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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Insulin therapy is the treatment of choice in type 2 diabetes mellitus (T2DM) patients who 
are not achieving glycemic goals despite triple oral hypoglycemic agent (OHA) combination therapy. 
However, there is still no additional treatment option for patients who cannot afford insulin therapy 
or who have various clinical limit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linical efficacy 
and safety of four OHA combination therapy in poorly controlled T2DM patients who could not afford 
insulin therapy. 
Methods: Forty-seven T2DM patients were enroll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riteria: 1) glycosylated 
hemoglobin [HbA1c] > 8.5%, 2) ongoing treatment with 3 OHA combination therapy (metformin, 
sulfonylurea, dipeptidyl peptidase-4 inhibitor), or 3) combined limitations for applying insulin therapy. 
Patients were given the fourth OHA (pioglitazone) in addition to their previous treatment for 12 months. 
We evaluated changes in HbA1c, body weight, hypoglycemic events, and side effects. 
Results: At study completion, mean HbA1c and fasting plasma glucose were significantly reduced from 
9.6% to 8.04% and from 198.4 mg/dL to 161.5 mg/dL, respectively (P < 0.001). Mean body weigh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66.7 kg to 69.3 kg. Hypoglycemia and side effects were observed 18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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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2형 당뇨병의 약물치료 시 3제 경구혈당강하제 병합요

법 하에도 혈당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슐린주사

요법이 권고되고 있다[1,2]. 인슐린 유사체의 개발과 사용

이 편리한 펜 장비의 개발 등 인슐린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인슐린 사용

자수는 증가하였다[3].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인슐

린을 적용하는 데 있어 심각한 제한을 가진 당뇨병 환자를 

만나는 일이 적지 않다. 충분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치매 등

의 이유로 인슐린 사용법을 이해시키고 적용하는 것이 불가

능한 환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자가 인슐린 주

사가 불가능한 환자, 인슐린 관리에 취약한 고령의 노인 당

뇨병 환자나 인슐린에 대한 공포 또는 잘못된 신념으로 인

슐린을 극도로 기피하는 환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에서 조절

되지 않는 고혈당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4가지

의 경구혈당강하제 병합 사용을 고려해 보게 된다. 그러나 4

제 경구혈당강하제 치료는 현재 당뇨병 치료 지침에도 권고

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연구가 전혀 없어 효과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가 없다. 이에 저자들은 경구혈당강하인

슐린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4제 경구혈당강하

제 치료를 시행하였고, 그 사례들을 바탕으로 4제요법의 효

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환자

단일 3차 병원에서 2009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

지 제2형 당뇨병으로 경구혈당강하제 3제(sulfonylurea, 

metformin, dipeptidyl peptidase-4 [DPP4] inhibitor)요

법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에서 6개월 이상 당화혈색소

(glycosylated hemoglobin, HbA1c) 8.5% 이상이면서 인슐

린 치료를 권유하였던 환자는 총 356명이었다. 그 중 인슐

린 치료 권유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주사요법을 적절하게 적

용할 수 없었던 환자는 50명이었다. 그 중 6개월 동안 혈당 

변화에 영향을 주는 스테로이드 투약력이 있는 환자 2명과 

급성 감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1명은 연구에서 제외

되어 최종 47명의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 외 신기

능 저하자(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 60 mL/

min/1.73 m2), 간 부전 환자, 심부전 환자, 악성 종양 동반

환자는 없었다. 

이 환자들에게 기존 경구약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4번

째 경구혈당강하제인 pioglitazone 15 mg을 추가하여 치료

하였다. 연구 대상자 47명은 인슐린 부작용 환자(두드러기 

2명, 심한 저혈당 4명), 자가 인슐린 주사가 불가능한 환자

(치매 4명, 파킨슨 6명, 시력장애 3명, 신체장애 2명, 80세 

이상의 노인 6명) 인슐린 주사 거부 환자(불편감 9명, 개인

적 이유 11명)이었기에 인슐린주사요법을 적용할 수 없었

다.

and only 3 cases showed abnormal liver function tests or edema. In addition, subjects with higher 
initial HbA1c levels and HOMA-beta showed an independent association with a greater reduction in 
HbA1c. 
Conclusion: The 4 OHA combination therapy is effective and safe when insulin is not feasible.

Keywords: Diabetes mellitus, type 2, Drug therapy, combination, Hypoglycemic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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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연구는 후향적 차트 분석연구로, 혈당조절이 여의치 않으

나 인슐린을 사용할 수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경구혈

당강하제 4제요법의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를 확인하는 데 

일차 목표를 두었다. 이차 목표로는 4제요법에서의 부작용

발생 여부 확인 및 4제요법 효과에 영향을 주는 임상 인자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4제 경구혈당강하제 추가 직전과 투여 후 3개월, 6개월, 9

개월, 12개월 시점에서의 증상, 혈당, 활력징후, 체중 변화

를 체크하고 저혈당 및 부작용 관련 증상 여부를 확인하였

다. 저혈당은 자가혈당 측정에서 70 mg/dL 미만이거나 뚜

렷한 저혈당 증상을 호소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4제요법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의 원인에 대한 내용과 관련 검사를 

확인하였다. 

검사실 검사로는 4제 경구혈당강하제 추가 12개월, 6개

월 전과 투여 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시점에서의 혈

당,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수집하였다. 4제 경구혈당강하

제 추가 전과 후 3개월, 12개월 시점에서 전혈구 검사, 알라

닌아미노전달효소(alanine aminotransferase, ALT), 아스

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효소(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총빌리루빈,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를 실시하여 실험

실 검사상의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약물 추가 효과

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확인하기 위해 4제 경구혈당강하제 

추가 전 공복 시 혈당과 C-peptide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

과를 바탕으로 homeostatic model assessment for insulin 

resistance (HOMA-IR)와 homeostatic model assessment 

for beta cell function (HOMA-beta)값을 HOMA 

calculator를 이용하여[4]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병원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

인(approval number: 2017-05-001)을 받았다. 

3.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을 위하여 SPSS 15.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고 결과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표현

하거나 전체의 백분율로 표현하였다. 약제 추가 전과 후에 

결과값의 변화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이용하였고, 4제요

법 추가시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임상 인자를 분석하기 위

해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의 입

력 방법은 후진 입력방식을 사용하였다. P값이 0.05보다 작

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하였다

결과

1. 4제 경구혈당강하제 치료 환자들의 인구학적 특징

4제 경구혈당강하제 치료 환자들의 47명의 평균 나이

는 62.6세이며, 남성이 51.1%를 차지하였다. 평균 체중

은 66.7 kg이었고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는 25.2 kg/m2로 비만을 보였다. 당뇨병의 평균 유병기간

은 14.5년이었고,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광범위

한 유병기간을 보였다. 4제 약물 추가 전 평균 당화혈색소

는 9.6%, 평균 공복혈당은 198.4 mg/dL로 높았으며, 사용 

중인 경구혈당강하제는 sulfonylurea 계열로 glimepiride 

또는 gliclazide 두 종류를 사용하고 있었고 각각의 평균 용

량은 7.0 mg/d, 253.3 mg/d였다. Metformin은 47명 모두

에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평균 용량은 1,938.3 mg/d였고, 

DPP4-inhbitor로는 sitagliptin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다

(Table 1).

2. 4제 경구혈당강하제 치료 후 혈당 감소 효과

대상 환자들이 4제 경구혈당강하제 치료 전 평균 당화

혈색소는 12개월 전 8.85% ± 1.21%, 6개월 전 9.06% ± 

1.21%, 치료 직전 9.60% ± 1.01%로 꾸준히 높았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4제 경구혈당강하제 치료 후에 평균 당화

혈색소 감소는 3개월 후 1.08%, 6개월 후 1.65%, 9개월 후 

1.74%, 12개월 후 1.5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

였다(P < 0.01) (Fig. 1). 평균 공복혈당의 감소는 6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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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mg/dL, 12개월 후 36.9 mg/dL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 < 0.01) (Fig. 2).

3. 4제 경구혈당강하제 치료 후 체중 변화 및 투약 지속

여부

4제 경구혈당강하제 치료 후 3개월 후 2.2 kg, 6개월 후 

3.0 kg, 12개월 후 2.6 kg의 증가를 보였다(P < 0.01) (Fig. 

3). 저혈당이 관찰된 경우는 18회였으며, 경험한 환자는 6

명(12.8%)이었다. 평균 약물 투여 기간은 284.5일이었고, 

12개월 내에 추가되었던 4제 약물이 중단된 경우는 11명

(23.4%)이었다. 약제를 중단한 이유로는 4제 약물 추가 후 

비용 등의 이유로 중단된 경우(5명)와 경과관찰에 실패한 

경우(3명) 등이 있었고, 부작용으로 인해 약물이 중단된 경

Table 1. Patient baseline clinical characteristics 

Parameter 4 oral hypoglycemic agents patients (n = 47)

Age (y)

Sex (male)

Height (cm)

Weight (kg)

Body mass index (kg/m2)

Duration of diabetes (y)

Serum creatinine (mg/dL)

Initial HbA1c (%)

C-peptide (ng/mL)

HOMA-IR

HOMA-beta

Comorbidity

Hypertension 

CVD history 

Oral hypoglycemic agents

Sulfonylurea use 

Glimepiride/mean dose (mg)

Gliclazide/mean dose (mg)

Metformin use/mean dose (mg)

DPP4 inhibitor

Sitagliptin 

Vildagliptin 

Linagliptin 

    62.6 ± 11.4

24 (51.1)

162.4 ± 0.1

    66.7 ± 12.2

  25.2 ± 3.8

  14.5 ± 7.5

    0.78 ± 0.21

    9.60 ± 1.01

    4.83 ± 4.10

    4.59 ± 5.95

    77.08 ± 54.73

22 (46.8)

  6 (12.8)

33 (70.2) / 7.0 ± 2.1

14 (29.8) / 253.3 ± 101.9

47 (100.0) / 1,938.3 ± 435.7

25 (53.2)

  8 (17.0)

14 (29.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HbA1c, glycosylated hemoglobin;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insulin resistance; HOMA-beta,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beta cell function; CVD, cardiovascular disease; DPP4, dipeptidyl peptidase-4.



유원상 외.

www.diabetes.or.kr 121

Fig. 1. Change in mean glycosylated hemoglobin (HbA1c) in patients with 4 oral hypoglycemic agent (OHA) therapy. 
aMean HbA1c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4 OHA therapy (P < 0.01).

Fig. 2. Change in mean fasting plasma glucose in patients with 4 oral hypoglycemic agent therapy. 
aMean fasting plasma glucos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4 OHA therapy (P < 0.01).

Fig. 3. Change of mean body weight in patients with 4 oral hypoglycemic agent therapy. 
aMean body weigh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4 OHA therapy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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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3명이었는데, 그 이유로는 경미한 간기능 이상(AST 

68 IU/L (참고치, 5~45 IU/L), ALT 65 IU/L (참고치, 

6~48 IU/L) 1명, 부종(2명)이었으며, 예상하지 못한 심각

한 부작용의 사례는 없었다. 

4. 4제 경구혈당강하제 치료에서 혈당 감소에 관여하는 

임상 인자 분석

치료 효과가 좋았던 환자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당화혈색

소 1% 이상 감소를 기준으로[5] 혈당 감소 효과가 있었던 

군(responder group)과 무 반응군(non-responder group)

을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47명 중 31명이 혈당 감소 

효과가 있었던 군이었으며, 평균 2.19% ± 0.87%의 감

소 효과를 보였다. 16명은 혈당 감소 효과가 없었으며 평균 

0.35% ± 0.44%의 감소만 보였다. 양 군의 유의미한 차이

를 가지는 임상 인자는 없었다(Table 2).

4제 경구혈당강하제 치료 후 혈당 감소에 영향을 미치

는 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

러 임상 인자 중 치료 전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을수록(β 

± standard error [SE] = 0.898 ± 0.210, P < 0.001) 

HOMA-beta값이 높을수록(β ± SE = 0.009 ± 0.004, P 

= 0.020)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2개월 후에 당화혈색소 감

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나이, BMI, 당뇨병 유병

기간, 크레아티닌, HOMA-IR과는 연관성이 없었다(Table 

3).

12개월 후 당화혈색소 감소에 대한 여러 변수에 대한 변

화를 설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후진 입력 

시 제거되지 않고 남은 변수는 BMI, 치료 전 당화혈색소, 

HOMA-beta였으며, 치료 전 당화혈색소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치료 전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을수록(β ± SE 

Table 2.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good responders and non-responders in 4 drug combination 
treatment patients, defined as a decrease in HbA1c ≥1.0%

Parameter  Good responder (n = 31) Non responder (n = 16) P-value

Age (y) 61.7 ± 11.1 64.4 ± 12.3 0.462

Sex (male) 16 (51.6) 8 (50.0) 0.917

Height (cm) 162.1 ± 9.0 162.9 ± 12.4 0.830

Weight (kg) 67.96 ± 12.54 64.18 ± 11.49 0.308

Duration of diabetes (y) 14.65 ± 7.16 13.19 ± 7.75 0.148

Initial HbA1c (%)   9.52 ± 0.84   9.75 ± 1.29 0.515

After HbA1c (%)   7.31 ± 0.55   9.39 ± 1.46 < 0.001

Decreased HbA1c (%)   2.19 ± 0.87   0.35 ± 0.44 < 0.001

Fasting glucose (mg/dL) 182.3 ± 10.9 189.5 ± 19.3 0.559

Creatinine (mg/dL)   0.77 ± 0.21   0.80 ± 0.22 0.564

C-peptide (ng/mL)   4.41 ± 3.46   5.62 ± 5.14 0.423

HOMA-IR   3.92 ± 3.18   5.86 ± 9.26 0.309

HOMA-beta 83.22 ± 56.01 65.20 ± 51.90 0.29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HbA1c, glycosylated hemoglobin;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insulin resistance; HOMA-beta,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beta cel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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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 ± 0.219, P < 0.001) 12개월 후 당화혈색소의 감

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고찰 

본 연구결과는 인슐린 치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경구혈당강하제 4제요법이 하나의 대안으

로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당뇨병 관리의 임상 

현장에서 부적절한 혈당관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슐린 적용이 어려운 상황들이 실재하며, 이로 인

해 경구혈당강하제 4제요법을 고려하게 되는 증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경구혈당강하제 4제요법이 

현행 임상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되지 않는 치료방

침인 탓에 그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경구혈당강하제 4제요법

의 혈당 감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결과는 제2형 당뇨병에

서 다양한 치료적 접근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가장 강력한 혈당강하제는 인슐린이며, 

그런 이유로 인슐린 치료는 적극적인 혈당강하를 위하여 종

종 당뇨 진단 초기부터 권유되기도 한다[1,2]. 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하여 인슐린 치료를 시행 또는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한데, 실제 인슐린 시작 후 1년 동안 치료

를 유지하는 비율이 50 % 미만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6]. 

Table 3. Simpl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duction of HbA1c after 12 months and clinical variables 

Variable β ± SE P-value

Age 0.019 ± 0.020 0.358

Body mass index 0.014 ± 0.058 0.816

Duration of diabetes 0.011 ± 0.029 0.715

Initial HbA1c 0.898 ± 0.210 < 0.001

Creatinine 0.113 ± 1.011 0.911

C-peptide 0.027 ± 0.068 0.692

HOMA-IR 0.029 ± 0.073 0.696

HOMA-beta 0.009 ± 0.004 0.020

HbA1c, glycosylated hemoglobin; SE, standard error;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insulin resistance; HOMA-beta,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beta cell function.

Table 4.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variables for HbA1c reduction after 12 months in 4 oral hypoglycemic 
agent therapy

Variable β ± SE Partial R2 P-value

BMI 0.068 ± 0.047 0.002 0.159

Initial HbA1c 1.002 ± 0.219 0.371 < 0.001

HOMA-beta 0.005 ± 0.003 0.172 0.116

Dependent variable: reduction of HbA1c after 48 weeks; independent variable: age, BMI, duration of diabetes, initial HbA1c, 
creatinine, HOMA-IR, HOMA-beta. 
HbA1c, glycosylated hemoglobin; SE, standard error; BMI, body mass index; HOMA-beta,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beta cell 
function;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insuli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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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최근 국내의 인구학적 변화로 인하여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당뇨병성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저하와 근

력저하로 인슐린 주사기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노령 환자가 

적지 않다. 저자 등이 경구혈당강하제 4제요법을 구상하게 

된 데에는, 최근 다양한 기전의 경구혈당강하제가 개발된 

점도 관여한다. 주로 유사한 작용기전을 가진 약제만이 존

재하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인크레틴(incretin)관련 약

물, 신장에서의 당 재흡수 억제제와 같은 새로운 기전의 약

제들이 개발되면서 보다 다양한 복합처방을 구상해볼 수 있

게 된 것이다. 특히 여러 기전을 이용한 병합요법이 기존의 

단계적 증량법보다 효과적인 혈당강하 효과 및 베타세포 보

호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는 만큼[7], 다양한 작용 기

전을 가지는 경구혈당강하제 4제 복합처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당뇨병 치료 임상 지침에서 경구약제의 추가보

다 적극적인 인슐린 추가를 권유하는 이론적 근거는, 당뇨

병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지며 이

런 상태에서 인슐린 분비에 의존적인 경구혈당강하제의 약

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8]. 그러나 인슐린 분비능

과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4제 추가 시에도 

어느 정도 혈당강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metformin, sulfonylurea, DPP4-inhibitor 사용자에

게 4번째 경구약물로 pioglitazone을 추가하였다. Igarashi 

등[5]은 sulfonylurea를 사용하던 제2형 당뇨병 환자에

게 pioglitazone 추가 후 12개월 후에 당화혈색소의 평균이 

1.87%  감소를 보고하였고, Satoh 등[9]은 sulfonylurea 사

용자에게 pioglitazone 추가 3개월 후에 1.1%  평균 당화혈

색소 감소를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Moon 등[10]이 

metformin 또는 sulfonylurea 투여 환자에게 pioglitazone 

추가 12개월 후 0.6%로 비교적 적은 감소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비교적 낮은 당화혈색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12개월 후 당화혈색소 감소 효

과는 평균 1.56%를 보였는데, 이는 기존에 pioglitazone

을 단독 처방이나, 2제 또는 3제로 추가하여 그 효과를 본 

연구와 유사하다[11,12]. 4번째 경구약제로 추가했음에

도 예상과는 다르게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 이

유로는 pioglitazone이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촉진제로써[13],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능과는 

독립적으로 인슐린 저항성 개선 기능에 의존하여 혈당강하 

효과를 보이는 약제이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가

정이라면 새롭게 개발된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억제제를 4제 약물로써 추가했을 때에도 혈당저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pioglitazone을 4번째로 약제로 추가하였

을 때 혈당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려면, 대상 환자의 

췌장 베타세포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pioglitazone 추가 후 혈당 감소 효

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BMI, triglyceride, HOMA-IR 

등 인슐린 저항성 관련 인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

에서 보고하고 있다[5,9,10,14,1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HOMA-beta가 높을수록 혈당 감소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이 결과는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

이 아직 존재할 때 경구약제의 추가 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되며, Blüher 등[16]은 C-peptide > 2.5 

pmol/L 이상일 때 pioglitazone 효과가 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반대로 베타세포의 기능이 현저

히 떨어져 있으면, 추가 경구약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다는 것을 시사한다. 비록 시험자의 수가 적어 일반화 하기

에는 무리가 있지만, 추후 임상 현장에서 경구혈당강하제 4

제요법으로 pioglitazone의 추가를 고려할 때, 효과의 예측

인자로 HOMA-beta값을 이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

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경구혈당강하제 4제요법에서 혈당 감소 효과가, 추가된 

약제의 효과라기보다는 약제 추가나 인슐린에 대한 부담감

으로 환자가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생활습관을 조절했

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된 환자들은 3

제요법 하에 연구 시행 1년 전부터 평균 당화혈색소 8.5% 

이상으로(Fig. 1) 혈당조절이 불량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인슐린 치료를 권유해 오던 중이거나, 실제 인슐린 치료를 

시행했다가 실패하였던 환자들이었다. 따라서 생활습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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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4제요법이 갖는 또 하나의 제한은 비용 부분이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고가의 4제 약제 추가가 비용-효

과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인슐린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뚜렷한 

대안제시 없이 그대로 고혈당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초래되

는 여러 합병증들의 사회 경제적 비용도 고려해야 할 사안

임을 짚고 싶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약제 조합의 임상적 효

과 및 적용범위, 비용-효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약제 조합에 대한 보험규정이 완화된

다면,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다양한 처방이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제한점으로는 후향적 연구로써 치료 효과가 좋

았던 환자들이 분석에 더 많이 활용되어 효과가 좋게 나타

나는 선택편향(selection bias)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12개월 치료 기간을 유지하지 못한 환자는 23.4%

였다. 또한 대상 환자수가 적었다는 점과 4제 경구혈당강하

제 추가 후 관찰기간이 짧았다는 점 등이다. 일반적인 제2

형 당뇨병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혈당조절이 여

의치 않으면서도 인슐린을 사용할 수 없는 특수 증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대상 환자수를 확보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여러 약제의 복합 처방 시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약제 간 상호 작용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인데, 

1년 이상 장기적인 부작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도 주

의를 요한다. 하지만 관찰이 진행되던 1년 이내 심각한 부작

용 사례가 없었다는 점과 4가지 약제들이 각각의 병합요법

으로 이미 다양한 조합의 안정성이 입증된 점을 고려할 때, 

4제요법의 약제 상호작용 위험성은 크게 우려될 사항은 아

니라고 추정된다. 

당뇨병 관리 상 인슐린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이고 환자가 

충분히 인슐린 요법을 진행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임상적 선택이며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경구혈당강하제 4제요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여러 기전

의 경구혈당강하제가 개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약

리효과를 가지는 경구혈당강하제의 적절한 조합과 이의 임

상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및 정책적인 배려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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