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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wgh intensive insulin regimen is the main treatment in people with type 1 diabetes, glucose 
variability and weight gain remain as challenges for this treatment. Sodium-glucose cotransporter (SGLT) 
inhibitors (including the SGLT1/2 inhibitors) have emerged as an add-on therapy for insulin treatment 
in peoples with type 1 diabetes due to their insulin-independent mechanism. Recent clinical trials have 
consistently reported that SGLT inhibition provides additive benefits in glycemic control, including lower 
insulin dose and weight loss. However, there is concern that an increase in ketone-related adverse events 
such as diabetic ketoacidosis is higher in SGLT1/2, as well as SGLT2 inhibitors. Despite safety issues that 
require further evaluation, SGLT2 inhibitors used with caution may provide an adjunctive therapy in 
people with type 1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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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형 당뇨병(이하 1형 당뇨병)의 치료는 1922년 인슐린

의 발견과 동시에 시작되었고, 이후 인체의 생리적 기능을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는 인슐린의 개발과 함께 많

은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제2형 당뇨병에

서 사용하고 있는 경구 약물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

고 1형 당뇨병에서 사용 가능한 약은 사실상 전무하다. 한편 

경구 혈당 강하제 중 가장 최근에 상용화된 SGLT2 억제제

는 신장의 포도당 배설을 촉진하는 원리로 혈당을 떨어뜨리

기 때문에 인슐린의 작용과 관계없이 작용한다[1]. 이런 특

징을 바탕으로 1형 당뇨병에서 인슐린 요구량을 줄이고 그

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를 검증하고자 임상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1형 당뇨병 환

자를 대상으로 SGLT2 억제제를 사용했던 임상연구들을 각 

약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1. Dapagliflozin

1) 선행 연구

Dapagliflozin을 1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에 추가하

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2주간의 선행 연구

(pilot study)가 있었다[2]. 당화혈색소 7~10% 범위의 안

정적인 인슐린요법을 받는 1형 당뇨병 환자 70명을 대상

으로 용량별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군 대비 연구를 진행하

였다. 일차 목적은 단기간의 안정성과 내약성을 평가하고

자 했고 이차적으로 약력약동학적 변화 및 탐색적으로 혈

당 변수들을 확인하였다. 환자들에게 dapagliflozin 1 mg, 

2.5 mg, 5 mg, 10 mg 및 위약을 제공하였으며, 총 62명

(88.6%)이 최종적으로 포함되었다. 저혈당은 모든 군에서 

있었으나 dapagliflozin과의 관련성은 적었고 당뇨병성 케

톤산증(diabetic ketoacidosis)은 없었다. 약물의 체내 작용

은 제2형 당뇨병 환자와 유사했으며 약물 사용 후 요당 배

설이 위약 대비 증가함(88 g/24 h [dapagliflozin 10 mg] 

vs. -21.5 g/24 h [placebo])을 확인하였다. 혈당 지표 또한 

dapagliflozin 10 mg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있었으며 인슐린 

요구량도 16.2% 감소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dapagliflozin

이 1형 당뇨병 환자에서 비교적 안전하며 예측 가능한 효

과를 보인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후속 분석(post-hoc 

analysis)에서 인슐린 총 용량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이 혈

당 강하효과를 떨어뜨리고, 하루 총 용량의 20% 이상을 감

량하는 것이 케톤 생성과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위험을 증가

시킨다는 것을 보고하여 dapagliflozin을 병용할 경우 인슐

린 용량을 20% 이상 감량하지 않을 것을 제시하였다[3].  

2) Dapagliflozin evaluation in patients with inadequately 

controlled type 1 diabetes-1/2 (DEPICT-1/2) 

1형 당뇨병 환자에서 dapagliflozin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고자 했던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비 3상 연구로, 

DEPICT-1 연구는 24주간 진행된 이후 연장하여 총 52주

간 진행되었다[4,5]. DEPICT-1 연구에서는 당화혈색소 

7.5~10.5% 범위의 1형 당뇨병 833명을 dapagliflozin 5 

mg, 10 mg 및 위약군(1:1:1)으로 배정하였다. 일차 목표

는 24주 후 당화혈색소의 변화(full analysis set)로 778명의 

환자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기저 당화혈색소는 8.53%였고, 

24주 후 위약군 대비 dapagliflozin 5 mg 사용군은 -0.42% 

(-0.58% to -0.31, P < 0.0001), 10 mg 사용군은 -0.45% 

(-0.58 to -0.31, P < 0.0001)의 유의한 혈당 감소를 보였

다. 이후 52주까지 연장한 연구에는 708명(85.0%)이 최종 

참여하였으며, 역시 위약 대비 dapagliflozin 5 mg 사용군

은 -0.33% (-0.49% to -0.17%), 10 mg 사용군은 -0.36% 

(-0.53% to -0.20%)의 추가적인 혈당 감소 효과를 보였다. 

제2형 당뇨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체중감소 효과도 있었는

데 위약 대비 5 mg 사용 시 -2.95% (-3.83% to -2.06%), 

10 mg 사용 시 -4.54% (-5.4% to -3.66%)의 효과를 보였

다. 중대한 부작용은 위약군 11.5%, 5 mg 13.4%, 10 mg 

13.5%로 보고되었는데 저혈당의 빈도는 유사하였으나 24

주간 단기 연구에서 차이가 없었던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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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가 dapagliflozin 투여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4.0%, 

dapagliflozin 5 mg; 3.4%, dapagliflozin 10 mg; 1.9%, 위

약군).

DEPICT-2 연구는 두 번째 임상연구로 같은 디자인을 가

지고 다른 범위의 국가와 기관에서 시행했으며 유사한 혈당 

강하효과 및 인슐린 감량 효과를 보였다. 역시 당뇨병성 케

톤산증의 발생도 위약군에서는 없었던 반면에 dapagliflozin 

5 mg과 10 mg에서 각각 2.6%와 2.2%로 보고하였다[6]. 

따라서 dapagliflozin은 1형 당뇨병 환자에서도 인슐린의 보

조요법으로 혈당 및 체중감소 효과를 보이나, 당뇨병성 케

톤산증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2. Empagliflozin 

1) 선행 연구 및 2상 연구

1형 당뇨병에서 empagliflozin의 사용에 대한 개념 증

명을 위해 25 mg를 8주간 단일군(n = 40)에 투여 후 혈

당 강하효과와(당화혈색소, 평균 -0.4%) 일일인슐린 요

구량의 감소를 확인하였다(54.7 ± 20.4 → 45.8 ± 18.8 

단위) [7]. 또한 체중과 허리둘레를 각각 의미 있게 줄였

고 저혈당의 빈도도 감소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무작위 이

중맹검 평행 그룹 2상 임상연구는 4주간 empagliflozin 

2.5 mg/10 mg/25 mg 및 위약군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empagliflozin as adjunctive to insulin therapy over 52 

weeks in patients with type 1 diabetes mellitus, EASE-

1) [8]. 총 75명의 1형 당뇨병 환자가 포함되었고 각 군에 

19명(25 mg군은 18명)씩 배정하였다. 연구 결과 기저치 대

비 24시간 소변당 배설이 위약군, 2.5 mg군, 10 mg군, 25 

mg군에서 각각 0.21, 79.1, 114.9, 109.4 g/24 h로 용량 의

존적으로 증가하였고 당화혈색소 또한 -0.18%, -0.53%, 

-0.54%, -0.67%로 감소하였다. 총 인슐린 용량은 위약 대

비 -0.07~0.09 U/kg 감소하였고 체중도 위약군에서 0.2 kg 

증가한 것에 비해 -1.4~-1.7 kg의 변화를 보여 약제의 용량

에 비례하여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하위연구에서는 시간당 

평균 혈당 곡선면적(hourly mean glucose area under the 

median curve)과 혈당변동성도 함께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

여주었다[9]. 

2) EASE-2/EASE-3 

1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 보조요법으로 empagliflozin

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대규모 다국적・다기관 

연구로써, 52주로 진행된 EASE-2와 26주의 EASE-3 연

구가 있다[10]. 두 연구 모두 위약군과 10 mg군, 25 mg군

을 나누어 비교하였지만, EASE-3 연구에서는 2.5 mg의 저

용량 그룹이 추가되었고 연속혈당측정 데이터가 포함되었

다. 총 1,701명이 포함되었고, EASE-2에 730명, EASE-3

에 977명이 참여하였다. 사구체여과율이 30 mL/min/1.73 

m2 이상이고 1형 당뇨병을 진단 받은 지 1년 이상, 다회인

슐린요법이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 중이며(하루 총 인슐린 

0.3~1.5 U/kg), 당화혈색소 7.5~10.0%인 환자들을 대상

으로 하였다. 일차 목표는 당화혈색소의 변화였고 체중, 목

표 혈당 도달 시간(glucose time-in-range), 인슐린 용량, 

혈압 그리고 저혈당을 이차 변수로 평가하였다. 공통적으

로 6주간 인슐린 강화요법을 시행한 후 2주간 위약을 사용

한 뒤 무작위 배정을 하였다. 26주 후 위약 대비 당화혈색

소가 2.5 mg군에서 0.28% (-0.42% to -0.15%), 10 mg군

에서 -0.54% (-0.65% to -0.42%), 25 mg군에서 -0.53% 

(-0.65% to -0.42%)로 추가적인 감소가 있었다. 체중도 각

각 -1.8 kg, -3.0 kg, -3.4 kg 감소를 보였고 목표 혈당 도

달 시간도 용량 의존적으로 각각 증가하였다(+1.0, +2.9, 

+3.1 h/d [P < 0.0001 for 10 mg and 25 mg]). 인슐린 요

구량은 -6.4%, -13.3%, -12.7% 감소하였고, 수축기 혈압

도 -2.1 mm Hg~-3.9 mm Hg 정도로 감소시켰다. 다른 연

구와 마찬가지로 생식기 감염이 empagliflozin군에서 흔했

고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10 mg군(4.3%)과 25 mg군(3.3%)

에서 위약군보다 자주 관찰되었으나 2.5 mg 사용 시에

는 차이가 없었다(0.8% [empagliflozin 2.5 mg] vs. 1.2% 

[placebo]). 심각한 저혈당은 드물었고 위약군과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 따라서 empagliflozin은 1형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조절 및 체중 개선에 도움이 되었고 저혈당은 드물었



김중희 외

www.diabetes.or.kr 95

다. 하지만 통상적 용량 사용 시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조기

에 파악하기 위해 케톤을 모니터링하거나 적은 용량을 사용

하는 것이 안전함을 보여주었다. 

3. Canagliflozin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나 canagliflozin도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8주간의 이중맹검 2상 연구

(pilot study)를 시행하였다[11]. 1형 당뇨병을 진단 받은 

지 1년 이상이고 8주 이상 인슐린 용량이 안정적인 315명

의 환자를 대상으로 위약, canagliflozin 100 mg 치료군과 

300 mg 치료군으로 나누었다. 일차 목표는 당화혈색소가 

0.4% 이상 감소한 비율 및 체중증가가 없는 것이었고, 이 

외 당화혈색소, 체중, 인슐린 용량의 변화와 저혈당 발생이

었다. 위약군에 비해 canagliflozin군에서 체중증가 없이 혈

당 강하효과가 뚜렷하였다(100 mg군:300 mg군:위약군 = 

36.9%:41.4%:14.5%, P < 0.001). 

위약군, canagliflozin 100 mg 사용군과 300 mg 사용

군에서 당화혈색소는 각각 0.01%, -0.27%, -0.24%의 효

과를, 체중은 0.2 kg, -2.6 kg, -4.2 kg의 변화를 나타냈으

며, 일일인슐린 요구량도 위약군에서 1.6 단위 증가했던 것

에 비해 각각 -2.5, -6.0 단위 감소하였다. 저혈당의 빈도

는 세 그룹에서 유사하였고 심각한 저혈당의 발생은 적었다

(1.7%~6.8%). 케톤 관련 합병증은 canagliflozin군에서 증

가했는데 cangliflozin 100 mg군, 300 mg군, 그리고 위약

군에서 각각 5.1%, 9.4%, 0%였고,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4.3%, 6.0%, 0%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canagliflozin은 저

혈당 없이 혈당 강하, 체중감소 및 인슐린 용량 감량 효과가 

있었으나 인슐린으로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서 케톤 생성 

증가로 인한 당뇨병성 케톤산증 발생이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Canagliflozin 18주 사용 후 9-point self monitoring 

blood glucose (SMBG)와 연속혈당측정을 통한 혈당변

동성 그리고 질문지를 이용한 자가만족도 조사(diabetes 

treatm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 DTSQ)를 351명의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였다[12]. Canagliflozin은 혈당

변동성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목표 혈당 도달 시간이 증가

하였다. 인슐린 용량과 혈당변동성 그리고 체중감소에 따라 

환자 만족도도 또한 높았다.

4. Sotagliflozin

앞서 언급된 SGLT2 선택적 억제제와는 달리 sotagliflozin

은 SGLT1/SGLT2 이중 억제제이다. 장내 주요 포도당 이

송수용체인 SGLT1의 억제는 식후 혈당 상승을 감소시키

고 glucagon-like peptide 1, polypeptide tyrosine tyrosine

와 같은 위장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13]. SGLT2/

SGLT1 이중 억제제는 식후 혈당 변이를 낮추고 인슐린 요

구량을 낮춤으로써 저혈당 위험 또한 감소시킬 것이라는 기

대 하에 임상연구가 시작되었다.

1) 선행 연구

1형 당뇨병에서 인슐린요법에 추가하여 사용이 가능한

지를 알아보는 4주간의 선행 연구가 있었다. 당화혈색소 

7~10% 범위의 안정적 인슐린요법을 받던 1형 당뇨병 환

자 33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군 대비 조작연

구를 진행하였다[14]. Sotaglifozin 400 mg 치료군과 위약

군에서 연구시작 1주 전 연속혈당측정을 시작하여 중단 일

주일 후까지 진행하였다. 일차적으로 치료 기간 내 총 인슐

린 용량 변화를 평가하였고 이차적으로 세부 인슐린 사용량 

변화 및 혈당 변수들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결과는 위약대

비 sotagliflozin군에서 연속혈당측정상 평균 혈당이 유의하

게 감소했고(148.8 mg/dL vs. 170.3 mg/dL, P = 0.010), 

목표 혈당 도달 시간 증가(68.2% vs. 54.0%, P = 0.003), 

고혈당 범위 내 시간 감소(25.0% vs. 40.2%, P = 0.002), 

당화혈색소 감소(0.55% vs. 0.06%, P = 0.002), 체중감

소(-1.7 kg vs. +0.5 kg, P = 0.005), 기저 용량 대비 인슐

린 용량 감소(32.1% vs. 6.4%, P = 0.007)가 있었다. 심

각한 저혈당은 두 군 모두 없었고 당뇨병성 케톤산증 발생

이 sotagliflozin 투여군에서 2명 발생하였는데 전형적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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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을 동반한(> 350 mg/dL) 형태로 empagliflozin 연구에

서 관찰된 비전형적 형태인 정상혈당 케톤산증(euglycemic 

diabetic ketoacidosis)과는 차이가 있었다. 연구자들은 당

뇨병성 케톤산증의 원인을 sotagliflozin보다는 인슐린 펌프

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2) Efficacy, safety, and tolerability study of sotagliflozin as 

adjunct therapy in adult patients with type 1 diabetes 

mellitus who have inadequate glycemic control with 

insulin therapy (inTandem Trial) 

1,402명의 1형 당뇨병 환자가 포함된 다국적 다기관 3상 

연구로써 인슐린 치료와 sotagliflozin 병용효과를 24주간 

투여 후 위약과 비교한 연구이다[15]. 일차 목표는 저혈당

과 당뇨병성 케톤산증 없이 당화혈색소 7% 미만으로 조절

하고자 했고, 이차 목표는 당화혈색소 변화량, 체중, 수축기 

혈압과 평균 일일인슐린 용량이었다. Sotagliflozin 투여군

에서 당화혈색소 7% 미만으로 조절된 군의 비율이 유의하

게 높았다(28.6% vs. 15.2%). 당화혈색소(-0.46%), 체중

(-2.98 kg), 수축기 혈압(-3.5 mm Hg), 그리고 일일인슐린 

용량(-2.8 U/d)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심각한 저혈당 

발생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55 mg/dL 이하의 저혈

당은 오히려 sotagliflozin군에서 위약군보다 적게 나타났다. 

SGLT1 억제로 나타날 수 있는 설사 등의 위장관계 부작용

과 SGLT2 억제에 의한 생식기 진균감염이 sotagliflozin에

서 더 흔했으나, 골절이나 하지절단은 증가하지 않았다. 전

체적으로 위약보다는 심각한 부작용이 더 많이 보고되었고 

약제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더 많았다(6.3% vs. 2.6%).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3.0% (21명)에서 나타나 위약군

(0.6%)보다 높게 보고되었다.

inTandem1 연구는 북미 지역에서 시행된 52주 연

구로 유사한 목표와 디자인으로 진행되었으며, 1년 후 

sotagliflozin 400 mg 투여군은 공복혈당 19.5 md/dL 감

소, 체중 4.32 kg 감소, 식사인슐린 15.63% 및 기저인슐

린 11.87%의 용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16]. 

inTandem2 연구는 유럽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전 연구

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진행되었는데, 24주째 시행한 연속혈

당측정 하위연구에서 식후 혈당 감소 및 목표 혈당 도달 시

간이 3시간 이상이었고 환자 만족도 또한 높았다[17].  

결론적으로 sotagliflozin은 1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

의 보조요법으로 혈당, 체중, 인슐린 요구량 감소 효과를 보

였고 위약군 대비 심각한 저혈당 발생은 적었으나 당뇨병성

케톤산혈증 발생 위험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5. 메타분석

3개의 임상연구(n = 178)가 포함된 한 메타분석에서 인

슐린요법에 SGLT2 억제제를 추가하였을 때 위약 대비 공

복혈당(평균, -44.5 mg/dL; 95% confidential interval 

[CI], -3.65 to -1.28)과 인슐린 용량(평균, -0.75 IU; 95% 

CI, -1.17 to -0.33)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고혈당 

발생과 요로 생식기 감염 및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발생률에

는 큰 차이가 없었다[18]. 또 다른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7개

의 임상연구(n = 581)를 포함하였고 위약과 비교하여 공복

혈당(평균, 12.4 mg/dL), 당화혈색소(0.37%), 체중(2.54 

kg) 및 하루 총 인슐린 용량(6.22 IU)이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 하지만 잘 알려진 선행인자들이 동반될 경우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발생 또한 SGLT2 억제제 사용군에서 높았음을 

보고하였다[19].  

결론

SGLT2 억제제는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

의 임상연구에서 추가적인 혈당 강하효과를 보일 뿐 아니

라, 체중과 인슐린 용량을 감소시키는 등 인슐린 치료에 동

반되는 부작용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여 향후 1형 당뇨병

의 보조치료로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험모델을 

통해 혈당 강하효과 이외에 심혈관 질환과 신장질환의 진

행을 지연시키는 효과도 제2형 당뇨병에서와 동일하게 기

대해 볼 수 있다. 케톤체 생성의 증가 및 당뇨병성 케톤산증

의 발생 증가가 우려되나 인슐린의 급격한 감량이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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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선행인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혈청이

나 소변 케톤체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 충분히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더 많은 임상 근거를 통해 

SGLT2 억제제가 1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 단독치료만

으로 혈당조절이 불충분한 경우 경구약제 보조요법으로 사

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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