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 및 보조제

글리피지드 및 메트포르민(경구 경로)

설명 및 브랜드 이름
다음에서 제공하는 약물 정보:IBM 마이크로메덱스

미국 브랜드 이름

메타글립설명

Glipizide와 Metformin 조합은 당뇨병의 일종 또는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당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혈당 수치를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후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여 신체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과도한 설탕을 저장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은 음식이 정상적으로 소화되는 동안 발생합니다. 제2
형 당뇨병에서는 신체가 과잉 설탕을 저장하는 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설탕이 혈류에 남아 있습니다. 만성 고
혈당은 미래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식단은 제2형 당뇨병 관리의 첫 번째 단계이지
만 종종 신체에 도움이 되는 약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조치로 글리피지드와 메트포르민의 조합은 신체가 고혈
당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Glipizide는 췌장에서 인슐린 방출을 자극하여 신체가 혈당을 저장하도록 합
니다. 메트포르민은 세 가지 다른 작용을 합니다. 소장에서 설탕의 흡수를 늦춥니다. 또한 간이 저장된 설탕을 
혈당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습니다. 신체가 천연 인슐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다음과 같은 제형으로 제공됩니다.

태블릿

사용하기 전에
약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 약을 복용할 때의 위험성과 그것이 할 수 있는 유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것은 귀
하와 귀하의 의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 약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이 약이나 다른 약에 비정상적이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또한 다른 유형
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의료 전문가에게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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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염료, 방부제 또는 동물과 같은 것입니다. 비처방 제품의 경우 라벨이나 포장 성분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
오.

소아과
이 약에 대한 연구는 성인 환자에 대해서만 수행되었으며 소아에서 글리피자이드 및 메트포르민 사용과 다른 
연령대의 사용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노인성
일부 노인은 이러한 약물의 효과에 젊은 성인보다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 또는 고혈당의 첫 징후는 노인
에서 쉽게 볼 수 없거나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치료 중 저혈당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연령 관련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글리피지드와 메트포르민을 주의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약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한 80세 이상의 성인에서 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유 수유
모유 수유 중에 이 약을 사용할 때 영아 위험을 결정하기 위한 여성에 대한 적절한 연구는 없습니다. 모유 수유 
중에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과 잠재적인 이점을 비교하십시오.

약물 상호 작용
어떤 약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더라도 두 가지 다른 약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사가 복용량을 변경하거나 다른 예방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할 때 의료 전문가가 아래 나열된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음 상호 작용은 잠
재적 중요성을 기반으로 선택되었으며 반드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약을 다음 약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이 약으로 귀하를 치료하지 않거나 귀하가 
복용하는 다른 약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세트산
디아트리조에이트

에티오드화 오일

아이오벤자믹산
이오비트리돌

이오카르믹산
이오세타민산
요오드아미드

요오디파미드

요오딕사놀

요오도히푸르산
요오도피라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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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독삼산
이오글릭산
이오글리삼산
이오헥솔
이오메프롤

이오파미돌

이오파노산
이오펜톨
이오펜딜레이트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프론산
이오세르산
이오시미드

이오타술
이오탈라메이트

이오트롤란

요오드산
이옥사글레이트

이옥시탈람산
아이팟데이트

메트리자미드
메트리조익산
티로파노에이트 나트륨

이 약을 다음 약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약을 
함께 처방하는 경우 의사는 복용량이나 두 약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사용하는 빈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카보스
아스피린
발로플록사신

베시플록사신

부프로피온
캡마티닙
세리티닙
클로로퀸
시프로플록사신

다사부비르

데스모프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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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소피라미드
도페틸리드

돌루테그라비르

둘라글루타이드

에녹사신
엔타카폰
펙시니다졸
플록사신
플루메퀸
가티플록사신

제미플록사신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이오베르솔

란레오타이드

레보플록사신
레보케토코나졸
릭시세나타이드

로메플록사신
메트렐렙틴
목시플록사신
나디플록사신
노르플록사신

옥트레오타이드

오플록사신

옴비타스비르

파리타프레비르

파시레오타이드

파주플록사신
페플록사신
피오글리타존
포르피머
프루리플록사신

루플록사신
시타글립틴

스파플록사신
타페노퀸
티옥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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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플록사신
반데타닙

이 약을 다음 약과 함께 사용하면 특정 부작용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지만 두 약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
은 치료법일 수 있습니다. 두 약을 함께 처방하는 경우 의사는 복용량이나 두 약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사용하
는 빈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세부톨롤
아미노레불린산
아테놀롤
베탁솔롤
비소프롤롤

비터 멜론
카르테롤
카르베딜롤

셀리프롤롤

시메티딘
클라리트로마이신

콜레세벨람
사이클로스포린

에스몰롤
호로파
푸라졸리돈
젬피브로질
글루코만난
구아검
이프로니아지드

이소카복사지드

라베탈롤
레보부놀롤
Linezolid

Methylene Blue

Metipranolol

Metoprolol

Moclobemide

Nadolol

Nebivolol

Nial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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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prenolol

Patiromer

Penbutolol

Phenelzine

Pindolol

Practolol

Procarbazine

Propranolol

Psyllium

Ranitidine

Ranolazine

Rasagiline

Rifampin

Safinamide

Saxagliptin

Selegiline

Sotalol

Timolol

Tranylcypromine

Verapamil

Voriconazole

Other Interactions

Certain medicines should not be used at or around the time of eating food or eating certain 
types of food since interactions may occur. Using alcohol or tobacco with certain medicines 
may also cause interactions to occur. The following interactions have been selected on the 
basis of their potential significance and are not necessarily all-inclusive.

다음 중 하나와 함께 이 약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불가피할 수 있습니
다.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의사는 이 약의 복용량 또는 사용 빈도를 변경하거나 음식, 알코올 또는 담배 사용
에 대한 특별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탄올

기타 의학적 문제
다른 의학적 문제의 존재는 이 약의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다른 의학적 문제가 있
는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혈액 내 산(산증 또는 케톤산증) 또는
수술(주요)—인슐린 사용은 이러한 상태의 환자에서 당뇨병을 조절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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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중독 또는
탈수(심각한) 또는 심장 또는 혈관 장애 
또는 신장 질환 또는

간 질환 - 젖산증은 이러한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가능성은 메트포르민이 포함된 약을 사용하면 
훨씬 더 큽니다.

울혈성 심부전 - Glipizide와 metformin은 이 의학적 상태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 심장 또는 기타 의학적 검사가 필요한 문제 또는 조영제라고 하는 특정 약을 사용하는 검사와 함께 
X선 검사—이 약에는 메트포르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사는 건강 검진이나 진단을 받기 전에 복용을 중
단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더 적은 소변량을 유발할 수 있는 검사; 검사 또는 검사 후 48시간 후
에 다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검사되어 정상으로 판명되면

알코올 중독 또는
음식의 적절한 섭취를 동반하지 않은 격렬한 운동이나 부신 기능 저하, 적절하
게 조절되지 않거나
뇌하수체의 활동 부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거나 영양 결핍 
상태 또는
몸이 약해지거나
저혈당을 유발하는 기타 상태 - 이러한 상태의 환자는 글리피자이드 및 메트포르민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
하는 동안 저혈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결핍 - 이 약은 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용
의사가 제공한 특별 식단을 주의 깊게 따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상태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약
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필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지시에 따라 혈액이나 소변의 당을 테스트하
십시오.

Glipizide와 metformin 조합은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위장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
록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투여
이 약의 용량은 환자마다 다릅니다. 의사의 지시나 라벨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다음 정보에는 이 약의 평균 
용량만 포함됩니다. 복용량이 다른 경우 의사가 지시하지 않는 한 변경하지 마십시오.

복용하는 약의 양은 약의 강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하루에 복용하는 복용량, 복용 사이에 허용되는 시간 
및 약을 복용하는 시간은 약을 사용하는 의학적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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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투여 형태(정제)의 경우: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최초 치료의 경우:
성인: 처음에는 식사와 함께 하루에 한 번 글리피자이드 2.5밀리그램(mg)과 메트포르민 
250밀리그램(mg)을 투여합니다. 그런 다음 의사는 혈당이 조절될 때까지 2주마다 조금씩 
복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 사용 및 용량은 의사가 결정해야 합니다.

2차 요법으로:
경구, 글리피자이드 2.5밀리그램(mg) 및 메트포르민 500밀리그램(mg) 또는 글리피자이드 5
밀리그램(mg) 및 메트포르민 500밀리그램(mg)을 아침과 저녁 식사와 함께 하루에 두 번. 그
런 다음 의사는 혈당이 조절될 때까지 복용량을 조금씩 늘릴 수 있습니다. 시작 용량은 이미 복
용하고 있는 글리피지드 또는 메트포르민의 1일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 사용 및 용량은 의사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전에 설포닐우레아계 항당뇨병제 및/또는 메트포르민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경우:

성인: 환자를 설포닐우레아 + 메트포르민에서 글리피지드 및 메트포르민 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초기 용량은 복용하고 있던 글리피지드(또는 다른 설포닐우레아와 동등한 용량) 및 메
트포르민의 1일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 사용 및 용량은 의사가 결정해야 합니다.

놓친 복용량
이 약의 복용량을 놓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복용하십시오. 그러나 다음 복용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면 놓친 복
용량을 건너뛰고 일반 복용 일정으로 돌아가십시오. 복용량을 두 배로 늘리지 마십시오.

저장
열, 습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온에서 밀폐 용기에 약을 보관하십시오. 얼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오래된 약이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약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약을 어떻게 폐기해야 하는지 의료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지침
의사는 정기적인 방문, 특히 이 약을 복용하는 처음 몇 주 동안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특정 조건에서 너무 많은 글리피지드와 메트포르민은 젖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젖산증의 증상은 심각하
고 빠르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약과 관련이 없는 다른 건강 문제가 있고 심장마비나 신부전과 같이 매우 심
각할 때 발생합니다. 젖산증의 증상에는 복부 또는 위 불편감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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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 감소; 설사; 빠르고 얕은 호흡; 일반적인 불편감; 근육통 또는 경련; 비정상적인 졸음, 피로 또는 약점.

유산산증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대한 의료 팀의 지시를 주의 깊게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코올 - 음주는 심각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 팀과 이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기타 약—의사와 상의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상담—다른 가족 구성원은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줄 필요가 있
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운동 및 식이요법의 변화와 같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당뇨
병 약물 용량 변화에 대해 특별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피임 및 임신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여행—최근 처방전과 병력을 보관하십시오. 평소처럼 비상 사태에 대비하십시오. 시간대 변경을 고려하고 
식사 시간을 가능한 한 평소 식사 시간에 가깝게 유지하십시오.

응급 상황의 경우—당뇨병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응급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항상 의료 신분증(ID) 팔찌나 목 사슬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갑이나 지갑에 당
뇨병이 있다는 신분증과 모든 약 목록을 휴대하십시오.

저혈당증(저혈당)의 증상에는 불안이 포함됩니다. 취한 것과 유사한 행동 변화; 흐린 시야; 식은땀; 착란; 시원
하고 창백한 피부; 사고의 어려움; 졸음; 과도한 배고픔; 빠른 심장 박동; 두통(계속); 메스꺼움; 신경질; 악몽; 
불안한 수면; 떨림; 분명하지 않은 말투; 또는 비정상적인 피로 또는 약점.

Glipizide와 metformin 조합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나 간식을 미루거나 거르거나, 술
을 마시거나, 평소보다 더 많이 운동하거나, 메스꺼움이나 구토로 인해 식사를 할 수 없거나, 특정 약을 복용하
거나, 다른 유형의 당뇨병 약과 함께 글리피지드 및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혈
당의 증상은 의식을 잃기 전에 치료해야 합니다(기절). 사람마다 저혈당 증상이 다릅니다. 평소에 어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지 파악해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포도당 정제 또는 젤, 옥수수 시럽, 꿀 또는 각설탕을 먹습니다. 또는 과일 주스, 다이
어트가 아닌 청량 음료 또는 물에 녹인 설탕을 마십니다. 또한 혈액에서 저혈당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글루
카곤은 발작(경련)이나 무의식과 같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때 응급 상황에 사용됩니다. 주사기나 바늘과 함
께 글루카곤 키트를 준비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십시오. 가족 구성원도 사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고혈당증(고혈당)의 증상에는 흐린 시야가 포함됩니다. 졸음; 마른 입; 홍조, 건조한 피부; 과일 같은 입냄새; 
배뇨 증가 (빈도 및 양); 소변의 케톤; 식욕 상실; 졸음; 복통, 메스꺼움 또는 구토; 피로감; 호흡 곤란(빠르고 깊
은); 무의식; 또는 비정상적인 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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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처럼 운동을 하지 않거나, 열이나 감염이 있거나, 당뇨병 약을 충분히 복용하지 않거나, 건너뛰거나, 과식
하거나 식사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고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혈당 수치를 확인한 다음 의료 전문가에게 지시를 요청하십시오.

부작용
필요한 효과와 함께 약은 원치 않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만 발생하면 의료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더 일반적인

불안
흐린 시야
오한
식은땀
혼수
착란
시원한 창백한 피부

기침
우울증
현기증
빠른 심장 박동
열
두통
증가 된 배고픔
메스꺼움
신경질
악몽
발작
떨림
분명하지 않은 말투

재채기
목 쓰림
비정상적인 피로 또는 약점

덜 일반적

방광 통증
피가 섞이거나 탁한 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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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거나, 타는 듯한, 또는 고통스러운 배
뇨 배뇨에 대한 잦은 충동
허리 또는 옆구리 통증 귀
에서 두드리는 느린 심장 
박동

희귀한

복부 불편
식욕 감소
설사
실신 주문
빠르고 얕은 호흡 일반적인 불편
감 근육통 또는 경련 숨가쁨

졸음

과다 복용의 증상

복부 불편
불안
술 취함과 유사한 행동 변화, 시야 흐림

식은땀
혼수
착란
시원하고 창백한 피부

식욕 감소
설사
졸음 집중의 어려움

과도한 배고픔
빠른 심장 박동
빠르고 얕은 호흡 일반적인 불편
감 두통

근육통 또는 경련성 메스꺼
움
신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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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
불안한 잠
발작
떨림
분명하지 않은 말투

비정상적인 졸음
비정상적인 피로 또는 약점

일반적으로 의료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신체가 약에 적
응함에 따라 치료하는 동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전문가는 이러한 부작용 중 일부를 예방하거나 줄
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 부작용 중 하나라도 지속되거나 귀찮거나 이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의료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더 일반적인

근육이나 뼈의 통증 복
통
구토

나열되지 않은 다른 부작용도 일부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효과를 발견하면 의료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부작용에 대한 의학적 조언은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1-800-FDA-1088로 FDA에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습니
다.

이 문서의 일부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됨: 2022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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