl)sulfonyl]-1H-

pyrrol-3-yl]-N-

methylmethanamine

(S)-5-Methoxy-2-[(4-methoxy-

3,5-dimethylpyridin-2-

yl)methylsulfinyl]-3H-

benzimidazole

(R)-(+)2-([3-methyl-4-

(2,2,2-

trifluoroethoxy)pyridin-2-

yl]methylsulfinyl)-1H-

benzo[d]imidazole

(RS)-2-([4-(3-methoxypropoxy)-

3-methylpyridin-2-

yl]methylsulfinyl)-1H-

benzo[d]imidazole

pKa 5.2 6.68 9.37 4.06 3.83 4.53

Tmax* 1.25h (0.5-4.0h) 1.4~2.2h 1.5h (0.75~3 h) 1.6h 4~5h 3.5h

Half life* 3.7~7.1h 14.8~26h 6.1~7h 1~1.5h 1~2h 1~1.5h

Indications
NDA (EE, NERD),

P3 (GU, HP)
GU, DU EE, GU,DU, HP EE, NERD, GU,DU, HP EE, NERD

EE, NERD, GU, DU, 

HP

*  Phase 1 clinical study report/FDA Label (Healthy subjects, Multiple dosing)
** EE: Erosive Esophagitis, NERD: Non-Erosive Reflux Disease, GU: Gastric Ulcer, DU: Duodenal Ulcer, HP: eradication of Helicobacter pylori.



In vivo: 위 조직 농도가 오래 유지됨

At 0.5hr

At 8hr

Ref. Clinical study report of [CJ_APA_101] study , KDDW 2017, P-UG-077,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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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activity of 14C-tegoprazan in SD rats

Plasma Stomach



위벽 세포 canaliculi에서 안정적이다. 

Akazawa. Therap Adv Gastroenterol. 2016;9:845-52



Tegoprazan은 강하고 빠르고
오래 지속됩니다. 

Modified from Andersson. Pharmacol Ther 2005;108:294



강하고 빠르고 오래 지속되는 K-CAB

• 역류성 식도염 (특히 LA-C/D)과 NERD

• PPI-refractory GERD

• Helicobacter 제균치료

강하다

• 미란성 및 비미란성 식도염의 초치료

• On demand therapy
빠르다

• Nocturnal symptoms

• Threshold therapy

오래
지속된다



Safety issues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



Post marketing survey에서 간독성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음. 

* 환자 수 : 19.03월부터 21.02월까지의 UBIST자료 활용

총 89,795,395정을 환자 당 1일 1회 28정 복용 하였다고 추정한 환자수인 3,206,978명으로 분석

System organ class K-CAB 50 mg

Preferred term n (%)* [F]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disorders 23 0 [32]

Gastrointestinal disorders 25 0 [29]

General disorders and administration site conditions 13 0 [14]

Musculoskeletal and connective tissue disorders 5 0 [5]

Respiratory, thoracic and mediastinal disorders 4 0 [4]

Renal and urinary disorders 5 0 [5]

Eye disorder 3 0 [3]

Nervous system disorders 5 0 [5]

Immune system disorders 2 0 [2]

Metabolism and nutrition disorders 1 0 [1]

Cardiac disorders 3 0 [3]

Investigations 2 0 [2]

Injury, poisoning and procedural complications 2 0 [2]

Psychiatric disorders 1 0 [1]

Total 67 0 [110]



Tegoprazan은 hypergastrinemia가 덜함

자료제공: CJ Kolmar



Tegoprazan metabolic pathway
- 75% by CYP3A4

2018-9-29. K-CAB conference (신재국)

♠ Tegoprazan (K-CAB)은 PPI와는 다르게 clipodogrel 사용자에서

약물상호작용 우려 없이 처방할 수 있는 안전한 약제입니다.



1. Erosive esophagitis의 초치료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



환자들이 PPI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증상 호전에는 며칠이 필요했습니다. 



첫 dose부터 onset이 아주 빠른
tegoprazan이라면 어떤 효과를 보일까요?

Shin et al. KDDW 2017



처방 다음 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질문] PPI 부터 쓸까요? P-CAB부터 쓸까요?

Step up Step down



• Tegoprazan

• PPI twice daily

• PPI once daily

• High dose H2RA

• H2RA standard dose

• Antacid

Hierarchy of relative efficacy of drug



GERD 초치료의 최근 경향

Mori and Suzuki. J Neurogastroenterol Motil 2019;25:6-14



GERD 환자 설명서 개정



G-ESD 후 추적관찰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자의 증상을 물어보았습니다.  



2. 유지요법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



유지요법의 세 가지 방법

• Maintenance therapy

• On demand therapy

• Threshold therapy



On demand에 적합한 약으로 바꿔드림



M/64. 평소 문제 없음. 음주 후 산역류



On demand vs threshold therapy



천천히 줄여가는 전략. 끊지는 않음.



지속적 투약이 필요한 환자도 있습니다. 

수 년 전부터 위식도역류질환으로
간헐적으로 PPI 복용하고 있던 분의
2016년 내시경

매년 검사와 간헐적 투약을 하고
있었으며 obstruction 증상으로
2019년 의뢰됨



TTS balloon dilatation



TT or ODT MT

History + Endoscopy
(establish Dx, Sx pattern, & Ds severity)

20%80%

10%

개인적 추측



GERD 유지요법의 최근 경향
- On-demand PPI는 더 이상 권하지 않음

Mori and Suzuki. J Neurogastroenterol Motil 2019;25:6-14



3. Non-erosive reflux disease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



Tegoprazan (K-CAB) for GERD



NERD에서 빠르고 강한 효과를 보임



Good K-CAB response



4. Refractory GERD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



PPI-refractory GERD의 과거 전략과 신전략

Mori and Suzuki. J Neurogastroenterol Motil 2019;25:6-14



국내 진료 현장에 이미 반영된 상황

자료제공: 종근당



5. Peptic ulcer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



위궤양 발견 후 즉시 pantoprazole 투약
- 고혈압과 palpitation으로 Dukarb (fimasartan potassium /amlodipine)과
bisoprolol 드시던 78세 여성이 한달 전부터 속이 불편



며칠 후 심장내과 방문하여 PPI가 불편하다
고 말하였고 tegoprazan 처방 받음



소화기내과에 와서 심장내과 궤양약이 더
좋았다고 호소 → tegoprazan 처방함



Q. 언제 드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강하고 빠르고 오래 지속되는 K-CAB

• 역류성 식도염 (특히 LA-C/D)과 NERD

• PPI-refractory GERD

• Helicobacter 제균치료

강하다

• 미란성 및 비미란성 식도염의 초치료

• On demand therapy
빠르다

• Nocturnal symptoms

• Threshold therapy

오래
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