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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배경 및 목적: 스타틴계열 약물은 고지혈증의 1차 치료약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연구들에서 스타틴 노출에 따른 당뇨병 발생위험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한국인에서 위험성은 평가된 바 없으며, 더욱이 

심혈관질환 저위험군에서 1차 예방 목적으로 스타틴의 사용이 심뇌혈관질환 

보호효과가 있는지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스타틴 노출군과 비노출군에서 당뇨병과 

심뇌혈관계질환의 발생 수준을 비교하고, 당뇨병의 주요 위험인자인 

인슐린저항성과 비만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강북삼성병원 종합검진센터 수진자를 기반으로 구축된 코호트 

(Kangbuk Samsung Health Study, KSHS)에서 2008-2011년동안, 심뇌혈관질환과 

당뇨병이 없는 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스타틴 노출여부에 따른 당뇨병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평가하기 위해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2008-2012)를 이용하여 약물 노출력과 

질병력을 확인하였고, 스타틴은 atorvastatin, rosuvastatin, lovastatin, pravastatin, 

fluvastatin, pitavastatin을 포함하였다. 스타틴 노출군은 baseline 검진 방문일 

기준으로 이전 이미 약제처방이 있는 경우를 prevalent user, 검사일 이후 

처음 스타틴이 처방된 경우를 new-user로 정의하였다. 약물의 영향을 보는 

관찰연구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healthy user effect를 줄이고자, 주요 

분석은 new-user를 이용하였다. 검사결과, 생활습관, 진단명 및 

약물처방자료를 이용하여 성향점수를 산출하였고, 스타틴 노출군과 

비노출군 1:1로 짝지은 코호트를 구축하여 비교성을 확보하였다.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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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은 검진자료의 반복측정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검진의 검사결과에서 

공복혈당 ≥126 mg/dL 또는 당화혈색소(HbA1c) ≥6.5% 해당되는 경우나 

당뇨병 약물복용력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당뇨병 (ICD-10, E10-14) 진단명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스타틴 

노출이 당뇨병 발생의 주요 기전인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스타틴 노출 유무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 (HOMA-IR ≥ 2.5) 

및 비만 (체질량지수 ≥25 kg/m2) 발생 수준을 비교 평가하였다. 

심뇌혈관질환 발생은 급성 심근경색증(ICD-10, I21) 진단명으로 입원한 

경우와 뇌혈관질환 (ICD-10, I60-69)으로 입원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심혈관질환 저위험군은 Framingham risk score를 산출하여, 10년내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 10% 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스타틴 노출에 따른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비만, 심뇌혈관질환 발생 

상대위험도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성별, 연령별, 동반질환, 

심혈관질환 위험도(Framingham risk score <10% vs. ≥10%)에 따른 소그룹간 

차이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고지혈증 환자중에서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는 총 62,197명이었다 [평균 연령 40.9세 

(표준편차 8.8), 남자 68.2%]. 연구대상자의 중앙 추적관찰 기간은 3.77년 

(interquartile range, 2.64-4.39년; 최대 5년)에 해당하였다. 성향점수로 1:1 

짝짓기한 코호트에서 스타틴 비노출군과 비교하여, 노출군(new-user)에서 

당뇨병(ICD-10, E10-14) 발생위험도는 위험비(adjusted hazard ratio, aHR)= 1.61 

(95% CI, 1.43-1.82)로 나타나, 스타틴 노출군에서 유의하게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았다. 검진 반복 측정자에서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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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여 분석하였을 때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관계는 당뇨병 

위험인자가 없거나 심혈관질환 저위험군(Framingham risk score<10%)에서도 

관찰되었다.  

스타틴 노출에 따른 당뇨병의 주요 기전인 인슐린 저항성 발생 수준을 

평가하였을 때, 스타틴 노출군에서 비노출군과 비교하여 인슐린 저항성 

발생위험이 높았다[aHR=1.16 (95% CI, 1.021-1.31)]. 당뇨병의 주요 위험인자인 

비만 발생위험은 스타틴 노출군에서 aHR=1.27 (95% CI, 1.06-1.53)로 나타나, 

스타틴군에서 유의하게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 발생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심혈관 저위험군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ICD 10, I21)으로 인한 입원 

발생위험은 스타틴 노출군에서 aHR=0.82 (95% CI, 0.16-4.23) 뇌혈관질환(ICD 

10, I60-69)으로 인한 입원발생위험은 aHR=0.61 (95% CI, 0.31-1.20)로 나타나, 

스타틴 사용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보호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한국인 건강검진 수진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결과, 

스타틴 노출군에서 비노출군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았고, 당뇨병의 

주요 기전인 인슐린 저항성 발생과 비만발생 위험이 높았다. 반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심혈관질환 저위험군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심혈관 

저위험군에서 심혈관질환 일차예방을 위한 스타틴은 그 이득과 부작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방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목적으로 한 전향적 

임상연구가 필요하겠다.  

주요어: 스타틴, 이상지질혈증,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뇌혈관질환,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비만 

학   번 : 2006-3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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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이상지질혈증은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2, 3위인 심혈관계 질환 및 뇌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만성적인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  

스타틴은 HMG-CoA(3-hydroxy-3-methyl glutryl-coenzyme A) 환원효소 

억제제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혈관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이고, 비교적 안전한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약제이다. 

심혈관질환이 있었던 환자에서의 이차 예방 목적으로의 스타틴의 사용은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줄이고,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뿐 아니라 

총사망률도 줄이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심혈관질환이 없던 환자에서의 일차 

예방 목적으로의 스타틴 사용은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총사망률을 줄이는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1]. 

특히, 심혈관 저위험군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총사망 보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되어 있지 않다[2]. 

한편, 최근 17,802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JUPITER)에서 

1.9년(중앙값)의 추적관찰기간 동안 스타틴군에서 위약군에 비해 당뇨병 

발생이 유의하게 높았고[3], 이후 주요한 statin 임상시험연구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결과도 스타틴군에서 위약군에 비해 13%와 

9% 당뇨병 발생 증가를 보고하였다[4,5]. 더욱이, Preiss 등은 5개의 

임상시험연구를 포함한 메타분석에서 스타틴 용량이 높았던 집중 

치료군에서 일반적인 용량군과 비교하여 당뇨병 발생이 더 증가되는 것을 

보고하여 스타틴과 당뇨병 발생간에는 양-반응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6,7].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2년 미국 FDA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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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위험성을 반영하여 허가사항을 개정하였다[8]. 하지만, 스타틴제제의 

심혈관질환 예방효과가 과혈당증이나 당뇨병 발생 위험성을 상회하므로 

스타틴을 중단할 근거는 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권장되었다. 

당뇨병은 고혈당 자체로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등을 비롯한 각종 만성 합병증의 직접 및 간접적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질환이다. 당뇨병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요 건강 문제이지만,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져 세계적인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9]. 일부 역학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인에서의 당뇨병은 

더 이른 나이에 발병되고 조기에 합병증이 발생하고, 평균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위험인자 규명 및 이에 따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9-12]. 

 

Trend in prevalence of diabetes in Korea. KMIC, 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s. (adapted from Kim 

et al,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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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성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당뇨병 유병률은 

10%를 넘으며, 비만 유병률이 30% 넘는 미국보다도 높은 결과를 

보였다[10]. 이처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인에서의 당뇨병은 서양인과 

비교하여 체질량지수가 훨씬 낮은 수준에서도 발생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당뇨병에 더 취약할 수 있다 [9]. 한국인의 당뇨병의 병태생리에서도 

서구인들에 비해 달라, 인슐린 저항성의 유의한 증가 없이 췌장기능의 

악화를 통해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고, 췌장 베타세포의 양적 결핍이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13,14].  

스타틴이 심혈관질환 예방효과나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본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서구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결과들을 동양인이나 

한국인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아시아인들에서의 

스타틴의 약물 대사는 서양인과 다른 점이 잘 알려져 있다[15,16]. 즉, 같은 

용량에서도 스타틴의 혈중농도는 서양인보다 아시아인에서 높고, 그 효과도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15,16]. 이는 약물대사나 약물수용체와 관련이 

있는 유전자 변이와 관련이 있다[17]. 또한, 아시아인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양상도 서구와 달라서,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은 비록 증가하고 

있지만, 서구에 비해서는 아직 낮으며,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은 다소 높은 

편이다. 스타틴이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18]. 따라서, 한국인에서의 당뇨병 

및 심뇌혈관질환의 특성, 스타틴의 약동학적 특성들을 종합하여 보면, 

스타틴 투약에 따른 심혈관 발생 보호 정도와 당뇨병 발생 증가 위험 

정도가 한국인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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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한국의 임상의사들은 건강보험의 급여기준에 따라 이상지질혈증 

약물처방을 하게 된다. 건강보험의 급여기준은 행정적, 정책적인 측면에서 

의료의 현실적인 행태를 결정할 수 있다[19]. 임상진료를 위한 

이상지질혈증의 치료지침들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증가를 관상동맥질환의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하여 LDL-C를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일차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2014년 1월전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 고지혈증 치료제 급여기준은 혈중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고, 동맥경화증 발생 

위험(심근경색증의 기왕력,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 당뇨병)의 유무에 따른 

급여기준을 적용하였었다. 따라서, 실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고[20], 반대로, 총콜레스테롤이 증가되어 있으나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가 

증가되고 LDL-C은 낮은 경우, 즉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부적절하게 처방될 가능성이 있었다[19]. 이러한 독특한 

환경으로 심혈관질환 위험이 낮은데도 스타틴 처방이 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심혈관질환 저위험군에서 스타틴노출이 심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당뇨병 발생을 보는 연구 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 

아직까지 스타틴 사용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예방효과와 당뇨병 발생에 

대한 부작용을 비교하여 보여준 아시아인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인데, 

기존에 수행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관찰연구들은 대만 청구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 환자의 혈액검사나 생활습관을 포함한 위험인자들을 

고려하지 못했던 연구이며, 심혈관질환 저위험군에서의 스타틴 사용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과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 못하였다[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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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심혈관질환 위험이 낮은 일반인구 집단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 스타틴이 당뇨병 발생을 증가시키는 기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7,25]. 스타틴이 인슐린 감수성이나 베타세포 분비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25,26]. JUPITER연구에서 관찰기간동안 

당화혈색소 증가는 위약군과 비교하여 rosuvastatin 군에서 0.1% 더 높았다. 

소규모 연구들에서 스타틴이 혈당이나 인슐린 저항성 지표들에 미치는 

영향도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는데, 차이를 보이기에는 충분한 대상자수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7]. JUPITER연구에서 rosuvastatin 

군에서 위약군에 비해 0.3 kg 의 체중증가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당뇨병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였다. 한편, 

스타틴은 Coenzyme Q10을 저하시키고 미토콘드리아 수와 용적을 

감소시키고, 이는 운동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27].  

당뇨병의 주요기전인 인슐린 저항성과 위험인자인 비만 및 체중증가 등이 

스타틴과 당뇨병 발생간의 관련성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나, 

스타틴 노출여부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 발생이나 비만발생 증가와 관련이 

있는지 평가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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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표는 심뇌혈관질환과 당뇨병 병력이 없고 고지혈증이 있는 

검진 수진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를 통하여, 스타틴 노출군과 

비노출군간의 당뇨병 발생위험을 비교하고, 당뇨병 주요기전 및 위험인자인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 발생 수준을 비교 평가한다. 또한, 스타틴 노출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수준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Framingham risk score에 

따른 심혈관질환 10년 발생위험도가 10% 미만인 저위험군에서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세부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스타틴 노출군과 비노출군의 당뇨병 발생률을 산출하고, 상대위험도를 

평가한다. 

스타틴 노출군과 비노출군의 당뇨병 주요기전인 인슐린 저항성 발생률을 

산출하고, 상대위험도를 평가한다. 

스타틴 노출군과 비노출군의 당뇨병 주요위험인자인 비만 발생률을 

산출하고, 상대위험도를 평가한다. 

스타틴 노출군과 비노출군의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을 산출하고, 

상대위험도를 평가한다. 

심혈관 발생 저위험군 (Framingham risk score <10%)에서 스타틴 노출에 

따른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발생 수준을 평가하고, 사전 정의된 

소그룹에서의 스타틴 노출에 따른 발생 위험도를 산출하여 제시한다. 

스타틴의 종류와 용량에 따른 발생수준을 비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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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연구 자료 
강북삼성병원 코호트(Kangbuk Samsung Health Study, KSHS)는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북삼성병원 종합검진센터 수진자를 

대상으로 구축된 코호트로 흡연, 운동, 음주, 질환력, 약물복용력, 

심혈관질환 가족력과 혈중 지질, 혈당, 당화혈색소를 포함한 혈액검사, 

인슐린을 포함한 호르몬 검사 등을 포괄하며,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각 변수의 검토 및 클리닝이 완료된 자료원이다[28-30]. 

KSHS는 대상자에서 건강검진전 2주일내 또는 검사당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과거력, 약물 복용력 등을 조사하였고, 그 외 흡연, 음주, 

운동 등 건강관련 행태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또한 건강검진일에 

진찰, 신체계측, 혈액학적검사, 상복부초음파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한 데이터셋 구축시에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및 

병원등록번호는 모두 제외시키고, 연구에 첫 등록시점의 대상자에게는 

새로운 ID를 부여한 후, 이 ID를 바탕으로 추적 자료를 결합시켜,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혈액검사는 10시간 이상 공복 후 채혈하며, 건강검진시 평가되는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였고, 검사일 측정 보고되어 데이터화된 결과를 

이용하고 있다. 각 검사방법은 이전 연구들에서 기술된 바 

있다[31,32]. 

의료보험심사평가원 자료는 전국민 96.7%의 의료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추적조사가 가능하다. 명세서, 원내진료내역, 



8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학적 정보, 진단정보, 

처방약물정보, 시술 및 처치 정보를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심평원 자료를 이용하였다. 심평원 청구자료는 명세서, 원내진료내역, 

상병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변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 (Table 1).  

명세서는 청구명세서일련번호, 가상개인식별번호, 요양개시일, 주 

상병코드, 부상병코드, 입원·외래 여부, 의료기관종별구분, 

진료과목코드, 지역, 환자의 연령 및 성별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주, 부상병코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제정한 국제질병분류체계 제 10차 개정판(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 Revision Version; ICD-10)을 골격으로 한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로 입력되어 있다[33]. 상병내역에는 

청구명세서일련번호, 상병코드, 상병분류구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내진료내역과 원외처방내역에는 청구명세서일련번호, 처방약물의 

보험코드, 총 투여일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원내처방내역에는 

분류코드가 포함되어 있고, 원외처방내역에는 처방전교부번호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구축된 KSHS의 코호트 대상자에서 심평원 자료를 

연계한 후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익명화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해진 분석용 서버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보안을 유지하여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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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북삼성병원 윤리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health information disclosure committee)에서 

계획서 심의를 거쳐 승인 받았다. 

Table 1. Contents of raw data from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and list of variables  

Tables List of variables Identifiers 

Administration(t20) 
De-identified patient number, sex, age, hospital 

identifier, region, etc. 

claims 

identifier 

Treatment(t30) 
Item code, classification code, dose, frequency, days 

supply, general name code 

Diagnosis(t40) 
Diagnosis (ICD-10), procedure, medical specialty 

code 

Prescription (t53) Dose, frequency, days supply, general nam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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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설계 및 연구 대상 
 

 스타틴 노출 여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발생을 비교하기 위하여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당뇨병의 주요기전 및 

위험인자인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 발생을 평가하였다. 

심뇌혈관질환과 당뇨병이 없고, 고지혈증이 있는 수진자에서 스타틴 

노출여부에 따른 당뇨병, 심뇌혈관, 비만,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후향적 코호트를 수행하기 위해 대상자의 포함기준과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8세 이상 검진수진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 total cholesterol ≥220 mg/dL 또는 LDL cholesterol ≥130 mg/dL 

인 경우를 포함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심평원 연계자료에서 2008.1.1부터 2011.12.30동안 

외래, 응급실 내원하거나 입원한 환자 중 진단명이 고지혈증 진단(ICD-10, 

E78)을 받은 경우로 하였다. 

심혈관질환 저위험군은 미국의 Framingham risk score를 산출하여, 10년내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가 10% 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중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에 따른 고위험군 (>20%)의 분율은 매우 

낮았으므로(0.4%), 전체 대상자에서의 분석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10% 

미만군과 10% 이상인 군에 대하여 소그룹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제외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baseline시점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이다.  

l 자기기입식 설문에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암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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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Baseline 검사결과에서 공복혈당 ≥126 mg/dL 또는  

  당화혈색소(HbA1c) ≥6.5% 해당 

l Index date이전에 심평원 자료에서 당뇨병 진단 (E10-E14)이 있거나, 

당뇨병 치료제를 처방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인슐린, metformin, sulfonylurea, DPP4-inhibitor, glucosidase inhibitor, 

thiazolinedione) 

l Index date 이전에 심평원 자료에서 심뇌혈관 진단 (I20-I25, I60-I69, 

G45)이 있는 경우 

l Index date 이전에 암 진단 (C00-C97)이 있는 경우 

 

연구대상자 선택기준 및 배제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택은 다음과 

같다(Figure 1).  

 

Figure 1. Flow diagram for the selection of study subjects.  

 

 



12 

 

각 세부 분석시 대상자 선택과정은 다음과 같다 (Figure 2). 

 

Figure 2. Flow diagram for the selection of study subjects included in each 
analysis. 

 

심평원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당뇨병 및 심뇌혈관 발생을 정의할 때는 총 

62,197명을 적격대상(eligible population)으로 고려하였고, 검진 

검사결과수치에 따라 당뇨병 발생을 정의(공복혈당 ≥126 mg/dL 또는 

당화혈색소(HbA1c) ≥6.5% 해당)하거나 인슐린 저항성, 비만 발생을 평가한 

경우에는 최소 1번 이상 반복 방문이 있었던 사람(즉, 관찰기간중 2번 이상 

방문이 있었던 사람)을 적격대상으로 고려하였다 (Figure 2). 2008년부터 

2011년 대상자에 대하여 2012년까지 추적관찰하였을 때, 검진 방문횟수의 

분포를 보면, 59.6% 수진자에서 최소 2번 이상 방문이 관찰되었고, 해당 

대상자에서 검진 검사결과(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에 따른 당뇨병 발생, 

인슐린 저항성 발생 및 비만 발생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인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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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 발생을 평가할 때는 처음 방문시(baseline)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향점수 1:1 

짝짓기한 코호트에서 스타틴 노출여부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 발생 수준을 

비교 평가하였다. 마찬가지로, 비만 발생을 평가할 때는 처음 방문시 비만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비만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향점수 1:1 짝짓기한 

코호트에서 스타틴 노출여부에 따른 비만 발생수준을 비교 평가하였다 

(Figure 2). 

추적관찰에 따른 대상자 특성을 보면 (Table 2), 추적소실(lost to follow-

up)된 경우와 비교하여 추적관찰이 된 군에서 연령이 젊었으며, 남자비율이 

높았고, 흡연비율은 높았으나, 규칙적 운동군 비율이 높고, 일 20그램 이상 

음주자의 비율이 낮아 생활습관이 더 건강한 경향을 보였다. 

당뇨병 가족력이나 심장질환의 가족력에 대해서는 두군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추적 관찰된 경우 추적소실된 경우와 비교하여, 

Framingham risk score에 따른 고위험군(>20%)의 비율이 낮았다. 

스타틴 노출여부에 따른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연속변수로써 수치변화는 

반복측정이 된 2회 이상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회 이상 방문자에서 

성향점수로 1:1 짝짓기된 분석대상자의 반복측정 횟수의 분포는 아래와 

같으며, 최대 관찰횟수는 6회에 해당하였다. 

Number of visits by statin use (n=7,670) 

Maximum number of visits Non-user 
(n=3,835) 

New-user 
(n=3,835) 

2 1,415 (36.90) 1,367 (35.65) 
 3 1,083 (28.24) 1,076 (28.06) 
 4 639 (16.66) 643 (16.77) 
 5 696 (18.15) 746 (19.45) 
 6 2 (0.05) 3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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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by follow-up (n=62,197) 

Characteristics Lost to follow-up 
(n=25,117) 

Follow-up 
(n=37,080) p-value 

Age (years)a 42.1 (10.5) 40.1 (7.3) <0.001 
Male (%) 63.7 71.2 <0.001 
Current smoker (%) 31.9 38.5 <0.001 
Alcohol intake (%)b 24.2 19.6 <0.001 
Regular exercisec 16.3 21.0 <0.001 
Obesity (%) 39.3 40.7 <0.001 
Hypertension (%) 19.7 17.7 <0.001 
Atherosclerosis (ICD-10, I70)  0.7 0.3 <0.001 
Use of aspirin (%) 4.1 2.3 <0.001 
Fatty liver on ultrasound (%) 40.2 43.3 <0.001 
Metabolic syndrome (%) 18.5 18.7 0.545 
Family history of diabetes (%) 13.1 13.5 0.169 
Family history of heart disease (%) 5.7 5.9 0.310 
BMI(kg/m2) 24.3 (3.2) 24.4 (3.1) <0.001 
% body fat 26.1 (6.4) 25.3 (5.9) <0.001 
Systolic BP (mmHg) a 116.0 (13.4) 116.1 (12.8) 0.861 
Diastolic BP (mmHg)a 74.4 (9.7) 75.1 (9.3) <0.001 
Glucose (mmol/L)a 94.0 (9.1) 94.3 (8.9) <0.001 
HbA1C (%)  5.6 (0.3) 5.5 (0.3) <0.001 
Total cholesterol (mmol/L)a 224.9 (29.2) 227.5 (27.0) <0.001 
LDL-C (mmol/L)a 143.3 (26.3) 142.4 (24.3) <0.001 
HDL-C (mmol/L)a 55.5 (13.9) 55.3 (13.4) 0.090 
Triglycerides (mmol/L)d 118 (84-169) 125 (90-177) <0.001 
AST (U/l)d 23 (19-28) 23 (19-28) 0.499 
ALT (U/l)d 23 (17-34) 24 (17-35) <0.001 
C-reactive protein (mg/L)* 0.5 (0.3-1.1) 0.5 (0.3-1.1) <0.001 
HOMA-IRd 1.5 (1.0 -2.2) 1.7 (1.1-2.4) <0.001 
Framingham risk   <0.001 
 <10 % 91.7 96.0  
 10-20 % 7.5 3.8  
 ≥ 20 % 0.8 0.2  
Number of major risk factors   <0.001 
  0 49.1 49.9  

1 31.7 33.8  
2 15.1 13.2  
≥3 4.1 3.1  

Data are ameans (standard deviation), dmedians (interquartile range), or percentages. b 

≥20 g/day; c ≥ 3 times/week. *n=5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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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대상 약물 및 약물노출의 정의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 (ATC) 분류체계에 따라 연구기간 동안 심평원에서 

급여된 스타틴 제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약물인 스타틴은 

반드시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므로 심평원 자료를 이용하여 

약물의 노출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약품 분류코드로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WHO)를 이용하고 원내 및 원외처방 내역을 

조사하였다. 고지혈증 환자군에서 스타틴 제제를 복용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색할 대상약물 성분명은 simvastatin, lovastatin, pravastatin, fluvastatin, 

atorvastatin, rosuvastatin, pitavastatin으로, 2008년 2011년에 사용된 스타틴 또는 

스타틴을 포함하는 복합제에 대하여 약물노출이 있는 경우를 스타틴 

노출군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스타틴의 약품코드는  Table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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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st of statin in the study 
Generic name 약품코드 ATC code 
Atorvastatin 111501ATB C10AA05 
Atorvastatin 111502ATB C10AA05 
Atorvastatin 111503ATB C10AA05 
Atorvastatin 111504ATB C10AA05 
Atorvastatin 502201ATB C10AA05 
Atorvastatin 502202ATB C10AA05 
Atorvastatin 502203ATB C10AA05 
Atorvastatin 502204ATB C10AA05 

Atorvastatin & amlodipine 472300ATB C10BX03 
Atorvastatin & amlodipine 472400ATB C10BX03 
Atorvastatin & amlodipine 472500ATB C10BX03 
Atorvastatin & amlodipine 614500ATB C10BX03 
Ezetimibe & simvastatin 471000ATB CA10BA02 
Ezetimibe & simvastatin 471100ATB CA10BA02 
Ezetimibe & simvastatin 507800ATB CA10BA02 

Fluvastatin 162401ACH C10AA04 
Fluvastatin 162402ACH C10AA04 
Fluvastatin 162403ATR C10AA04 
Lovastatin 185801ATB C10AA02 
Pitavastatin 470901ATB C10AA08 
Pitavastatin 470903ATB C10AA08 
Pravastatin 216601ATB C10AA03 
Pravastatin 216602ATB C10AA03 
Pravastatin 216603ATB C10AA03 
Pravastatin 216604ATB C10AA03 

Pravastatin & fenofibrate 519300ACH C10BA03 
Rosuvastatin 454001ATB C10AA07 
Rosuvastatin 454002ATB C10AA07 
Rosuvastatin 454003ATB C10AA07 
Simvastatin 227801ATB C10AA01 
Simvastatin 227801ATR C10AA01 
Simvastatin 227802ATB C10AA01 
Simvastatin 227803ATB C10AA01 
Simvastatin 227805ATB C10A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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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효과 및 부작용 평가에 있어 관찰연구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지만, 

약물 노출군에  prevalent user 를 포함하는 경우, 종종 healthy user effect 로 

인하여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관찰연구에서 약물의 효과 연구시 new user design을 권고하였다[28,29]. 

따라서, healthy user bias를 최소화하고자 statin user는  new user 로 정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고, non-user와 비해 질병 발생의 위험수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 관찰된 검진일을 기준으로 이전 스타틴 처방이 있는 경우는 

prevalent user 로, 검진일 이후에 스타틴 처방이 있는 경우 new-user로 

정의하였다 (Figure 3). 

스타틴 종류별 비교시에는 복합제는 제외하고 단일제제 처방받은 경우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스타틴의 사용 용량에 따른 위험도를 분석하고자, 

처방된 용량은 defined daily doses (DDD)로 산출하였다.  

 

 

Figure 3. Flow diagram for follow-up and definition of statin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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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과변수 
 

 당뇨병의 경우, 검진자료로 정의할 때는, 공복혈당 ≥126 mg/dL 또는 

당화혈색소(HbA1c) ≥6.5%이거나 당뇨병 약물복용 중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심평원 청구자료를 이용하는 경우는, 청구된 진단명과 약물코드를 이용하여 

당뇨병 진단명이 있거나 당뇨병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당뇨병에 대한 진단명은 ICD-10코드 E10-E14로 정의하고, 당뇨병 약제는 

심평원 성분명 코드를 이용하여 설포닐우레아 (sulphonylureas), 바이구아니드 

(biguanides), 메트포르민(metformin), 다이펩티딜 펩티데이즈-4 

억제제(dipeptidyl peptidase-4 inhibitor), 티아졸리딘디온 (thiazolidinediones),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 (alpha glucosidase inhibitors), 메글리티나이드 

(meglitinides), 인슐린(insulin) 등의 처방을 확인하였다. 기존 임상시험에서 

중앙년 1.9년의 짧은 기간에서도 스타틴 사용후 당뇨병 발생이 유의하게 

관찰되었고, time to event curve에서 6개월내에도 diverge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임상진료현장에서 당뇨병을 진단하려면, 2번 이상 혈당, 

당부하검사, 당화혈색소 기준을 만족해야 진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index date 

로부터 1개월, 3개월 및 6개월이후 당뇨병이 관찰된 경우로 재정의하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심뇌혈관계질환의 발생은 심평원 청구자료에서 해당 진단명으로 입원한 

경우로 정의하였는데, 급성 심근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tion, ICD-10: 

I21)으로 인한 입원[34]과 뇌혈관질환(cerebrovascular diseae, ICD-10: I60-

69)으로 인한 입원[35] 발생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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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및 공변량 정의 
 

 잠재적 교란변수는 건강검진자료에서 baseline 연령, 성별, calendar year, 

흡연(never, former, current smoker), 음주 (알코올 섭취량 <20 vs. ≥20 g/day), 

운동 (<3 vs. ≥3 times/week), 심장질환 가족력, 당뇨병 가족력을 포함하였다.  

흡연력은 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 및 비흡연자로 나누고, 이에 따른 

대상자를 범주화하였다. 음주력은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마시는 지, 술을 

마신다면 1회에 어느 정도 마시는지(소주 2홉 1병 기준)를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순수 에탄올 량을 적용하여 총 에탄올 섭취량을 계산하였다. 

육체적 활동량은 몸에 땀이 배일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몇 회 정도하는 

지를 조사한 후 주 3회 미만, 주 3회 이상 운동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심장질환 가족력과 당뇨병 가족력은 직계 가족 (부모나 형제)에서 해당 

질병력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또한, 신체계측 및 검사수치 정보에 대하여 체질량지수, 총콜레스테롤, 

LDL-C, 중성지방, HDL-C, 공복혈당, 혈압, 간효소치 (alanin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및 지방간 여부는 당뇨병 발생의 위험과 

관련이 있으며 statin 처방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교란변수로 

고려하였다.  

혈액은 10시간 이상 공복 후 채혈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 2월까지는 

혈중 콜레스테롤, HDL-C, LDL-C, 중성지방, 간효소치는 enzymatic colorimetric 

assay를 이용하여, 공복 혈청 혈당은 hexokinase method를 이용하여 

자동분석기 Advia 1650 autoanalyzer (Byer Diagnostics, Leverkusen, Germany)로 

측정되었으며, 이후 2010년 3월부터는 혈중 콜레스테롤, HDL-C, LD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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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지방, 간효소치는 electrochemiluminescence immunoassay를 이용하고 

혈당은 hexokinase method를 이용하여 자동분석기 Modular Analytics E170 

apparatus (Roche Diagnostics, Tokyo, Japan)으로 측정되었다. 당화혈색소는 

2008년부터 2012년 연구기간동안 turbidimetric inhibition immunoassay방법을 

이용하여 자동측정기 Cobas Integra 800 (Roche Diagnostics, Rotkreuz, 

Switzerland)로  측정되었다. 검사는 강북삼성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측정되었고, 정기적으로 정도관리를 받고 있다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 

미국병리학회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 CAP)].     

심혈관질환 저위험군은 Framingham risk score (FRS)를 산출하여, 10년내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가 10% 미만인 경우로 하였다[36]. FRS는 관상동맥 

심장 질환의 발생을 10년 절대 위험도로 추정하는 다변량 모형으로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도를 폭 넓게 예측하고 광범위 인구에 적용 

가능하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외에도, 유럽의 

SCORE(systemic coronary risk evaluation) system [37]과 최근 발표된 Pooled 

Cohort ASCVD risk equation이 있으나[38], SCORE의 경우는 40-79세 

연령범위에 적용가능하고, Pooled Cohort ASCVD risk equation의 경우는 40-

74세 연령범위에 적용가능하여 모두 40세 이상의 대상자에 적절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40세 미만 대상자가 53.9%에 해당하는데, SCORE와 

Pooled Cohort ASCVD risk equation는 40세 미만의 연령범위에 적용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반면, 개정된 FRS는 20-79세의 성인에서 성별에 따라 연령, 

흡연, 수축기 혈압, 총 콜레스테롤, HDL-C를 점수화하여 향후 심각한 

관상동맥질환 (hard coronary heart disease, 즉 심근경색+관상동맥질환 사망)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0세 미만의 연령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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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 위험도 분류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FRS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분류하였다. FRS 계산을 위한 연산법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용한 방법과 저밀도 LDL-C 수치가 직접 측정된 경우 그 수치를 

이용하는 방법 2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DL-C 수치를 직접 

측정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한 연산법을 통해 계산하였다. 이 연산법은 

대상자의 나이를 9개 군으로, LDL-C 수치, HDL-C 수치, 수축기 혈압, 수축기 

혈압 등을 5개의 군으로 각각 나누었으며 각 군마다 성별에 따른 고유의 

위험 점수를 부여하였다. 각 점수의 합을 통해 FRS를 산정하였고, 그 

점수를 기준으로 10년 관상동맥 심장 질환 위험도를 추정하였다.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를 FRS에 따라, 10년내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위험이 

10%미만, 10-20%, 20% 이상인 군으로 분류하였고, 심혈관질환 저위험군은 

10% 미만인 군으로 정의하였다. 

Comorbidity는 자가 기입식으로 보고된 병력과 index date전 심평원 

진단코드명(ICD-10)과 처방된 약을 기준으로 하며, 고혈압(I10), 만성간질환 

(K70-74), 만성신장질환(N18.1-18.3)등을 고려하였다. 

약물사용은 심혈관질환 발생 및 체중증가,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약제들(ACE/ARBs, beta blockers, calcium blockers, loop diuretics, thiazide 

diuretics, non-statin lipid agents[fenofibrate, gemfibrate, niacin], platelet inhibitors)을 

포함하였다. 

체지방률은 생체전기저항측정법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BIA; 

InBody 720, Biospace Co., Seoul Korea)으로 측정하였다. 근감소증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중에너지 방사선흡수법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으로 근육량 측정이 표준방법이나, 본 연구에서는 DXA 측정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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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BIA방법은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체구성평가 방법으로써 DXA 결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체지방량의 

측정에 적절하다는 보고가 있으며, 근감소증 (sarcopenia) 연구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39]. 본 연구에서는 BIA 측정 결과값을 이용하였고, skeletal 

muscle mass index (SMI)는 아래의 식을 통하여 구하였다 [40]. 

[SMI (%) = total skeletal muscle mass (kg) / weight (kg) X100]  

근감소증은 20-40세의 젊은 연령군에서 SMI 평균값보다 

1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2SD 사이를 class I 근감소증으로 2SD 

미만인 경우를 class II 근감소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자의 상대적인 분포에 따라 25 퍼센타일 미만인 군과 이상인 군으로 

나누어, 상대적인 근육량감소 여부에 따른 스타틴노출과 당뇨병발생간의 

관련성을 평가하였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침에 따라 

분류하였고, 비만의 기준은 BMI ≥25 kg/m2로 하였다. 

대사증후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41].: 1)복부비만 (남자의 허리 둘레 

≥90cm, 여자의 허리둘레 ≥80cm) 2) 고중성지방혈증 (≥150 mg/dL) 또는 

이상지질혈증 관련 약제 복용자 3) 저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혈증 

(남자〈40 mg/dL, 여자〈50 mg/dL) 또는 이상지질혈증 관련 약제 복용자 4) 

혈압 ≥130/85 mmHg 또는 항고혈압 약물 치료 5) 공복 고혈당 (≥100 mg/dL) 

또는 항당뇨병 약물 등 이상 5개 항목 중에서 3개 항목 이상을 만족할 때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모든 수검자의 허리둘레 측정결과를 자료로 

이용할 수 없어, 복부비만 기준대신 체질량지수에 따른 비만으로 

대체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만 기준인 BMI 25 kg/m2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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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전 역학적 연구들에서 BMI는 허리둘레만큼 대표적 대사질환인 

당뇨병을 잘 예측하였고[42], 허리둘레 측정값이 없는 경우 복부비만대신 

BMI를 기준으로 한 비만을 대사증후군 요소로 사용하여왔다[43,44]. 이전 

KSHS 코호트 연구에서 복부비만을 예측하는 BMI의 기준점을 구하기 위해, 

민감도 특이도를 이용한 ROC 곡선을 산출한 결과, BMI 기준점을 25 kg/m2 

로 하였을 때, 민감도는 90.8%, 특이도는 74.2%에 해당하였다[42].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 Homeoststic model assessment-insulin resistance 

(HOMA-IR)를 이용하였고,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HOMA-IR=공복 인슐린 (uIU/mL) * 공복 혈당 (mmol/L)/22.5 

인슐린 저항성은 분석대상의 HOMA-IR 분포에 따라 75 퍼센타일을 

기준으로 정의하거나 [45], HOMA-IR값이 2.5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46]. 

심혈관질환의 전통적 위험인자(traditional risk factor)는 다음과 같다.: 1) 

연령(남 45세 이상, 여 55세 이상), 2) 고혈압, 3) 당뇨병, 4) 흡연, 5)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 6) 낮은 HDL cholesterol (남 40 mg/dL, 여 50mg/dL 

미만). 각 위험인자에 대해, 대상자별로 위험인자 개수를 구하였고, 개수에 

따라 위험도를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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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추적관찰기간   
 

 추적관찰의 최초 시점은 최초 관찰된 검진일이다. 스타틴 노출군의 경우 

스타틴 약제 처방이 처음 관찰된 처방일이 index date이다. 추적관찰의 

종료시점은 결과 변수 발생일, 연구종료일인 2012년 12월 31일중 먼저 

도달하게 되는 시점으로 하였다. 

처방일 이후 permissible gap (이전 처방기간의 1/2이 되는 시점이나 7일 중 

긴 기간) 이내에 다음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를 연속되는 약물복용으로 

정의하였고, 연구대상 약물의 사용 중단은 permissible gap 이내에 다음 

처방이 이어지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47].   

추적관찰 종료시점이 결과변수 발생일인 경우 사건발생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 중도절단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자 개인별 관찰기간의 총합인 

인-년(person-years)을 계산하고, 발생건/person-years를 계산하여 incidence 

density를 구하였다. 

 

 

 

 

 

 

 

 

 

 

 



25 

 

 

사. 통계분석 
 

A. 성향점수 산출 및 짝짓기 
환자가 가진 다른 질환상태나 검사결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에 따라 

스타틴 사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변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스타틴 치료를 받게 되는 적응증 자체가 당뇨병 및 

심뇌혈관질환 발생과 관련있는 요인일 가능성을 통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스타틴 노출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결과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파악하여 교란변수로 정의하였다. 또한, 스타틴 노출군과 비노출군 비교시 

confounding by indication을 고려한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스타틴을 

처방받을 확률에 대한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산출하였다. 성향점수는 

무작위 배정되지 않은 연구에서 치료군간 공변량의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어진 공변량 하에서 각 환자가 치료를 받을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로 정의된다. 성향점수는 각 치료군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0~1 사이의 확률값으로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코호트 입적 당시의 특성에 

따라 스타틴을 처방받게 되는 성향점수를 산출하였다. 스타틴 처방군과 

비처방군간 비교를 위한 성향점수 산출 모델은 종속변수로 스타틴 

처방여부, 독립변수로 코호트 입적 당시의 성별, 연령, 연도(year), 센터(서울, 

수원), 학력, 흡연상태(never, former, current smoker), 운동(<3 vs ≥3 times/week), 

당뇨병 가족력, 심장질환 가족력, 고혈압, 간질환유무, 아스피린 복용력, 

항고혈압약제, 체질량지수, 공복혈당, 혈압, 총콜레스테롤, LDL-C, 중성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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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L-C, 간효소치 (AST, ALT), 초음파로 진단된 지방간, 심전도 이상 소견 

(minor & major abnoramlity)[48], 추정된 사구체 여과율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Framingham risk <10%, 10-20%, 

≥20%), 동맥경화 진단(ICD-10 code, I70), 폐경 상태를 포함하였다.  

구해진 성향점수는 주어진 변수들 하에서 고지혈증 환자가 스타틴을 

처방받을 조건부 확률을 나타낸다. X축은 스타틴을 처방받을 확률을 

나타내며, Y축은 빈도 백분율을 나타낸다 (Figure 4). 스타틴 처방군에서의 

성향점수 평균은 0.25 (표준편차 0.19)이었고, 비처방군에서의 성향점수 

평균은 0.08 (표준편차 0.10)으로 나타났다. 

성향점수 산출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C-통계량은 0.819 (95% CI, 

0.814-0.824)에 해당하였다. 성향점수의 분포를 스타틴 노출 및 비노출군에 

따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어 확인하였고, greedy 방법으로 1:1 짝짓기를 

시행하였다. 성향점수로 짝짓은 이후 스타틴 노출군과 비노출군 사이에 

성향점수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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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propensity score matching > 

 

<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 

 

Figure 4. Propensity score distribution by statin exposure, before and after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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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코호트 대상자 군별 특성 파악 

 
최초 코호트와 성향점수로 짝지은 코호트의 연구대상자 스타틴 노출군과 

비노출군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변량으로 수집한 경우 연속변수의 

경우 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 ANOVA), 범주형변수의 경우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하였고, 다중비교 (multiple comparison, 

Bonferroni’s method)를 수행하였다. 

짝짓기 전후 두 군 사이의 공변량의 군형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범주형 변수의 경우 분율을 이용하고, 연속형 변수의 경우 평균을 이용하여 

표준화된 차이 (standardized difference, d)를 산출하였다. 표준화된 차이의 

경우 대상수의 영향을 받지 않아 짝짓기 전 후의 균형을 비교하는 데 

사용된다. 짝지은 이후 표준화된 평균차이 및 분율차이가 0.1보다 작은 경우 

군간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9]. 

 

연속형 변수의 표준화된 차이 

 
범주형 변수의 표준화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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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심뇌혈관계 질환, 당뇨병 발생률 및 95% 신뢰구간 산
출 

 
스타틴 노출군과 비노출군에서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입원,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비만 발생률(incidence rate, IR) 및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각 군에서 각 사건 수와 관찰기간의 총합을 인-년(person 

year)단위로 구하고,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콕스비례위험모델을 적용하여 스타틴 비노출군에 비하여  심뇌혈관계 

질환,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비만 발생에 대한 상대위험도와 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비례성 위험 가정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log-log survivor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지 검토하였다.      

교란요인을 보정한 상대위험도를 구하기 위하여 스타틴 노출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결과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파악하여 교란변수를 정하였다.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이거나 (p<0.1), 기존 연구들에서 고려된 

교란요인, 콕스비례위험모델을 적용한 단변수 분석에서 p 값이 0.1 이하로 

결과변수와 인과성을 보이는 변수를 포함하여 다변수 모델을 구축하였다.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분석은 SAS Enterprise Guide version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SAS Institute, Cary,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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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층화분석 

층화분석은 연령 (<40, 40세 이상), 성별, 현재 흡연 (유무), 음주습관 (<20, 

≥20 gram/day), 운동횟수 (중등도 이상의 운동 횟수가 주 3회 미만  vs  주 

3회 이상), 당뇨병 가족력(유무), 비만(체질량지수 <25 vs. ≥25 kg/m²), 

고혈압(유무), 고중성지방혈증(중성지방 <150 vs. ≥150 mg/dl), 

대사증후군(유무), 초음파에서 진단된 지방간 (유무)[50], 인슐린 저항성 

(HOMA-IR ≥75 percentile 또는 HOMR-IR ≥2.5), 염증지표 (high-sensitivity C-

reactive protein<1 vs. ≥1 mg/L),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Framingham risk 

score<10% vs. ≥10%)에 따라 스타틴과 결과변수간의 관련성이 다른지 

subgroup analysis를 하고, 각 군간에 interaction 여부를 평가하였다. 

 

E. 민감도 분석 

전구증상비뚤림(protopathic bias)을 고려하기 위하여 코호트 입적일 이후 

30일, 90일, 180일이내 결과변수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환자를 제외하고 

당뇨병과 급성 심근경색증, 뇌혈관질환 발생에 대한 상대위험도와 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또한, 2010년을 전후로 검사 방법이 바뀜에 따라, 2010년 시점을 기준으로 

스타틴 노출에 따른 당뇨병 발생위험 수준을 제시하였다 (Appendix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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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선정/제외기준에 의해 후향적 코호트 연구 대상으로 정의된 환자는 총 

62,197명중 스타틴 노출이 검진일 전 및 이후 있었던 경우는 총 8,969 명에 

해당하였고, 검진일 이전 노출이 있는 prevalent user는 3,159명, 검진일 이후 

노출이 있는 new-user의 경우 5,810명에 해당하였다 (Figure 3, Table 4).  

스타틴 노출에 따른 non-user, prevalent user, new-user 의 특성을 보면 (Table 

4), non-user군에 비하여 스타틴 노출군이 나이가 많고, 비만, 고혈압, 

초음파로 진단된 지방간, 대사증후군 분율이 높았다. 심장질환의 가족력은 

스타틴 노출군에서 비노출군에 비해 높았으나, 당뇨병 가족력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혈당과 당화혈색소는 스타틴 노출군(prevalent-user, new-

user)에서 약간 높았으나,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 

혈중 지질 농도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 LDL-C 수치가 prevalent-user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보였고, 중성지방 수치는 스타틴 노출군 (prevalent-user, 

new-user)에서 비노출군에 비해 높았다.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에 따라 FRS를 분류하였을 때, 10년내 심혈관질환 

발생이 10% 미만인 저위험군이 전체 대상자의 94.3 %를 차지하였고, 10-

20%가 5.3 %, 20% 이상인 군이 0.4%에 해당하였다. 스타틴 노출군에서 

비노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등도 및 고위험군 (framingham risk ≥10%)의 

비율이 높았다. 

스타틴군에서는 atorvastatin의 처방 분율이 가장 높았으며, simvastatin, 

rosuvastatin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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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Overall 

Statin   

Non-user 
Prevalent 

user 
New user 

P-valuec Multiple 
comparison 

Number 62197 53228 3159 5810   

Age (years)a 40.9 (8.8) 40.2 (8.3) 47.0 (11.0) 44.3 (9.4) <0.001 A≠B, B≠C, C≠A 

Age group      <0.001  

 18-29 4.8 5.2 2.4 2.3   

 30-39 48.9 51.6 28.3 35.6   

 40-49 31.5 30.8 33.1 36.2   

 50-59 11.0 9.5 22.1 19.1   

 60 or more 3.8 2.9 14.2 6.7   

Male (%) 68.2 68.4 64.4 68.3 <0.001 A≠B, B≠C 

BMI(kg/m2) 24.4 (3.1) 24.3 (3.1) 25.0 (3.2) 24.9 (3.0) <0.001 A≠B, B≠C, C≠A 

% body fat 25.6 (6.2) 25.5 (6.1) 27.2 (6.4) 26.3 (6.2) <0.001 A≠B, B≠C, C≠A 

Current smoker (%) 35.8 36.3 29.2 35.5 <0.001 A≠B, B≠C 

Alcohol intake (%)b 21.4 21.5 24.7 19.1 <0.001 A≠B, B≠C, C≠A 

Regular exercisec 19.1 18.6 22.4 22.2 <0.001 A≠B,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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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sity (%) 40.1 39.1 47.7 45.2 <0.001 A≠B, C≠A 

Hypertension (%) 18.5 15.4 49.2 29.7 <0.001 A≠B, B≠C, C≠A 

Atherosclerosis (ICD-10, I70)  0.5  0.3 3.5 0.6 <0.001 A≠B, B≠C, C≠A 

Use of aspirin (%) 3.0 2.0 19.3 3.7 <0.001 A≠B, B≠C, C≠A 

ACEI/ARB (%) 2.6 1.7 18.2 3.1 <0.001 A≠B, B≠C, C≠A 

Calcium channel blocker (%) 4.1 2.5 23.3 8.0 <0.001 A≠B, B≠C, C≠A 

Diuretics (%) 3.6 2.4 20.0 5.9 <0.001 A≠B, B≠C, C≠A 

Other lipid-lowering agent (%) 1.1 0.6 8.5 1.5 <0.001 A≠B, B≠C, C≠A 

Fatty liver on ultrasound (%) 42.0 40.7 50.1 50.3 <0.001 A≠B, C≠A 

Metabolic syndrome (%) 18.7 17.3 26.9 26.3 <0.001 A≠B, C≠A 

Family history of diabetes (%) 13.3 13.3 13.5 13.3 0.965  

Family history of heart disease (%) 5.8 5.6 8.1 6.9 <0.001 A≠B, B≠C, C≠A 

Systolic BP (mmHg) a 116.1 (13.1) 115.6 (12.9) 118.1 (13.0) 119.3 (14.3) <0.001 A≠B, B≠C, C≠A 

Diastolic BP (mmHg)a 74.8 (9.5) 74.5 (9.4) 76.0 (9.4) 77.2 (9.9) <0.001 A≠B, B≠C, C≠A 

Glucose (mg/dl)a 94.2 (9.0) 94.0 (9.0) 95.2 (9.7) 95.3 (8.9) <0.001 A≠B, C≠A 

HbA1C (%)  5.6 (0.3) 5.5 (0.3) 5.7 (0.3) 5.6 (0.3) <0.001 A≠B, B≠C, C≠A 

Total cholesterol (mg/dl)a 226.5 (27.9) 224.4 (24.9) 216.9 (44.8) 250.5 (30.1) <0.001 A≠B, B≠C, C≠A 

LDL-C (mg/dl)a 142.7 (25.1) 141.6 (22.5) 132.9 (41.4) 158.2 (29.5) <0.001 A≠B, B≠C, C≠A 

HDL-C (mg/dl )a 55.4 (13.6) 55.5 (13.7) 54.1 (12.9) 54.8 (12.6) <0.001 A≠B, B≠C,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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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glycerides (mg/dl)d 122 (87-174) 119 (86-168) 136 (92-199) 147 (106-208) <0.001 A≠B, B≠C, C≠A 

AST (U/l)d 23 (19-28) 23 (19-28) 25 (20-31) 24 (21-30) <0.001 A≠B, C≠A 

ALT (U/l)d 24 (17-35) 23 (17-34) 26 (18-38) 26 (19-38) <0.001 A≠B, C≠A 

GGT (U/l)d 27 (16-46) 26 (16-45) 31 (18-54) 31 (19-53) <0.001 A≠B, C≠A 

C-reactive protein (mg/L)* 0.5 (0.3-1.1) 0.5 (0.3-1.0) 0.6 (0.3-1.1) 0.6 (0.4-1.2) <0.001 C≠A 

HOMA-IRd 1.6 (1.1-2.3) 1.6 (1.0-2.3) 1.7 (1.1-2.5) 1.9 (1.3-2.5) <0.001 A≠B, B≠C, C≠A 

Framingham risk score 4.5 (3.3) 4.2 (3.2) 5.5 (3.8) 5.8 (3.8) <0.001 A≠B, B≠C, C≠A 

 <10 % 94.27  95.18 89.33 88.56  A≠B, C≠A 

 10-20 % 5.32 4.46 9.84 10.66   

 ≥ 20 % 0.42 0.36 0.82 0.78   

Number of major risk factors     <0.001 A≠B, B≠C, C≠A 

  0 49.59 51.74 29.88 40.67   

1 32.95 32.54 35.26 35.42   

2 13.95 12.72 25.23 19.12   

  ≥3  3.50 3.00 9.62 4.78   

Data are ameans (standard deviation), dmedians (interquartile range), or percentages. A, non-user; B, prevalent-user; C, new-
user. *n=50277  
Abbreviations: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BMI, body mass index; BP, blood pressur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b ≥20 g/day; c ≥ 3 times/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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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틴 non-user와 new-user간의 공변량 변수 및 성향점수 분포의 

불균형으로, Greedy 방법으로 1:1 짝짓기를 시행하였다. 두 군 간의 표준화된 

분율(percent standardized difference, d) 및 표준화된 평균차이(standardized mean 

difference, d)을 이용하여 0.1보다 작은 경우 군간 균형을 이룬 것으로 

판단하였다 [49]. 

성향점수로 짝짓기 이전 스타틴 new-user 의 평균연령은 

44.3세(표준편차±9.4), non-user는 40.2세(표준편차±8.3)였다 (Table 5). 짝지은 

이후 new-user 의 평균연령은 44.6세 (표준편차 ±9.5), non-user는 44.8세 

(표준편차 ±9.9)였다. 성향점수로 짝짓기 이전 new-user 와 non-user간의 

체질량지수,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간기능검사 및 HOMA-IR 의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비만, 고혈압, 동맥경화(I70), 지방간, 대사증후군 및 아스피린 

사용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성향점수 짝짓기를 통해 모든 변수의 

표준화된 분율 및 표준화된 평균 차이가 0.1 미만으로 나타났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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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before and after propensity matching 

Characteristics 
Initial cohort (Before matching) 1:1 propensity score-matched cohort 

Non-user New user D* Non-user New user D* 

Number 53,228 5,810   5,789 5,789  

Age (years)a 40.2 (8.3) 44.3 (9.4) 0.497 44.8 (9.9) 44.6 (9.5) 0.021 

Male (%) 68.4 68.3 0.005 69.5 68.8 0.016 

BMI(kg/m2) 24.3 (3.1) 24.9 (3.0) 0.197 24.9 (3.0) 25.0 (3.0) 0.010 

Current smoker (%) 36.3 35.5 0.018 36.0 35.4 0.011 

Alcohol intake (%)b 21.5 19.1 0.053 21.5 19.4 0.051 

Regular exercisec 18.6 22.2 0.082 21.9 21.8 0.003 

Obesity (%) 39.1 45.2 0.147 46.7 46.4 0.006 

Seoul center (%) 65.1 62.7 0.002 67.2 65.0 0.046 

Hypertension (%) 15.4 29.7 0.362 30.9 30.5 0.010 

Atherosclerosis (ICD-10, I70)  0.3 0.6 0.172 0.7 0.7 0.012 

Use of aspirin (%) 1.4 3.1 0.113 3.2 3.2 0.005 

Fatty liver on ultrasound (%) 40.7 50.3 0.215 51.4 51.3 0.003 

Metabolic syndrome (%) 17.3 26.3 0.251 27.5 27.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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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history of diabetes (%) 13.3 13.3 0.005 13.0 13.5 0.014 

Family history of heart disease (%) 5.6 6.9 0.054 6.8 6.9 0.001 

Systolic BP (mmHg) a 115.6 (12.9) 119.3 (14.3) 0.290 119.7 (14.0) 119.5 (14.3) 0.013 

Diastolic BP (mmHg)a 74.5 (9.4) 77.2 (9.9) 0.306 77.6 (9.7) 77.4 (9.9) 0.023 

Glucose (mg/dl)a 94.0 (9.0) 95.3 (8.9) 0.195 95.9 (9.4) 95.8 (9.3) 0.011 

HbA1C  5.5 (0.3) 5.6 (0.3) 0.102 5.6 (0.3) 5.6 (0.3) 0.017 

Total cholesterol (mg/dl)a 224.4 (24.9) 250.5 (30.1) 0.922 247.7 (28.3) 249.7 (29.6) 0.068 

LDL-C (mg/dl)a 141.6 (22.5) 158.2 (29.5) 0.625 156.9 (27.0) 157.9 (29.1) 0.037 

HDL-C (mg/dl)a 55.5 (13.7) 54.8 (12.6) 0.076 55.1 (12.7) 54.5 (12.4) 0.051 

Triglycerides (mg/dl)d 119 (86-168) 147 (106-208) 0.347 146 (103-210) 148 (107-208) 0.000 

AST (U/l)d 23 (19-28) 24 (21-30) 0.143 26 (19-38) 26 (19-39) 0.012 

ALT (U/l)d 23 (17-34) 26 (19-38) 0.158 25 (21-30) 24 (21-30) 0.016 

C-reactive protein (mg/L)  0.5 (0.3-1.0) 0.6 (0.4-1.2) 0.057 0.6 (0.3-1.2) 0.6 (0.4-1.2) 0.009 

HOMA-IRd 1.1 (0.7-1.7) 1.2 (0.8-1.8) 0.105 1.2 (0.8-1.9) 1.2 (0.8-1.8) 0.031 

Data are ameans (standard deviation), dmedians (interquartile range), or percentages. *D indicates standardized difference 

Abbreviations: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BMI, body mass index; BP, blood pressur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b ≥20 g/day; c ≥ 3 times/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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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타틴 노출에 따른 당뇨병 발생률 및 상대위험도 비교 
  

A. 스타틴 노출군에 따른 당뇨병 발생률    

스타틴 non-user과 new-user에서 당뇨병 발생에 대한 log-log 

생존곡선분포를 보았을 때, 시간에 따른 위험도가 일정하여 비례위험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발생은 1) 검진에 반복 방문하여 추적이 

되어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로 진단된 경우 (공복혈당 ≥126 mg/dL, 

당화혈색소(HbA1c) ≥6.5%, 당뇨병 약제 복용중인 경우에 해당), 2) 심평원 

자료에서 당뇨병 진단명 (E10-E14) 상병코드가 있는 경우, 3) 기준1)과 2)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로 하였는데, 2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먼저 

발생한 시점을 적용하여 person-time 을 계산하였다.  각 진단기준 적용에 

따른 당뇨병 발생 정도를 스타틴 노출유무에 따라 본 Kaplan-Meier curve 는 

다음과 같다 (Figure 5-a, b, c). 중앙 추적관찰 기간은 3.77년 (interquartile 

range, 2.64-4.39년, 최대 5년)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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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타틴 노출여부에 따른 당뇨병 발생률 비교 (n=7,670) 
 검진을 2회 이상 반복 방문한 경우, 공복혈당 ≥126 mg/dL, 

당화혈색소(HbA1c) ≥6.5% 또는 당뇨병 약제 복용 중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당뇨병으로 정의함.  

 

  
b) 스타틴 노출여부에 따른 당뇨병 발생률 비교 (n=11,578). 심평원 자료에서 

상병명 ICD-10, E10-E14로 청구된 경우를 당뇨병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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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 스타틴 노출여부에 따른 당뇨병 발생률 비교 (n=11,578). 심평원 
자료에서 상병명 ICD-10, E10-E14로 청구된 경우이거나 반복 방문에서 
공복혈당 ≥126 mg/dL, 당화혈색소(HbA1c) ≥6.5% 또는 당뇨병 약제 
복용중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당뇨병으로 정의함.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건을 당뇨발생 시점으로 정의함. 

 
Figure 5. Incidence of diabetes mellitus by statin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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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한 당뇨병 진단 정의에 관계없이 스타틴 non-user군에 비해 

new-user군에서 당뇨병 발생위험이 높게 관찰되었고, 시간에 따른 교차는 

관찰되지 않았다. 

스타틴 노출에 따른 당뇨병 발생율과 교란변수를 보정한 당뇨병 

발생위험비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2회 이상 반복 방문한 수진자 중에서(n=7,670) 공복혈당 ≥126 mg/dL, 

당화혈색소(HbA1c) ≥6.5% 또는 당뇨병 약제 복용중인 경우로 정의하였을 

때, 당뇨병 발생률은 스타틴 non-user의 경우 11.5/1000 person-years이고 new-

user의 경우 14.6/1000 person-years에 해당하였고, 성별과 연령을 보정하였을 

때 new-user에서 adjusted hazard ratio (aHR)가 1.27(95% CI 1.01-1.61)로 

추정되었다.  

성별과 연령을 포함하여, 다른 가능한 교란변수를 보정한 다변량 

분석모델에서는 (model 1, Table 6) aHR이 1.54 (95% CI, 1.21-1.95)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수축기혈압, 저밀도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지방간, 간효소치 ALT를 보정한 모델에서도 (model 2, Table 6) aHR=1.50 (95% 

CI, 1.18-1.91)로 new-user군에서 유의하게 당뇨병 발생위험이 높게 

관찰되었다.  

이는 심평원자료에서 당뇨병 진단코드로 정의하였을 때나, 검진에서 

진단된 경우와 심평원자료에서 진단코드로 정의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도 

new-user군에서 당뇨병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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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isk of incidence of diabetes by STATIN use among 1:1 propensity score-matched cohort 
 

Person-
years 

Number 
of 

events 

Incidence 
rate (1,000 

person-year) 

age·sex-
adjusted HRs 

(95% CI) 

Multivariate-adjusted HR*(95% 
CI) 

Model 1 Model 2 
New diabetes based on 
health check-up exama  

      

Non-user (n=3,835) 10776.1 124 11.5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New-user (n=3,835) 10911.2 159 14.6 1.27 (1.01-1.61) 1.54 (1.21-1.95) 1.50 (1.18-1.91) 

New diabetes based on 
HIRAb  

      

Non-user (n=5,789) 19960.0 446 22.3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New-user (n=5,789) 20029.3 713 35.6 1.61 (1.43-1.81) 1.62 (1.44-1.83) 1.61 (1.43-1.82) 

New diabetes based on 
health check-up exam or 
HIRAc  

      

Non-user (n=5,789) 19727.1 523 26.5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New-user (n=5,789) 19646..1 801 40.8 1.55 (1.39-1.74) 1.57 (1.41-1.76) 1.57 (1.40-1.75)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s were used to estimate hazard ratios (HRs) and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s (95% CIs). HIRA indicates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database. 
a New-onset diabetes was defined either as fasting serum glucose ≥126 mg / dl, glycated hemoglobin (HbA1c) ≥6.5%, or the use of blood 
glucose–lowering agents during the follow-up examination; b new-onset diabetes was defined with a diabetes diagnosis (ICD-10, E10-E14); 
and new-onset diabetes was defined either fasting serum glucose ≥126 mg / dl, glycated hemoglobin (HbA1c) ≥6.5%, the use of blood 
glucose–lowering agents during the follow-up examination or a diagnosis code of diabetes (ICD-10, E10-E14) from HIRA.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sex, body mass index, glucose, Hba1c, smoking status, alcohol intake, regular exercise, year of screening 
exam, hypertension, family history of diabetes   
Model 2 was further adjusted for fatty liver on ultrasound, alanine aminotransferase, systolic blood pressure, LDL cholesterol, triglycerides 
and HDL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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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층화분석에 따른 당뇨병 발생 상대위험도 평가 
 

기존 연구결과, 연령, 성별 및 당뇨병 위험요인 동반 여부에 따라 스타틴 

노출이 당뇨병 발생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 알려진 위험요인 여부 및 임상적으로 당뇨병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 유무에 따른 층화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7).  

층화분석은 연령(40 세 미만 vs. 40세 이상), 성별, 현재 흡연(유무), 

음주습관 (<20, ≥20 gram/day), 운동횟수 (주 3회 미만  vs.  주 3회 이상), 

당뇨병 가족력 (유무), 비만 (체질량지수 <25 vs. ≥25 kg/m²), 고혈압 (유무), 

고중성지방혈증 (유무, 중성지방 <150 vs. ≥150 mg/dl), 대사증후군(유무),  

인슐린 저항성 (유무, 기준은 HOMA-IR ≥75 percentile및 HOMA-IR 2.5), 

염증지표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1 vs. ≥1 mg/L), skeletal muscle mass 

index (<25 percentile vs. ≥ 25 percentile), 전통적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개수 (0 

vs. 1개 이상), LDL-C (<190 vs. ≥190 mg/dl),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Framingham risk score<10% vs. ≥10%)에 따라 스타틴과 당뇨병 

발생간의 관련성이 다른지 subgroup analysis를 하고, 각 군간에 interaction 

여부를 평가하였다. 각 층화에 사용된 변수는 다변량 분석시 모델에서 

제외하였다. 

고혈압 여부, 지방간 유무, 고감도 C단백 수준(<1 vs. ≥1 mg/L), LDL-C 

(<190 vs. ≥190 mg/dl)에 따라 스타틴 노출과 당뇨병 발생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p for interaction <0.05). 고혈압이 없는 군에서 

스타틴 노출에 따른 당뇨병 발생위험이 더 높고 (aHR=1.87; 95% CI, 1.61-

2.17), 고혈압이 있는 군에서 스타틴 노출군에서 당뇨병 발생위험이 aHR 

(95% CI), 1.29 (1.09-1.5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항고혈압약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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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항고혈압약제 복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분석 시행한 결과, 스타틴 노출군에서 당뇨병 발생위험은 aHR (95% CIs), 

1.65 (1.31-2.08)로 높게 관찰되었고, 고혈압 유무에 따른 interaction도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for interaction=0.399). 

대사증후군의 경우, 대사증후군이 있는 군에서 스타틴 노출에 따른 

당뇨병 발생위험이 aHR (95%CI) 1.46 (1.22-1.76)로, 대사증후군이 없는 군에 

비해 스타틴 노출에 따른 당뇨병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p for interaction=0.255), 대사증후군이 있는 

군에서 항고혈압약제 복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분석한 결과, 스타틴 

노출군에서 당뇨병 발생위험이 aHR (95% CI) 1.59 (1.29-196)으로 높아져, 

대사증후군이 없는 군에서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초음파로 진단된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스타틴 

노출군에서 당뇨병 발생위험이 더 크게 관찰되었고 (p for interaction=0.046), 

고감도 C단백 1 mg/dl보다 높은 경우와 (p for interaction=0.022), LDL-C 190 

mg/dl이상인 군에서 스타틴 노출군에서 당뇨병 발생위험이 더 크게 

관찰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for interaction=0.002). 반면, 공복혈당은 

100 mg/dl 미만인 군에서 스타틴 노출에 따른 당뇨병 발생위험이 더 크게 

관찰되었는데, 이는 공복혈당 100 mg/dl 미만인 군에서 당뇨병 발생율 

자체가 절대적으로 낮았으며, 스타틴 노출이 없는 군의 발생율은 17.1/1,000 

person-years에 해당하였다.  

다른 소그룹간에는 유의한 interaciton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가 낮은 (Framingham risk score<10%) 대상자에서도 스타틴 

노출군에서 당뇨병 발생위험이 높게 나타났고 (aHR=1.52; 95% CI, 1.3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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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 위험인자가 없는 군에서도 스타틴 노출군에서 당뇨병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aHR=1.75; 95% CI, 1.4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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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isk of incidence of diabetes by statin use in predefined subgroups. 

Subgroup Incidence density* Statin use P for interaction Non-user/new-user Non-user New-user 
Age      0.336 
<40 years old (n=4,379) 13.7/23.0 reference 1.81 (1.42-2.33)  
≥40 years old (n=7,199) 34.2/51.5 reference 1.52 (1.34-1.72)  

Sex    0.977 
Female (n=3,592) 32.3/51.9 reference 1.58 (1.31-1.89)  
Male (n=7,986) 24.0/35.7 reference 1.60 (1.39-1.84)  

Smoking    0.682 
Non- or ex-smoker (n=7,445) 28.6/46.0 reference 1.60 (1.40-1.82)  
Current smoker (n=4,133) 22.7/31.2 reference 1.56 (1.27-1.92)  

Alcohol intake      0.206 
<20 g /day (n=8,707) 24.7/40.6 reference 1.65 (1.45-1.87)  
≥20 g/day (n=2,207) 33.9/44.6 reference 1.35 (1.06-1.73)  

Exercise    0.100 
<3 times/week (n=9,058) 25.6/41.1 reference 1.65 (1.46-1.88)  
≥3 times/week (n=2,501) 30.0/39.9 reference 1.31 (1.04-1.65)  

Family history of diabetes    0.067 
No (n=10,043) 25.0/40.5 reference 1.65 (1.46-1.86)  
Yes (n=1,535) 36.5/42.4 reference 1.23 (0.93-1.63)  

Obesity    0.183 
No (n=6,281) 25.0/36.2 reference 1.47 (1.25-1.71)  
Yes (n=5,297) 28.2/46.5 reference 1.71 (1.46-2.01)   

Skeletal muscle mass index    0.228 
<25 percentile (n=2,893) 33.4/58.8 reference 1.76 (1.4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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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percentile (n=8676) 24.3/35.1 reference 1.51 (1.32-1.73)  
     
Number of major risk factors    0.495 

0  (n=4,737) 18.5/33.0 reference 1.75 (1.44-2.13)  
≥1 (n=6,841) 32.2/46.3 reference 1.58 (1.38-1.81)  

Framingham risk score    0.140 
<10% (n=10,187) 24.8/36.4 reference 1.52 (1.34-1.72)  
≥10% (n=1,391) 39.0/77.1 reference 1.92 (1.48-2.49)   

Hypertension    0.001* 
No (n=8,129) 19.5/34.8 reference 1.87 (1.61-2.17)  
Yes (n=3,449) 43.9/55.2 reference 1.29 (1.09-1.52)  

Hypertriglyceridemia      0.707 
No (n=5,926) 25.3/38.6 reference 1.54 (1.32-1.81)  
Yes (n=5,652) 27.8/43.0 reference 1.60 (1.37-1.87)  

Metabolic syndrome      0.255 
No (n=8,531) 21.5/35.2 reference 1.65 (1.43-1.90)  
Yes (n=3,047) 41.6/57.4 reference 1.46 (1.22-1.76)  

Fatty liver on ultrasound    0.046* 
No (n=5,739) 24.1/33.1 reference 1.39 (1.17-1.64)  
Yes (n=5,839) 28.9/48.7 reference 1.74 (1.50-2.01)  

HOMA-IRa    0.521 
< 75 percentile (n=8,674) 22.5/35.8 reference 1.63 (1.42-1.88)  
≥ 75 percentile (n=2,890) 37.4/56.2 reference 1.53 (1.28-1.84)  

HOMA-IR     0.646 
< 2.5 (n=8,480) 22.3/35.5 reference 1.62 (1.41-1.87)  
≥ 2.5 (n=3,084) 37.0/55.7 reference 1.55 (1.29-1.85)  

Glucose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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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mg/dl (n=8,102) 17.1/32.9 reference 1.92 (1.65-2.25)  
≥ 100 mg/dl (n=3,476) 49.8/61.5 reference 1.27 (1.08-1.49)  

HbA1c    0.844 
< 6% (n=10,501) 22.8/36.0 reference 1.59 (1.40-1.80)  
≥ 6% (n=1,077) 68.3/105.2 reference 1.56 (1.21-2.01)  

High-sensitivity CRP    0.022*  
<1.0mg/l (n=6,141) 25.0/35.6 reference 1.43 (1.22-1.68)  
≥1.0mg/l (n=3,059) 25.6/48.4 reference 1.94 (1.57-2.40)  

LDL cholesterol     0.002* 
< 190 mg/dl (n=10,163) 26.9/38.6 reference 1.47 (1.31-1.66)  
≥ 190 mg/dl (n=1,415) 22.5/58.1 reference 2.69 (1.88-3.84)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s were used to estimate hazard ratios (HRs) and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s (95% CIs). *per 
1,000 person-years.   
New-onset diabetes was defined either fasting serum glucose ≥126 mg / dl, glycated hemoglobin (HbA1c) ≥6.5%, the use of 
blood glucose–lowering agents during the follow-up examination or a diagnosis code of diabetes (ICD-10, E10-E14) from 
HIRA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database). 
Model was adjusted for age, sex, smoking status, alcohol intake, regular exercise, body mass index, year of screening exam, 
hypertension, family history of diabetes, fatty liver on ultrasound, ALT, glucose, systolic blood pressure, LD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triglycerides and propensity score; the stratification variable was excluded in the model. 
Skeletal muscle mass index (SMI) [SMI (%) = total skeletal muscle mass (kg) / weight (kg) X100] was measured using a multi-
frequency bioimpedance analyzer.  
a 75 percentile of HOMA-IR=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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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민감도분석  
 

전구증상비뚤림 (protopathic bias)을 고려하기 위하여 인덱스날짜로부터 

30일이내에 당뇨병이 발생한 환자를 제외하고 스타틴 노출군에서 

비노출군과 비교하여 당뇨병 발생의 상대위험도를 파악하였을 때 다변량 

분석모델에서 상대위험도가 1.69 (95% CI, 1.51-1.89)이었으며, 90일이내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와 180일 이내에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를 각각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상대위험도는 각각 1.82 (95% CI, 1.62-2.05), 1.90 (95% 

CI, 1.67-2.15)으로 나타났다 (Table 8). 이미 당뇨병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스타틴이 처방되고 이후에 당뇨병 진단이 잡혔을 가능성을 고려하였지만, 

민감도 분석 결과 스타틴 노출군에서 비노출군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당뇨병 발생 증가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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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isk of incidence of diabetes by STATIN use –sensitivity analysis considering protopathic bias 
 

Person-
years 

Number 
of 

events 

Incidence 
rate (1,000 

person-
year) 

age·sex-
adjusted HRs 

(95% CI) 

Multivariate-adjusted HR* 

(95% CI) 

Model 1 Model 2 
Patients with incident case 
within 30 days excluded 
(n=11,540) 

      

Non-user (n=5,753) 19725.3 487 24.7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New-user (n=5,787) 19646.0 799 40.7 1.66 (1.49-1.86) 1.69 (1.51-1.89) 1.69 (1.51-1.89) 

Patients with incident case 
within 90 days excluded 
(n=11,432) 

      

Non-user (n=5,691) 19715.7 425 21.6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New-user (n=5,741) 19638.5 753 38.3 1.80 (1.60-2.02) 1.82 (1.62-2.05) 1.82 (1.62-2.05) 

Patients with incident case 
within 180 days excluded 
(n=11,308) 

      

Non-user (n=5,636) 19695.3 370 18.8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New-user (n=5,672) 19611.5 684 34.9 1.88 (1.65-2.13) 1.90 (1.68-2.16) 1.90 (1.67-2.15)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s were used to estimate hazard ratios (HRs) and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s (95% CIs). 
New-onset diabetes was defined either fasting serum glucose ≥126 mg / dl, glycated hemoglobin (HbA1c) ≥6.5%, the use of 
blood glucose–lowering agents during the follow-up examination or a diagnosis code of diabetes (ICD-10, E10-E14) from 
HIRA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database).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sex, bmi, glucose, smoking status, alcohol intake, regular exercise, year of screening exam, 
hypertension, family history of diabetes; Model 2 was further adjusted for fatty liver on ultrasound, alt, systolic blood pressure, 
LDL cholesterol, triglycerides, HDL cholesterol and propensity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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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스타틴 종류별과 용량에 따른 당뇨병 발생 위험 
 

스타틴 제제에 따른 당뇨병 발생위험을 평가하였다. 스타틴 단일제제 

노출군에 있어 각 제재별 당뇨병 상대위험도를 구하였으며, 타지질 

저하제와의 복합제인 경우나 추적관찰 기간중 switch한 경우 439명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Table 10).  

스타틴 비노출군에 비하여 각 스타틴 제재 노출군에서 당뇨병발생 위험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성별, 연령, 사용량(DDD)을 보정하였을 때 pravastatin 

외에 각 스타틴의 당뇨병 발생 위험 증가는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다른 

변수들을 보정하였을 때도 결과는 비슷하였다. 

Pravastatin 및 다른 스타틴 노출군간 특성 비교를 하였을 때 (Table 11), 

pravastatin 군이 다른 스타틴 군과 비교하여 연령이 많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으며, 여성분율과 HOMA-IR값이 2.5 이상인 군의 분율이 

높았다.  

Defined daily dose(DDD)에 따른 당뇨병 상대위험도를 평가하였다 (Table 

12). 용량이 증가할수록 당뇨병 발생위험이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p for linear trend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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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isk of incidence of diabetes (based on HIRA data) by different statins 
 DDD, 

Mean (SD) 
DDD, median 

(IOQ) Person-
years 

Number 
of events 

Incidence 
rate* 

Age, sex, and 
DDD-adjusted 
HRs (95% CI) 

       
No user (n=5789)   19727.1 523 26.5 1.00 (reference) 
Fluvastatin (n=33) 1.27 (0.19) 1.3 (1.3-1.3) 122.5 8 65.3 1.37 (0.63-2.97) 

  Lovastatin (n=17) 0.44 (0) 0.4 (0.4-0.4) 60.5 4 66.1 1.90 (0.71-5.12) 
Pravastatin (n=210) 1.00 (0.41) 1.3 (0.7-1.3) 618.3 52 84.1 2.04 (1.38-3.02) 
Simvastatin (n=530) 0.71 (0.17) 0.7 (0.7-0.7) 1928.6 91 47.2 1.19 (0.89-1.60) 
Atorvastatin (n=3722) 0.59 (0.22) 0.5 (0.5-0.5) 12780.4 452 35.4 1.11 (0.90-1.37) 
Rosuvastatin (n=544) 0.97 (0.34) 1.0 (1.0-1.0) 1761.3 90 51.1 1.27 (0.89-1.81) 
Pitavastatin (n=294) 1.01 (0.14) 1.0 (1.0-1.0) 980.5 40 40.8 1.02 (0.67-1.55)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s were used to estimate hazard ratios (HRs) and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s (95% CIs).  
* per 1,000 person-years  
Abbreviation: DDD, defined daily dose; IOQ, 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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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by pravastatin use  

Characteristics Pravastatin 
(n=210) 

Other statins 
(n=5,140) p-value 

Age (years)a 46.0 (9.2) 44.3 (9.6) 0.013 
Male (%) 59.1 69.1 0.002 
Current smoker (%) 31.9 35.8 0.245 
Alcohol intake (%)b 20.0 20.2 0.960 
Regular exercisec 20.1 21.6 0.590 
Obesity (%) 43.8 45.8 0.576 
Hypertension (%) 17.1 30.0 <0.001 
Use of aspirin (%) 1.9 3.8 0.149 
Fatty liver on ultrasound (%) 45.2 50.4 0.141 
Metabolic syndrome (%) 23.8 26.4 0.401 
Family history of diabetes (%) 9.1 13.5 0.063 
Family history of heart disease (%) 7.1 6.9 0.890 
BMI(kg/m2) 24.7 (3.2) 24.9 (3.0) 0.294 
% body fat 27.1 (6.8) 26.2 (6.2) 0.039 
Systolic BP (mmHg) a 118.1 (14.4) 119.2 (13.0) 0.235 
Diastolic BP (mmHg)a 76.0 (8.7) 77.2 (9.8) 0.078 
Glucose (mmol/L)a 95.0 (10.0) 95.3 (9.1) 0.682 
HbA1C (%)  5.59 (0.27) 5.56 (0.30) 0.082 
Total cholesterol (mmol/L)a 244.5 (29.6) 229.6 (29.4) 0.013 
LDL-C (mmol/L)a 155.5 (27.2) 157.8 (28.5) 0.251 
HDL-C (mmol/L)a 55.5 (13.9) 55.3 (13.4) 0.466 
Triglycerides (mmol/L)d 148 (105-204) 146 (105-208) 0.482 
AST (U/l)d 24 (21-30) 24 (20-29) 0.231 
ALT (U/l)d 23 (18-36) 26 (19-38) 0.111 
GGT (U/l)d 29 (18-48) 31 (19-54) 0.233 
C-reactive protein (mg/L)  0.6 (0.3-1.1) 0.6 (0.3-1.2) 0.451 
HOMA-IRd 2.1 (1.5 -2.8) 1.9 (1.3-2.6) 0.084 
HOMA-IR ≥2.5 33.3 26.5 0.027 
Framingham risk   0.129 
 <10 % 91.9 87.9  
 10-20 % 8.1 11.1  
 ≥ 20 % 0 1.0  
Number of major risk factors   0.086 
  0 46.2 40.4  

1 36.7 35.0  
2 13.3 19.4  
≥3 2.8 5.2  

Data are ameans (standard deviation), dmedians (interquartile range), or percentages. 
Other statins include fluvastatin, lovastatin, simvastatin, atorvastatin, rosuvastatin and 
pitavastatin.  b ≥20 g/day; c ≥ 3 times/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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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isk of incidence of diabetes (based on HIRA data) by defined daily dose (DDD). 
 
 
  DDD categories 

Person-
years 

Number 
of 

events 

Incidence 
rate (1,000 

person-year) 

age·sex-
adjusted HRs 

(95% CI) 

Multivariate-adjusted HR*(95% CI) 

Model 1 Model 2 

       
No user (n=5789) 19960.0 446 22.3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0.5 (n=3373) 11815.3 340 28.8 1.38 (1.20-1.59) 1.41 (1.23-1.63) 1.41 (1.23-1.63) 
>0.5~1 (n=2171) 7462.5 312 41.8 1.75 (1.51-2.02) 1.75 (1.51-2.02) 1.73 (1.49-2.00) 
>1~1.5 (n=186) 570.7 45 78.8 3.14 (2.31-4.27) 3.12 (2.29-4.25) 3.18 (2.34-4.33) 
1.5 or more (n=59) 180.8 16 88.4 3.71 (2.26-6.12) 3.91 (2.37-6.45) 3.94 (2.38-6.51) 
P for linear trend    <0.001 <0.001 <0.001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s were used to estimate hazard ratios (HRs) and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s (95% CIs);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sex, bmi, glucose, smoking status, alcohol intake, regular exercise, year of screening exam, 
hypertension, family history of diabetes 
Model 2 was further adjusted for fatty liver on ultrasound, alt, systolic blood pressure, LDL cholesterol, triglycerides,HDL 
cholesterol and propensity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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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혈당과 당화혈색소의 변화 
 

검진자료에서 반복측정이 관찰된 7,670명 (스타틴 비노출군과 노출군 각 

3,835명)에서 스타틴 노출에 따라, 연속변수로서 공복혈당의 변화와 

당화혈색소 변화를 평가하였다.  

기저시점에서의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는 스타틴 비노출군과 노출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2). 당뇨병 비발생군에서는 마지막 방문시점의 

혈당수치 및 당화혈색소 수치를 제시하였고, 당뇨병 발생자의 경우 당뇨병 

발생시점의 값을 제시하였다 (Table 12). 스타틴 노출군에서 공복혈당수치 

변화는 비노출군과 차이가 없어 보이는 반면, 당화혈색소 변화수치는 

스타틴 노출군에서 더 크게 관찰되었다 (Figure 6-a, 6-b). 대상자별로 

방문횟수 및 방문년도가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고 스타틴 노출이 

혈당 변화 및 당화혈색소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 혼합모형 (mixed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령, 성별을 보정하였을 때, 스타틴 노출 

여부에 따라 혈당수준은 시간경과에 따라 스타틴 노출군에서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coefficient 0.07, p=0.657), 

당화혈색소는 스타틴 노출군에서 스타틴 비노출군에 비해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더라도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coefficient 0.02, p=0.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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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hange in serum glucose and glycosylated hemoglobin (HbA1c) of study participants  

 Non-user 
(n=3835)  

 New-user  
(n=3835) 

  

 Baseline Last visit 
Average 

difference Baseline Last visit 
Average 

difference 

Glucose (mmol/L)  95.3 (9.1) 97.5 (10.3) 2.2 (9.6) 95.4 (8.8) 97.8 (10.4) 2.5 (9.7) 
HbA1c  5.53 (0.30) 5.70 (0.32) 0.17 (0.29) 5.54 (0.29) 5.74 (0.34) 0.20 (0.31) 

Data are means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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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a. 스타틴 노출여부에 따른 공복혈당변화 비교 (n=7,670).   

 

 

Figure 6-b. 스타틴 노출여부에 따른 당화혈색소변화 비교 (n=7,670).   

Figure 6. Change in fasting serum glucose and HbA1c over time (n=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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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타틴 노출에 따른 인슐린저항성 발생 상대위험도비교 
 

인슐린 저항성 발생을 위한 분석을 위해서는 baseline 당시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암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Figure 1), 추가로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있는 경우를 추가로 제외하였고 (Figure 2), 인슐린저항성 

발생 평가를 위해 성향점수로 1:1 짝지은 코호트 5,608 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Table 13). 인슐린 저항성은 HOMA-IR이 2.5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46]. 

성별 연령 보정하였을 때, 스타틴 non-user와 비교하여 new-user의 경우 

aHR이 1.13 (95% 1.00-1.27)로 나타났고, 가능한 교란변수를 추가로 보정한 

다변량분석 모델에서도 aHR=1.16 (1.02-1.31)으로 나타나 스타틴 노출군에서 

인슐린저항성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즉, 스타틴 비노출군에 비해 

스타틴 노출군에서 당뇨병 발생의 주요 기전인 인슐린 저항성 발생이 약 

16%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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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isk of incidence of insulin resistance (2.5 of HOMA-IR as cutoff) by STATIN use (n=5,608) 
 

Person-

years 

Number 

of events 

Incidence 

rate (1,000 

person-year) 

age·sex-

adjusted HRs 

(95% CI) 

Multivariate-adjusted HR* 

(95% CI) 

Model 1 Model 2 

Analysis for incident IR        

Non-user (n=2,804) 7099.1 470 66.2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New-user (n=2,804) 7201.1 539 74.8 1.13 (1.00-1.27) 1.15 (1.01-1.29) 1.16 (1.02-1.31)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s were used to estimate hazard ratios (HRs) and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s (95% CIs).  
Model 1 was adjusted for sex, age, smoking status, alcohol intake, and regular exercise, year of screening exam, family history 

of diabetes, and hypertension 

Model 2 was further adjusted for BMI, systolic blood pressure, LDL cholesterol and HOMA-IR 

Insulin resistance was assessed with the Homeostasis Model of Assessment-Insulin Resistance (HOMA-IR) according to the 

following equation: [fasting blood insulin (uU/ml) × fasting blood glucose (FBG) (mmol/l)] ÷ 22.5. Cutoff value for definition 

of insulin resistance was 2.5 of HOM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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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타틴 노출에 따른 비만 발생 상대위험도 비교 
 

당뇨병의 주요 위험인자인 비만 발생에 스타틴 노출이 영향을 주는 지 

평가하였다. 비만의 정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준에 따라 ≥25 kg/m²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였다. 

비만 발생을 위한 분석을 위해서는 baseline 당시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암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Figure 1), 추가로 baseline당시 비만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로 제외하였고 (Figure 2), 비만 발생 평가를 위해 성향점수로 

1:1 짝지은 코호트 4,154 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Table 14).  

성별과 연령을 보정하였을 때 스타틴 non-user와 비교하여 new-user의 

경우 aHR이 1.24 (95% 1.04-1.49)로 나타났고, 다변량 분석 모델에서는 

aHR=1.27 (1.06-1.53)로 나타나, 스타틴 노출군에서 비만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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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Risk of incidence of obesity by STATIN use (n=4,154) 
 

Person-

years 

Number 

of events 

Incidence 

rate (1,000 

person-year) 

age·sex-adjusted 

HRs (95% CI) 

Multivariate-adjusted HR*(95% 

CI) 

Model 1 Model 2 

Analysis for incident 

obesity    

      

Non-user (n=2,077) 5578.6 206 36.9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New-user (n=2,077) 5582.9 258 46.2 1.24 (1.04-1.49) 1.26 (1.05-1.52) 1.27 (1.06-1.53)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s were used to estimate hazard ratios (HRs) and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s (95% CIs).  

Model 1 was adjusted for sex, age, smoking status, alcohol intake, and regular exercise, year of screening exam, family history 

of diabetes, and hypertension 

Model 2 was further adjusted for BMI, systolic blood pressure, and LDL cholesterol 



 62

마.  스타틴 노출에 따른 급성 심근경색증 및 뇌혈관질환 
입원 발생 상대위험도 비교 
A. 스타틴 노출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입원 발생 상대위험도 – 성

향점수로 1:1 짯짓기 시행한 코호트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입원 발생에 스타틴 노출이 영향을 주는 지 

평가하였다. 스타틴 노출에 따른 심뇌혈관 입원 발생 위험비교를 위한 

분석을 위해서는 baseline 당시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암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Figure 1), 급성 심근경색증과 뇌혈관질환 입원 발생 평가를 위해 

성향점수로 1:1 짝지은 코호트 11,578 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Figure 2, 

Table 15). 급성 심근경색증은 ICD-10 code, I21을 주진단명 또는 

부진단명으로 입원한 경우로 정의하였을 때, 스타틴 노출유무에 따라 

질병발생을 본 Kaplan-Meier curve는 다음과 같다 (Figure 7). Log-log 

생존곡선을 확인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위험도가 일정하여 비례위험가정을 

만족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급성 심근경색증 평균 입원 발생률은 0.21/1000 

person-years 로, 42373.7 person-years동안 총 9건 발생하였다 (Table 15).  

 

 
Figure 7. Incidence of admission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CD-10, I21) 

by statin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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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발생은 ICD-10 code, I60-69을 주진단명 또는 부진단명으로 

입원한 경우로 정의하였을 때, 스타틴 노출유무에 따라 질병발생을 본 

Kaplan-Meier curve 는 다음과 같다 (Figure 8). Log-log 생존곡선 확인시, 

시간에 따른 위험도가 일정하여 비례위험가정을 만족하였따. 평균 

뇌혈관질환 입원 발생률은 1.23/1,000 person-years로, 42298 person-years동안 총 

52건 발생하였다 (Table 15).  

 
Figure 8. Incidence of admission for cerebrovascular disease (ICD-10, I60-69) by 

statin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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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틴 노출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입원 발생율과 교란변수를 

보정한 발생위험비는 Table 15에 제시하였다.  

급성 심근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ation, ICD-10: I21)으로 인한 입원은 

분석대상자에서 관찰기간동안 총 9건 발생하였다. 성별과 연령을 

보정하였을 때, 스타틴 non-user와 비교하여 new-user군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증으로 인한 입원 발생위험은 aHR=2.02 (95% CI, 0.51-8.10)로 

나타났고, 다변량분석 모델에서는 aHR=1.87 (0.46-7.61)로 나타나, 스타틴 

사용군에서 심근경색증 보호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뇌혈관질환(cerebrovascular diseae, ICD-10: I60-69)으로 인한 입원 발생은 

42,298 person-years동안 총 52건 관찰되었고, 평균 발생율은 1.23/1,000 person-

years에 해당하였다. 성별과 연령 보정하였을 때, 스타틴 non-user와 

비교하여 new-user군에서 뇌혈관질환 입원 발생위험은 aHR=0.73 (95% CI, 

0.42-1.26)으로 나타났고, 다변량분석 모델에서는 aHR=0.73 (0.42-1.27)로 

나타나, 스타틴 사용군에서 뇌혈관질환 입원 발생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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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Risk of incidence of cardiovascular event by STATIN use  
 

Person-
years 

Number 
of 

events 

Incidence 
rate (1,000 

person-
year) 

age·sex-
adjusted HRs 

(95% CI) 

Multivariate-adjusted HR* 

(95% CI) 

Model 1 Model 2 

Admission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21) 
based on HIRA  

      

Non-user (n=5,789) 21000.6 3 0.14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New-user (n=5,789) 21373.1 6 0.28 2.02 (0.51-8.10) 2.01 (0.50-8.08) 1.87 (0.46-7.61) 

Admission for 
cerebrovascular disease (I60-
69) based on HIRA  

      

Non-user (n=5,789) 20954.9 30 1.43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New-user (n=5,789) 21343.4 22 1.03 0.73 (0.42-1.26) 0.72 (0.41-1.25) 0.73 (0.42-1.27)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s were used to estimate hazard ratios (HRs) and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s (95% CIs). 
HIRA indicates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database.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sex, bmi, smoking status, alcohol intake, regular exercise, year of screening exam, hypertension, 
use of aspirin, family history of cardiovascular disease (heart disease or stroke) 
Model 2 was further adjusted for glucose, systolic blood pressure, LDL cholesterol, and HDL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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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스타틴 노출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입원 발생 상대위험도 – 
Framingham risk score 에 따른 10 년내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이 10% 미만인 저위험군중에서 성향점수로 1:1 
짝짓기 시행한 코호트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이 낮은 저위험군에서 스타틴 사용에 따른 심뇌혈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Framingham risk scoring 에 따라 10년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을 추정하였고, 10% 미만인 저위험군을 대상으로 

성향점수 1:1 짝짓기를 시행하였다. Non-user와 new-user 각각 5,128명, 총 

10,256 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스타틴 노출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입원 발생율과 교란변수를 

보정한 발생위험비는 Table 16에 제시하였다.  

Framingham risk score에 따른 10년내 심혈관질환 발생위험 10% 미만인 

저위험군에서의 급성 심근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ation, ICD-10: I21)으로 

인한 입원 발생률은 0.16/1000 person-years 이었고, 37637.4 person-years동안 

6건 관찰되었다 (Table 16). 

성별과 연령을 보정하였을 때 스타틴 non-user와 비교하여 new-user군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입원 발생위험은 aHR=1.01 (95% CI, 0.20-5.02)로 

나타났고, 다변량분석 모델에서는 aHR=0.82 (0.16-4.23)로 나타나, 스타틴 

사용군에서 유의한 심근경색증 보호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저위험군에서 평균 뇌혈관질환(cerebrovascular diseae, ICD-10: I60-69) 입원 

발생률은 0.98/1000 person-years 로, 37595.4 person-years동안 총 37건 

발생하였다 (Table 16).  스타틴 non-user와 비교하여 new-user의 경우, 성별과 

연령 보정하였을 때 aHR=0.61 (95% CI, 0.31-1.18)으로 나타났고, 다변량 

보정하였을 때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Tab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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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Risk of incidence of cardiovascular event by STATIN use among participants at low cardiovascular risk 
(Framingham risk score <10%). 
 

Person-
years 

Number 
of 

events 

Incidence 
rate (1,000 

person-
year) 

age·sex-
adjusted HRs 

(95% CI) 

Multivariate-adjusted HR* 

(95% CI) 

Model 1 Model 2 

Admission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21) 
based on HIRA 

      

No user (n=5,128) 18694.8 3 0.16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New user (n=5,128) 18942.6 3 0.16 1.01 (0.20-5.02) 0.94 (0.19-4.77) 0.82 (0.16-4.23) 

Admission for 
cerebrovascular disease (I60-
69) based on HIRA 

      

No user (n=5,128) 18669.0 23 1.23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New user (n=5,128) 18926.4 14 0.74 0.61 (0.31-1.18) 0.63 (0.32-1.23) 0.61 (0.31-1.20)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s were used to estimate hazard ratios (HRs) and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s (95% CIs). 
HIRA indicates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database.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sex, bmi, smoking status, alcohol intake, regular exercise, year of screening exam, hypertension, 
use of aspirin, family history of cardiovascular disease (heart disease or stroke) 
Model 2 was further adjusted for glucose, systolic blood pressure, LDL cholesterol, and HDL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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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스타틴 노출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입원 발생 위험- 민감도분
석 

 
전구증상비뚤림 (protopathic bias)을 고려하여 인덱스날짜로부터 30일이내, 

60일 이내, 180일 이내 및 1년 이내에 급성 심근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ation, ICD-10: I21) 입원이 발생한 환자를 제외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심혈관 저위험군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입원건수 6 건중에서 

180일 이내에는 발생이 없었고, 180일-1년이내 급성 심근경색증은 총 1건 

스타틴 비노출군에서 발생하였다. 해당환자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을 때도 

결과는 유사하였고, 전구증상비뚤림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였다.   

마찬가지로 뇌혈관질환 입원 발생의 경우에도 90일이내 발생건이 1건, 

180일 이내 발생건 1건, 180일-1년이내 발생건이 1건에 불과하였다. 

해당환자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을 때도 스타틴 노출과 뇌혈관질환 입원 

발생간의 관련성은 그 경향이 비슷하게 관찰되어, 전구증상비뚤림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였다.   

  



 69

4. 고찰  
 

본 연구는 일개 기관 검진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 저위험 한국인에서 스타틴 노출에 따른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 발생간의 관련성을 평가하였다.  

성향점수로 짝지은 코호트에서 스타틴 비노출군에 비해 스타틴 

노출군에서 당뇨병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당뇨병의 주요 기전인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험과, 당뇨병의 주요 위험인자인 비만발생 위험이 

스타틴 노출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스타틴 노출에 따른 당뇨병 

발생 증가는 사전 정의된 소그룹에서 모두 유의하게 관찰되었으며,  

심혈관질환 저위험군 (Framingham risk score <10%) 및 당뇨병 위험인자가 

없는 군에서도 관찰되었다.  

스타틴 노출과 당뇨병 발생위험은 이전 연구들에서도 보고 되었다. 2008년 

스타틴의 심혈관질환 일차예방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임상시험 

JUPITER연구에서 rosuvastatin군에서 위약군에 비해 당뇨병 발생  증가를 

보고한 이후 [3], 대규모 임상시험들을 메타분석한 결과도 스타틴군에서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4,5]. 관찰연구들에서도 스타틴 

사용에 따른 당뇨병 발생위험 증가를 보고하였는데, 주로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이고,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있었지만 [21-24] 

대만의 청구자료를 이용한 연구들로 당뇨병이나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나 혈액검사 및 신체계측검사결과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당뇨병 발생 이전에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인슐린을 포함하여, 

신체계측치, 지질수치, 혈압을 포함한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보정한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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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였고,  당뇨병 발생 확인에 있어서도 한국의 대표성있는 

의료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연계하여 청구된 당뇨병 진단명을 이용할 수 

있었고, 반복수진자의 검사수치를 통해 당뇨병 발생 확인이 가능하였다. 

심평원자료에서 당뇨병 진단코드로 정의하였을 때나, 검진에서 

혈액검사결과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근거로 정의하였을 때 모두 스타틴 

new-user군에서 당뇨병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교란변수를 

보정하였을 때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스타틴의 당뇨병 발생위험 증가에 대해서는 특정 고위험군에서 

국한된다는 보고들이 있었다 [51,52]. JUPITER 연구의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기저시점에 당뇨병 위험정도에 따라 당뇨병 고위험군에서는 당뇨병 

발생증가가 관찰된 반면, 당뇨병 위험인자가 없는 저위힘군에서는 유의한 

당뇨병 발생 증가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0.99, 95% CI, 0.45-2.21, P=0.99)[51]. 

따라서, 이 연구팀은 당뇨병 위험인자가 없는 저위험군에서는 당뇨병 

발생위험은 증가되지 않았고, 스타틴사용에 따른 당뇨병 발생위험은 

고위험군에 국한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는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기저시점에 당뇨병 위험요인이 없는 군과 

심혈관 위험요인이 없는 군에서도 스타틴 노출에 따른 당뇨병 발생 증가가 

관찰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기존 연구와는 달리[51] 이번 

연구에서는 공복혈당이 100 mg/dl 미만, 당화혈색소 6% 미만, 비만이 없는 

경우, 대사증후군이 없는 경우에서도 스타틴 노출군에서 당뇨병 발생 위험 

증가가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공복혈당이 100 mg/dl미만인 경우와 100 mg/dl이상인 

경우 모두 스타틴 노출군에서 비노출군에 비해 당뇨병 발생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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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는데, 오히려 공복혈당이 100 mg/dl 미만인 군에서 공복혈당 100 mg/dl 

이상인 군보다 스타틴 노출에 따른 당뇨병 발생 상대위험도가 더 크게 

관찰되었다 (p for interaction<0.05). 이는 공복혈당 100 mg/dl 미만인 군에서 

스타틴 비노출군의 발생율은 17.1/1,000 person-years로 절대적으로 낮았으며, 

new-user군에서의 발생율은 32.9/1,000 person-years로 non-user군에 비해 

높았으나,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이면서 non-user군에서의 당뇨병 발생율 

49.8/1,000 person-years보다는 낮았다. 따라서, 상대위험 및 절대위험을 모두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서도 스타틴 노출군에서 당뇨병 발생 상대위험도는 

고혈압이 없는 군보다 오히려 낮게 관찰되었다 (p for interaction<0.05).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연구들의 메타분석결과, ACE억제제, ARB 

치료제, 칼슘채널차단제는 당뇨병 발생 위험이 위약군에 비해 낮아, 

해당약제의 당뇨병 발생 보호효과를 제시하였다[53].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여 고혈압군에서 고혈압치료제 복용을 하는 경우 제외하고 

분석하였을 때는 고혈압군과 고혈압이 없는 군간에 스타틴 노출에 따른 

당뇨병 발생 위험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고혈압치료제와 아스피린 복용여부를 분석에 고려하였으나, 코호트 입적 

당시 상태를 반영하였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에 이용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추후 이를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초음파로 진단된 지방간이 있는 경우, 고감도 C단백 1 mg/dl보다 높은 

경우, LDL-C 190 mg/dl이상인 군에서는 스타틴 노출군에서 당뇨병 발생 

상대위험도가 더 크게 관찰되었다 (p for interaction<0.05). LDL-C 190 mg/dl 

이상인 군에서는 미만인 군에 비해, 스타틴 노출에 대한 당뇨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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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위험도가 더 크게 관찰되었는데, LDL-C 190 mg/dl 이상인 군에서 스타틴 

고용량 처방이 더 흔하게 일어나므로 보이는 현상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방간은 전통적인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뿐 아니라 새로운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들과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다[54,55].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스타틴 

노출에 따른 당뇨병 발생 증가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 소그룹에 대하여 더욱 

신중한 처방이나 당뇨병에 대한 주의깊은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후 이를 목적으로 한 연구 및 기전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용량-반응 관계를 본 기존 연구를 보면, 13개의 임상시험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당뇨병 발생을 9% 높이고[4], 이후 2011년 투약 용량이 

높을수록 당뇨병 발생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이번 

연구에서도 용량-반응 관계를 보기 위해 defined daily dose (DDD)에 따른 

당뇨병 발생 위험을 평가하였고, 용량이 증가할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 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스타틴별 약제 비교에서는 스타틴 non-user군과 비교하여 개별약제는 

pravastatin 외에는 스타틴 노출군에서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 성별, 연령, 용량(DDD)를 

보정하였을 때, pravastatin 군에서 non-user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당뇨병 

발생증가가 관찰되었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PROSPER (Prospective study of 

Pravastatin in the Elderly at Risk) 임상시험에서는 위약군과 비교하여 

pravastatin군에서 당뇨병 발생위험이 높게 나타났고 [56], 스타틴과 당뇨병 

발생간의 관계를 class effect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52,57,58], 다른 

연구들에서는 pravastin은 당뇨병 발생에 보호 효과 있거나 당뇨병 발생 

증가가 없다는 보고들도 있었다 [7,59,60]. 본 연구기간이 200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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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미 rosuvastatin을 비롯한 스타틴의 

당뇨병 발생 위험이 제기되었고 pravastatin은 이중 당뇨병에 유리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던 시기임을 고려하면, pravastatin 사용자체가 당뇨병 

발생위험이 높았던 군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스타틴 약제별 비교를 위한 연구를 위해서 대상자 및 

관찰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statin 별 비교성을 높일수 있는 연구설계가 

필요하겠다. 

스타틴 투여가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대사에 미치는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 일부 소규모 단위의 연구 결과들이 6개월미만 

추적관찰동안 스타틴 투약에 따른 인슐린감수성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고하였는데 [26], 개별 연구들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지 못했다. 후향적 의무기록 조사를 통한 일개 연구에서는 72명의 

고지혈증과 공복혈당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평균 12.4주관찰기간동안 

rosuvstatin 투여군에서 투약용량이 높아질수록 지질개선은 있었으나, HOMA-

IR 값과 인슐린 수치가 악화되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61]. 이번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없던 건강한 대규모 대상군에서도 스타틴 

노출이 인슐린 저항성 발생 증가와의 관련성을 보여준 첫 대규모 

코호트연구이다. 스타틴 노출이 당뇨병의 주요 기전인 인슐린 저항성 발생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타틴과 당뇨병 발생증가간의 

관련성을 기전적인 측면에서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스타틴이 당뇨병 발생 및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다른 기전들을 

보면 [25,62],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칼슘채널에 영향을 주어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주는 것[63], GLUT4 (glucose transporter 4)의 전위(translocation)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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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coenzyme Q10 

등 주요 downstream product를 감소시켜서 intracellular signaling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 근육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와 지방세포에서의 GLUT4의 

발현을 줄여서 당대사를 저해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25,62]. 그러나, 

스타틴이 당뇨병 발생을 증가시키는 기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스타틴이 비만과 같은 당뇨병 주요위험인자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하여 당

뇨병 발생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전 JUPITER연구에서 rosuvastatin 군

에서 위약군에 비해 0.3 kg 의 체중증가 차이가 보고되었으나, 임상적 중요

성은 밝혀져 있지 않고, 이러한 체중증가가 비만 발생에까지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코호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이 없는 대상자에서 

스타틴 노출군이 비노출군에 비해 비만 발생 위험이 27% 높게 나타났다.  

스타틴이 비만을 유발하는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가능할 수 있는 

기전으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고, 운동능력을 저하시킨다

는 보고들이 있었다 [27]. Simvastatin 복용군에서 운동훈련에 따른 심폐능력

향상을 둔화시키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특히 골격근 미토콘드리아의 citrate 

synthase enzyme activity 저하와 관련 있었다 [64]. 스타틴 복용에 따른 근병증

이나 근육통 증가도 잘 알려진 부작용인데, 이를 통한 운동감소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65].  그러나, 최근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66], 1999-2000년에는 스타틴 복용군과 비복용군을 비교하였을 

때, 스타틴 복용군에서 총칼로리 섭취 및 지방 섭취가 적은 반면, 2009-2010

년 조사에서는 스타틴 복용군에서 총칼로리, 지방섭취량과 BMI가 증가하였

음을 보고하였다. 즉, 스타틴 복용군에서는 시간경과에 따라 칼로리와 지방 

섭취량이 늘어난 반면 비복용군에서는 변화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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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종적으로 추적관찰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나, 저자들은 스타틴 복

용군에서 식사조절을 덜 엄격하게 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66]. 이번 연구에

서는 식사섭취량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분석에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에서 관찰된 스타틴노출에 따른 비만 발생 위험증가에 대해서는 스

타틴 복용시 생활습관교정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인지, 스타틴 자체가 미

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스타틴 사용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예방 효과는 이번 연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 결과변수로 본 급성 심근경색증과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입원발생 빈도가 이전 연구들에 비해 매우 낮았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상 직장검진 수진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건강하고[67], 코호트 입적당시 대상자 특성에서도 Framingham 

risk score를 산출하였을때, 10년내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가 평균 4.5% 

(표준편차 3.3)이고, 20% 이상인 고위험군 분율이 0.4%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예상되던 결과였다. 심혈관 저위험군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입원 위험은 스타틴 노출군에서 aHR=0.82 (0.16-4.23)으로 나타났고, 

뇌혈관질환 입원 위험은 aHR=0.61 (0.31-1.20)으로 낮았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전구증상 비뚤림의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각 

인덱스날짜로부터 짧은 기간내 해당질환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심혈관 저위험군에서 스타틴 

사용에 따른 심뇌혈관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수와 

관찰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하여 약물 노출과 질환 발생을 

정의하였으므로, 기존 임상시험결과와 비교하여 현실을 반영한 결과(real-

world data)라고 할 수 있으며, 흡연, 음주, 운동, 가족력 및 신체계측, 혈액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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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치를 모두 활용할 수 있었으므로 기존의 관찰연구의 한계점이었던 주요

한 위험인자를 고려한 분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므로 강점이 있다. 

그러나, 당뇨병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진 허리둘레가 모든 대상자에서 

측정되지 않아 분석에 이용되지 못했다. 대사증후군을 정의할 때, 허리둘에 

따른 복부비만대신 BMI를 대신 이용하여 오분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는 진료비청구 목적으로 축적된 자료이므

로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관찰된 진단명의 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진단명으로 사용되었던 당뇨병의 경우 진

단명 일치율은 입원환자에서 87.2%, 외래환자에서 72.3%로 조사된 바 있다 

[68]. 급성 심근경색증의 일치율은 70% 이상으로 나타났고 [34], 뇌혈관질환

의 일치율도 83%로 조사된 바 있다 [35]. 또한 반복방문이 된 대상자에서는 

직접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에 따라 당뇨병 발생을 보았을 때도 결과는 크

게 다르지 않았다.  

 

5. 요약 및 결론  
 

한국인 검진수진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결과, 스타틴 

노출군에서 비노출군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았고, 당뇨병의 주요 

기전인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험 증가와, 비만 발생 위험 증가가 있었다. 

반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심혈관질환 저위험군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심혈관 

저위험군에서의 일차예방을 위한 스타틴 사용에 대해서는 그 이득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방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목적으로 한 

전향적 임상연구가 필요하겠다. 



 77

6. 참고 문헌 

1. Ray KK, Seshasai SR, Erqou S, Sever P, Jukema JW, et al. (2010) Statins and all-

cause mortality in high-risk primary prevention: a meta-analysis of 11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involving 65,229 participants. Arch Intern Med 

170: 1024-1031. 

2. Abramson JD, Rosenberg HG, Jewell N, Wright JM (2013) Should people at low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take a statin? BMJ 347: f6123. 

3. Ridker PM, Danielson E, Fonseca FA, Genest J, Gotto AM, Jr., et al. (2008) 

Rosuvastatin to prevent vascular events in men and women with elevated C-

reactive protein. N Engl J Med 359: 2195-2207. 

4. Sattar N, Preiss D, Murray HM, Welsh P, Buckley BM, et al. (2010) Statins and risk 

of incident diabetes: a collaborative meta-analysis of randomised statin trials. 

Lancet 375: 735-742. 

5. Rajpathak SN, Kumbhani DJ, Crandall J, Barzilai N, Alderman M, et al. (2009) 

Statin therapy and risk of developing type 2 diabetes: a meta-analysis. Diabetes 

Care 32: 1924-1929. 

6. Preiss D, Seshasai SR, Welsh P, Murphy SA, Ho JE, et al. (2011) Risk of incident 

diabetes with intensive-dose compared with moderate-dose statin therapy: a 

meta-analysis. JAMA 305: 2556-2564. 

7. Preiss D, Sattar N (2011) Statins and the risk of new-onset diabetes: a review of 

recent evidence. Curr Opin Lipidol 22: 460-466. 

8. FDA (2012) In: FDA drug safety communication: important safety label changes to 

cholesterol-lowering statin drugs. 

9. Yoon KH, Lee JH, Kim JW, Cho JH, Choi YH, et al. (2006) Epidemic obesity and 

type 2 diabetes in Asia. Lancet 368: 1681-1688. 

10. Kim DJ (2011) The epidemiology of diabetes in Korea. Diabetes Metab J 35: 303-

308. 

11. Chan JC, Malik V, Jia W, Kadowaki T, Yajnik CS, et al. (2009) Diabetes in Asia: 

epidemiology, risk factors, and pathophysiology. JAMA 301: 2129-2140. 



 78

12. Ramachandran A, Ma RC, Snehalatha C (2010) Diabetes in Asia. Lancet 375: 408-

418. 

13. Yoon KH, Ko SH, Cho JH, Lee JM, Ahn YB, et al. (2003) Selective beta-cell loss 

and alpha-cell expansion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in Korea. J 

Clin Endocrinol Metab 88: 2300-2308. 

14. YS K (2008) Characteristics of Diabetes in Korean Population. J Korean Med 

Assoc 51: 799-805. 

15. Liao JK (2007) Safety and efficacy of statins in Asians. Am J Cardiol 99: 410-414. 

16. Tzeng TB, Schneck DW, Birmingham BK, Mitchell PD, Zhang H, et al. (2008) 

Population pharmacokinetics of rosuvastatin: implications of renal impairment, 

race, and dyslipidaemia. Curr Med Res Opin 24: 2575-2585. 

17. Wang A, Yu BN, Luo CH, Tan ZR, Zhou G, et al. (2005) Ile118Val genetic 

polymorphism of CYP3A4 and its effects on lipid-lowering efficacy of 

simvastatin in Chinese hyperlipidemic patients. Eur J Clin Pharmacol 60: 843-

848. 

18. Vergouwen MD, de Haan RJ, Vermeulen M, Roos YB (2008) Statin treatment and 

the occurrence of hemorrhagic stroke in patients with a history of 

cerebrovascular disease. Stroke 39: 497-502. 

19. Young-Gyu Cho H-JS, Byung-Ju Park, NECA-9 Lipid Lowering Agents Research 

Group (2010) The Comparison of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Dyslipidemia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m in Korea. Korean J Fam Med 31: 171-181. 

20. KH H (2009) Control of dyslipidemia. J Korean Med Assoc 52: 299-311. 

21. Ma T, Tien L, Fang CL, Liou YS, Jong GP (2012) Statins and new-onset diabetes: a 

retrospective longitudinal cohort study. Clin Ther 34: 1977-1983. 

22. Ma T, Chang MH, Tien L, Liou YS, Jong GP (2012) The long-term effect of statins 

on the risk of new-onset diabetes mellitus in elderly Taiwanese patients with 

hypertension and dyslipidaemia: a retrospective longitudinal cohort study. 

Drugs Aging 29: 45-51. 

23. Wang KL, Liu CJ, Chao TF, Huang CM, Wu CH, et al. (2012) Statins, risk of 

diabetes, and implications on outcomes in the general population. J Am Coll 



 79

Cardiol 60: 1231-1238. 

24. Wang KL, Liu CJ, Chao TF, Chen SJ, Wu CH, et al. (2014) Risk of new-onset 

diabetes mellitus versus reduction in cardiovascular events with statin therapy. 

Am J Cardiol 113: 631-636. 

25. Sampson UK, Linton MF, Fazio S (2011) Are statins diabetogenic? Curr Opin 

Cardiol 26: 342-347. 

26. Baker WL, Talati R, White CM, Coleman CI (2010) Differing effect of statins on 

insulin sensitivity in non-diabetic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Diabetes Res Clin Pract 87: 98-107. 

27. Paiva H, Thelen KM, Van Coster R, Smet J, De Paepe B, et al. (2005) High-dose 

statins and skeletal muscle metabolism in human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lin Pharmacol Ther 78: 60-68. 

28. Chang Y, Ryu S, Sung E, Woo HY, Cho SI, et al. (2009) Weight gain within the 

normal weight range predicts ultrasonographically detected fatty liver in 

healthy Korean men. Gut 58: 1419-1425. 

29. Jung HS, Chang Y, Eun Yun K, Kim CW, Choi ES, et al. (2014) Impact of body 

mass index, metabolic health and weight change on incident diabetes in a 

Korean population. Obesity (Silver Spring) 22: 1880-1887. 

30. Zhang Y, Chang Y, Ryu S, Cho J, Lee WY, et al. (2014) Thyroid hormones and 

mortality risk in euthyroid individuals: the Kangbuk Samsung health study. J 

Clin Endocrinol Metab 99: 2467-2476. 

31. Chang Y, Ryu S, Sung E, Jang Y (2007) Higher concentrations of alanine 

aminotransferase within the reference interval predict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Clin Chem 53: 686-692. 

32. Chang Y, Kim BK, Yun KE, Cho J, Zhang Y, et al. (2014) Metabolically-healthy 

obesity and coronary artery calcification. J Am Coll Cardiol 63: 2679-2686. 

33.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 2010; 

http://www.nso.go.kr/std2006/k07c__0000/k07cb_0000/k07cb_0000.html. 

34. Kimm H, Yun JE, Lee SH, Jang Y, Jee SH (2012) Validity of the diagnosis of acute 



 80

myocardial infarction in korean national medic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the korean heart study (1). Korean Circ J 42: 10-15. 

35. Park JK KK, Kim CB, Lee TY, Lee KS, Lee DH, Lee S, et al (2000) The accuracy 

of ICD codes for cerebrovascular diseases in medical insurance claims. Korean 

J Prev Med 33: 76-82. 

36.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Expert Panel on Detection E, Treatment 

of High Blood Cholesterol in A (2002) Third Report of the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NCEP) Expert Panel 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Cholesterol in Adults (Adult Treatment Panel III) 

final report. Circulation 106: 3143-3421. 

37. Conroy RM, Pyorala K, Fitzgerald AP, Sans S, Menotti A, et al. (2003) Estimation 

of ten-year risk of fatal cardiovascular disease in Europe: the SCORE project. 

Eur Heart J 24: 987-1003. 

38. Goff DC, Jr., Lloyd-Jones DM, Bennett G, Coady S, D'Agostino RB, Sr., et al. 

(2014) 2013 ACC/AHA guideline on the assessment of cardiovascular risk: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Task Force on Practice Guidelines. J Am Coll Cardiol 63: 2935-2959. 

39. Cruz-Jentoft AJ, Baeyens JP, Bauer JM, Boirie Y, Cederholm T, et al. (2010) 

Sarcopenia: European consensus on definition and diagnosis: Report of the 

European Working Group on Sarcopenia in Older People. Age Ageing 39: 412-

423. 

40. Janssen I, Heymsfield SB, Ross R (2002) Low relative skeletal muscle mass 

(sarcopenia) in older persons is associated with functional impairment and 

physical disability. J Am Geriatr Soc 50: 889-896. 

41. Alberti KG, Eckel RH, Grundy SM, Zimmet PZ, Cleeman JI, et al. (2009) 

Harmonizing the metabolic syndrome: a joint interim statement of the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Task Force on Epidemiology and Prevention;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American Heart Association; World 

Heart Federation; International Atherosclerosis Society;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Obesity. Circulation 120: 1640-1645. 



 81

42. Stevens J, Couper D, Pankow J, Folsom AR, Duncan BB, et al. (2001)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anthropometrics for the prediction of diabetes in a biracial 

cohort. Obes Res 9: 696-705. 

43. Sattar N, Gaw A, Scherbakova O, Ford I, O'Reilly DS, et al. (2003) Metabolic 

syndrome with and without C-reactive protein as a predictor of coronary heart 

disease and diabetes in the West of Scotland Coronary Prevention Study. 

Circulation 108: 414-419. 

44. Ridker PM, Buring JE, Cook NR, Rifai N (2003) C-reactive protein, the metabolic 

syndrome, and risk of incident cardiovascular events: an 8-year follow-up of 

14 719 initially healthy American women. Circulation 107: 391-397. 

45. Alberti KG, Zimmet PZ (1998) Definition,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of diabetes 

mellitus and its complications. Part 1: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of diabetes 

mellitus provisional report of a WHO consultation. Diabet Med 15: 539-553. 

46. Matthews DR, Hosker JP, Rudenski AS, Naylor BA, Treacher DF, et al. (1985)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insulin resistance and beta-cell function from 

fasting plasma glucose and insulin concentrations in man. Diabetologia 28: 

412-419. 

47. Catalan VS, LeLorier J (2000) Predictors of long-term persistence on statins in a 

subsidized clinical population. Value Health 3: 417-426. 

48. Auer R, Bauer DC, Marques-Vidal P, Butler J, Min LJ, et al. (2012) Association of 

major and minor ECG abnormalities with coronary heart disease events. 

JAMA 307: 1497-1505. 

49. Austin PC (2009) Balance diagnostics for comparing the distribution of baseline 

covariates between treatment groups in propensity-score matched samples. Stat 

Med 28: 3083-3107. 

50. Chang Y, Jung HS, Yun KE, Cho J, Cho YK, et al. (2013) Cohort study of non-

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fibrosis score, and the risk of incident 

diabetes in a Korean population. Am J Gastroenterol 108: 1861-1868. 

51. Ridker PM, Pradhan A, MacFadyen JG, Libby P, Glynn RJ (2012) Cardiovascular 

benefits and diabetes risks of statin therapy in primary prevention: an analysis 



 82

from the JUPITER trial. Lancet 380: 565-571. 

52. Culver AL, Ockene IS, Balasubramanian R, Olendzki BC, Sepavich DM, et al. 

(2012) Statin use and risk of diabetes mellitus in postmenopausal women in the 

Women's Health Initiative. Arch Intern Med 172: 144-152. 

53. Elliott WJ, Meyer PM (2007) Incident diabetes in clinical trials of antihypertensive 

drugs: a network meta-analysis. Lancet 369: 201-207. 

54. Marchesini G, Babini M (2006)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and the metabolic 

syndrome. Minerva Cardioangiol 54: 229-239. 

55. Targher G, Day CP, Bonora E (2010)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in patients with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 Engl J Med 363: 1341-1350. 

56. Shepherd J, Blauw GJ, Murphy MB, Bollen EL, Buckley BM, et al. (2002) 

Pravastatin in elderly individuals at risk of vascular disease (PROSPER):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Lancet 360: 1623-1630. 

57. Corrao G, Ibrahim B, Nicotra F, Soranna D, Merlino L, et al. (2014) Statins and the 

risk of diabetes: evidence from a larg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Diabetes 

Care 37: 2225-2232. 

58. Zaharan NL, Williams D, Bennett K (2013) Statins and risk of treated incident 

diabetes in a primary care population. Br J Clin Pharmacol 75: 1118-1124. 

59. Koh KK, Sakuma I, Quon MJ (2011) Differential metabolic effects of distinct 

statins. Atherosclerosis 215: 1-8. 

60. Goldfine AB (2012) Statins: is it really time to reassess benefits and risks? N Engl J 

Med 366: 1752-1755. 

61. Kostapanos MS, Milionis HJ, Agouridis AD, Rizos CV, Elisaf MS (2009) 

Rosuvastatin treatment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insulin resistance in 

hyperlipidaemic patients with impaired fasting glucose. Int J Clin Pract 63: 

1308-1313. 

62. Brault M, Ray J, Gomez YH, Mantzoros CS, Daskalopoulou SS (2014) Statin 

treatment and new-onset diabetes: a review of proposed mechanisms. 

Metabolism 63: 735-745. 

63. Sasaki J, Iwashita M, Kono S (2006) Statins: beneficial or adverse for glucose 



 83

metabolism. J Atheroscler Thromb 13: 123-129. 

64. Mikus CR, Boyle LJ, Borengasser SJ, Oberlin DJ, Naples SP, et al. (2013) 

Simvastatin impairs exercise training adaptations. J Am Coll Cardiol 62: 709-

714. 

65. Bitzur R, Cohen H, Kamari Y, Harats D (2013) Intolerance to statins: mechanisms 

and management. Diabetes Care 36 Suppl 2: S325-330. 

66. Sugiyama T, Tsugawa Y, Tseng CH, Kobayashi Y, Shapiro MF (2014) Different 

time trends of caloric and fat intake between statin users and nonusers among 

US adults: gluttony in the time of statins? JAMA Intern Med 174: 1038-1045. 

67. Chang Y, Yun KE, Jung HS, Kim CW, Kwon MJ, et al. (2013) A1C and coronary 

artery calcification in nondiabetic men and women. Arterioscler Thromb Vasc 

Biol 33: 2026-2031. 

68. Korean Diabetes Association HIRAS (2007): Report of Task Force Team for Basic 

Statistics Study: Diabetes in Korea 2007. 



 84

Appendix  
Appendix table 1. Risk of incidence of diabetes among 1:1 propensity score-matched cohort according to the year 2010 
 Person-

years 
Number 

of 
events 

Incidence 
rate*  

age·sex-adjusted 
HRs (95% CI) 

Multivariate-adjusted HR**(95% CI) 
Model 1 Model 2 

New diabetes based on health 
check-up exam 

      

Before 2010       
Non-user (n=3253) 9930.1 113 11.4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New-user (n=3253) 9945.4 145 14.6 1.30 (1.01-1.66) 1.57 (1.22-2.01) 1.53 (1.19-1.98) 

Since 2010       
Non-user (n=581) 978.9 7 7.2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New-user (n=581) 963.8 14 14.5 2.00 (0.81-4.95) 2.23 (0.81-6.21) 2.08 (0.73-6.01) 

New diabetes based on HIRA        
Before 2010       

Non-user (n=4546) 17775.0 386 21.7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New-user (n=4546) 17551.0 601 34.2 1.60 (1.40-1.81) 1.61 (1.41-1.83) 1.60 (1.41-1.82) 

Since 2010       
Non-user (n=1241) 2504.1 49 19.6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New-user (n=1241) 2474.0 112 45.3 2.27 (1.62-3.18) 2.30 (1.64-3.22) 2.29 (1.63-3.21)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s were used to estimate hazard ratios (HRs) and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s (95% CIs). * per 
1,000 person-years. HIRA indicates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database.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sex, bmi, 
glucose, hba1c, smoking status, alcohol intake, regular exercise, year of screening exam, hypertension, family history of 
diabetes.; **Model 2 was further adjusted for fatty liver on ultrasound, alt, systolic blood pressure, LDL cholesterol, 
triglycerides and HDL cholesterol. Interaction by year 2010: P value for interaction=0.549 in analysis using new-onset diabetes 
based on health check-up exam; P value for interaction=0.292 in analysis using new-onset diabetes based on HIR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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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Statins are first-line agents for the management of hyperlipidemia and 

are commonly prescribed drugs worldwide. However, recent studies have reported that 

statins are associated with an elevated occurrence of new-onset diabetes mellitus (DM). 

Until now, safety of statins has not been evaluated in Koreans and evidence of statins 

on protective effects of cardiovascular disease is insufficient, especially in individuals 

at low-risk for cardiovascular disease (CV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isk of new-onset DM and CVD according to statin exposure and to evaluate the risk of 

insulin resistance and obesity, which are key risk factors of DM. 

Methods: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was conducted on Korean adults with 

hyperlipidemia but without CVD and DM at baseline who underwent a health checkup 

examination between 2008 and 2011. Using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database from 2008 to 2012, drug exposure and comorbidity were assessed 

and statins covered atorvastatin, rosuvastatin, lovastatin, pravastatin, fluvastatin, 

pitavastatin. Statins users were defined as prevalent user if they had initiated statins 

before health examination and were defined as new-user if they initiated statins after 

health examina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healthy user effect, main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new-user. Propensity score was estimated and a propensity score 1:1 

matched cohort analysis was done. DM was ascertained by diagnosis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 version (ICD-10, E10-E14) as well as by fasting glucose 

≥126 mg/dl, HbA1C ≥6.5% or medication use for DM. Insulin resistance was defined 

as HOMR-IR ≥2.5 and obesity was defined as BMI ≥25 kg/m2. Acute myocardial 

infarction was ascertained by admission for diagnosis of ICD-10, I21 and 

cerebrovascular disease was ascertained by admission for diagnosis of ICD-10, I60-69. 

Low risk group was defined as <10% risk of ischemic heart disease based on 

Framingham risk scoring.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s were used to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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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Results: During 39,989 person-years, 1,159 patients developed DM based on the 

diagnostic code of ICD-10, E10-E14. In multivariate-adjusted models, the adjusted 

hazard ratios (aHR) for DM comparing non-user with statin-user was 1.61 (95% CI, 

1.43-1.82). The association between statin use and incident DM was similar when DM 

was defined as fasting glucose ≥126 mg/dl, HbA1C ≥6.5% or medication use for DM. 

This association was observed even in those without risk factors for DM or those with 

low risk for CVD (Framingham risk score<10%). Statin use was also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for insulin resistance [aHR=1.16 (95% CI, 1.02-1.31)] and incident 

obesity [aHR=1.27 (95% CI, 1.06-1.53)]. Among individuals with low risk for CVD, 

the aHR for admission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CD-10, I21) and 

cerebrovascular disease (ICD-10, I60-69) comparing non-user with statin new-user 

were 0.82 (95% CI, 0.16-4.23) and 0.61 (95% CI, 0.31-1.20), respectively  

Conclusions: In this retrospective cohort study of Korean adults, compared to those 

without statin exposure, statin exposur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new-onset DM, insulin resistance and obesity, whereas the protective effect of 

statin o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nd cerebrovascular disease was not significant. 

These associations were similarly observed in those with low risk for CVD. Thus, 

statin should be carefully prescribed considering the benefits and risks of statin therapy 

for primary prevention, especially in those with low-risk for CVD.  

 

Keywords: statin, dyslipidemia, hyperlipidemi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cerebrovascular disease, diabetes mellitus, insulin resistance, obesity, propensity score, 

cohort study   

Student number: 2006-3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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