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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Sodium glucose co-transporter 2(SGLT2) 저해제인 

empagliflozin은 신장에서 포도당이 재흡수 되는 것을 선택적으로 

억제하여 소변으로의 포도당 배출을 증가시킨다. 이 경우, 증가된 

소변의 포도당으로 인해 요로감염 및 생식기 감염의 기회가 증가할 수 

있다. Empagliflozin의 요로감염 위험성에 대해, 기존 연구 결과들이 

일관적이지 아니하다. 한편, empagliflozin의 생식기 감염 위험성의 경우 

임상 연구 및 관찰 연구로부터 위험성이 확인된 바 있음에도, 

국내에서의 연구는 제한적인 편이다. 기존 연구들 중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SGLT2 저해제 사용과 관련된 생식기 감염 및 요로감염의 발생을 

확인한 경우가 있지만, 생식기 감염의 발생을 감지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였다. 나아가 

target trial emulation은 임상시험의 설계 원칙을 관찰연구에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실사용데이터(real-world data, RWD)를 사용하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target trial 

emulation을 사용하여 실제 의료현장의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sitagliptin과 비교한 empagliflozin 사용 후 요로감염 및 생식기 감염의 

발생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empagliflozin 또는 

sitagliptin을 처음 처방받은 만 18세 이상의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empagliflozin의 허가사항에 권고되지 않는 일부 



 

ii 

 

환자는 제외하였다. 투여 개시일자 이전 6개월 동안의 의무기록으로 

연령, 성별, 당뇨 중증도, 당뇨 병용 약물, 요로감염 및 생식기 감염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성향점수를 산출하고 매칭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각 군을 최대 13개월 동안 추적 관찰하여 요로감염 및 

생식기 감염 이상반응 발생을 분석하였다. 요로감염 및 생식기 감염은 

전자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병코드와 의무기록, 항진균제 처방, 

소변 배양 검사 및 요검사를 통하여 정의하였고, 이상 반응 발생의 

연관성 분석은 카이제곱 검정 또는 Fisher의 정확한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사용하였으며 오즈비(odds ratio)를 계산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에는 총 632명의 환자가 포함되었고, 

empagliflozin을 처방받은 환자군과 sitagliptin을 처방받은 환자군 모두 

동일하게 각각 316명이었다. 요로감염의 이상반응은 sitagliptin과 

empagliflozin 투여 환자에서 각 군에서 3명(1.0%)이 발생했으며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odds ratio 1.0). 생식기 감염의 이상 반응은 

sitagliptin 투여 환자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empagliflozin 투여 

환자에서 15명(4.8%)으로 empagliflozin을 투여한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발생하였다(p<0.05, odds ratio 32.5).  

본 연구를 통해, empagliflozin이 sitagliptin에 비하여 생식기 

감염의 발생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empagliflozin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생식기 감염과 관련된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SGLT2 저해제, 요로감염, 생식기 감염, 전자의무기록, target 

trial emulation, 약물이상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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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1.1.1 SGLT2 저해제의 사용  

 

Empagliflozin은 SGLT2(Sodium glucose cotransporter) 저해제 

계열의 약물로 근위세뇨관에서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용체인 SGLT2를 

저해함으로써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하고 요로를 통한 배설을 

증가시킨다.(1) SGLT2 저해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구 약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metformin에 추가하는 

병합요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아가 SGLT2 저해제는 혈당을 

조절하면서 추가적으로 신진대사에 있어서도 혈압 감소, 체중 감소, 

HDL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2) 최근, 

SGLT2 저해제의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과 관찰연구 모두에서 1차 예방 및 2차 예방에서 주요 심혈관 

이상 사건의 감소를 확인한 바 있다.(3-6)  

한편 요로 및 생식기에서 포도당이 증가하게 될 경우, 진균 및 기타 

미생물의 증식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그렇다면 SGLT2 저해제 사용이 

생식기 및 요로감염 위험을 증대시키는 기전이 될 여지가 존재한다.(7) 

 

1.1.2 요로 및 생식기 감염에 대한 안전성 문제 

 

SGLT2 저해제가 요로의 당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요로 및 생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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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에 대한 잠재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SGLT2 저해제의 

임상시험에서는 생식기 감염 발생의 증가가 확인된 바 있고, 이러한 

부작용은 FDA label에 있어 5% 이상의 발생률이라고 명시되어 

있다.(8-10) 나아가 국외의 meta-analysis에서도 SGLT2저해제가 

생식기 감염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11) 또한, 

실사용데이터(real-world data, RWD) 연구에서도 empagliflozin이 

생식기 감염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2-

16) 

SGLT2 저해제의 요로감염 부작용은 FDA label에서 5% 이상의 

발생률로 명시되어 있고, 특히 만성 요로감염 및 재발성 요로감염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와 여성 환자에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8-10) 추가적으로, 시판 후 사례보고(case report)에 의하여 

신우신염과 요로성 패혈증을 포함한 중증 요로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2018년에 FDA 허가사항에 반영되기도 하였다.(8-

10) 

허가사항에서 명시하는 요로감염 부작용과 반대로 SGLT2 저해제의 

안전성을 확인한 국외 meta-analysis의 연구에서는 SGLT2 저해제 

계열이 요로감염의 발생을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RR 

1.02; 95% CI: 0.95-1.09). 나아가 하위그룹분석(subgroup 

analysis)으로 각각의 약물에 대하여 위험성을 분석했을 때에도 

empagliflozin은 요로감염의 발생을 증가시키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14) SGLT2 저해제의 요로감염 및 생식기 감염을 본 

52개의 임상시험들에 대한 meta-analysis를 시행한 국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SGLT2 저해제 계열은 요로감염을 발생을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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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LT2 저해제의 중증의 요로감염의 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개의 청구 자료로 총 235,730명의 환자에서 중증 또는 중증이 아닌 

요로감염을 분석한 국외 RWD 연구 결과에서도 역시, SGLT2 저해제는 

중증의 요로감염(HR 0.98; 95% CI: 0.68-1.41) 또는 중증이 아닌 

요로감염(HR 0.72; CI: 0.53-0.99)의 발생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18)  

 

1.1.3 국내에서 수행된 공통데이터모델을 이용한 SGLT2 저해제의 

생식기 감염 및 요로감염 연구 및 한계점 

 

국내에서는 SGLT2 저해제 사용과 관련된 생식기 감염과 

요로감염의 발생에 대한 선행연구가 제한적이지만 Ko,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을 사용하여 

생식기 감염과 요로감염의 발생률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19)  

CDM을 활용한 연구는 두 곳의 국내 의료기관에서 SGLT2 저해제 

사용 후 생식기 감염과 요로감염의 발생률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생식기 감염의 조작적 정의를 위해 진단 코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요로감염의 조작적 정의로 진단 코드, 

의약품 처방 및 검체 결과를 활용하였다.(19) 국내 CDM을 활용한 

연구인 Ko, et al.(2021)의 결과는 meta-analysis 및 RWD 분석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13-16) 이에 대한 설명으로, Ko, et 

al.(2021)에서는 생식기 감염의 결과변수를 코드 의약품 처방을 

기준으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생식기 감염과 관련된 

경증의 부작용까지 감지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포함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요로감염 결과변수에 있어서도 더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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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적 정의를 활용하였다면 더 많은 환자가 감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1.4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한 연구의 장점 

 

RWD는 기존의 중재적 방법에 의한 임상시험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가 아닌 다양한 출처로부터 생성된 의료데이터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이다. 이는 까다로운 실험적 조건에서 얻은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의료 상황을 반영한다는 특징을 가진다.(20) 특히, 다양한 RWD 

자료원 중에서도 전자의무기록이 많은 양의 임상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 의료 연구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21) 전자의무기록은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진단명, 진료기록, 

오더 처방, 검사 수치, 배양, 영상 기록들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의료 

현장을 자세히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1.1.5 관찰연구에서의 Target trial emulation 활용의 장점 

 

RWD를 활용하여 후향적 연구를 시행할 때 연구의 질과 결과 해석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target trial emulation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22) Target trial emulation 방법은 어떤 임상 질문에 대하여 

RCT가 수행되기 어려울 때 수행하고자 하는 RCT를 RWD에 활용하여 

모방하는 것으로 RCT의 설계 원칙을 관찰연구에 적용하는 

방법이다.(23) Target trial emulation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 개념 자체는 다양한 관찰 연구에 이미 활용 되고 있다.   

Target trial emulation 방법은 배정 절차에 있어 무작위로 

연구대상을 배정하는 절차를 최대한 모방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혼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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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 교란 요인을 통제하고자 한다.(23) 또한 target trial 

emulation 방법에서는 intention-to-treat(ITT) 분석과 per-protocol 

분석을 함께 응용할 것을 요구한다. Per-protocol analysis로 순응도가 

높은 환자대상으로만 연구를 진행하면 선택 비뚤림(selection bias)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연구를 완수하는 대상자의 경우 

부작용이 적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중도 탈락하는 대상자에 비해 

원래 더 건강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택 비뚤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ITT 분석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24) 이에 target trial emulation 방법에서 인과 추론(causal 

inference)을 향상하기 위하여 끝까지 연구 프로토콜에 잘 순응한 

대상자를 추적관찰하는 per-protocol 분석 방법을 ITT 분석과 

병행하여 진행한다.(23) 나아가 불멸 시간 비뚤림(immortal time bias) 

은 결과변수 발생이 불가능한 기간에 의한 비뚤림으로 관찰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다. 불멸 시간 비뚤림이 제일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은 

추적관찰 시작 시점에서부터 약물처방이 이루어지기 까지의 기간이다. 

따라서, 불멸 시간 비뚤림을 줄이기 위하여 target trial emulation 

방법에서 가능한 추적 관찰을 시작하는 시기(time zero)를 약물을 

시작하는 시점과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22) 



６ 

 

1.2 연구의 필요성 

 

국내에서 CDM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SGLT2 저해제의 사용과 

생식기 감염 발생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19) 이는 국내 

연구에서의 CDM을 활용한 조작적 정의가 경증의 부작용까지 감지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empagliflozin 사용 

후 생식기 감염과 요로감염 발생의 위험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７ 

 

1.3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단일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여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empagliflozin의 사용 후 생식기 감염 및 요로감염의 이상반응 

발생을 target trial emulation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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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 구   방 법 

 

2.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내원한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자료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전자의무기록에서 환자의 연령, 성별 및 익명화된 

개인식별자번호 등의 기본정보, 입원 또는 외래 방문 여부, 주진단명 및 

부진단명을 확인하였다. 진단명은 국제표준질병분류체계(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Related Health Problems, 

10th Revision)의 해당 코드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의료진으로부터 

작성된 진료기록에는 진단명, 환자의 증상, 치료계획 등의 기록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검사 수치 및 검체 결과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였다[Table 1]. 

전자의무기록외에, 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데이터저장소(Common 

data warehouse, CDW) 시스템인 SUPREME 자료 또한 활용하였다. 

덧붙여,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윤리심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IRB No. 2106-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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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ta elements of EMR used for collection of information 

Categories Definitions 

Demographic 

information 

Patient identification number, age, gender 

Diagnostic codes Codes for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 10 

Clinical notes Medical diagnosis and symptom descriptions 

Medication orders Medications prescribed including drug names, 

strength, units dispensed and days’ supply 

Laboratory results Laboratory results including urine culture, 

genital culture, urinalysis and blood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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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arget trial emulation 방법 적용 

 

Empagliflozin의 사용 후 생식기 감염 및 요로감염의 이상반응 

발생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가상의 target trial으로 RCT 연구의 

프로토콜을 구성하였다[Table 2]. 가상의 프로토콜에서는 6개월동안 

연구 약물을 사용한 적 없는 18세 이상의 제2형 당뇨병 환자를 

empagliflozin 또는 sitagliptin 코호트에 무작위 배정하였고 배정과 

동시에 약물 복용을 시작하였다. 추적 관찰 방법으로 modified 

intention-to-treat(mITT)와 per-protocol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가상의 target trial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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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tocol of a hypothetical target trial to be applied on the 

study design 

Protocol 

Components 
Descriptions 

Eligibility 

criteria 

Patients with type 2 DM have not used same class of 

medication as the study drug in past 6 months. 

Treatment 

strategies 
Empagliflozin or Sitagliptin therapy at baseline. 

Assignment 

procedures 

Participants a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empagliflozin or sitagliptin at baseline. Also patient 

are aware of which treatment they have been 

assigned to. 

Follow-up 

period 

Starts at the first prescription for empagliflozin or 

sitagliptin and ends at diagnosis of UTIs, GTIs, loss 

to follow-up, or 13 months after baseline, whichever 

occurs first. 

Outcomes 
UTI or GTI detection based on the definition 

specified 

Causal 

contrast of 

interest 

modified intention-to-treat effect and per-protoco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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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 대상 

 

2.3.1 연구대상자 산출 

 

서울대학교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여 target trial 

emulation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empagliflozin 또는 sitagliptin을 처음 

처방받은 개시일자를 index date으로 정의하였다. 나아가 Index date 

기준으로 이전 6개월의 선정 기간(screening period) 동안 선정기준 및 

제외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대상자를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 

기간 동안 환자들의 기저특성과 약물사용양상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생식기 감염 및 요로감염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교란요인을 

수집한 후 성향점수를 산출하고 두 군을 매칭하여 최종 연구대상을 

산출하였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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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Overview of the study design by representation of the 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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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선정 기준 

 

본 연구의 대상자는 empagliflozin 또는 sitagliptin을 처음 

처방받은 신규 사용자(new-user)로 제2형 당뇨병이 있는 환자이다. 

이때 신규 사용자란 연구 대상 약물을 처음 사용하는 환자로서, index 

date 기준 6달 이내에 해당 약물을 처방받지 않은 환자로 정의하였다. 

한편,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empagliflozin 또는 sitagliptin를 처방받은 환자를 

근원집단(source population)으로 설정하였다. 6개월 이상의 의료기록 

확인이 가능한 환자 중 18세 이상의 성인이며 제2형 당뇨병(ICD10: 

E11-E14)의 진단이 있으며 empagliflozin 또는 sitagliptin의 신규 

사용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Table 3]. 

 

2.3.3 제외 기준 

 

Empagliflozin 또는 sitagliptin을 index date 이전 6개월내에 

연구대상 약물과 같은 계열의 약물사용력이 확인되거나 SGLT2 

저해제와 DPP4 저해제 병용 투여가 확인된 경우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empagliflozin의 허가사항에 대한 금기 사항으로서, index date 

이전 6개월내 제1형 당뇨병(ICD10: E10)을 진단받은 환자, 당뇨병성 

케톤산증(ICD10: E11.1-E14.1)을 진단받은 환자, 사구체 

여과율(eGFR)이 30 mL/min/1.73m²미만인 환자, 신이식(ICD10: 

Z94.0) 받지 않은 말기 신질환자(ICD10: N18.5, N18.6, Y84.1)를 

연구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임신부(ICD10: O00-O99)도 empagliflozin 

권고 대상이 아니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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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date 이후 본원 내원 기록이 없어 추적관찰이 불가능한 환자 및 

전자의무기록에서 처방 기록 간 불일치가 있어서 처방일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역시 연구에서 제외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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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definitions 

Variables Measurements 

Inclusion 

Criteria  

T2DM diagnosis (ICD-10 codes: E11 - E14) 

>18 years old 

New user of empagliflozin or sitagliptin 

EMR history for at least 6 months 

EMR access available 

Exclusion 

Criteria 

Use of same class  

T1DM diagnosis (ICD-10 codes: E10) 

History of ketoacidosis (ICD-10 codes: E11.1 - 

E14.1) 

ESKD or on dialysis (ICD-10 codes: N18.5, N18.6, 

Y84.1 without Z94.0) 

eGFR < 30mL/min/1.73m² 

Pregnancy (ICD-10 codes: O00 - O99) 

Impractical to follow-up 

DM = diabetes mellitus; EMR = electronic medical record; ESKD = end-

stage kidney disease; eGFR =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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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연구대상자 수 산출 

 

본 연구에 앞서 국외에서 선행된 empagliflozin의 생식기 감염과 

요로감염에 대한 임상시험 연구를 기반으로 G*power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자 수를 산출하였다.(25, 26) 선행 연구에서는 대조군에서의 약 

2%가 생식기 감염이 발생했음에 비해, empagliflozin으로 인한 생식기 

감염은 약 8% 발생하였으므로, 유의수준 0.05, 검정력 80%로 

연구대상자 수를 산출했을 시 각 군마다 총 206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다. 한편, 요로감염 발생은 대조군에서 약 6% 발생했음에 비해, 

empagliflozin으로 인한 요로감염은 약 11% 발생하였으므로, 유의수준 

0.1, 검정력 70%로 연구대상자 수를 산출했을 시 각 군마다 총 

292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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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변량의 정의 

 

2.4.1 공변량의 지표 정의  

 

공변량은 환자의 기초 정보 관련 변수, 당뇨병 중증도에 관한 변수 

및 생식기 감염 및 요로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의 

변수로 분류하였다.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SGLT2 저해제의 감염 

발생을 연구한 Lega, et al.(2019)와 Dave, et al.(2019)에서 사용된 

공변량 정의를 참고한 것이다. 기초 정보 관련 변수에는 나이와 성별이 

포함되어 있다. 당뇨병 중증도를 관련 변수에는 당뇨합병증, 당화혈색소 

및 병용하는 다른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를 포함한다. 당뇨합병증으로는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당뇨병성 신증, 말초동맥질환 및 

절단을 포함한다. 다른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는 metformin 및 

sulfonylureas, thiazolidinediones, meglitinides, alpha glucosidase 

inhibitors, glucagon like peptide-1 receptor agonists, insulin 계열의 

약물들을 포함하였다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Empagliflozin의 이상반응 및 당뇨병의 합병증과 상관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생식기 감염 및 요로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는 진균 감염, 과거의 생식기 감염 및 요로감염, 패혈증, 

도뇨관 유지, 만성 콩팥병 또는 급성신손상으로 정의한 또는 신부전,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폐쇄성 요로병 또는 역류성 신변증, 요로결석,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및 후천면역결핍증후군, 스테로이드 치료, 

면역저해제 치료, 항생제 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교란변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선정 기간 동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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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진단 코드 또는 진료기록에 해당 변수의 진단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경우 이를 수집하였다. 의약품 사용의 변수는 오더 처방 기록에 

해당 의약품이 있다면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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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finitions of covariates 

Covariates Measurements ICD-10 codes 

Demographic Information 

Age  Age at index date   

Gender     

Diabetes progression 

DM retinopathy 
Diagnostic code or written record for 

DM retinopathy 

E11.3, E12.3, 

E13.3, E14.3, 

H36.0 

DM neuropathy 
Diagnostic code or written record for 

DM neuropathy 

E11.4, E12.4, 

E13.4, E14.4, 

G59.0, G63.2 

DM nephropathy 
Diagnostic code or written record for 

DM nephropathy 

E11.2, E12.2, 

E13.2, E14.2, 

N08.3 

Peripheral 

vascular disease 

Diagnostic code or written record for 

Peripheral vascular disease 

E11.5, E11.72, 

E11.73, E11.74, 

E11.75, I70.2, 

I73, I74, L03.01, 

L03.02, L03.11, 

L98.4, R02 

Amputation 
Written record for amputation of 

upper limb or lower limb 

  

HbA1c Laboratory result for HbA1c   

Use of metformin Prescription order for metformin    

Use of 

sulfonylurea 

Use of following sulfonylureas: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glibenclamide 

  

Use of TZD 
Use of following TZDs: Pioglitazone, 

lobeglitazone 

  

Use of Meglitinide 
Use of following meglitinide: 

repaglinide, mitiglinide, nateglin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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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s 
Use of following meglitinide: 

acarbose, voglibose 

  

Use of GLP-1 

receptor agonists 

Use of following GLP-1 receptor 

agonists:  Lixisenatide, liraglutide, 

dulaglutide, exenatide or albiglutide 

  

Use of Insulin 

Use of Insulins: Insulin aspart, insulin 

glulisine, insulin lispro, regular, NPH, 

insulin detemir, insulin glargine or 

NPH 

  

Risk factors for UTIs / GTIs 

Mycotic infections 
Diagnostic code or written record for 

mycotic infections 

E11.3, E12.3, 

E13.3, E14.3, 

H36.0 

UTIs 
Diagnostic code or written record for 

UTIs, cystitis or acute pyelonephritis 

N30, N34, 

N37.0, N39.0, 

N41, N10, N11 

GTIs 

Diagnostic code or written record for 

GTIs, genital candidiasis, 

vulvovaginitis  

B37.3, B37.4, 

N77.1 N76.0-

76.3, N48.1 

Sepsis 
Diagnostic code or written record for 

sepsis 
A40, A41 

Urinary catheter 

use  

Diagnostic code or written record for 

urinary catheter use (foley catheter) 
Y84.6 

Renal 

insufficiency 

Diagnostic code or written record for 

chronic kidney disease (CKD) or 

acute kidney injury (AKI) 

(CKD) E11.2, 

E12.2, E13.2, 

E14.2, I12, I13, 

N01-08, N26, 

N15.8–N16.0, 

N16.2–N16.4, 

N18, Q61, 

Z94.0, C64, C65 

(AKI) N00, N12, 

N14, N17, N19, 

T86.1, Y84.1, 

Z49, Z94.0, 

Z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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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plasia of 

prostate 

Diagnostic code or written record for 

hyperplasia of prostate (BPH, 

malignant neoplasm of prostate, 

carcinoma in situ: prostate, benign 

neoplasm: prostate) N40, C61, 

D07.5, D29.1 
or use of following BPH medications: 

alfuzosin, doxazosin, dutasteride, 

finasteride, naftopidil, prazosin, 

sildosin, tamsulosin, terazosin 

Urinary 

Incontinence  

Diagnostic code or written record for 

urinary incontinence (overactive 

bladder, stress UI, overflow UI, 

neurogenic bladder, bladder outlet 

obstruction, dysuria) N31.8, N31.9, 

N32.0, N32.8, 

N39.3, N39.4, 

R30.0, R32 

or use of following UI medications: 

desfesoterodine, darifenacin, 

emepronium, fesoterodine, flavoxate, 

meladrazine, mirabegron, oxybutynin, 

propiverine, solifenacin, terodiline, 

tolterodine, trospium, imidafenacin 

Obstructive and 

reflux uropathy 

Diagnostic code or written record for 

obstructive and reflux uropathy 

(hydronephrosis, urinary obstruction) 

N13 

Calculus of 

urinary 

Diagnostic code or written record for 

Calculus of kidney, ureter and lower 

urinary tract 

N20, N21 

HIV/AIDS 
Diagnostic code or written record for 

HIV or AIDS 
Z21, B20 

Use of systemic 

corticosteroids 

use of systemic corticosteroids: 

beclomethasone, budesonide, 

betamethasone, deflazacort, 

dexamethasone, fludrocortisone, 

hydrocortisone, methylprednisolone, 

prednisolone, and Triamcinolone 

  

Use of 

immunosuppressa

nts 

use of following immunosuppressants: 

TNF-α inhibitors, Interleukin 

inhibitors, Calcineurin inhibito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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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ve immunosuppressants 

Use of antibiotics  

Use of following antibiotics: 

gentamicin, doxycycline, minocycline, 

tetracycline, amoxicillin, sultamicillin, 

ampicillin, piperacillin, nafcillin, 

cefaclor, cefadroxil, cefdinir, cefixime, 

cefpodoxime, cefprozil, cefuroxime, 

cefalexin, cefradine, cefazolin, 

cefepime, cefodizime, cefotaxime, 

cefotiam, ceftazidime, ceftriaxone, 

flomoxef, meropenem, imipenem and 

cilastatin, ertapenem, 

sulfamethoxazole and trimethoprim, 

azithromycin, clarithromycin, 

clindamycin, amikacin, tobramycin, 

gentamicin, ciprofloxacin, 

levofloxacin, norfloxacin, ofloxacin, 

moxifloxacin, Gemifloxacin, linezolid, 

fosfomycin, metronidazole, 

teicoplanin, vancomycin, colistin 

  

DM = Diabetes mellitus; PVD = peripheral vascular disease; HbA1c = 

glycated hemoglobin; TZD = thiazolidinediones; AGIs = alpha glucosidase 

inhibitors; GLP-1 = glucagon like peptide-1 receptor; HIV =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AIDS =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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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1:1 성향점수 매칭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수집한 교란 변수의 

정보를 활용하여 index date 당시의 환자 특성에 대한 성향점수를 

산출하고 매칭하였다. 교란변수에서 standard of difference(Std.diff)가 

0.1 이상인 경우 기저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27) 따라서 

기저 특성에 대한 차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매칭 후 모든 교란변수의 

Std.diff가 0.1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2.3.3 추적관찰 기간  

 

연구대상자들은 index date를 기준으로, 연구 종료기간에 해당하는 

최대13개월까지 추적관찰되었으며, 도중에 결과변수인 요로감염 및 

생식기 감염이 발생할 경우, 연구를 중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mITT 

분석을 시행하면서 환자의 사망, 방문 중단, 비교 약물의 계열 복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중도절단(censoring)으로 추적관찰을 

중단하였다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2.3.4 결과변수 

 

첫번째 결과변수인 생식기 감염의 조작적 정의를 위하여 Dave. 

et al.(2019)의 기준을 참고하여 생식기 칸디다증, 질염, 외음질염, 

귀두염 및 포피염을 모두 포괄하여 정의하였다. 생식기 감염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 ICD-10 코드(B37.3, B37.4, N77.1 N76.0-76.3, 

N48.1)가 확인되거나 생식기 감염을 뜻하는 진단명(칸디다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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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vovaginal candidiasis, vulvovaginal mycotic infection, 생식기 

칸디다증 genital candidiasis, 질염, vaginitis, 외음질염, vulvovaginitis, 

귀두염, balanitis, 귀두포피염, balanoposthitis)이 확인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또한, 생식기감염 증상으로 외음부 가려움증, 염증반응, 

또는 덩어리진 흰색 분비물이 확인되는 경우를 정의하였다. 나아가, 

항진균제 처방관련하여서는 오더 처방 작성이나 의료기록에 생식기 

감염을 위한 처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생식기 감염으로 

정의하였다[Table 5].(13) 

다음, 두번째 결과변수인 요로감염의 조작적 정의를 위하여 진단 

코드 및 진단명은 EUPAS (2015) 연구에서의 정의 기준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다.(28) 요로감염 진단의 ICD-10 코드(N30, 

N34, N37.0, N39.0, N41, N10, N11)가 확인되거나 요로감염, 방광염, 

신우신염 등 의료진의 판단에 의하여 작성된 요로감염을 뜻하는 

진단명(요로감염(urinary tract infections, UTIs), 방광염(cystitis), 

신우신염(pyelonephritis))이 확인되는 경우, 요로감염으로 

정의하였다[Table 5]. 증상, 검체 및 의약품 투여기반으로 요로감염을 

정의하기 위해 Patkar, et al.(2009)에서의 정의 기준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다[Table 5].(29) 38°C 이상의 발열, 배뇨통, 요통, 요이상 중 

2가지 이상이 발생하고, 소변 그람염색 및 배양검사에서 그람 음성균 

또는 Enterococcus species 및 Staphylococcus saprophyticus 균이 

105 이상 확인되거나 혹은 항생제 투여하에 소변 배양검사에서 균의 

종에 무관하게 105 이하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요로감염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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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utcome criteria definitions 

Outcomes Definitions 

GTIs 

• ICD-10 code: B37.3, B37.4, N77.1 N76.0-76.3, N48.1 

OR 

• Diagnosis: genital candidiasis, vulvovaginitis  

OR 

• Antifungal prescribed for genital infections 

OR 

• Any of the following symptoms of genital: Itchiness, 

inflammation, white clumpy discharge 

UTIs 

• ICD-10 code: N30, N34, N37.0, N39.0, N41, N10, N11 

OR 

• Diagnosis: UTIs, cystitis, pyelonephritis 

OR 

• 2 of the following present: Fever, dysuric complaints, 

flank pain, abnormal urine (hematuria, cloudy, foul smell) 

AND 

• Any of the following present: 

- Urine culture positive for more than 10⁵ gram 

negative organism, Enterococcus species, or S. 

saprophyticus 

- Urine culture positive for fewer than 10⁵ of any 

organism AND treated with antibiotics 

GTIs = genital tract infections; UTIs = urinary tract infections; ICD =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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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통계 분석 

 

결과변수는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고, 이상반응의 발생 양상에 

대한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I)을 산출하였다. 

오즈비는 발생수가 0일때 Haldane-Anscombe의 교정으로 모든 

셀(cell)을 0.5씩 더해주는 교정 방법을 사용하였다.(30) 이상반응의 

연관성을 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 및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사용하여 양측검증의 p-value를 구한 뒤, p-value가 0.05이하일때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추가적으로 Kaplan-Meier 생존분석을 

통하여 전체 분석 기간 동안 사건이 발생한 시점마다 생존율을 산출하여 

누적 발생률(cumulative incidence)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로그순위법(Log rank test)을 통해,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AS version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R Core Team(2020) 및 IBM SPSS 

Statistics 26(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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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하위그룹 및 민감도 분석 

 

2.6.1 하위그룹 분석 

 

첫 번째 하위그룹은 남성과 여성으로 성별을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두 번째 하위그룹의 경우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의 환자로 연령을 

분류해서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세 번째 하위그룹은 여성 환자 중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을 분류하였고 네 번째 하위그룹은 여성 환자 중 

50세 이상과 50세 미만으로 분류해서 분석하였다.  

 

2.6.2 민감도 분석 

 

본 연구에서도 민감도 분석을 위해 per-protocol 분석을 

사용하였다. 이전 처방이후, 약물 투약일수(days’supply) 정보를 

고려하여 예상되는 다음 처방일 이후 허용기간(grace period) 30일 

이내에 처방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연속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추적기간내에 연속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물 사용이 

중단되었다고 간주된 환자는 중도 절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간에 

따른 감염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종료기간을 3개월, 6개월로 

정의한 민감도 분석결과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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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   결 과 

 

3.1 연구대상자 선정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서울대학교병원에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empagliflozin 또는 

sitagliptin을 새로 처방받은 환자는 총 2,380명이였다. 이들 중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 18세 이상의 성인, 

지난 6개월동안 해당 약물을 복용한 적 없는 신규 사용자 및 지난 

6개월동안의 진료기록이 있는 환자 1,285명을 선정하였다.  

한편, 약물시작일에 SGLT2 저해제 및 DPP4 저해제 병용 또는 

6개월내 같은 계열의 약물사용 과거력을 가진 환자 295명, 제1형 

당뇨병 환자 6명, 당뇨병성 케토산증 환자 2명, eGFR 30 

mL/min/1.73m2 이하 또는 기록이 없는 환자 30명, 말기신질환 또는 

투석 환자 5명, 임신부 1명, 약물 처방을 마지막으로 방문을 안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의 처방 내용이 불일치한 환자 54명, HbA1c 수치가 

기록에 없는 환자 7명을 제외시켜 총 885명의 환자를 산출하였다. 이중 

두 코호트에 중복으로 포함된 환자 6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복용한 

약물의 코호트군에서 배제하여 첫 약물의 코호트군에 포함되도록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최종 환자 879명을 1:1 

성향점수(propensity score)에 따라 매칭하여 각 코호트당 316명의 

환자를 선택하였다[Fig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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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low diagram of patient selection for the study co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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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대상자의 기저 특성 

 

매칭 전 환자군의 성향을 비교해보면 empagliflozin에서 남성 

비율이 65.5%로 sitagliptin의 남성 비율 54.3% 보다 높았고 만성 

콩팥병 또는 급성신손상으로 정의한 신부전이 empagliflozin에서는 

17.3%로, sitagliptin에서의 8.9%보다 더 높았다. 다른 약물시작일에 

병용한 당뇨병치료제 중 sulfonylurea계열의 약물 복용에 대한 비율이 

empagliflozin에서 37.2%로 sitagliptin에서의 25.5% 보다 더 높았다. 

1:1 성향점수 매칭 후 모든 교란요인에서 std.diff를 0.1 이하로 기저 

특성 차이를 제거하였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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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ummary of baseline characteristics before and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Baseline 

Characteristics 

  

Pre-match Post-match 

Empagliflozin Sitagliptin Std. Empagliflozin Sitagliptin Std. 

n (%) n (%) diff n (%) n (%) diff 

  N 498 381   316 316 
 

Demograp

hics 

Age 62.5 ±12.5 64.2 ±12.7 0.05 64.1 ±12.0 63.5 ±12.4 0.05 

Sex         0.23         0 

    sex M  326 (65.5) 207 (54.3) 
 

179 (56.7) 180 (57.0) 
 

    Sex F 172 (34.5) 174 (45.7) 
 

137 (43.6) 136 (43.0) 
 

DM 

Severity 

HbA1c 7.8 ±1.2 8 ±1.5 -0.2 8 ±1.3 7.9 ±1.4 0 

DM Retinopathy 91 (18.3) 58 (15.2) 0.08 47 (14.9) 50 (15.8) 0 

DM Neuropathy 36 (7.2) 32 (8.4) 0 25 (7.9) 22 (7.0) 0.04 

DM Nephropathy 53 (10.6) 26 (6.8) 0.25 25 (7.9) 23 (7.3)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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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PVD 8 (1.6) 7 (1.8) 0 7 (2.2) 6 (1.9) 0.02 

Amputation 2 (0.4) 0 0.09 0 0 0 

Risk 

Factors 

for 

UTI/GTI 

HIV /AIDS 0 6 (0.8) -0.1 0 0 0 

Mycotic infection 6 (1.2) 4 (1.1) 0.01 4 (1.3) 2 (0.6) 0.07 

Hx of GTIs  0 2 (0.2) -0.1 0 0 0 

Hx of UTIs  7 (1.4) 6 (1.6) 0 3 (1.0) 3 (1.0) 0 

Renal insufficiency 86 (17.3) 34 (8.9) 0.25 38 (12.0) 31 (9.8) 0.07 

Sepsis 2 (0.2) 2 (0.2) 0 0 0 0 

Urinary catheter 0 3 (0.3) -0.1 0 0 0 

Hyperplasia of 

prostate 
39 (7.8) 29 (7.6) 0.01 28 (8.9) 23 (7.3) 0.06 

Urinary 

Incontinence 
20 (4.0) 27 (7.1) -0.1 16 (5.1) 13 (4.1) 0.05 

Obstructive and 

reflux uropathy 
1 (0.2) 2 (0.5) -0.1 1 (0.3) 0 0.08 

calculus of urinary 10 (2.0) 6 (1.6) 0.03 7 (2.2) 4 (1.3)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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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iotics 15 (3.0) 15 (3.9) -0.1 8 (2.5) 10 (3.2) 0 

Immunosuppressan

ts 
25 (5.0) 15 (3.9) 0.05 10 (3.2) 12 (3.8) 0 

Steroids 22 (4.4) 33 (8.7) -0.2 13 (4.1) 15 (4.8) 0 

Use of 

other 

diabetes 

drugs 

Metformin 449 (90.2) 350 (92) -0.1 286 (91) 287 (90.8) 0 

Sulfonylureas 185 (37.2) 97 (26) 0.25 92 (29) 92 (29.1) 0 

TZDs 9 (1.8) 6 (1.6) 0.02 4 (1.3) 5 (1.60) 0 

Meglitinide 0 0 0 0 0 0 

AGIs 0 2 (0.5) -0.1 0 0 0 

GLP-1 agonists 4 (0.8) 1 (0.3) 0.07 0 1 (0.3) -0.1 

Insulin 65 (13.1) 40 (11) 0.08 37 (11.7) 34 (10.8) 0.03 

 

PVD = peripheral vascular disease; TZD = thiazolidinediones; AGIs = alpha glucosidase inhibitors; 

GLP-1 = glucagon like peptide-1 receptor; HIV =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GTI = Genital tract 

infection; UTI = Urinary tract infection; BP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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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생식기 감염 및 요로감염 발생 

 

3.3.1 생식기 감염 발생률 

 

연구대상환자에서 316명의 empagliflozin 사용군 중 4.8%인 

15명의 환자에게서 생식기 감염 발생이 나타났으며, sitagliptin 

사용군에서는 발생한 환자가 없었다. Empagliflozin 사용군에서의 

생식기 감염 발생에 대한 오즈비 값은 32.5(95% CI: 1.9-

546.3)이였다[Table 7]. Kaplan-Meier의 누적 발생률 그래프에서 

로그순위법을 통해 두 군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 

< 0.001). Empagliflozin약물군의 경우 시간에 따라 계속 발생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첫 4개월내의 발생률곡선이 조금 더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ure ]. 생식기 감염을 

감지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 증상을 통해 확인된 환자가 9명으로 제일 

많았다. 그 외에 진단 코드로 확인된 환자 1명, 진료기록의 

진단명으로 확인된 환자 1명, 생식기 감염을 위한 의약품 처방으로 

확인된 환자 4명이 있었다.  

 

3.3.2 요로감염 발생률 

 

요로감염발생은 empagliflozin 사용군 316명 중 1.0%인 3명의 

환자에게서 발생이 나타났으며 sitagliptin 사용군 또한 316명 중 

1.0%인 3명의 환자에서 발생하였다. Empagliflozin 사용군에서의 

요로감염 발생에 대한 오즈비 값은 1.0(95% CI: 0.2-5.0)이였고 p-

value는 1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7]. 요로감염을 감지한 방법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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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agliflozin군에서는 진단 코드로 확인된 환자 1명, 진단명으로 

확인된 환자가 2명 있었다. Sitagliptin군에서는 진단 코드로 확인된 

환자 2명, 증상과 검체로 확인된 환자 1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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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Association of GTIs and UTIs with use of empagliflozin 

compared to use of sitagliptin 

Treatment n 
Out-

comes 

Event 

(%) 

Odds ratio 

(95% CI) 

P-

value 

Empagliflozin 316 

GTIs 

15 (4.8) 32.5  

(1.9-546.3)† 

 

<0.001 

 
Sitagliptin 316 0 

Empagliflozin 316 

UTIs 

3 (1.0) 1.0  

(0.2-5.0) 

 

1 

 
Sitagliptin 316 3 (1.0) 

GTIs = genital tract infections; UTIs = urinary tract infections 

† To adjust OR for result with zero, Haldane-Anscombe correction to add 

0.5 to each cell wa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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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umulative incidence of genital tract infections at 13 months of follow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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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하위그룹 분석 결과 

 

성별 기준으로 분류한 하위그룹에 대한 분석 결과, empagliflozin을 

사용한 여성환자에서 생식기 감염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남성에서는 생식기 감염 발생이 2명으로 낮은 숫자이지만 발생 자체는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로감염 발생은 모든 성별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Table 8]. 65세의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한 

하위그룹에 대한 분석 결과, empagliflozin을 사용한 65세 미만 

환자들에서 생식기 감염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환자들에서는 생식기 감염 발생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요로감염은 두 군에서 발생 

위험이 증가되지 않았다[Table 8]. 마찬가지로 65세를 기준으로 여성 

대상자들을 분류한 하위그룹에 대한 분석 결과, empagliflozin을 사용한 

65세 미만 여성환자들에서 생식기 감염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여성환자들에서는 생식기 감염 발생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요로감염은 

두 군에서 발생 위험이 증가되지 않았다[Table 9]. 추가적으로 50세를 

기준으로 여성 대상자들을 분류한 하위그룹에 대한 분석 결과, 

empagliflozin을 사용한 50세 이상 여성환자들에서만 생식기 감염 

발생이 증가하였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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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Subgroup analyses by sex and age 

Variables Treatments n 
Out-

comes 

Events 

(%) 

Odds ratio 

(95% CI) 
P-value 

Sex 

  Female 

Empagliflozin 138 
GTIs 

13 (9.4) 29.6  

(1.7–502.8)† 
<0.001 

Sitagliptin 137 0 

Empagliflozin 138 
UTIs 

3 (2.2) 3.0  

(0.3–29.4) 
0.622 

Sitagliptin 137 1 (0.7) 

  Male 

Empagliflozin 178 
GTIs 

2 (1.1) 5.1  

(0.2–106.7)† 
0.248 

Sitagliptin 179 0 

Empagliflozin 178 
UTIs 

0 0.2  

(0–4.2)† 
1 

Sitagliptin 179 2 (1.12) 

Age 

< 65 years 

Empagliflozin 147 
GTIs 

10 (6.8) 23.4  

(1.4–403.8)† 
<0.001 

Sitagliptin 153 0 

Empagliflozin 147 
UTIs 

2 (1.4) 2.1  

(0.2–23.4) 
1 

Sitagliptin 153 1 (0.7) 

≥ 65 

years 

Empagliflozin 169 
GTIs 

5 (2.96) 10.9  

(0.6–199.3)† 
0.061 

Sitagliptin 163 0 

Empagliflozin 169 
UTIs 

1 (0.6) 
0.5 (0 – 5.3) 0.617 

Sitagliptin 163 2 (1.23) 

GTIs = genital tract infections; UTIs = urinary tract infections 

† To adjust OR for result with zero, Haldane-Anscombe correction to add 

0.5 to each cell was used



 

41 

 

 

 [Table 9] Subgroup analyses by age in Female patients 

Variables Treatments n 
Out-

comes 

Events 

(%) 

Odds ratio 

(95% CI) 

P-

value 

< 65 

years 

Empagliflozin 63 

GTIs 

8 (12.7) 21.6  

(1.2–382.3)† 
0.002 

Sitagliptin 70 0 

Empagliflozin 63 

UTIs 

2 (3.17) 5.7  

(0.3–120.0)† 
0.222 

Sitagliptin 70 0 

≥ 65 

years 

Empagliflozin 75 

GTIs 

5 (6.7) 10.5  

(0.6–194.2)† 
0.06 

Sitagliptin 67 0 

Empagliflozin 75 

UTIs 

1 (1.33) 0.9  

(0.1–14.5) 
1 

Sitagliptin 67 1 (1.5) 

GTIs = genital tract infections; UTIs = urinary tract infections 

† To adjust OR for result with zero, Haldane-Anscombe 

correction to add 0.5 to each cell wa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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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0] Subgroup analyses by age in Female patients 

Variables Treatments n 
Out-

comes 

Events 

(%) 

Odds ratio 

(95% CI) 

P-

value 

<50 

years 

Empagliflozin 37 

GTIs 

1 (2.7) 3.5  

(0.1–88.4) 
0.460 

Sitagliptin 43 0 

Empagliflozin 37 

UTIs 

1 (2.7) 3.6  

(0.1–90.5) 
0.460 

Sitagliptin 43 0 

≥50 

years 

Empagliflozin 279 

GTIs 

14 

(5.0) 
29.9  

(1.8–503.3) 
<0.001 

Sitagliptin 273 0 

Empagliflozin 279 

UTIs 

2 (0.7) 0.6  

(0.1-3.9) 
0.683 

Sitagliptin 273 3 (1.1) 

GTIs = genital tract infections; UTIs = urinary tract infections 



 

43 

 

3.5 민감도 분석 결과 

 

Per-protocol방법을 사용한 민감도 분석에서 mITT 분석과 일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Table 11]. 연구종료기간을 변경한 민감도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식기 감염 발생이 유의하게 나왔고 시간 

경과에 따라 감염 발생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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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1] Sensitivity analysis using the per-protocol analysis 

Treatment n Outcomes Event (%) 
Odds ratio  

(95% CI) 
P-value 

Empagliflozin 316 

GTIs 

15 (4.75) 32.5  

(1.9-546.3)† 
<0.001 

Sitagliptin 316 0 

Empagliflozin 316 

UTIs 

3 (0.95) 1.5  

(0.2-9.1) 
1 

Sitagliptin 316 2 (0.63) 

GTIs = genital tract infections; UTIs = urinary tract infections 

† To adjust OR for result with zero, Haldane-Anscombe 

correction to add 0.5 to each cell wa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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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2] Sensitivity analyses on different durations of follow-up 

Follow-

up 

durations 

Treatment n 
Out-

comes 

Event 

(%) 

Odds ratio 

(95% CI) 

P-

value 

3 months 

Empagliflozin 316 
GTIs 

8 (2.5) 17.4  

(1.0-303.5)† 
0.007 

Sitagliptin 316 0 

Empagliflozin 316 
UTIs 

1 (0.3) 3.0  

(0.1-74.2)† 
1 

Sitagliptin 316 0 

6 months 

Empagliflozin 316 
GTIs 

11 (3.5) 23.8  

(1.4-406.1)† 
0.001 

Sitagliptin 316 0 

Empagliflozin 316 

UTIs 

2 (0.6) 
1.0  

(0.1-7.1) 
1 

Sitagliptin 316 2 (0.6) 

GTIs = genital tract infections; UTIs = urinary tract infections 

† To adjust OR for result with zero, Haldane-Anscombe 

correction to add 0.5 to each cell wa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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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 구   고 찰 

 

4.1 연구 질문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는 단일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한 target trial 

emulation 연구를 수행하여 sitagliptin 대비 empagliflozin의 사용 후 

생식기 감염 및 요로감염의 이상반응 발생률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empagliflozin을 사용한 환자들에게서 생식기 감염의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요로감염의 발생은 증가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CDM을 활용하여 생식기 감염 및 요로감염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생식기 감염의 발생을 감지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empagliflozin 

사용 후 생식기 감염 발생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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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존 연구와의 비교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본 연구를 비교해보면, 생식기 감염 지표가 

허가사항에 반영된 RCT인 Haring, et al.(2014)에서 나온 결과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Haring, et al.(2014)의 경우, 총 

638명의 대상자에서 생식기 감염이 위약군에서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비하여 empagliflozin 10mg에서 8건(3.7%), 25mg에서 

10건(4.7%) 나타났다.(31) 본 연구 역시 생식기 감염이 대조군에서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empagliflozin에서 4.8%로 비슷한 발생률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RCT 결과와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임상시험에 

이어서 meta-analysis 연구 및 RWD 연구결과에서도 empagliflozin은 

생식기 감염의 발생을 증거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13-16) 

Empagliflozin의 약력학적 특성으로 인해 요로감염의 위험이 증가될 

것이라는 가정과 달리, 임상시험의 meta-analysis와 임상 현장을 

기반한 대규모 연구들에서는 empagliflozin과 요로감염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11, 12, 14-18, 32) 이러한 연구들과 같이, 

본 연구의 요로감염지표 결과 역시, empagliflozin이 요로감염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p-value = 1).  

한편, 본 연구와 같이 실사용데이터에서의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할 중요한 점이 있다. 요로감염의 발생 위험이 증가되지 않은 

이유가 empagliflozin의 허가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중증의 요로감염에 

대한 경고로 인하여, 실제 임상 현장에서 요로감염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empagliflozin의 처방을 기피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외부적 변수에 의하여 요로감염 발생이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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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될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기간에 

따른 생식기 감염의 발생을 분석한 국외 연구결과를 본 연구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23,27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Adimadhyam, et al.(2019)의 연구는 SGLT2 저해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30일, 60일, 90일, 180일, 365일 기간 모두 생식기 감염의 

발생이 증가하였고 그 중 90일내 발생 위험성이 제일 높았다(Adjusted 

sequence ratios(ASR) 1.53, (CI 1.43-1.60)).(33) 본 연구에서도 

이와 일치하는 결과로 연구 종료 기간을 다르게 설정했을 때 생식기 

감염 발생에 시간에 따라 지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생식기 감염의 누적 발생률을 본 Kaplan-Meier 그래프에서 

시간에 따라 생식기 감염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과 4개월내의 발생률이 

비교적 더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GLT2 저해제 사용 후 생식기 감염이 발생한 환자의 성별에 

대하여, 기존의 RWD 연구들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위험성이 더 

높지만 남성에서도 유의미한 생식기 감염 발생의 위험성이 

확인되었다.(15, 33) 그러나, 본 연구의 하위그룹분석에 따르면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남성에서 생식기 감염의 발생이 나타나긴 하였으나, 

2명(1.1%)으로 발생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하여 감염 위험이 더 적기 때문에 남성에서 유의미한 

생식기 감염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상자수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듯 보인다. 한편, empagliflozin 사용 후 발생한 

요로감염의 경우, FDA 허가사항에 의하면 여성에서 유의한 발생 증가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empagliflozin을 

사용한 여성에서 요로감염이 3명(2.2%) 발생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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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agliflozin 사용 후 요로감염 발생이 증가하지 않았다.  

SGLT2 저해제 사용 후 생식기 감염의 발생해 대한 연구 중에서 

직접 연령을 비교한 연구는 없지만 66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유의미한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15) 본 

연구에서 또한, 이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65세를 기준으로 

연령을 분류하여 하위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65세 이상 환자 

대상으로 생식기 감염 발생수가 5명(2.96%)으로,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 현황과 유사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요로감염 지표에 대해서는 이미 직접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기존의 연구가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66세 

미만과 이상의 대상자 모두에서 SGLT2 저해제 사용 후 요로감염 

발생이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18) 본 연구에서도,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요로감염 발생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65세의 연령 기준으로 분류한 

하위그룹 분석 결과에서는 65세 미만 여성에서의 생식기 감염은 

8명(12.7%) 발생하였고 65세 이상의 여성에서 생식기 감염 발생은 

5명(6.7%)으로 확인되었음으로,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65세 청구데이터를 통하여 66세 이상의 여성환자에서 생식기 

감염의 유의성을 확인한 청구 자료 기반의 기존 연구와 방향성이 

비슷했으며 더 많은 대상자수에서 수행하였다면 결론이 일치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15)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50세의 연령 기준으로 분류한 

하위그룹 분석 결과에서는 50세 이상의 여성환자에서만 empagliflozin 

사용 후 생식기 감염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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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대조군(self-controlled case series, SCCS) 연구인 Kang, et 

al.(2021) 에서 50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이 SGLT2 저해제 사용 후 

생식기 감염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34) 

이러한 현상은 폐경 후 하부요로계의 조직도 위축이 진행되고 요도와 

방광 점막의 탄성이 감퇴되면서 생식기와 하부요로 증상의 발생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35) 그러나, Kang, et 

al.(2021)의 연구에서 SGLT2 저해제 사용 후 50세 이상 여성에서 

요로감염 발생 증가를 확인한 바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empagliflozin 

사용 후 50세 이상 여성에서 요로감염 발생 증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4) 하지만, Kang, et al.(2021)의 SGLT2 저해제 사용자 

중 반은 dapagliflozin 사용자이고 dapagliflozin은 empagliflozin과 달리 

요로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empagliflozin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요로감염 발생에 대한 비교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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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의 강점과 한계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전자의무기록의 증상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empagliflozin의 생식기 감염 및 요로감염의 위험성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의 강점으로, 인과 추론을 높이고 비뚤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target trial emulation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도록 1:1 

성향점수 매칭을 하였고, mITT 분석과 per-protocol분석을 같이 

시행하였으며 불면 시간 비뚤림을 최소화하도록 추적 관찰 시작 시기를 

약물처방일과 동일하게 맞추었다. 

본 연구는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료정보를 수집 및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Ko, et al.(2021)의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한 

생식기 감염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명중 10명에 대해서는 

전자의무기록에서만 확인 가능한 증상 또는 진단명으로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RWD 자료원을 통해 감지 가능한 생식기 감염에 

대한 진단 코드의 경우 1명에서만 감지되었음으로,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으면 위와 같은 데이터는 확보할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5명에서는 항진균제 처방을 생식기 감염 증상과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항진균제는 생식기 감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균감염으로 인하여 처방받을 수 있기에 전자의무기록 외에 다른 

실사용데이터에서도 감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항진균제의 적응증을 확인하거나 

진단명 또는 증상이 동반해야 하기에 이러한 정보는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단일기관에서 시행한 연구라는 점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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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다른 병원 및 의원을 방문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 특히 생식기 

감염과 같은 경증의 질병의 경우 발생시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접근성 및 

편리성이 있는 근처 의원을 방문하고 진료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생식기 감염의 치료제의 경우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구매하여 치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경증인 증상만 있었을 경우 치료없이 증상이 스스로 호전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약물을 처방받은 진료과 외에도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에서의 기록을 확인하였다. 

교란 요인과 관련된 한계점으로는,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전자의무기록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변수를 정의하였지만 감지가 어려워서 누락되었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식기 감염 교란요인으로 중요한 과거 

생식기 감염 기록은, 이전 한계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서는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생식기 

감염은 비교적 경증의 질환이라는 점에서 의료진이 진단을 하더라도 

진단 코드 및 진단명의 기록이 누락될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에 모든 

교란 요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성향점수 매칭 

후 기저특성에서 생식기 감염자는 두 군 모두에서 감지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식기 감염의 진단 코드와 기록에 

입력된 진단명을 모두 감지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고 약물을 처방한 과 

외에 모든 진료과에서의 기록을 확인하였다. 덧붙여, 생식기 감염의 

감지가 어렵다는 점은 두 군 모두에 대해 동일한 조건이므로, 감지되지 

않은 생식기 감염 기록이 있을 위험은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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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교란요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교란 요인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누락된 교란 요인 변수는 

요로감염의 위험 요인으로 방광 게실이 있다. 다만, 방광 게실을 

위험인자로 수집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광 게실의 유병률은 

0.31%로 낮으며 대부분은 이차성 질환으로 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1 – 

8%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36, 37) 나아가, 방광 게실의 

합병증으로는 만성 요로감염과 요로결석이 있는데, 본 연구가 직접 방광 

게실을 감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전립선비대증 환자와 요로감염 및 

요로결석이 있었던 환자들을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방광 게실 환자들이 

간접적으로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36) 

본 연구는 관찰 개시시점과 결과 발생시점이 환자마다 제각기 

다르고, 관찰기간 또한 동일하지 않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연구자료에서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과 중도절단 자료를 

처리한 Cox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통하여 

발생의 위험도인 비례위험도(relative hazard ratio, HR)를 산출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다.(3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에서의 

생식기 감염의 발생 수가 0이기에 비레위험도를 산출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질환 발생의 위험성을 분석하는 오즈비를 Haldane-

Anscombe의 교정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 및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Kaplan-Meier 생존분석으로 각 사건 발생 시간 기준으로 

사건 발생률을 계산한 누적 발생률 그래프를 그리고 로그순위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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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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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 구   결 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로부터 empagliflozin이 실제 국내 

임상현장에서 생식기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만 요로감염의 

위험성은 증가시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에 

기반하여, 임상현장에서 약사의 역할로 empagliflozin을 복용하는 

환자의 잠재적 생식기 감염의 위험을 고려하고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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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mulation of target trial 

us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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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agliflozin is a Sodium glucose-cotransporter 2 (SGLT2) 

inhibitor which is the newer class of antidiabetic medications. 

SGLT2 inhibitors reduce serum glucose by promoting urinary 

excretion of glucose. From increased availability of glucose in 

urogenital system, they have potential to increase risk of genital 

tract infections (GTIs) and urinary tract infections (UTIs). Unlike 

FDA warning issued for severe UTIs, current findings suggest no 

association between SGLT2 inhibitors and UTIs. Both clinical ti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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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bservational studies of SGLT2 inhibitors have shown 

increased risk of GTIs. In Korea, findings are limited as only one 

study investigated association between SGLT2 inhibitors and risk of 

GTIs and UTIs. The study in Korea used common data model 

(CDM) as data source, but there was a limitation in detecting GTIs. 

The CDM could not detect mild conditions, such as GTIs, due to 

inadequate data for the operational definitions of the outcomes. To 

overcome this issue, data source that provide comprehensive 

medical information such as an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could be used. In observational analyses, emulating a target trial can 

identify and avoid unnecessary biases. This study used EMR of a 

single institution to assess whether patients using empagliflozin 

were at increased risk for GTIs and UTIs compared with using 

sitagliptin by the target trial emulation.  

 Using an EMR, we constructed a cohort of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and aged ≥ 18 years who were prescribed empagliflozin 

or sitaglipti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January 

2019 to December 2019. Patients who were contraindicated for 

empagliflozin were excluded. Then the study subjects were 

adjusted for propensity score composed of demographic information, 

diabetes severity and risk factors for GTIs and UTIs. The outcomes 

of interest were GTIs and UTIs events. Odds ratios (O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95% CI) were estimated and association were 

evaluated using Chi-square or Fisher’s exact test.  

 After 1:1 matching on propensity score, 632 patient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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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ed. There were 3(1.0%) events of UTI in both groups (OR, 

1.0). For the events of GTI, those receiving empagliflozin had 15 

(4.8%) event, compared with no event from the sitagliptin group 

(OR, 32.5, p<0.05).  

 From conducting the study through EMR at a single 

institution in Korea, use of empagliflozin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of GTIs while there was no association of increased 

risk of UTI. 

 

Keywords : SGLT2 inhibitor, genital tract infection, urinary tract 

infection, electronic medical record, target trial emulation, adverse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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