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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 2010년 미국 약물 이상반응 보고시스템(FDA's Adverse Event

ReportingSystem)에서 실마리정보 검색결과 라바스타틴과 록세틴의 병

용으로 인한 당상승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2011년 미국에서 후향 으로 

처방내역을 분석한 결과, 라바스타틴과 록세틴의 병용으로 당상승을 

볼 수 있었다.그러나 스타틴과 SSRIs병용으로 인한 당뇨병 발생 험에 

한 평가는 없었다.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2008.1.1.~2012.12.31.)를 이용하여 2009

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진단명 는 부진단명(1개)으로 이

상지질 증 진단(ICD-10,E78)을 받은 20세 이상 환자로 후향 코호트를 구

축하 다.당뇨병이 없는 사람으로 스타틴을 처음 처방받은 날짜를 코호트입

일로 정의하고 스타틴 처방기간내에 SSRIs병용여부에 따라 스타틴 단독

처방군과 SSRIs병용처방군으로 나 었다.코호트입 일 이  6개월 동안 

성,연령,거주지역 등 연구 상자 일반  특성,고 압,뇌졸 ,우울증 등 

동반질환 과거력,glucocorticoid,항정신병약물 등 병용약물 복용여부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성향 수를 산출하 고,1:1짝짓기를 하여 비교성을 높

다.연구종료일(2012.12.31.)까지 당뇨병 발생여부를 추 찰하여 각 군에서 

당뇨병 발생률을 구하 다.교란변수의 향을 보정한 당뇨병 발생 상

험도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 다.

결과 : 스타틴 단독처방군  SSRIs병용처방군은 각각 19,173명으로 후향

 코호트연구 상은 모두 38,346명이었다.SSRIs병용시 당뇨병 발생 상

험도는 1.18배(95% CI1.06-1.30)이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SSRIs와 병용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당뇨병 발생 험이 1.29배에서 1.37

배까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결론 : 본 연구결과,스타틴을 처방받고 있는 이상지질 증환자에서 SSRIs

병용시 당뇨병 발생 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SRIs병용 시 주기

인 당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고 특히 병용 후 30일이내에는 더 주의가 

요구된다.

----------------------------------------------------------------------------------------------

주요어: 당뇨병,스타틴,SSRIs,이상지질 증,후향  코호트연구,약물역학,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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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 연  경

1)스타틴 사용  안 성 문제 

이상지질 증은 흡연,비만,고 압,고 압과 함께 심뇌 질환의 

험인자로 알려져 있다.심뇌 질환은  세계 으로 사망 원인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다.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부담에 하여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2004년에 이어 2008년에도  세계 사망의 약 22%가

허 성 심질환  뇌  질환에 의해 발생하 다고 보고하 다. 한 

2004년 이후 질병으로 인한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2030년에도 심뇌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부분이 될 것을 추정하 다(WHO,2008).우리

나라의 2012년 사망원인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뇌 질환,심장질환,

고 압성 질환을 포함한 순환기계 질환 사망률(인구 10만명 당)이 117.1명

으로 악성신생물에 의한 사망률인 146.5명 다음으로 높았다.이  심질환 

사망률(52.5명)이 가장 높았고,뇌  질환(51.1명),고 압성 질환(10.4명)

순으로 심뇌 질환이 2002년 이후 지속 으로 체 사망원인의 주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개별 악성신생물과 비교하여서도 심뇌 질환이 

가장 높은 사망원인으로 나타났다(통계청,2013).

스타틴은 3-hydroxy-3-methylgultaryl-coenzymeA(HMG-CoA)환원효소 

억제제로  콜 스테롤을 효과 으로 낮추어 뇌졸 ,심부 ,심질환 등 

심뇌 질환의 발생 험을 감소시킨다. 콜 스테롤 합성 과정  

HMG-CoA를 메발론산으로 환하는 단계에 작용하는 HMG-CoA 환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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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억제하여  콜 스테롤을 감소시킨다.스타틴은 LDL콜 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가장 뛰어나고 성지방을 낮추고 HDL콜 스테롤을 증가

시키면서 비교  은 부작용과 내약성을 보이는 장 이 있어 이상지질 증

약물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스타틴의 심 계 질환 방  치료효과 등 안 성과 유효성에 

한 규모 임상시험에서 당뇨병이 새로 발생하는 비율이 스타틴 투여군

에서 높음을 보여 스타틴으로 인한 당뇨병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CollinsR,2003;SeverPS,2003;Shepherdj,2002;NakamuraH,2006;

TheALLHATOfficersandCoordinatorsfortheALLHATCollaborative

Research Group,2002).2002년 질환의 병력이나 험인자를 가진 

70세~82세 고령 환자 5,804명을 상으로 라바스타틴 40mg의 효과를 

연구한 PROSPER 연구(Shepherd j,2002)와 2008년에 LDL-C가 낮거나 

정상이면서 hsCRP가 높은 환자 17,802명에서 로수바스타틴 20mg의 효과를

연구한 JUPITER 연구(RidkerPM,2008)결과 모두 당뇨병 발생 험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JUPITER 연구의 경우 약군과 비교하여 로수바

스타틴군에서 당뇨병 발생 험이 27% 증가했음을 볼 수 있었다.이는 

WOSCOPS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45세~64세 이상지질 증

남성환자 6,595명을 상으로 라바스타틴 40mg을 투여하여 심근경색,사망

등 심 질환 발생 험감소를 평가하 는데 이  5,974명에서 약군을 

기 으로 라바스타틴을 투여한 군에서 당뇨병 발생 험이 30%나 유의하게

감소하 다(FreemanDJ,2001).

13개의 규모 무작 배정 임상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를 보면 약군

보다 스타틴 투여군에서 새로 당뇨병이 발생할 험이 9%정도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한 라바스타틴의 경우 당뇨병이 새로 발생할 험이 

약군보다 낮은 연구결과가 보고되는 등 스타틴 제제별로 당뇨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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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Sattar,2010). 한 당뇨병이 없는 환자에서

인슐린 항성에 한 스타틴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16개 임상연구를 메타

분석을 한 결과 계열효과가 없음을 볼 수 있었다(BakerWL,2009)

이러한 임상시험  역학연구결과 등을 토 로 2012년 미국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향후 당뇨병이 발생할 험성이 높은 환자들에서 당뇨병 치료를

요하는 과 당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스타틴 제제 허가사항에 추가

하 다.그러나,스타틴의 성 험성 감소효과가 과 당증  당뇨병 

발생 험성을 상회하므로 스타틴을 단할 근거는 되지 않으며 지속 인 

모니터링이 권장되었다(FDA,2012;KFDA 2013).스타틴이 당 사와 인슐린

분비를 방해하고 인슐린 항성을 높인다는 의견이 있으나,정확한 기 이 

알려져 있지 않다(SampsonUK,2011).

스타틴을 포함한 지질 하제 뿐 아니라 항우울제 역시 단독요법으로  

세계 으로 리 사용되는 약물  하나이다.국내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결과,우울증의 평생유병률은 2001년 4.0%에서 2006년 5.6%로,2011년에 

6.7%로 차 증가하 으며,일년유병률도 2001년 1.8%에서 2006년 2.5%로,

2011년 3.0%로 지속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보건복지부,2012).선택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s)는 효과가 삼환계 항우울제(TCAs)와 동등하

면서 내약성이 좋고 과다복용에도 안 하여 우울증 약물치료에 있어 일차 

치료제로 사용된다.

2012년 미국에서 당뇨병과 심질환 는 암이 없는 성인 168,435명으로 

구성된 3개 코호트의 연구결과를 메타분석한 결과 SSRI를 포함한 항우울제

복용으로 당뇨병 발생 험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PanA,2012). 한 9개

코호트 연구와 3개 환자 조군연구에 한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항우울제 

복용으로 당뇨병 발생 험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YoonJM,2013).그러나

2007년 네덜란드에서 60,516명의 등록된 약국처방을 분석한 결과 항우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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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으로 당뇨병 발생 험이 증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었다

(KnolMJ,2007). 한 우울증이 당뇨병 발생에 있어 험인자로 작용하는 

결과도(KnolMJ,2006)있으나 아직 항우울제 복용으로 인한 당뇨병 발생

험간의 련성에 하여 규명된 바 없다.

SSRIs은 포도당 항상성에 향을 미치지 않고 citalopram과 fluoxetine의

경우 체 감소 효과가 있는 결과(KivimakiM,2010)도 있으나 SSRIs투여로

당뇨병 발생 험이 증가한 결과도 있다(Pan,2012).SSRIs와 인슐린 감수성

간의 련성에 하여 일치된 결론은 없으나(Al-ZoairyR,2013)fluoxetine은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Potter,1992;Gray DS,1992;Maheux P,

1997)paroxetine과 fluvoxamine은 처음에는 체 감소되다가 장기간 복용시

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ndersohnF,2009).sertraline은 체 감소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결과도 있으나(LawrenceJ,1998)

보다 고연령군에서는 체 감소에 향 없었다(DooganDP,1991).

임상시험으로 단독요법의 치료용량에서 발생하는 이상반응 등을 찰하게

되나 실제 임상에서 환자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상치 못한 한 

이상반응들은 다른 약물과 병용할 때 그 가능성이 커진다.병용하는 두 약물이

같은 사과정을 거치게 될 경우 한 약물이 병용하는 다른 약물의 농도를 

증가 는 감소시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스타틴과 SSRIs는 단독요법 뿐아니라 병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

2010년 미국 약물 이상반응 보고시스템(FDA'sAdverseEventReporting

System)에서 당뇨병과 련된 이상반응이 최소 10건 이상 보고된 37개 

약물을 선정하 으며 이 약물들에 하여 보고된 12,627건에 하여 실마리

정보를 검색한 결과 라바스타틴과 록세틴의 병용으로 인한 당증가를 

알 수 있었다.약물 이상반응 보고자료는 보고된 내용의 근거자료 부족 는

이상반응 보고 락 등 과소보고되는 경향이 있고 신약이 출시되거나 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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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안 조치 등 보고 바이어스에 향을 받으나 이를 이용한 실마리 

검색  보고경향 분석 등은 약물에 한 안 성을 모니터링하는 시  후 

안 성 리로써 요한 역할을 한다.

2)선행연구 황  한계  

스타틴과 항우울제 병용으로 인한 당뇨병 발생 험을 조사한 결과는 

있으나 (Bhattacharrya,2014)스타틴과 SSRIs간의 병용으로 인한 당뇨병 

발생 험에 하여 보고된 연구결과는 없다. 련연구로는 2011년 미국에서

라바스타틴과 록세틴의 병용과 당 증가의 련성을 살펴보고자 후향

으로 처방내역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3개 의료기 에서 라바스타틴과 

록세틴을 각각 단독투여 받은 환자 2,663명,1,603명과 병용투여 받은 환자

135명을 상으로 치료 ·후 당을 비교해 보았다. 라바스타틴과 록세틴을

각각 단독투여 시 당조 이 잘 되었으나 병용투여의 경우 당 조 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병용투여할 경우 당증가에 한

작용기 은 알 수 없었다(TatonettiNP,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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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  필  

앞서 미국에서 3개 의료기 을 내원하여 라바스타틴을 처방받은 환자를

상으로 록세틴의 병용으로 인한 당조 여부를 평가한 연구가 있으나 

이 결과로 병용으로 인한 당뇨병 발생 험의 련성을 알 수 없었다.병용

으로 인한 다른 가능성으로 생물학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당 사에 

향을 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연구에서는 당이라는 변수의 

특성상 동일인에서도 측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한  연구에서 

두 약물을 병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임상  의미를 확인할 수 

없었다.

라바스타틴과 록세틴을 병용할 때 약물상호작용으로 서로 사과정이나

약물농도에 향을  수 있다.그러나 록세틴은 CYP2D6억제제이나 

라바스타틴은 CYPisoenzyme경로로 사되지 않는다.스타틴은 부분 

간에서 사되며 로바스타틴,심바스타틴,아토르바스타틴은 CYP3A4경로를

통하고 루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은 CYP2C9경로와 CYP3A4일부 

경로를 거친다.로수바스타틴은 CYP2C9과 CYP2C19를 통하여 사된다.

SSRIs  록세틴과 루옥세틴은 CYP2D6 억제제로, 루복사민은 

CYP1A2와 CYP2C19억제제로 알려져 있다.스타틴은 사경로가 다양하여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험성에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 

라바스타틴과 록세틴 외 스타틴 각 성분별로 SSRIs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되는 효과에 하여 확인하지 못하여 스타틴 성분별로 병용으로 인한 

상호작용의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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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  목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단명  약물처방내역을 이용하여 

스타틴을 처방받은 이상지질 증 환자 체에 하여 SSRIs와 병용으로 

인한 당뇨병 발생 험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병용으로 인한 당뇨병 발생 험을

평가함으로써 상호작용의 임상  의미를 규명하 다.

스타틴 단독요법과 비교하여 SSRIs와의 병용요법으로 인한 당뇨병 발생

험을 비교평가하고 성별,연령별,동반질환 유무에 따라 층화분석하 다.

한 스타틴 성분별로 당뇨병 발생 험과의 연 성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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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  

가. 연 상 

이상지질 증환자에서 스타틴과 선택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의 병용

여부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당뇨병의 험을 비교하고자 스타틴을 1회 

이상 처방받은 이상지질 증 환자를 연구모집단으로 하여 후향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 상자는 다음의 선정기 과 제외기 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로 

정의하 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국에 소재한 의료

기 을 방문하거나 응 실로 내원 는 입원한 환자  주진단명 는 

부진단명(1개)으로 이상지질 증 진단(ICD-10,E78)을 받은 환자를 연구

모집단으로 선정하 다.이  동일명세서에 스타틴 처방(simvastatin,

lovastatin, pravastatin, fluvastatin, atorvastatin, rosuvastatin,

pitavastatin)을 1회 이상 처방받은 경우 연구 상으로 하 다.

처음 스타틴 처방받은 날을 코호트 입 일(indexdate)로 하고 처음 

스타틴을 처방받은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코호트 입 일 이  6개월 동안

스타틴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연구 상자에서 제외하 다.이 때 

수진자 연령이 20세 미만 는 100세 이상인 경우 제외하 다.새로 발생

하는 당뇨병 험에 한 향을 알아보기 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 동안 는 코호트 입 일 이 당뇨병 진단(ICD-10,

E10-E14)을 받거나 당뇨병 치료제 처방을 받은 경우 연구 상자에서 

제외하 다.코호트 입 일에 두 가지 이상 스타틴을 처방받은 환자도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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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 료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 여 청구목 으로 제출된 명세서,원내 진료내역  상병명,원외 

약물처방내역을 이용하 다.명세서에서 수진자 성별  연령을 포함한 

인구학  정보,요양개시일자,청구된 의료기  지역  종별,진료과목,입원

는 외래 방문 여부,주진단명  부진단명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진단명은

제10차 국제표 질병분류체계(ICD-10)에 기반한 한국표 질병분류체계를 

이용하 다.주진단명  부진단명(1개)이 표 질병 사인분류코드로 E78인 

환자를 이상지질 증 환자로 확인하 다.

약물처방 정보로는 연구 상 약물의 일반명에 따라 주성분코드,제품명,

단 용량  1회 투여량과 1일 투약량,투여경로  제형,총 투여일수 등을

확인하 다 (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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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database 

information

Field Variable

patient's demographics

deidentified patient's unique number, age, 

gender, type of hospital, admission/emergency 

visit/ambulatory care visit

diagnoses diagnosis by ICD-10 code, date of diagnosis

procedure procedure code, date of procedure performed

prescription
drug generic name, prescription date, 

duration, dose, route of administration  



-11-

다. 연 상약   결과변수  

1)연구 상약물

본 연구의 연구 상약물은 스타틴과 선택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이며

국내 품목허가되어 있고 우리나라 약제 여목록(2008년 ~2012년)에 등재된

성분  제품명을 확인하 다.

의약품 ATC분류코드는 세계보건기구의 해부학  치료학  화학  분류

(AnatomicalTherapeuticChemical,WHO)를 이용하여 원내  원외 처방 

내역을 검색하 다.스타틴 7개 성분(simvastatin,lovastatin,pravastatin,

fluvastatin,atorvastatin,rosuvastatin,pitavastatin)과 SSRIs 6개 성분

(citalopram,escitalopram,fluoxetine,fluvoxamine,paroxetine,sertraline)에

한 약물 ATC분류코드와 단  용량은 Table2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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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st of study drugs in the study : statin and SSRIs

Drug class Generic name ATC code Dose

Statin

Atorvastatin C10AA05 10, 20, 40, 80 mg

Fluvastatin C10AA04 20, 40 ,80 mg

Lovastatin C10AA02 20 mg

Pitavastatin C10AA08 1, 2, 4 mg

Pravastatin C10AA03 5, 10, 20, 40 mg

Rosuvastatin C10AA07 5, 10, 20 mg

Simvastatin C10AA01m 10, 20, 40, 80 mg

SSRI

Citalopram N06AB04 20 mg

Escitalopram N06AB10 5, 10, 15, 20 mg

Fluoxetine N06AB03 10, 20 mg

Fluvoxamine N06AB08 50, 100 mg

Paroxetine N06AB05
10, 12.5, 20, 25, 

30, 37.5 mg 

Sertraline N06AB06 50, 10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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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약물노출의 정의

스타틴을 처음 처방받은 일을 코호트 입 일(indexdate)로 정의하고 

마지막 처방일은 투약일수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1).

첫 번째 처방이후 다음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 연속처방으로 보되 마지막

처방일 이후 이  처방기간의 1/2이 되는 시 을 기 으로 이후 처방이 

찰되지 않은 경우 처방이 단된 것으로 정의하 다.처방기간은 처방지속성을

고려하여 처음 처방받은 날로부터 연속되는 처방이 끝나는 마지막 처방일을

기 으로 산출하 다.스타틴 처방 기간내에 SSRIs처방이 있는 경우,

스타틴과 SSRIs병용군으로 정의하 다.

Figure 1. Episode construction methods for identifying prescription 

duration applying the concept of permissible gap.

1)마지막 처방일=처음 처방일+투약일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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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변수의 정의

결과변수는 당뇨병 발생으로 진단명과 약물처방내역으로 확인하 으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이상지질 증 진단으로 스타틴을 처방받은 이후 

주진단명 는 부진단명(1개)으로 당뇨병 진단(E10-E14)을 받아 외래 방문 

는 응 실 내원하거나 입원한 환자로 동일한 명세서에 당뇨병 치료제

(insulin, metformin, glibenclamide, glipizide, gliclazide, glimepiride,

acarbose,voglibose,pioglitazone,sitagliptin,vildagliptin,saxagliptin,

linagliptin,repaglinide,nateglinide,exenatide,mitiglinide)처방이 있는 

경우에 당뇨병 발생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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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추 찰기간 산출

스타틴을 처음 처방받은 날로부터 추 찰을 시작하고 이후 SSRI를 

처방받은 경우를 확인하 다.스타틴 이후 SSRI를 병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SSRI를 처음 처방받은 날로부터 추 찰을 시작하 다.추 찰 종료

시 은 연구종료일(2012년 12월 31일),약물처방 종료일,당뇨병 발생일 

 먼  도달하는 시 으로 하 다.당뇨병 발생시 사건발생으로 보고 

그 외 도 단으로 분류하 다.

코호트 개인별 찰기간의 총합(person-years)을 구하고 사건 발생 건수

/person-years를 이용하여 약물군별 당뇨병 발생율을 산출하 다.

Figure 2. Schematic description of the stud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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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변량  

1)당뇨병에 향 미치는 잠재 인 험요인

교란변수의 정보를 확인하기 해 진단명과 약물처방내역을 이용하여 

코호트 입 일 당시 성별,연령,동반질환과 약물사용 정보를 확인하 다.

잠재 으로 당뇨병 발생 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포함하여 

고 압,말 동맥질환,만성간질환,만성 폐쇄성 폐질환,암,심부 ,허 성

심질환,뇌졸 ,만성신장질환,비만,우울증 유무를 확인하 으며 코호트 

입 일  처방받은 약물  안지오텐신 환효소억제제

(angiotensin-converting-enzyme inhibitor),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

(Angiotensin IIReceptorBlocker),베타차단제 (betablocker),칼슘채  

차단제(Calcium channel blocker), 이뇨제(diuretics), 강심제, 와 린

(warfarin), 헤 린(heparin), 소 응집억제제(platelet aggregation

inhibitors)처방 정보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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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찰슨동반질환 지표 수

환자 동반질환의 증도를 보정하기 하여 찰슨동반질환지표 수

(charlsoncomorbidityindex,CCI)를 계산하 다.사망에 향을 미치는 

동반질환에 가 치를 부여하여 지표화한 것으로 심근경색증,울 성 심부 증,

말 질환,뇌 질환,치매,만성폐질환,결합조직질환,소화성 궤양,

경증 간질환,합병증이 없는 당뇨병은 가 치를 1로 두고 합병증이 동반된 

당뇨병,암 등은 가 치가 2이었다.각 환자에서 코호트 입 일 이 의 입원

 외래 주진단명  부진단명의 상병코드(ICD-10)을 추출한 뒤 아래 

표(Table3)과 같이 가 치를 부여하여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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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ease, their weights, and ICD-10 codes to calculate the 

Charlson comorbidity index.

Charlson 

weights
conditions ICD-10 code

1 Myocardial infarction I21.x, I22.x, I25.2

1
Congestive heart 

failure

I09.9, I11.0, I13.0, I13.2, I25.5, 

I42.0, I42.5–I42.9, I43.x, I50.x,   

P29.0

1
Peripheral vascular 

disease

I70.x, I71.x, I73.1, I73.8, I73.9, 

I77.1, I79.0, I79.2, K55.1,   

K55.8, K55.9, Z95.8, Z95.9

1
C e r e b r o v a s c u l a r 

disease
G45.x, G46.x, H34.0, I60.x–I69.x

1 Dementia F00.x–F03.x, F05.1, G30.x, G31.1

1
Chronic pulmonary 

disease

I27.8, I27.9, J40.x–J47.x, J60.x–

J67.x, J68.4, J70.1, J70.3

1 Rheumatic disease
M05.x, M06.x, M31.5, M32.x–

M34.x, M35.1, M35.3, M36.0

1 Peptic ulcer disease K25.x–K28.x

1 Mild liver disease

B18.x, K70.0–K70.3, K70.9, K71.3

–K71.5, K71.7, K73.x, K74.x, 

K76.0, K76.2–K76.4, K76.8, 

K76.9, Z94.4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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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abetes without 

chronic complication

E10.0, E10.1, E10.6, E10.8, E10.9, 

E11.0, E11.1, E11.6, E11.8,   

E11.9, E12.0, E12.1, E12.6, E12.8, 

E12.9, E13.0, E13.1, E13.6, E13.8, 

E13.9, E14.0,   E14.1, E14.6, 

E14.8, E14.9 

1
Diabetes with chronic 

complication

E10.2–E10.5, E10.7, E11.2–E11.5, 

E11.7, E12.2–E12.5, E12.7,   

E13.2–E13.5, E13.7, E14.2–E14.5, 

E14.7 

2
Hemiplegia or 

paraplegia

G04.1, G11.4, G80.1, G80.2, 

G81.x, G82.x, G83.0–G83.4, G83.9

2 Renal disease

I12.0, I13.1, N03.2–N03.7, N05.2–

N05.7, N18.x, N19.x, N25.0,   

Z49.0–Z49.2, Z94.0, Z99.2

2

Any malignancy, 

including lymphoma 

and leukemia, except 

malignant   neoplasm 

of skin

C00.x–C26.x, C30.x–C34.x, C37.x–

C41.x, C43.x, C45.x–C58.x,   

C60.x–C76.x, C81.x–C85.x, C88.x, 

C90.x–C97.x

3
Moderate or severe 

liver disease

I85.0, I85.9, I86.4, I98.2, K70.4, 

K71.1, K72.1, K72.9, K76.5,   

K76.6, K76.7

6
Metastatic solid 

tumor
C77.x–C80.x

6 AIDS/HIV B20.x–B22.x, B2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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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 스 축

2009.1.1∼ 2009.12.31동안 이상지질 증 진단(ICD-10,E78)을 받아 

스타틴을 처방받은 환자를 상으로 연구 상자를 정의하 다.이들을 

상으로 2008년부터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 여 청구 목 으로 

제출된 원내  원외 약물처방내역  진단명을 이용하여 후향  코호트를

구축하 다.

본 연구는 고정형 코호트(fixedcohort)로 설계되었으며 처음 스타틴을 

처방받은 날을 코호트 입 일로 하 다.코호트 입 일 이  6개월을 

자격기간(eligibilityperiod)로 정의하 다.자격기간 동안 진료내역은 연구

상 선정  제외를 한 자료로 이용하 으며 이 기간 정보를 이용하여 

성향 수(propensityscore)를 산출하 다.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 동안 연구 상약물을 처방받은 환자의 

약물사용내역과 진료정보를 환자별로 구축하 다.코호트 입  이후 연구

상을 찰하면서 결과변수인 당뇨병 진단명과 당뇨병 치료제 처방정보,

당뇨병 발생에 향을  수 있는 잠재  교란변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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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1)성향 수 산출  짝짓기

스타틴 단독처방군과 SSRI병용처방군간 공변량의 불균형을 보정하기

해 스타틴을 처음 처방받을 당시의 특성에 한 성향 수를 산출하 다.

찰된 공변량에서 각 환자가 치료를 받은 조건부 확률로 각 치료군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 다.성향 수 산출에 사용된

변수는 코호트 입  시 각 환자의 인구학  특성인 연령,성별과 거주

지역,입 일 이  6개월간 의료기  방문횟수,입원 횟수,찰슨동반질환

지표 수,동반상병,병용약물을 포함하 다.동반질환에 고 압,당뇨병,

말 동맥질환,만성간질환,만성 폐쇄성 폐질환,암,심부 ,만성신장질환,

비만, 우울증을 포함하 다. 병용약물로 안지오텐신 환효소억제제

(angiotensin-converting-enzyme inhibitor),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

(AngiotensinIIReceptorBlocker),베타차단제 (betablocker),칼슘채 차단제

(Calcium channelblocker),이뇨제(diuretics),강심제,와 린(warfarin),

헤 린(heparin), 소 응집억제제(plateletaggregationinhibitors)를 확인

하 다.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성향 수를 산출하 으며 추정된 성향 수의 

합도를 확인하기 하여 호스머와 렘쇼 검정을 통해 보정능력을,

C-통계량을 통하여 별능력을 단하 다.본 연구에서는 잠재  련성이

있을 것으로 정의한 교란변수와 인구학  변수,기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여

p값 0.05를 기 으로 의미있는 변수들을 선택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구축하 다.산출된 성향 수를 이용하여 스타틴 단독처방군과 SSRIs

병용처방군을 1:1로 짝짓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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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뇨병 발생률  95% 신뢰구간 산출

스타틴 단독처방군과 SSRI병용처방군간 당뇨병 발생률을 산출하 다.

스타틴 처음 처방일로부터 추 찰을 시작하 으며 당뇨병 발생,연구

종료일(2012년 12월 31일),약물 단일  먼  도달하는 시 에 찰 

종료하 다.

스타틴 단독처방군과 SSRIs병용처방군  스타틴 성분별(simvastatin,

lovastatin,pravastatin,fluvastatin,atorvastatin,rosuvastatin,pitavastatin)

각 군에서 당뇨병 발생건수와 찰기간의 총합을 인-년(person-years)단 로

산출하 다.각 군에서 당뇨병 발생률(incidencerate,IR)과 95% 신뢰구간을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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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화분석  민감도 분석

성별  연령군(10세 연령군별),동반질환 여부(고 압,비만,허 성 

심질환,우울증)에 따라 층화분석을 하 다. 구증상에 의한 교란을 고려

하여 indexdate로부터 30일,60일,90일,120일,150일,180일 동안 발생한 

당뇨병 발생과 성향 수로 짝지어진 환자를 제외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다.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통계분석은 SASEnterpriseGuideversion

5.1(SASInstitute,Cary,NC,USA)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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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 보 사용에 한 

본 연구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 볼 수 없도록 난수화방법으로 개인식별 체키를 부여한 뒤 자료 제공

받았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한 분석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 

분석하 다.

본 연구계획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정보공개심의 원회(Health

InformationDisclosureCommittee)와 서울 학교 의과 학/서울 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 원회(IRB,InstitutionalReview Board)로부터 심의면제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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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결과 

가. 연 상   특

2009.1.1∼ 2009.12.31동안 외래,응 실 내원하거나 입원한 환자  

주진단명 는 부진단명(1개)으로 이상지질 증 진단(ICD-10,E78)을 받은 

환자는 2,687,209명이었다.이 에 새로 처방받은 스타틴임을 확인하기 

해 2008.1.1 ∼ 2008.6.31 동안 스타틴 처방받은 이 있는 환자 

1,322,852명을 제외하 다. 한 스타틴을 처음 처방받아 코호트에 입 하게

될 때 연령이 20세 미만 는 100세 이상인 931명을 제외하 다.결과

변수로 새로 발생하는 당뇨병 발생 험을 알아보기 하여 2008.1.1∼

2008.6.31 는 코호트 입 일 이  당뇨병 진단(ICD-10,E10-E14)을 

받거나 당뇨병 치료제 처방받은 이 있는 127,580명을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코호트 입 일에 두 가지 이상 스타틴을 처방받은 환자 

412,475명을 제외하여 연구모집단 823,371명을 확인하 다.

스타틴을 처음 처방받게 되는 일 이  6개월간 자격기간동안 정보를 

이용하여 스타틴 처음 처방받을 때의 특성에 한 성향 수를 산출하고 

이로 1:1짝짓기하 다.스타틴 처음 처방받은 이후 SSRIs병용여부에 따라

단독처방 는 병용처방으로 구분하 다.스타틴 단독처방군  SSRIs병용

처방군은 각각 19,173명으로 후향  코호트연구 상은 모두 38,346명이었다

(Figur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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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election of the study subjects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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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수로 짝짓기 이  코호트에서 스타틴 단독처방군의 평균연령은 

55.7세(표 편차±12.0),SSRIs병용처방군은 58.8세(표 편차±12.1)이 으며 

짝짓고 난 후에는 스타틴 단독처방군은 59.4세(표 편차±12.3),SSRIs병용

처방군은 58.8세(표 편차±12.1)이 다.연구 상의 동반질환  병용약물 

사용분포를 보았을 때 짝짓기 이  연구 상에서 군간 차이를 보 던 

찰슨동반질환지수,동반질환 과거력(고 압,뇌졸 ,우울증)  병용약물 

(glucocorticoid,항정신병약물,고 압제제,항 소 제제)이 성향 수로 

1:1짝짓기한 연구 상에서는 차이가 어듬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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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in the overall cohort and propensity score based 1:1 matched 

cohort

Characteristics

Overall 

cohort

1:1 propensity score 

matched cohort
Statin Statin+SSRIs

d
Statin Statin+SSRIs

d
N (%) N (%) N (%) N (%)

Total　 804,185 19,186 　 19,173 19,173 　

Male 336,592 41.9 5,714 29.8 0.25 8131 42.4 5,709 29.8 0.27 

Age 

(Mean, SD)
55.7 12.0 58.8 12.1 0.18 59.4 12.3 58.8 12.1 0.03 

20~29 12,477 1.6 176 0.9 0.06 172 0.9 176 0.9 0.00 

30~39 58,680 7.3 937 4.9 0.10 890 4.6 936 4.9 0.01 

40~49 168,862 21 3,114 16.2 0.12 3058 15.9 3,113 16.2 0.01 

50~59 266,268 33.1 5,856 30.5 0.06 5532 28.9 5,853 30.5 0.04 

60~69 189,263 23.5 5,151 26.8 0.08 5183 27.0 5,149 26.9 0.00 

70~79 89,697 11.2 3,214 16.8 0.16 3450 18.0 3,208 16.7 0.03 

80+ 18,938 2.4 738 3.8 0.09 888 4.6 738 3.8 0.04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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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 

(Mean, SD)
1.6 1.9 3.1 2.6 0.45 2.0 1.8 1.6 1.5 0.16 

0 246,823 30.7 2,492 13.0 0.44 3629 18.9 4,649 24.2 0.13 

1 232,264 28.9 3,621 18.9 0.24 5449 28.4 6,120 31.9 0.08 

2 137,964 17.2 3,411 17.8 0.02 4404 23 4,308 22.5 0.01 

3 80,713 10 2,825 14.7 0.14 2736 14.3 2,321 12.1 0.06 

4 46,559 5.8 2,317 12.1 0.22 1540 8 1,040 5.4 0.10 

5+ 59,862 7.4 4,520 23.6 0.46 1415 7.4 735 3.8 0.15 

chronic 

kidney disease
4,173 0.5 124 0.6 0.02 235 1.2 124 0.6 0.06 

hypertension 413,268 51.4 11,764 61.3 0.20 12,665 66.1 11,754 61.3 0.10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85,540 10.6 2,672 13.9 0.10 3,214 16.8 2,667 13.9 0.08 

obesity 1,569 0.2 46 0.2 0.01 37 0.2 46 0.2 0.01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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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cer 20,231 2.5 706 3.7 0.07 901 4.7 705 3.7 0.05 

Ischemic heart 

disease
90,829 11.3 3,335 17.4 0.17 4,910 25.6 3,332 17.4 0.20 

 stroke 41,576 5.2 2,434 12.7 0.27 2,826 14.7 2,428 12.7 0.06 

chronic liver 

disease 
78,059 9.7 1,745 9.1 0.02 2,997 15.6 1,745 9.1 0.20 

depression 55,062 6.8 7,595 39.6 0.84 7,575 39.5 7,584 39.6 0.00 

chronic 

hepatitis B
77,344 9.6 1,994 10.4 0.03 2,565 13.4 1,992 10.4 0.09 

glucocorticoid 271,938 33.8 7,628 39.8 0.12 8,661 45.2 7,623 39.8 0.11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s

40,421 5.0 1,227 6.4 0.06 1,718 9.0 1,227 6.4 0.10 

Beta-blockers 134,789 16.8 5,783 30.1 0.32 5,646 29.4 5,777 30.1 0.01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antagonists

191,470 23.8 5,653 29.5 0.13 5,335 27.8 5,645 29.4 0.04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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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psychotics 9,973 1.2 1,417 7.4 0.31 1,408 7.3 1,410 7.4 0.00 

Calcium 

channel 

blockers

270,222 33.6 7,757 40.4 0.14 8,284 43.2 7,749 40.4 0.06 

Diuetics 199,016 24.7 5,834 30.4 0.13 5,883 30.7 5,827 30.4 0.01 

Alpha blocker 8,941 1.1 271 1.4 0.03 360 1.9 270 1.4 0.04 

Platelet 

aggregation  

inhibitors

239,958 29.8 7,914 41.2 0.24 8,432 44.0 7,905 41.2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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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택  닌 재 수 억 병용  한 당뇨병 생 험 

비

1) 스타틴과 SSRIs 사용 양상

스타틴 단독처방군과 병용처방군에서 추 찰기간동안 SSRIs와 병용

기간에 따른 험도 차이를 악하고자 스타틴 처방기간내 SSRIs처방

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의 비를 산출하 다.이 때 두 가지 이상의 SSRIs을

같이 사용한 경우는 제외하 다(Table5). 한 스타틴 처방기간내 SSRIs

처방지속기간이 제일 긴 기간과의 비를 산출하 다(Tabl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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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stribution of proportion of days  covered for SSRIs by persistent duration of statin in the 

propensity score based 1:1 matched cohort

statin duration 

(days)

number of 

patients

proportion of days covered for SSRIs

0 <0.25 0.25≤ <0.75 0.75≤

(%) (%) (%) (%)

<30 2,228 89.5 1.2 7.0 2.2 

30≤ <90 6,746 79.5 5.6 11.8 3.1 

90≤ <180 4,984 69.5 13.5 13.4 3.6 

180≤ <365 5,996 60.8 23.7 12.4 3.2 

365≤ <730 4,817 52.7 33.4 11.5 2.4 

730≤ <1,095 2,348 42.1 45.1 11.0 1.7 

1,095≤ 10,363 40.8 48.1 9.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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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stribution of proportion of days  covered for the longest period of SSRIs by persistent duration 

of statin in the propensity score based 1:1 matched cohort

statin duration 

(days)

number of 

patients

proportion of days covered for SSRIs

0 <0.25 0.25≤ <0.75 0.75≤

(%) (%) (%) (%)

<30 2,235 89.4 1.2 7.1 2.3 

30≤ <90 6,772 78.4 6.0 12.8 2.7 

90≤ <180 5,015 68.0 15.8 13.7 2.5 

180≤ <365 6,065 58.6 27.2 12.1 2.1 

365≤ <730 4,954 50.1 38.7 9.6 1.6 

730≤ <1,095 2,462 39.1 50.7 8.6 1.6 

1,095≤ 10,843 38.0 53.4 7.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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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틴과 SSRIs 병용에 따  당뇨병 생 상 험도 평가

성향 수로 1:1짝짓은 코호트에서 스타틴 단독처방군에서 당뇨병 발생률은

1,000인년당 25.3건(95% CI25.22-25.34)이었으며 SSRIs병용처방군에서는 

26.5건(95% CI26.48-26.58)이었다.스타틴 단독처방군을 기 으로 SSRIs

병용처방군의 당뇨병 발생 상 험도를 산출하 다.조 험도는 1.11(95%

CI:1.01-1.23)이었으며 교란변수를 보정한 상 험도는 1.18(95% CI:

1.06-1.30)로 SSRIs병용처방군에서 당뇨병 발생 험이 1.18배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볼수 있었다(Tab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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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isk of new onset diabetes with combined use of statins and SSRIs, as compared with statins 

alone in the propensity score based 1:1 matched cohort

person-

years

number of

events

Incidence rate per 

1,000 person-years

(95% CI) 

crude HR 

(95% CI)

adjusted HR* 

(95% CI)

statin 24,249.0 613 25.3(25.22-25.34) 1.00(Ref) 1.00(Ref)

statin +

SSRIs
36,602.6  971 26.5(26.48-26.58) 1.11(1.01-1.23) 1.18(1.06-1.30)

*Adjusted for gender, age,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 diagnosis of hypertensio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trial fibrillation and flutter, use of calcium channel blockers, diuretics, digo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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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감도 

구증상에 의한 교란을 고려하여 indexdate로부터 일정기간(1개월,2개월,

3개월,4개월,5개월,6개월)동안 발생한 당뇨병 발생과 성향 수로 짝지어진

환자를 제외하여 당뇨병 발생 험을 비교하 다.스타틴 처음 처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생한 당뇨병 발생과 성향 수로 짝지어진 환자를 제외한 후 

SSRIs병용처방군에서 교란변수를 보정한 상 험도는 1.20(95% CI:

1.07-1.34)이 다.이후 3개월 이내,6개월 이내 발생한 당뇨병 발생과 성향

수로 짝지어진 환자를 제외한 후 SSRIs병용처방군에서 교란변수를 보정한

상 험도는 각각 1.23(95% CI:1.09-1.39),1.24(95% CI:1.08-1.41)이 으며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 다(Table8).



-38-

Table 8.  Sensitivity analysis on risk of new onset diabetes according to the different periods in diagnosis 

in the propensity score based 1:1 matched cohort

exclusion criteria crude HR (95% CI) adjusted HR*(95% CI)

more than 30 days from 

index date

statin 1.00(Ref) 1.00(Ref)

statin + SSRIs 1.14(1.02-1.27) 1.20(1.07-1.34)

more than 60 days from 

index date 

statin 1.00(Ref) 1.00(Ref)

statin + SSRIs 1.14(1.02-1.27) 1.19(1.06-1.33)

more than 90 days from 

index date

statin 1.00(Ref) 1.00(Ref)

statin + SSRIs 1.17(1.04-1.31) 1.22(1.08-1.38)

more than 120 days from 

index date 

statin 1.00(Ref) 1.00(Ref)

statin + SSRIs 1.18(1.05-1.33) 1.23(1.09-1.39)

more than 150 days from 

index date

statin 1.00(Ref) 1.00(Ref)

statin + SSRIs 1.17(1.03-1.33) 1.22(1.07-1.39)

more than 180 days from 

index date

statin 1.00(Ref) 1.00(Ref)

statin + SSRIs 1.19(1.04-1.35) 1.24(1.08-1.41)

*Adjusted for gender, age,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 diagnosis of hypertensio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trial fibrillation and flutter, use of calcium channel blockers, diuretics, digo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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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틴 별 당뇨병 생 상 험도 평가

스타틴 단독처방군에서 성분별 당뇨병 발생률을 산출하 다.

fluvastatin을 처방받은 군에서 1,000인년당 16.1건(95% CI:15.58-16.47)

이었으며 pravastatin군에서 1,000인년당 18.5건(95% CI:18.19-18.80),

rosuvastatin군에서 1,000인년당 24.4건(95% CI : 24.23-24.64),

atorvastatin군에서 1,000인년당 25.1건(95% CI:25.04-25.20),lovastatin군

에서 1,000인년당 25.7건(95% CI:24.85-26.44),pitavastatin군에서 1,000

인년당 26.2건(95% CI:25.93-26.55),simvastatin군에서 1,000인년당 28.2건

(95% CI:28.06-28.40)이었다.

스타틴 성분별 당뇨병 발생 상 험도를 pravastain을 기 으로 

보았을 때 fluvastatin군에서 0.85배(95% CI:0.31-2.36)이 으며 이외 다른

스타틴에서 상 험도가 증가하 으나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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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Incidence rates and hazard ratio of new onset diabetes within statins alone in the propensity score 

based 1:1 matched cohort

person-

years

number of

events

Incidence rate per 

1,000 person-years

(95% CI) 

crude HR

(95% CI)

adjusted HR*

(95% CI)

pravastatin 757 14 18.5(18.19-18.80) 1.00(Ref) 1.00(Ref)

fluvastatin 312 5 16.1(15.58-16.47) 0.84(0.30-2.34) 0.85(0.31-2.36)

lovastatin 156 4 25.7(24.85-26.44) 1.21(0.40-3.69) 1.18(0.39-3.58)

simvastatin 3,861 109 28.2(28.06-28.40) 1.43(0.82-2.50) 1.40(0.80-2.45)

rosuvastatin 2,210 54 24.4(24.23-24.64) 1.40(0.78-2.52) 1.40(0.78-2.52)

pitavastatin 1,029 27 26.2(25.93-26.55) 1.42(0.75-2.71) 1.42(0.74-2.70)

atorvastatin 15,925 400 25.1(25.04-25.20) 1.41(0.83-2.40 1.37(0.80-2.33)

*Adjusted for gender, age,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 diagnosis of hypertensio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trial fibrillation and flutter, use of calcium channel blockers, diuretics, digo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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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틴 성분별로 SSRIs병용처방군에서 당뇨병 발생률을 산출하 다.

fluvastatin을 처방받은 군에서 SSRIs사용할 경우 당뇨병 발생률은 1,000

인년당 17.6건(95% CI:17.22-18.05)이었으며 pravastatin과 SSRIs병용시 

1,000인년당 16.1건(95% CI:15.84-16.31),rosuvastatin과 SSRIs병용시 

1,000인년당 21.5건(95% CI:21.34-21.66),atorvastatin과 SSRIs병용시 

1,000인년당 28.1건(95% CI:28.07-28.21), lovastatin과 SSRIs병용시 

1,000인년당 11.2건(95% CI:10.68-11.66),pitavastatin과 SSRIs병용시 

1,000인년당 16.5건(95% CI:16.26-16.65),simvastatin과 SSRIs병용시 

1,000인년당 28.6건(95% CI:28.42-28.71)이었다.

스타틴 성분별로 스타틴 단독처방군과 비교하여 SSRIs병용처방군에서

당뇨병 발생 상 험도를 구하 다.atorvastatin군에서 1.24배(95% CI:

1.10-1.41)상 험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fluvastatin군

에서는 1.24배(95% CI:0.33-4.67),simvastatin군에서 1.18배(95% CI:

0.91-1.52)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이외 pravastain군

에서 0.89배(95% CI:0.43-1.85),lovastatin군에서 0.82배(95% CI:

0.12-5.55),rosuvastatin군에서 0.96배(95% CI:0.66-1.39),pitavastatin군

에서 0.80배(95% CI:0.45-1.38)감소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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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Incidence rates and hazard ratio of new onset diabetes according to statins in the propensity 

score based 1:1 matched cohort

person-

years

number of

events

Incidence rate per 

1,000 person-years

(95% CI) 

crude HR

(95% CI)

adjusted HR

(95% CI)

pravastatin 757 14 18.5(18.19-18.80) 1.00(Ref) 1.00(Ref)

pravastatin + 

SSRIs
1120 18 16.1(15.84-16.31) 0.95(0.47-1.92) 0.89(0.43-1.85)

fluvastatin 312 5 16.1(15.58-16.47) 1.00(Ref) 1.00(Ref)

fluvastatin + 

SSRIs
397 7 17.6(17.22-18.05) 1.10(0.35-3.48) 1.24(0.33-4.67)

lovastatin 156 4 25.7(24.85-26.44) 1.00(Ref) 1.00(Ref)

lovastatin + 

SSRIs
179 2 11.2(10.68-11.66) 0.58(0.11-3.14) 0.82(0.12-5.55)

(to be continued)



-43-

simvastatin 3861 109 28.2(28.06-28.40) 1.00(Ref) 1.00(Ref)

simvastatin + 

SSRIs
5252 150 28.6(28.42-28.71) 1.07(0.84-1.38) 1.18(0.91-1.52)

rosuvastatin 2210 54 24.4(24.23-24.64) 1.00(Ref) 1.00(Ref)

rosuvastatin + 

SSRIs
3209 69 21.5(21.34-21.66) 0.93(0.65-1.33) 0.96(0.66-1.39)

pitavastatin 1029 27 26.2(25.93-26.55) 1.00(Ref) 1.00(Ref)

pitavastatin + 

SSRIs
1641 27 16.5(16.26-16.65) 0.68(0.40-1.16) 0.80(0.45-1.38)

atorvastatin 15925 400 25.1(25.04-25.20) 1.00(Ref) 1.00(Ref)

atorvastatin + 

SSRIs
24805 698 28.1(28.07-28.21) 1.18(1.05-1.34) 1.24(1.10-1.41)

*Adjusted for gender, age,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 diagnosis of hypertensio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trial fibrillation and flutter, use of calcium channel blockers, diuretics, digo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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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Is성분별로 SSRIs병용처방군에서 당뇨병 발생률을 산출하 다.

이 때 두 가지 이상의 SSRIs을 같이 사용한 경우는 제외하 다.스타틴과 

paroxetine 병용시 당뇨병 발생률은 1,000인년당 25.0건(95% CI :

24.91-25.14)이었으며 citaloproam  escitaloparm과 병용시 1,000인년당 

27.3건(95% CI:27.20-27.37),fluoxetine과 병용시 1,000인년당 27.9건(95%

CI:27.73-27.98),fluvoxamine과 병용시 1,000인년당 25.3건(95% CI:

25.00-25.59),sertraline과 병용시 1,000인년당 24.1건(95% CI:23.94-24.24)

이었다.SSRIs성분별로 스타틴 단독처방군과 비교하여 SSRIs병용처방군에서

당뇨병 발생 상 험도를 구하 다.citaloproam  escitaloparm과 병용시

1.20배(95% CI:1.06-1.37),fluoxetine과 병용시 1.19배(95% CI:1.01-1.41)

상 험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그 외 paroxetine과 병용시 

1.09배(95% CI :0.93-1.29),fluvoxamine과 병용시 1.10배(95% CI :

25.00-25.59),sertraline과 병용시 1.04배(95% CI:0.84-1.29)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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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Incidence rates and hazard ratio of new onset diabetes according to combination of statins and 

SSRIs in the propensity score based 1:1 matched cohort

person-

years

number of

events

Incidence rate per 

1,000 person-years

(95% CI) 

crude HR

(95% CI)

adjusted HR

(95% CI)

statin 24,249.0 613 25.3(25.22-25.34) 1.00(Ref) 1.00(Ref)

+ paroxetine 7,432.3 186 25.0(24.91-25.14) 1.04(0.88-1.23) 1.09(0.93-1.29)

+ citaloproam,

  escitaloparm
14,808.6  404 27.3(27.20-27.37) 1.17(1.03-1.32) 1.20(1.06-1.37)

+ fluoxetine 6,786.1  189 27.9(27.73-27.98) 1.15(0.98-1.36) 1.19(1.01-1.41)

+ fluvoxamine 1,146.5  29 25.3(25.00-25.59) 1.08(0.75-1.57) 1.10(0.76-1.61)

+ sertraline 4,067.5  98 24.1(23.94-24.24) 1.01(0.82-1.30) 1.04(0.84-1.29)

*Adjusted for gender, age,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 diagnosis of hypertensio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trial fibrillation and flutter, use of calcium channel blockers, diuretics, digo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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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기간에 따른 당뇨병 발생 험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스타틴 처방기간 

내 제일 긴 SSRI병용기간에 한 당뇨병 발생률을 산출하 다.스타틴 처음

처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생한 당뇨병 발생과 성향 수로 짝지어진 환자를

제외하여 분석하 다.SSRI병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당뇨병 발생률은 

1,000인년당 25.4건(95% CI:25.18-25.64),7일 이상 15일 이내인 경우 1,000

인년당 24.3건(95% CI:24.20-24.46),15일 이상 30일 이내인 경우 1,000인년당 

23.2건(95% CI:23.03-23.29),30일 이상인 경우 1,000인년당 20.2건(95% CI:

20.16-20.28)이었다.SSRIs병용기간별로 스타틴 단독처방군과 비교하여 SSRIs

병용처방군에서 당뇨병 발생 상 험도를 구하 다.SSRI병용기간이 7일

이내 SSRIs병용처방군에서 교란변수를 보정한 상 험도는 1.34배(95%

CI:0.99-1.82)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7일 이상 15일 이내인

경우 1.37배(95% CI:1.12-1.66),15일 이상 30일 이내인 경우 1.29배(95% CI:

1.05-1.58)증가하 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30일 이상인 경우 1.13배(95%

CI:0.99-1.29)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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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Incidence rates and hazard ratio of new onset diabetes according to combination period of 

statins and SSRIs in the propensity score based 1:1 matched cohort

　
person-

years

number of 

events

Incidence rate per 

1,000 

person-years

(95% CI) 

crude HR

(95% CI)

adjusted HR

(95% CI)

statin alone 24,229.3 436 18.0(17.94-18.05) 1.00(Ref) 1.00(Ref)

statin+SSRIs 36,583.0 789 21.6(21.52-21.61) 1.17(1.14-1.31) 1.22(1.08-1.38)

0<t≤7days 1,849.7 47 25.4(25.18-25.64) 1.38(1.02-1.86) 1.34(0.99-1.82)

7<t≤15days 5,754.6 140 24.3(24.20-24.46) 1.32(1.09-1.60) 1.37(1.12-1.66)

15<t≤30days 5,439.9 126 23.2(23.03-23.29) 1.26(1.04-1.54) 1.29(1.05-1.58)

30days<t 23,538.7 476 20.2(20.16-20.28) 1.09(0.96-1.24) 1.13(0.99-1.29)

*Adjusted for gender, age,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 diagnosis of hypertensio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trial fibrillation and flutter, use of calcium channel blockers, diuretics, digo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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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기간에 따른 당뇨병 발생 험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스타틴 처방기간 

내  SSRI병용기간의 총 합에 한 당뇨병 발생률을 산출하 다.스타틴 처음

처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생한 당뇨병 발생과 성향 수로 짝지어진 환자를

제외하여 분석하 다.SSRI병용기간이 7일이내인 경우 당뇨병 발생률은 

1,000인년당 25.9건(95% CI:25.65-26.14),7일이상 15일이내인 경우 1,000인년당

23.3건(95% CI:23.12-23.39),15일이상 30일이내인 경우 1,000인년당 24.8건

(95% CI:24.65-24.94),30일이상인 경우 1,000인년당 20.1건(95% CI:

20.01-20.13)이었다.SSRIs 병용기간별로 스타틴 단독처방군과 비교하여 

SSRIs병용처방군에서 당뇨병 발생 상 험도를 구하 다.SSRI병용

기간이 7일이내 SSRIs병용처방군에서 교란변수를 보정한 상 험도는 

1.37배(95% CI:1.00-1.88),7일이상 15일이내인 경우 1.32배(95% CI:

1.07-1.63),15일이상 30일이내인 경우 1.37배(95% CI:1.11-1.69)증가하 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30일이상인 경우 1.12배(95% CI:0.99-1.29)증가

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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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Incidence rates and hazard ratio of new onset diabetes according to combination period of 

statins and SSRIs in the propensity score based 1:1 matched cohort when multiple prescription excluded

　
person-

years

number of

events

Incidence rate per 

1,000 

person-years

(95% CI) 

crude HR

(95% CI)

adjusted HR

(95% CI)

statin alone 24,229.3 436 18.0(17.94-18.05) 1.00(Ref) 1.00(Ref)

statin+SSRIs 34,222.7 734 21.4(21.40-21.50) 1.16(1.03-1.31) 1.21(1.07-1.37)

0<t≤7 days 1,699.1 44 25.9(25.65-26.14) 1.41(1.03-1.92) 1.37(1.00-1.88)

7<t≤15 days 4,946.0 115 23.3(23.12-23.39) 1.27(1.03-1.56) 1.32(1.07-1.63)

15<t≤30 days 4,557.5 113 24.8(24.65-24.94) 1.36(1.10-1.67) 1.37(1.11-1.69)

30days<t 23,020.2 462 20.1(20.01-20.13) 1.08(0.95-1.24) 1.12(0.98-1.28)

*Adjusted for gender, age,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 diagnosis of hypertensio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trial fibrillation and flutter, use of calcium channel blockers, diuretics, digo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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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층

성별에 따라 층화하 을 때 SSRIs병용군에서 교란변수의 향을 보정한

당뇨병 발생 상 험도는 남성에서 1.27배(95% CI:1.07-1.50)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여성에서는 1.11배(95% CI:

1.98-1.27)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군에 따라 층화하 을 때 50세 이상 연령군에서 당뇨병 발생 상

험도가 1.14배(95% CI:1.00-1.31),1.45배(95% CI:1.18-1.78)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pfortrend<0.0001).

고 압,비만,우울증 유무에 따라 당뇨병 발생 상 험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다르다고 볼 수 없었다.허 성심질환 유무에 따라 층화하 을 때

허 성심질환이 없는 환자에서 당뇨병 발생 험이 1.08배(95% CI :

0.96-1.22), 허 성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1.42배(95% CI:1.16-1.75)증가

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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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Subgroup analyses of the risk of new onset diabetes with combined use of statins and SSRIs, as 

compared with statins alone in the propensity score based 1:1 matched cohort

Incidence rate per 1,000 person-years 

(95% CI) crude HR

(95% CI)

adjusted HR

(95% CI)
statin statin + SSRIs

gender

male 23.7(23.56-23.75) 26.7(26.60-26.80) 1.20(1.01-1.42) 1.27(1.07-1.50)

female 26.6(26.51-26.68) 26.5(26.39-26.52) 1.06(0.93-1.20) 1.11(0.98-1.27)

p for interaction 0.35

age group

20~49 24.7(24.54-24.84) 20.0(19.89-20.10) 0.86(0.66-1.12) 0.91(0.69-1.19)

50~69 25.4(25.30-25.46) 25.8(25.69-25.82) 1.07(0.94-1.22) 1.14(1.00-1.31)

70+ 25.5(25.33-25.59) 33.8(33.63-33.89) 1.43(1.17-1.75) 1.45(1.18-1.78)

p for trend <0.0001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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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ce of hypertention

No 20.6(20.46-20.70) 20.5(20.43-20.61) 1.07(0.85-1.35) 1.17(0.93-1.48)

Yes 26.7(26.63-26.78) 28.9(28.86-28.99) 1.16(1.03-1.30) 1.17(1.04-1.32)

p for interaction 0.61

The presence of obesity

No 25.3(25.23-25.35) 26.5(26.49-26.60) 1.12(1.01-1.23) 1.18(1.06-1.31)

Yes 20.6(19.31-21.86) 15.7(14.73-16.67) 0.81(0.05-13.00) 2.65(NA)

p for interaction 0.8

The presence of ischemic heart disease

No 26.7(26.64-26.80) 26.0(25.90-26.01) 1.03(0.92-1.16) 1.08(0.96-1.22)

Yes 22.2(22.12-22.33) 28.7(28.56-28.80) 1.38(1.13-1.69) 1.42(1.16-1.75)

p for interaction 0.03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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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ce of depression

No 24.6(24.55-24.70) 27.0(26.89-27.02) 1.17(1.04-1.33) 1.24(1.09-1.42)

Yes 26.5(26.35-26.57) 25.6(25.50-25.69) 1.01(0.85-1.20) 1.04(0.87-1.24)

p for interaction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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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가. 연 결과에 한 고찰

1)주요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단명 정보  약물사용

내역을 이용하여 이상지질환자를 상으로 후향  코호트를 수행하여 스타틴과

SSRIs병용에 따른 당뇨병 발생 험을 비교하 다.

성향 수로 1:1짝짓은 코호트에서 교란변수의 향을 보정하 을 때 

SSRIs병용으로 당뇨병 발생 험은 1.18배(95% CI1.06-1.30)증가되었다.

이는 스타틴 처방일로부터 일정기간(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

개월)동안 발생한 당뇨병 발생과 성향 수로 짝지어진 환자를 제외하 을 때도

동일하게 통계 으로 유의하게 당뇨병 발생 험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SSRIs와 병용기간에 따른 층화분석결과 병용기간이 30일 이내일 때 당뇨병 

발생 험이 1.29배(95% CI:1.05-1.58)에서 1.37배(95% CI:1.12-1.66)까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병용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당뇨병 발생

험이 1.13배로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이는 SSRIs복합처방을

제외하고 SSRIs각 성분별 병용기간의 합을 구하여 층화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스타틴 성분별로 SSRIs병용에 따른 층화분석 결과 atorvastatin군에서

당뇨병 발생 험이 1.24배(95% CI:1.10-1.41)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그 외 스타틴 단독처방군에서는 통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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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았는데 층화분석으로 인한 연구 상규모가 감소하여 통계  

검정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이는 SSRIs성분별로 스타틴 병용에 따른

층화분석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citaloproam  escitaloparm과 병용시 

1.20배(95% CI:1.06-1.37),fluoxetine과 병용시 1.19배(95% CI:1.01-1.41)로 

상 험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그 외 SSRI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층화분석한 결과 남성에서 1.27배(95% CI:1.07-1.50)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었으며 50세 이상 연령군에서 

당뇨병 발생 상 험도가 1.14배(95% CI:1.00-1.31),1.45배(95% CI:

1.18-1.78)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p for

trend<0.0001). 한 허 성심질환 유무에 따라 층화하 을 때 허 성

심질환이 없는 환자에서 당뇨병 발생 험이 1.08배(95% CI:0.96-1.22),

허 성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1.42배(95% CI:1.16-1.75)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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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행연구와 비교

2011년 보고된 3,801명 처방내역의 후향  분석결과로 라바스타틴과 

록세틴의 병용으로 인한 과 당 발생 험을 평가할 수 있었으나

(TatonettiNP,2011)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스타틴과 

SSRIs병용으로 인한 상호작용의 임상  의미를 평가할 수 있었다.

고 압,이상지질 증,심질환을 앓고 있다고 인터뷰에 응한 22세 이상을 

상으로 스타틴과 항우울제 병용으로 인한 당뇨병 발생 험을 조사한 

결과가 2014년에 발표된 바 있다(Bhattacharrya,2014).이는 2004년에서 

2009년 동안 보건의료이용실태와 의료비 지출 수 ,건강수   건강형태 

등에 하여 설문조사한 미국보건의료패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자기보고식

으로 당뇨병 발생여부와 인슐린 사용여부를 확인하 다.1년간 추 찰결과,

스타틴과 항우울제 모두 사용하지 않는 군을 기 으로 스타틴과 항우울제 

병용군에서 새로 당뇨병이 발생할 험은 우울증 유무으로 보정하 을 때 

2.36배(95% CI1.60-3.48)이 으며 우울증,bodymassindex(BMI),육체  

활동 유무,흡연상태로 보정하 을 때 1.98배(95% CI1.60-3.48)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됨을 볼 수 있었다.그러나 성,연령,인종,경제  

수 ,보험 여형태로 보정하 을 때 1.32배(95% CI0.88-0.99)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그러나 연구 상자 44,047명  스타틴과 항우울제를

같이 복용한 사람은 1,035명(2.4%)으로 연구 상자가 어 이 연구결과로 

스타틴과 항우울제 병용으로 인한 당뇨병 발생 험에 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한 추 찰기간이 1년으로 그 동안 당뇨병 발생이 찰된 스타틴

규모임상연구에서 평균 추 찰기간이 최소 1.9년이었음을 고려하여 

비교해 볼 때 당뇨병 발생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짧았으며 포도당 사에 한

항우울제의 향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Al-ZoairyR,2013)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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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가 필요하다.본 연구결과 스타틴과 SSRIs병용으로 인한 당뇨병 발생 

험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1.18배 증가함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이상지질

증 환자 38,346명  스타틴과 SSRIs을 같이 복용한 사람 19,173명을 상

으로 성,연령,우울증 유무를 포함하여 고 압,만성폐쇄성폐질환,심방세동 

유무,고 압제제,강심제 복용 여부를 보정한 결과 다.스타틴을 처음 

처방받았을 때 특성을 반 한 성향 수를 산출하여 비교성을 높 으며 

당뇨병 발생 확인은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병 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로 

하 다.본 연구의 자료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에서 당뇨병 

진단명 일치율은 입원에서 87.2%(95% CI,83.8-90.7%),외래 72.3%(95% CI,

67.4-77.2%)로 보고된 바 있다(KoreanDiabetesAssociation,2007).추 찰

기간은 4.5년으로 당뇨병 발생이 찰된 스타틴 임상연구에서 평균 추 찰

기간이 1.9년에서 6년이었음을 비교할 때 당뇨병 발생 확인하기에 하 으며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으로 단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선행 연구결과의 

제한 을 부분 극복하여 제시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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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생물학  기   연구결과 해석

스타틴과 SSRIs간의 약물상호작용으로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향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스타틴의 다면발 성 효과는 Rac1억제 등으로 

조 되는데(WangC,2007)Rac1은 포도당 수송체(GLUT4)를 세포막으로 

이동시키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UedaS,2010).SSRIs은 세로토닌 수송 

단백질인 SLC6A4에 작용하여 세로토닌 재흡수를 억제하는데(Nemeroff

CB,2003;IordanidouM,2010;YamakawaM,2005)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기 에 세포막에 배열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 세로토닌이 

필요하다.Rac1과 SLC6A4은 인슐린 분비를 진시키는 syntaxin1A에 

작용하여 포도당 조 이 손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RomeoS,2008).두 약물을

병용하게 될 경우 두 약물간의 상호작용으로 상승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TatonettiNP,2011).본 연구결과 스타틴 단독처방군과 비교시 

SSRIs병용으로 당뇨병 발생 험이 1.18배(95% CI1.06-1.30)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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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  단   후 연  안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진료정보 

 약물사용내역을 조사분석하 다.스타틴을 처방받고 있는 이상지질 증

환자를 상으로 실제 임상에서 사용 황을 반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한 우리나라 인구의 약 97% 인구에서 청구된 요양 여자료를 

토 로 분석하여 우리나라를 표하는 규모 인구집단을 상으로 한 

결과로 인구집단에 직  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ChoiNK,2010).

본 연구의 자료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에서 당뇨병 진단명 일치율은

입원에서 87.2%,외래에서 72.3%(KoreanDiabetesAssociation,2007)로 높은

편이며 본 연구에서 당뇨병 발생을 주상병 는 부상명 1개로 당뇨병 진단을

확인하고 동일명세서에 당뇨병 치료제 처방받은 환자로 제한하여 진단명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 다.

연구 상을 스타틴 처음 처방받을 때 성,연령,거주지역,의료기  방문

횟수,입원횟수,동반질환  병용약물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성향 수를

산출하여 1:1짝짓기를 하여 비교성을 높이고자 하 다.그러나 당치 

검사 등 당뇨병 진단에 이용되는 임상검사치  bodymassindex,육체  

활동도,흡연상태 등 당뇨병 발생과 련있는 정보를 직  확인하기 어려운 

제한 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상지질 증환자에서 스타틴군을 기 으로 SSRIs병용으로 인한

당뇨병 발생 험을 비교분석하여 당뇨병 발생 험이 높은 군에서의 결과를 

산출하 다.추후 스타틴과 SSRIs를 모두 복용하지 않는 군과도 비교하여 

스타틴 단독처방군과 SSRIs단독처방군,병용군에서의 당뇨병 발생 험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한 스타틴 성분별로,SSRIs성분별로 병용시 발생

험을 비교하 으나 층화분석으로 인해 연구 상규모가 감소하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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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에서는 각 개별약물간의 병용으로 인한 차이를 더 자세히 볼 수 

없었다.

스타틴과 SSRIs병용기간에 따른 층화분석결과 병용기간이 30일 이내일 때

당뇨병 발생 험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으나 이때 처방용량과 반응 계를 

보지 못한 제한 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임상검사치  사회경제  교란변수의 정보를 

고려하여 SSRIs병용이 당뇨병 발생 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평가하는

후속 연구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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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약  결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하여 스타틴을 처방받고 

있는 이상지질 증 환자에서 SSRIs병용시 당뇨병 발생 험을 평가하기 한

후향  코호트연구를 수행하 다.그 결과 SSRIs병용으로 당뇨병 발생

험이 1.18배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특히 SSRIs사용 이후 30일 이내 

당뇨병 발생 험이 높았으며 남성 는 50세 이상 연령이 높거나 허 성 

심질환을 동반하는 환자에서 SSRIs와 병용할 경우 주기 인 당 모니터링을

하는 등 더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로 스타틴과 SSRIs병용으로 당뇨병 발생 험을 평가하 으며

당뇨병은 심 계 질환의 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그러나 그 동안 

임상시험 등을 통해 밝 진 스타틴의 심 계 질환 방효과는 당뇨병 

발생 험을 상회한다.스타틴의 이익 비 험 분석결과 약 9:1로 사망,

심근경색,뇌졸  등 방효과가 스타틴 사용으로 인한 당뇨병 발생 험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SattarN,2010).비정형 정신병약물이나 베타차단제,

티아지드 이뇨제 등도 당뇨병 발생 험과 련이 있으나 사용시 험 비 

이익이 좋으므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심 계 질환 발생 고 험군에서 

스타틴을 사용할 경우 심 계 질환 방 효과를 부정할 수 없으며 더욱이

당뇨병을 가진 환자인 경우에도 스타틴의 심 계 질환 방효과는 좋으므로

스타틴을 단할 필요는 없으며 스타틴 사용시 지속 인 모니터링이 권장

된다(FDA,2012;KFDA2013).

본 연구는 실제 임상에서 지질강하  우울증 치료 목 으로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간의 병용으로 인한 건강 향을 정량화하 으며 이로 스타틴을

처방받고 있는 허 성 심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이상지질 증환자에서 

SSRIs사용시 지침 마련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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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sk of new-onset diabetes asscociated with use of statins 

and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in dyslipidemia 

patients

Kyung-Eun Yoon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use of SSRIs and the risk of diabetes in dyslipidemia patients 

receiving statin.

Methods : Using the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database, a population-based retrospective 

cohort study was conducted in dyslipidemia(ICD-10 code; E78) 

patients aged 20 to 99 years old, received statin form January 1, 

2009 to December 31, 2009. The index date was defined as the 

first prescription date of statin. Patients who received SSRIs within 

statin were classified as SSRIs users. We matched each SSRIs 

users to one non-user using a propensity score.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was used to compare the risk of 

diabetes in users and nonusers of SSRIs until December 31,2012. 

Results : After 1:1 matching by propensity score, we identified 

38,346 dyslipidemia patients received statin. compared to statin 

alone, the adjusted hazard ratios(95% confidence interval) of 

SSRIs users was 1.18(95% CI : 1.06-1.32).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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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d the risk of diabetes within 30 days after initiation.

Conclusion : The study result suggests a need for careful 

monitoring are needed when concomitant use of SSRIs in 

dyslipidemia patients receiving statin, particularly within 30 days 

after initiation.

 --------------------------------------------------------------------

Keywords : diabetes, statin, SSRIs, dyslipidemia, retrospective 

cohort study, pharmacoepidemiology, drug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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