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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global prevalence of type 2 diabetes mellitus (T2DM) is rapidly growing
worldwide, and accordingly, the number of patients with concomitant diseases is increasing.
Type 2 diabetes mellitus is closely related to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and in
this study, a meta-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apagliflozin on improving liver enzyme levels in NAFLD patients taking.

Methods : This study identified eligible trials based on MeSH terms in the PubMed, EMBASE,
and CENTRAL database published from 2012 to March 2020 that reported effects on liver outcomes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The primary outcomes were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nd fibrosis-4 (FIB-4) index scores and the second
outcomes were body mass index (BMI), and high-density lipoprotein (HDL) and low-density
lipoprotein (LDL) cholesterol levels.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SMD) was calculated at 95% confidence intervals (CIs), and fixed or random-effects models
were used to assess the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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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From the 423 records identified, seven articles with a total of 795 patients met the
inclusion criteria and were analyzed. Compared to the placebo or other diabetes medication
groups, patients treated with dapagliflozin showed significantly decreased adjusted mean
change in ALT levels (p=0.0002, SMD=-0.39), but no major difference was found in AST levels
(p=0.10, SMD=-0.24) or FIB-4 index scores (p=0.19, SMD=-0.11). BMI (p=0.008, SMD=-1.20)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ut the HDL and LDL cholesterol levels showed no major differences.

Conclusion : Reductions in the ALT levels and BMI by dapagliflozin suggest that it may help
prevent liver damage in type 2 diabetes patients with NAFLD. Although more research is needed, dapagliflozin may be a suitable treatment strategy for T2DM patients with non-alcoholic
fatty liver, which will provide a clinical reference for the treatment of T2DM.

[Key words] Type 2 diabetes mellitus, Dapagliflozin,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Meta-analysis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병존질환

cose cotransporter-2, SGLT-2) 억제제는 신

을 가진 사람의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세계보

장의 근위세뇨관에서 SGLT-2에 의한 나트륨, 포도

건기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980년 제2형 당뇨

당 재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환자의 혈당을 조절

병 유병률이 4.7%인 것에 비해 2014년에는 8.5%

한다.7)-9) SGLT-2 억제제인 dapagliflozin은 심

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국내 통계청 자료

각한 이상반응 없이 지속적인 당뇨병 치료 효과를 나

에서도 제2형 당뇨병 환자 수가 최근 5년 동안 꾸준

타낸다. 이는 간으로 기질 공급을 감소시켜 간에서

히 증가하여 2019년 280만 명을 넘어섰다.

특

중성지방 축적을 감소시키는 것에 의한 것으로 보이

히 병존질환으로 간질환을 가진 당뇨병 환자의 경우

며, 혈당 조절 및 인슐린 민감성 향상, 체중 감소의

약제를 선택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이는 제2형

복합적인 효과로 추정된다.10),11) 한 연구 결과에 따르

당뇨병 환자에게 1차 경구용 혈당강하제로 사용되는

면 dapagliflozin은 pioglitazone과 비교했을 때

metformin이 간질환 환자에게 심각한 젖산 산증

동등한 정도의 혈당 조절, 간 기능의 정상화, 간 염

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3)

증 및 섬유화 감소 효과를 나타냈고, dapagliflozin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동반질환 유병률을 확인하

을 투여한 군에서만 체중 감소가 보고되었다.9) 또한

는 연구에서는 간 기능 이상 유병률이 25.7%로 나

Dong Wang 등의 연구에서는, 저지방식단과 서양

타났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식식단을 섭취한 C57BL/6J 마우스에게 각각 26주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nonalcoholic fatty liv-

동안 dapagliflozin을 복용시켰을 때, dapagli-

er disease, NAFLD)이 흔하게 나타난다고 보고

flozin이 간손상과 간 내 지질 축적 완화 및 간 섬유

되기도 했다.4),5) 또한, NAFLD의 유병률과 비만,

화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12) 이는 dapa-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당뇨병 등 연관 인자들에

gliflozin이 지방간 발생을 예방한다고 추론할 수

대한 연구에서는 당뇨병이 가장 중요한 연관 인자

있다.

1),2)

(OR=2.950, p<0.001)로 나타났다.

현재 SGLT-2 억제제와 NAFLD의 개선 효과에

6)

NAFLD의 약물치료에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 약물,

대한 연구는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항산화제, 고지혈증 치료제 등의 약물이 사용되는

연구에서는 NAFLD를 병존질환으로 하는 제2형 당

데, 이 중 나트륨-포도당 공수송체(sodium-glu-

뇨병 환자에서 SGLT-2 억제제 중 dapaglifloz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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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복용한 환자의 간수치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자 체

(1)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 아닌 경우

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행 연구

(2)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연구 대상이 아닌 경우

결과를 종합하여 NAFLD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

(3) 간질환과 관련이 없는 경우

해 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alanine amino trans-

(4) Dapagliflozin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ferase, ALT),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효소(as-

(5) 메타분석 연구인 경우

partate aminotransferase, AST), Fibrosis-4
(FIB-4) 지수,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제목과 초록만으로 적합한 논문인지 판단하기 어려

BMI), 고밀도 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high-den-

운 경우 원문을 검토하여 2차 배제를 진행하였고, 원

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저밀

문을 확인하기 전 배제 기준을 정하여 2인 이상의 연

도 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low-density lipopro-

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최종 선택된 문헌은

tein cholesterol, LDL-C)을 확인 지표로 선정하

연구자 간의 교차 검증을 통해 선택 결과의 일치 여

고 그 변화를 관찰하였다.

부를 확인하였고, 선택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연구

13)-16)

자 간 논의를 통해 최종 선택 여부를 결정하였다. 배
제 사유가 배제 기준에서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 주

연구방법

요한 한 가지 사유로 분류하였고, 그 배제 기준은 다
음과 같다.

1. 문헌수집 및 선정/제외

(1)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Dapagliflozin의 NAFLD를 가진 제2형 당뇨병

(2) 연
 구 대상의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75세 이

환자에서의 지방간 개선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

상인 경우

고찰을 수행하기 위해 PubMed, EMBASE, Co-

(3) 간
 기능에 대한 적절한 평가 도구가 제시되지 않

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

은 경우

als (CENTRAL)을 검색 대상 데이터베이스로 선정

(4) 논문의 전문을 구하지 못한 경우

하였으며, 2012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출판된

(5) 아직 연구가 진행중이거나 학회 초록만 있는 경우

논문을 대상으로 문헌검색을 진행하였다. 검색어는

(6) 임
 상시험이 아닌 경우(동일한 임상시험에서 여

PubMed의 MeSH 용어를 기반으로 조합하였으며,

러 논문이 출판된 경우는 데이터가 가장 자세히

‘dapagliflozin’, ‘Sodium-Glucose Trans-

기록된 하나의 논문만을 포함함)

porter 2 Inhibitors’, ‘Liver’, ‘Fatty Liver’,
‘Liver Cirrhosis’, ‘Fibrosis’ 등의 단어를 사용

최종 선택 문헌의 서지 정보 및 연구 유형, 연구 기

하였다. 실제 검색은 ‘(“dapagliflozin” OR “So-

간 및 시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내용,

dium-Glucose Transporter 2 Inhibitors”)

중재 및 비교 중재의 용량 및 용법, 결과 변수 등에 대

AND (“Liver” OR “Fatty Liver” OR “Liver

한 정보가 사전에 표준화된 양식을 따라 추출되었다.

Cirrhosis” OR “Fibrosis”)’으로 진행되었다.
문헌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2. 문헌의 질 평가

(1)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코호트 연구와 같은 연
구 설계 형태를 모두 포함

문헌의 질 평가는 Cochrane에서 개발한 Risk of

(2) 환자군은 20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으로
NAFLD가 병존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로 함

bias (RoB) 1.0 도구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평
가자 간 불일치는 문헌의 질 평가 과정에서 적었던 사
유를 바탕으로 해결하였다. 평가자는 각 항목에 대하

수집된 문헌의 선정기준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

여 비뚤림 위험이 ‘높음’(high risk), ‘낮음’(low

해 2인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

risk), ‘불확실’(unclear risk) 세 가지로 나누어

여 1차 배제를 진행하였고, 배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판단했다. ‘비뚤림 위험 불확실’(unclear ris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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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은 비뚤림에 대한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
우가 해당되었다.

17),18)

연구결과

‘Other bias’ 부분은 원문을

바탕으로 6개 영역 이외의 비뚤림의 가능성을 확인하

1. 대상문헌

여 high risk로 분류하였다.
3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2020년 3월 총 423편의
문헌이 검색되었고, 중복 문헌을 제외하여 390편이

3. 데이터 추출
각 연구에서 ALT, AST, FIB-4 지수, BMI,
HDL-C, LDL-C의 변화에 관한 데이터를 추출하였
다. NAFLD의 직접적인 개선을 살펴보기 위한 1차
지표로 ALT, AST, FIB-4 지수를 선정하였으며,
BMI, HDL-C, LDL-C은 NAFLD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2차 지표로 선정하여 그 정보
를 추출하였다.

었다. 제목과 초록을 통해 1차 배제를 진행한 후 남
은 97편의 전문을 검토하여 최종 7편이 최종문헌으
로 선정되었다(Fig. 1). 총 795명의 환자를 대상으
로 메타분석을 진행하였고, 분석에 포함된 환자의 기
본 특성과 환자의 초기 간 기능 관련 수치 등을 확인
하였다(Table 1). Gastaldelli A 등의 연구는 추
적기간이 가장 길 뿐만 아니라 대상 환자의 수도 가장
많았으며, Choi DH 등의 연구는 유일한 코호트 연

13),19)

구로써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의 환자
를 관찰한 결과를 보여주었다.22),23) Latva-Rasku

4. 통계적 분석
결과는 Review manager 5.3 (The Cochrane
Collaboration)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도출하였
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지표는 연속형 변수
이므로 개별 연구들에서 추출된 중재군과 대조군 각
각의 대상 환자 수, 평균, 표준편차에 대한 정보의 가
중치를 부여하여 표준화된 평균차(Standardized
Mean Difference, SMD)를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s, CIs)에서 계산하고, 숲 그림
으로 나타내었다.20) 개별 분포는 중재군(dapagli-

A 등의 연구에서 추적 관찰 기간이 가장 짧았으며,
Eriksson JW 등의 연구는 평가 지표 중 BMI의 정
보만을 포함하고 있었다.24),25) 비무작위 배정 임상시
험 연구이지만, Tobita H 등의 연구와 Kurinami
N 등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모든 평
가 지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연구인 Shimizu M 등의 연구 또한 모든 평가 지표
를 포함하고 있었다.26)-28)
2. 연구의 질 평가

flozin 복용군)과 대조군(위약 복용군, 비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약제 복용군)이다. 1차 평가변수
로는 간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ALT, AST,
FIB-4 지수를 선정하였고, 2차 평가변수로 지방간
의 병리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BMI,
LDL-C, HDL-C를 선정하였으며, 각 지표에 대해
치료 전 기저치 대비 치료 후 변화에 대한 군간 차이
를 변량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간의 이질성에 대한 평가는 Higgins의 I² 통계량을
이용하였으며, 0% ≤ I² ≤ 40%이면 통계적 이질성
이 낮은 것, 30% ≤ I² ≤ 60%이면 중간정도의 이질
성이 있는 것, 50% ≤ I² ≤ 90%: 이질성의 가능성
이 있는 것, 75% ≤ I² ≤ 100%이면 이질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17),21)

7개의 연구에 대해 비뚤림 위험을 평가하였다. ‘탈
락 비뚤림’은 임상시험 중간에 탈락한 숫자가 많거나
탈락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비뚤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류하였고 Eriksson JW 등의 연구와
Gastaldelli A 등의 연구, Tobita H 등의 연구가
해당되었다.29) ‘선택 비뚤림’ 평가에서는 연구 설계
형태가 코호트 연구인 Choi DH 등의 연구와 비무작
위 배정 임상시험 연구인 Kurinami N 등의 연구와
Tobita H 등의 연구는 비뚤림 위험이 높다고 평가
하였다(Fig. 2, 3). Latva-Rasku A 등의 연구는
모든 영역에서 비뚤림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riksson JW 등의 연구에서는 판단의 근거가 충분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구방법에 언급
된 주요 결과지표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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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dentified through database searching (n=423)
∙EMBASE (n=331)
∙MEDLINE (n=79)
∙Cochrane Library (n=13)

Sources after duplicates removed (n=392)

Soueces excluded by title and abstract evaluation (n=295)
∙Animal/cell models (n=91)
∙Non-type 2 diabetes mellitus patient (n=41)
∙Studies without fatty liver disease (n=74)
∙Not Dapaglifozin (n=83)
∙Meta-Analysis (n=6)

Full texts excluded (n=90)
∙Non-English language (n=3)
∙Patient under 20 and over 75 (n=1)
∙Not evaluate fatty liver disease (n=9)
∙Non clinical trials (n=41)
∙Other drug intervention but not Dapaglifozin (n=11)
∙Ongoing study (n=1)
∙Conference Abstract (n=12)
∙No full text (n=12)

Full texts assessed for futther evaluation (n=97)
∙EMBASE (n=84)
∙MEDLINE (n=7)
∙Cochrane Library (n=6)

Studies included in Meta-Analysis (n=7)

Fig. 1 Study flow diagram

‘선택적 결과보고’에 대한 선택 비뚤림 위험이 낮다
고 판단하였다.

2차 지표로 선정한 BMI와 HDL-C 및 LDL-C
에 대해서도 dapagliflozin 복용군과 대조군에 대
해 치료 전 기저치와 종료시점의 수치를 비교하여 그
차이(SMD)를 확인하였다. BMI를 결과변수로 나타

3. 1차 지표 평가

내는 4편의 연구에서는, BMI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간 기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ALT와 AST,

게 감소하였으나, 이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B-4를 1차 지표로 선정하고, dapagliflozin

(SMD: -1.20 [95% CI: -2.10, -0.31], I²=82%,

복용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치료 전 기저치와 종

P=0.008)(Fig. 7). 4편의 연구에서 함께 보고된

료시점의 수치를 비교하여 그 차이(SMD)를 확인하

HDL-C (SMD: 0.05 [95% CI: -0.22, 0.32],

였다. ALT 수치를 보고하고 있는 6편의 연구에 대

I²=56%, P=0.70)과 LDL-C (SMD: -0.07

한 메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나타

[95% CI: -0.33, 0.20], I²=0%, P=0.63)는

났다(SMD: -0.39 [95% CI: -0.60, -0.19],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8, 9). 이때

I²=25%, P=0.0002)(Fig. 4). 또한 AST 수치를

Kurinami N 등의 연구에서 HDL-C과 LDL-C 수

포함한 6편의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서는, 통

치의 단위가 ‘mmol/L’로 표현되어 다른 연구들의 단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SMD:

위와 통일되도록 ‘mg/dL’로 변환하여 계산하였다.

-0.24 [95% CI: -0.52, 0.05], I²=55%, P=0.10)
(Fig. 5). 4편의 연구에서는 FIB-4 지수를 메타분

고찰

석한 결과, 기저치와 종료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SMD: -0.11

본 연구는 NAFLD가 병존하는 제2형 당뇨병환자

[95% CI: -0.28, 0.05], I²=0%, P=0.19)(Fig.

에서 dapagliflozin 복용 후 간수치 개선 효과를 나

6).

타내는 임상 지표들에 대해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NAFLD은 간경변 및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4. 2차 지표 평가

는 간 섬유화를 동반한 경우에 가능성이 증가한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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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included studies
Author, Year

Study
design

Intervention

Comparision

Study
length

Patients
(n, Intervention)

Patients
(n, comparison)

Tobita H et al. 2017

nRCT*

Dapagliflozin
(5 mg/day)

-

24
weeks

11

-

Shimizu M et al. 2019

RCT†

Dapagliflozin
(5 mg/day)

Non-SGLT-2
inhibitor

24
weeks

33

24

Latva-Rasku A et al.
2019

RCT

Dapagliflozin
(10 mg/day)

Placebo

8
weeks

15

16

nRCT

Dapagliflozin
(5 mg/day)

Non-SGLT-2
inhibitor

6
months

28

27

Gastaldelli A et al. 2020

RCT

Dapagliflozin

Placebo

28 weeks,
52 weeks

228

227

Eriksson JW et al. 2018

RCT

Dapagliflozin

Placebo

12
weeks

20

20

Cohort
study

Dapagliflozin
(10 mg/day)

DPP-4
inhibitor

12
weeks

-

50

Kurinami N et al. 2018

Choi DH et al. 2018

Mean
age
(years)

Mean
BMI
(kg/m2)

Mean
HBA1c
(%)

Mean
FIB-4
index

53

31

7.4

1.83

52

Shimizu M et al. 2019

56.2

27.6

8.37

1.32

Latva-Rasku A et al.
2019

62

32.1

7.0

-

Kurinami N et al. 2018

56

27.4

7.6

Gastaldelli A et al. 2020

53.8

33.2

Eriksson JW et al. 2018

65.5

Choi DH et al. 2018

50.7

Author, Year
Tobita H et al. 2017

Mean
ALT
(U/L)

Mean
AST
(U/L)

116

59

52

49.7

108.1

38

28

-

-

50

30

1.17
2.07
1.21			
(mmol/L) (mmol/L)

26.5

25.0

9.3

1.0

-

-

26.4

21.3

31.2

7.41

-

-

-

-

-

28.56

8.3

-

48.5

102.3

51.9

36.3

*nRCT: non-RCT,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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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isk of bias graph

Fig. 3 Risk of bias summary

따라서 섬유화 정도의 예측이 중요한데, NAFLD에

ALT 상승, 알부민뇨 등이 있는데, 특히 BMI의 작은

서 이를 예측하는 여러 도구 중 FIB-4 지수는 다양한

변화는 인슐린 민감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

인종에서 검증된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며, 나

고되기도 하였다.32),33) 이와 같은 문헌을 토대로 1차

이, 혈소판, AST, ALT로 이루어진 간단한 수식이

및 2차 지표를 선정하여 확인한 결과, NAFLD의 직

다.30)-32) 또한, 간 섬유화 정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

접적인 개선을 보여주는 지표인 AST, ALT, FIB-

는 변수로는 당뇨병 유병기간, BMI, 낮은 HDL-C,

4 지수 중 ALT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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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orest plot depicting the ALT level

Fig. 5 Forest plot depicting the AST level

Fig. 6 Forest plot depicting the FIB-4 index

Fig. 7 Forest plot depicting the BMI

확인하였다(p=0.0002, I²=25%). 이는 일부 연구

판단되므로 지방간에 대한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더

에서 ALT 수치를 이용하여 NAFLD의 진행을 예측

많은 피험자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FIB-4 지수

한다는 결과와도 관련된다.

AST의 경우 이질

의 경우 dapagliflozin 처리 전과 후에 차이가 있

성이 55%로, 실제적으로 이질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메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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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orest plot depicting the HDL-C

Fig. 9 Forest plot depicting the LDL-C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p=0.19). NAFLD

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택 비뚤림은 무작위

의 개선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배정되지 않은 연구들이 포함되었고, 탈락 비뚤림은

1차 지표들 중 유일하게 ALT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연구의 시작시점에 비해 종료시점의 탈락률이 높은

유의한 결과로서 관찰되었지만, dapagliflozin이

경우가 해당되었다.

NAFLD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메타분석의 한계점은 대상 문헌
이 적어 dapagliflozin 제제가 지방간 개선에 효과

NAFLD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2차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선정한 지표들

지표로 선정한 BMI, HDL-C 및 LDL-C 중 BMI

에 대한 분석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과, 문헌

에서 dapagliflozin 투여 전과 후의 차이가 가장

의 비뚤림 위험이 높은 연구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SMD> 0.7), 통계적 유의성

다. 또한 지방간의 개선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

도 확인되었다(p=0.008). 하지만 상당히 높은 이

리기 위한 직접적인 조직검사 자료나 영상검사자료

질성(I²=82%)이 있다고 판단되어 dapagliflozin

가 보고되었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

의 BMI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을 것으로 생각된다.19) 그러나 NAFLD를 병존질환

료된다. BMI가 높은 지방간 환자의 경우 간 지방

으로 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간 기능 개선을 나

침윤이 더 심해지고 지질 과산화가 증가하여 결과적

타내는 지표인 ALT와 지방간의 병리적 변화를 확인

으로 간경변과 말기 간질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할 수 있는 지표인 BMI 모두에서 dapagliflozin을

NAFLD 환자에서의 BMI 감소는 중요한 요인이며,

투여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확인되었으

따라서 dapagliflozin이 NAFLD 예방에 효과를

므로 간질환 개선 효과에 대한 dapagliflozin의 가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36) 반면, HDL-C (p=0.70)

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가 연구를 통

과 LDL-C (p=0.63)의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해 dapagliflozin이 NAFLD가 병존하는 제2형 당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뇨병 환자에서 새로운 약물치료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문헌의 질 평가 결과 선택 비뚤림과 탈락 비뚤림 위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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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examinees. The Korean Journal

결론

of Medicine. 2006;70(1):26-32.
우리는 병존질환으로 NAFLD를 가진 제2형 당뇨
병 환자에게 dapagliflozin을 투여하였을 때 지
방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다. 메타분석 결
과 dapagliflozin이 ALT 수치와 BMI를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dapagliflozin이 NAFLD 예방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하지만 간에 대한 직접적
인 조직검사나 영상검사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
계가 있어, dapagliflozin과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
를 통해 NAFLD가 병존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
게 적절한 약물치료 전략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7) Park SY, Ryu DH, Kwon JE et al. Comparisons of Efficacy Between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Inhibitors
and Dipeptidyl Peptidase 4 Inhibitors
Add-on to Metformin Therapy in Type
2 Diabetes Mellitus Patients. Journ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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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ark SH. Behavior and drug treatment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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