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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의 부족이나 효과 감소로 인해 인체의 고혈당 

상태 및 대사장애를 지속하는 질환이다. 이러한 당뇨병은 합병증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 노령 인구 증가와 

성인병 발생률 증가에 따라 당뇨병의 유병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경구용제 중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DPP-4 억제제간의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를 위해 전문이 출판된 문헌을 바탕으로 체계적 문헌고찰과 

네트워크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문헌 검색을 위해 PubMED, KoreaMED, 

KMBASE 3개의 전자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DPP-4”  

“Sitagliptin”, ”Saxagliptin”, ”Linagliptin” ,”Vildagliptin”, 

Alogliptin,” “Gemigliptin”, “Teneligliptin”, “Evogliptin”, 

“Anagliptin” 을 기준으로 검색전략에 맞추어 입력하였으며, 미리 

정해진 선택/배제 기준에 따라 총 15개의 문헌을 최종 선택하였다. 

 선택된 문헌에 대해서 일반적 특성을 고찰하였고, 당화혈색소의 변화를 

종합적 효과 크기를 산출하여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통해 연구의 가중치를 

분석하였으며 효과 크기와 그에 따른 비교 순위를 추정하였다. 

출판편향성을 평가하기 위해 funnel plot을 평가하였다. 

 15개의 연구는 모두 placebo 대비 유의한 당화혈색소의 감소를 

보였으며 네트워크메타 분석을 통해 gemigliptin은 sitagliptin, saxagliptin, 

linagliptin, alogliptin, evogliptin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혈당강하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vildagliptin은 saxaglipti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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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혈당강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DPP-4 inhibitor를 비교했을 때 혈당강하효과가 가중 좋은 

약물은 gemigliptin이며 두 번째는 teneligliptin이라는 추정 결과를 

얻었다. 

 연구의 수를 늘리고 effect modifier에 대한 이질성을 최소화하면 더 

유용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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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노령 인구의 증가와 성인병 발병률 증가에 따라 당뇨병의 유병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혈당 조절에 실패한 환자는 

저혈당과 케토산증과 같은 급성 대사성 합병증과 미세혈관계 합병증, 

대혈관계 합병증과 갚은 만성 합병증으로 인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IDF ATLAS, 2015). 

 

장기간 고혈당에 노출된 환자들은 추후에 목표혈당에 도달하더라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혈당이 지속된 상태에서의 대사가 악영향을 미쳐 

당뇨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줄일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다. 

당뇨병치료에서 가장 무서운 당뇨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에 강력하게 혈당을 조절함으로써 목표 혈당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chatz H., 2009). 

 

metformin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초기 치료로 권고되는 매우 

일반적인 약물이다. 그러나 metformin의 당 조절 실패 이후 어떤 약물의 

투여가 가장 이상적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Esposito et al., 2013). 설포닐우레아 (sulfonylurea)의 추가 

복용은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쓰이고 있지만 저혈당과 

체중증가의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Karagiannis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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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당뇨병 치료의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DPP4 억제제를 2차 약제, 혹은 위장관 장애의 기왕력이 있거나 신장애 

환자, 간장애 환자 등의 특정한 환자군 에서는 1차 약제로까지 권고하고 

있다(Inzucchi, 2012). 

 

체내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인크레틴 호르몬(incretin 

hormone)은 GLP-1(glucagon like piepide-1)에 의해 분비를 지속할 수 

있다. 여기서 GLP-1을 억제하는 효소인 DPP-4(dipeptyl peptidase-

4)를 억제함으로써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DPP-4 

억제제(dipeptyl peptidase-4 inhibitors)이다(Tella et al., 2015). 선행된 

연구에서 DPP-4 억제제는 저혈당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고 

체중증가도 나타나지 않았다.  구역,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관계 부작용도 

대조군과 비교할 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Amori et al., 2007). DPP-4 

억제제는 혈당강하 효과 면에서 sulfonylurea의 비열등성 비교 

임상시험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hung et al., 2010). 

 

위와 같이 입증된 효과성과 안전성으로 인해 국내 DPP-4 억제제 

단일제 청구액은 2012년 705억원에서 2015년 1455억원으로, DPP-4 

억제제와 metformin 복합제는 같은 기간 901억원에서 195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현재까지 시장에 출시된 DPP-4 억제제는 시타글립틴(sitagliptin), 

삭사글립틴(saxagliptin), 리나글립틴(linagliptin), 빌다글립틴(vildaglip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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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글립틴(alogliptin), 제미글립틴(gemigliptin), 테넬리글립틴(teneliglipti),

 에보글립틴(evogliptin), 아나글립틴(anagliptin)으로 총 9개가 있다. 

DPP-4 억제제는 유사한 기전으로 인체에 작용하지만, 효과와 안전성에 

있어 차이를 보이며, 각각이 갖는 특성의 의학적 근거가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Baetta, 2011). 

 

최근의 DPP-4 억제제의 효과에 대한 직접비교 연구에서 vildagliptin과 

saxagliptin 또는 sitagliptin의 metformin과의 추가 요법에 있어서의 

효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Li et al,. 2014). 또한 saxagliptin은 

sitagliptin에 대하여 metformin 추가 요법에서 비열등성을 

입증했다(Scheen et al,. 2010). 간접비교로는 DPP-4 억제제의 

메타회귀분석을 공복혈당(fasting Plasma Glucose, FPG), HbA1c의 레벨 

그리고 DPP-4 억제제의 종류에 의해 DPP-4 억제제의 혈당강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Katherine et al., 2013).  

 

그러나 DPP-4 억제제 간의 직접 비교연구(Head-to-head) 연구는 

일반적이지 않아, 여러 종류의 DPP4-inhibitor간의 효과성과 안전성 

비교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Stephan , 201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DPP-4 억제제의 

혈당강하능력(glucose-lowering efficacy)의 비교에 대해 네트워크 

메타분석(network meta-analysis)을 통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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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있어 처방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DPP-4 억제제의 선택에 있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문헌들을 수집, 분석하여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고 효과크기를 종합하여 네트워크 

메타분석(network meta-analysis)을 통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문헌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며, DPP-4 

억제제의 당화혈색소(HbA1c)의 강하 효과를 비교하고 분석한다. 

 

둘째, 각 문헌들의 연구에 대해 표본의 수, 효과크기로 연구간의 

가중치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 별로 추정된 효과크기(effect size)를 종합하여 네트워크 

메타분석을 통해 비교 순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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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핵심질문(PICOS) 설정 

 

  핵심질문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표1). 대상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재약물은 9가지의 DPP-4 억제제로 하였다. 

비교약물은 위약(placebo)을 비교 약물로 하였고, 결과변수는 

당화혈색소(HbA1c)의 변화량으로 하였다. 

 

표 1. 핵심질문(PICOS) 개요 

구 분 핵 심 질 문 

대상 (Patient) 제2형 당뇨병 환자 

중재 (Intervention) DPP-4 억제제 

비교 (Comparator) DPP-4 억제제, 위약(placebo) 

결과변수 (Outcome) 당화혈색소(HbA1c)의 변화량 

연구설계(Study design) 
무작위배정비교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al, RCT) 

 

  각 학술지에 공식적으로 개제된 연구만 포함하였으며, 영문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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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만을 선정하였다. 

 

2. 문헌검색 

 

분석을 위한 자료검색은 인터넷 MEDLINE(PubMed)으로 실시 하였으며, 

검색어는 “Sitagliptin”, ”Saxagliptin”, ”Linagliptin” ,”Vildagliptin”, 

Alogliptin,” “Gemigliptin”, “Teneligliptin”, “Evogliptin”, 

“Anagliptin”등을 이용하여 출판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2017년 

3월 까지 국제 학술지에 영문으로 기재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연구문헌과 

검색된 문헌 속의 참고문헌 목록을 검토하여 연구에 포함시켰다. 

 

국내 문헌검색은 KoreaMed와 KMBASE를 이용하였다. 검색어는 “DPP-4”  

“Sitagliptin”, ”Saxagliptin”, ”Linagliptin” ,”Vildagliptin”, Alogliptin,” 

“Gemigliptin”, “Teneligliptin”, “Evogliptin”, “Anagliptin”등을 

이용하였다(표 2). 

 

표 2. 전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경로(URL) 

PubMED http://www.ncbi.nlm.nih.gov/sites/entrez 

KoreaMed http://www.koreamed.org 

KMBASE http://kmbase.medr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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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논문에 대해서 저자, 출판연도, 연구 설계 방법, intervention, 

HbA1c의 변화량, HbA1c의 변화량에 대한 표준편차, 표본수를 

조사하였다. 

 

3. 선정기준 / 제외기준 

 

Pubmed를 통해 DPP-4 억제제의 종류별로 얻은 논문은 총269편 

이었고, 표본선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정 및 

제외기준에 따라 논문들을 평가 및 분류하였다. 중복 되는 논문과 제외 

기준에 따라 국내 검색 논문은 활용되지 않았다(표 3). 

 

 1) 선정기준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al, RCT)을 선정 하였다. 용량은 국내허가 용량(regular 

dose)로 대조군과 비교 한 연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12주 이상 추적 관찰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영어로 개제된 논문만 

포함시켰다. 

 

2) 제외기준 

 메타분석(meta-analysis)과 검토논문(review)은 포함하지 않았다. 

DPP-4 억제제의 혈당강화효과 측정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약제에 추가적으로 DPP-4 억제제를 복용한 연구도 제외시켰다. 사람을 



8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닌 동물실험이나 실험실 연구도 배제하였다. 

선정기준의 한계성과 DPP-4 억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DPP-4 

억제제의 용량에 대해서는 제안사항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2차 선정 과정을 거쳐 선택된 총 15편의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그림 1). 

 

표 3. 선정기준/제외기준 

선정기준 제외기준 

RCT(Randomized Controlled Tral) 메타분석(meta-analysis)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검토논문(review) 

국내 허가용량을 기준으로 한 연구 다른 당뇨약제와의 추가복용(add-

on) 

대조군과의 비교 연구 동물실험 

12주 이상을 추적 관찰한 연구 실험실 연구 

영어로 개제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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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search 

MEDLINE(PubMed) 

Keyword(DPP-4 inhibitor) 

AND placebo 

NOT editorial 

NOT letter 

NOT review 

(N=269) 

Limited to Title/Abstract 

Vilagliptin(N=14) 

Sitagliptin(N=8) 

Saxagliptin(N=9) 

Linagliptin(N=12) 

Alogliptin(N=4) 

Teneligliptin(N=4) 

Evogliptin(N=2) 

Anagliptin(N=2) 

Gemigliptin(N=2) 

Vilagliptin(N=52) 

Sitagliptin(N=32) 

Saxagliptin(N=36) 

Linagliptin(N=26) 

Alogliptin(N=15) 

Teneligliptin(N=8) 

Evogliptin(N=49 

Anagliptin(N=14) 

Gemigliptin(N=32) 

212 Exclude by title, abstract 

- treatment duration<12W 

- no placebo arm 

- no HbA1c parameter 

 

Limited to Title/Abstract 

Vilagliptin(N=2) 

Sitagliptin(N=2) 

Saxagliptin(N=3) 

Linagliptin(N=3) 

Alogliptin(N=1) 

Teneligliptin(N=1) 

Evogliptin(N=1) 

Anagliptin(N=1) 

Gemigliptin(N=1) 

15 trials included 

60 Exclude by full text review 

- combination therapy 

- open label 

- add-on 

그림 1. 문헌의 선택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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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트워크 메타분석(network meta-analysis)  

  

1)네트워크 메타분석(network meta-analysis, NMA) 

 RCT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와 

메타분석(meta-analysis)는 보건 연구 분야에 있어 가장 유의한 증거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다(Habour, 2001). 늬른베르그 강령(Nuremberg 

Code)에 따른 연구 수행은 연구 대상자에게 최상의 치료법이 보장되지만 

연구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약물을 투여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The Nuremberg Code, 1978). 또한 RCT는 비용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인해 그 한계성을 갖고 있다(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0). 

 이를 극복 하기 위한 방법으로 2개 이상의 RCT의 비교를 위해 짝지은 

메타분석(pair wise meta-analysis)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짝을 이루어 비교를 해야 하는 점에서 한계성을 드러내어, 

중재요소와 임상시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견고한 통계기법의 필요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NMA는 2개 이상의 RCT에서 3개 이상의 중재요소(intervention)을 

연결하여 분석할 수 있는 통계기법이다. 직접비교와 간접비교의 결과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폭 넓은 중재요소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Song, 

2011)(Glenny, 2005)(그림 2). 

 

2)유사성의 가정 

 NMA는 연구비교에 있어 엄격한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연구대상의 수, 

연구 디자인, 결과 측정 방법 외에도 연령, 질병의 정도, 추적 기간 등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의 균형적인 분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의 불균형은 이질성과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Janse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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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관성의 가정 

 직접적, 간접적 증거가 모두 가능한 경우에서 각 쌍의 비교에 대해 직접 

간접적인 추정치가 일치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위반하면 C가 B보다 좋고 B가 A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된 시험 결과에서 

C가 A보다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이행성의 이론을 위배하게 

된다(Jansen, 2013). 

 

4)통계방법 

 NMA는 개별의 연구 결과를 포함한다. 총 임상시험의 건수, 2개 이상의 

비교군을 포함한 임상시험의 건수, 이질성, 불일치 그리고 편향성은  

네트워크 메타분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i et al., 2011). 네트워크 

메타분석의 통계방법은 종합한 데이터의 간접비교, 메타회귀(meta-

regression), 계층모델(hierarchical models) 그리고 빈도론적(frequentist)방법 

이 있다. NMA의 결과 제시와 해석은 다빈도와 베이지안 체계를 통해 

해석된다. 빈도록적 방법으로 사용하면 분석 결과가 95% CI의 점 추정치로 

표시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사전에 이미 제공 된 확률 분포와 연구대상을 

통해 얻어진 매개 변수 모형의 가능한 값에 대한 확신을 추산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연구에서 관측된 데이터를 통해 매개변수의 우도 분포를 사용하여 

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게 된다. NMA는 이러한 계산을 통해 

중재요소에 대한 경쟁적인 확률 분포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Sutton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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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etwork meta-analysis using evidence 

 

 IE-Indirect Evidence, DE-Direct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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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에 대한 전체 메타 분석의 흐름은 The Stata Journal(2015)의 

Ian R. White의 Network meta-analysis와 Anna Chaimani의 Visualizing 

assumptions and results in network meta-analysis : The network graphs 

package를 참고하였다.(Ian et al., 2015)(Anna et al., 2015) 

   

  통계학적 분석은 그 간의 연구 논문에서 허가용량을 복용한 투여군에 있어 

위약과 비교 가능한 연구 논문을 선택하여, HbA1c의 change mean을 확인 

할 수 있는 연구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했다. 

 

효과크기의 표준화를 위해 lsmeanchange(SE)와 신뢰구간(Confidential 

Interval, C.I)을 표준편차로 변환하였다. 

 

  간접비교 연구결과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 간접비교(indirect comparison)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frequentist method 적용을 고려하여 STATA 1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 논문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코드로 변환한 후 MS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이 후 STATA 프로그램의 

network package를 사용하기 위해 data editor를 통해 자료를 수정하였으며, 

network setup을 실시하였다. 표준화된 자료를 통해 연구군 간의 비교 평가,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비교 우위(rank test)를 실시하였다. 일관성에 

관한 분석은 indirect evidence에 대한 분석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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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편향성(publication bias)을 평가하기 위해 funnel plot을 평가하였다. 

여기서 network meta-analysis의 조정된 effect size와 SD를 고려하여 

networkpackage의 funnel plot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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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 포함된 15편의 연구 논문은 Pi-Sunyer et al., 2007; Dejager 

et al., 2007; Aschner et al., 2006; Goldstein et al.,2007; Rosenstock et al., 

2009; Pan et al., 2011; Frederich et al., 2012; Del Prato et al., 2011; 

Thrasher et al., 2014; Kawamori et al., 2012; Seino et al., 2011; Hong et 

al., 2015; Jung et al., 2014; Yang et al., 2015; Yoon et al.,2017 이다. 

 15편의 연구 논문 중 vildagliptin을 연구한 논문은 2편(Pi-Sunyer et al., 

2007; Dejager et al., 2007), sitagliptin을 연구한 논문은 2편(Aschner et 

al., 2006; Goldstein et al.,2007), saxagliptin을 연구한 논문은 

3편(Rosenstock et al., 2009; Pan et al., 2011; Frederich et al., 2012), 

linagliptin을 연구한 논문은 3편(Del Prato et al., 2011; Thrasher et al., 

2014; Kawamori et al., 2012), alogliptin을 연구한 논문은 1편(Seino et al., 

2011), teneligliptin을 연구한 논문은 1편(Hong et al., 2015),  evogliptin을 

연구한 논문은 1편(Jung et al., 2014), anagliptin을 연구한 논문은 1편(Yang 

et al., 2015), gemigliptin을 연구한 논문은 1편(Yoon et al.,2017)으로 

이루어있으며, 각각의 연구는 placebo와 비교 평가되었다. 9편(Pi-Sunyer et 

al., 2007; Dejager et al., 2007; Aschner et al., 2006; Goldstein et al.,2007; 

Rosenstock et al., 2009; Pan et al., 2011; Frederich et al., 2012; Del 

Prato et al., 2011; Thrasher et al., 2014)의 연구 논문은 유럽, 

2편(Kawamori et al., 2012; Seino et al., 2011)의 연구 논문은 일본에서 

진행되었고, 4편(Hong et al., 2015; Jung et al., 2014; Yang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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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et al.,2017)의 논문은 한국에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 포함시킨 논문들은 drug naive환자 또는 이전에 DPP-4 

억제제를 복용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DPP-4 억제제 단독요법을 

실시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두 RCT연구만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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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번호 저자 연도 종류 ΔHbA1c(%) ΔHbA1c(%)SD 대상자 기간 

1 Pi-Sunyer 2007 
vildagliptin50 -0.7 0.88 79 24w 

placebo 0 0.93 88 24w 

2 Dejager 2007 
Vildagliptin50 -0.8 0.94 90 24w 

placebo 0.3 0.96 94 24w 

3 Aschner 2006 
sitagliptin100 -0.61 0.9 229 24w 

placebo 0.17 0.93 244 24w 

4 Goldstein 2007 
sitagliptin100 -0.66 1.02 175 24w 

placebo -0.17 1.05 165 24w 

5 Rosenstock 2009 
saxagliptin5 -0.46 1.21 106 24w 

placebo 0.19 0.47 95 24w 

6 Pan 2011 
saxagliptin5 -0.84 3.73 277 24w 

placebo -0.34 1.5 274 24w 

7 Frederich 2012 
saxagliptin5 -0.66 0.84 69 24w 

placebo -0.26 0.84 74 24w 

8 Del Prato 2011 
linagliptin5 -1.2 0.91 287 24w 

placebo -0.4 0.89 101 24w 

9 Thrasher 2014 
linagliptin5 -0.82 1.44 93 24w 

placebo -0.28 1.63 105 24w 

10 Kawamori 2012 
linagliptin5 -0.24 0.75 159 12w 

placebo 0.63 0.7 80 12w 

11 Seino 2011 
alogliptin25 -0.76 0.547 80 24w 

placebo 0.06 0.456 75 24w 

표 4. 연구특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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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번호 저자 연도 종류 ΔHbA1c(%) ΔHbA1c(%)SD 대상자 기간 

12 Hong 2016 
teneligliptin20 -0.81 0.8 99 24w 

placebo 0.09 0.75 43 24w 

13 Jung 2014 
evogliptin5 -0.7 0.65 43 12w 

placebo -0.13 0.64 34 12w 

14 Yang 2015 
anagliptin100 -0.63 0.45 37 24w 

placebo 0.23 0.62 38 24w 

15 Yoon 2017 
gemigliptin50 -0.82 1.13 66 12w 

placebo 0.38 1.13 66 12w 

 

 

 

 

 

 

 

 

 

 

표 4. 연구특성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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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가중치 

 

networkplot은 줄기와 연결된 연구군과의 관계를 묘사한다. 여기서 

줄기는  비교 연구군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주변의 지점들은 연구군 간의 

직접 비교 가능 여부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Jasen, 2013). 9가지의 

DPP-4 억제제와 placebo간의 연구 결과를 총 15편의 연구 논문 결과를 

통해 연구 가중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각각 짝지어진 

비교를 위한 직접 평가의 정확도와 가중치에 따라  줄기와 및 주변 지점이 

만들어지는 network plot을 생성하였다. 직관적으로 각 연구군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여기서는 연구간의 가중치 효과에 따라 

network plot의 굵기와 크기가 비례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그림 3. network plot

Placebo

vildagliptin

sitagliptinsaxagliptin

linagliptin

alogliptin

teneligliptin

evogliptin anagliptin

gemiglip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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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 크기의 추정 

 

메타 분석에서 추정 된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 정도는 신뢰 구간뿐만 아니라 

이질성에 기인하여 효과 차이의 예측에도 반영된다.  이 예측치의 차 후의 

연구에서 얻어지는 비교 효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Higgins et al., 

2009). 비교 효과에 대해서 X와 Y를 각각 비교한다고 할 때 효과 차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Cooper et al., 2009) 

 

 

 

각 연구간의 효과를 비료 하기 위해 network package의 intervalplot으로 

분석을 실시 하였다. intervalplot은 network  meta-analysis에 있어서 

적용되는 모든 연구군 들 효과에 대해 짝지은 비교를 나타낸다. 특히 (그림 

3.)과 같이 forest plot올 표현함으로써 각 군간의 효과 차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신뢰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Anna et al., 2015). 

 

15편의 모든 연구 논문 결과에서 그러하듯  각 DPP-4 억제제와 

Placebo와의 효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이 분석에서 gemigliptin은 

sitagliptin, saxagliptin, 그리고 evogliptin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ildagliptin은 saxagliptin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가 좋은 것(1.02-2.07)으로 나타났다. 

 



21 

 

 

그림 4. Interval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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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 순위의 추정 

 

NMA에서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추정된 효과 크기를 이용해 순위에 

대한 확률을 계산한다(Anna, 2015). 효과의 순위는 network rank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혈당강하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가장 낮은 

숫자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network rank min”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반대로 높은 숫자가 긍정적 효과로 여기는 연구에 대해서는 

“network rank max”를 활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모든 pairwised의 비교에 이어 전체를 비교해봤을 때 10에 해당하는 

gemigliptin이 첫 번째로 선택될 확률은 7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까지 선택될 확률을 추정해봤을 때, 86.7%로 가장 효과가 좋은 

약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teneligliptin이 두 번째까지 선택 될 수 있는 

누적 확률이 38.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vildagliptin의 경우 두 

번째까지 선택 될 수 있는 누적 확률이 34.6%로 teneligliptin에 이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alogliptin이 17.7%의 확률로 선택 

순위가 나타났다. saxagliptin의 경우 가장 낮은 rank를 기록하고 있다. 

(표 4)(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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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network rank test 

 

 

 

 

 

1 Placebo 

2 Vildagliptin 

3 Sitagliptin 

4 Saxagliptin 

5 Linagliptin 

6 Alogliptin 

7 Teneligliptin 

8 Evogliptin 

9 Anagliptin 

10 Gemiglip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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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network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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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판 편향성 확인 

 

funnel plot을 이용한 출판 편향성을 확인했을 때 대칭을 이루며 등폭이 

완만하여 심각한 출판 오류는 없다고 판단 된다. 

 

 

그림 6. network f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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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1. 연구의 고찰  

  

 이 연구에서는 DPP-4 억제제 간에 혈당 강하 효과를 비교하여 

gemigliptin을 선택해야 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 되었다. 기존에 

연구에서는 DPP-4 억제제 간에 혈당강하효과는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metformin 단독요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sitagliptin과 

saxagliptin을 추가 투여하여 비교한 연구에서 두 성분의 혈당강화효과는 

다르지 않았다(Scheen et al., 2010). 이외에도 metformin 단독요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sitagliptin과 vildagliptin을 비교하여 

메타분석한 연구에서도 약제의 혈당강하효과 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Rizzo et al., 2012). DPP-4 억제제에 대한 효과 비교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있지만 RCT가 갖는 비용, 시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논란이 되는 DPP-4 억제제의 혈당강하효과 대해 비교 하고자 

NMA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DPP-4 억제제의 효과에 집중하고자 

metformin과 병용처방이 아닌 DPP-4 억제제 단일요법에 대한 연구를 

대상으로 했다. 현재 시장에서 DPP-4 억제제 단일제 보다 DPP-4 억제제와 

metformin의 복합제 시장이 더 큰 만큼 DPP-4 억제제의 단독요법에 대한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총 15편의 선행된 연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추출하여 NMA를 진행하였는데 연구의 수가 충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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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MA는 기존의 메타분석에서 직접비교와 간접비교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한 통계기법이다.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 

선정된 연구들은 모두 중재군과 위약군을 비교한 RCT로 구성되어 있다. 

DPP-4 억제제 간의 비교 연구가 포함이 되었다면 NMA가 갖는 특성을 더 

활용할 수 있었으나 아쉽게도 DPP-4 억제제 간의 비교 연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포함되지 않았다. 차후 연구의 수를 증가시켜 설명력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된다.  

  

DPP-4 억제제의 연구에서 주로 쓰여지는 매개변수들은 현재 경구용 당뇨병 

치료 옵션은 메트포르민(metformin), 설포닐우레아(sulfonylurea, SU), 

티아졸리딘디온(thiazolidinedione, TZD), 당 흡수 억제제(α-glucosidase 

inhibitor), GLP-1 receptor agonist, DPP4-4 억제제 그리고 SGLT-2 

inhibitor 까지 총 7개의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의 계열이 존재하며, 

인슐린(insulin) 주사 까지 포함하여 이 약물들로 병용요법 진행하면 많은 

수의 병용요법에 대한 조합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NMA가 갖는 의미는 

이러한 다양한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와 그 병용요법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직접비교와 간접비교 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치료 옵션을 평가 할 수 있는데 있다.  이러한 측면에 볼 때 

이 연구의 대상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후속 연구에서는 보완 될 필요가 있다. 

 

NMA중에서 network rank를 이용한 비교 순위의 추정은 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network rank는 치료 약물에 대한 효과를 

pairwised로 계산하여 종합적으로 우선 순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선행 연구 

중 췌장암 환자에서의 항암제의 선택(Gresham, 2014), 렙토스피라병에서의 

항생제의 선택(Naing, 2017) 등 다양한 연구에서 최적의 치료 옵션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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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연구 방법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network rank를 이용한 분석 결과로는 gemegliptin이 9가지의 

DPP-4 억제제 중 첫 번째로 선택될 확률은 73.9%, 두 번째까지 선택될 

확률을 추정해봤을 때, 86.7%로 가장 효과가 좋은 약물로 나타났다. 활용된 

연구의 수를 늘리고 effect modifier에 대한 이질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이 연구의 결과가 치료 옵션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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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후연구방향 

  

 이 연구에서는 DPP-4 억제제의 단독요법에서의 혈당강하효과만을 

비교하였다. 현재 시장에서 메트포르민(metformin), 설포닐우레아(sulfonylurea, 

SU), 티아졸리딘디온(thiazolidinedione, TZD), 당 흡수 억제제(α-

glucosidase inhibitor), GLP-1 receptor agonist, DPP4-4 억제제와 더불어 

SGLT-2 inhibitor 까지 다양한 치료제 조합이 효과적인 혈당조절을 위해 

복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병용요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SGLT-2가 심혈관계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증명하여 심혈관계질환에 있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정도의 결과를 갖는 기존의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와는 차별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었다(Zinman et al., 2015). 생명과 연결되는 치료 영역의 개발은 

다양한 매개변수를 통해 분석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효과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 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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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부족이나, 세포들에 

대한 인슐린의 생물학적 효과 감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혈당 상태 및 이에 

수반되는 대사장애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로 특징 지워지는 병이다. 이러한 

당뇨병은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치명적인 당뇨합병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당뇨병은 자가 면역적 요소,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췌장의 베타세포 

파괴로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는 제1형 당뇨병과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 

하거나 췌장 섬 세포 기능에 이상이 생겨 체내에 적절한 인슐린을 분비가 

이루어지지 못해 혈액 내에 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제2형 당뇨병으로 

구분된다. 이중 일반적인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보다 상대적으로 복약이 

편리한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를 주요한 치료 옵션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의 다양한 계열의 약물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약물은 DPP-4 억제제이다. 현재 시장에 출시되어 사용되고 있는 DPP-4 

억제제의 종류는 9가지로 각 각의 DPP-4 억제제 간의 혈당강화효과에 

대해서는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DPP-4 억제제의 혈당강하효과에 대한 비교를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NMA를 실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gemigliptin은 sitagliptin, saxagliptin, linagliptin, alogliptin, 

evogliptin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혈당강하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vildagliptin은 saxagliptin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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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강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의 DPP-4 억제제를 비교했을 때 혈당강하효과가 가중 좋은 

약물은 gemigliptin이며 두 번째는 teneligliptin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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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mparative Effects of  

DPP-4 Inhibitor 
 

: Network meta-analysis 

 

Jung Jae Ha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hee Park, Ph.D.) 

 

Diabetes is a disease caused by insulopathic or shortage of insulin secretion, 

and thus, it is characterized by sustained hyperglycemia and metabolic 

disorder. Such diabetes may well cause complications only to worsen the 

quality of life and even lead to death. As the aged people increase together 

with the increase of adults' diseases, its prevalence continues to ri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ffects of glycated hemoglobin 

reduction among DPP-4 inhibitors, considering that the amount of prescribed 

orally medicated diabetes medicines continue to increas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relevant literature and thereby, 

conduced the network meta-analysis. For the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used 

3 electronic databases: PubMED, KoreaMED, and KMBASE. The key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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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for the Internet surfing were as follows: DPP-4,” 

“Sitagliptin,””Saxagliptin,” ”Linagliptin,” "Vildagliptin,”"Alogliptin,” 

“Gemigliptin,” “Teneligliptin,”, “Evogliptin,”and“Anagliptin. According 

to the pre-determined selection/exclusion' criteria, a total of 15 literatures were 

selected finally. 

This study reviewed the ordinary characteristics of the literatures selected, 

and thereupon, estimated the changes of HbA1c in general, and then, used the 

network meta-analysis to estimate the weighted values and the size of the 

effects, and thereby, estimated the comparative rankings accordingly. Besides, 

in order to evaluate the bias of publication, this study evaluated the funnel plot. 

The 15 researches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level of HbA1c compared with 

the placebo. When gemigliptin was compared, through network meta-analysis, 

with sitagliptin, saxagliptin, linagliptin, alogliptin and evogliptin, a more 

significant blood glucose drop effect was observed. When compared with 

saxagliptin, its blood glucose drop effects were more significant statistically. 

When comparing the entire DPP-4 inhibitors, it was estimated that the 

medicine causing the blood glucose drop most was gemigliptin, followed by 

teneliglipti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up by future studies that will 

minimize the heterogeneity for the effect modifiers to get more usefu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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