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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Dapagliflozin, an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inhibitor, is an oral antidiabetic
agent that controls plasma glucose levels by facilitating the excretion of glucose in the urine and its
usage is on the rise. However, safety concerns with dapagliflozin have increased because of reports of
adverse events, such as dehydration and acute kidney failure. Therefore, We studied the pattern of
adverse events and the therapeutic effects of dapagliflozin for the safe use of the antidiabetic agent.

Methods : A retrospective analysis was performed by reviewing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of type 2
diabetes patients who had been prescribed dapagliflozin in endocrinology medicine at St. Mary's Hospital
between January 1st and December 31st, 2015. We reviewed records of adverse events and changes in
hemoglobin A1c (HbA1c), fasting glucose levels, body weight and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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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There were a total of 589 patients in this study. Ninety-three patients experienced adverse
events. Among these, 91 patients had taken dapagliflozin with other antidiabetic agents. Fifty-seven
patients experienced adverse events within six months after taking dapagliflozin. The proportion of
adverse events occurred in patients with metabolic and nutritional disorders, urinary system disorders,
skin and appendage disorders, gastrointestinal system disorders at frequencies of 26.3%, 18.4%, 12.3%,
and 12.3% respectively. Skin and appendages disorders and reproductive disorders were more common in
females than in males (P 0.05). There were no serious adverse events. HbA1c, fasting plasma glucose,
body weight and eGFR decreased by 0.65%, 25.66 mg/dl, 2.27kg, 0.73 mL/min/1.73 m2, respectively, from
baseline to the first visit.

Conclusions : Dapagliflozin was effective with no serious adverse drug effects. This study found that
skin and appendage disorders and reproductive disorders were more common in females. In terms of
effectiveness, dapagliflozin decreased body weight, as well as plasma glucose.

[Key words] Dapagliflozin, SGLT2 inhibitor, ADR (Adverse Drug Reaction), HbA1c

제 2형 당뇨병은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또는

는 신장 근위세뇨관의 segment S1에 주로 위치해 있

8시간 이상 공복 혈장 혈당(Fasting plasma glucose,

는데 SGLT2 저해제는 이를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이

FPG)이 126 mg/dl 이상 일 때 진단된다. 또한 75 g 경

를 통하여 신장에서의 포도당 재흡수를 감소시켜 소변

구 포도당 부하 2시간 후 혈장 혈당이 200 mg/dl 이상

으로 포도당의 배설을 촉진하여 혈당을 낮추게 된다.4)

이거나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인 다뇨, 다음, 체중감

SGLT2 저해제는 혈당강하 효과 뿐만 아니라 체중 감

소가 나타나고 임의 혈장 혈당이 200 mg/dl 이상 일

소 효과가 크며, 심혈관계 질환 위험의 감소에도 효과

1)

때 진단 가능하다. 2015년 국제당뇨연합이 발표한 통

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이에 관한 연구 또한 현재 활발

계 내용에 따르면, 전세계 당뇨병 유병률은 성인 11명

히 진행 중에 있다.5),6) 2015년 미국임상내분비학회에서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40년에는 환자의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HbA1c가 7.5% 미만일

수가 증가되어 10명 중 1명이 당뇨병 진단을 받을 것으

경우 생활요법과 함께 혈당강하제의 단독요법 적용을

2)

권고하고 있는데, 이 때 metformin, GLP-1 수용체 작

로 예측하였다.

이처럼 당뇨병의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혈

용제, SGLT2 저해제, DPP-4 저해제, α
-glucosidase

당 조절 약제들이 개발되었으며, 효과적인 혈당 조절을

저해제, thiazolidinedione, sulfonylurea의 순으로

위해 다른 기전을 가진 여러 당뇨약제를 병용하여 쓰고

선호도에 차등을 두었다. 권장 순위를 보면 SGLT2 저

있다. 현재 metformin이 당뇨병의 1차 치료약물로 사

해제가 선호도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용되며, sulfonylurea, thiazolidinedione, α
-glu-

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당뇨병 약물 프로파일에 따르면

cosidase 저해제, dipeptidyl peptidase-4 (DPP-4)

SGLT2 저해제는 저혈당 유발 가능성이 낮고 체중감

저해제, glucagon-like peptide-1 (GLP1) 수용체 작

소의 효과가 크지만, 비뇨생식기 감염 및 low density

용제, insulin 등이 단독 혹은 병용되어 사용된다.

lipoprotein (LDL) 증가의 위험이 있다고 제시되어 있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SGLT2) 저해

다.7)

제는 새로운 기전의 경구 당뇨약제로서 insulin 작용과

Dapagliflozin은 SGLT2 저해제로서 2013년 유럽에

는 독립적으로 신장에서 선택적으로 작용한다.3) SGLT2

서 승인 받았으며, 2013년 국내 및 2014년 미국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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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승인

2. 조사 항목

을 받아 현재 시판 중에 있다. Dapagliflozin은 단독 또
는 metformin, glimepiride, sitagliptin, pioglita-

본 연구는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후향적 검토 방식으

zone 및 insulin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연구들에

로 진행되었다. 대상환자의 성별, 나이, 동반질환(고혈

서 HbA1c를 0.5%에서 0.8%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성 신장질환, 당뇨병성 신경

보였다. 또한 공복혈당은 평균 17~33 mg/dL 감소하

질환, 당뇨병성 망막질환의 유무), HbA1c, FPG, 체

였고 식후 혈당 역시 의미있게 감소되었다. 체중은 2.5~

중을 확인하였다. 또한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를 통해

3.2kg 감소하였고 수축기 혈압은 2~9 mmHg, 이완기

계산된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5)

혈압도 2 mmHg 감소하였다. Dapagliflozin은 제 2

(eGFR, calculated by MDRD equation)을 통하여 신

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의 2제요

기능을 확인하였다. 약제 투여 정보로서 dapagli-

법으로 metformin 또는 sulfonylurea와의 병용 사용

flozin의 병용약물과 투여기간을 조사하였다. Primary

이 급여 인정되었으며,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투여에도

outcome은 dapagliflozin 복용 후의 이상반응 발생율

HbA1c 7% 이상인 경우에 insulin과의 병용요법도 인

및 현황을 통한 안전성의 확인이었고, World Health

정되었다.8)

Organization-Uppsala Mornitoring Center

그러나 2015년 1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

(WHO-UMC) causality category에 따라 약물 부작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용 인과관계를 평가하였다. Secondary outcome으로

PMDA)에서 SGLT2 저해제와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dapagliflozin 복용 후 방문 별 HbA1c, FPG, 체중,

밝혀지지 않은 탈수로 인한 사망사례가 보고되었고,9)

eGFR을 조사하여 당뇨치료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어 2016년 6월, 미국 FDA에서는 SGLT2 저해제의
급성 신부전 유발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10) 또한 소

3. 통계 분석

변으로 당이 배설되는 SGLT2 저해제의 작용 기전 때
문에 요로감염 및 생식기계 감염의 위험성이 상대적으

이상반응의 위험인자 분석 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

로 높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실제 연구에서도 대조군에

하기 위하여 cox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효

비해 SGLT2 저해제 사용군에서 더 높게 보고되었다.11)

과 분석 시 방문 별로 각 수치의 변화가 기저 대비 통계

이에 본 연구에서는 dapagliflozin의 이상반응 발생 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황을 수집하여 부작용 발생 양상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wilcoxon signed rank sum test를 사용하였다. 각

혈당조절 분석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약물이상반응 예

항목에 대하여 p value가 0.05 미만일 경우 통계적인

방활동과 안전한 약물 사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연구 방법

단일기관 후향적 연구로, 임상시험심의위원회(Insti-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수행된
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
1. 대상환자

였다(과제번호: KC16RISE0710).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톨릭대

연구 결과

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에
서 dapagliflozin을 처방 받아 복용 중인 환자를 대상

1. 대상환자 특성

으로 하였다. 이중 제 1형 당뇨병 환자와 dapagli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dapa-

flozin 첫 처방 이후 방문 기록이 없는 환자는 제외하
였다.

gliflozin을 처방 받아 복용한 환자 중 제 1형 당뇨병
환자와 dapagliflozin 첫 처방 이후 방문 기록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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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at baseline
n (%)
Gender

Age (yr)

Complication

Male

260 (44.1)

Female

329 (55.9)

65

473 (80.3)

≥65

116 (19.7)

None

63 (10.7)

Hypertension

299 (50.8)

Dyslipidemia

464 (78.8)

DM* Nephropathy

106 (18.0)

DM Neuropathy

103 (17.5)

DM Retinopathy

31 (5.3)

Antidiabetic drug

Concomitant drug
Antihypertensive drug

Dyslipidemic drug

None

11 (1.9)

2

182 (30.9)

3

300 (16.1)

4

95 (16.1)

5

1 (0.2)

NO

300 (50.9)

YES

289 (49.1)

NO

139 (23.6)

YES

450 (76.4)

*Diabetes Mellitus

환자를 제외한 환자수는 총 589명이었다. 여성이 329

당뇨약제를 복용한 환자는 91명(97.8%)으로 대상환자

명(55.9%)으로 남성보다 많았고 나이는 65세 미만이

전체 특성과 유사하였고 57명(61.3%)에서 복용 후 6개

473명(80.3%)이었다. 동반질환으로는 이상지질혈증을

월 이내에 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 이상반응을 경험한

동반한 경우가 464명(78.8%)로 가장 많았고 dapa-

환자의 40%는 dapagliflozin 투여를 유지하였으나,

gliflozin 외 다른 당뇨약제를 복용한 환자는 578명으

60%는 투여를 중단하였다. 투여를 중단한 환자의 31%

로 약 98%의 환자가 2제 이상의 당뇨약제를 병용하였

는 다른 당뇨약제로 변경하였는데(Fig. 1), 변경약제로

다(Table 1).

DPP-4 저해제(65.5%)가 가장 선호 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Fig. 2).

2. Primary outcome

Dapagliflozin 복용 후 이상반응의 발생 양상을 WHO
-ART 092 version의 신체기관계분류(System organ

Dapagliflozin 복용 환자 중 93명(15.8%)에서 114례

class, SOC)로 분류하면 대사 및 영양 질환이 30례

의 이상반응이 발생하였고 이중 dapagliflozin 외 다른

(26.3%), 비뇨기계 질환이 21례(18.4%), 피부와 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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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intenance of dapagliflozin after occurring adverse effects (n=93)

Fig. 2 Switching dapagliflozin into another antidiabetic agent (n=29)

관 장애 및 위장관계 장애가 각 14례(12.3%) 순으로 나

이상반응의 주요 위험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환자들

타났다(Table 2). 주요 이상반응 중 대사 및 영양 질환

의 나이, HbA1c, 성별과 발생율 상위 이상반응간의

으로는 체중감소 17례, 저혈당 11례, 탈수 및 체중증가

hazard ratio를 비교하였다(Table 3). 피부와 부속기

가 각 1례씩 보고되었으며, 비뇨기계 질환으로는 다뇨

관 장애 및 생식기능 장애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7례, 빈뇨 5례, 요로감염, 배뇨곤란, 야간뇨 각 2례, 혈

hazard ratio가 17.4(95% CI, 2.34, 129.2)로 높게 나

청크레아티닌 증가, 단백뇨, 방광염 각 1례가 보고되었

타났다(P 0.05).

다. 이어 피부와 부속기관 장애로는 외음부 가려움증 6

약물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평가 결과 값은 이상반응

례, 생식기 가려움증 4례, 가려움 2례, 야간피부소양증

이 발생한 93명 중 74%가 possible, 22%가 probable/

및 두드러기 각 1례가 나타났으며, 위장관계 장애로는

likely, certain, unlikely가 각각 2%로 평가되었고 의

구갈 6례, 설사 및 오심 각 2례, 소화불량, 구내염, 구

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토, 변비 각 1례가 보고되었다.

에 따른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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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dverse drug reactions*
n (%)
Metabolic and nutritional disorders

30 (26.3)

Urinary system disorders

21 (18.4)

Skin and appendages disorders

14 (12.3)

Gastro-intestinal system disorders

14 (12.3)

Central and peripheral nervous system disorders

12 (10.5)

Reproductive disorders

11 (9.6)

Psychiatric disorders

5 (4.4)

Body as a whole general disorders

5 (4.4)

General cardiovascular disorders

1 (0.9)

Resistance mechanism disorders

1 (0.9)

*WHO-ART 092 version

Table 3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incidence of adverse drug reactions
Skin and appendages
disorders
/ Reproductive disorders

Metabolic and
nutritional disorders

Urinary system
disorders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Age (≥65 )

1.57 (0.67, 3.66)

0.296

1.02 (0.35, 3.01)

0.968

0.53 (0.12, 2.26)

0.388

HbA1c (≥8%)

2.13 (0.81, 5.59)

0.123

1.02 (0.42, 2.47)

0.973

2.49 (0.73, 8.50)

0.145

Gender (Female)

0.80 (0.39, 1.64)

0.54

17.4 (2.34, 129.2)

0.05

2.01 (0.78, 5.18)

0.149

*Hazard ratio
�
Confindence Interval

3. Secondary outcome

평균 일수는 방문 1이 93.5±45.0일, 방문 2가 194.9
±64.7일, 방문 3이 290.1±71.6일, 방문 4가 375.4±

Secondary outcome으로 dapagliflozin의 당뇨치료

78.2일 이었다. Dapagliflozin 복용 후 첫 번째 방문에

효과를 분석하였다. 평가요소로서 외래 방문 시 마다

서 평균 기저 대비 HbA1c는 0.65%, FPG는 25.66 mg/

측정한 HbA1c, FPG, 체중을 확인하였으며, 신기능에

dL, 체중은 2.27kg, eGFR은 0.73 mL/min/1.73 m2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시 마다 측정한 혈

감소하였고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청 크레아티닌 수치를 통하여 계산한 eGFR을 확인하

0.001). 각 방문별로 HbA1c는 기저 대비 평균 0.5~1%

였다.

감소하였으며, 체중은 기저 대비 평균 2~3kg의 감소

Dapagliflozin의 평균 투여 기간은 약 309.2일 이었

를 확인하였다. 또한 신기능 척도로서 살펴본 eGFR은

다. Dapagliflozin 첫 처방일로부터 다음 방문까지의

기저대비 ±0.5~1 mL/min/1.73 m2 정도 변화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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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rrogate markers and laboratory variables
Baseline�
Duration (days)
HbA1c� (%)

8.3±1.4 (569)

Visit 1�

Visit 2�

Visit 3�

Visit 4�

93.5±45.0 (580)

194.9±64.7 (493)

290±71.6 (370)

375.4±78.2 (231)

-0.7±0.6* (548)

-0.8±0.6* (474)

-0.8±0.6*(352)

-0.9±0.6*(219)

FPG§ (mg/dL)

165.8±53.5 (577) -25.7±25.4* (562) -26.5±25.1* (481) -30.7±24.1* (359) -26.3±26.4*(222)

Weight (kg)

75.3±14.7 (469)

-2.3±1.2* (396)

-3.0±1.5* (290)

-3.1±1.5* (213)

-3.0±2.8* (120)

91.5±20.2 (550)

-0.7±6.0* (532)

1.0±10.9* (454)

1.0±6.4* (341)

-0.5±6.9* (211)

¶

eGFR
(mL/min/1.73 m2)

*p 0.001 vs. baseline(Wilcoxon signed rank sum test)
�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in Baseline, mean difference±standard error in Visit 1, 2, 3, 4(number of patients).
Hemoglobin A1c; §Fasting plasma glucose; ¶estimated Glumerular Filtration Rate

�

연구에서는 dapagliflozin의 복용이 신기능에 미치는

다.16) 원시자료에서는 비뇨기계 질환이 78례로 제일 많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았고 대사 및 영양 질환이 66례, 위장관계 장애가 48
례, 피부와 부속기관 장애가 34례 보고 되었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던 근육-골격계 장애 11

고찰

례, 혈소판, 출혈, 응고 장애 3례, 간 및 담도계 질환 2
Dapagliflozin은 SGLT2 저해제로 신장에서 선택적

례, 호흡기계 질환, 혈관 질환, 심장 박동 장애 각 1례

으로 작용하여 포도당의 재흡수를 감소시켜 소변으로

가 보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7) 본 연구에서 확인

포도당의 배설을 촉진하여 혈당을 낮추는 기전의 당뇨

된 이상반응 114례를 WHO-UMC causality catego-

병 치료약으로 같은 계열약 중 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

ry로 부작용 인과성 평가를 확인한 결과 중대한 이상

5)

이 2013년에 가장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 선행된 이

반응은 없었고 98%에서 possible 이상의 인과성이 있

상반응 관련 연구에서 dapagliflozin은 위약 투여군과

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중 possible의 인과성 결과

4)

비교시 저혈당 발생위험은 비슷하고 생식기 및 비뇨

값이 7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계 감염 이상반응은 위약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13)-15)

이상반응 발생환자 중 dapagliflozin 투여를 중단하

하지만 탈수, 급성 신기능 손상 등의 안전성 문

거나 다른 당뇨약제로 변경한 비율은 60%였는데 da-

제들이 잇따라 발표됨에 따라9),10) 허가 이후에 안전성에

pagliflozin이 기존 1제 혹은 2제의 당뇨약제를 쓰고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apa-

있던 환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처방되고 있어서 환자가

gliflozin의 이상반응 발생양상 및 효과를 분석하여 안

이상반응을 호소할 경우 불편함을 고수하며 유지하기

전한 약물 사용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보다는 추가했던 dapagliflozin을 중단하고 혈당을 모

다.

본 연구에서 총 589명의 연구 대상자 중 93명의 환자
에서 114례의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며, 주요 이상반응

니터링 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은 대사 및 영양 질환, 비뇨기계 질환, 피부와 부속기관

Dapagliflozin의 탈수 위험성 및 신기능 이상과 관련

장애, 위장관 장애 등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4부터

된 이상반응을 본 연구에서 관찰한 결과, 탈수 증상이

2015년까지 2년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1례 보고되었으나, 이는 별다른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

324례의 dapagliflozin 원시자료와 유사함을 확인할

는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확인되었다. 기저 대비 da-

수 있었다. 원시자료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산

pagliflozin 복용 후의 eGFR 변화량은 ±0.5~1

으로 보고된 이상반응 보고 원자료를 스크리닝 및 데이

mL/min/1.73 m2 정도 변화하여 신기능에 미치는 영

터 클렌징을 통하여 분석 가능한 형태로 만든 자료이

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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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험인자를 인지하고 이를 교육하면 복약순응도를 향상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이뇨제를 병용하거나 노인환자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 경우 탈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당뇨의 합병증

환자의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의료진에게 이상반응

으로 신장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용약

경험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약사의 복약지도 역

물과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탈수 혹은 신기능 이상이 발

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

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에서의 dapagliflozin 복용

구는 장기간 사용 시 약물이상반응을 상회하는 치료상

과 관련하여 앞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이익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장기적으

각된다.

로 안전하게 dapagliflozin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

제 2형 당뇨환자 대상 SGLT2 저해제의 치료효과에

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한 17개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생식기 및 비뇨기계
부작용이 위약보다 위험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는데17)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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