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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azolidinedione (TZD) is an insulin sensitizer that improves insulin resistance in the adipose tissue, 
liver, and muscles and has a pancreas-protective effect while inhibiting gluconeogenesis. Its other 
advantages include a glucose lowering effect, its durability, cardiovascular benefit, and recent evidence 
in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and dementia. However,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fluid retention/
edema/heart failure, bladder cancer, and fractures with TZD use. TZD can still be a useful option for 
diabetes treatment when calculating risk versus benefit, but appropriate selection of patient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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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싸이아졸리딘다이온(thiazolidinedione, TZD)은 근육, 지

방세포에서 인슐린민감성을 개선시키고, 간에서 포도당생

성을 감소시키는 약제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피오글리타

존(pioglitazone), 로베글리타존(lobeglitazone)이 사용 가

능하다. 과거 TZD 계열 약제 중 하나였던 로시글리타존

(rosiglitazone)이 2007년 심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 이후 시장에서 철수되기도 했지만, 2009년 RECORD 

(Rosiglitazone Evaluated for Cardiac Outcom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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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of Glycaemia in Diabetes) 연구 결과에서 심혈

관질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 2013년 미국 식

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사

용 제한을 철회하였다[1]. 국내 당뇨병 진료지침에서는 TZD

는 당뇨병 치료약제 중에서 효과는 강하고, 심뇌혈관질환

에 이득이 있으며, 저혈당 위험은 적으나 체중이 증가할 수 

있는 약제로 정리하고 있다[2]. 당뇨병 약제 중에 메트포민, 

dipeptidyl peptidase-4 (DPP4) 억제제, 설포닐유레아 및 인

슐린과 병용요법이 가능하다. 

본론

1. 작용기전

PPAR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은 고

등 생물의 세포 분화, 발달 및 신진 대사 조절에 역할을 하고 

증식을 유도하는 전사인자인데, 피오글리타존과 로베글리타

존은 PPAR-γ와 PPAR-α에 대한 작용제로서 지방조직과 근

육이나 간에서 인슐린저항성을 개선시키는 작용이 있다. 이 중 

PPAR-γ는 지방조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TZD 계열 약제는 주로 PPAR-γ 수용체를 통해 지방세포

의 분화를 촉진시켜서 전지방세포에서 지방세포의 분화를 유

도하고, 포도당 수용체의 유전자 발현 증가, 지질단백 지질

분해효소의 발현 유도 및 아디포넥틴의 증가를 가져온다. 또

한 TZD는 렙틴 및 종양괴사인자-α, PAI-1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 interleukin 6와 같은 염증을 매개하

는 인자의 발현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고혈당을 개선시키고 

인슐린 농도, 중성지방 농도 및 유리지방산 농도를 감소시킨

다. 조직별로 TZD는 지방조직에서 포도당 산화와 지방형성

을 촉진하고, 근육에서 당 흡수를 증가시키며 간에서 포도당

신생성을 감소시킨다[3]. 

TZD는 췌장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유리지방산을 감소시키

면서 2형당뇨병에서 베타세포기능을 회복시켰다. 당뇨병전단

계의 Otsuka Long-Evans Tokushima Fatty (OLETF) rat

에 TZD를 투여한 결과 당뇨병의 발생을 낮추었으며, 피오글

리타존을 비만한 당뇨병 모델인 db/db mouse에 투여한 결과 

산화스트레스 감소와 함께 인슐린분비능이 회복되면서 췌장 

베타세포를 보호하였다[4]. 또한 TZD 계열 약제는 인간의 췌

장 베타세포를 세포자멸사로부터 보호하였고, 2형당뇨병 환

자들은 TZD를 복용한 결과 혈당이 조절되면서 베타세포 기

능이 개선되었다[5,6]. 

2. TZD의 혈당 강하 효과

TZD는 공복과 식후 고혈당을 모두 감소시킨다. TZD는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혈당을 개선시키고, 인슐린저항성을 개

선하며 내인성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

와준다. 베타세포 보호 기능으로 TZD는 혈당조절지속성이 

다른 메트포민, 설포닐유레아와 같은 경구혈당강하제에 비해 

우수하며, 인슐린분비능은 체중 및 지방량이 증가할수록 더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6,7].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피오글리타존을 26주 단독요법으

로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 공복혈당이 34 mg/dL (15 mg 사

용), 36 mg/dL (30 mg 사용) 감소했고, 당화혈색소는 0.9% 

(15 mg), 1.1% (30 mg) 감소했다[8]. 메트포민과 병용했을 때 

16주 치료 후에 피오글리타존 30 mg/day 경우 공복혈당 38 

mg/dL, 당화혈색소 0.8%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9]. 설

포닐유레아와 병용한 경우에는 공복혈당이 34 mg/dL (15 

mg), 52 mg/day (30 mg) 감소했으며, 당화혈색소는 0.8% 

(15 mg), 1.2% (30 mg) 감소했다. 인슐린과 병용했을 때 당

화혈색소는 1% (15 mg), 1.3% (30 mg) 호전되었다[10]. 

피오글리타존은 인슐린저항성을 개선하고 인슐린요구량을 

줄여주어 인슐린분비를 촉진해야 하는 베타세포의 부담을 덜

어준다. 또한 인슐린민감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사로 투여해

야 할 인슐린의 양을 줄일 수 있는데, 한 연구에서 하루에 평

균 56단위의 인슐린 주사를 맞는 222명의 환자에게 피오글리

타존을 추가한 경우 위약군에 비해 2주 후 의미 있는 인슐린 

용량의 감소가 있었고, 20주 동안 같은 혈당조절을 유지하면

서도 평균 12단위(21.5%) 정도 감량을 할 수 있었다[11]. 

로베글리타존 0.5 mg을 단독요법으로 24주간 투여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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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군과 비교한 결과 당화혈색소가 0.6% 더 유의하게 감소하

였고 인슐린저항성 지표가 호전되었다[12]. 또한 로베글리타

존과 메트포민과의 병용에서는 24주간 피오글리타존 15 mg

과 메트포민을 병용한 대조군과 비교할 때 두 군에서 모두 

당화혈색소가 0.74% 감소되어 대등한 효과를 보였다[13]. 당

화혈색소 9~12% 사이의 당뇨병 치료를 받지 않은 100명의 

환자들에게 로베글리타존, 메트포민과 시타글립틴을 12개월

간 3제 병용한 그룹은 메트포민과 설포닐유레아를 병용한 

100명의 그룹보다 혈당 강하 효과와 저혈당에 대한 안정성 

및 베타세포 기능의 회복을 입증했다[14]. 

3. TZD의 혈당 강하 이외의 다른 효과

1)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를 증명한 최초의 대규모 연구는 

PROactive (PROspective pioglitAzone Clinical Trial In 

macroVascular Events) 연구이다. 대혈관합병증이 있는 2형

당뇨병 환자 5,238명을 대상으로 피오글리타존 45 mg과 위

약을 평균 34.5개월 투여한 이 연구에서 모든 사망률, 비치

명적 심근경색, 뇌졸중,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혈관 중재술 시

행, 발목절단 등을 모두 합친 1차 종말점에는 양 군 간에 의

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못했으나 모든 사망률, 비치명적 심

근경색, 뇌졸중을 포함하는 2차 종말점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hazard ratio = 0.84; 95% confidence interval [CI] 

0.72~0.98) [15]. 또한 IRIS (Insulin Resistance Intervention 

after Stroke) trial에서 당뇨병 기왕력은 없지만 인슐린저항성

이 있는 일과성허혈발작 또는 뇌졸중 환자를 위약군과 평균 

4.8년 기간 동안 비교한 결과, 피오글리타존은 뇌졸중이나 심

근경색을 24%, 당뇨병 발생은 52% 감소시켰다[16]. 메타분

석에 영향력이 매우 큰 PROactive 연구를 제외한 피오글리타

존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 

감소(odds ratio = 0.3, 95% CI 0.14~0.63)가 새롭게 관찰되

었다. 피오글리타존의 역학연구 결과들은 TZD의 인슐린저항

성 개선 효과가 심혈관 보호 효과를 이끌 수 있음을 시사하

였다. 이 가설은 TZD가 경동맥내중막두께 감소, 혈관 내피세

포 기능 호전, 이상지질혈증 개선, 혈압 감소, 섬유소 용해 및 

응고 매개 변수의 호전들을 보여 준 일련의 연구 결과들에 뒷

받침되었다[17].

Nissen의 메타분석결과가 2007년에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되면서 로시글리타존의 심근경색

증 위험성 때문에 로시글리타존은 2010년 유럽시장에서 퇴출

되었고 2011년 미국시장에서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가, 2009년 

오픈 라벨 연구인 RECORD 연구 결과에서 메트포민이나 설

포닐유레아보다 심혈관질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 FDA는 2013년에 사용 제한을 철회하였다[1]. 반면 피오

글리타존은 2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일관되게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동맥경화증 진행을 예

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지질 개선

피오글리타존과 로시글리타존의 6건의 무작위 시험 연구

들을 종합한 연구에서, 피오글리타존을 사용했을 때 low 

density lipoprotein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일반적으

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로시글리타존 연구에서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8~16% 증가하였다[18]. High density 

lipoprotein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두 약물 모두 약 10% 

증가했다. 피오글리타존은 중성지방 호전과 함께 HDL 및 

LDL 입자 크기의 개선을 보였다[19]. 로베글리타존에서도 중

성지방과 유리지방산이 감소되었고, 밀도 높은 LDL 콜레스테

롤 및 HDL 콜레스테롤도 호전되었다[12].

3) 지방간

비알코올지방간에서는 생활습관교정 및 체중감량이 필수

적이지만, 당뇨병 경구치료제 중에 인슐린민감제가 도움이 된

다고 알려져 있다. 2형당뇨병에서 많이 사용되는 메트포민

은 간 조직학적 소견을 개선시키지는 못했지만[20], 피오글

리타존을 생검으로 입증된 비알코올지방간염(nonalcoholic 

steatohepatitis, NASH)에 투여한 3개의 임상 연구들을 종합

한 결과, 피오글리타존이 투여된 환자군(137명)은 위약군(137

명)에 비해 조직학적 섬유화가 호전되었다(odds ratio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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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1.02~2.77) [21].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간수치, 염

증 및 지방간을 개선하였다[22,23]. 로베글리타존은 고지방

식이로 유도한 비만한 mouse에게 4주간 투여한 결과 간에

서의 당신생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 감소, PPAR-α의 유도 및 

PPAR-γ의 전사후 변형, 지방산 β-산화와 관련된 유전자 발

현 증가 및 지방간의 조직학적인 호전을 보였다[24]. 로베글리

타존은 fibroscan으로 확인된 비알코올지방간을 가진 2형당

뇨병 환자 50명에게 24주간 투여 후 혈당 조절과는 별개로 

간수치 및 fibroscan의 지방간 점수(313.4 dB/m에서 297.8 

dB/m, P = 0.016)가 호전되었다[25]. 

4) 치매

2형당뇨병이 동반된 경우 치매의 위험이 높고, 당뇨병의 조

절은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형당뇨병에서 관찰되

는 여러 대사 이상들(주로 혈당, 혈압 및 지질)을 엄격하게 조

절하는 경우 치매의 위험을 감소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2형당

뇨병과 치매의 공통적인 병인으로는 인슐린저항성과 염증이 

있으며 저혈당도 치매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슐

린감작제이며 항염증작용을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저혈당 위험

이 없는 경구 혈당강하제인 TZD는 알츠하이머병/혈관성 치

매 모두의 발병 위험을 낮출 것으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몇

몇 연구들에서는 TZD의 알츠하이머병 증상 개선 확인에 실패

하였지만, Watson 등[26]은 기억상실형 인지기능장애 또는 경

증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 6개월간 로시글리타존을 투

여 후 인지기능의 호전과 알츠하이머병 관련 지표인 아밀로

이드-베타 농도의 안정화를 보고하였다. Heneka 등[27]은 

2004~2010년 14만 명 이상의 60세 이상 독일 국민을 대상으

로 관찰한 결과, 당뇨병이 없는 그룹과 비교할 때 장기간 피

오글리타존을 치료받은 당뇨병 그룹이 치매의 상대적 위험도

가 오히려 47% 더 낮았고 피오글리타존을 치료받지 않은 당

뇨병 환자에서 치매 위험이 23% 더 높았다. 

5) 2형당뇨병의 예방

당뇨병전단계는 위험인자를 동반하여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당뇨전단계 환자에게 적극적 생활습

관 중재를 통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지만, 

약물중재를 통한 당뇨병 위험인자 관리 역시 당뇨병 발생 위

험을 유의하게 줄였다. 현재까지 TZD를 포함한 메트포민, 알

파글루코시다아제억제제, 글루카곤유사펩티드-1수용체작용

제 등의 혈당강하제, 그리고 올리스타트, 로카세린 등 비만치

료제의 당뇨병 예방효과가 확인되었다[2]. 공복혈당장애 혹은 

내당능장애를 대상으로 한 DREAM (Diabetes REduction 

Assessment with ramipril and rosiglitazone Medication) 

trial에서는 로시글리타존 8 mg를 3년간 투여한 군이 대조군

보다 60% 당뇨병 발생이 감소되었고,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의 내당능장애를 대상으로 한 ACT Now (Actos Now 

for the Prevention of Diabetes) 연구에서 피오글리타존 45 

mg 투여군이 대조군보다 72% 당뇨병 발생이 감소되었다

[28,29]. 

4. TZD의 부작용

1) 체중증가

TZD 계열 약물 투여로 약 2~3 kg 정도의 체중증가가 발

생하는데, 로베글리타존 단독요법의 경우에도 위약대비 1.5 

kg 체중증가가 관찰되었다[1]. 설포닐유레아, 인슐린과의 병용 

시에는 체중증가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체중증가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내장지방이지만, TZD에 의한 지방 증가

는 인슐린저항성과 관련된 내장지방은 오히려 줄어들고 몸에 

해가 되지 않는 피하지방의 증가가 관찰된다. 

2) 체액 저류/부종

부종은 피오글리타존 단독요법의 경우 대조군의 1.2%보다 

높은 4.8%에서 관찰되며 인슐린과 병용요법 시에는 대조군

의 7.0%보다 높은 15.3%에서 발생한다. 혈장량 증가로 인한 

희석효과로 인해 약물 투여 4~12주 후에 혈색소 및 적혈구용

적률의 감소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큰 변화는 없다[1]. 특

히 인슐린이나 설포닐유레아와 병용요법 시에 부종 발생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TZD로 인한 울혈성 

심부전은 수분 저류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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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이나 이완기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 TZD

로 인한 수분 저류는 이뇨제와 TZD 용량 감량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뇨제와 TZD 용량 감량만으로 부종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TZD를 중단해야 한다. TZD는 신장과 장에

서 ion transport를 변화시키고, 미세혈관 투과성을 증가시켜 

부종을 일으킨다[30]. 또한 신장 피질 집합관에서 수분의 재

흡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부종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3) 심부전

PROactive 연구에서는 TZD 복용이 심혈관질환과는 관

계 없으나 심부전의 위험성이 증가함을 보였다. 심각한 심부

전은 피오글리타존 복용군(5.7% 발생)에서 대조군(4.1% 발

생)보다 더 의미 있게 많이 발생했다[31]. 최근의 메타분석 결

과에서도 피오글리타존 복용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47% 심

부전이 더 발생하였고,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도 48% 더 높았

다[32]. FDA와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는 심부전 환자(New York Heart 

Association [NYHA] III or IV)나 심부전의 과거력이 있는 환

자에서 TZD 사용을 금기로 하고 있으며, NYHA I, II의 심부

전 환자에서는 TZD를 조심스럽게 저용량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4) 방광암

피오글리타존은 2011년 초 방광암의 위험성 문제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전력이 있

다. 또한 FDA는 활동성 방광암 환자들에게 피오글리타존 제

제의 처방을 금지하였고, 방광암 발병 전력이 있는 환자들에

게 피오글리타존 제제를 처방할 때는 각별히 유의할 것을 권

고하고 있다. 방광암 위험과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가 되는 연

구 중 PROactive 연구에서, 피오글리타존 복용군에서 더 많

은 방광암 환자가 발생하였지만, 위약군에서 발생한 한 명의 

양성 종양을 제외하고서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2011

년 이후 PROactive 연장 연구결과에서는 위약 대비 피오글

리타존군에서 방광암 발생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

하기도 하였고, 19만여 명의 방광암 코호트연구에서는 방광

암 위험을 올리는 경향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3,34].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역학 연구에서 2

년 이상 사용한 경우 방광암 발병의 위험성이 20~40% 증가

하였고, 최근의 메타분석 연구 결과들에서도 피오글리타존의 

방광암 발생과의 연관성을 제시하였다[35-38].

5) 골절

피오글리타존은 골밀도 감소 및 골절의 위험성을 증가시

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중 PROactive study에서 남자 환

자는 피오글리타존 복용과 골절률과의 연관성이 없었으나, 

여자 환자의 경우 피오글리타존 복용군에서 골절률이 5.1% 

(44/870)로 대조군(2.5%, 23/905)에 비하여 높았다. 2007년 

FDA에서는 여성 2형당뇨병 환자에서 피오글리타존을 포함 

약제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시작할 경우 골절 위험을 고려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 환자에서

는 사지말단의 골절 위험성이 증가한다. Lim 등[39]은 로베

글리타존 복용 전에 비해 52주 후 허리와 골반의 골밀도를 

감소시키지는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22개의 연구를 

종합한 메타분석에서 TZD를 사용한 여성에서 2배의 골절 위

험도를 보였고[40], TZD의 사지말단의 골절 위험도는 중단

했을 경우 1~2년 사이 감소하였다(hazard ratio = 0.57; 95% 

CI 0.35~0.92) [41]. TZD에 의해 활성화된 PPAR-γ는 골수

에서 지방세포형성을 촉진하고, 골 생성을 감소시킨다. 그 외

에도 활동이 증가되는 파골세포의 분화, 골격근의 에너지 대

사에의 영향 등을 골밀도 감소 및 골절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42,43]. 피오글리타존의 골절 위험성 증가에 대해서는 전

향연구도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 또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결론

TZD는 지방조직, 간, 근육에서 인슐린저항성을 개선시키고 

포도당생성을 억제하면서 췌장 보호 효과를 가지는 인슐린민

감제로서, 혈당 개선효과 및 지속성, 낮은 저혈당 위험, 심혈

관계 안전 및 예방 효과, 지질대사 관점에서의 이익, 당뇨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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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및 최근 지방간, 치매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체액저류/

부종/심부전 및 방광암과 골절의 우려도 있다. TZD는 위험 

대비 이득을 고려하면 여전히 중요한 득이 실보다 많은 유용

한 약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겠으며,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절

한 선택 및 대처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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