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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peptidyl peptidase-4 (DPP-4) inhibitors and sodium glucose co-transporter 2 (SGLT2) inhibitors 
are newer classes of glucose-lowering agents that are currently widely used in clinical practice. 
Their glycemic efficacy and cardiovascular safety have been well proven, and recent large clinical 
trials even have shown cardiovascular benefits of SGLT2 inhibitors. However, data regarding drug-
related long-term safety remain inconclusive. Recently, several safety issues related to DPP-4 
inhibitors and SGLT2 inhibitors have been raised by cardiovascular outcome trials or post-marketing 
pharmacoepidemiological studies. In this review, we summarize emerging safety issues regarding the 
use of DPP-4 inhibitors and SGLT2 inhibitors in type 2 diabetes and suggest how to interpret and apply 
these results to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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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모든 의약품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이익뿐만 아니라 위

험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의약품이란 이익-위험 비

(benefit-risk ratio)가 ‘현 시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임을 의미한다. 현 시점이란 말을 쓴 이유는 약물의 사용 기

간이 증가함에 따라 알려지지 않았던 부작용이 발견되고, 

이로 인해 이익-위험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던 중에 퇴출된 약들

이 있다. 그럼에도 수많은 임상시험과 엄격한 허가 과정을 

통해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의 이익-위험비는 적응증에 맞추

어 사용하고 주의사항들을 잘 고려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상

당히 양호하다 할 수 있다. 

실제 임상에서 약제의 사용이 시작되면 임상시험 수준 이

상으로 대상자가 많아지고, 약물에 대한 노출기간이 늘어난

다. 개별 대상자 역시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른 다양한 약제

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전임상과 

임상시험 중 발견되지 않았던 약제 관련 위험이 새롭게 등

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약제의 이익-위험비에 변화가 초

래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임상시험 자료뿐만 아니라 빅데이

터 분석과 같은 약물역학(pharmacoepidemiology) 자료들

이 약제의 이익-위험의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dipeptidyl 

peptidase-4 (DPP-4) 억제제와 sodium glucose co-

transporter 2 (SGLT2) 억제제는 저혈당 없이 혈당을 조

절할 수 있는 신약들로서, 최근 대규모 임상시험들을 통

해 여러 긍정적 효과와 심혈관 안전성을 증명했으며, 특

히 SGLT2 억제제의 경우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마저 증

명했다. 그러나 모든 신약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약점은 

장기적인 안전성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본 시론에서는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의 새로운 안전성 이슈를 살펴보고, 그 해석

과 진료현장에서의 적용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1. DPP-4 억제제의 새로운 안전성 이슈와 평가 

당뇨병 자체가 췌장염과 췌장암의 발병률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1,2]. 거기에 덧붙

여 특정 당뇨병 치료약제가 췌장염과 췌장암을 증가시킨다

고 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이슈

를 주도한 것은 Butler 그룹이다. 이들은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보고된 부작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DPP-4 억제제가 췌장염 및 췌장암의 위험을 증가

시킨다고 하였고[3], 또한 사후 공여된 인체 췌장을 분석한 

결과 sitagliptin 투여환자군에서 췌장외분비세포의 증식과 

이형성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4].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연구방법상 불가피한 한계, 즉 

보고 오류(reporting bias)나 여러 혼란 변수를 적절

히 통제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대규모 임상

시험 결과를 기다려왔는데, 최근 발표된 SAVOR-TIMI 

(saxagliptin assessment of vascular outcomes recorded 

in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thrombolysis in 

myocardial infarction) 53, EXAMINE (examination of 

cardiovascular outcomes with alogliptin versus standard 

of care), TECOS (trial evaluating cardiovascular 

outcomes with sitagliptin) 연구 결과들이 여기에 대한 시

사점을 준다[5-7]. 

췌장염의 경우 세 연구 모두 DPP-4 억제제 치료군에서 

발생빈도가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세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한 결과 DPP-4 억제제 치료군

에서 위약 치료군 대비 췌장염의 위험성이 79%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hazard ratio [HR], 1.79; 95% 

confidence interval [CI], 1.13~2.82) [8]. 그러나 절대

위험도의 차이는 0.13%로 2년 동안 1,000명의 환자에게 

DPP-4 억제제를 사용한다면 한두 사례가 더 발생할 정도의 

낮은 빈도이다. 따라서 크게 우려할 이슈는 아니지만, 췌장

염의 병력이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고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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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DPP-4 억제제를 투약 중인 환자에게서 췌장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을 때는 췌장효소 및 영상검사 등 관련 검사

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석, 만성음주, 고중성지방혈

증 등 췌장염의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을 자제해

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췌장암의 경우 SAVOR-TIMI 53 연구와 TECOS 연구를 

메타분석했을 때 예상과는 달리 DPP-4 억제제 치료군에서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HR, 0.54; 95% CI, 0.28-

1.04; P = 0.07) [9]. 또한 영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도 설폰요소제 대비 DPP-4 억제제가 췌장암의 발

생빈도를 증가시키지 않았다[10]. 다만 이 연구들의 관찰기

간이 평균 3년 이하로 암의 발생을 관찰하기에는 기간이 비

교적 짧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장 최근에 제기된 이슈는 DPP-4 억제제와 당뇨병성 망

막병증과의 관련성이다. 국내의 한 연구진은 동물실험 결

과 DPP-4 억제제가 망막병증의 발병위험도를 1.5배 높이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1]. DPP-4 억제제가 SDF-1α-Src-

VE-cadherin 축의 활성화를 통해 망막혈관 누출을 증가시

킬 가능성이 그 기전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TECOS 연구의 

supplementary data를 보면 sitagliptin 투여군에서 위약

군에 비해 망막병증 사건의 발생이 21.4% 증가하였다(통계

분석 결과는 제시되지 않음) [7]. 그러나 본 연구진이 건강

보험공단의 대규모 표본 코호트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

르면(unpublished data),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복합종결

점(유리체 출혈, 광응고치료 또는 유리체절제술, 망막내 주

사 치료, 혹은 실명)에 있어 DPP-4 억제제와 기타 약제 사

이에 차이가 없었다(HR, 1.08; 95% CI, 0.93~1.26). 다만 

DPP-4 억제제 투여 1년 내에는 31%의 위험도가 증가했다

가 그 이후에는 차츰 감소하여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어졌다. 

따라서 DPP-4 억제제 투여 초기에는 시력의 감소 등을 확

인하고 필요하다면 안과진료 등을 통해 망막병증의 발병이

나 악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

으로 DPP-4 억제제와 망막병증과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 연

구들을 통해 보다 명확한 증거들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2. SGLT2 억제제의 새로운 안전성 이슈와 평가

SGLT2 억제제와 관련된 잘 알려진 부작용은 생식기계 

감염이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number needed to 

harm (NNH)은 연간 20명 정도로, 20명에게 처방할 때 한 

명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의 위생 상태가 

감염의 발생에 중요한데 우리나라나 일본에서의 발생빈도

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SGLT2 억제제 등장 초기에는 이 약제의 기전상 삼투성 

이뇨를 통해 경도의 탈수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신

기능에 나쁠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2016

년 5월 FDA는 당시까지 FDA’s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FAERS)을 통해 보고된 사례들을 통해 SGLT2 억

제제 사용에 의한 급성신손상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추가하

였다. 특히 이뇨제, 앤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앤지오텐

신 수용체 차단제, 혹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병

용 투여하는 경우를 신기능 악화의 위험요인으로 제시하

였다. 그러나 EMPA-REG (empagliflozin cardiovascular 

outcome event trial in type 2 diabetes mellitus patients) 

연구 및 CANVAS (canagliflozin cardiovascular 

assessment study) 연구를 보면 오히려 SGLT2 억제제의 

신장보호 효과가 확인되었다[12,13]. 신장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로 tubuloglomerular feedback 메커니즘을 통해 사구

체 내압을 낮춘 효과, 혈압강하 및 혈관강직도의 개선, 요산

감소, 경도의 케톤혈증 등이 신기능 보호의 기전으로 제안

되었다[14].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심혈관위험도가 높은 환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고, 적극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전성 평가 등이 이루어진 임상시험임을 고려해야 한

다. 따라서 약물역학 코호트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진료현장

에서의 위험성 증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뇨병 케톤산증의 경우 매우 드물긴 하지만 발생 가능하

다. 최근 발표된 미국 청구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SGLT2 

억제제 사용 후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입원한 환자의 발생

빈도는 180일 추적 결과 DPP-4 억제제 대비 2.2배(4.9 vs. 

2.2/1,000 person-years; HR, 2.2; 95% CI, 1.4~3.6)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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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15]. 절대적인 발생빈도가 높지는 않지

만 EMPA-REG 연구나 CANVAS 연구(canagliflozin vs. 

placebo, 0.6 vs. 0.3/1,000 person-years; HR, 2.33; 95% 

CI, 0.76~7.17)에서 관찰되었던 빈도보다는 상당히 높아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좀더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SGLT2 

억제제 투약 후 환자가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전신무력감

이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할 경우, 특히 환자가 칼로리 섭취

를 줄이거나 과음한 경우, 췌장 기능이 나쁘거나 인슐린 용

량을 줄인 경우라면 케톤산증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감별진

단할 필요가 있다.  

CANVAS 연구를 통해 하지절단이라는 새로운 안정성 

이슈가 제기되었다[13]. 카나글리플로진 투여군에서 위

약군 대비 하지절단의 위험성이 약 2배 증가하였고(HR, 

1.97; 95% CI, 1.41~2.75), 절단의 71%는 발가락과 중

족골(trans-metatarsal)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과거 절

단을 경험한 경우나 말초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위험

도가 더욱 증가하였다. 다만 절대적인 위험도는 높지 않

아(canagliflozin vs. placebo, 6.3 vs. 3.4/1,000 person-

years; HR, 1.97; 95% CI, 1.41~2.75) NNH는 연간 333

명이었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환산해보면 5년 동안 1,000

명의 환자들을 치료할 경우 15명의 추가적인 하지절단이 발

생할 수 있고, 반대급부로 23명의 심혈관질환, 16명의 심부

전으로 인한 입원, 17명의 신장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따

라서 카나글리플로진의 전반적인 이익-위험비는 양호하다

고 하겠다. 

하지절단의 이슈가 발생한 후 다른 SGLT2 억제제인 다

파글리플로진이나 엠파글리플로진의 경우는 어떠할지 주목

되었다. 다파글리플로진의 제2상, 3상 임상연구 30개를 메

타분석한 결과 하지절단 비율은 위약과 다파글리플로진 군

에서 각각 0.2%와 0.1%였다[16]. 또한 EMPA-REG 연구

에서의 하지절단 비율은 위약과 엠파글리플로진 군에서 각

각 1.8%과 1.9%였다. 따라서 두 약제의 경우 현재까지는 

하지절단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CANVAS 연

구를 통해 하지절단 이슈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하지절단이 

special interest로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실제보다 저

평가되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

인 다파글리플로진의 DECLARE 연구(17,000명을 대상

으로 4.5년간 진행 예정) 결과가 나오면 하지절단 이슈가 

SGLT2 억제제의 계열효과인지 아닌지가 보다 분명해질 것

으로 보인다. 

카나글리플로진이 하지절단을 증가시킨 기전과 관련해선 

아직 알려진 게 없다. 다만, 하지의 혈류가 좋지 않은 경우 

약제 사용 후 체액감소에 따른 혈액 내 점성도의 증가가 혈

액순환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말초혈관의 혈전이나 

폐쇄에 따른 절단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하나의 가설로 제

시되고 있다. 여러 SGLT2 억제제 중 유독 카나글리플로진

에서만 이런 현상이 관찰되는 이유로는 이 약제가 SGLT2/

SGLT1 선택성이 상대적으로 약해, 효과가 강한 만큼 부작

용도 더 많았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기전이 분명치 않다.

3. 약물 안정성 평가: 약물역학과 빅데이터 분석, 그 한계

와 주의점

이미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는 약물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 잘 고안된 대규모 중재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찰연

구 결과들이 세심하게 고려되고 상호보완적으로 평가되어

야 한다. 허가 후 진료 현장에서 사용되다가 취소된 vioxx, 

rimonabant, sibutramin 등 여러 약제들의 안전성 이슈들

도 이런 과정을 통해 제기되었다.

약제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 약물역학으로, 약물역학은 역학(epidemiology)과 

임상약리학(clinical pharmacology)이 접목된 학문 분야이

다[17]. 약물역학은 건강-질병 현상의 여러 가능한 요인들 

가운데 특히 약물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약물복용과 질병발

생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역학적인 지식과 연구방법론

을 적용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이다.

약물역학은 통상 가장 높은 근거 수준의 연구로 평가되는 

대규모 무작위배정 연구와 달리 관찰연구가 갖는 한계점—

비교군의 상이함, 모든 혼란변수의 교정 불가, 발견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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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 bias) 등—을 갖고 있다. 반면에 임상시험과 달

리 관찰 대상자의 제한이 없으며, 개별 대상에서 평생 약물

노출에 따른 이익 및 위험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며, 실제 진

료 현장을 잘 반영하는 연구라는 장점이 있다.  

당뇨병 약제는 대개의 경우 평생 복용하게 되는데, 그런 

만큼 장기적인 사용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라 위험도 역시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약물역학은 그런 의미에서 당뇨

병 영역에서 중요할 수 있다. 약물에 대한 장기적 노출 효과

와 위험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현장에서 병용하여 사용하

고 있는 다양한 약제들로 인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최근 들어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약물역학의 중요한 도구

로 활용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은 특히 국가 단위의 추세

를 보기에 유용하나, 진단코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다

양한 혼란변수의 보정여부가 결과 및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인과관계(causality)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가설 설정부터 분석, 결과 해

석에 이르기까지 관련 연구자들의 협업을 통해 약물안전성 

문제를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연구가 

가진 의의뿐만 아니라 제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반디아 사태에서 보듯이 설익은 안전성 이

슈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오히려 환자건강에 나쁜 영향

을 줄 수도 있다[18].  

결론

당뇨병 치료약제와 관련된 안정성 이슈는 새로운 것이 아

니며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왔다. 당뇨병은 완치가 안 되는 

병으로 당뇨병 약제도 대개 평생 복용하게 되는데, 그런 만

큼 장기적인 사용에 따른 유익뿐만 아니라 위험도가 세심

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전임상 및 임상 시험을 통해 수많은 

자료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허가를 받은 약제들의 이익-위

험비는 상당히 양호하다. 따라서 특정 약제의 새로운 안전

성 이슈가 발표되었을 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다

만 식약처 등에 의해서 새로운 경고가 추가되었다면, 그 이

유와 맥락을 살펴보고 내가 치료하는 환자들에게 실제적 위

험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

반으로 개별 환자에게 어울리는 최상의 이익-위험비를 가질 

수 있는 치료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덧붙여 당뇨병 치료제의 안정성 이슈를 다룰 때는 당뇨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합병증의 위험성과 사용 가능한 다른 

약제의 이익-위험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당뇨병 약제의 

위험성 이슈 때문에 투약을 주저하게 된다면 당뇨병 자체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증가시켜 소탐대실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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