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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서론: 3-Hydroxy-3-methylglutaryl coenzyme A reductase 

inhibitor (HMG-CoA reductase inhibitor, statin) 계열의 

약제들은 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지혈증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처방되는 약제이다. 2013년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 American Heart Association 

(ACC/AHA) 에서는 고지혈증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아시아에서 그대로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처음 스타틴을 

처방 받은 사람들의 임상정보를 추출하여 임상데이터마트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각 다양한 종류의 스타틴에 대한 

저밀도콜레스테롤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

C)의 강하율 및 목표 도달률을 비교해보기로 하였다.  또한, 

baseline LDL-C 값이 190mg/dL를 넘는 경우 고강도 스타틴을 

권장하는 기존의 ACC/AHC 가이드라인을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스타틴별로 LDL-C 감소율을 직접 

비교하기로 하였으며, 각 스타틴별로 발생하는 간독성의 발현빈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약물부작용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 혹은 

관련이 있는 변수를 파악하기로 하였다. 

 

방법: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동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외래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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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틴을 처방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상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 (clinical data warehouse, 

CDW)로부터 추출하였으며, 데이터품질관리 (data quality 

management, DQM)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정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환자만을 재추출 하는 것이 

가능한 임상데이터마트를 구축하였다. 이 임상데이터마트를 

활용하여, 스타틴을 처음 처방 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간격으로 

총 1년 동안의 다양한 정보를 추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LDL-C 의 

강하율과 목표 도달률, 스타틴 관련 간부작용에 대해서 스타틴별로 

비교분석을 하였다. 

 

결과: 5년의 기간 동안 처음 스타틴을 처방 받은 환자는 총 

88,283명이었다. 7종류의 스타틴이 용량별로 총 21개 추출되었다. 

ACC/AHA 가이드라인에서는 스타틴을 고강도/중강도/저강도의 

3가지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강도 스타틴이 중고강도 

스타틴과 중저강도 스타틴으로 나뉘어(p=0.0002) 4가지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LDL-C 값이 190mg/dL 이상인 사람에게 

ACC/AHA 가이드라인에서는 고강도 스타틴을 권장하지만, 

한국에서는 중고강도 스타틴만으로도 충분히 LDL-C 값을 50% 

이상 낮출 수 있었다.  21,23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스타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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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작용 검사에서 AST/ALT 값이 3배 이상 증가되는 경우는 

baseline AST/ALT 값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torvastatin(10-20mg)을 references로 하여 분석한 결과, 

fluvastatin은 AST/ALT가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HR=2.96, p=0.029), pitavastatin은 가장 적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HR=0.76, p=0.657). 간독성이 발생하는 데에는 

체질량지수 (HR=0.89, p=0.002) 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HR=1.01, p=0.003)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한국에서는 ACC/AHA 가이드라인과는 다르게 상당수의 

스타틴 그룹을 재분류해야 할 것이며, 스타틴의 종류 및 투여용량을 

구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ACC/AHA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고강도 스타틴은 아직은 아시아인에서 대규모로 검증되지 

않은 연구이기 때문에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대규모 

임상연구들을 모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인에서는 

간독성을 포함한 다양한 부작용의 위험이 서양인에 비해서 더 높기 

때문에 2013 ACC/AHC 가이드라인을 아시아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면 고강도 스타틴의 처방은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날 것이다. 즉, 스타틴으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에만 간기능 검사를 권장하는 2013 ACC/A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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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을 아시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후 이에 대한 대규모 무작위 임상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밑바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고지혈증, 스타틴, 스타틴 관련 간부작용, 전자의무기록 

학 번: 2012 - 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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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의의 

 

3-Hydroxy-3-methylglutaryl coenzyme A reductase 

inhibitor (HMG-CoA reductase inhibitor, statin) 계열의 

약제들은 동맥경화증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지혈증 환자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cardiovascular disease)을 

예방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약제이다 [1-4]. 스타틴 

계열의 약물들은 총콜레스테롤 (total cholesterol, TC), 저밀도 

콜레스테롤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중성지방 콜레스테롤(triglyceride: TG) 값을 낮추어주고, 고밀도 

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 스타틴 별로 다양한 LDL-

C의 강하율 (LDL-C lowering effect)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용량의 스타틴 제제들이 상용화되고 있다.  

 

2004년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Adult 

Treatment Panel (NCEP-ATP) III guideline [5] 이후 10년 동안 

고지혈증 치료가이드라인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2013년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and American Heart 

Association (ACC/AHA)에서는 고지혈증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new guideline on the treatment on blood 

cholesterol)을 제시하였다[6]. 주로 심혈관 질환 (atherosclero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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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vascular disease, ASCVD)의 예방적인 효과를 강조하며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스타틴을 처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ACC/AHC 가이드라인이 기존의 NCEP-ATP III 가이드라인과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and the European 

Atherosclerosis Society (ESC/EAS) guideline[7]과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점은, 무작위 임상연구 (randomized clinical trials, 

RCT)를 바탕으로 스타틴 처방의 목표가 되는 LDL-C 값을 

삭제하고, 치료대상의 환자군별로 LDL-C의 강하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현실적인 스타틴 처방에 대한 임상적인 

상황을 잘 고려했다라는 평가와,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다양한 의견이 많다. 

 

이 2013 ACC/AHC new guideline[6]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인 스타틴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 스타틴의 LDL-C 강하효과에 따라 고강도 (high-intensity), 

중강도 (moderate-intensity), 저강도 (low-intensity) 스타틴의 

3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Table 1). 또한 스타틴이 필요한 4개의 

그룹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Baseline LDL-C 값이 190mg/dL 

이상인 사람에서는 LDL-C 값을 50%이상 떨어뜨리는 고강도 

스타틴 치료를 권장하고 있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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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in classification according to 2013 ACC/AHC guideline1
 

 

 High-intensity  

statin 

Moderate-intensity 

statin 

Low-intensity 

statin 

Mean LDL-C 

reduction  
>50% 30-50% <30% 

Statin 
Atorvastatin (40)-80 mg 

Rosuvastatin 20 (40) mg 

Atorvastatin 10 (20) mg 

Rosuvastatin (5) 10 mg 

Simvastatin 20-40 mg 

Pravastatin 40 (80) mg 

Lovastatin 40 mg 

Fluvastatin XL 80 mg 

Fluvastatin 40 mg bid 

Pitavastatin 2-4 mg 

Simvastatin 10 mg 

Pravastatin 10-20 mg 

Lovastatin 20 mg 

Fluvastatin 20-40 mg 

Pitavastatin 1 mg 

                                         

1
From Stone NJ. Circulation 2014;129(25 Suppl 2) S1-45 [6].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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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our statin group classified by the 2013 ACC/AHC guideline 2

                                         

2
From Stone NJ. Circulation 2014;129(25 Suppl 2) S1-45 [6]. 

CVD, coronary vascular disease; DM, diabetes mellitus; ESRD, end stage renal disease; HF, heart failure;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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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시아에서 Baseline LDL-C 가 190mg/dL를 넘는 

경우는 흔하지도 않고,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의 스타틴 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8-12].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경우 이번 ACC/AHC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인종과 문화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아시아국가에서 2013 ACC/AHC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어려운 

이유는 연구에 아시아인은 많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도출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시아인에서 ASCVD의 

위험성이 다소 과장되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시아인에서 스타틴의 강도에 따른 분류 및 장단점, 

부작용에 대한 대규모의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서양의 

고지혈증 치료지침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아시아인에게 특화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한 심혈관계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스타틴의 LDL-C 강하효과 이외에도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해서 

2013 ACC/AHC 가이드라인을 그래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문이 생긴다. 스타틴이 LDL-C 값을 효과적으로 낮추어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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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1-4], 스타틴 처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이외에 다양한 

부작용도 함께 보고되어 있다[13-15]. 스타틴을 처방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 중의 하나가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혹은 alanine 

aminotransferase (ALT)의 상승을 동반한 hepatotoxicity이다. 

무증상의 간수치 증가 (Asymptomatic elevation of 

aminotransferases)는 3% 미만으로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으며[16-21], 약인성 간손상 (clinically apparent drug-

induced liver injury, DILI) 는 드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2]. 

 

NCEP-ATP III 가이드라인 [5]에서는 스타틴 처방 12주 후에 

AST/ALT의 측정을 권장하고 있다. AST/ALT 값이 정상치보다 

3배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는 스타틴 처방의 중단을 권장한다. 

정상값 보다는 높지만 3배 이하로 증가한 경우에는 스타틴의 

처방을 중단할 필요는 없고, 다음 방문 시에 AST/ALT 값을 

재측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반면에 2013년 ACC/AHA 가이드라인 

[6]에서는 스타틴을 처음 처방할 때 baseline ALT의 측정을 

권장하며, 스타틴을 복용 중일 경우에는 스타틴으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에만 검사를 해 볼 것을 권장한다. 이렇듯 현재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baseline AST/ALT가 정상보다 높다 

하더라고 3배 이하로 증가된 상태에서는 스타틴의 처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스타틴 복용 중에 AST/ALT값이 3배 

초과로 증가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스타틴 처방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 AST/ALT가 3배 이하로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AST/ALT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지만, 명확한 지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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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서양인보다 스타틴 관련 간독성 (statin-

related hepatotoxicity) 의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23]. 하지만, 기존의 statin-related hepatotoxicity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baseline AST/ALT 값의 분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의 하부연구였기 때문에 순수하게 간독성을 

평가한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statin-related hepatotoxicity의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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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스타틴 관련 EMR 데이터를 통합한 데이터마트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스타틴 약물의 효과와 안정성 등을 평가해 보기로 하였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다양한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처음 복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LDL-C 강하효과 및 부작용을 각 스타틴 별로 

비교, 분석해 보고, 이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 혹은 관련이 있는 

변수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구축된 임상데이터마트를 이용하여 스타틴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한다. 

 

(1) LDL-C 강하효과에 따른 스타틴의 분류 및 비교; 

한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스타틴별로 LDL-C 

값을 비교하고 그룹화를 시도할 예정이며, 또한 ACC/AHC 

가이드라인에서 삭제된 스타틴별 LDL-C 목표 도달률을 

비교하여 확인해보기로 하였다. Baseline LDL-C 값이 

190mg/dL를 넘는 경우 고강도 스타틴을 권장하는 기존의 

ACC/AHC guideline을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보고, 차후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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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틴 관련 간독성의 스타틴별 분석 및 위험인자 분석 

(Statin-induced hepatotoxicity according to baseline 

aminotransferases level in real practice); 각 스타틴별로 

발생하는 간독성 (AST/ALT 값의 정상 상한치 3 배 

이상)의 발현빈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약물부작용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 혹은 관련이 있는 변수를 파악하고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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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법 

본 연구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5년 동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외래를 다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이다. 

 

1. 임상데이터마트의 구축 

가. 대상 약물; HMG-CoA reductase inhibitor, “statin” 

본 연구에서는 스타틴 계열의 약제를 처음 복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 처방되어지고 

있는 7종류의 스타틴을 용량 별로 분류하였다 (Table 2): 

atorvastatin (10mg, 20mg, 40mg and 80mg), fluvastatin (20mg, 

40mg and 80mg), pitavastatin (2mg and 4 mg), pravastatin 

(10mg, 20mg and 40mg), rosuvastatin (5mg, 10mg, 20mg and 

40mg), simvastatin (10mg, 20mg and 40mg) and simvastatin 

plus ezetimibe (10/10 mg and 20/10 mg). 스타틴 계열의 약물과 

다른 효능의 약물이 합쳐진 복합제 (combination drug)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예; atorvastatin plus amlodipine or 

pravastatin plus fenofib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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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tin classification according to ACC/AHC 2013 

Statin Dose 

Statin intensity 

classification 

in ACC/AHC 20133 

Atorvastatin 

10 mg Moderate 

20 mg Moderate 

40 mg High 

80 mg High 

Fluvastatin 

20 mg Low 

40 mg Low 

80 mg Moderate 

Pitavastatin 
2mg Moderate 

4mg Moderate 

Pravastatin 

10 mg Low 

20 mg Low 

40 mg Moderate 

Rosuvastatin 

5mg Moderate 

10 mg Moderate 

20 mg High 

40 mg High 

Simvastatin 

10 mg Low 

20 mg Moderate 

40 mg Moderate 

Simvastatin 

+ Ezetimibe4 

10mg + 10mg - 

20mg + 10mg - 

  

                                         

3
From Stone NJ. Circulation 2014;129(25 Suppl 2) S1-45 [6]. 

4
Simvastatin + ezetimibe 는 2013 ACC.AHC guideline 의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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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상연구 디자인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5년의 기간 중에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한번이라도 처방 받았던 환자들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스타틴을 처음 처방 받았던 사람의 정의는 같은 병원의 

EMR data 내에서 스타틴 첫 처방 이전 6개월 이내에 스타틴의 

처방이 없었던 경우로 정의하였다. 스타틴을 처음 처방 받은 날짜를 

“visit 0 (index date)”으로 정의하였으며, index date로부터 

13개월 뒤까지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Index date로부터 2~4 개월 

후에 방문한 경우를 “visit 1 (average 3 months later)”으로 

정의하였다. Index date로부터 5-7개월에 방문한 경우는 “visit 2 

(average 6 months later)”, 8-10개월은 “visit 3 (average 9 

months later)”, 11-13개월은 “visit 4 (average 12 months 

later)”로 정의하였다. (Figure 2) Index date로부터 0-2개월 4-

5개월 7-8개월, 10-11개월 사이에 방문한 경우의 데이터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한 방문기간에 두 번 이상 방문한 경우 혹은 

두 번 이상 혈액검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재방문 후 스타틴의 

처방날짜와 가까운 날짜의 검사결과로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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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linical trial design5 

스타틴을 처음 처방 받은 날을 “index date”로 정의한 후, 평균 3개월 간격으로 디자인을 구성하였다. 

                                         

5
M, month 

  

3M Index date 6M - 6M 

No statin 

Statin 

prescription  

2M 4M 5M 7M 

  

12M 9M 

11M 13M 10M 8M 

Baselin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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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상데이터마트의 구축 

 

스타틴 관련 임상연구를 위한 임상데이터마트 (clinical data mart, 

CDW)를 구축하였다. 이 CDW는 복잡한 쿼리의 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었으며[24], 다양한 환자정보와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의 빠르고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본 연구를 위한 

CDW 구축 후 임상연구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임상데이터마트 

(clinical data mart, CDM)로 구성하였다.  CDM 에는 환자의 키 

몸무게, 나이, 생년월일 등의 기본정보와 고지혈증 외 다른 

진단(상병)정보, 스타틴 제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정보, 

그리고 혈액검사정보 등으로 구성되었다 (Figure 3).  

 

혈액검사에는 고지혈증과 관련된 지표인 TC, TG, HDL-C, 

LDL0C이외에도 blood urea nitrogen (BUN), creatinine, 

AST/ALT, hemoglobin/hematocrit, 당화혈색소 (HbA1c), 

alkaline liver phosphatase (ALP), high sensitivity C reactive 

protein (hsCRP), r-guanosine triphosphate (rGTP), 

갑상선기능검사 (thyroid function test; TSH, free T4) 등의 

검사지표들로 구성되었다. 고지혈증 외에 최근에 스타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횡문근 융해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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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병들도 포함시켰다. 또한 스타틴 관련 부작용 연구를 

위하여 간독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다양한 약물들 

(fenofibrate, omega-3 fatty acids, propranolol, thyroxine, 

wafarin, nicotinic acid)의 복용여부도 같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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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ntity Relationship Diagram6 

 

 

 

 

 

 

 

                                         

6 MS-Access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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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의 보호 

 

본 연구는 EMR 데이터를 통한 환자의 개인 식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출된 정보에 대한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여 연구 관찰자 

혹은 분석자가 피험자의 실제 환자번호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피험자에 대한 

추가적인 신체적 위해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연구이다. 이렇듯, 

데이터의 암호화로 인한 익명성과 코호트 연구라는 점에서 

피험자의 권리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환자들의 

사전동의는 필요하지 않았다 (informed consent was not 

required). 이 연구는 가톨릭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임상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nd the SNUH institutional review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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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DL-C 강하효과에 따른 스타틴의 분류 및 비교 

 

가. 스타틴의 효능에 대한 비교분석– 예비연구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icacy) 

다양한 스타틴별로 LDL-C 강하효과를 보기 위하여 baseline 

LDL-C와 3개월 뒤, 6개월 뒤의 LDL-C 값을 각각 스타틴별로 

비교해보기로 하였다. (Figure 4) 이를 위해서 ANOVA 와 

Student– Newman– Keuls (SNK) test for post-hoc analysis를 

시행하였다. (SNK test is more powerful than the Tukey test 

[25]) Visit 1과 Visit 2 사이의 statin equivalent doses를 

비교하기 위해서 역시 ANOVA 를 수행하였다[26]. 또한, 각 

스타틴별로 처방 후 목표에 도달했는지 (target LDL-C < 

100mg/dL or 130 mg/dL) 를 확인하였다. Holm test (or 

Hochberg method)가 multiple comparisons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unequal and heterogeneous variance를 위해서 Games-Howell 

procedure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Statistical software SAS 

version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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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CC/AHC 가이드라인에 따른  

Baseline LDL-C ≥190mg 인 환자에서 스타틴별 비교 

 

스타틴을 처음 처방 받은 사람 중에서 baseline LDL-C 값이 

190 mg/dL 이상인 사람들을 따로 추출하여, baseline LDL-C와 

3개월 뒤, 6개월 뒤의 LDL-C 값을 비교해보기로 하였다.(Figure 

4)LDL-C 강하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역시 ANOVA (Analysis of 

variance) 를 사용하였다. 스타틴별로 재그룹화를 시도해보기로 

하였으며, 그 차이를 보기 위한 Boxplot은 R package (version 

3.1.2)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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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틴 관련 간독성 (Statin-related hepatotoxicity) 

 

각 visit 별로 normal AST/ALT group, borderline AST/ALT 

group 그리고 abnormal AST/ALT group 의 3 그룹으로 나누었다. 

AST or ALT 가 정상 상한치의 1 배 초과 3 배 이하로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borderline AST/ALT”로 정의하였으며, 3 배 

초과 증가한 경우 “Abnormal AST/ALT”로 정의하였다. AST or 

ALT 값이 정상보다 10 배 초과로 증가하는 경우는 “statin-

related hepatotoxicity”로 정의하였다.  

 

Baseline 에서 AST 혹은 ALT 값이 정상상한치의 3 배 이상 

증가할 때까지의 Time-to-event analyses 를 위해서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을 이용하였다. normal AST/ALT 

group 과 borderline AST/ALT (≤×3 the upper normal 

limit[UNL]) 에서 Abnormal AST/ALT (>×3 UNL) 로 진행하는 

new-onset hepatotoxicity 를 비교하기 위해서 Kaplan-Meier 

survival curves 를 사용하였다. new-onset hepatotoxicity 의 

relative risk factor 는 univariate and multivariable Cox 

regression 을 시용하여 결과를 얻었으며, risk 는 HR and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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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의 형태로 작성되었다. 모든 테스트는 significance level 0.05 

의 two sided 로 진행되었고, 통계분석은 SAS 9.3 (SAS Institute 

Inc., Cary, NC)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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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2009 년 1 월부터 2013 년 12 월까지의 5 년동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스타틴 처방을 처음 받은 총 

88,283명의 데이터가 추출되었다. 

 

1. 임상데이터마트의 구축 

 

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임상데이터자료는 임상연구지원을 위해 구축된 CRSS(Clinical 

Research Support System) database (DB)자료를 활용하였다. 

우선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 (Clinical data warehouse, CDW) 

으로부터 추출(Figure 5), 통합된 CRSS DB에서 1차적으로 

임상데이터자료를 획득하였다. 데이터품질관리(data quality 

management, DQM)의 과정을 거쳐서1차적으로 얻은 임상데이터 

자료를 정제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각 임상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환자 대상군의 재추출이 가능하게 하였고, 최적화된 DB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RSS에서 처음 스타틴을 처방 받은 

사람들의 다양한 임상정보를 추출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는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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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데이터마트를 구축하였고, 이에 대한 DB를 획득하였다.구조화 

(structures)되어있거나 코드화 되어있는 다양한 임상정보들은 

그대로 DB화가 가능하였으나, 일부 키, 몸무게 등의 비구조화 

(unstructured) 되어있는 자유 서술식 (free text) 내용들은 

CRSS의 해당 엔트리에 직접 입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키, 몸무게 

등 대부분 일정한 형식이 없는 경우 cm, kg 등의 검색어로 추출을 

시도하였다.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문제가 되는 수치를 

재검토하였으며, 다시 원데이터들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데이터 테이블 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Figure 6), 필요한 

임상연구데이터를 추출할 때에 개인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자료 중 Table 3의 정보만 수집되었다. 

환자등록번호는 데이터 수집시에 익명화된 후에 수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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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rchitecture for clinical data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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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able of clinical research data (conc.) 

테이블 명 컬럼 명 상세항목 

기본정보 

 학교구분환자번호 

 생년월일 (YY/MM/DD) 

 성별 

 키(cm), 몸무게(kg), BMI (kg/m2)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가톨릭대 (0), 서울대 (1) 

 

Male/Female 

 

진단정보 

 Hypertensive diseases (ICD10 I10-I15) 

 Ischemic heart diseases (ICD10 I20-I25) 

 Cerebrovascular diseases (ICD10 I60-I69) 

 Aortic aneurysm and dissection (ICD10 I71) 

Other aneurysm (ICD10 I72) 

Other peripheral vascular diseases (ICD10 I73) 

 Diabetes mellitus (ICD10 E10-E15) 

 Cancer ( ICD10 C-)  

 기타; ICD10 N179, M6289, T796 

각 진단명 및 진단코드 

각 진단명 별 유무 확인 

각 진단명의 최초진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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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able of clinical research data 

테이블 명 컬럼 명 상세항목 

약품정보 

 Fenofibrate 

 Gemfibrozil 

 Nicotinic acid 

 Omaega-3-fatty acid 

 Warfarin 

 Propranolol 

 Thyroxine(synthyroid, synthyroxine) 

처방명, 처방약품코드 

상품명, 성분명 

용량단위 

수량단위 

처방일수 

검사정보 

 TC/TG/HDL/LDL 

 Fasting glucose, HbA1c 

 AST/ALT/ALP/rGTP/ hsCRP 

 BUN/Creatinine, Na/K 

 TSH/free T4 

 Hemoglobin/Hematocrit 

 PSA 

검사처방코드 

검사처방일시 

검사날짜 

검사결과 

이상유무 

참고상한치/참고하한치 

평가정보  약물 유지/중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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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의 EMR로부터 임상데이터 자료를 추출하기 위한 

CDW를 구축하였다. 이 CDW는 다양한 의료정보 (EMR/OCS 

/LIS)가 혼재되어 있는 병원정보시스템으로부터 연구자가 원하는 

데이터의 추출, 저장이 가능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타틴별로 약물의 LDL-C 강하율과 간독성 부작용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CDM으로 

구성하였다. 이로서 연구자가 원하는 목적에 따른 데이터 마이닝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분석 또한 용이하게 하였다. 임상데이터마트 

테이블은 환자기본정보 (환자번호, 생년월일, 성별, 환자구분), 

약물정보 (환자번호, 약물코드, 약물명, 사용약물명, 처방날짜), 

간호정보 (환자번호, 작성날짜 등)으로 구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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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xample of data table specification  



29 

2. LDL-C 강하효과에 따른 스타틴의 분류 및 비교 

 

가. 스타틴의 효능에 대한비교분석-예비연구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icacy) 

 

스타틴의 LDL-C 강하효과의 연구에서는 일종의 예비연구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의 일부 데이터만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스타틴을 처음 처방 받은 

4,44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Baseline, visit 1, visit 2 

의 혈액검사 결과값 중에서 LDL-C 값이 없는 경우는 총 1,290 

cases 였다. Baseline LDL-C 값이 100mg/dL 미만인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스타틴을 처방 받고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3개월과 6개월 

뒤의 LDL-C 값이 Baseline 보다 높은 경우는 스타틴을 잘 

복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Baseline LDL-C 값이 

100mg/dL 미만인 404명, 6개월 뒤의 LDL 값이 Baseline 보다 

높은 267명은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으며, 연구기간 중 다른 약제로 

변경된 57 명도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총 2,349명의 환자가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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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rial profile for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icacy of 

statin7 

  

                                         

7
Patients in the clinical data warehouse database that were prescribed a statin for the 

first time during the study period (January 1, 2010 to December 21, 2012) 



31 

스타틴을 처음 처방 받은 2,349명의 환자들에서 총 14종류의 

스타틴 처방이 이루어졌다. Rosuvastatin(10mg)이 717명, 

atorvastatin(10mg)이 442명으로 가장 많이 추출되었다. 그 

외에도 pitavastatin(2mg) 275명, pravastatin(40mg) 263명, 

simvastatin(20mg) 235명, pravastatin(20mg) 170명 이었다. 본 

연구에서, 스타틴별로 LDL-C 강하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처방건수 50개 미만인 5가지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baseline 

characteristics 는 Table 4와 같다. 환자들의 평균나이는 

58±13세였다. Atorvastatin 과 pravastatin 에서 용량이 높을 

수록 baseline LDL-C 의 값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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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aseline characteristics and biochemical parameters for the patients (January 1, 2010 to December 31, 2012).8 

 Atorvastatin Fluvastatin Pitavastatin Pravastatin Rosuvastatin Simvastatin 

 10 mg 20 mg 40 mg 2 mg 10 mg 20 mg 40 mg 10 mg 20 mg 

n 442 100 59 275 88 170 263 717 235 

Men (%) 211 (48) 42 (42) 34 (58) 110 (40) 35 (40) 87 (51) 141 (54) 375 (52) 101 (43) 

Women (%) 231 (52) 58 (58) 25 (42) 165 (60) 53 (60) 83 (49) 122 (46) 342 (48) 134 (57) 

Age (years) 59.2±11.8 53.7±12.5 56.4±11.8 60.1±12.2 59.5±12.5 56.8±12.2 55.7±12.2 57.6±12.6 55.6±15.2 

Age ≥65 years, n (%) 153 (35) 20 (20) 14 (24) 98 (36) 32 (37) 44 (26) 55 (21) 222 (31) 70 (30) 

Total cholesterol (mg/dL) 225±33 245.1±40.7 245.0±38.8 226.9±34.4 224.0±27.7 238.2±45.0 246.2±37.8 234.0±47.8 227.8±37.5 

Triglycerides (mg/dL) 158±98 196±123 198±141 154±83 160±96 172±94 191±111 170±123 168±96 

HDL-cholesterol (mg/dL) 51.8±13.8 52.7±16.9 53.3±13.8 50.2±12.9 48.6±13.2 49.9±11.8 51.68±13.82 51.4±14.1 53.6±15.3 

LDL-cholesterol (mg/dL) 141.5±26.6 157.7±33.9 150.7±31.2 145.5±27.3 142.2±21.8 152.9±34.5 155.4±32.0 148.5±31.2 143.7±28.3 

                                         

8
Baseline characteristics and biochemical parameters for the patients from the Clinical Data Warehouse database that were prescribed a statin for the first time 

during the study period (January 1, 2010 to December 31, 2012), reported by statin type 

Categorical variables are reported as frequencies (%), and continuous variables are reported as mean±SD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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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평균 30% 이상의 LDL-C 강하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스타틴별로 LDL-

C 강하효과에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용량에 비례하여 LDL-C 

강하효과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한 종류의 스타틴 내에서 커다란 변화율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30건 이상의 케이스 경우에서 rosuvastatin(20mg)의 LDL-C 

강하율이 52.5% 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atorvastatin(20mg) 45.4%, 

rosuvastatin(10mg) 45.1% 의 순서로 나타났다. Rosuvastatin이 가장 적은 용량으로 

가장 큰 강하효과를 보이고 있다. 첫 처방 후 3개월 이내 가장 큰 LDL-C 강하효과를 

보이며, 이는 6개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CC/AHC 가이드라인에서 중강도 

(moderate-intensity)로 분류되는 스타틴은 본 연구에서 group A (moderate-high)와 

group B (moderate-low)의 두 개로 나뉘어지고 있었다(Table 5). ANCOVA model 에 

의한 statin 별로의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atorvastatin(10mg), simvastatin(20mg), 

pitavastatin(2mg) 은 유사한 LDL-C lowering effect 를 가지고 있었으며, 

pravastatin(40mg)은 위 3군에 비교하여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rosuvastatin 

(10mg) 과 atorvastatin(20mg)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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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verage change in the LDL-C value from the baseline LDL-C value, 

compared by statin type9 

  
LDL-C (mg/dL) Statin 

classification 

(ACC/AHA 

2013)  
n Visit 0  Visit 1 

∆ 
(%, Visit 

1-Visit 0) 
 Visit 2 

∆ 
(%, Visit 

2-Visit 0) 

Group A
10

 
  

       

Atorvastatin  

(20 mg) 
100 157.7±33.9  88.7±29.6 -43.0%  84.3±24.2 -45.4% Moderate 

Rosuvastatin 

(10 mg) 
717 148.5±31.2  81.8±31.7 -44.3%  80.3±26.9 -45.1% Moderate 

   
       

Group B 
  

       

Atorvastatin  

(10 mg) 
442 141.5±26.6  90.4±30.5 -35.7%  87.8±23.9 -37.3% Moderate 

Pitavastatin 

(2 mg) 
275 145.5±27.3  93.5±30.7 -35.2%  92.5±24.5 -35.8% Moderate 

Pravastatin  

(40 mg) 
263 155.4±32.0  106.6±30.5 -30.4%  99.1±22.8

11
 -35.0% Moderate 

Simvastatin  

(20 mg) 
235 143.7±28.3  91.9±33.1 -34.8%  90.4±26.0 -36.2% Moderate 

   
       

Group C 
  

       

Fluvastatin 

(40 mg) 
59 150.7±31.2  110.7±32.8 -25.5%  106.7±25.8 -28.2% Low 

Pravastatin  

(10 mg) 
88 142.2±21.8  115.6±27.6 -18.1%  99.1±20.9 -29.6% Low 

Pravastatin  

(20 mg) 
170 152.9±34.5  111.2±26.8 -25.9%  102.1±22.3 -32.0% Low 

   
       

Total 2,349 147.7±20.2  93.0 ± 32.6 -36.3%  89.4 ± 26.0 -38.6%  

 

 

                                         

9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CC/AHA,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The values are reported as mean  SD with the percent change (∆) from the baseline value. 

The LDL-C lowering effect of each statin was calculated as the following: 
LDL-C lowering effect (%) = mean percent change (%) = 100 * (visit 2 [or visit 1] –visit 0)/visit 0 
10

Groups A, B, and C include statins that had statistically similar average percent changes (p>0.05). Pravastatin (10 mg) and 

pravastatin (40 mg) were marginally significant with p>0.05 for the overall ANOVA effect and p<0.1 in the SNK post-hoc 

test. 
11

The use of pravastatin resulted in significantly reduced LDL-C values at visit 2 compared to the values at visit 1 

(p<0.001).Pravastatin resulted in a change of 4.7–11.5% between visit 1 and visi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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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ine LDL-C 값에 따른 6개월 후의 LDL-C 목표값을 100mg/dL 미만으로 

가정하고 그 목표 도달률을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atorvastatin(20mg)이 78%, 

rosuvastatin(10mg)이 77.4%로 가장 높은 목표 도달률을 보여주고 있었다. 

atorvastatin(20mg) 의 경우 160mg/dL 미만에서는 78.6-83.7%의 높은 목표 

도달률을 보이지만, 160mg/dL 이상에서는 72.1%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Pitavastatin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baseline LDL-C값이 160mg/dL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 도달률이 70% 이상 높았으나, 160mg/dL 이상 높은 경우에서는 39.7%로 

현저하게 낮은 양상을 보였다. Baseline LDL-C 이 130mg/dL 미만인 경우에는 

fluvastatin (40mg)과 pravastatin (10mg)을 제외하고 모든 종류의 스타틴에서 70% 

이상의 목표 도달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baseline LDL-C 130 mg/dL 이상부터는 

스타틴 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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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proportion of the patients who achieved the LDL-C goal (<100 mg/dL)12 

 

                                         

12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he values are presented as n (%). The number of the patients who achieved the LDL-C goal(<100 

mg/dL) / Total patients 
13Groups A, B, and C include statins that had statistically similar average percent changes (p>0.05). 

Pravastatin (10 mg) and pravastatin (40 mg) were marginally significant with p>0.05 for the overall 

ANOVA effect and p<0.1 in the SNK post-hoc test. 

  
Baseline LDL-C 

  

Total 

(n-2,349) 

 <130 mg/dL 

(n=656) 
 

130–160 mg/dL 

(n=1,052) 
 

≥160 mg/dL 

(n=641) 

Group A
13

 
 

  

 
    

Atorvastatin, 20 mg 
 

78/100 (78%)  11/14 (78.6%)  36/43 (83.7%)  31/43 (72.1%) 

Rosuvastatin, 10 mg 
 

555/717 (77.4%)  173/192 (90.1%)  251/322 (78.0%)  131/203 (64.5%) 

  
  

 
    

Group B 
 

  

 
    

Atorvastatin, 10 mg 
 

316/442 (71.5%)  135/150 (90.0%)  139/208 (66.8%)  42/84 (50%) 

Pitavastatin, 2 mg 
 

191/275 (69.5%)  79/87 (90.8%)  85/120 (70.8%)  27/68 (39.7%) 

Pravastatin, 40 mg 
 

132/263 (50.2%)  36/49 (73.5%)  58/113 (51.3%)  38/101 (37.6%) 

Simvastatin, 20 mg 
 

147/235 (62.6%)  62/81 (76.5%)  66/103 (64.1%)  19/51 (37.3%) 

  
  

 
    

Group C 
 

  

 
    

Fluvastatin, 40 mg 
 

26/59 (44.1%)  10/15 (66.7%)  13/26 (50.0%)  3/18 (16.7%) 

Pravastatin, 20 mg 
 

87/170 (51.2%)  35/39 (89.7%)  38/74 (51.4%)  14/57 (24.6%) 

Pravastatin, 10 mg 
 

41/88 (46.6%)  16/29 (55.2%)  22/43 (51.2%)  3/16 (18.8%) 

  
  

 
    

Total 
 

1,573/2,349 (67%)  557/656 (84.9%)  708/1,052 (67.3%)  308/641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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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CC/AHC 가이드라인에 따른  

Baseline LDL-C ≥190mg 인 환자에서 스타틴별 비교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스타틴을 처방 받은 환자들 중에서, baseline LDL-C 값이 있는 환자들은 총 

33,721건이었다(Figure 8). 이중에서 baseline LDL-C 값이 190 mg/dL 이상인 

사람들은 655명이었다 (655/33,721, 1.9%). Visit 1 때의 LDL-C 값이 없는 298건과 

순응도가 낮을 거라고 판단되는 10명을 제외하였다. 자료 정리 중에 날짜 누락, 스타틴 

중복처방 등등을 제외한 총179명의 환자들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처음 스타틴을 처방 받은 평균나이는 60±11세였으며, 65개 이상이 35.2% (63/179 

cases)였다. 평균 BMI 는 24.8±3.5 kg/m2, 평균 baseline LDL-C는 212±32 mg/dL 

였다.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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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nclusion and exclusion of patients in the trial14 

 

 

                                         

14
Patients were prescribed a statin for the first time during the study period (January 1, 2009, to 

December 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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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atients’ baseline characteristics and biochemical parameters, reported by statin type (conc.) 15 

 

Atorvastatin Fluvastatin Pitavastatin Pravastatin Rosuvastatin Simvastatin 
Simvastatin + 

Ezetimibe 

10 mg 20 mg 40 mg 20 mg 40 mg 80 mg 2 mg 4mg 20 mg 40 mg 5mg 10mg 20 mg 10mg 20 mg 40mg 10 20 

n 36 17 5 4 1 1 17 1 5 14 1 35 9 5 13 3 5 7 

Women, n (%) 19 

(53%) 

10 

(59%) 

4 

(80%) 
4 

(100%) 
1 

(100%) 
1 

(100%) 
15 

(88%) 
1 

(100%) 
3 

(60%) 

12 

(86%) 

0  

(0%) 

69 

(24%) 

9 

(89%) 

2 

(40%) 

9 

(69%) 

1 

(33%) 

3 

(60%) 

2 

(29%) 

Age (years) 60±12 65±11 68±7 60±7 38 68 60±11 63 62±6 60±12 63 58±12 65±11 60±8 64±8 61±10 49±12 54±13 

Age ≥ 65 years,  

n(%) 
13 

(36%) 

12 

(71%) 

3 

(60%) 

1 

(25%) 

0 

 (0%) 
1  

(100%) 

6 

(35%) 

0 

 (0%) 

2 

(40%) 

4 

(29%) 

0 

 (0%) 

6 

(17%) 

4 

(44%) 

2 

(40%) 

6 

(46%) 

1 

(33%) 

1 

(20%) 

2 

(29%) 

Height (cm) 
163±1

3 
160±9 158±4 156±2 162 160 155±4 153 160 157±8 161 160±8 163 162±6 158±6 164±5 159±5 167±9 

Weight (kg) 64±13 66±12 67±1 57±7 63 43 54±8 79 54 55±11 60 66±12 56 73±5 67±8 72±6 58±11 73±14 

BMI (kg/m2) 24±3 26±3 27±1 23±2 24 17 23±3 34 23 22±4 23 26±3 25 28±3 27±3 27±4 23±5 26±4 

Total cholesterol 

 (mg/dL)  
297±65 271±75 283±27 265±9 273 246 294±31 266 296±36 286±31 273 288±31 298±97 331±30 286±45 318±13 274±14 302±44 

Triglycerides (mg/dL) 159±61 192±126 212±78 87±30 162 170 152±78 160 170±83 120±45 152 149±57 143±79 162±60 143±62 138±30 129±67 162±117 

HDL-cholesterol 

(mg/dL) 
56±16 52±17 38±6 51±8 43 38 56±10 39 51±11 56±16 42 55±12 65±26 69±21 60±24 71±37 58±19 50±17 

LDL-cholesterol 

 (mg/dL)  
221±49 207±16 217±25 196±2 191 192 212±30 195 205±9 206±18 201 209±20 227±51 220±20 210±37 208±14 193±2 218±33 

 

  

                                         

15
Categorical variables are reported as frequencies (%), and continuous variables are reported as mean SD.  

BMI, body mass index; HDL, high-density lipoprotein; LDL, low-density lipoprotein; BUN, blood urea nitrogen; AST, aspartate transamin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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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atients’ baseline characteristics and biochemical parameters, reported by statin type 16 

 

 

Atorvastatin Fluvastatin Pitavastatin Pravastatin Rosuvastatin Simvastatin 
Simvastatin 

+ Ezetimibe 

10 mg 20 mg 40 mg 20 mg 40 mg 80 mg 2 mg 4mg 20 mg 40 mg 5mg 10mg 20 mg 10mg 20 mg 40mg 10 20 

BUN (mg/dL) 16±6 20±12 10±0.4 15±4.1 18  16±6 22 17±8 18±7 26 21±14 18±9 24±7 18±7 11 22±6 15±4 

Creatinine (mg/dL) 1.1±0.9 1.0±0.6 0.8±0.1 0.8±0.1 0.7  1.0±1.1 1.1 0.9±0.3 1.0±0.3 1.1 1.1±0.7 0.9±0.3 1.3±0.6 0.9±0.2 0.9 1.3±0.5 1.0±0.3 

Sodium (mmol/L) 140±5 140±3 142±4 141±1 142  143±2 141 142±1 141±2 140 141±2 140±8 140±3 141±3 138 142±2 141±1 

Potasium (mmol/L) 4.4±0.5 4.1±0.4 4.3±0.2 4.6±0.5 4.4  
4.2±0.

2 
4.3 4.6±0.2 4.6±0.4 4.5 4.5±0.6 4.1±0.6 4.2±0.6 4.2±0.3 4.0 4.4±0.2 4.4±0.5 

AST (IU/L) 38±33 22±10 30±11 30±12 20 35 30±15 27 35±17 25±7 25 26±10 26±20 30±25 21±7 33 26±9 24±5 

ALT (IU/L) 46±44 27±15 41±15 43±30 22 34 35±35 32 51±28 23±9 13 31±24 34±17 20±6 23±12 29 34±23 28±14 

Use of                   

fibrates (n) 1 1 1 0 0 0 0 0 0 0 0 2 0 0 1 0 0 0 

omega-3 fatty acids (n) 2 0 1 0 0 0 0 0 0 0 0 0 0 0 1 1 0 1 

nicotinic acid (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6
Categorical variables are reported as frequencies (%), and continuous variables are reported as mean SD.  

BMI, body mass index; HDL, high-density lipoprotein; LDL, low-density lipoprotein; BUN, blood urea nitrogen; AST, aspartate transamin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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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7종류, 18가지의 스타틴 처방이 추출되었다 (Table 8). 이중 

고강도 (high-intensity) 스타틴에 포함되는 atorvastatin 

(40mg)은 5 cases, rosuvastatin (20mg)은 9 cases 로 총 14 

cases 였다 (7.8%, 14/179 cases). Rosuvastatin (20 mg) 의 

LDL-C 강하율이 58% (from 227±51 mg/dl to 92±25 mg/dl) 

인데 반하여 atorvastatin (40 mg) 의 LDL-C 강하율은 47% 

(from 217±25 mg/dL to 116±67 mg/dl)였다, 중강도 

(moderate-intensity) 스타틴 중에서 atorvastatin (20 mg), 

pitavastatin (4 mg), simvastatin (20 and 40 mg), rosuvastatin 

(10 mg)의 LDL-C 강하율은 대략 5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샘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는 없었다. Atorvastatin 계열 내에서도 10mg과 20mg 사이에 

LDL-C lowering effect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통계적인 의미는 

역시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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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s in the LDL cholesterol reduction rate from 

baseline to 3 months after treatment initiation17 

  LDL cholesterol ACC/AHC 

Statin 
intensity 

Classification 
 n 

Baseline 
(mg/dL) 

3 month 
(mg/dL) 

-Δ 
(mg/dL) 

-Δ 
(%) 

Atorvastatin 58      

10 mg 36 221±49 135±48 -87 -38% Moderate 

20 mg 17 207±16 103±30 -103 -50% Moderate 

40 mg 5 217±25 116±67 -101 -47% High 

Fluvastatin 6      

20 mg 4 196±2 121±22 -75 -38% Low 

40 mg 1 191 116 -75 -39% Low 

80 mg 1 193 168 -25 -13% Moderate 

Pitavastatin 18      

2mg 17 212±30 126±32 -86 -40% Moderate 

4mg 1 195 98 -97 -50% Moderate 

Pravastatin 19      

20 mg 5 205±9 143±24 -62 -30% Low 

40 mg 14 206±18 124±22 -82 -39% Moderate 

Rosuvastatin 45      

5mg 1 201 133 -68 -34% Moderate 

10 mg 35 209±20 105 -104 -50% Moderate 

20 mg 9 227±51 92±25 -135 -58% High 

Simvastatin 21      

10 mg 5 220±20 88±24 -132 -60% Low 

20 mg 13 210±37 102±31 -108 -50% Moderate 

40 mg 3 208±14 139±34 -70 -33% Moderate 

Simvastatin  
+ Ezetimibe 

12      

10mg + 10mg 5 193±2 105±41 -88 -46%  

20mg + 10mg 7 218±33 114±33 -104 -47%  

Total 179 212±32 116±39 -96 -45%  

 

10개의 중강도 스타틴 중에서 10명의 대상자군이 넘는 6개의 

                                         

17
The values are reported as mean  SD, with the percent change (∆) from the baseline value. 

The LDL cholesterol reduction rate of each statin was calculated as follows:LDL cholesterol 

reduction rate (%) = mean percent change (%) = 100 × (3 month–Baseline)/Baseline 

LDL, low-density lipoprotein; ACC/AHA,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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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틴으로만 분석을 했을 때, 2013 ACC/AHC guideline에 따른 

중강도 스타틴은 두 그룹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중고강도 

[moderate-high] vs. 중저강도 [moderate-low intensity statin]) 

(Table 9) 중고강도 스타틴 그룹에는 atorvastatin (20 mg) 과 

simvastatin (10 mg), rosuvastatin(10 mg)이 포함되며, 이들은 

대략 50% 정도의 LDL-C 강하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중저강도 

스타틴 그룹에서는 atorvastatin (10 mg), pitavastatin (2 mg), 

pravastatin (40 mg)이 포함되며 대략 40% 정도의 LDL-C 

강하율을 보이고 있다. 중고강도 스타틴 그룹내에서의 LDL-C 

강하율에는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으며 (p=0.9632), 이는 중저강도 

스타틴 그룹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p=0.8167) 하지만 중고강도 

스타틴 그룹과 중저강도 스타틴 그룹 사이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p=0.0002).(Figure 9)(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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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LDL-C reduction rate in moderate-intensity statin18 

 

  n change % 
F-value 

(p-value) 

F-value 

(p-value) 

Atorvastatin (20mg)  17 50.23 

0.01 

(0.8167) 

14.33 

(0.0002) 

Rosuvastatin (10 mg)  35 49.81 

Simvastatin (20mg)  13 50.43 

Atorvastatin (10mg)  36 38.23 

0.04 

(0.9632) 

Pitavastatin (2mg)  17 39.64 

Pravastatin (40mg)  14 39.28 

 

 

 

  

                                         

18
The values are reported as mean  SD, with the percent change (∆) from the baseline value. 

The LDL cholesterol reduction rate of each statin was calculated as follows:LDL cholesterol 

reduction rate (%) = mean percent change (%) = 100 × (3 month–Baseline)/Baseline 

LDL, low-density lipoprotein; ACC/AHA,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6] 



45 

 

 

Figure 8. Differences in LDL cholesterol reduction rate 

(sample sizes ≥ 10)19  

                                         

19
Differences in LDL cholesterol reduction rate (sample sizes ≥ 10). 

AT10, atorvastatin (10 mg); AT20, atorvastatin (20 mg); PIO2, pitavastatin (2 mg); PR40, 

pravastatin (40 mg); RO10, rosuvastatin (10 mg); SI20, simvastatin (20 mg).  

Median line: median value(about 50%). 

Box: 25%(Q1) ~75%(Q3) 

whiskers: Maximum or minimum value excluding out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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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AHC guideline에 따른 LDL-C 강하율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중고강도 스타틴 그룹 (51±16%)과 고강도 스타틴 그룹 

(53±22%)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4895). 마찬가지로 중저강도 스타틴 그룹 

(39±19%)과 저강도 스타틴 그룹(43±16%)의 LDL-C 강하율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p=0.4349).(Figure 10) 결국 

baseline LDL-C 값이 190 mg/dL 이상인 경우에서는 ACC/AHC 

guideline과 다르게 세 그룹이 아닌 두 그룹으로 나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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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ifferences in LDL cholesterol reduction rate 

according to statin intensity20 

  

                                         

20 LDL, Low 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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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틴 관련 간독성 (Statin-related hepatotoxicity)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5년 동안 스타틴을 처음 

처방 받은 88,282명의 데이터가 추출되었다. 이중에서 Baseline 

AST/ALT 측정 없이 스타틴이 처방된 42,933명과 AST/ALT of 

visit 1 값이 없는 24,116 명을 제외한 21,233명을 대상으로 

13개월간의 AST/ALT값의 변화양상을 관찰하였다. 각 visit별로 

AST/ALT 값에 따라 normal/borderline/abnormal group으로 

나누었다. 13개월 동안 총 6그룹의 19가지 스타틴이 추출되었다; 

atorvastatin (10mg, 20mg, 40mg and 80mg), fluvastatin (20mg, 

40mg and 80mg), pitavastatin (2mg and 4mg), pravastatin (5mg, 

10mg, 20mg and 40mg), rosuvastatin (5mg, 10mg and 20mg), 

simvastatin (10mg, 20mg and 4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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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저 AST/ALT 값에 따른 간독성 변화 

 

AST/ALT에 대한 검사결과가 있는 총 21,233명의 

subjects중에서 baseline normal AST/ALT는 17,669명 (83.2%), 

borderline AST/ALT는 3,250명 (15.3%), abnormal AST/ALT는 

총 314명 (1.5%)이었다. Baseline normal AST/ALT 에서 첫 

스타틴 처방된 후인 visit 1에서 abnormal AST/ALT로 발전된 

경우는 0.5% 였다(87/17,669명). 이에 반해 baseline borderline 

AST/ALT 에서 abnormal AST/ALT로 발전된 경우는 

3.3%였다(107/3,250명). 중간에 약물이 변경되거나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 visit 1, visit 2, visit 3 에서 각각 normal AST/ALT 에서 

abnormal AST/ALT로 발전하는 경우는 0.3-1.7%, borderline 

AST/ALT에서 abnormal AST/ALT로 발전되는 경우는 2.4-16.0% 

였다.(Figure 11)  

 

Normal AST/ALT에서 statin-related hepatotoxicity (x10 of 

UNL)로 발전되는 경우는 0.00~0.06% 였으며, Baseline 

borderline AST/ALT 에서는 0.18~0.23%였다. Statin-related 

aminotransferase elevation(x3 of UNL)-free survival 

probability에서(Figure 12), baseline borderline AST/AL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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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baseline normal AST/ALT group에 비해 Abnormal 

AST/ALT로 발전하는 경우가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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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hanges in AST/ALT levels according to baseline aminotransferas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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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urvival curve of statin-related aminotransferase elevation (3 × UNL) according to baseline AST/ALT 

levels (n = 2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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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타틴별 간독성의 독립적 위험요소 

 

21,233건의 EMR data에서 키, 몸무게, laboratory results, 

복용중인 약물 등이 누락된 15,785명을 제외한 5,448건의 

데이터로 관련된 간독성의 독립적 위험요소를 분석하였다. 

Atorvastatin이 44.4%로 가장 많았고, rosuvastatin (22.1%), 

simvastatin (15.4%), pravastatin (7.8%), pitavastatin (6.7%), 

fluvastatin (3.6%)의 순으로 많았다(Table 10). 남성의 경우가 

여성에 비해서 다 많았으며, 평균 나이는 56~62세였고, 평균 

BMI는 24-25kg/m2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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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Patients’ baseline characteristics from the Clinical Data Warehouse database, reported by statin type (n = 5,448)21 

 Atorvastatin Fluvastatin Pitavastatin Pravastatin Rosuvastatin Simvastatin 

n 2,421 (44.4%) 197 (3.6%) 365 (6.7%) 423 (7.8%) 1,205 (22.1%) 837 (15.4%) 

Female (%) 1,031 (42.6%) 80 (40.6%) 174 (47.7%) 211 (49.9%) 543 (45.1%) 354 (42.3%) 

Age (years) 61 ± 13 57 ± 13 62 ± 12 60 ± 13 59 ± 13 61 ± 14 

   ≤49 382 (15.8%) 52 (26.4%) 52 (14.3%) 84 (19.9%) 252 (20.9%) 141 (16.9%) 

   50-59 625 (25.8%) 55 (27.9%) 95 (26.0%) 120 (28.4%) 299 (24.8%) 201 (24.0%) 

   60-69 753 (31.1%) 55 (27.9%) 119 (32.6%) 115 (27.2%) 371 (30.8%) 256 (30.6%) 

   ≥70 661 (27.3%) 35 (17.8%) 99 (27.1%) 104 (24.6%) 283 (23.5%) 239 (28.6%) 

BMI (kg/㎡) 24.6 ± 3.4 24.0 ± 3.4 24 ± 3.2 24 ± 3.2 25 ± 3.7 24 ± 3.7 

Use of fibrates, n (%) 40 (1.7%) 3 (1.5%) 10 (2.7%) 15 (3.6%) 30 (2.5%) 24 (2.9%) 

Use of omega-3 fatty acids, n (%) 45 (1.9%) 6 (3.1%) 9 (2.5%) 12 (2.8%) 84 (7.0%) 21 (2.5%) 

Use of propranolol, n (%) 78 (3.2%) 5 (2.5%) 13 (3.56%) 23 (5.4%) 36 (3.0%) 18 (2.2%) 

Use of thyroxine, n (%) 118 (4.9%) 6 (3.1%) 22 (6.0% 30 (7.1%) 55 (4.6%) 44 (5.3%) 

Use of warfarin, n (%) 80 (3.3%) 12 (6.1%) 14 (3.8%) 42 (9.9%) 41 (3.4%) 39 (4.7%) 

                                         

21
Categorical variables are reported as frequencies (%), and continuous variables are reported as mean  SD. BMI, body mass index; HDL, high-density 

lipoprotein; LDL, low-density lipoprotein; AST, aspartate amino transaminase; ALT, alanine transaminase; BUN, blood urea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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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ALT가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그룹간 발생률을 

분석하기 위하여 baseline normal AST/ALT 그룹과 baseline 

borderline AST/ALT 그룹으로 다시 나누었으며, 각 스타틴별로 

간기능 이상반응 발생률의 차이를 연령 성별, BMI, laboratory 

finding, 등을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1233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aseline borderline AST/ALT 그룹에서는 baseline 

normal AST/ALT 그룹에 비해 abnormal AST/ALT 그룹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의미 있게 높았다(p<0.001). 두 그룹의 결과에서 

abnormal AST/ALT 그룹으로 발전하는 incidence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Atorvastatin (10-20mg)을 references로 하여 

multivariable Cox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한 결과, baseline 

borderline AST/ALT 그룹에서 스타틴별로 차이가 있지는 

않았지만 (p=0.484), fluvastatin (80mg)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높은 비율로 abnormal AST/ALT 그룹으로 발전하고 

있었다(HR=2.96, p=0.029).[Table 11] Pitavastatin (HR=0.76, 

p=0.657)은 abnormal AST/ALT 그룹으로 가장 낮게 발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Baseline normal AST/ALT 그룹에서도 

스타틴별 차이는 없었다(p=0.801). Baseline borderline 

AST/ALT 그룹에서 abnormal AST/ALT 그룹으로 development 

하는데 BMI (HR=0.89, P=0.002)와 TG level (HR=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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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3). 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성별, TG, 

HDL-C, LDL-C, BUN, creatinine, 특정 약물의 복용력 등은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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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Independent risk factors for developing statin-related aminotransferase elevation (3 × UNL), N = 5,448
22

 (conc.) 

  Baseline Normal AST/ALT  Baseline Borderline AST/ALT 

  Unadjusted  Unadjusted  Adjusted 

  HR (95% CI) p-value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Statin   0.801   0.484   0.348 

Atorvastatin  Reference   Reference     

Fluvastatin  0.59 (0.14-2.43) 0.462  2.53 (0.97-6.63) 0.059  2.96 (1.12-7.85) 0.029 

Pitavastatin  1.07 (0.45-2.53) 0.876  0.75 (0.23-2.50) 0.644  0.76 (0.23-2.53) 0.657 

Pravastatin   0.88 (0.37-2.09) 0.776  1.38 (0.53-3.62) 0.513  1.37 (0.52-3.60) 0.521 

Rosuvastatin  0.73 (0.39-1.34) 0.309  1.02 (0.53-1.97) 0.956  1.10 (0.57-2.14) 0.773 

Simvastatin   0.67 (0.33-1.39) 0.285  1.18 (0.56-2.47) 0.663  1.05 (0.50-2.21) 0.890 

Age  1.01 (0.99-1.03) 0.234  0.98 (0.96-1.00) 0.014  0.98 (0.96-1.00) 0.062 

Sex (Female)  1.29 (0.81-2.05) 0.283  1.19 (0.69-2.05) 0.527  1.23 (0.71-2.13) 0.454 

BMI (kg/m2)  0.92 (0.86-0.99) 0.026  0.90 (0.83-0.97) 0.004  0.89 (0.83-0.96) 0.002 

Total cholesterol (mg/dL)  1.00 (0.99-1.00) 0.218  1.01 (1.00-1.01) 0.005  1.00 (1.00-1.01) 0.107 

Triglyceride (mg/dL)  1.00 (1.00-1.00) 0.457  1.00 (1.00-1.00) 0.013  1.00 (1.00-1.00) 0.003 

HDL-cholesterol (mg/dL)  0.99 (0.97-1.00) 0.142  1.01 (1.00-1.02) 0.048  1.01 (1.00-1.02) 0.092 

LDL-cholesterol (mg/dL)  1.00 (0.99-1.00) 0.251  1.00 (1.00-1.01) 0.479  1.00 (1.00-1.01) 0.795 

  

                                         

22
Adjusted model in normal baseline of aminitransferase is failed due to make multivariable model (variable >=2).The relative risk for developing hepatotoxicity was 

compared using a multivariate Cox regression analysis.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BUN, blood urea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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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Independent risk factors for developing statin-related aminotransferase elevation (3 × UNL), N = 5,448
23 

  Baseline Normal AST/ALT  Baseline Borderline AST/ALT 

  Unadjusted  Unadjusted  Adjusted 

  HR (95% CI) p-value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BUN  1.01 (0.99-1.02) 0.417  1.00 (0.98-1.02) 0.766  1.00 (0.98-1.02) 0.909 

Creatinine 
 

1.06 (0.96-1.16) 0.283 
 

0.87 (0.65-1.17) 0.370 
 

0.84 (0.63-1.13) 0.253 

Use of fenofibrate (%) 
 

1.80 (0.57-5.72) 0.319 
 

N/A  
 

N/A  

Use of omega-3 fatty acid (%)  N/A   0.90 (0.22-3.67) 0.879  1.00 (0.24-4.16) 0.995 

Use of propranolol (%) 
 

1.35 (0.42-4.28) 0.614 
 

2.35 (0.94-5.88) 0.067 
 

2.35 (0.94-5.87) 0.068 

Use of thyroxine (%) 
 

1.62 (0.71-3.74) 0.255 
 

0.56 (0.14-2.29) 0.418 
 

0.48 (0.11-1.97) 0.305 

Use of warfarin (%) 
 

1.31 (0.48-3.58) 0.600 
 

0.47 (0.07-3.42) 0.460 
 

0.43 (0.06-3.13) 0.406 

Use of nicotinic acid (%) 
 

N/A  
 

N/A  
 

N/A  

 

                                         

23
Adjusted model in normal baseline of aminitransferase is failed due to make multivariable model (variable >=2).The relative risk for developing hepatotoxicity was 

compared using a multivariate Cox regression analysis.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BUN, blood urea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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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1. LDL-C 강하효과에 따른 스타틴의 분류 및 비교 

 

LDL-C 이 동맥경화증 및 심혈관 질환의 주요합병증으로 

알려지면서, LDL-C 농도의 조절에 많은 의료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LDL-C 를 낮추기 위한 많은 대규모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2013 년 새로운 ACC/AHC 

가이드라인[6]이 나왔다 NCEP-ATPIII[5]나 ESC/EAS 

가이드라인[7]등 이전의 가이드라인과 달리, 2013 년 ACC/AHA 

가이드라인[6]에서는 LDL-C 값의 목표치가 없어지고, 죽상경화성 

심장혈관병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ASCVD)의 

예방을 주요 치료목표로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스타틴 

치료를 권장하고 있다. 이번 ACC/AHC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변화는 LDL-C 의 목표를 세우지 않았고, baseline 대비 LDL-

C 를 몇 % 낮추었느냐가 큰 특징이다. Baseline LDL-C 과 

비교하여 50%이상 감소시키는 경우를 고강도 스타틴, 30-50% 

감소시키는 경우를 중강도 스타틴, 30%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경우를 저강도 스타틴으로 정의하였다. 이 새로운 ACC/AHC 



60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존의 NCEP-ATP III 가이드라인[5]에 

따른 스타틴 처방 전략의 일부는 과감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어느 범위 안에서 받아들이고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 스타틴의 효능에 대한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icacy) 

ACC/AHC 가이드라인[6]은 스타틴의 처방으로 baseline LDL-

C level을 몇 %를 낮출 수 있느냐에 따라 스타틴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Table 1). 본 연구에서는 ACC/AHC 가이드라인에서 

지정하는 고강도 스타틴의 처방은 굉장히 적었다 (10 case of 

40mg atorvastatin, 39 cases of 20mg rosuvastatin).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Group A (중고강도)와 Group B (중저강도)에 

속하는 스타틴은 모두 ACC/AHC 가이드라인에서는 중강도 

스타틴에 속한다. Group C에 속하는 스타틴은 모두 저강도에 

속하는 스타틴이다.  

Atorvastatin(20mg)과 rosuvastatin(10mg)은 각각 -45.4%와 

-45.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었고, atorvastatin (10mg), 

pitavastatin (2mg), pravastatin (40mg), simvastatin (20mg) 은 

-37.3% ~ -35.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었다. 여러 논문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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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vastatin (20 mg) 다른 스타틴 제제에 비해서 24~27%의 낮은 

LDL-C 강하율을 보이고 있으며[27-31], 이는 pravastatin 

(40mg) 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25~34%).[27, 32-

35]다양한 여러 논문들의 참고치와 비교해보면, atorvastatin 

(10mg) 의 LDL-C 강하율은 대략 34-38%[27-31, 37], 

pitavastatin (2mg)은 대략 39.0%[29], simvastatin (20mg)은 

대략 34~35%[27-31], 그리고 rosuvastatin (10mg)은 대략 

42~50%[31, 36-37]이다. 

또한, LDL-C 의 목표 도달률을 보았을 때, 한국에서는 

서양인과 달리 상대적으로 저용량 혹은 저강도의 스타틴만으로도 

충분히 목표 도달률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CC/AHC guideline에서 중강도 스타틴으로 분류된 

그룹을 두 개로 더 세분화(중고강도 vs. 중저강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CC/AHA guideline은 LDL-C 농도의 

목표가 없고, 일괄적으로 중강도 혹은 고강도의 스타틴을 

권고했으며, 아시아인의 개별차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적용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아직 스타틴에 대한 대규모연구가 없는 점에서 그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적정한 용량의 스타틴 및 LDL-C 농도의 목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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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위험인자 등에 대해서 아시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가 대규모 임상연구 이전에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 ACC/AHC 가이드라인에 따른  

Baseline LDL-C ≥190mg 인 환자에서 스타틴별 비교 

ACC/AHA 가이드라인에서는 baseline LDL-C 190 mg/dL 이 

넘으면 고강도 스타틴 처방을 권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LDL-C 

190 mg/dL 을 넘는다고 하여도 고강도 스타틴의 처방률이 높지 

않았다. ACC/AHA 가이드라인에서 중강도 스타틴으로 규정된 

스타틴 중에서도 atorvastatin (20mg)은 본 연구에서 실제 

50%이상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 경우 고강도 스타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able 8). 그 외 중강도 

스타틴으로 분류되는 pitavastatin (4mg), simvastatin (10 and 

20mg), rosuvastatin (10mg)에서도 모두 50%이상의 LDL_C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ACC/AHA 가이드라인은 새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나 실제로는 샘플사이즈가 작아서 의미를 

이야기하기가 어렵겠다. 샘플사이즈가 적은 까닭에 중강도 

스타틴과 고강도 스타틴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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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torvastatin 20mg과 40mg의 LDL-C 강하율에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simvastatin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Rosuvastatin 의 경우 10mg 과 20mg 의 LDL-C 

강하율에 차이가 있어 보이나 모두 50% 이상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중강도 스타틴으로 분류되는 그룹 내에서 일부는 

고강도 스타틴으로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Figure 10).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baseline LDL-C 가 190mg/dL 을 넘는 

경우, 앞에서 진행된 예비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ACC/AHA 

가이드라인과는 다르게 중강도 스타틴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고강도 스타틴의 경우 고강도 스타틴으로의 

편입이 가능해 보인다(Figure 10). 따라서, 서양인이 아닌 

아시아인에서는 중고강도의 스타틴만으로도 고강도의 스타틴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종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신체적 

특성이나 성향을 반영하여, 인종에 따른 스타틴의 선택 역시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ACC/AHC 가이드라인은 non-Hispanic white and 

African-American population 을 대상으로 도출된 스코어 이다 

새로운 ACC/AHA 가이드라인대로 LDL-C 가 190 mg/dL 이상인 

환자에서 초반부터 고강도 스타틴을 쓰게 되면, 아시아인의 경우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 일본과 중국 등 일부 아시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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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틴의 부작용 발현율이 높아 대부분 낮은 용량을 권하고 있는데, 

이처럼 ACC/AHA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스타틴의 

용량이 증가 혹은 고강도 스타틴의 처방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38,39]. 

따라서 이 ACC/AHA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많은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다[38, 40-41]. 스타틴 처방 후 LDL-C 

감소율이 높을수록 그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8]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아시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LDL-C 강하율에 대한 

새로운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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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틴 관련 간독성 (Statin-related hepatotoxicity) 

 

모든 약제들이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나, 스타틴 관련 간독성 

(statin-related hepatotoxicity)은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가이드라인에서[6]는 aminotransferase가 3배 이하로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타틴의 투약을 중단할 필요가 없으나 

3배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단을 권장하고 있다. 

statin-related aminotransferase elevation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론들이 존재한다. AST or ALT의 상승이 

위약과 대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고[42-43], 일시적인 가역적인 

현상 (reversible adverse reaction)이며, 전격성 간염 (fulminant 

hepatitis)으로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이야기하고 있다[44]. 

하지만, 기존의 대부분 연구들은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의 

하부연구였으며, 엄격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진행된 RCT라는 

점에서는, 실제 임상에서 발생되는 순수한 간독성을 평가한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스타틴 처방으로 인한 aminotransferase의 상승은 보통 첫 처방 

후 12주 안에 나타난다고 한다[45]. 연구마다 그 발생률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스타틴을 처음 처방 받은 이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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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16-21]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baseline AST/ALT가 3배 이상 증가되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normal group과 borderline group을 나누지 않고 

진행되었다.본 연구에서는 normal AST/ALT group과 borderline 

AST/ALT group을 나누어 진행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스타틴의 첫 처방과 상관없이 prior AST/ALT 값에 따라 

다음 방문시의 AST/ALT 값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Figure 11). 첫 처방과 상관없이 normal AST/ALT에서 

abnormal AST/ALT group으로 가는 경우는 약 0.3-1.7%로, 

이는 각 visit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Borderline 

AST/ALT group에서는 1.3-16.0% 로 normal AST/ALT 

group에 비하여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01). 

PITCH 연구[46]에서는 mild-to-moderate increased levels of 

hepatic enzymes을 가진 사람들 (1.25~2.5 times the upper 

limit of the normal range)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2주 이후에는 

ALT가 100 IU/L을 초과하는 경우는 4.3%~5.2%였다. 이 역시 

발생률이 3% 미만이라는 기존의 여러 연구들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LIVES 연구[47]에서는, ALT가 

50 IU/L 미만에서 100 IU/L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1.3% 

(200/15,611 cases)인데 반하여, 50-100 IU/L에서 100 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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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가는 incidence는 14.0% (143/1,024 cases)였다. 

따라서 스타틴을 처음 투여하건 혹은 투여하는 중간이건 

AST/ALT 값이 3배 이하로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AST/ALT 의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REACE 연구의 

하위분석[48]에서는 간수치가 정상상한치의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스타틴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여도 간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유추해 

볼 때, 스타틴 처방을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으나, 조금 더 

간수치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틴 복용으로 인한 약인성 간손상 (clinically apparent DILI)의 

특징을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22] 다양한 연령대(range 41-

80years)와. 다양한 Latency to onset of liver injury(34 

days~10 years)를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간독성에 대한 다양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므로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스타틴별 aminotransferase의 상승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5,448명을 대상으로 subgroup analysis를 하였다. 

양쪽 그룹 모두에서 스타틴별로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으니, normal 

group 에 비해서 borderline group의 경우 차이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Borderline AST/ALT 

group에서는 fluvastatin의 경우 aminotransferase의 상승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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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pitavastatin 의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기존의 다른 여러 논문에서는 스타틴의 종류에 따른 

AST/ALT의 증가율은 각각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Normal 

AST/ALT와 Borderline AST/ALT의 구분이 없고, 대부분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의 Subgroup analysis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12주 동안 진행된 CHIBA 연구[49]에서도 

pitavastatin (2mg)에서는 AST/ALT의 값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atorvastatin (10mg)의 경우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한다(AST, p<0.008 and ALT, p=0.001). 하지만 정상범위 

내에서의 증가이므로 큰 의미는 없었다. 16주간 연구된 PATROL 

연구[50]에서 ALT가 증가된 비율은 pitavastatin (2-4mg) 

12.6%, atorvastatin (10-20mg) 24.7%, rosuvastatin (2.5-

5mg) 13.4%로 pitavastatin 투여군이 가장 낮았다(p=0.043).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pitavastatin의 경우에 가장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었지만 normal AST/ALT에서는 스타틴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baseline 

AST/ALT 값을 나누어 진행하였고, baseline borderline 

AST/ALT의 경우에는 스타틴별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MI가 높을수록 aminotransferase elevation의 

HR 이 감소하고 있다.(HR=0.89) 스타틴은 아니지만, BMI가 I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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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서 development of elevated ALT or AST하는 factor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51], 다양한 약제 등으로 acute toxic 

hepatitis 을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BMI는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52]. 본 연구에서 BMI에 

역상관관계를 보인 이유는 statin-induced hepatotoxicity는 용량 

의존적 (dose-dependent) 이라고 보고되고 있는데[17], BMI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low dose를 복용하게 되는 형태라서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TG 값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으나 

HR=1.00으로 영향력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스타틴 관련 간독성에 대한 연구에서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의 데이터 통합과정에 따른 값들을 각각 비교해 본 

결과(부록 1), 성별, 나이, BMI 등 다양한 여러 변수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결과값인 

baseline normal AST/ALT 보다, baseline borderline AST/ALT 

에서 abnormal AST/ALT 로 가는 확률이 의미 있게 높은 것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의 데이터 각각 모두에서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음으로 중요한 결과값중의 하나인, borderline 

AST/ALT group에서 AST/ALT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independent risk factors 를 보면 (부록 2, 부록 3) atorvastatin 

을 references 로 하여 fluvastatin의 경우 aminotransferas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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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Pitavastatin과 

pravastatin도 병원 별로 각각의 결과와 통합 데이터의 결과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다만, rosuvastatin 과 simvastatin 

은 각각의 결과값과 통합데이터의 결과값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성모병원에서는 BMI, TG, HDL-C 가 영향력을 

가진데 반해, 서울대병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가 나타나는 것은,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EMR data를 이용한 연구에는 여러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 보완해야 할 많은 부분이 있다. 특히 서로 다른 두 개 병원의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할 많은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많은 고민과 경험이 쌓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틴을 처음 복용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 

간손상 발생률은 100인당 년 17.0명이며, 심각한 간 손상도 

100인당 년 평균 3.5명이라고 하였다. 이는 한국인이 서양인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간독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부 아시아에서는 스타틴 부작용의 발현률이 서양인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서양인에 비해서 낮은 용량을 권유하고 

있다[38,39]. 미국 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도 rosuvastatin을 복용하는 아시아인의 혈중 스타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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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농도가 백인보다 높은 까닭으로 [11], 아시아인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을 권장한다 [53].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ACC/AHC 가이드라인[6]에서 ALT는 baseline으로만 측정해도 

되며, 간독성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기적인 ALT 

값의 모니터링은 권장하지 않고 있다.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역시 

스타틴 투여 후 AST or ALT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므로, 정기적인 AST/ALT의 monitoring는 

불필요하다고 한다[18.19]. 하지만 본 연구에서 결과에 

비추어보면, 간수치의 3배 초과하여 증가하는 incidence는 바로 전 

방문시의 AST/ALT 값에 의존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수치가 3배 미만으로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그 

값을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AST/ALT 

값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방문시에 3배 

초과로 증가할 확률이 0.5% 정도이므로 기존의 가이드라인대로 

ALT 값의 모니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borderline 

AST/ALT 에서 statin-related hepatotoxicity 로 발전되는 

경우는 0.18~0.23%로, normal AST/ALT의 0.00~0.06%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비록 statin-related hepatotoxicity는 매우 드물지만, 

Idiosyncratic liver injury associated with statins 은 한번이라도 



72 

발생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54]. 따라서 간수치가 

3배 이하로 증가된 경우에는 스타틴을 중단할 필요가 없지만, 12주 

이후에 AST/ALT를 추적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에 대한 다양한 교란변수들을 추가하여 스타틴 종류별로 

가능한 위험요인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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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EMR 데이터를 이용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이므로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현시점에서 연구대상자를 추적 관찰해 

나가는 전향적 연구와는 달리, 과거의 기록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연구이므로,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원하는 맞춤형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제한점을 가지게 되었다. 

첫번째로, EMR 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하여 키, 몸무게 등 여타 

누락된 검사값들을 제외하고 나면 원래 데이터에서 많은 수의 

샘플이 탈락되고 진행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two-center 

based large-scaled cohort 로 진행되었고, 실제 임상적 

환경(teal practice)에서 진행된 것이기에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연구시작부터 

표준화된 연구설계를 시도하였다. 

두번째는 본 연구는 EMR 데이터를 이용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이므로 약물의 복약순응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스타틴 계열의 약 처방은 EMR로 확인이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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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실제 복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약물순응도의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본 연구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 

스타틴을 처방 받았거나, 영향을 주는 다른 약물의 복용력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조사되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타틴 부작용에 영향을 줄 만한 가능한 변수들을 

최대한 많이 포함시켰으며, multivariable Cox regression 

analysis를 통하여 bias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세 번째는 장기간의 데이터 추출이 향후 필요할 것이며, 그에 

따른 더 많은 데이터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더 많은 양의 다양한 clinical 

or biochemical data 가 추가될 경우에, 스타틴에 반응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혹은 반응을 잘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Biochemical 변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일부 스타틴의 

경우에 그 샘플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평가하기 어려웠던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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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서양인과 동양인 사이에 스타틴의 효과가 지역별, 인종 별로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ACC/AHA guideline 의 분류와 다른 

독자적인 저강도 스타틴과 중강도 스타틴을 가지고 있다[55]. 

하지만, NCEP-ATP III 기준을 따르던 한국에서는 아직 독자적인 

ASCVD risk scoring systems 이 없기 때문에 ACC/AHA 의 

새로운 권고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직 어려울듯하다.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이 서양인에 비해 낮은 동양인에게 고강도 스타틴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무작위 대조군 연구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EMR data 를 이용한 Large scaled retrospective 

cohort 연구이다. 비록 후향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제한점이 존재하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는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록 이러한 종류의 연구가 

RCT 연구를 대신할 수 는 없을 것이나, 연구자가 대규모 RCT 를 

진행하기 이전에 연구의 방향성을 먼저 정리할 수 있으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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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현장에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각 병원에서 

차트의 잔산화가 대부분 이루어짐에 따라 방대하게 많은 양의 

EMR data 가 축적되고 있다. 따라서 EMR 을 근간으로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다양한 연구를 

빠른 기간 내에 진행하고, 실제 진료현장에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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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Check for inclusion criteria (Seoul St. Mary Hospital vs.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24 

 

 
Seoul St. Mary’s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

value 

Female (%) 576 (48.16%) 1849 (42.57%) 0.001 

Age (years) 57.34±13.59 61.41±12.53 <.001 

   ≤49 309 (25.84%) 666 (15.34%)  

   50-59 324 (27.09%) 1092 (25.14%)  

   60-69 335 (28.01%) 1368 (31.50%)  

   ≥70 228 (19.06%) 1217 (28.02%)  

BMI (kg/㎡) 23.92±3.42 24.71±3.52 <.001 

Total cholesterol (mg/dL) 209.2±51.63 158.2±43.07 <.001 

Triglyceride (mg/dL) 162.0±120.0 144.2±93.60 <.001 

HDL-cholesterol (mg/dL) 48.35±15.47 49.71±16.36 0.008 

LDL-cholesterol (mg/dL) 126.9±40.28 87.01±35.51 <.001 

BUN 19.82±13.08 20.07±12.84 0.556 

Creatine 1.38±1.95 1.41±1.59 0.552 

Use of    

fibrates, n (%) 51 (4.26%) 73 (1.68%) <.001 

omega-3 fatty acids, n (%) 43 (3.60%) 135 (3.11%) 0.398 

propranolol, n (%) 103 (8.61%) 71 (1.63%) <.001 

thyroxine, n (%) 89 (7.44%) 187 (4.31%) <.001 

warfarin, n (%) 72 (6.02%) 158 (3.64%) <.001 

  

                                         

24 ; BMI, body mass index;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BUN, blood urea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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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Independent risk factors for developing statin-related 

aminotransferase elevation (3 × UNL) in baseline borderline 

AST/ALT at Seoul St. Mary’s Hospital
25

 

 

  Unadjusted  Adjusted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Statin   0.021    0.305  

Atorvastatin  Reference   Reference  

Fluvastatin  2.10 (0.26-17.11) 0.488   3.19 (0.38-27.12) 0.288  

Pitavastatin  0.48 (0.06-3.87) 0.487   0.62 (0.08-5.10) 0.657  

Pravastatin   0.90 (0.19-4.32) 0.891   1.21 (0.24-6.05) 0.814  

Rosuvastatin  0.67 (0.17-2.59) 0.563   0.84 (0.21-3.31) 0.805  

Simvastatin   3.94 (1.46-10.60) 0.007   2.72 (0.96-7.68) 0.058  

Age  0.97 (0.94-1.00) 0.049   0.99 (0.96-1.02) 0.463  

Sex (Female)  1.40 (0.58-3.41) 0.457   1.14 (0.45-2.85) 0.787  

BMI (kg/m2)  
0.85 (0.75-0.97) 0.013   0.89 (0.83-0.96) 0.002  

Total cholesterol (mg/dL)  
1.01 (1.00-1.02) 0.022   1.01 (1.00-1.01) 0.156  

Triglyceride (mg/dL)  
1.00 (1.00-1.00) 0.031   1.00 (1.00-1.00) 0.003  

HDL-cholesterol (mg/dL)  
1.03 (1.01-1.05) 0.007   1.03 (1.01-1.05) 0.008  

LDL-cholesterol (mg/dL)  
1.00 (0.99-1.01) 0.479   1.00 (0.99-1.01) 0.376  

BUN (mg/dL)  
1.00 (0.97-1.03) 0.940   1.00 (0.97-1.04) 0.878  

Creatinine (mg/dL)  
0.72 (0.34-1.52) 0.384   0.73 (0.34-1.56) 0.412  

                                         

25
 The relative risk factor for development of hepatotoxicity was compared by using 

multivariable Cox regerssion.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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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Independent risk factors for developing statin-related 

aminotransferase elevation (3 × UNL) in baseline borderline 

AST/AL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26

 

  Unadjusted  Adjusted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Statin  
 0.175    0.155  

Atorvastatin  
Reference   Reference  

Fluvastatin  
2.75 (0.92-8.18) 0.068   2.88 (0.96-8.60) 0.059  

Pitavastatin  
0.88 (0.20-3.80) 0.862   0.84 (0.19-3.63) 0.814  

Pravastatin   
1.59 (0.47-5.44) 0.457   1.48 (0.43-5.07) 0.533  

Rosuvastatin  
1.17 (0.55-2.49) 0.690   1.18 (0.55-2.53) 0.663  

Simvastatin   
0.16 (0.02-1.22) 0.077   0.16 (0.02-1.17) 0.071  

Age  
0.99 (0.96-1.01) 0.334   0.99 (0.96-1.01) 0.356  

Sex (Female)  
1.12 (0.57-2.22) 0.741   1.16 (0.58-2.32) 0.666  

BMI (kg/m2)  
0.94 (0.85-1.03) 0.170   0.93 (0.85-1.02) 0.144  

Total cholesterol (mg/dL)  
1.00 (1.00-1.01) 0.462   0.94 (0.85-1.03) 0.805  

Triglyceride (mg/dL)  
1.00 (1.00-1.00) 0.338   1.00 (1.00-1.00) 0.263  

HDL-cholesterol (mg/dL)  
1.01 (0.99-1.02) 0.542   1.00 (0.99-1.02) 0.646  

LDL-cholesterol (mg/dL)  
1.00 (0.99-1.01) 0.465   1.00 (0.99-1.01) 0.391  

BUN (mg/dL)  
1.00 (0.98-1.03) 0.836   1.00 (0.98-1.03) 0.973  

Creatinine (mg/dL)  
0.95 (0.71-1.28) 0.747   0.92 (0.68-1.25) 0.600  

  

                                         

26 26
 The relative risk factor for development of hepatotoxicity was compared by using 

multivariable Cox regerssion.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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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Example of SAS code (Conc.) 

*** From SASdata_김헌성_(N=21233).xlsx; 

 

/* 1. Missing data deletion step by step */ 

 

data statins; 

 set; 

 if sex=. then delete; 

 run; 

 

/* 21333 -> 21060 */ 

 

data statins_1; 

 set statins; 

 if BMI=. then delete; 

 run; 

 

/* 21060 -> 13493 */ 

 

data statins_2; 

 set statins_1; 

 if vis_0_AST=. then delete; 

 run; 

/* 13493 -> 13169 */ 

 

data statins_3; 

 set statins_2; 

 if vis_0_ALT=. then delete; 

 run; 

 

/* 13169 -> 13153 */ 

 

data statins_4; 

 set statins_3; 

 if vis_0_TC=. then delete; 

run; 

 

/* 13153 -> 13023 */ 

 

data statins_5; 

 set statins_4; 

 if vis_0_TG=. then delete; 

run; 

/* 13023 -> 8546 */ 

 

data statins_6; 

 set statins_5; 

 if vis_0_HDL='next' then delete; 

 if vis_0_HDL=. then delete; 

run; 

 

/* 8546 -> 7663 */ 

 

data statins_7; 

 set statins_6; 

 if vis_0_LDL=. then delete; 

run; 

 

/* 7663 -> 7658 */ 

 

data statins_8; 

 set statins_7; 

 if vis_0_creatine=. then delete; 

run; 

 

/* 7658 -> 6738 */ 

 

data statins_9; 

 set statins_8; 

 if vis_0_BUN=. then delet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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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Example of SAS code 

/* Survival test */ 

proc print data=nstatin_3; 

run; 

 

/* A: Pretreatment procedure */ 

 

data nstatin_10; 

    set nstatin_3; 

    if vis_2_range=99 then vis_2_range=.; 

    if vis_3_range=99 then vis_3_range=.; 

    if vis_4_range=99 then vis_4_range=.; 

run; 

 

proc univariate; 

    var vis_2_range vis_3_range vis_4_range; 

run; 

 

data nstatin_11; 

    set nstatin_10; 

    event=0; 

    if vis_1_range>=2 then event=1; 

    if vis_2_range>=2 then event=1; 

    if vis_3_range>=2 then event=1; 

    if vis_4_range>=2 then event=1; 

run; 

 

proc print data=nstatin_11; 

run; 

 

proc univariate; 

    var event; 

run; 

data nstatin_nall; 

    set nstatin_all; 

    statin=put(numeric, 15.); 

run; 

*/ 

data nstatin_all; 

set nstatin_all; 

    if statin='AT40' then statinx=1; /* 1. high-intensity (Ref) */ 

 if statin='AT80' then statinx=1; 

    if statin='RO20' then statinx=2; 

    if statin='AT10' then statinx=3; /* 3. mid-intensity (Ref) */ 

 if statin='AT20' then statinx=3; 

 if statin='FL80' then statinx=4; 

    if statin='PI02' then statinx=5; 

 if statin='PR40' then statinx=6; 

    if statin='RO05' then statinx=7; 

 if statin='RO10' then statinx=7; 

    if statin='SI20' then statinx=8; 

 if statin='SI40' then statinx=8; 

    if statin='FL10' then statinx=11; /* low-intensity*/ 

    if statin='FL20' then statinx=11; 

    if statin='FL40' then statinx=11; 

    if statin='PR10' then statinx=12; 

    if statin='PR20' then statinx=12; 

    if statin='SI10' then statinx=13; 

run; 

proc sort; 

by statinx; 

run; 

proc format; 

    value vis_0_range 0 = 'Normal AST/ALT' 1= 'Borderline 

AST/ALT'; 

 

/* KM Curve */ 

ods graphics on; 

proc lifetest data=nstatin_all plots=survival 

(atrisk(maxlen=13)); 

    time time*event(0); 

    strata vis_0_range; 

    format vis_0_range vis_0_range.; 

run; 

ods graphics off; 

*** Significantly difference  (>.001); 

 

/* check for assumption */ 

proc lifetest data=nstatin_all plots = (s, ls, lls) ; 

    time time*event (0); 

    strata vis_0_range; 

    format vis_0_range vis_0_range.; 

run; 

 

 

 

 

 

proc univariate; 

var statinx;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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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Drugs of 3-Hydroxy-3-methylglutaryl coenzyme 

A reductase inhibitor (HMG-CoA reductase inhibitor, statin) 

family are the ones most preferentially prescribed to prevent 

cardiovascular disease in the patients with a major risk 

hypercholesterolemic factor of   atherosclerosis. In 2013,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ACC / AHA) presented the new guidelines for the treatment of 

hyperlipidemia, of which applications to Asian people are still 

controversial. Thus, this study extracts the clinical data of 

those who have been prescribed statin for the first time and 

development the clinical data mart, and processes the study of 

its effect and side effect by statin, and compares it with the 

2013 ACC/AHC guidelines. 

 

Methods: From January 1st 2013 to December 31st 2013, we 

surveyed targeting the visiting patients who were enrolled to be 

firstly prescribed with statin at Seoul St. Mary’s Hospit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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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lic University an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Various 

data required for clinical study have been extracted from 

clinical data warehouse (CDW), and such acquired materials 

were refined through data quality management (DQM). With 

these, clinical data mart which enabled the re-extraction only 

for the patients to accomplish each purpose of studies was 

constructed. By utilizing this clinical data mart, we extracted a 

various of clinical data at three month intervals for a year from 

the time of receiving the first prescription of statin, and through 

these, we conducted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lowering 

effect of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and 

statin-related hepatotoxicity depending on types of statins 

 

Results: During a period of five years, a total of 88,283 patients 

were initially prescribed with statin.  A total of 7 types of 

statins and 21 doses were extracted per dose. ACC/AHA 

guideline classifies statins into three types of High-

intensity/Moderate-intensity/low-intensity, however, this 

study divided a moderate intensity statin into moderate-high 

intensity statin and moderate-low intensity statin (p = 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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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classified into 4 groups. In addition, for the patient whose 

LDL-C value is more than 190mg/dL, ACC/AHA guideline 

recommends the high-intensity statin, however, in Korea only 

the moderate-high intensity statin could lower LDL-C value 

down to more than 50%. Statin-related hepatotoxicity which 

was targeting 21,233 people show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accordance with baseline AST/ASL value if 

AST/ALT value increased more than three times. Analysis 

results with reference to Atorvastatin (10-20 mg) represented 

that Fluvastatin was the highest (HR=2.96, p=0.029) when 

AST/ALT increased more than three times, and Pitavastatin 

tended to be the lowest (HR=0.76, p=0.657). It was revealed 

that the occurrence of hepatotoxicity was influenced body mass 

index (HR=0.89,P=0.002)와 triglyceride (HR=1.01,P=0.003)  

 

Conclusions: It is required in Korea that many statin groups 

should be reclassified differently from the ACC/AHA guideline, 

and types and doses of statins would be reviewed in detail. In 

particular, as the high-intensity statin suggested by ACC/AHA 

guideline is the way not yet validated in Asia, it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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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 variety of clinical researches should be collected and 

reviewed targeting Asians.  In addition, as Asian people have 

more risks of hepatotoxicity than Westerns, the high-intensity 

statin prescriptions will be increased if 2013 ACC/AHC 

guideline is to be applied as it is, of which side effect would be 

naturally increased accordingly. In other word, it is regarded 

difficult to accept as it is the 2013 ACC/AHC guideline 

recommending a liver function test only when side effects from 

the statin are suspected. In the future, large-scaled random 

clinical trials on this matter would be required, and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the foundation of such researches. 

 

Keywords: Dyslipidemia, statin(s), Electronic medical record, 

Statin-related hepatotoxicity,   

Student number: 2012-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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