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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율의 증

가는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도 식단의 서

구화, 고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당뇨병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2) 당뇨병 환자들은 심혈관계질환, 망막병증, 신경병증,

신장병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이는 이환율과

사망률이 증가하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2)

당뇨병 환자는 비당뇨인보다 감염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한

다.3) 특히 비대뇌성 모균증(rhinocerebral mucormycosis)과 같

은 특정 감염질환은 대부분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한다고 알려

져 있다.4) 미국의 한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감염질환의 빈도는 약 10%였으며, 응급실 내원의

흔한 원인으로 보고하였다.3) 당뇨병 환자에서 감염질환이 발

생하는 주요 기전은 고혈당으로 인한 T세포와 호중구의 기능

저하, 체액면역의 장애, 신경합병증으로 인한 족부감염과 요

저류에 따른 요로감염 등 이다.5-7)

약물상호작용이란,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 시

발생하는 약물의 효능 또는 독성의 변화를 의미한다.8) 일반적

으로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하여 한 가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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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혈당강하제를 복용한다.9) 또한 합병증과 동반질환을 치료

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약물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는

잠재적 약물상호작용 및 약물유해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10,11)

당뇨병 환자에서 경구용 혈당강하제, 특히 저혈당이 빈번하

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sulfonylurea (SU) 계열의 약물상호

작용 현황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

라 환자군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자료

를 활용하여 SU와 상호작용으로 저혈당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항균제의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임상현

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물을 파악하고 향후 약물상호작용으

로 인한 저혈당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자료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NHIS-NSC) 데이

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2013년 NHIS-NSC 는 총 1,025,340

명의 진료내역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2%인 약

100만명을 표본 추출하여 얻어졌다.12)

NHIS-NSC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자격 DB, 진료 DB, 건강

검진 DB, 요양기관 DB로 구성되어있다. 자격 DB는 대상자의

성별, 연령대, 지역, 가입자 구분, 소득분위 등과 같은 사회경제

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진료 DB는 의료기관, 보건기관, 치

과 및 한방 의료기관, 약국자료에 대한 DB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기관과 치과 및 한방 의료기관 각각에 대한 명세서(20t),

진료내역(30t), 상병내역(40t), 처방전교부상세내역(60t)과 약

국의 명세서(20t), 진료내역(30t)의 총 10개 세부 DB로 구성되

어있다. 명세서(20t)에서는 개인일련번호, 청구일련번호, 요양

기관식별대체번호를 추출하고, 진료내역(40t)에서 진료과목코

드와 상병코드를 처방전교부상세내역(60t)에서 약물의 일반명

코드, 요양개시일자, 총 투여일수 등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였다.

의약품 일반명코드를 활용하여 약물 투여경로에 대한 분석에

활용하였다(A: 내용, B: 주사, C: 외용, D: 기타- 검사용 시험지,

키트 등).

연구대상

2013년 전체 NHIS-NSC 데이터 중 SUs와 상호작용으로 저

혈당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항균제를 병용투여한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68호

(2015. 5. 15)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시되어 있

는 분류번호 ‘396 당뇨병용제’에 해당하는 SUs 중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 혈당강

하제로 정의하였다. 환자가 두 가지 이상의 SU 약물을 복용하

거나, 다른 SU로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는 다른 처방 건으로 가

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 진행 되었다(SMWU-1704-HR-006).

병용투여

본 연구에서는 SUs와 상호작용으로 저혈당이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되는 25개 항균제를 포함하였다. 약물의 잠재적 상호

작용 평가를 위하여 Lexi-Interact™ online 상호작용 정보에

서 risk rating C 이상인 경우와 Micromedex® 상호작용 정보에서

risk rating moderate 이상인 경우를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13,14) 이

러한 기준에 따라 22개 항균제(balofloxacin, besifloxacin,

chloramphenicol, ciprofloxacin, clarithromycin, doxycycline,

enoxacin, gatifloxacin, gemifloxacin, isoniazid, levofloxacin,

linezolid, lomefloxacin, minocycline, moxifloxacin, norfloxacin,

ofloxacin, oxytetracycline, sulfadiazine, sulfamethoxazole-

trimethoprim, tetracycline, tosufloxacin)와 3개 항진균제

(fluconazole, prothionamide, voriconazole)가 포함되었다. 이 중

잠재적 저혈당 상호작용이 Lexi-Interact™ online risk rating D 이

상이거나 Micromedex® major 이상인 약물은 balofloxacin,

besifloxacin, ciprofloxacin, enoxacin, fluconazole, gatifloxacin,

gemifloxacin, isoniazid, levofloxacin, lomefloxacin, moxifloxacin,

norfloxacin, ofloxacin, tosufloxacin이었다. 혈당강하제와 항균제

가 최소 1일 이상 함께 투여되는 경우를 병용투여로 정의하였다.

병용투여는 요양기관식별대체번호와 청구일련번호를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동일한 요양기관식별

대체번호와 청구일련번호를 가지는 경우는 요양기관 내의 동

일 처방전에서 발생한 병용투여로 정의하였으며, 동일한 요양

기관식별대체번호를 가지나 다른 청구일련번호를 가지는 경

우는 동일한 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였으나 다른 처방전 상에

서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두 번호가 모두 다른 경우는 요

양기관과 처방전이 모두 다른 병용투여로 정의하여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통계분석

분석을 위한 데이터 처리와 통계적 처리는 SAS 9.4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기술적 통계가 사용되었으며 데이터는 숫

자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특성

2013년 65세 이상 환자 128,392명에게 총 134,592건의 SUs

가 처방되었다. 이 중 SU와 상호작용으로 저혈당이 발생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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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는 항균제를 사용한 25,613건, 6,006명의 환자를 본 분

석에 포함하였다. 남자 2,385명(39.7%), 여자 3,621명(60.3.%)

이었으며, 가장 빈번한 연령군은 70-74세 군으로 1,961명

(32.7%)이었다. 진료과는 내과 5,924건(98.6%), 정형외과

4,660건(77.6%), 안과 4,515건(75.2%) 순으로 빈번하게 나타났

다.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은 직장가입자가 3,742명(62.3%)으

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지역가입자가 1,716명(28.6%), 의료급

여수급권자가 548명(9.1%)이었다(Table 1).

65세 이상 환자에서의 약물 사용 현황

약물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SUs는 총 134,592건, 항균제

는 총 185,741건이 사용되었다. 연구에 포함된 네 가지의 SUs

중 glimepiride 117,519건(87.3%), gliclazide 11,114건(8.3%)

glibenclamide 5,727건(4.3%), glipizide 232건(0.2%) 순으로

사용되었다. 항균제의 경우 oxytetracycline 51,454건(27.7%),

levofloxacin 49,176건(26.5%), fluconazole 24,640건(13.3%),

ciprofloxacin 17,901건(9.6%), clarithromycin 14,290건(7.7%)

순으로 사용되었다(Table 2).

잠재적 약물상호작용 발생현황

65세 이상의 고령자 집단에서 잠재적 저혈당 약물상호작용

건수는 총 25,613건 이었다. 모두 6,006명의 환자가 SUs와 항

균제를 적어도 하루 이상 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당

평균 약물상호작용 건수는 4.3건 이었다. 이 중 요양기관과 처

방전이 동일한 경우는 총 2,487건(9.7%)이었고 동일한 요양기

관 내의 다른 처방전에서 발생한 경우는 4,746건(18.5%)이었

다. 요양기관과 처방전이 모두 다른 경우는 18,380건(71.8%)

이었다(Table 3). SUs와 항균제의 병용투여기간은 1-3일인 경

우가 가장 빈번하였으며(13,930건, 54.4%), 4-6일(8,548건,

33.4%), 7일 이상(3,135건, 12.2%) 순이었다. 

연구에 포함된 항균제 중 SU와 빈번하게 병용된 약물은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Baseline characteristics n (%)

Total 6,006

Gender 6,006

 Male 2,385 (39.7%)

 Female 3,621 (60.3%)

Age group 6,006

 65-69 1,674 (27.9%)

 70-74 1,961 (32.7%)

 75-79 1,411 (23.5%)

 80-84 692 (11.5%)

 ≥85 268 (4.5%)

Insurance type 6,006

 Self-employed insured 1,716 (28.6%)

 Employed insured 3,742 (62.3%)

 Medical aid 548 (9.1%)

Hospital department 30,003

 Internal medicine 5,924 (98.6%)

 Orthopedic surgery 4,660 (77.6%)

 Ophthalmology 4,515 (75.2%)

 Dermatology 2,793 (46.5%)

 Otorhinolaryngology 2,652 (44.2%)

 Urology 2,158 (35.9%)

 Neurology 2,133 (35.5%)

 Surgery 1,958 (32.6%)

 Psychiatry 1,554 (25.9%)

 Family medicine 1,216 (20.2%)

 Neurosurgery 1,151 (19.2%)

 Others 3,346 (55.7%)

Table 2. Commonly used sulfonylureas and antimicrobials

Drugs n (%)

Sulfonylureas 　 134,592 (100%)

　 Glimepiride 117,519 (87.3%)

　 Gliclazide 11,114 (8.3%)

　 Glibenclamide 5,727 (4.3%)

　 Glipizide 232 (0.2%)

Antimicrobials 　 185,741 (100%)

　 Oxytetracycline 51,454 (27.7%)

　 Levofloxacin 49,176 (26.5%)

　 Fluconazole 24,640 (13.3%)

　 Ciprofloxacin 17,901 (9.6%)

　 Clarithromycin 14,290 (7.7%)

　 Norfloxacin 8,087 (4.4%)

　 Sulfadiazine 4,044 (2.2%)

　 Doxycycline 3,883 (2.1%)

　 Tosufloxacin 3,155 (1.7%)

　 Gatifloxacin 1,969 (1.1%)

　 Isoniazid 1,528 (0.8%)

　 Linezolid 1,228 (0.7%)

　 Moxifloxacin 858 (0.5%)

　 Ofloxacin 841 (0.5%)

　 Minocycline 712 (0.4%)

　 Balofloxacin 489 (0.3%)

　 Voriconazole 389 (0.2%)

　 Gemifloxacin 386 (0.2%)

　 Chloramphenicol 275 (0.2%)

　 Tetracycline 239 (0.1%)

　 Besifloxacin 105 (0.1%)

　 Sulfamethoxazole-trimethoprim 56 (0%)

　 Enoxacin 28 (0%)

　 Prothionamide 5 (0%)

　 Lomefloxacin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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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ofloxacin (6,583 건, 25.7%) 이었고 이어서 ofloxacin (6,549건,

25.6%), fluconazole (4,678건, 18.0%), ciprofloxacin (2,551건,

9.8%), clarithromycin (1,615건, 5.7%) 순이었다. 이 중 잠재적 저

혈당 상호작용의 risk rating이 Lexi-Interact™ online에서 D

이상이거나 Micromedex®에서 major 이상인 항균제는

levofloxacin, ofloxacin, fluconazole, ciprofloxacin 이었다. 외용

제를 제외한 경우에는 fluconazole, levofloxacin, ofloxacin,

ciprofloxacin순이었다(Table 4). 

항균제와 잠재적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한 SU는

glimepiride (22,461건, 87.7%), gliclazide (2,128건, 8.3%),

glibenclamide (982건, 3.8%), glipizide (42건, 0.2%) 순으로 나타났

다. 빈번하게 병용투여된 약물조합은 glimepiride와 levofloxacin

(5,676건, 22.2%), glimepiride와 ofloxacin (5,638건, 22.0%),

glimepiride와 fluconazole (4,234건, 16.5%)이었다. Glibenclamide,

gliclazide, glipizide와 상호작용으로 잠재적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는 항균제들은 1% 미만의 빈도를 나타냈다. 

고     찰

본 연구는 대표성을 가진 NHIS-NSC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하여 SUs와 항균제를 사용한 환자의 잠재적 약물상호작용 현

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2013년 1년간 65세 이상의 환자

총 6,006명에서 25,613건의 잠재적 약물상호작용이 발생하였

으며, 환자당 평균적으로 발생한 잠재적 약물상호작용은 4.3

건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병용투여를 혈당강하제와 항균제가 최소 1

일 이상 함께 투여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당뇨병 환자들은

SUs를 장기간 복용하지만, 항균제는 비교적 단기간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15,16) 약물에 의한 저혈당은 대부분 복용 후 8시간

Table 3. The frequency of co-medication among co-prescrip-

tion, same and different medical institution

Co-medication n (%)

Total concurrent use 25,613

 Same prescription 2,487 (9.7%)

 Same medical institution 4,746 (18.5%)

 Different medical institutions 18,380 (71.8%)

Table 4. The frequency of potential drug interactions 

Potential DDI pairs (n=25,613) n (%)

Lexi-InteractTM online risk rating D or Micromedex® risk rating major

Glimepiride 

(n=19,672)

Fluconazole PO/INJc 4,207 (16.4%)

Ofloxacin Topical/Othersc 3,258 (12.7%)

Levofloxacin PO/INJb,c 2,920 (11.4%)

Levofloxacin Topical/Othersb,c 2,756 (10.8%)

Ofloxacin PO/INJa 2,380 (9.3%)

Ciprofloxacin PO/INJa 1,992 (7.8%)

Moxifloxacin Topical/Othersc 908 (3.5%)

Isoniazid PO/INJb,c 311 (1.2%)

Others 940 (3.6%)

Gliclazide 

(n=2,081)

Ofloxacin Topical/Othersc 357 (1.4%)

Levofloxacin PO/INJc 342 (1.3%)

Levofloxacin Topical/Othersb,c 309 (1.2%)

Fluconazole PO/INJb,c 302 (1.2%)

Ofloxacin PO/INJc 278 (1.1%)

Others 493 (1.8%)

Total 22,680 (88.5%)

Lexi-InteractTM online risk rating C or Micromedex® risk rating moderate

Glimepiride 

(n=2,789)

Clarithromycin PO/INJb,d 1,386 (5.4%)

Oxytetracycline Topical/Othersb,d 443 (1.7%)

Sulfamethoxazole-trimethoprim PO/INJd 389 (1.5%)

Doxycycline PO/INJd 365 (1.4%)

Others 206 (0.8%)

Total 2,933 (11.5%)

DDI: drug drug interactions, PO/INJ: orally/injection, Others: test strip, inspection kit, etc.

a: Lexi-InteractTM online drug interaction risk rating D, b: Lexi-InteractTM online drug interaction risk rating C, c: Micromedex® drug interaction risk

rating major, d: Micromedex® drug interaction risk rating mod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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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발생하고, fluoroquinolones (FQs) 계열의 약물 사용으로

인한 저혈당은 사용 후 3일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7-21) 선행연구에서도 SUs와 sulfamethoxazole-trimethoprim

병용투여시 발생한 저혈당 중 약 12% 정도가 1-4일 동안 동시투

여된 경우였다.15) 이와 같이 약물에 의한 저혈당은 투여 후 단

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사용이 하루만 겹쳐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SUs의 주요 유해반응 중 하나는 저혈당이다.22) 연구에 의하

면 SUs를 복용하는 환자 중 발생하는 저혈당은 약 10%의 환

자에게 치명적이었다.23-25) 잠재적 상호작용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SU는 glimepiride (87.7%)이었는데, 이는 전체 SUs 중

glimepiride의 사용이 가장 빈번했기(87.3%) 때문일 것으로 사

료된다. 

FQs의 사용은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dysglycemia 발생과 관

련있다고 보고되었다.26)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FQs으로

인한 저혈당 발생 관련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고, 저혈당으

로 인한 혼수 증상을 허가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다.27) 본 연구 결

과에서도 levofloxacin, ofloxacin, ciprofloxacin, moxifloxacin

등이 SU계열 약물과 빈번하게 잠재적 약물상호작용을 보였다.

SU와 가장 빈번하게 병용투여된 항균제는 levofloxacin (25.7%)

이었다. 본 분석에 포함된 항균제 중 levofloxacin이 가장 흔히

사용되었다는 점이 빈번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levofloxacin은 permeability glycoprotein을 억

제하고 이는 당뇨병 환자에서 심각한 저혈당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었다.28) Levofloxacin에 이어서 SUs와 빈번하게 병용

된 항균제는 ofloxacin (25.6%)이었다. 

일반적으로 외용제는 경구제나 주사제에 비해 흡수율이 낮

으므로 약물상호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고 알려

져있다.29) 그러나 levofloxacin 점안제 사용 후 Clostridium

difficile 장염과 같은 약물유해반응이 보고되는 등 외용제에

의한 유해반응의 발생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30) Levofloxacin

또는 ofloxacin 점안제를 사용 후 비루관을 눌러 약물의 체내

이동을 방지하는 등의 환자 교육과 발생 가능한 유해반응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하다.31,32)

Fluconazole도 잠재적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항균제로 나타났다. CYP2C9의 기질인 SUs와 CYP2C9 저해

제인 fluconazole을 병용투여 하는 경우 SUs의 혈중농도 증가

및 저혈당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28) 따라서 두 약물의 병용

투여 시 주의깊은 혈당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SUs와 항균제의 병용투여는 환자가 다른 요양

기관을 이용하여 처방을 받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 포함된 SUs와 항균제 병용투여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 지정하는 병용금기 성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에서 시행 중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에 의해 동일 처방

전내에서 모니터링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당뇨병 환자에서 저혈당의 발생은

심각한 임상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약물에

의한 저혈당은 입원 및 의료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33,34) 특히, 연령이 증가하면서 혈중 알부민이 감소하게

되고 알부민과의 높은 결합력을 특징으로 하는 SUs의 사용으

로 저혈당의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자율

신경계 기능 이상으로, 증상이 없거나 잠재적인 저혈당(occult

hypoglycemias)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35,36) 따라서 고령자

에게 신중한 약물 사용이 필요하며 당뇨병 치료 시 저혈당 발

생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약물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37)

본 연구는 국가 단위의 NHIS-NSC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

였고, 이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공단 자료는 진단명의 정확성과 타당도 문제가 단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당뇨병 상병명 유

무와 상관없이 혈당강하제 약제의 병용투여 현황을 본 연구이

다. 공단 자료가 청구를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므로 약물사용

관련 정보는 정확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임상을 타

당하게 반영해 국내현황과 추세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SUs와 항균제를 병용투여 시 잠재적으로 저

혈당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상호작용을 분석하였으며 실제 병

용투여로 저혈당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추

후 병용약물을 투여받는 환자들을 추적조사하여 실제 저혈당

의 발생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저혈당에 영향을 주는

여러 위험인자, 특히 약물의 용량과 사용기간에 따른 저혈당

발생의 연관성에 관하여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SUs와 병용투여 했을 때 저혈당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항균제를 제시하고, 병용투여 현황을 보여준

첫 연구이다.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

스템에 대한 추가 보완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자

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잠재적 상호작용에 대

한 국내 현황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

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2013년도 NHIS-NSC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SUs와 항균제의 병용현황을 파악하여 잠재적 약물상호작용

을 분석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SUs는 glimepiride였고

SUs와 상호작용으로 저혈당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항균제는

levofloxacin, ofloxacin, fluconazole, ciprofloxacin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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