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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은 만성신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며, 

만성신질환  환자에서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여기에서는 당뇨병성 신증이 있는 당뇨병환자의 

혈당조절에서 1) 엄격한 혈당조절이 신장 예후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점과 2) 당뇨병 약제 선택에서 어떠한 

점들을 유의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당뇨병성 신증에서 혈당조절과 신장 예후

여러 연구들에서 철저한 혈당조절이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을 예방하는 결과를 보였다. 대표적인 연구는 DCCT 

(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로, 

1441명의 제1형 당뇨병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8년간 엄격한 혈당조절을 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단백뇨가 50%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1]. 제2형 당뇨병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UKPDS 

(United Kingdom Prospective Diabetess tudy)에서도 

엄격한 혈당조절이 특히 미세혈관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입증하였다[2] .  최근 발표된 

연구들에서는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ADVANCE 연구에서는 엄격한 혈당조절이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단백뇨를 줄이고, 당뇨병 신증의 발생을 

줄여주고, 투석이 필요한 경우도 줄여주는 효과를 

보였다[3]. 그러나 ACCORD연구에서는 단백뇨 발생은 

줄었으나 진행한 당뇨병성 신증의 예방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 VADT연구에서는 엄격한 

혈당조절이 당뇨병성 신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5]. 이와 같은 연구들 사이의 결과의 차이는 

당뇨병의 유병기간 및 연구기간과 관련 있으리라 

생각되며, 전체적으로 연구들을 요약해보면 엄격한 

혈당조절이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미 당뇨병성 신증이 있는 당뇨병환자에서 엄격한 

혈당조절이 당뇨병성 신증의 진행을 예방하는 지에 대한 

연구들도 보고된 바 있다. DCCT 연구에서 당뇨병성 

신증이 있는 제1형 당뇨병환자에서 엄격한 혈당조절이 

당뇨병성 신증의 진행을 56% 감소시켰다[1]. 제2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ADVANCE, 

Kumamoto 연구 등이 있다. ADVANCE 연구에서는 

엄격한 혈당조절이 미세단백뇨가 현성단백뇨로 진행하는 

Diabetes mellitus is a leading cause of kidney disease; nearly one-third of patients with diabetes develop 
nephropathy. Several trials assessed the effect of intensive glycemic control in diabetic patients and provided 
strong evidence that intensive therapy reduces the incidence and progression of diabetic nephropathy, 
especially microalbuminuria, an early marker of diabetic nephropathy. The presence of impaired kidney 
function should influence selection, dosing, and monitoring of hypoglycemic agents. This article reviews the 
effects of intensive glycemic control on the development and progression of diabetic nephropathy and the 
clinical use of antidiabetic therapies in patients with chronic kidney disease. (J Korean Diabetes 2013;14: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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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예방하였으나 신장이식이나 투석치료는 감소하지 

않았다[3]. Kumamoto 연구에서도 역시 엄격한 

혈당조절이 당뇨병성 신증의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다[6].  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엄격한 혈당조절은 

당뇨병성 신증의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는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엄격한 혈당조절이 만성신부전의 진행을 예방하는 

지를 본 대단위 무작위 임상연구는 아직 없다. 일부 

관찰연구에서는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고혈압, 비만 

등과 같은 다른 위험인자들을 보정한 뒤 당화혈색소가 

가장 높은 군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7]. 그러나 만성 

신부전이 있는 경우 인슐린의 청소율이 감소하고 

신장에서 당생성이 감소하므로 엄격한 혈당조절 시 

저혈당의 위험이 증가하여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성신질환 환자에서 당뇨병 약제의 선택

1. 인슐린

외인성 인슐린은 내인성 인슐린과 달리 주로 신장에서 

제거되는데, 사구체에서 자유롭게 여과되며 proximal 

tubule의 epithelial cell에서 대부분 재흡수되어 

분해된다. 또한 전체 신장 청소율이 GFR을 초과하게 

되면 peritubular capillary의 endothelial cell에서도 

인슐린의 흡수와 분해가 일어난다. 신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GFR이 20 mL/min 정도까지는 peritubular 

endothelial cell에서 인슐린의 흡수가 증가하여 

proximal tubule에서 감소된 인슐린 재흡수와 분해를 

상쇄하지만, GFR이 약 20 mL/min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 분해가 감소하게 되어 인슐린 요구량이 

감소하게 된다. 

각 인슐린 종류에 따라 GFR 감소 정도에 따른 용량 

조절의 절대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대략 GFR이 

10~50 mL/min 정도로 감소하면 인슐린 용량을 이전 

용량에서 25% 감량하고, GFR이 < 10mL/min으로 

감소하면 50% 정도 감소할 것이 추천된다[8]. 환자가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인슐린저항성이 일부 개선되면서 

인슐린 요구량이 더 감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투석을 

시작하면서 식사량이 증가하면 인슐린요구량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투석을 시작한 환자에서는 혈당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Regular insulin은 GFR이 감소하면 반감기와 최대 

혈중 농도가 증가하지만 초속효성 인슐린은 반감기가 

증가하지 않아, 만성신기능장애가 진행한 경우에는 

초속효성 인슐린을 사용하는 것이 저혈당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 더 선호된다[9].

2. 설폰요소제

현재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설폰요소제는 glime-

piride, glibenclamide, glipizide, gliclazide 등이 있다. 

이 약제들의 반감기는 약 7~14시간이며, 작용시간은 약 

24시간까지 유지된다. Glimepiride와 glibenclamide는 

간에서 대사되며 이중 일부는 활성 대사물이다. 

glimepiride의 경우 대사물의 60%, glibenclamide는 

대사물의 50% 정도가 소변으로 배설되며, GFR이 

감소하면 약제 대사물의 배설이 감소되므로 신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사용하는 경우 저혈당 위험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8]. Glipizide와 gliclazide는 간에서 

불활성 대사물로 대사되므로 신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선호된다[8,10].

3. 글리나이드

Repaglinide는 간에서 대사되며 대사물은 10% 미만이 

소변으로 배설된다. GFR이 떨어진 경우 혈중 

약제농도가 증가하지만 약물용량을 감량할 필요는 

없다[11]. Nateglinide 역시 간에서 대사되며 일부 

대사물은 활성 대사물이다. 약제 및 그 대사물의 약 

40%가 소변으로 배설되며, GFR이 감소되어도 혈중 

약물농도나 배설 반감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약제의 혈장 단백질 결합이나 활성 대사물의 축적이 

증가하여 저혈당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성신질환이 진행된 경우 nateglinide를 조심스럽게 

사용하여야 하겠다[12].

4. DPP4 억제제

Sitagliptin, saxagliptin, vildagliptin, linagliptin, 

gemigliptin 등이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DPP4 

억제제들이다. 각 약제들의 작용기전은 유사하지만 대사 

및 배설경로에 따라 신기능장애 환자에서 용량조절에 

차이가 있다. Sitagliptin은 주로 신장에서 배설되며 

GFR이 감소하면 혈중 약물농도가 증가하므로 중등도의 

신질환이 있는 경우 약물 용량을 절반으로 감량하고, 

진행한 신질환 환자에서는 약물농도를 75%까지 감량할 

것이 권장된다[13]. Saxagliptin은 주로 간에서 대사되고 

그 대사물도 활성을 가진다. 투여 약제의 25%는 대사 

되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1/3은 활성 대사물로 신장에서 

배설된다. GFR이 감소하면 혈중 약물농도가 증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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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ine clearance가 < 50 mL/min인 경우 약제 

용량을 절반으로 감량할 것이 권장된다[14 ] . 

Vildagliptin은 역시 신기능이 떨어지면 혈중 약물농도가 

증가하지만, 약물농도의 증가가 신기능저하 정도와 

비례하지는 않는다. 중등도 이상의 신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약제를 절반으로 감량하여 하루 50 mg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15].  Linagliptin은 대부분 대사되지 

않고 담즙으로 배설되며 신장으로의 배설은 1% 미만으로 

신기능장애 환자에서 용량조절이 필요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16]. Gemigliptin은 간에서 주로 

대사되며 신장 및 담즙을 양쪽을 통해 배설되므로 

신기능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5. GLP-1 유사체

Exenatide는 투여 2시간 째에 최고 농도에 도달하며 

주로 신장에서 배설된다. GFR이 감소하면 배설 

반감기와 혈중 약제 농도가 증가한다. Creatinine 

clearance가 30~50 mL/min인 경우 약물 용량을 

절반으로 감량하고, < 30 mL/min인 경우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17]. 새로운 GLP-1 

유사체인 liraglutide는 GFR 감소가 약제의 대사나 

배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신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8].

6. 메트포르민

메트포르민은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고 대사되지 않은 

상태로 신장에서 배설된다. 반감기는 1.5~8.7시간으로 

90% 이상이 12~24시간 내에 배설된다. 메트포르민의 

가장 위중한 부작용은 젖산증이다. 메트포르민에 의한 

젖산증은 1,000명당 약 0.03명에서 발생하며 사망률이 

30~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FR이 

감소하면 메트포르민의 배설도 감소하게 되어 젖산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메트포르민에 의한 젖산증은 

심부전, 고령, 음주, 요오드를 포함하는 방사선조영제 

사용 등에 의해 더 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술이나 요오드를 포함하는 방사선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2~3일전 메트포르민의 복용을 중지하고, 수술이나 

조영제 사용 후 신기능이 이전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19]. 

젖산증의 위험증가 때문에 혈중 크레아티닌이 

여자에서 ≥ 1.4 mg/dL, 남자에서는 ≥ 1.5 mg/dL인 

경우 메트포르민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eGFR에 

따른 가이드라인에서는 eGFR  < 45, ≥ 30 mL/min 

per 1.73 m2인 경우 3개월마다 신기능을 모니터링 

하면서 주의 깊게 사용하고 eGFR < 30 mL/min per 

1.73 m2인 경우 약제를 중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19].

7. 티아졸리딘디온

피오글리타존의 대사물은 15~30%가 소변으로 

배설되며 중등도 이상의 신기능장애에서도 약제의 배설 

반감기는 변함이 없으므로 신기능장애 환자에서 약제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티아졸리딘디온은 

체액 저류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만성신장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10].

8.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

알파-글루코시다제는 장에서 소량만이 흡수되고 

대 부 분 은  장 에 서  장 효 소 에  의 해  분 해 된 다 . 

알파-글루코시다제 중 하나인 아카보스는 장에서 

분해된 대사물 중 약 2%만이 소변으로 배출된다. 

아카보스의 반감기는 약 2시간이며, 신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혈중 약제 및 약제의 대사물 농도가 수배 

증가할 수 있으나 그 임상적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다. 

신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알파-글루코시다제 사용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지 않으나 만성신질환이 stage3~4 

이상 진행한 경우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10].

결  론

당뇨병환자에서 엄격한 혈당조절이 초기 당뇨병성 

신증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음은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진행한 당뇨병성 신증이나 만성 

신부전환자에서 엄격한 혈당조절이 신질환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가는 명확하지 않다. 만성 신부전이 있는 

경우 인슐린의 청소율이 감소하고 신장에서 당생성이 

감소하므로 엄격한 혈당조절 시 저혈당의 위험이 

증가하여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많은 수의 

당뇨병환자들이 신질환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당뇨병 

약제 선택 시 반드시 신질환의 동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메트포르민과 같이 신부전이 있는 경우 금기인 

약제가 있으며, 일부 약제는 약의 용량을 감량해야 하고, 

일부 약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이를 잘 숙지하여 

약제를 선택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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