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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상 호

초

록

서론: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환자에게

흔히

유병률이

동반되는

급증하고

고혈압,

있는

만성질환이다.

이상지질혈증

역시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만성질환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소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래를 방문한 65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혈당강하제의 처방양상 및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또는

이상지질혈증

유무에

따른

혈당강하제

처방양상을 분석한 관찰연구이다.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이용하여

1월부터

2010년

심사청구자료의

2011년

12월까지

환자표본자료를
2년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혹은 입원치료를 받은 제2형 당뇨병환자를
확인하고, 이들 중 외래를 방문하여 경구용 혈당강하제 또는 인슐린을
처방받은 65세 이상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상환자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고혈압(ICD-10, I10-I15)으로 진단받고
혈압약을 사용한 경우를 고혈압을 동반한 당뇨병환자로 정의하였고,
이상지질혈증(ICD-10, E78)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를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된

당뇨병환자로

정의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혈당강하제 처방양상을 일일상용량을 이용하여 비교하였고,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고혈압약제의

유무에
약효군별로

따른

혈당강하제

구분하여
i

처방양상을

처방양상을

살펴보고,

비교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을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로 나누어 혈당강하제 처방 분포를
파악하였다.

결과:
제2형 당뇨병으로 진료받고 나이가 65세 이상이면서 외래를 방문하여
인슐린을 포함한 혈당강하제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는 총 49,203명이
었다. 이때 처방된 총 처방전 개수는 445,949개였다. 이들 중 고혈압이
동반된 당뇨병환자는 38,085명(77.4%)이었고,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된
당뇨병환자는 29,894명(60.8%)이었다. 연구기간 동안 일일상용량을 이
용하여 혈당강하제 처방양상을 분석하였을 때, 가장 높은 처방량을 보인
의약품은 sulfonylurea였다. 고혈압 유무에 따른 혈당강하제 처방양상을
분석하였을 때, metformin과 insulin에서 처방률의 차이가 관찰되었고
(p<0.05), ACE억제제 혹은 ARB제제를 사용한 환자들에서 metformin
의 처방률이 높았으며(p<0.0001) metformin의 처방량 또한 많았다
(p<0.05). 이상지질혈증 유무에 따라 α-glucosidase inhibitor를 제외
한 대부분의 혈당강하제에서 처방률의 차이가 관찰되었다(p<0.0001).
지역별로 일부 지역에서 55%가 넘는 높은 sulfonylurea 처방률을 보여
주었고, 의료기관 종별로는 1차의료기관에서 sulfonylurea의 처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2차, 3차의료기관에서 metformin, meglitinide,
DPP-4 inhibitor, insulin의 처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론:
연구기간동안

65세

이상

당뇨병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된

혈당강하제는 sulfonylurea였다. 고혈압 또는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에서, 고혈압 유무에 따라 metformin의 처방률
차이가

관찰되었고,

특히

ACE억제제
ii

혹은

ARB제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metformin의 처방률이 높았고
처방량

또한

inhibitor를

많았다.
제외한

이상지질혈증
대부분의

유무에

따라

혈당강하제에서

α-glucosidase
처방률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혈당강하제 처방양상과 심혈관질환
예방효과를

비교하는

당뇨병환자에서

연구

혈당강하제

및

심혈관질환

사용에

따른

위험인자를
임상결과를

동반한
비교하고

심혈관질환 합병증의 발생 및 사망에 관계된 영향에 대한 약물역학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2형 당뇨병환자 진료에
도움을 주는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해야겠다.

주요어:

약물사용양상,

혈당강하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학 번: 2008 - 2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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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심혈관질환,

일일상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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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당뇨병(Diabetes mellitus)은 현대인의 식생활 변화와 비만의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만성 진행성 질환이다. 20세에서
79세까지의 당뇨병 유병률은 전세계적으로 2013년 기준 8.3%로 확인되고
있으며,

약

3억

8천

1백만명이

당뇨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약 2배 이상의 인구가 당뇨병에 이환될 것으로
예측된다(1).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발표한 미국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2014년 기준 9.3%로 지난 30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약 2천
9백만명이 당뇨병에 이환된 것으로 나타났다(2). 한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나타난

한국인에서

30세

이상

성인 당뇨병 유병률은 2001년

8.6%(남자 9.5%, 여자 7.9%)에서 2014년 10.2%(남자 12.6%, 여자
7.9%)로 증가하였다(3).

당뇨병은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및

기타

당뇨병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 중, 제2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의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

당뇨병의

치료에는

음식,

운동

등과

같은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진단 후 조기에 적극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약물치료는 크게 인슐린(insulin)과 경구용 혈당강하제(oral hypoglycemic
agent; OHA)로 구분되며, 경구용 혈당강하제의 경우 작용기전에 따라
인슐린감수성개선제(biguanide,
인슐린분비촉진제(sulfonylurea,
glucosidase

inhibitor)로

thiazolidinedione),
meglitinide),

구분한다.
1

탄수화물흡수

최근에는

글루카곤양

지연제(α펩티드-

1(glucagon-like peptide-1; 이하 GLP-1)을 이용한 GLP-1 유사체와
다이펩티딜 펩티다아제 IV(dipeptidyl peptidase IV; 이하 DPP-4) 억제제,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이용한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용체 2(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이하 SGLT-2) 억제제 등이 개발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당뇨병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고혈압은 그 자체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만성 진행성 질환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소 중 하나이다. 제1형
당뇨병환자 중 약 25%, 제2형 당뇨병환자 중 50% 이상에서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으며(4),

제2형

당뇨병을

동반한

고혈압환자에서

혈압을

철저하게 조절할 경우 당뇨병관련사망, 뇌혈관질환, 심근경색증, 당뇨병성
미세혈관병증이
당뇨병환자가
미만으로

감소된다고
고혈압이

하고,

혈압을

보고되었다(5).

동반되어

있는

조절하기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경우 목표혈압을

위해

140/80mmHg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차단제인 안지오텐신전환효소(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이하 ACE)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angiotensin-2 receptor blocker;
이하 ARB)를 일차약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상지질혈증 역시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소 중 하나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환자에서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되는 지를 최초진단 시 및 매년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동반되어

있을

경우

저밀도지단백(Low-density

lipoprotein;

LDL)콜레스테롤 수치를 100mg/dL 미만으로 조절하고 일차약제로 스타틴을
권고하고 있다(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2형 당뇨병환자들의 약물처방자료를 이용하여,
2

65세 이상 당뇨병환자들이 외래에서 처방받은 혈당강하제 처방양상 및
고혈압 또는 이상지질혈증 동반여부에 따른 처방양상을 분석한 관찰연구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대상을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혈당강하제
처방분포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혈당강하제 처방양상과
심혈관질환 예방효과를 비교분석하는 연구 및 고혈압 또는 이상지질혈증
같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한 당뇨병환자에서 혈당강하제 사용에 따른
임상결과를 평가하는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3

II.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자료의

환자표본자료(이하

심평원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혹은

입원치료를

받은

제2형

당뇨병환자를

확인하였다. 이들 중 외래를 방문하여 경구용 혈당강하제 또는 인슐린을
처방받은 65세 이상의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심평원
기준으로

표본자료는
1년간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진료받은

환자를

기초로

표본추출한

하여

진료개시일

연구목적의

자료로,

환자구분대체키를 부여하여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1년
단위

전체

환자의

약

3%인

140만명에

해당하는

빅데이터이다.

심평원표본자료는 명세서, 원내진료내역, 수진자상병, 원외처방내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내진료내역과 원외처방내역은 청구명세서일련번호, 용량 및
총 투약일수, 처방약물의 보험코드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명세서는
난수화한 개인식별번호, 청구명세서일련번호, 청구진단명, 요양개시일, 입원
외래 여부, 지역, 의료기관종별구분, 환자의 성별, 연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진단명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서

제정한

국제질병분류체계(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10th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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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ICD-10)를

골격으로

한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로

입력되어

있다.

약제급여목록은 연구기간 동안 건강보험 급여대상약물의 보험코드, 일반명,
제조회사, 상품명, 제형, 용량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표본자료의

명세서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환자 중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전국 의료기관 외래를 방문하여 제2형
당뇨병(ICD-10, E11)을 진단받고, 제1형 당뇨병(E10) 및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E12)으로 진단받지 않은 환자를 파악하였다. 그 외 당뇨병(E13(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상세불명의 당뇨병))의 경우라도 진단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2형 당뇨병(E11)으로 확인된 경우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들 환자들에
대한 원외처방내역 자료를 이용하여 외래에서 경구용 혈당강하제 또는
인슐린을

2번

이상

처방받고(6)

총처방일수가

14일

이상이거나,

1번

처방받더라도 총처방일수가 181일 이상인 환자를 파악하고, 이를 경구용
혈당강하제

또는

선정하였다.

그리고,

인슐린을

처방받은

대상환자가

환자로

관찰기간 동안

정의하고

연구대상자로

고혈압(ICD-10,

I10-

I15)으로 진단받고, 원외처방내역 자료를 이용하여 외래에서 혈압강하를
위한 약물치료를 2번 이상 처방받고 총처방일수가 14일 이상이거나, 1번
처방받더라도 총처방일수가 181일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환자로

정의하였다.

마찬가지로,

대상환자가

관찰기간

동안

이상지질혈증(ICD-10, E78)으로 진단받고, 지질강하를 위한 약물치료를
2번

이상

처방받고

총처방일수가

14일 이상이거나, 1번 처방받더라도

총처방일수가 181일 이상인 경우를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된 당뇨병환자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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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상약물 분류

대상약물인 혈당강하제는 인슐린과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포함하였다.
경구용 혈당강하제는 작용기전에 따라 간에서 포도당 합성을 억제하고
말초에서 인슐린감수성을 증가시키는 biguanide계, 근육, 간, 지방세포에서
인슐린감수성을

증가시키는

인슐린

분비를

직접

포도당

흡수를

thiazolidinedione계,

자극하는

억제하는

췌장의

sulfonylurea계와

α-glucosidase

베타세포로부터

meglitinide계,

inhibitor계,

혈당을

장에서
낮추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의 효과를 증강시키는 DPP-4 inhibitor계로 분류하였다.
Sulfonylurea계는 chlorpropamide,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gliquidone, tolazamide가 포함되었으며, biguanide계 약물로는
metformin,

thiazolidinedione계

약물로는

rosiglitazone,

pioglitazone이

포함되었다. α-glucosidase inhibitor계는 acarbose, voglibose, miglitol
등이

포함되었고,

meglitinide계

약물로는

repaglinide,

nateglinide,

mitiglinide가 포함되었다. DPP-4 inhibitor계 약물은 sitagliptin, vildagliptin,
saxagliptin, alogliptin, gemigliptin, linagliptin이 포함되었다. 한 제형 내에
두 가지 이상의 약효군 성분을 포함하는 복합제(combination drugs)는
sulfonylurea계와 biguanide계, 또는 thiazolidinedione계가 포함되어 있는
약물들과, biguanide계와 α-glucosidase inhibitor계, thiazolidinedione계,
meglitinide계,

또는

DPP-4

inhibitor계가

포함되어

있는

약물로

구성되었다(Table 1).

각각의 약제들은 용량에 따라 서로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어 사용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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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기 위해 일일상용량(defined daily dose; DDD)을 이용하였다(Table
2). 일일상용량이란 해당 의약품의 주성분별로 주요 적응증에 대하여 70kg의
성인 1인이 1일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유지용량(7)을 의미한다(8-9).
그러므로 일일상용량은 하나의 적응증을 위해 투여되는 많은 의약품들의
서로 다른 함량, 단위를 보정하여 비교할 수 있어 분석에 이용하였다.

7

Table 1. Classification of hypoglycemic agents by therapeutic class

DPP-4 = dipeptidyl peptidase IV.

8

Table 2. Defined daily dose for hypoglycemic agents

DDD = defined daily dose; DPP-4 = dipeptidyl peptidase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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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처방양상 분석

1) 연구대상자들의 혈당강하제 처방양상
심평원표본자료를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구기간 동안
외래를 방문한 65세 이상의 제2형 당뇨병환자들의 혈당강하제 처방양상을
파악하였다. 심평원표본자료의 명세서와 원외처방내역을 이용하여 연구대상
환자들에게 관찰기간 동안 처방된 모든 혈당강하제들을 확인하고 각각의
의약품 성분에 대한 총처방량을 구하였으며, 이를 의약품 성분에 대한
일일상용량으로 나눈 후 각각의 약효군으로 구분하여 일일상용량으로 보정된
전체 혈당강하제 총처방량에 대한 처방률과 함께 제시하였다. 복합제의 경우
복합제에 포함된 성분과 무관하게 새로운 약효군으로 분류하였고, 하루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UD(unit dose)를 단위로 사용하여 다른 약효군의
혈당강하제들과 비교하였다. 심평원표본자료의 경우 각각의 연도가 서로
연속적인 자료가 아니기에 연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고,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 및 연구결과 역시 연간 단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 고혈압 또는 이상지질혈증 유무에 따른 혈당강하제 처방양상
연구대상 환자들 중 고혈압 동반 유무에 따른 혈당강하제 처방양상을
분석하였고,

고혈압약제의

약효군별로

metformin

사용

여부에

따른

처방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일상용량을 이용하여 고혈압약제 약효군별
metformin의 처방량을 분석하였다. 또 다른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인
이상지질혈증이 혈당강하제 처방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유무에 따른 혈당강하제 처방양상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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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혈당강하제 처방양상
연구대상 환자들에게 처방된 혈당강하제들을 처방받은 환자의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로

분류하고

일일상용량을

총처방량에 대한 처방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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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전체

혈당강하제

2.4 통계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 분석은 SAS for windows version 9.1을
이용하였다.

심평원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기간

동안

연구대상자들의

혈당강하제 처방양상을 분석하여 혈당강하제 약효군에 대한 전체처방량과
전체 혈당강하제 처방량에 대한 처방률을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을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혈당강하제의

처방양상을

분석하여

전체

혈당강하제 총처방량에 대한 처방률로 제시하였다.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유무에

따른

혈당강하제

처방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고혈압약제 약효군별 metformin의 처방량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 t-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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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3.1 연구대상 선정 (Figure 1)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제2형 당뇨병으
로 진료받은 30세 이상 환자는 총 185,526명이었고, 연도별로 2010년
89,451명, 2011년 96,075명이었다. 이들 중 나이가 65세 이상이면서 외래
를 방문하여 인슐린을 포함한 혈당강하제 처방전을 2번 이상 발급받고 총처
방일수가 14일 이상이거나, 처방전을 1번 발급받더라도 총처방일수가 181일
이상인 환자는 총 49,203명이었고, 연도별로 23,570명, 25,633명이었다. 이
환자들에 대한 혈당강하제 처방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정하였다. 이때 처방된
총 처방전 개수는 445,949개였고, 연도별로 215,541개, 230,408개였다.

이들 중 고혈압이 동반된 당뇨병환자, 즉 외래에서 고혈압을 진단받고 혈
압강하를 위한 약물치료를 2번 이상 처방받고 총처방일수가 14일 이상이거나,
1번 처방받더라도 총처방일수가 181일 이상인 환자는 총 38,085명이었고,
연도별로 18,304명, 19,781명이었다. 마찬가지로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된 당
뇨병환자, 즉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고 지질강하를 위한 약물치료를 2번 이
상 처방받았으며 총처방일수가 14일 이상이거나, 1번 처방받더라도 총처방일
수가 181일 이상인 환자는 총 29,894명이었고, 연도별로 13,789명, 16,105

13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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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chart of study population selection.
DB = database; DM = diabetes mellitus; ICD-10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 Revision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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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체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의

혈당강하제

처방양상

(Table 3)

처방된 총 처방전 개수는 445,949개였다. 이 처방전을 이용하여 각각의
의약품에 대한 전체 처방량을 구하였다. 이를 의약품 성분에 대한 일일상용량
으로 나누어 각각의 약효군별로 분류하였다. 연도별 총 일일상용량 값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2,294,699.1, 13,452,969.1이었다. 각각의 약효
군의 일일상용량 값과 총 일일상용량 값에 대한 분율을 제시하였다.

2010년 처방양상을 분석하였을 때 총 일일상용량 값에 대해 가장 높은
처방률을 차지하는 의약품은 sulfonylurea(55.0%)이고, metformin(13.8%),
metformin

+

sulfonylurea

inhibitor(9.2%),

DPP-4

sulfonylurea(51.6%)가

combination(11.7%),

inhibitor(2.8%)
가장

순이었다.

높은

α-glucosidase
2011년에도

처방률을

역시

차지하였으며,

metformin(14.5%), metformin + sulfonylurea combination(11.6%), αglucosidase

inhibitor(8.3%),

metformin

+

DPP-4

inhibitor

combination(5.1%)가 뒤를 이었다.

2년간의 처방양상을 비교했을 때 sulfonylurea, metformin, metformin
+ sulfonylurea combination, α-glucosidase inhibitor 순서로 처방되고 있
었다. Metformin과 sulfonylurea의 처방률 합은 65% 이상으로, 다른 혈당강
하제들보다 많은 양이 처방되고 있었다. Metformin과 DPP-4 inhibitor와
DPP-4 inhibitor가 포함된 복합제의 경우 총 일일상용량 값에 대한 처방률
16

이 2년간 증가하였고, sulfonylurea, α-glucosidase inhibitor의 처방률은
감소하였다

17

Table 3. The total count and proportion of DDD of hypoglycemic agents
for type 2 diabetic ambulatory care patients in 2010 and 2011

DDD = defined daily dose; DPP-4 = dipeptidyl peptidase IV; SU =
sulfonylurea; MET = metformin; TZD = thiazolidinedi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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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혈압 또는 이상지질혈증 유무에 따른 혈당강하제 처방
양상

연구대상자들을 고혈압 유무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혈당강하제 처방양상
을 분석하였다. 2010년의 경우, 고혈압을 동반한 노인 당뇨병환자에서
metformin이 포함된 혈당강하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71.6%, insulin이 포함된
혈당강하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4.9%였다.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노인 당뇨
병환자에서 metformin이 포함된 혈당강하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73.3%였고,
insulin이 포함된 혈당강하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4.2%였다. Metformin과
insulin은 고혈압 동반 여부에 따른 처방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41, p=0.0349). 다른 혈당강하제들 중, 고혈압을 동반한 환자에서
sulfonylurea, thiazolidinedione, α-glucosidase inhibitor, meglitinide,
DPP-4 inhibitor를 처방받은 환자는 각각 75.0%, 9.9%, 23.5%, 5.1%, 10.5%
로

나타났으며,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sulfonylurea,

thiazolidinedione, α-glucosidase inhibitor, meglitinide, DPP-4 inhibitor
를 처방받은 환자는 74.6%, 10.5%, 22.9%, 4.8%, 10.7%로 나타났다. 이들
의 경우 고혈압 동반 여부에 따른 처방률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
찰되지 않았다(p>0.05)(Table 4).

2011년의 경우, 고혈압을 동반한 노인 당뇨병환자에서 metformin이 포
함된 혈당강하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76.3%, insulin이 포함된 혈당강하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5.4%였다.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노인 당뇨병환자에서
metformin을 처방받은 환자는 77.5%였고, insulin을 처방받은 환자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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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Metformin과 insulin은 2010년과 마찬가지로 고혈압 동반 여부에 따른
처방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489, p=0.0003). 다른 혈당강
하제들 중, 고혈압을 동반한 환자에서 sulfonylurea, thiazolidinedione, αglucosidase inhibitor, meglitinide, DPP-4 inhibitor를 처방받은 환자는 각
각 70.4%, 7.6%, 20.6%, 4.0%, 15.8%로 나타났으며,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
은 환자의 경우 sulfonylurea, thiazolidinedione, α-glucosidase inhibitor,
meglitinide, DPP-4 inhibitor를 처방받은 환자는 69.7%, 7.8%, 20.5%,
3.5%, 16.3%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2010년과 마찬가지로 고혈압 동반
여부에

따른

처방률간에

통계적으로

(p>0.05)(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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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4. The frequency and proportion of patients treated with
hypoglycemic agents by therapeutic class for elderly type 2 diabetic
ambulatory care patients with or without hypertension in 2010

DM = diabetes mellitus; HTN = hypertension; DPP-4 = dipeptidyl
peptidase IV.
* p-value comparing diabetic patients with hypertension and those
without hypertension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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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frequency and proportion of patients treated with
hypoglycemic agents by therapeutic class for elderly type 2 diabetic
ambulatory care patients with or without hypertension in 2011

DM = diabetes mellitus; HTN = hypertension; DPP-4 = dipeptidyl
peptidase IV.
* p-value comparing diabetic patients with hypertension and those
without hypertension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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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유무에 따른 처방률의 차이가 나타난 metformin에 대하여 고혈
압 약효군별 처방양상을 분석하였다. 2010년의 경우, 연구대상자들 중 ACE
억제제 혹은 ARB제제를 사용한 고혈압환자에서 metformin을 처방받은 환자
는 73.0%로 나타났다. ACE억제제 혹은 ARB제제를 사용하지 않은 고혈압환
자에서 metformin을 처방받은 환자는 68.3%로 나타났다. ACE억제제 혹은
ARB제제 사용 여부에 따른 metformin의 처방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001). 그리고 일일상용량을 이용하여 ACE억제제 혹은
ARB제제를 사용한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게 처방된 metformin 처
방량을 비교하였을 때, ACE억제제 혹은 ARB제제 사용 환자들이 metformin
의

처방량이

metformin

많았다(p<0.05).
처방률간

다른

통계적으로

고혈압
유의한

약효군
차이는

사용유무에
관찰되지

따른
않았다

(p>0.05)(Table 6).

2011년의 경우, 연구대상자들 중 ACE억제제 혹은 ARB제제를 한 번 이
상 사용한 고혈압환자에서 metformin을 처방받은 환자는 77.6%로 나타났다.
ACE억제제 혹은 ARB제제를 사용하지 않은 고혈압환자에서 metformin을
처방받은 환자는 72.7%로 나타났다. ACE억제제 혹은 ARB제제 사용 여부에
따른 metformin의 처방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1).
그리고 일일상용량을 이용하여 ACE억제제 혹은 ARB제제를 사용한 환자들
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게 처방된 metformin 처방량을 비교하였을 때, ACE
억제제

혹은

ARB제제

사용

환자들이

metformin의

처방량이

많았다

(p<0.05). 다른 고혈압 약효군 사용유무에 따른 metformin 처방률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0.05)(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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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frequency and proportion of patients treated with metformin
for elderly type 2 diabetic ambulatory care patients by therapeutic class
of hypertensive agents in 2010

DDD = defined daily dose; UD = unit dose; ACE =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RB = 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 CCB
= calcium channel blocker.
* p-value comparing diabetic patients with hypertension who used antihypertensive agent class and those not used anti-hypertensive agent
class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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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alue comparing metformin usage of diabetic patients with
hypertension who used anti-hypertensive agent class and those who did
not used anti-hypertensive agent class was calculated by independent
sample t-test.
‡ p < 0.05. diabetic patients with hypertension who used antihypertensive agent class vs those who did not used anti-hypertensive
agen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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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frequency and proportion of patients treated with metformin
for elderly type 2 diabetic ambulatory care patients by therapeutic class
of hypertensive agents in 2011

DDD = defined daily dose; UD = unit dose; ACE =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RB = 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 CCB
= calcium channel blocker.
* p-value comparing diabetic patients with hypertension who used antihypertensive agent class and those not used anti-hypertensive agent
class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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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alue comparing metformin usage of diabetic patients with
hypertension who used anti-hypertensive agent class and those who did
not used anti-hypertensive agent class was calculated by independent
sample t-test.
‡ p < 0.05. diabetic patients with hypertension who used antihypertensive agent class vs those who did not used anti-hypertensive
agen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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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동반 여부와 더불어, 이상지질혈증 유무에 따른 혈당강하제 처방
양상을 분석하였다. 2010년의 경우, 고혈압을 동반한 노인 당뇨병환자에서
이상지질혈증 유무에 따른 혈당강하제 처방양상을 분석하였을 때, 이상지질혈
증

동반한

환자에서 metformin, sulfonylurea, thiazolidinedione, α-

glucosidase inhibitor, meglitinide, DPP-4 inhibitor, insulin이 포함된 혈당
강하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73.3%, 71.9%, 11.2%, 23.9%, 5.6%, 12.5%, 5.9%
로

나타났고,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metformin,

sulfonylurea, thiazolidinedione, α-glucosidase inhibitor, meglitinide,
DPP-4 inhibitor, insulin이 포함된 혈당강하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68.9%,
79.9%, 7.8%, 22.9%, 4.3%, 7.3%, 3.3%로 나타났다. α-glucosidase
inhibitor를 제외(p=0.1008)한 혈당강하제 약효군에서 이상지질혈증 동반 유
무에 따른 처방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고
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군에서,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환자의 metformin,
sulfonylurea, thiazolidinedione, α-glucosidase inhibitor, meglitinide,
DPP-4 inhibitor, insulin을 처방받은 환자는 76.6%, 69.5%, 12.1%, 23.3%,
6.0%, 12.8%, 5.5%로 나타났고,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metformin, sulfonylurea, thiazolidinedione, α-glucosidase

inhibitor,

meglitinide, DPP-4 inhibitor, insulin을 처방받은 환자는 70.2%, 79.5%,
9.0%, 22.5%, 3.6%, 8.7%, 2.8%로 나타났다. α-glucosidase inhibitor를
제외(p=0.4713)한 혈당강하제 약효군에서 이상지질혈증 동반 유무에 따른
처방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Table 8).

2011년의 경우,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노인 당뇨병환자에서 이상지질
혈증 유무에 따른 혈당강하제 처방양상을 분석하였을 때, 이상지질혈증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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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자에서 metformin, sulfonylurea, thiazolidinedione, α-glucosidase
inhibitor, meglitinide, DPP-4 inhibitor, insulin을 처방받은 환자는 78.9%,
66.0%, 9.3%, 20.3%, 4.2%, 19.2%, 4.9%로 나타났고, 이상지질혈증을 동반
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metformin, sulfonylurea, thiazolidinedione, αglucosidase inhibitor, meglitinide, DPP-4 inhibitor, insulin을 처방받은 환
자는 75.9%, 74.0%, 6.0%, 20.7%, 2.6%, 12.9%, 3.5%로 나타났다. 모든 혈
당강하제 약효군에서 이상지질혈증 동반 유무에 따른 처방률의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군에
서,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환자의

metformin,

sulfonylurea,

thiazolidinedione, α-glucosidase inhibitor, meglitinide, DPP-4 inhibitor,
insulin을 처방받은 환자는 78.9%, 66.0%, 9.3%, 20.3%, 4.2%, 19.2%, 4.9%
로

나타났고,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metformin,

sulfonylurea, thiazolidinedione, α-glucosidase inhibitor, meglitinide,
DPP-4 inhibitor, insulin을 처방받은 환자는 75.9%, 74.0%, 6.0%, 20.7%,
2.6%,

12.9%,

3.5%로

나타났다.

α-glucosidase

inhibitor를

제외

(p=0.7463)한 혈당강하제 약효군에서 이상지질혈증 동반 유무에 따른 처방
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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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frequency and proportion of patients treated with
hypoglycemic agents by therapeutic class and hypertensive agents for
elderly type 2 diabetic ambulatory care patients with or without
dyslipidemia in 2010

DM = diabetes mellitus; HTN = hypertension; TZD = thiazolidinedione;
DPP-4 = dipeptidyl peptidase IV.
* p-value comparing diabetic patients with dyslipidemia and those
without dyslipidemia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30

Table 9. The frequency and proportion of patients treated with
hypoglycemic agents by therapeutic class and hypertensive agents for
elderly type 2 diabetic ambulatory care patients with or without
dyslipidemia in 2011

DM = diabetes mellitus; HTN = hypertension; TZD = thiazolidinedione;
DPP-4 = dipeptidyl peptidase IV.
* p-value comparing diabetic patients with dyslipidemia and those
without dyslipidemia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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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상군별 혈당강하제 처방양상 분석

연구대상 환자들에게 처방된 혈당강하제들을 처방받은 환자의 지역별, 의
료기관 종별로 분류하여 처방양상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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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지역별 혈당강하제 처방양상 분석

일일상용량을 이용하여 지역별 혈당강하제 처방양상을 분석하였다. 지역
별로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총 일일상용량 값에 대한 sulfonylurea의 처
방률은 감소하였고, metformin과 DPP-4 inhibitor의 처방률은 증가하였다.
Metformin의 경우 전 지역에서 12~16%의 분포를 보였고, 서울, 인천, 강원,
제주에서 상대적으로 처방률이 높았다. Sulfonylurea의 경우 전 지역에서
43~59%의 분포를 보였고,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에서 높은 처방률을
보였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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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proportion of DDD of hypoglycemic agents for type 2
diabetic ambulatory care patients in 2010 and 2011 by region.
DDD = defined daily dose; SU = sulfonylurea; AGI = α-glucosid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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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ibitor; TZD = thiazolidinedione; DPP4 = dipeptidyl peptidase IV
inhibitor; MET = metfor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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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의료기관 종별 혈당강하제 처방양상 분석

일일상용량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종별 혈당강하제 처방양상을 분석하였
다.

1차의료기관에서의

혈당강하제

처방률은

sulfonylurea,

metformin,

metformin + sulfonylurea combination, α-glucosidase inhibitor 순이었다.
2차의료기관과 3차의료기관에서도 처방률의 순서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metformin, meglitinide, DPP-4 inhibitor, insulin은 상위 의료기관일수록 처
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sulfonylurea는 1차 의료기관에서 처방률이 상대
적으로 높았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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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proportion of DDD of hypoglycemic agents for type 2
diabetic ambulatory care patients in 2010 and 2011 by medical institution.
DDD = defined daily dose; SU = sulfonylurea; AGI = α-glucosidase
inhibitor; TZD = thiazolidinedione; DPP4 = dipeptidyl peptidase IV
inhibitor; MET = metfor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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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는 외래를 방문한 65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들이 처방받은
혈당강하제의 처방양상 및 고혈압 또는 이상지질혈증 동반여부에 따른
처방양상을 분석한 관찰연구이다. 연구대상 환자들 중 77.4%가 고혈압,
60.8%가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되어 있었다. 이는 2006년 국내에서 12개
대학병원의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단면연구 결과인 56.4%, 41.1%와
비교해 높은 수치였다(10). 2006년 연구의 경우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의
정의를 약물처방을 받은 환자들로 정하여 본 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의 분율에 차이가 나타난 원인으로 첫
번째, 2006년에 비해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이 증가하였고,
두 번째, 본 연구가 65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06년
연구대상의 평균 나이인 59세에 비해 만성질환의 이환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전체 연구대상 환자들의 혈당강하제 처방양상을 살펴보면, 연구기간 동안
sulfonylurea가 총 일일상용량값에 대해 가장 높은 처방률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metformin이었다.

이

두

종류의

혈당강하제

처방률은

전체

혈당강하제 중에 약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2년간의 처방양상을
비교했을 때 metformin과 DPP-4 inhibitor는 총 일일상용량값에 대한
처방률이

증가하고

있었고,

sulfonylurea,

α-glucosidase

inhibitor의

처방률은 감소하고 있었다. 이는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의 미국 내
당뇨병치료제 처방패턴을 연구한 Turner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였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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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er의 연구에서는 sulfonylurea와 thiazolidinedione의 처방이 감소하고,
metformin의 처방은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DPP-4 inhibitor의
경우 처방이 크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비록 2년간의 짧은 연구기간이지만,
연구기간 동안 국내 보험기준에서 제2형 당뇨병의 일차치료제로 언급된
metformin, sulfonylurea, α-glucosidase inhibitor, meglitinide, insulin 중
metformin의 선호도가 조금은 상승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DPP-4
inhibitor의 처방률 상승은 비록 다른 혈당강하제에 비해 혈당강하 효과는
떨어지지만,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낮고 지질대사를 개선시키는 장점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또는 이상지질혈증 유무에 따른
혈당강하제 처방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고혈압 유무에 따른 혈당강하제
처방양상을 살펴본 결과, metformin과 insulin이 고혈압 동반 여부에 따른
처방률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약효군별
metformin에 대한 처방양상을 분석하였을 때, ACE억제제 혹은 ARB제제를
사용하는 환자군에서 metformin의 처방률이 높았다. 일일상용량을 이용하여
그들의 metformin 처방량을 비교하였을 때, ACE억제제 혹은 ARB제제를
사용하는 환자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환자군에 비해 metformin의 처방량이
많았다. 이상지질혈증 유무에 따라 혈당강하제 처방양상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 동반 유무 모두에서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되었을 때 metformin,
thiazolidinedione,
이상지질혈증을

meglitinide,

동반하지

않은

DPP-4
경우에

inhibitor,
비해

insulin의

높았고,

처방률이

sulfonylurea만이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지 않았을 때 처방률이 높았다. 향후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유무에

따른

혈당강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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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률에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을

파악하고,

혈당강하제

선택에

따라

고혈압

또는

이상지질혈증

동반

당뇨병환자의 임상결과를 비교하는 잘 설계뙨 약물역학연구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각각의 혈당강하제 사용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일상용량(DDD)을
이용하였다. 일일상용량을 이용하면 하나의 적응증을 위해 투여되는 수많은
의약품들의 서로 다른 함량, 단위를 보정하여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일일상용량을

이용해

DDD/인구1,000명/년,

의약품의

사용량을

DDD/인구1,000명/일,

비교하는

지표에는

DDD/사용자수1,000명/년,

DDD/사용자수1,000명/일 등이 있다(12). 이는 대상 1,000명당 단위기간
동안 얼마의 일일상용량을 사용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의약품의 사용량을
서로 비교가능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지표이다(13). 유럽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스타틴, Coxibs, NSAIDs, 항생제 등의 의약품에서 각국의 사용량을
비교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14-18), 국내에서도, 항생제 및 일부
주사제에서 일일상용량을 이용하여 의약품의 사용양상을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19-21). 그러나 국내에서는 WHO의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이하

ATC)

분류와

더불어

별도의

효능분류를 따르고 있고, 일부 의약품에서는 ATC 분류가 아닌 국내에서
자체개발한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어 일일상용량을 결정할 수 없는 의약품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일일상용량을 이용한 연구에 많은 제약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혈당강하제의 경우 여러 가지 복합제가 존재하여 이
복합제의 DDD를 구하기 위해 WHO의 2005 ATC guideline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복합제에 포함된 성분의 DDD와 무관하게 하루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UD(unit

dos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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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통용되고 있는 표준분류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국제간
공동연구 수행 및 다른 나리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sulfonylurea의

통해

65세

처방량이

이상

많다는

당뇨병환자에서

것을

알

수

metformin보다는

있었다.

Metformin의

당화혈색소 감소효과는 약 1.5-2% 정도로 sulfonylurea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metformin과 sulfonylurea가 유효성 면에서 거의 동등한
혈당강하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sulfonylurea는 제2형 당뇨병치료에 사용된
최초의 의약품으로 비교적 오랫동안 사용되어 임상의사들에게 친숙하고,
metformin에 비해 빠른 혈당강하 효과가 있어 의약품 투여 후 빠른 증상
개선을 시킬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sulfonylurea가
고연령층에서 더 선호되고, 제형의 크기 역시 sulfonylurea가 상대적으로
작기에 삼키기에 수월하며, metformin 복용 시 발생하는 오심, 설사, 복부
불편감,

식욕부진

등과

같은

위장장애가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sulfonylurea에 잘 순응한다는 점을 이유로 생각할 수 있겠다(22). 하지만,
metformin의

심각한

부작용인

유산증은

매우

드물게

발생(0.03

cases/1,000 patient-years)하는 반면, sulfonylurea의 경우 치료가 필요한
심한 저혈당이 매년 100명에 1명의 빈도로 발생하고, 이는 metformin(매
2,000명에

1명)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23).

또한,

metformin은

식욕억제 효과와 체중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sulfonylurea는 체중이
약 2-4kg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일부 신기능장애를 가진
노인인구를

제외하고는

sulfonylurea

보다

metformin을

우선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노인 당뇨병환자에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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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개정된

당뇨병

치료약제

보험급여기준에

의해

metformin만이

경구약제 단독요법으로 인정받게 되어 본 연구에 대상으로 삼은 기간 이후의
처방양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추후 연구를 통해 보험급여기준 변경을
전후로 혈당강하제의 처방양상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혈당강하제 처방에 있어 지역별 차이 및 의료기관 종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의료기관 종별 차이가 나타난 원인으로 질병중증도 차이에 의한
병원선택을 생각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환자들의 임상정보를 확인하여
병의 중증도를 고려한 연구분석이 필요하다.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 원인으로
인구구성의 차이 혹은 혈당강하제를 처방하는 의사의 처방경향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sulfonylurea 처방률을 보여준 지역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인구구성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에서 혈당강하제 처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의사의

처방경향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의사들이 지침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학회 차원에서
바뀐 보험기준 및 각각의 혈당강하제의 장단점과 적응증 등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학술대회, 연수강좌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지침 혹은
보험기준의 변화는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각

의과대학에서

이러한

정보를

교육에

반영해

예비의사들이

처음부터 적응증과 지침에 맞는 약물처방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처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들의 처방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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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국가 차원에서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DUR시스템을 통하여
의사들의 처방을 지원하는데 힘써야겠다.

국내에서

지역병원

및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혈당강하제

약효군별

처방양상을 분석한 몇몇 연구는 있었지만(10, 24), 당뇨병과 동반된 질환을
가진 환자군에서 혈당강하제의 처방양상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혈당강하제의 처방양상을 분석하고, 고혈압
또는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된 당뇨병환자들의 혈당강하제 처방양상에 초점을
둔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했던

심평원표본자료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 국민의 약물처방자료를 포괄하는
자료로 환자구분대체키를 부여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장점이 있고, 전체
인구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확보되었다는 강점이 있다. 연구대상 약물인
혈압강하제는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심평원표본자료에
기재된 약물처방정보가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억력 등의 문제로
나타날 비뚤림의 가능성이 낮다. 또한, 심평원표본자료는 주진단명 3자리
일치율이

약

70%로써,

외국의

신뢰성

있는

대규모

보험청구자료와

비교해서도 타당성이 뒤지지 않는 자료이기에 연구대상 및 동반질환 정의에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25).

하지만, 본 연구는 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한 혈당강하제 사용에 대한
단순평가로, 환자 개개인에 대한 임상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로 인해 혈당강하제 처방의 변화 및 총투약일수의 변화가 당뇨병환자의
임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향후,

병원의무기록과의 연계를 통한 임상적 상황을 포함할 수 있는 심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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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사용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년간의 심평원표본자료를
활용한

연구이지만,

심평원표본자료가

각각의

연도가

연속적이지

못해

연간단위로 분석을 시행하여 실재로는 1년 단위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이다.
그리하여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같은

만성질환들의

약물사용을

관찰하는 연구로는 관찰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약물사용의 변화 등에
대한 판단에는 제한이 있다. 향후 보다 장기적인 자료를 이용한 처방양상의
경시적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특정한 약물에 대한 처방양상이
심평원의 심사기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구가 있어, 이런 장기적인
추세변동을 평가하는 것이 심사기준의 변화나 의약품에 대한 제도 및
급여정책의 변화 등이 약물처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제시하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들

중 나이,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혈당강하제

처방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렇지만, 심평원표본자료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흡연여부, 복부비만 등 다른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들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향후 이들 위험인자를 고려한 잘 설계된 약물역학연구를
수행하여 혈당강하제 처방양상에 관한 심충분석 및 약물간 임상결과의
비교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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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결론

외래를 방문한 65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들에서 가장 많은 처방량을
보인

혈당강하제는

sulfonylurea였다.

그리고,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혈당강하제 처방량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고혈압 또는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에서, 고혈압 유무에 따라 metformin의 처방률 차이가
관찰되었고, 특히 ACE억제제 혹은 ARB제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metformin의 처방률이 높았고, 처방량 또한 높게
관찰되었다. 그리고, 이상지질혈증 유무에 따라 α-glucosidase inhibitor를
제외한 대부분의 혈당강하제에서 처방률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파악된 노인 당뇨병환자의 혈당강하제 처방양상 및
지역, 의료기관 종별 차이의 원인을 밝히는 잘 설계된 약물역학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며,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한 당뇨병환자에서 혈당강하제 사용에
따른

임상결과를

비교하는

약물역학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심혈관질환 합병증의 발생 및 사망에 관계된 영향에 대한 약물역학연구 및
한국인을 대상으로 당뇨병환자에서 심혈관질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고, 개발된 진료지침을 국내 실정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뇨병환자에서

심혈관질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생성을 위한 약물역학연구 수행과 그 결과를 근거로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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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scription patterns of
hypoglycemic agents for elderly type
2 diabetes outpatients
Sang-Ho Byun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troduction: Diabetes is a chronic disease that is increasing in
prevalence worldwide. Hypertension, or dyslipidemia, which is often
associated with diabetes, is a highly prevalent chronic disease and one of
the factors that can cause a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This study
was an observational study that analyzes the prescription patterns of
hypoglycemic

agent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hypertension or dyslipidemia among type 2 diabetes outpatients aged
over 65 years in Korea.
Methods: We checked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receiving out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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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in the medical institutions of the country from January 2010 to
December 2011 using sample patient data from reimbursement cost
review claims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patients over the age of 65 years who
had been prescribed oral hypoglycemic agents or insulin prescriptions
during outpatient care. The subjects were defined as diabetes patients
with hypertension when diagnosed with high blood pressure(ICD-10,
I10-I15) who received prescriptions of antihypertensive agents from
January 2010 till December 2011. The subjects were defined as
diabetes

patients

dyslipidemia(ICD-10,

with

dyslipidemia

E78)

and

when

received

diagnosed
prescriptions

with
of

antidyslipidemic agents from January 2010 till December 2011. We
analyzed the prescription patterns of hypoglycemic agents using the
defined daily dose, and analyzed the prescription patterns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hypertension or dyslipidemia. In addition, we
compared the prescription patterns in accordance with the class of
antihypertensive agents. We also divided the subjects by region and type
of medical institutions, and described the prescription patterns of
hypoglycemic agents using the defined daily dose.
Results: The number of patients over the age of 65 years who received a
prescription of hypoglycemic agents, including insulin, during ambulatory
care was 49,203. The total number of prescriptions was 445,949. There
were 38,085 diabetic patients(77.4%) with hypertension and 29,894
diabetic

patients(60.8%)

with

dys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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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nalyzing

the

prescription patterns of hypoglycemic agents during the study period,
for each year of prescription the prescription drug with the highest ratio
was sulfonylurea. Higher prescription proportions of metformin were
observed in patients with an ACE inhibitor or ARB agents (p<0.0001).
The amount of metformin was also higher in patients with an ACE
inhibitor or ARB agents (p<0.05). When we analyzed the prescription
pattern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dyslipidemia, a
difference was observed in most hypoglycemic agents (p<0.0001)
except the α-glucosidase inhibitor. The sulfonylurea regimen showed a
higher rate of over 55% in some regions. In primary healthcare clinic,
sulfonylurea was prescribed more. The percentage of metformin,
meglitinide, DPP-4 inhibitor and insulin prescriptions was higher in
secondary and tertiary institutions than in primary healthcare clinic.
Conclusions: The most commonly prescribed hypoglycemic agents, for
patients of 65 years and older with diabetes during the study period, was
sulfonylurea. A difference in prescription patterns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hypertension was observed in prescription
proportions of metformin and insulin. In particular, higher prescription
proportions of metformin and higher doses of metformin were observed
in patients with an ACE inhibitor or ARB agents. A difference in
prescription patterns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dyslipidemia was observed in most hypoglycemic agents except the αglucosidase inhibitor. Further assessment of prescription patterns of
hypoglycemic agents will be needed. Future pharmacoepidemio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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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that elucidate the cause of varying prescription patterns of
hypoglycemic agents and the clinical outcomes research on the
association between hypoglycemic agents for diabetic patients and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or deaths will also be needed.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the standard prescription guideline will be
constructed which will help clinicians caring type 2 diabetes patients.

------------------------------------------Keywords: drug utilization review, hypoglycemic agents, diabetes
mellitus, cardiovascular disease, defined daily dose, hypertension,
dys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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