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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그토록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기회가 닿질 않았습니다. 학비도 문제였지만 회사일은 갈수록

많아지고 개인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오직 회사일로만 꽉짜여진 삶의 패턴으로

오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015년 12월 본원이 서초에서 원주로 이전을 하

게 되면서 출퇴근을 하기 시작하여 1년이 다 되어 가던 즈음에 그때까지도 아

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잠실에서 원주 본원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신촌으로 대

학원을 다닐 엄두가 나질 않았었습니다. 개인휴가를 하나도 쓰지 않고 오롯이

학교를 가기위한 조퇴일수로 다 써도 모자라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저렇게 몇

날 몇일을 계산을 해 보아도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학과를 다니고 계셨던 신은숙부장님께서 마지막 학기

를 남기고 출퇴근을 하고 계셨었는데 출퇴근을 해도 신촌으로 학교는 다닐 수

있고, 대학원을 꼭 다녀야 하는가? 필요한가?라는 심각한 질문에 당연히 배워

야 하며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지원해보라고 격려와 응원으로 한번 해

보자하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1학기 다녀보고 휴가일수가 없으면 휴학하기로 결심하고 지원하기로

맘먹었습니다. 왜 남들처럼 안정된 상황과 조건에서 학업을 할 수 없을까 그

토록 마음으로 바라고 또 바라고 기다렸건만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공부를 과

연 나도 도전을 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반 가슴벅찬 마음으로 원서를 들고

접수하고 면접을 볼 때가 바로 어제일처럼 떠오릅니다. 연세원주대에서도 얼

마든지 더 좋은 조건으로 편하게 더 저렴한 학비로 학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신촌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에 저는 당연히 박은철 교수님, 정우진 교수님이

계신 신촌이어야 하고, 통근을 하면서 학교까지 다닐 수 있다고 자신있게 이

야기를 하며 면접은 보았지만 사실 불안한 마음으로 합격여부를 기다리고 있

었습니다. 영어면접을 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준비하나 없이 면접장

에 들어가 앉아 있을때의 좌절감이 떠오를 때면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에게도 행운이란 것이 올까? 제발 배움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의 순수했던 초심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합격통지서를 받는 순간 얼마

나 기뻤는지 생각해도 지금도 가슴이 벅찹니다. 박은철 교수님, 정우진 교수님

저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및 보건정책의 거장으로서 모든 건강보험 보장성강

화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와 관련된 방대하고 해박한 지식을

제자들을 위하여 무한한 사랑과 애정으로 전수해 주시려고 최선을 다해주신

박은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미래발전을 위한 바람직

한 지불제도와 건강보험제도, 보건의료정책의 의사결정과정 등 사회, 경제, 정
치적인 여러 요인 등 거시적인 시야와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로의 방향성

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건정책학개론과 의료보장론 강의는 매순간순간이

“명강의”였습니다. 말씀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기억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듣고 정리하고 찾아보고 암기하고 동기들과 늦은 밤까지 전화하여 논

의하고 이야기하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시험은 무조건 “객관식!” 얼마나
저희를 위로받게 하는 시험이었는지 모릅니다. “각자 공부한 내용을 중심으

로 시험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만들어 오세요.” 논술과 주관식이 어렵게

느껴졌던 저희로서는 객관식이 더 쉬울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막상 객관식도

이렇게 난이도가 높을 수 있구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많은 지식을 공

부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의 논문지도를 맡아 주시고 정
확한 방향으로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행운은

없었고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자본수요, 의료재 및 보험의 수요와 공급, 의료시장의 수급 균형, 의료
의 효율성과 형평성 등 보건의료부문의 주요문제를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심층

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각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우진 교

수님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제도를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제 간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등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인간으로서 기본의식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원칙과 존중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항상 겸손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은 가슴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진정한 훌륭한 학자로서의 가르침을 받아

영광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보건 분야에서 많이 접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의 자료구조를 이해하고 자료

분석의 틀에 맞게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

과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한 보건통계학과 회귀분석 강의를 해주신 박소희 교수

님 감사합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지치지 않는 초롱초롱하고 맑고 또렷한 목

소리로 열정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교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SAS프로그램 용어부터 모든 것이 어려웠
는데 원리와 해석방법을 하나하나 이해해가는 과정은 정말 행복하고 뿌듯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2017학번 보건정책 동기들(김민정, 노샛별, 배우리, 서의진, 손예나, 손윤희, 
이산, 이현주, 윤영주, 이경희, 장유숙, 정용구, 정현수, 조한준, 허수현) 모두
감사합니다. 그렇게 찾아도 없던 족보를 시험기간에 어떻게든 찾아서 공유해

주고, 시험당일 새벽까지 역학문제풀이하며 토론하던 우리 동기들, 그동안 함

께하여 행복했고 고마웠습니다. 
  원주에서 총알콜택시타고, 기차타고, 지하철타고 한참을 걸어서 신촌 강의실

까지 함께 했었던 이수미 차장님, 이미정 차장님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날 헉

헉대며 신촌까지 왔을 때 시간이 남으면 인파로 북적대는 신촌 거리에서 빨간

비빔냉면 한그릇을 맛있게 먹은 기억이 떠오를 때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 집니

다. 함께한 시간이 참 고마웠습니다. 매학기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늦은밤 까

지 조언을 아끼지 않고 많은 도움을 주신 신정원차장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멘토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논문주제 선정함에 있어 조언주시고 학교에 늦지 않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응원해주신 최혜영부장님 감사합니다. 논문 잘 마칠 수 있도록 항상

밝은 얼굴로 격려해주신 배경숙 지원장님 감사합니다. 잦은 조퇴에도 배려해



주고 응원해준 청구관리부, 의정부지원, 수원지원에서 함께했던 우리 조원들

모두 감사합니다. 근거자료 분석 및 방향설정에 도움주신 이정엽 위원님 감사

합니다. 매학기를 하나씩 넘길 때마다 항상 마음의 힘이 되어 주고 긍정의 힘

을 넘치게 심어준 친구 송영아, 최장옥, 유정순, 신미정, 심윤정, 이란 고맙습

니다. 할 수 있다는 힘과 자랑스러움을 갖도록 응원해준 최경선, 김순희, 윤혜
숙 선배님 감사합니다. 학교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윤혜정, 이은정 차
장님, 이상호 부장님 감사합니다. 이동준 실장님, 계미원 실장님 응원과 격려

감사합니다. 박영희 실장님 따뜻한 안부와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늦은 나이에 무슨 학교냐며 반대하시던 어머니가 행여나 밥굶지나

않을까 걱정하시며 밥 잘 챙겨 먹고 다니라며 철마다 직접 기르시고 손수 담

그신 무말랭이 파김치, 열무김치, 냉이, 쑥, 된장, 고추장, 파, 깨소금, 깻잎, 들
기름, 참기름, 강낭콩, 완두콩, 마늘, 오이, 양파, 호박, 가지, 방울토마토 등 택
배박스에 행여나 빈틈이 없게 빽빽하게 너무 많은 양의 반찬을 보내주시며 가

장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고 혹여나 수업 중에 전화하게 되면 수업에 방

해될까봐 전화도 못하시고, 아버지 기일에도 학교가 중요하니 내려오지 않아

도 된다하시며 미리 전화하시어 내려오지 말라고 말씀 하시던 우리 어머니, 
엄마 덕분에 대학원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희생과

무한한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지속적인 후원을 해주

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았을 때 내동생 정말 멋지다며 무

한한 긍정으로 응원해주고 용기를 준 이영숙 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함께 기뻐해주고 용기를 주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이영미

언니, 이영진 오빠, 이영훈 동생 가족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든든한

마음의 후원자 윤석영 새언니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통계자료 산출과 해석에 도움주시고 완성도와 질을 높이기 위해 신속

정확하게 조언주시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오소연 조교님 감사합니다. 논문
을 쓰는 일정과 과정 등 세심히 챙겨주신 최동우 조교님 감사합니다. 이 논문

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세심한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은철 교수님, 박소희 교수님과 장성인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저도 좀 더 성숙
하고 발전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이영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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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환자에서

스타틴 약물순응도에 따른 사망률과의 관련성

연구목적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주요원인질환으로 점차 감소추세이나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 연구는 이상지질혈증을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가 스타틴계열 약물을

처방받은 내역을 중심으로 스타틴 약물처방에 대한 약물순응도 (PDC)를 산출

하여 그에 따른 전체사망률, 암질환사망률, 심혈관계질환사망률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KNHI) 표본코호트를 이용하였고,  
연구 분석의 baseline에서 2002, 2003, 2013년에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스타
틴처방을 받은 사람(42,195명)은 제외, 연구대상은 한국성인남여 40세이상으로
40세 미만(20,109명)은 제외, 44,515명은 결측 처리하여, 2004년부터 2012년 9년
동안 이상지질혈증을 새로 진단받은 환자 107,95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지질혈증의 진단상병은 ICD-10 CODE E78으로 정하였고, 심장질환 상
병은 ICD-10 I00~I78까지의 상병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약물순응도를 구하기
위하여 스타틴계열 7가지 성분(Lovastatin, pravastatin, simvastatin, fluvastatin, 
atorvastatin, rosuvastatin, pitavastatin)의 의약품을 대상으로하여 PDC(약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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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도), adjusted age, sex, BMI,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frequency, 
physical activity, income, medical insurance, family history of CVD, disability, 
CCI(charlson comorbidity index), region, year of diagnosis를 하위그룹으로 정
하고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인구학적 특성의 분포와 %를 그룹마다 측정했으

며 고지혈증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행태에 따라 심혈관질환 등 사망률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survival analyses using a time-dependent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시행하였다. 90일 단위로 연구 기간을 나누어 90
일 각 기간마다 statin 사용일을 계산하여 proportion of days covered (PDC)를
산출했다. PDC 산출은 statin을 처방받은 일수의 % / 90 × 100을 통해 계산

했으며 time-dependent analysis를 통해 immortality time bias를 보정하였으며 
모든 statistical analyses는 SAS software, 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North Carolina, USA)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107,954명 대상 환자 중 남자는 96.28%(44,723명)가 생존, 3.72%(1,726
명)가 사망하였고, 여자는 97.81%(60,158명)가 생존, 2.19%(1,347명)가 사망하여
여성에서 생존율이 더 높았고, 남자보다 사망률이 1.53%p 낮았다. 암상병과
심혈관계질환 사망률이 여자에서 모두 낮았다. 
  PDC(Proportion of Days Covered)가 80% 초과인 High medication adherence 
그룹인 양호그룹(PDC>80%)은 1,182명(2.61%)이 사망, 44,019명(97.39%)이 생존
하였고, 보통(50%~80%)인 그룹은 750명(3.68%)이 사망, 19,626명(96,32%)이 생
존, 나쁨(PDC<80%)그룹은 1,141명(2.69%)이 사망, 41,236명(97.31%)이 생존하였
으며 PDC가 양호한 그룹에서 생존율이 가장 높았고 보통인 그룹은 나쁨그룹

보다 더 생존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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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C가 높은 양호그룹(PDC>80%)에 비해 보통그룹(50-80%)은  전체원인 사망
할 위험이 1.28배 높았으며, PDC가 낮은 나쁨그룹(PDC<50%)은 양호그룹에 비
해 전체원인 사망할 위험이 1.58배 높았고 암상병 사망위험은 1.33배 높았으며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1.27배로 높았다. 즉, 스타틴 약물순응도

(PDC>80%)가 높은 양호그룹에서 전체사망 위험, 암사망 위험, 심혈관계질환
사망위험이 모두 낮았으며 PDC가 낮은 나쁨그룹(PDC<50%)은 사망할 위험이
모두 높았다. 암사망률과의 관련성 분석에서 40대 연령기준 대비 50대는 1.67
배, 60대는 4.23배,  70대는 9.20배, 80대는 15.33배 높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심혈관계질환 사망률과의 관련성분석에서 40대 연령기준 대비 50
대는 1.12배, 60대는 2.61배, 70대는 7.98배,  80대는 23.20배 높았고 50대를 제
외한 모든 연령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결론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고 스타틴약물 처방률이 높을수록 사망할 위험이 낮

아진다. PDC가 낮을수록 사망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PDC가 낮은 그룹에

서 암사망률과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였으며, PDC가 낮을 수

록 여자보다 남자에서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 남자에서 약복용을 더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암질환 및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65세이상 노인인구에서의 고지혈증 진단받은 자들에 대한

약물복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복용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이 필요하며 암 조기 진단 프로그램과 심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증

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정책적 제도시행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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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체중으로 마를수록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과체중이거나 비만할수록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마른 것보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사망률이 낮다

고 볼 수 있으며 비활동적인 그룹보다는 활동적인 그룹에서 사망위험이 모두

낮았다. 저체중에 대한 관리와 비만관리를 위한 보건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며

이상지질혈증 약물복용과 체중관리를 위한 운동을 겸하게 된다면 사망률을 감

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사람들에게 약복용을 좀 더 충실히 잘 할 수 있도

록 질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적 생활습관변화를 병행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핵심어: 이상지질혈증, 스타틴, 약물순응도, PDC, 심혈관질환,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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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심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 CVD)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주요원인
질환(WHO, 2015)이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2011년 암, 뇌
혈관질환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였었지만, 2012년부터는 뇌혈관질환(십만명당
511만 명)보다 높은 사망률(십만명당 525만 명)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십만명당 602만 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14.67%증가)이다(통계청, 2018)(표 1). 

표 1. 주요사인별 사망률 현황

(단위: 십만 명)
구분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악성신생물(암) 153.9 153.0 150.8 150.9 149.0 146.5 142.8
뇌혈관질환 44.4 45.8 48.0 48.2 50.3 51.1 50.7
심장질환 60.2 58.2 55.6 52.3 50.1 52.5 49.8

고의적자해(자살) 24.3 25.6 26.5 27.3 28.5 28.1 31.7
당뇨병 17.9 19.2 20.7 20.7 21.5 23.0 21.5
폐렴 37.8 32.2 28.9 23.7 21.4 20.5 17.2

만성하기도 13.2 13.7 14.8 14.1 14.0 15.6 13.9
간질환 13.3 13.3 13.4 13.1 13.2 13.5 13.5
운수사고 9.8 10.1 10.9 11.2 11.9 12.9 12.6
고혈압성질환 11.3 10.6 9.9 10.0 9.4 10.4 10.1

(출처: 통계청, 2018)



- 2 -

  이러한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식이습관, 운동, 연령 등이 죽상경화증에 의한 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로 밝혀졌으며(Nakamura, 2003), 특히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증 발생의 가

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Boyd et al., 1989; Han, 2009). 
  LDL-C(저밀도콜레스테롤)은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예측하는 주요인자이다. 
특히 심혈관질환 발병 유무 및 허혈성심질환의 예방에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Stamler et al., 1986; Rossouw et al., 1990; Wilson et al., 1998; Hoenig, 
2008).  통계청이 발표한 만30세 이상의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유병률은 2016년
기준 남자 19.3%, 여자 20.2%로 여자에서 더 높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다(통계청, 2018)(표 2). 

표 2.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현황(만30세 이상)
(단위: %)

연도 계 남 여
2016 19.9 19.3 20.2
2015 17.9 16.4 19.1
2014 14.6 13.9 14.9
2013 14.9 13.6 15.9
2012 14.4 12.2 16.3
2011 13.8 12.6 14.8
2010 13.4 13.0 13.4
2009 11.4 10.8 11.8
2008 10.8 9.5 11.8
2007 10.7 9.3 11.5
2005 8.0 7.3 8.4

* 총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 강하제를 복용한 분율, 만30세 이상

**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만30세 이상) = (총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 강하제를 복용한 사람수 / 만30세 이상 대상자수) × 100

(출처: 통계청,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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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틴계열(HMG-CoA 환원효소 억제제)의 약제는 LDL-C 저하 효능이 우수
한 약물로 LDL-C이 상승된 고지혈증환자에서 1차적으로 선택되어 사용되고

있다(Jones et al., 2003). 많은 연구에서 스타틴의 사용이 죽상경화증에 의한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증명되었고(Baigent et al., 
2010), 혈중의 LDL-C을 감소시켜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의 예방
에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고, 고지혈증의 1차 목표인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를 18∼55%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NCEP ATPⅢ, 
2001),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다(Turakhia et al., 2007; Kim et 
al., 2008; Li et al., 2010).
  한편, 고용량의 스타틴 요법은 부작용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LDL-C 감소효
과가 있는 Ezetimibe를 스타틴에 병용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고용량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나, 심혈관질환 예방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

하며, 또한 스타틴 이외의 이상지질혈증 치료 약제(오메가-3 지방산, 나이아
신)의 효과에 대해서도 국내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상지질혈증 제정

위원회, 2018).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환자에서 고지혈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물의 복용이행행태를 분석하여 PDC(약물순응도)에 따
른 사망률(전체 사망률, 암 사망률, 심혈관계질환 사망률)과의 관련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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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상지질혈증(hyperlipidemia)을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가 약물치료를 시작할
경우 치료약물의 처방 및 복용행태에 따른 사망률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향

후 이상지질혈증에대한 치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을 새롭게 진단받은 사람의 생활습관, 약물처
방 및 복용 이행행태를 분석한다.
  둘째, 스타틴(7가지 성분)약제 처방에 대한 약물 복용에 따른 전체사망률, 
암사망률, 심혈관질환 사망률과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셋째, 약물순응도(PDC)에 따른 사망률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약물치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처방 및 투약에 대해 유의해야할 결과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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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심혈관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원인의 가장 많은 원인질환이다. 세계보
건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700만 명이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하
며, 이는 전체 사망의 30%에 달하는 수치이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남자 사망의 14.9%와 여자 사망의 13.1%가 관상동맥질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WHO, 2018b; WHO, 2018c).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20세기 후반이후 심혈관계질환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감소추세

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감소 속도 또한 둔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

면, 중간 또는 저소득 수준의 국가에서는 심혈관계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

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심혈관계질환의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Beaglehole et al., 2001; WHO, 2018b).
  우리나라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전체 순환기계질환
으로 인한 사망률은 빠른 인구 고령화를 감안하여 볼 때 1983년(남자는 10만
명당 187명, 여자는 10만명당 145명)의 1/5수준(남자는 10만 명당 111명, 여자
는 10만명당 125명)으로 감소하였다.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198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연령 보정한 사망률은 2000년대 최고조에 달하

였다가 그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량 높은 특징

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고령자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그림 1-1,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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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한국인의 심뇌혈관계질환 사망률 추이.
(출처: 통계청, 2018)

<그림 1-2> 한국인의 관상동맥질환 사망률 추이.(출처: 통계청, 2018)

  우리나라에서 전체 심혈관계질환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심혈관계 위험요인의 분포가 과거 선진국과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이

다. 당뇨병과 고지혈증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증가가

뚜렷하기 때문이다(Ki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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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시행된 한국인의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에 대한 10년간 심뇌혈

관질환 발생 및 위험인자에 대해 추적 관찰한 Korean Heart Study(KHS) 전향
적 코호트 연구 결과에서도 고혈압, 흡연,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위험인자가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의 예

측 정확도를 높일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Jee et al., 2014).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관상동맥질환 유병률은 1998년에는 1% 미
만이었으나, 2010년에는 2.5%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3). 우리나라의 전체 순환기계 질환 사망률은 감소하여도 유병환자 숫자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관상동맥질환이 대표적인 심뇌혈관질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의 지질농도 분포는 그림 1-3과 같다(질병관리본부, 2013).

<그림 1-3> 성, 연령, 폐경여부에 따른 콜레스테롤 농도 분포(중위수).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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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지질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

  고지혈증은 필요이상으로 많은 지방성분 물질이 혈액 내에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지질 대사이상으로 인해 혈중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및 중성지방(TG; triglyceride)의 상
승과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의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며, 공복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

라 지질이상증을 진단하고 있다(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18)(그림 2). 
  이상지질혈증은 미국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2002)의 ATP 
Ⅲ(National Cholesteril Education Program, 2016)에 따라, 8시간 공복 후 총콜
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이거나, LDL 160mg/dl 이상 또는 중성지방 200mg/dl 
이상, HDL 40mg/dl 미만을 기준으로 한 가지라도 충족할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2> 한국인의 이상지질혈증 진단기준.
(출처: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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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지혈증 치료제

1) 스타틴(statin: HMG-CoA환원효소 억제제)

  고지혈증의 치료는 적절한 운동, 식이요법, 약물치료가 치료의 중심이 된다. 
약물치료에는 스타틴계열(HMG-CoA환원효소 억제제)은 현재 쓰이는 지질치료
제 중 일차적으로 추천되는 약물이며,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LDL-콜레스테롤
을 낮춤으로써 심혈관질환의 감소 효과가 뚜렷하다. 콜레스테롤 전구체인

3-hydroxy-3-methylglutaryl coenzyme A (HMG-CoA)의 환원효소를 경쟁적으로
억제하여 간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인다. HMG-CoA 환원효소를 억제하면

mevalonate 형성이 억제되는데, 이것은 스테롤 합성의 속도조절 단계

(rate-limiting step)이다(그림 3). 

<그림 3> 스타틴의 작용기전 및 종류별 구조.
(출처: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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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의 콜레스테롤 항상성이 유지되기 위해 LDL 수용체가 늘어나고 콜레스

테릴 에스테르 형성은 감소한다. 그 결과로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더 제거

되고 간에서 VLDL 생산이 줄며 이에 따라 LDL도 줄어든다.  
  스타틴의 종류에는 Lovastatin, pravastatin, simvastatin, fluvastatin, atorvas-
tatin, rosuvastatin, pitavastatin의 7개 스타틴계열의 약물이 현재 사용되고 있
다. 스타틴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소화장애, 속쓰림, 복통 등으로 4%정도에서
유발되며, 간 독성, 근육 독성은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다(Stone et al., 
2014). 활동성 또는 만성간질환이 있는 경우는 절대적 금기이며, 복용 중 임신
이 확인되면 스타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표 3)(Baigent et al., 2005). 
표 3. 임신부 권고수준과 근거수준(대한민국)

Statin Recommended level Evidence level
1 Simvastatin Contraindicated* Unclassified**
2 Lovastatin Contraindicated Unclassified
3 Pravastatin Contraindicated Unclassified
4 Fluvastatin Contraindicated Possible***
5 Atorvastatin Contraindicated Unclassified
6 Rosuvastatin Contraindicated Unclassified
7 Pitavastatin Contraindicated Unclassified

  * Contraindicated: 임신부,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는 투약금기
 ** Unclassified: statin은 임신부에서의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 Possible: 산후 모체독성, 태자·신생자의 사망을 일으킨 내용에 대한 기

재가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스타틴 치료 전 간기능검사인 transaminase(AST, ALT)혈중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스타틴 복용을 중단할 경우, 2∼3개월이 지나면 혈중 LDL콜레스테롤 수
치가 40% 다시 상승하여 치료 전의 상태로 악화되며(Kim et al., 2008), 스타틴
의 다면 보호효과는 중단 후 1∼2일부터 사라지므로 약제 복용을 중단하지 않
고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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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브린산 유도체(Fibric acid derivatives)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제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제이다. PPAR알파의 촉진

제(weak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PPAR) α agonist)로 중성
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하며, HDL-C을 올려주기도 한다. 부작용으로 소화
기장애, 담석이 생길 수 있다.

3) 니코틴산(Nicotinic acid, Niacin)
  혈중 중성지방과 LDL-C을 떨어뜨리는 반면 HDL-C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가
장 강하며 lipoprotein도 감소시킨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홍조(flushing), 간 기
능장애, 혈당조절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4) 에제티미브(ezetimibe) 약제
  소장에서의 콜레스테롤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혈중 LDL-C을 떨어뜨리며, 스
타틴계열 약물과의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효과가 있다.

5) 콜레스티라민(cholestyramine)
  담즙산이 소장 내에서 재흡수 되는 것을 막아 LDL-C을 떨어뜨린다.

6) 오메가3 지방산
  생선기름에 많이 들어 있으며 EPA(eicosapentaenoic acid)와 DHA(docosahex-
aenoic acid)를 주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루 3∼4g을 복용할 경우 중성지방
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이상지질혈증에 사용되는 치료 약제의 약물작용

기전 및 주요 이상반응은 그림 4, 스타틴의 LDL콜레스테롤 감소와 약리학적

특성은 그림 5-1, 한국인에서 스타틴의 LDL콜레스테롤 강하효과는 그림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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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상지질혈증에 사용되는 치료 약제.

(출처: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18)

<그림 5-1> 스타틴의 LDL콜레스테롤 감소와 약리학적 특성.

(출처: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18)

<그림 5-2> 한국인에서 스타틴의 LDL콜레스테롤 강하효과

(출처: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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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

  2013년 ACC/AHA치료지침에서는 LDL콜레스테롤의 목표기준을 정하지 않고
위험도에 따라 LDL콜레스테롤 농도를 약 50% 이상 강하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고강도 스타틴 혹은 30∼50%가량 강하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중간강도 스타틴
을 투약할 것을 추천했으나 이와 같은 투약강도에 따른 지질강하 정도는 환자

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중등도 이상 용량의 스타틴을 투약하는 것은 근

거가 부족하다. 또한 치료지침이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아시아인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스타틴을 비롯한

약물 투약의 적응증 및 임상적인 효용성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그림 6).

<그림 6> 위험도 분류에 따른 LDL콜레스테롤 및 Non-HDL콜레스테롤의 치료 목표치.

(출처: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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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

 
  국내·외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여기준을 ‘총콜레스테롤’
에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로 변경하고, 위험도분류 및 위험군별

약제 급여인정 LDL-C 수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상약제를 정비하였다. 
고지혈증치료제의 일반원칙은 표 4와 같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표 4.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순수 고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
 1) 투여대상
  가) 위험요인*이 0∼1개인 경우: 혈중 LDL-C≥160mg/dl일 때
  나)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혈중 LDL-C≥130mg/dl일 때
  다)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

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인 경우: 혈중 LDL-C≥100 mg/dl 일 때
  라) 급성 관동맥 증후군인 경우: 혈중 LDL-C≥7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Ezetimibe 중 1종
나. 순수 고 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1) 투여대상
  가) 혈중 TG≥500 mg/dl일 때
  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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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다. 고 LDL-C 및 고 TG혈증 복합형

 우선적으로 LDL-C를 저하시킴에도 불구하고 TG가 “2. 순수 고 TG혈증”에
해당되면 Fibrate계열 또는 Niacin계열 중 1종 추가 인정

라. 약제투여는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therapeutic lifestyle changes)를 병행하
여 실시토록 권장함

*위험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140/90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③ 낮은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mg/dL)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보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
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HDL-C≥60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나: 국내·외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TG수치와 횟수를 변경함.
다: LDL-C 저하 이후에도 TG가 높은 경우에는 약제1종을 추가로 인정함.
라: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의거, 고지혈증치료제 투여는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

를 병행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권장함.
  *위험요인: NCEP ATPⅢ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고지혈증 위험요인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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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행연구

  혈중의 콜레스테롤수치가 증가하면 관상동맥질환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

는 Framingham연구(Kannel et al., 1971)에 의해서 콜레스테롤 수치의 증가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MRFIT연구(Stamler et al., 1986)에서는 혈
중의 콜레스테롤 수치의 증가가 CHD의 발생위험 및 사망률 증가에 연관성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의 관리와 이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치

료가 시작하게 되었다.
  ezetimibe는 소장의 brush border에 작용하여 sterol transporter인 Niemann- 
Pick C1-Like1(NPC1L1)을 저해함으로써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하여 간으로의
수송을 감소시키며, 단독투여 시 20%미만의 LDL-C 감소효과를 보이며, 부작
용 발현 율은 대조군과 유사하거나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Bays et 
al., 2001). 
  저밀도콜레스테롤과 관상동맥질환이 발생과의 관계는 NCP-ATP Ⅲ에서는
1% 감소될 때 마다 CHD의 발생이 1%씩 감소한다고 한다. 고밀도콜레스테롤
과의 관계는 1% 증가할 때 마다 CHD의 발생이 2%씩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Rader,  2007).  
  이상지질혈증의 일차적 예방과 관련된 무작위 연구에서 스타틴 계약물의 복

용으로 심혈관질환의 발병률을 30%정도 감소시켰다고 보고되었으며(Collins, 
Armitage, Parish, Sleigh, & Peto, 2003),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위한 스타틴 계
약물 복용은 단기간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복용하므로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데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고되었다(Foody, Joyce, Rudolph, Liu, & 
Benn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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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약물복용 이행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비만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최근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약물

복용 이행이 높았다(조은정 등, 2015). 
  스타틴의 심혈관질환 일차예방효과와 당뇨병 발생과 관련된 연구에서 스타

틴 노출군과 비노출군에 비해 당뇨병의 발생위험이 높았고, 당뇨병의 주요기

전인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 발생이 높았으나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감소

시키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장유수, 2015).
  2017년 표본코호트기반 고지혈증 약제의 저밀도 콜레스테롤 감소량 및 투약
순응도 분석에서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감소

량의 경우엔 처방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환자의 투약순응도가 더 영향을 갖

으며 복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자에게 꾸준한 복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김규진 등, 2017). 
  2004년~2013년 9.5년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청구자료를 이용
한 스타틴 사용이 암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향적 코호트연구에서

스타틴 사용이 암발생을 낮추었으며 누적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암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용량 반응 관계는 없었으나, 간암, 간세포암에서는 사용량이 증가함

에 따라 암발생 위험이 낮아졌다(김동숙, 2015).
  이상지질혈증의 치료제로 스타틴계열 약물은 1차 치료약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제이다. 심혈관질환, 암등 사망률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스타틴 복용 및 투약 순응도에 대하여 국내 연구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며,  
스타틴을 복용하여 인위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심혈관질환발생과 사망률

을 감소시킨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 18 -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고지혈증 치료제의 처방 및 복용행태가 암 질환과 심혈관질환

사망률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시작 시점에서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이미 고지혈증이 있거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2004년부터 새로이 고지혈증을 진단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2012년까지의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위한 약물의 복용행태
(약물순응도)를 분석하고, 그로 인한 심장질환, 암 사망률을 얼마나 예방하는

것인지를 분석한다. 약물순응도(0≤약물순응도≤1)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처방일수를 집계하여 수진자별로 산출한다.  1년에 4분기 나누어

9년간 총 36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PDC(약물순응도)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분기별로 이상지질혈증의 진단받아 투약을 시작한 일수를 구하였고, 사망이
발생을 하면 산출은 제외하였다.

 
  약물순응도(PDC)산출을 위한 대상약물은 현재 스타틴계열 7가지 성분

(Lovastatin, pravastatin, simvastatin, fluvastatin, atorvastatin, rosuvastatin, pit-
avastatin)의 약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기간 동안 처방받은 약물의 처방

약물순응도

(PDC) =
분기별 고지혈증 치료약물을 처방한 일수의 합

이상지질혈증 진단 후 스타틴약물을 처방받은 날부터

당해 분기별 말일까지 일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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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를 분기별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어떤종류의 약제를 처방받았는지, 어느
정도 투여기간을 가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복용을 하였는지 등에 대한 처방

및 투여행태에 대한 분석이다(그림 7).

대상자 선정 및

data 정제
(수진자별 dataset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코호트 DB 이용
  (2003~2013 코호트 study). 
  - 자격DB, 진료DB, 건강검진DB, 요양기관DB
∙ 통계청자료(사망률) 병합
∙ 고지혈증을 진단받아 치료 중인 사람 제외

∙ 스타틴약물을 처방을 받은 사람 제외

∙ 심혈관질환 합병증 상병 제외
∙ 2004년부터 고지혈증을 새로 진단받은 자

⇓

이상지질혈증

처방약물의

약물투여행태 분석

∙ 약물복용이행 행태 분석
∙ 치료중단 또는 치료지속 분석(3개월기준)
∙ 처방 및 투여약물 성분 등 약제분석
∙ 수진자별 약물순응도 산출

∙ 신체계측, 생활습관 등에 따른 분석

∙ survival analyses using a time-dependent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 통계 package SAS 9.4 program 이용
⇓

심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률 조사

∙ 전체사망률과의 관련성 분석

∙ 암질환 사망률과의 관련성 분석

∙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의 관련성 분석

<그림 7> 자료추출 및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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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 선정

  2003년 기준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

였고, 기존에 심혈관질환이 발생한 사람은 제외하였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고지혈증을 진단받은 후 스타틴을 최소 한번 이상 처방을 받은 사람을 복용대

상으로 정의하였다. 2004년부터 9년간의 추적관찰을 하여 주요 심혈관계질환

의 발생 및 모든 원인의 사망 자료를 수집하였다.
  스타틴 복용 자 중에 지질개선이 목적인 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지혈증 환자는 진료 DB의 주상병과 부상병기준에 해당하는 국제표준질병사

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에 의거 고지혈증 상병
코드를 하나이상 포함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인의 심혈관질환의 발생예방을 위한 스타틴 사용법의

선택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로인한 사망률의 감소를 위한 약물치

료 및 용법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분석대상 추출 과정은 <그림8>, 분석대상상병 목록현황은 <표5>과 같다.

<그림 8> 분석대상 추출



- 21 -

표5. 분석대상 상병 목록현황

구분 코드 코드명칭

이상지질혈증 E78 ICD-10 codes(국제질병사인분류)
심혈관질환 I00-I78 ICD-10 codes(국제질병사인분류)

Neoplasms

C00-C14 Lip, oral cavity and pharyx
C15-C26 Digestive organs
C30-C39 Respiratory and intrathoracic organs
C40-C41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C43-C44 Skin
C45-C49 Mesothelial and soft tissue

C50 Breast
C51-58 Female genital organs
C60-63 Male genital organs
C64-C68 Urinary tract
C69-C72 Eye,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

ous system
C76-C80 Malignant neoplasms of ill-defined, secon-

dary and unspecified sites

C81-C96
Malignant neoplasms, stated or presumend 
to be primary, of lymphoid, haematopoietic 
and related tissue

C97 Malignant neoplasns of independent(primary) 
multiple sites

D37-D48 Neoplasms of uncertain or unknown behav-
i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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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원

  연구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코호트DB를 이용하였다. 2002∼
2003년 모집단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2002.12월말 기준 40∼79세의 건강
보험 자격유지자 515만 명의 10%를 단순무작위추출하여 약 51만명(중복수검자
및 외국인 제외)에 대한 2002∼2015(14년간)의 자격 및 소득정보(사회경제적
변수), 병·의원 이용 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 요양기관 현황 정보를 코호트

(Cohort)형식으로 구축한 자료이며,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연구용 DB이다.
 1) 자격DB : 성, 연령, 거주지, 건강보장 유형 등의 자격정보와 사회경제적

정보, 사망정보 등 13개 항목과 통계청 사망원인(중분류, 소분
류)자료

 2) 진료DB : 명세서 공통, 진료, 상병, 처방 관련 총 56개 변수
 3) 건강검진DB : 건강검진 주요 결과 및 문진에 의한 생활습관 및 행태관련

자료, 1차 일반건강검진자료, 2007년부터 생애전환기 건강

진단 자료

 4) 요양기관DB : 요양기관의 종별, 설립구분별, 지역(시도)별 현황 및 시설, 
장비, 인력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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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수의 정의

1) 독립변수
  독립변수로는 환자의 특성으로 성, 연령, 거주지역, 소득구간(상, 중, 하), 
신체계측자료, 가족력, 과거력, 생활습관(음주, 흡연, 운동) 등이다(표 6).

2) 흥미변수
  이 연구의 흥미변수는 생활습관, 음주, 흡연 등의 건강행위 및 고지혈증

치료를 위해 처방한 약물의 처방(투약)행태이다. 

3)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전체사망률, 암질환사망률,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분석한다.
표 6. 연구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정의

독립

변수

성별

연령구분

소득구간

키,체중,BMI
생활습관

가족력, 과거력
CCI
거주지역

남자=1, 여자=2
40~49=1, 50~59=2, 60~69=3, 70~79=4, 80이상=5
소득구간(상,중,하)
신체계측

음주, 흡연, 운동
가족유병력, 과거발생한 병력

Charlson Comorbidity Index
지역(대도시, 도시, 기타)

흥미

변수
약물순응도(PDC) 이상지질혈증 진단 후 해당 분기별 스타틴

처방 처방일수의 비율(9년동안 36분기 산출)
종속

변수

전체 사망 발생여부

암 사망 발생여부

심혈관계질환 사망 발생여부

전체사망 발생=1, 미발생=0
암사망 발생=1, 미발생=0
심혈관계사망 발생=1, 미발생=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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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방법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고지혈증 치료약제인 스타틴계열 약제의

처방행태에 따라 전체사망률, 암사망률, 심혈관질환 사망률과의 관련성을 연구

하기 위하여 이미 고지혈증을 진단받아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심혈관질환이 발

생한 사람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분석당시 질병이 없는 40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지

혈증을 새로이 진단받은 자를 대상으로 고지혈증 약물치료행태와 생활습관 등

에 따른 사망률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인구학적 특성의 분포와 %를 그룹마다 측정하였으며
 고지혈증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행태에 따라 전체사망, 암질환 사망, 
심혈관질환 사망이 발생하는 관련성에 대하여 survival analyses using a 
time-dependent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시행하였다.
  90일(3개월) 단위로 연구 기간을 나누어 90일 각 기간마다 statin계열 약제 
처방일수를 계산하여 proportion of days covered(PDC)를 산출하였고 PDC 산
출은 statin을 처방받은 일수의 % / 90 × 100을 통해 계산하였다. time-de-
pendent analysis를 통해 immortality time bias를 보정하였으며 모든 statistical 
analyses는 SAS software, 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North Carolina, 
USA)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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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7>과 같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동안 이상지질혈증을 새롭게 진단받고 스타틴 약
물치료를 받은 환자수는 전체 107,954명이다. 모든원인 사망률에서의 사망한

환자는 3,073명으로 2.85%이었고 생존자는 104,881명으로 97.15%를 차지하였다. 
암상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1,143명(1.06%)이었고 생존자는 106,811명(98.94%) 이
었으며 심혈관계질환 사망한 사람은 687명(0.64%) 생존자는 107,267명(99.36%)
이었다. 심혈관계질환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46,449명으로 43.03%, 여성이 61,505명으로
56.97%를 차지하였으며 남성의 경우 44,723명(96.28%)이 생존하였고 1,726명
(3.72%)이 사망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60,158명(97.81%)이 생존, 1,347명(2.19%)이
사망하여 성별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이 1.53%p 더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암상
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남자가 684명(1.47%), 여자가 459명(0.75%)이었고 심혈관
계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남자가 349명(0.75%), 여자가 338명(0.55%)으로 암상
병과 심혈관계질환 사망률이 남자보다 여자에서 모두 낮았다.
  스타틴 약물순응도(Proportion of Days Covered, PDC)를 양호(PDC>80%), 보
통(50%~80%), 나쁨(PDC<50%) 3구간으로 나누어 전체사망률의 분포를 살펴보면
High medication adherence 그룹인 양호(PDC>80%)그룹은 45,201명(41.87%), 보
통(50%~80%) 그룹은 20,376명(18.87%), 나쁨(<50%)그룹은 42,377명(39.25%)이었
고 PDC가 양호한 그룹(>80%)이 가장 많았다. 양호(>80%)한 그룹은 1,182명



- 26 -

(2.61%)가 사망, 44,019명(97.39%)가 생존하였고 보통(50%~80%)인 그룹은 750명
(3.68%)가 사망, 19,626명(96,32%)가 생존, 나쁨(PDC<50%)그룹은 1,141(2.69%)가
사망, 41,236명(97.31%)가 생존하였으며 PDC가 양호한 그룹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았고 PDC가 보통인 그룹은 PDC가 나쁨그룹보다 사망률이 높았다. 
  암상병 사망률을 살펴보면 양호(PDC>80%)그룹은 449명(0.99%)이 사망하였고
44,752명(99.01%)이 생존, 보통(50%~80%)그룹은 242명(1.19%)이 사망, 20,134명
(98.81%)이 생존, 나쁨(PDC<50%)그룹은 452명(1.07%)이 사망, 41,952명(98.93%)
이 생존하여 전체원인 사망률에서와 같이 PDC가 양호한 그룹에서 사망률이 가
장 낮았고 PDC가 보통인 그룹이 PDC가 나쁨 그룹보다 사망률이 높았다.
  심혈관계질환 사망률을 살펴보면 양호(PDC>80%)그룹은 254명(0.56%)이 사망
하였고 44,947명(99.44%)이 생존하였으며 보통(50%~80%)그룹은 157명(0.77%)이
사망, 20,219명(99.23%)이 생존, 나쁨(PDC<50%)그룹은 276명(0.65%)이 사망, 
42,101명(99.35%)이 생존하여 PDC가 양호한 그룹이 PDC가 나쁨 그룹보다

0.09%p 더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
  연령그룹을 10세구간으로 나누어 전체사망률의 대상자분포를 살펴보면, 
40-49세는 15,941명으로 14.77%, 50-59세는 37,355명으로 34.60%, 60-69세는
29,735명으로 27.54%, 70-79세는 19,860명으로 18.40%, 80세 이상은 5,063명으
로 4.69%를 차지하여 50대 > 60대 > 70대 > 40대 > 80대 순으로 많았으며 연
령이 증가할수록 전체사망률 뿐만 아니라 암사망률,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모두
높았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저체중그룹(BMI<18.5), 정상체중그룹
(18.5≤BMI<25.0), 과체중그룹(25.0≤BMI<30), 비만그룹(30≤BMI)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전체사망률을 살펴보면 저체중그룹(BMI<18.5)은 1,664명으로 1.54%를
차지하였고 1,517명(91.17%)이 생존, 147명(8.83%)이 사망하였다. 정상체중그룹
(18.5≤BMI<25.0)은 61,637명으로 57.10%를 차지하였고 59,697명(96.85%)이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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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명(3.15%)이 사망하였다. 과체중그룹(25.0≤BMI<30)은 39,769명으로 36.84%
로 38,881명(97.77%)이 생존하였고 888명(2.23%)이 사망하였다. 비만그룹(30≤
BMI)은 4,884명으로 4.52%를 차지하였고 4,786명(97.99%)이 생존하였으며 98명
(2.01%)이 사망하였다. BMI가 정상체중그룹(18.5≤BMI<25.0)보다 낮은 저체중 그
룹(BMI<18.5)의 경우 전체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과체중(25.0≤BMI<30), 비만(30
≤BMI)그룹에서는 사망률이 낮았다. 암사망률과 심혈관계질환 사망률에서도 동
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저체중그룹 > 정상체중그룹 > 과체중그룹 > 비만그룹
순으로 BMI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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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이상지질혈증 진단환자의 일반적 특성(2004~2012)

Variables Total
Mortality (All-Cause)

p-value
Mortality(Cancer)

p-value
Mortality (Cardiovascular Disease)

p-valueDied Survived Died Survived Died Survived
n % n % n % n % n % n %

Proportion of Days Covered  (PDC)* 　 　 　 　 　 　 　 　 　 　 　
Good (>80%) 45,201 1,182 2.61 44,019 97.39 <.0001 449 0.99 44,752 99.01 0.0779 254 0.56 44,947 99.44 0.0071 
Moderate (50-80%) 20,376 750 3.68 19,626 96.32 　 242 1.19 20,134 98.81 　 157 0.77 20,219 99.23 　
Poor (<50%) 42,377 1,141 2.69 41,236 97.31 　 452 1.07 41,925 98.93 　 276 0.65 42,101 99.35 　
Sex 　 　 　 　 　 　 　 　 　 　 　 　 　 　 　
Men 46,449 1,726 3.72 44,723 96.28 <.0001 684 1.47 45,765 98.53 <.0001 349 0.75 46,100 99.25 <.0001
Women 61,505 1,347 2.19 60,158 97.81 　 459 0.75 61,046 99.25 　 338 0.55 61,167 99.45 　
Age 　 　 　 　 　 　 　 　 　 　 　 　 　 　 　 　
40-49 15,941 101 0.63 15,840 99.37 <.0001 39 0.24 15,902 99.76 <.0001 19 0.12 15,922 99.88 <.0001
50-59 37,355 343 0.92 37,012 99.08 　 149 0.40 37,206 99.60 　 57 0.15 37,298 99.85 　
60-69 29,735 665 2.24 29,070 97.76 　 311 1.05 29,424 98.95 　 123 0.41 29,612 99.59 　
70-79 19,860 1,211 6.10 18,649 93.90 　 460 2.32 19,400 97.68 　 277 1.39 19,583 98.61 　
≥80 5,063 753 14.87 4,310 85.13 　 184 3.63 4,879 96.37 　 211 4.17 4,852 95.83 　
BMI 　 　 　 　 　 　 　 　 　 　 　 　 　 　 　 　
Underweight (BMI<18.5) 1,664 147 8.83 1,517 91.17 <.0001 35 2.10 1,629 97.90 <.0001 33 1.98 1,631 98.02 <.0001
Normal(18.5≤BMI<25.0) 61,637 1,940 3.15 59,697 96.85 　 707 1.15 60,930 98.85 　 436 0.71 61,201 99.29 　
Overweight(25.0≤BMI<30) 39,769 888 2.23 38,881 97.77 　 358 0.90 39,411 99.10 　 200 0.50 39,569 99.50 　
Obese(30≤BMI) 4,884 98 2.01 4,786 97.99 　 43 0.88 4,841 99.12 　 18 0.37 4,866 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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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king Status 　 　 　 　 　 　 　 　 　 　 　 　 　 　 　 　
Non-smoker 79,304 2,159 2.72 77,145 97.28 <.0001 756 0.95 78,548 99.05 <.0001 519 0.65 78,785 99.35 0.2901 
Current Smoker 21,375 734 3.43 20,641 96.57 　 319 1.49 21,056 98.51 　 131 0.61 21,244 99.39 　
Past Smoker 7,275 180 2.47 7,095 97.53 　 68 0.93 7,207 99.07 　 37 0.51 7,238 99.49 　
Alcohol Consumption Frequency 　 　 　 　 　 　 　 　 　 　 　 　 　 　
Non-drinker 67,993 2,136 3.14 65,857 96.86 <.0001 737 1.08 67,256 98.92 <.0001 520 0.76 67,473 99.24 <.0001
Monthly 13,500 235 1.74 13,265 98.26 　 115 0.85 13,385 99.15 　 45 0.33 13,455 99.67 　
Weekly 20,447 445 2.18 20,002 97.82 　 181 0.89 20,266 99.11 　 77 0.38 20,370 99.62 　
Daily 6,014 257 4.27 5,757 95.73 　 110 1.83 5,904 98.17 　 45 0.75 5,969 99.25 　
Physical Activity 　 　 　 　 　 　 　 　 　 　 　 　 　 　 　 　
Active 44,129 1,693 3.84 42,436 96.16 <.0001 595 1.35 43,534 98.65 <.0001 383 0.87 43,746 99.13 <.0001
Inactive 63,825 1,380 2.16 62,445 97.84 　 548 0.86 63,277 99.14 　 304 0.48 63,521 99.52 　
Income 　 　 　 　 　 　 　 　 　 　 　 　 　 　 　 　
Low 16,727 592 3.54 16,135 96.46 <.0001 193 1.15 16,534 98.85 0.3763 142 0.85 16,585 99.15 0.0008 
Medium 43,243 1,171 2.71 42,072 97.29 　 458 1.06 42,785 98.94 　 257 0.59 42,986 99.41 　
High 47,984 1,310 2.73 46,674 97.27 　 492 1.03 47,492 98.97 　 288 0.60 47,696 99.40 　
Medical Insurance 　 　 　 　 　 　 　 　 　 　 　 　 　 　 　 　
Insurance Coverage 51,281 1,125 2.19 50,156 97.81 <.0001 452 0.88 50,829 99.12 <.0001 240 0.47 51,041 99.53 <.0001
Medical Aid 56,673 1,948 3.44 54,725 96.56 　 691 1.22 55,982 98.78 　 447 0.79 56,226 99.21 　
Family History of CVD 　 　 　 　 　 　 　 　 　 　 　 　 　 　 　 　
No 99,031 2,883 2.91 96,148 97.09 <.0001 1,052 1.06 97,979 98.94 0.7074 650 0.66 98,381 99.34 0.0060 
Yes 8,923 190 2.13 8,733 97.87 　 91 1.02 8,832 98.98 　 37 0.41 8,886 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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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
None 99,338 2,536 2.55 96,802 97.45 <.0001 982 0.99 98,356 99.01 <.0001 553 0.56 98,785 99.44 <.0001
≥1 8,616 537 6.23 8,079 93.77 　 161 1.87 8,455 98.13 　 134 1.56 8,482 98.44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0 3,670 19 0.52 3,651 99.48 <.0001 9 0.25 3,661 99.75 <.0001 2 0.05 3,668 99.95 <.0001
1 12,043 136 1.13 11,907 98.87 　 73 0.61 11,970 99.39 　 19 0.16 12,024 99.84 　
≥2 92,241 2,918 3.16 89,323 96.84 　 1,061 1.15 91,180 98.85 　 666 0.72 91,575 99.28 　
Region 　 　 　 　 　 　 　 　 　 　 　 　 　 　 　 　
Metropolitan 47,357 1,187 2.51 46,170 97.49 <.0001 465 0.98 46,892 99.02 0.0014 258 0.54 47,099 99.46 <.0001
City 27,549 711 2.58 26,838 97.42 　 272 0.99 27,277 99.01 　 145 0.53 27,404 99.47 　
Other 33,048 1,175 3.56 31,873 96.44 　 406 1.23 32,642 98.77 　 284 0.86 32,764 99.14 　
Year of Diagnosis 　 　 　 　 　 　 　 　 　 　 　 　 　 　 　 　
2004 9,297 358 3.85 8,939 96.15 <.0001 131 1.41 9,166 98.59 <.0001 83 0.89 9,214 99.11 <.0001
2005 10,540 435 4.13 10,105 95.87 　 137 1.30 10,403 98.70 　 107 1.02 10,433 98.98 　
2006 10,528 430 4.08 10,098 95.92 　 162 1.54 10,366 98.46 　 99 0.94 10,429 99.06 　
2007 11,266 455 4.04 10,811 95.96 　 167 1.48 11,099 98.52 　 101 0.90 11,165 99.10 　
2008 11,621 374 3.22 11,247 96.78 　 136 1.17 11,485 98.83 　 88 0.76 11,533 99.24 　
2009 13,232 366 2.77 12,866 97.23 　 139 1.05 13,093 98.95 　 70 0.53 13,162 99.47 　
2010 13,350 300 2.25 13,050 97.75 　 132 0.99 13,218 99.01 　 64 0.48 13,286 99.52 　
2011 14,112 222 1.57 13,890 98.43 　 86 0.61 14,026 99.39 　 48 0.34 14,064 99.66 　
2012 14,008 133 2.61 13,573 97.39 　 53 0.99 13,653 99.01 　 27 0.56 13,679 99.44 　

Total 107,954 3,073 2.85 104,881 97.15 　 1,143 1.06 106,811 98.94 　 687 0.64 107,267 99.36 　
*Weigh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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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틴 약물순응도에 따른 연관성 분석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환자에서 스타틴 약물순응도(PDC)에 따른 사망률
과의 관련성 분석은 <표8>과 같다. 분석결과 PDC가 높은 High medication 
adherence 그룹인 양호그룹(PDC>80%)에 비해 보통그룹(50-80%), 나쁨그룹
(PDC<50%) 모두에서 사망할 위험이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였다. 전체원인 사망률을 살펴보면 양호그룹(PDC>80%)에 비해 보통그룹
(50-80%)은 mortality risk가 1.28배 높았고(HR=1.28, 95% CI=1.14-1.43), 나쁨그
룹(PDC<50%)은 양호그룹(PDC>80%)에 비해 mortality risk가 1.58배 높았으며
(HR=1.58, 95% CI=1.41-1.78), PDC가 낮을수록 사망 할 위험이 높았다. 암상병
사망률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양호그룹(PDC>80%)에 비해 보통그룹(50-80%)
에서 암상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1.12배 높았고(HR=1.12, 95% CI=0.96-1.31)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p=0.1580), 나쁨그룹(PDC<50%)은 양호그룹

(PDC>80%)에 비해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1.33배 높았고(HR=1.33, 95% 
CI=1.16-1.52)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심혈관계질환 사망률과의 연관
성을 살펴보면 양호그룹(PDC>80%)에 비해 보통그룹(50-80%)에서 사망할 위험
이 1.11배 높았고(HR=1.11, 95% CI=0.91-1.36) 유의하지는 않았으나(p=0.2890), 
나쁨그룹(PDC<50%)은 양호그룹(PDC>80%)에 비해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
이 1.27배 높았고(HR=1.27, 95% CI=1.06-1.5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80).
  즉, 스타틴 약물순응도(PDC>80%)가 높은 양호 그룹에서 전체사망위험, 암사
망위험, 심혈관계질환사망위험이 모두 낮았으며 PDC가 50%미만으로 낮은 그

룹은 전체원인 사망위험이 1.58배, 암사망위험이 1.33배,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이 1.27배 높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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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에 따른 사망률을 살펴보면 전체사망률은 남자대비 여자가 사망할 위험

이 0.43배로 낮았고(HR=0.43, 95% CI=0.40-0.47)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p<.0001), 암사망률도 남자대비 여자에서 사망할 위험이 0.40배로 낮았고

(HR=0.40, 95% CI=0.35-0.47)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p<.0001), 심
혈관계질환 사망률 역시 남자보다 여자가 사망할 위험이 0.49배로 낮았고

(HR=0.439 95% CI=0.41-0.59)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남자보다 여자
가 사망할 위험이 모두 낮았고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연령구간을 40세에서부터 10세 간격으로 5개의 연령구간(40대(40-49세), 50
대(50-59세), 60대(60-69세), 70대(70-79세), 80대(≥80세))으로 구분하여 전체사
망률을 살펴보면 40-49세 기준대비 50-59세 연령구간은 사망할 위험이 0.79배
로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HR=0.79, 95% CI=0.63-1.00), 60-69세
연령구간은 사망할 위험이 0.98배로 낮았고 유의하지 않았다(HR=0.98, 95% 
CI=0.77-1.23). 70-79세 연령구간에서는 40대 보다 사망할 위험이 1.74배 높았
고(HR=1.74, 95% CI=1.38-2.20)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80세 이상의 연령구
간에서도 3.63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HR=3.63, 95% CI=2.86-4.62). 
40대 대비 50대~60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사망할 위험이 낮았
고, 70대이상에서는 사망할 위험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암사망률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40대 기준대비 50대가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1.67배 높았고(HR=1.67, 95% CI=1.17-2.38), 60대는 4.23배 높았고(HR=4.23, 95% 
CI=3.01-5.94), 70대는 9.20배 높았으며(HR=9.20, 95% CI=6.54-12.94), 80대는
15.33배 높았고(HR=15.33, 95% CI=10.66-22.04), 연령이 증가할수록 암사망 위
험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심혈
관계질환 사망률을 살펴보면 40대 연령기준 대비 50대가 심혈관계질환으로 사
망할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p=0.6786) 1.12배 높았고

(HR=1.12, 95% CI=0.66-1.88), 60대는 2.61배 높았고(HR=2.61, 95% CI=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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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01), 70대도 7.98배 높았고(HR=7.98, 95% 
CI=4.94-12.89)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1) 80대 또한 23.20배 높았고
(HR=23.20, 95% CI=14.22-37.83)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연령이 증가
할수록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할 위험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40대 기

준으로 50대는 1.12배, 60대는 2.61배, 70대는 7.98배, 80대는 23.20배로 증가하
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암으로 인한 사망위험과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 모

두 빠르게 증가하였다. 65세이상 노인인구에서의 고지혈증 진단받은 자들에

대한 약물복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복용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암과 심혈관질환의 사망위험에서 연령이 중요한 소인 중 하

나라 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한 암 조기 진단 프로그램과 심혈

관질환의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인구

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하나의 정책적 제도시행으로 고

려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BMI를 저체중(BMI<18.5), 정상체중(18.5≤BMI<25.0), 과체중(25.0≤BMI<30), 비
만(30≤BMI) 4개구간의 그룹으로 나누어 전체원인 사망률을 살펴보면 정상체

중(18.5≤BMI<25.0)인 그룹대비 저체중(BMI<18.5)그룹에서 사망할 위험이 4.45
배 높았다(HR=4.45, 95% CI=4.20-4.71). 과체중(25.0≤BMI<30)그룹은 정상체중보
다 사망할 위험이 1.13배 높았고(HR=1.13, 95% CI=1.10-1.17), 비만(30≤BMI)그
룹은 1.63배 높았으며(HR=1.63, 95% CI=1.44-1.8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저체중일 경우 전체원인 사망위험이 4.45배로 가장 높았고, 과체중
은 1.13배, 비만은 1.63배로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

하다. 암사망률을 살펴보면 정상체중(18.5≤BMI<25.0) 그룹 대비 저체중

(BMI<18.5)그룹에서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1.39배 높았으나(HR=1.39,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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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0.99-1.96)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70). 과체중(25.0≤BMI<30)그룹은
정상체중보다 사망할 위험이 0.82배로 낮았고(HR=0.82, 95% CI=0.72-0.93)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19), 비만(30≤BMI)그룹은 정상체중그룹보다 암으
로 사망할 위험이 0.92배로 낮았고(HR=0.92, 95% CI=0.68-1.26)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p=0.6166). 심혈관계질환 사망률을 살펴보면 정상체중(18.5≤
BMI<25.0)그룹 기준 대비 저체중(BMI<18.5)그룹에서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1.78배로 가장 높았고(HR=1.78, 95% CI=1.25-2.55)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0.0015).  과체중(25.0≤BMI<30)그룹은 정상체중보다 사망할 위험이 0.75배
로 낮았고(HR=0.75, 95%CI=0.63-0.89) 유의하였으며(p=0.0007) 비만(30≤BMI)그
룹은 정상체중그룹보다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0.59배로 낮았고

(HR=0.59, 95% CI=0.37-0.95)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281). 암사망률에서와
마찬가지로 심혈관질환 사망률에서도 저체중 보다는 약간의 과체중그룹의 사

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저체중일 경우 전체원인 사망할 위험이 가장 높았고, 저체중보다는 과체중

이거나 비만한 경우가 사망할 위험이 더 낮았으나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정상

체중보다는 사망할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암질환과 심혈관계질환에서

는 약간의 과체중일 경우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저체중에 대한 관리와

비만관리를 위한 정책시행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흡연상태를 비흡연, 현재흡연, 과거흡연으로 구분하여 사망률과의 관계를 살

펴보면, 전체사망률에서는 비흡연자 대비 현재 흡연하는 사람이 사망할 위험

이 1.39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01) 높았고(HR=1.39, 95% CI=1.26-1.54), 
과거흡연자는 0.89배 낮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HR=0.89, 95% CI=0.75-1.05). 
암사망률에서는 비흡연자 대비 현재흡연하는 사람이 암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1.54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01) 높았으며(HR=1.54, 95% CI=1.32-1.80), 
과거흡연자는 0.85배로 낮았으나(HR=0.85, 95% CI=0.65-1.10) 통계적 유의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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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심혈관계질환의 사망률은 비흡연자 대비 현재흡연자가 심혈관계질환

으로 사망할 위험이 1.23배 높았고(HR=1.23, 95% CI=0.98-1.53), 과거흡연자는
0.86배 낮았으며(HR=0.86, 95% CI=0.61-1.23)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담
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보다는 현재 흡연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원인사망 1.39
배, 암질환사망 1.54배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므로 흡연자를 대상
으로 금연과 관련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국민홍보가 필요하다.
  알코올 소비빈도에 따라 비음주군, 매달음주군, 매주음주군, 매일음주군 4그
룹으로 나누어서 사망률과의 연관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전체사망률에서는 비

음주군대비 매달음주군에서는 사망할 위험이 0.52배 이었고(HR=0.52, 95% 
CI=0.49-0.55)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1) 매주음주군은 사망할 위험이
2.43배로 가장 높았고(HR=2.43, 95% CI=2.31-2.55)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매일음주군은 사망위험이 1.43배로 높았고 (HR=1.43, 95% 
CI=1.34-1.53)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암사망률에서는 비음주군대비 매
달음주군에서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0.94배 이었고(HR=0.94, 95% CI=0.77-1.15) 
통계적 관련성은 없었으며(p=0.5559), 매주음주군은 암사망위험이 0.77이었고
(HR=0.77, 95% CI=0.64-0.92) 유의하였다(p=0.0039). 매일음주군은 암사망위험이
1.15배 높았고(HR=1.15, 95% CI=0.93-1.42) 유의하지 않았다(p=0.2147). 심혈관
계질환 사망률을 살펴보면 비음주군 대비 모든 구간에서 위험도가 낮았다. 매
달음주군은 0.68배 이었고(HR=0.68, 95% CI=0.50-0.93) 유의하였으며(p=0.0165), 
매주음주군은 0.65배 이었고(HR=0.65, 95% CI=0.50-0.85) 유의하였다(p=0.0014). 
매일음주군은 0.83배 이었지만(HR=0.83, 95% CI=0.60-1.14) 유의하지는 않았다
(p=0.2476). 
  신체활동정도에 따른 사망률을 살펴보면 활동군 대비 비활동군에서 전체원

인 사망 위험이 4.02배 높았고(HR=4.02, 95% CI=3.89-4.15)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며(p<.0001), 암상병으로 사망할 위험도 1.32배 높았고(HR=1.32,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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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1.17-1.49) 유의하였다(p<.0001).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1.35배 높
았고(HR=1.35, 95% CI=1.15-1.57)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2). 
  소득에 따른 사망률을 저소득을 기준으로 중간소득, 고소득 3구간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전체원인 사망률에서는 저소득군 대비 중간소득군, 고소득군에
서 모두 사망할 위험이 낮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중간소득군에서
사망할 위험이 0.76배 이었고(HR=0.76, 95% CI=0.69-0.84) 유의하였으며
(p<.0001), 고소득군은 0.68배(HR=0.68, 95% CI=0.61-0.75)이고 유의하였다
(p<.0001). 암사망률에서는 저소득군 대비 중간소득군에서 0.89배(HR=0.89, 95% 
CI=0.75-1.06)이었고 유의하지는 않았으며(p=0.1817), 고소득군에서는 0.79배
(HR=0.79, 95% CI=0.66-0.93) 유의하였다(p=0.0061). 심혈관계질환에 따른 사망
률은 저소득군 대비 중간소득군에서 0.72배(HR=0.72, 95% CI=0.59-0.89)이었고
유의하였으며(p=0.0027), 고소득군에서는 0.61배로 더 낮았으며(HR=0.61, 95% 
CI=0.49-0.75) 유의하였다(p<.0001). 
  의료보험의 종류에 따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구분하여 사망률을 살펴보

면 전체원인 사망률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 대비 의료급여대상자에서 사망할

위험이 1.28배 높았고(HR=1.28, 95% CI=1.17-1.39)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0001) 암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의료급여대상자가 1.28배(HR=1.28, 95% 
CI=1.12-1.47)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3).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 또한 의료급여대상자가 1.26배(HR=1.26, 95% CI=1.06-1.51) 높았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0108). 
  심혈관계질환(CVD)의 가족력 유무에 따른 사망률을 살펴보면 전체사망률은

가족력이 없는군 대비 가족력이 있는군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찾지 못하였으나

(p=0.5684) 사망할 위험이 0.96배(HR=0.96, 95% CI=0.82-1.11)이었고, 암질환으
로 사망할 위험이 1.18배로 높았고(HR=1.18, 95% CI=0.95-1.46) 유의하지는 않
았으며(p=0.1348),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가족력이 없는군 대비 가족



- 37 -

력이 있는 군에서 0.86배(HR=0.86, 95% CI=0.62-1.20)이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
다(p=0.3759). 
  신체장애 유무에 따른 사망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전체사망률은 신체장

애가 없는군 대비 신체장애가 있는군에서 사망할 위험이 1.49배 높았고

(HR=1.49, 95% CI=1.35-1.64) 유의하였다(p<.0001). 암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신체장애가 있는 군에서 1.31배 높았고(HR=1.31, 95% CI=1.10-1.55) 유의하였으
며(p=0.0021),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할 위험 또한 신체장애가 있는 군에서

1.87배 높았고(HR=1.87, 95% CI=1.54-2.27) 유의하였다(p<.0001). 
  거주지역에 따른 관련성분석에서 전체사망률에서는 대도시지역 대비 도시지

역에서 사망할 위험이 1.04배 높았고(HR=1.04, 95% CI=0.95-1.15) 유의하지는
않았으며(p=0.3782), 기타지역 또한 사망할 위험이 1.06배로 높았으나(HR=1.06, 
95% CI=0.98-1.16) 유의하지는 않았다(p=0.1482). 암으로 사망할 위험에서도 대
도시지역 대비 도시지역에서 1.02배 높았으나(HR=1.02, 95% CI=0.88-1.18) 유의
하지는 않았으며(p=0.8133), 기타지역 또한 1.06배 높았으나(HR=1.06, 95% 
CI=0.93-1.22) 유의하지는 않았다(p=0.3872).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대도시지역 대비 도시지역에서 2.54배 높았고(HR=2.54, 95% CI=0.59-10.92) 유
의하지 않았으며(p=0.2092), 기타지역에서는 5.66배로 높았고(HR=5.66, 95% 
CI=1.41-22.72) 유의하였다(p=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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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시간-의존형 콕스비례위험모델을 이용한 스타틴 약물순응도에 따른 사망위험도 분석(전체/암/CVD)
　

Mortality (All-Cause) Mortality (Cancer) Mortality (Cardiovascular Disease)
Adjusted HR 95% CI p-value Adjusted HR 95% CI p-value Adjusted HR 95% CI p-value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Proportion of Days Covered  (PDC)* 　 　 　 　 　 　 　 　 　 　
Good (>80%) 1.00 - 　 - 　 1.00 - 　 - 　 1.00 - 　 - 　
Moderate (50-80%) 1.28 1.14 - 1.43 <.0001 1.12 0.96 - 1.31 0.1580 1.11 0.91 - 1.36 0.2890 
Poor (<50%) 1.58 1.41 - 1.78 <.0001 1.33 1.16 - 1.52 <.0001 1.27 1.06 - 1.51 0.0080 
Sex 　 　 　 　 　 　 　 　 　 　 　 　 　 　 　
Men 1.00 - 　 - 　 1.00 - 　 - 　 1.00 - 　 - 　
Women 0.43 0.40 - 0.47 <.0001 0.40 0.35 - 0.47 <.0001 0.49 0.41 - 0.59 <.0001
Age 　 　 　 　 　 　 　 　 　 　 　 　 　 　 　
40-49 1.00 - 　 - 　 1.00 - 　 - 　 1.00 - 　 - 　
50-59 0.79 0.63 - 1.00 0.0543 1.67 1.17 - 2.38 0.0047 1.12 0.66 - 1.88 0.6786 
60-69 0.98 0.77 - 1.23 0.8429 4.23 3.01 - 5.94 <.0001 2.61 1.60 - 4.27 0.0001 
70-79 1.74 1.38 - 2.20 <.0001 9.20 6.54 - 12.94 <.0001 7.98 4.94 - 12.89 <.0001
≥80 3.63 2.86 - 4.62 <.0001 15.33 10.66 - 22.04 <.0001 23.20 14.22 - 37.83 <.0001
BMI 　 　 　 　 　 　 　 　 　 　 　 　 　 　 　
Underweight (BMI<18.5) 4.45 4.20 - 4.71 <.0001 1.39 0.99 - 1.96 0.0570 1.78 1.25 - 2.55 0.0015 
Normal(18.5≤BMI<25.0) 1.00 - 　 - 　 1.00 - 　 - 　 1.00 - 　 - 　
Overweight(25.0≤BMI<30) 1.13 1.10 - 1.17 <.0001 0.82 0.72 - 0.93 0.0019 0.75 0.63 - 0.89 0.0007 
Obese(30≤BMI) 1.63 1.44 - 1.85 <.0001 0.92 0.68 - 1.26 0.6166 0.59 0.37 - 0.95 0.0281 



- 39 -

Smoking Status 　 　 　 　 　 　 　 　 　 　 　 　 　 　 　
Non-smoker 1.00 - 　 - 　 1.00 - 　 - 　 1.00 - 　 - 　
Current Smoker 1.39 1.26 - 1.54 <.0001 1.54 1.32 - 1.80 <.0001 1.23 0.98 - 1.53 0.0702 
Past Smoker 0.89 0.75 - 1.05 0.1620 0.85 0.65 - 1.10 0.2166 0.86 0.61 - 1.23 0.4123 
Alcohol Consumption Frequency 　 　 　 　 　 　 　 　 　 　 　 　
Non-drinker 1.00 - 　 - 　 1.00 - 　 - 　 1.00 - 　 - 　
Monthly 0.52 0.49 - 0.55 <.0001 0.94 0.77 - 1.15 0.5559 0.68 0.50 - 0.93 0.0165 
Weekly 2.43 2.31 - 2.55 <.0001 0.77 0.64 - 0.92 0.0039 0.65 0.50 - 0.85 0.0014 
Daily 1.43 1.34 - 1.53 <.0001 1.15 0.93 - 1.42 0.2147 0.83 0.60 - 1.14 0.2476 
Physical Activity 　 　 　 　 　 　 　 　 　 　 　 　 　 　 　
Active 1.00 - 　 - 　 1.00 - 　 - 　 1.00 - 　 - 　
Inactive 4.02 3.89 - 4.15 <.0001 1.32 1.17 - 1.49 <.0001 1.35 1.15 - 1.57 0.0002 
Income 　 　 　 　 　 　 　 　 　 　 　 　 　 　 　
Low 1.00 - 　 - 　 1.00 - 　 - 　 1.00 - 　 - 　
Medium 0.76 0.69 - 0.84 <.0001 0.89 0.75 - 1.06 0.1817 0.72 0.59 - 0.89 0.0027 
High 0.68 0.61 - 0.75 <.0001 0.79 0.66 - 0.93 0.0061 0.61 0.49 - 0.75 <.0001
Medical Insurance 　 　 　 　 　 　 　 　 　 　 　 　 　 　 　
Insurance Coverage 1.00 - 　 - 　 1.00 - 　 - 　 1.00 - 　 - 　
Medical Aid 1.28 1.17 - 1.39 <.0001 1.28 1.12 - 1.47 0.0003 1.26 1.06 - 1.51 0.0108 
Family History of CVD 　 　 　 　 　 　 　 　 　 　 　 　 　 　 　
No 1.00 - 　 - 　 1.00 - 　 - 　 1.00 - 　 - 　
Yes 0.96 0.82 - 1.11 0.5684 1.18 0.95 - 1.46 0.1348 0.86 0.62 - 1.20 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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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 　 　 　 　 　 　 　 　 　 　 　 　 　 　 　
None 1.00 - 　 - 　 1.00 - 　 - 　 1.00 - 　 - 　
≥1 1.49 1.35 - 1.64 <.0001 1.31 1.10 - 1.55 0.0021 1.87 1.54 - 2.27 <.0001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0 1.00 - 　 - 　 1.00 - 　 - 　 1.00 - 　 - 　
1 1.93 1.28 - 2.91 0.0016 2.16 1.08 - 4.32 0.0293 0.99 0.81 - 1.21 0.9153 
≥2 2.71 1.82 - 4.02 <.0001 2.47 1.28 - 4.78 0.0070 1.23 1.03 - 1.46 0.0192 
Region 　 　 　 　 　 　 　 　 　 　 　 　 　 　 　
Metropolitan 1.00 - 　 - 　 1.00 - 　 - 　 1.00 - 　 - 　
City 1.04 0.95 - 1.15 0.3782 1.02 0.88 - 1.18 0.8133 2.54 0.59 - 10.92 0.2092 
Other 1.06 0.98 - 1.16 0.1482 1.06 0.93 - 1.22 0.3872 5.66 1.41 - 22.72 0.0145 
Year of Diagnosis 　 　 　 　 　 　 　 　 　 　 　 　 　 　 　
2004 1.00 - 　 - 　 1.00 - 　 - 　 1.00 - 　 - 　
2005 1.33 1.15 - 1.54 0.0001 1.08 0.85 - 1.39 0.5297 1.36 1.01 - 1.82 0.0429 
2006 1.54 1.32 - 1.79 <.0001 1.49 1.17 - 1.91 0.0015 1.46 1.07 - 1.99 0.0174 
2007 1.98 1.70 - 2.30 <.0001 1.84 1.43 - 2.36 <.0001 1.82 1.33 - 2.50 0.0002 
2008 2.06 1.76 - 2.43 <.0001 1.90 1.46 - 2.48 <.0001 2.00 1.44 - 2.79 <.0001
2009 2.52 2.14 - 2.97 <.0001 2.38 1.82 - 3.11 <.0001 1.89 1.33 - 2.68 0.0004 
2010 2.92 2.45 - 3.48 <.0001 3.24 2.46 - 4.26 <.0001 2.46 1.71 - 3.54 <.0001
2011 3.31 2.73 - 4.00 <.0001 3.07 2.25 - 4.18 <.0001 2.68 1.80 - 3.99 <.0001
2012 3.56 2.83 - 4.48 <.0001 3.56 2.48 - 5.09 <.0001 2.84 1.76 - 4.5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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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위그룹별 약물순응도에 따른 전체사망률 분석

 1) 성별분석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환자에서 스타틴 약물순응도(PDC)에 따른 전체

사망률(all-cause mortality)과의 관련성분석은 <표9>과 같다. PDC(Proportion of 
Days Covered)를 양호그룹(PDC>80%), 보통그룹(50%~80%), 나쁨그룹(PDC<50%) 
3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양호그룹, 보통그룹, 나쁨그룹 모두 남자보다 여자

가 사망할 위험이 모두 낮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남자의 경우 양호그

룹(PDC>80%)에 비해 보통그룹(50%~80%)은 사망할 위험이 1.24배 높았고

(HR=1.24, 95% CI=1.09-1.40),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10), 나쁨그룹
(PDC<50%)은 전체 사망률이 1.41배로 높았고(HR=1.41, 95% CI=1.27-1.58), 통계
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01). PDC가 낮을수록 사망할 위험이 증가하였다. 여
자의 경우 양호그룹에 비해 보통그룹은 사망할 위험이 1.19배 높았고(HR=1.19, 
95% CI=1.03-1.36),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45), 나쁨그룹은 사망할 위
험이 1.31배 높았고(HR=1.31, 95% CI=1.16-1.49),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여자보다 남자에서 PDC가 낮을수록 더 높은 사망률을 보였으며, 약
복용을 꾸준히 하지 않을 경우 여자보다 남자에서 사망할 위험이 증가 하였고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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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MI(체질량지수) 구간별 분석

  체질량지수(BMI)를 저체중(BMI<18.5)그룹, 정상체중(18.5≤BMI<25.0)그룹, 과
체중(25.0≤BMI<30)그룹, 비만(30≤BMI)그룹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전체사망률과
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저체중인 그룹은 양호그룹(PDC>80%) 대비 보통그룹
(50%~80%)에서 사망할 위험이 2.00배 높았고(HR=2.00, 95% CI=1.10-3.62), 통계
적으로도 유의하였으며(p=0.0221), 나쁨그룹(PDC<50%)도 사망할 위험이 2.62배
로 높았고(HR=2.62, 95% CI=1.44-4.75),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016). 
  정상체중인 경우는 PDC가 양호한 그룹대비 보통그룹에서 사망위험도가

0.76배 이었으나(HR=0.76, 95% CI=0.27-2.13),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p=0.5943), 나쁨그룹도 보통그룹과 유사하게 0.82배로 낮았으며(HR=0.82, 95% 
CI=0.28-2.36),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7123). 과체중인 그룹은 PDC가
양호한 그룹대비 보통그룹에서 사망할 위험이 1.02배 높았고(HR=1.02, 95% 
CI=0.36-2.89),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0.9775), PDC가 나쁨그룹에서
는 1.67배 높았고(HR=1.67, 95% CI=0.87-3.22),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1240). 비만그룹은 PDC가 양호그룹대비 보통그룹에서 사망할 위험이 1.85
배로 높았고(HR=1.85, 95% CI=1.52-2.23),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으며(p<.0001), 
PDC가 낮은 나쁨그룹에서는 사망위험이 3.36배로 높았고(HR=3.36, 95% 
CI=2.89-3.90),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01). 정상체중은 사망위험도가 낮
았고 과체중은 사망위험도가 높았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PDC(약물순응도)가 보통인 그룹에서는 사망위험이 저체중이면 2.62배, 비만이
면 1.85배로 높았고 PDC가 낮으면 저체중은 2.62배, 비만은 3.36배로 사망할

위험이 높았으며 저체중보다 비만그룹에서 사망위험이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도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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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흡연정도
  흡연정도를 비흡연, 현재흡연, 과거흡연으로 구분하여 전체사망률과의 관련

성을 살펴보면 PDC가 양호한 그룹에 비하여 보통그룹에서는 비흡연자는 0.71
배로 낮았고(HR=0.71, 95% CI=0.63-0.80)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으며(p<.0001) 
비흡연자 대비 현재흡연하는 그룹에서는 사망할 위험이 1.36배 높았고

(HR=1.36, 95% CI=1.20-1.53)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01). PDC가 양호한
그룹에 비하여 PDC가 낮은 그룹에서는 현재흡연하는 사람이 사망할 위험이

1.68배로 가장 높았고(HR=1.68, 95% CI=1.49-1.90)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으며
(p<.0001) 과거 흡연자그룹은 사망할 위험이 0.27배로 낮았고(HR=0.27, 95% 
CI=0.24-0.29)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01). 

 4) 활동정도(활동적/비활동적)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환자에서 스타틴 약물순응도에 따른 활동정도에

따른 전체원인 사망률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활동적인(Active) 그룹과 비

활동적인 (Inactive) 그룹 모두에서 High medication adherence대비 PDC가 낮
을수록 사망할 위험이 증가하였다.  활동적인 그룹에서는 PDC가 보통그룹

(50%~80%)은 양호그룹(PDC>80%) 대비 사망할 위험이 0.69배 이었고(HR=0.69, 
95% CI=0.31-1.56),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며(p=0.3739)  PDC가 나쁨그룹은
사망할 위험이 0.95배(HR=0.95, 95% CI=0.43-2.13)로 PDC가 보통그룹보다 증가
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9078). 비활동적인 그룹에서는 PDC가
보통그룹(50%~80%)은 양호그룹(PDC>80%) 대비 사망할 위험이 1.58배로 높았
고(HR=1.58, 95% CI=1.39-1.78)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1) PDC가 나쁨
그룹은 사망할 위험이 1.65배로 높았고(HR=1.65, 95% CI=1.44-1.89)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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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위그룹별 약물순응도에 따른 암사망률 분석

 1) 성별분석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환자에서 하위그룹별(성별, BMI구간별, 흡연정도, 
신체활동정도)로 스타틴 약물순응도(PDC)에 따른 암사망위험에 대한 관련성

분석은 <표8>과 같다.
  성별에 따른 암질환 사망률과의 관련성을 PDC(Proportion of Days Covered)
구간별 양호그룹(PDC>80%), 보통그룹(50%~80%), 나쁨그룹(PDC<50%) 3구간으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남자는 PDC가 양호한 그룹에 비하여 보통그룹에서 암

으로 인한 사망할 위험이 1.29배 높았고(HR=1.29, 95% CI=1.02-1.64), 통계적으
로 유의성은 없었으며(p=0.0357)  PDC가 낮은 나쁨그룹에서는 PDC가 양호한
그룹보다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1.41배로 높았고(HR=1.41, 95% CI=1.14-1.76)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21). 여자는 PDC가 양호한 그룹대비 보통그룹은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1.04배로 높긴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PDC가 나쁨그룹에서는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1.32배 증가하였으며(HR=1.32, 
95% CI=1.11-1.56),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018). PDC가 낮은 그룹에서
는 남자는 1.41배, 여자는 1.32배 모두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
였고, 여자보다 남자에서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0.09%p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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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MI(체질량지수)구간별 분석

  PDC(약물순응도)에 따른 암사망률과의 관련성을 체질량지수(BMI) 구간별로
구분하여 저체중(BMI<18.5), 정상체중(18.5≤BMI<25.0), 과체중(25.0≤BMI<30), 
비만(30≤BMI)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정상체중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다. 4개
그룹 모두 PDC가 정상인 그룹대비 보통인 그룹에서의 암사망률과의 관련성은

있다고 할 수 없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BMI가 정상인 그룹에서

PDC가 양호한 그룹대비 PDC가 나쁨그룹에서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1.31배 증

가하였고(HR=1.31, 95% CI=1.10-1.56),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024). 과체
중(25.0≤BMI<30)인 그룹에서는 PDC가 정상인 그룹보다 나쁨그룹에서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1.40배(HR=1.40, 95% CI=1.10-1.77),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p=0.0060).

3) 흡연정도
  흡연정도를 비흡연, 현재흡연, 과거흡연으로 구분하여 PDC에 따른 암사망률
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PDC가 양호한 그룹에 비하여 보통그룹에서는 비흡

연, 현재흡연, 과거흡연 모든 그룹에서 암사망률과의 관련성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DC가 양호한 그룹대비 PDC가 낮은 나

쁨그룹에서는 비흡연, 현재흡연, 과거흡연 모든 그룹에서 암으로 사망할 위험

이 높았으며 비흡연자는 1.27배, 과거흡연자는 1.08배, 현재흡연자는 암으로 사
망할 위험이 1.37배 높았고(HR=1.37, 95% CI=1.16-1.62)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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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동정도(활동적/비활동적)
  활동정도에 따른 분석에서는 PDC가 양호한 그룹에 비하여 PDC가 보통인

그룹에서는 활동적인(Active)그룹과 비활동적인(Inactive)그룹 모두에서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관련성은 없었으며, PDC가 낮은 나쁨그

룹에서는 모두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활동적인 그룹에서는 PDC가 높은 양호그룹 대비 PDC가 낮은 나쁨그
룹은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1.31배 높았고(HR=1.31, 95% CI=1.09-1.58)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며(p=0.0049) 비활동적인 그룹에서는 1.35배 높았고(HR=1.35, 
95% CI=1.12-1.64)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22). PDC가 낮을수록 암으로
인한 사망할 위험이 증가하며 PDC가 50%미만으로 낮으면 활동적인 그룹은

1.31배, 비활동적인 그룹은 1.35배 증가하여 비활동적인 그룹이 활동적인 그룹
보다 암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0.045%p 더 높았다.



- 47 -

5. 하위그룹별 약물순응도에 따른 CVD(심혈관계질환) 사망률 분석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환자에서 하위그룹별(성별, BMI구간별, 흡연정도, 
활동정도) 스타틴 약물순응도(PDC)에 따른 CVD(심혈관계질환) 사망률과의 관

련성분석은 <표9>와 같다. PDC(Proportion of Days Covered)를 양호 그룹

(PDC>80%), 보통 그룹(50%~80%), 나쁨 그룹(PDC<50%) 3구간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PDC가 보통인 그룹에서는 PDC가 양호한 그룹보다 성별, BMI구간별, 흡연정
도, 활동정도에 따른 모든 분석에서 심혈관계에 질환에 의한 사망할 위험이

모두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인 관련성은 있다고 볼 수 없었다. 
  PDC가 나쁨그룹에서는 BMI가 정상인 그룹에서 PDC가 양호한 그룹보다

CVD로 인한 사망할 위험이 1.27배 높았고(HR=1.27, 95% CI=1.02-1.58) 통계적
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342). 과거에 흡연한 그룹에서는 PDC가 양
호한 그룹보다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1.39배 높았고(HR=1.39, 95% 
CI=1.14-1.70)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p=0.0013) 신체활동정도에
서도 비활동적인 그룹에서 PDC가 양호한 그룹대비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

험이 1.36배 높았고(HR=1.36, 95% CI=1.08-1.72)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p=0.0090).  
  스타틴 약물순응도(PDC)가 50%∼80%인 보통그룹에서는 심혈관계의 질환의
위험은 증가하나 통계적 유의성은 있다고 볼 수 없었고, PDC가 50%미만으로
낮은 나쁨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마르거나 뚱뚱하지 않은 정상체중이라면 27% 
사망위험률 증가, 과거에 흡연을 했었던 사람이라면 39% 사망위험률 증가, 비
활동적인 신체활동을 한다면 36%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증가한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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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스타틴 약물순응도에 따른 하위그룹별 사망위험도 분석

　 Proportion of Days Covered (PDC) for Statin
　

Good (>80%) Moderate (50-80%) Poor (<50%)
　 Adjusted HR

95% CI p-value Adjusted HR
95% CI p-valueLower 　 Upper Lower 　 Upper

Mortality  (All-Cause) 　 　 　 　 　 　 　 　 　 　 　
Sex 　 　 　 　 　 　 　 　 　 　 　
Men 1.00 1.24 1.09 - 1.40 0.0010 1.41 1.27 - 1.58 <.0001
Women 1.00 1.19 1.03 - 1.36 0.0145 1.31 1.16 - 1.49 <.0001
BMI 　 　 　 　 　 　 　 　 　 　 　
Underweight (BMI<18.5) 1.00 2.00 1.10 - 3.62 0.0221 2.62 1.44 - 4.75 0.0016 
Normal(18.5≤BMI<25.0 1.00 0.76 0.27 - 2.13 0.5943 0.82 0.28 - 2.36 0.7123 
Overweight(25.0≤BMI<30) 1.00 1.02 0.36 - 2.89 0.9775 1.67 0.87 - 3.22 0.1240 
Obese(30≤BMI) 1.00 1.85 1.52 - 2.23 <.0001 3.36 2.89 - 3.90 <.0001
Smoking Status 　 　 　 　 　 　 　 　 　 　 　
Non-smoker 1.00 0.71 0.63 - 0.80 <.0001 0.92 0.81 - 1.03 0.1564 
Current Smoker 1.00 1.36 1.20 - 1.53 <.0001 1.68 1.49 - 1.90 <.0001
Past Smoker 1.00 0.56 0.52 - 0.60 0.3910 0.27 0.24 - 0.29 <.0001
Physical Activity 　 　 　 　 　 　 　 　 　 　 　
Active 1.00 0.69 0.31 - 1.56 0.3739 0.95 0.43 - 2.13 0.9078 
Inactive 1.00 1.58 1.39 - 1.78 <.0001 1.65 1.44 - 1.8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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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ality (Cancer) 　 　 　 　 　 　 　 　 　 　 　
Sex 　 　 　 　 　 　 　 　 　 　 　
Men 1.00 1.29 1.02 - 1.64 0.0357 1.41 1.14 - 1.76 0.0021 
Women 1.00 1.04 0.85 - 1.29 0.7007 1.32 1.11 - 1.56 0.0018 
BMI 　 　 　 　 　 　 　 　 　 　 　
Underweight (BMI<18.5) 1.00 0.78 0.33 - 1.84 0.5715 0.53 0.23 - 1.19 0.1213 
Normal(18.5≤BMI<25.0 1.00 1.21 0.99 - 1.47 0.0640 1.31 1.10 - 1.56 0.0024 
Overweight(25.0≤BMI<30) 1.00 0.93 0.70 - 1.25 0.6331 1.40 1.10 - 1.77 0.0060 
Obese(30≤BMI) 1.00 0.83 0.35 - 1.94 0.6626 1.25 0.61 - 2.55 0.5494 
Smoking Status 　 　 　 　 　 　 　
Non-smoker 1.00 1.13 0.84 - 1.53 0.4207 1.27 0.98 - 1.64 0.0699 
Current Smoker 1.00 1.10 0.91 - 1.33 0.3486 1.37 1.16 - 1.62 0.0002 
Past Smoker 1.00 0.97 0.50 - 1.87 0.9311 1.08 0.62 - 1.89 0.7785 
Physical Activity 　 　 　 　 　 　 　 　 　 　 　
Active 1.00 1.04 0.83 - 1.32 0.7169 1.31 1.09 - 1.58 0.0049 
Inactive 1.00 1.15 0.93 - 1.42 0.2090 1.35 1.12 - 1.64 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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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ality (CVD) 　 　 　 　 　 　 　 　 　 　 　
Sex 　 　 　 　 　 　 　 　 　 　 　
Men 1.00 1.13 0.85 - 1.51 0.4079 1.43 1.12 - 1.83 0.0036 
Women 1.00 1.16 0.89 - 1.52 0.2800 1.25 0.97 - 1.61 0.0869 
BMI 　 　 　 　 　 　 　 　 　 　 　
Underweight (BMI<18.5) 1.00 1.01 0.39 - 2.60 0.9837 1.35 0.59 - 3.11 0.4757 
Normal(18.5≤BMI<25.0 1.00 1.08 0.84 - 1.39 0.5371 1.27 1.02 - 1.58 0.0342 
Overweight(25.0≤BMI<30) 1.00 1.13 0.79 - 1.61 0.5026 1.18 0.85 - 1.64 0.3323 
Obese(30≤BMI) 1.00 1.09 0.28 - 4.26 0.9023 2.71 0.92 - 8.00 0.0705 
Smoking Status 　 　 　 　 　 　 　
Non-smoker 1.00 1.11 0.71 - 1.73 0.6615 0.99 0.66 - 1.49 0.9581 
Current Smoker 1.00 1.26 0.53 - 3.01 0.5972 1.57 0.74 - 3.37 0.2431 
Past Smoker 1.00 1.11 0.89 - 1.40 0.3585 1.39 1.14 - 1.70 0.0013 
Physical Activity 　 　 　 　 　 　 　 　 　 　 　
Active 1.00 1.17 0.87 - 1.56 0.2942 1.20 0.92 - 1.57 0.1818 
Inactive 1.00 1.04 0.79 - 1.36 0.7960 1.36 1.08 - 1.72 0.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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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이상지질혈증을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가 스타틴계열 약물을 처방

받은 내역을 중심으로 스타틴 약물처방에 대한 약물순응도 (PDC)를 산출하여 PDC
에 따른 전체사망률, 암사망률, 심혈관계질환 사망률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KNHI)표본코호트
자료에서 2002~2003년의 자료는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외하였고

2013년의 자료는 사망률과 심혈관질환의 영향기간을 감안하여 제외하고 분석

하였다. 전체 연구의 기간은 연구 분석의 초기단계에서 이상지질혈증, 심장질
환, 스타틴처방을 한번이라도 받은 대상자는 제외하였고 2004년부터 이상지질
혈증을 새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2012년까지 9년간의 기간을 정하고 분
석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연령은 한국성인남여 40세 이상으로 하였고 이상지질

혈증의 진단상병은 ICD-10 CODE E78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심혈관질환 상병
은 ICD-10 I00~I78 상병을 대상으로 하였고 암상병(C00-D48)의 범위를 <표5>와
같이 구분하여 약물순응도(Proprotion of Days Covered)에 따른 전체사망률, 
암사망률, 심혈관계질환 사망률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약물순응도(PDC)를 구하기 위한 대상약물성분은 스타틴계열의 7가지 성분

(Lovastatin, pravastatin, simvastatin, fluvastatin, atorvastatin, rosuvastatin, 
pitavastatin)을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 변수로는 PDC, adjusted age, sex, BMI,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frequency, physical activity, income, 
medical insurance, family history of CVD, disability, CCI(charlson comorb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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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region, year of diagnosis 14가지 분석변수로 정하였다.  
  이 연구는 스타틴 약물순응도(PDC)에 따른 사망률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약물복용의 충실성과 고지혈증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료의 방향을 제시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방법론상의 몇 가

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처방에 의한 투약정보를 활용한 분석으로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복용을 실제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며

담당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가 모두 복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할 수 밖에

없는 방법론상의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연유로 PDC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필

요하다.
  둘째, 이상지질혈증의 진단은 혈액검사에 의한 결과로 진단을 하며 주치의

는 주기적인 혈액검사를 모니터링 하고 약의 용량이나 치료약을 변경하여 조

절을 하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실제 혈액수치에 따른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

진 것인지 혈중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혈중 치료목표에 도

달하여 투약용량을 감소시킨 것인지 또는 증량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 등 혈중

치료목표치 도달정도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분석대상 약제를 스타틴계열 7가지 성분의 의약품으로 제한하여 분석

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는 1차적으로 선택하는 약물로 스타

틴이 대표적인 약물이라 할 수 있지만 7가지 성분의 치료제 이외에도 피브린

산유도체, 니코틴산, 에제티미브약제, 콜레스티라민, 오메가3 지방산, 복합제등
의 다양한 약물이 존재한다. 이러한 약물투여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을 들 수 있고 이 외에도 식생활습관이나 규칙적운동 등의 혼란변수가 통제되

지 않아 통계결과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53 -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40세 이상의 한국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과거에 심장질환과 고지

혈증을 진단받았거나 스타틴 처방의 과거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이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환자
를 대상으로 2012년까지 9년 동안 7가지 스타틴계열 성분의 약물을 얼마나 꾸
준히 처방받았는지 약물순응도(PDC)를 산출하여 사망률(전체, 암, 심혈관계질
환)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전체분석대상 107,954명 중에서 104,881명(97.15%)이 생존하였고 3,073명
(2.85%)이 사망하였다. 남자의 경우 44,723명(96.28%)이 생존하였고 1,726명
(3.72%)이 사망한 반면, 여자의 경우 60,158명(97.81%)이 생존하였고 1,347명
(2.19%)이 사망하여 남자보다 여자에서 낮은 사망률과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사망률과의 연관성분석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사망할 위험이 0.43배, 암으로 사
망할 위험은 0.40배,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0.49배로 모두 남자보다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자보다 여자가

흡연이나 스트레스, 기타 건강위해행태에 노출이 남자보다 적어 이와 같은 결

과를 보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2018년 통계청 발표자료에서와 같이 2017
년 여자의 기대여명은 85.7세이고 남자의 기대여명은 79.7세로 여자가 남자보

다 기대여명이 길기 때문에 모든 사망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스타틴 약물순응도에 따른 사망률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PDC(약물순응
도)가 높을수록 사망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PDC(약물순응도)가 50%~80%인 보통인 그룹에서는 양호그룹보다 암 또는 심혈
관계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증가하나 통계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었

던 반면, PDC(약물순응도)가 50%미만으로 낮은 나쁨그룹에서는 전체원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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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암질환 사망위험, 심혈관계질환 사망위험이 모두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 중 스타틴 사용

이 암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향적 코호트연구(김동숙, 2015)에서
와 같이 스타틴의 사용이 암발생을 낮춘다는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혈액의 지질성분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지질, 유리지방산 등이 있는데

콜레스테롤은 세포막, 담즙산,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등의 합성에 쓰이고 중성

지방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며 인지질은 세포막의 구성성분으로 사용된

다. 콜레스테롤은 혈액 내에서는 잘 녹지 않아 지단백(Lipoprotein)에 의해 운

반되는데 저밀도지단백(LDL)은 간에서 합성된 콜레스테롤을 체내 조직과 세포
로 운반하며 반대로 고밀도지단백(HDL)은 세포에서 소모되지 않은 과량의 콜
레스테롤을 조직에서 간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Robert et al., 2008). LDL
은 콜레스테롤을 혈관에 공급하여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이고 HDL은 조직으로
부터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동맥경화의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Cesare 
et al., 2006). 혈액내로 흡수된 지방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물에 용해된 형태의
혈청지질이 정상보다 많은 상태를 고콜레스테롤혈증이라 말하며 이러한 고지

혈증은 혈소판 응집기능항진, 혈소판 응고시간의 단축 등의 변화를 일으켜 혈

액점도를 상승시키고 그로인한 말초순환 장애를 일으킨다. 또한 동맥의 경화

를 일으키고 혈전을 형성시켜 혈관을 폐쇄시키며 뇌에서는 뇌경색, 심장의 관

상동맥에서는 심근경색을 일으키게 되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된다(Murray 
et al., 1997).
  혈중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은 이상지질혈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요법을

시행하여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 여러 연구들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

키면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이 감소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으며(Lipid Study 
Group, 1998), 콜레스테롤을 1%정도 감소시키면 관상동맥질환 발생이 2%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Steinberg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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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장내의 콜레스테롤은 음식으로부터의 흡수와 체내에서의 생합성에 의해

공급되며 약 70%이상이 체내에서의 생합성에 의해 공급되므로 콜레스테롤 농

도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주로 체내에서의 생합성을 억제하기 위한 방

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콜레스테롤의 생체내로의 흡수 및 체내에서의

생합성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들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다(Robins 등, 
2001). 스타틴은 LDL콜레스테롤을 낮추고(18~55%),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며

(7~30%) HDL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등(5~15%)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의 하나
인 혈중콜레스테롤 농도를 조절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그로인한 사망률을 낮추며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약이다

(Jones et al., 2003;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18).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에 비해 고밀도 지

단백 콜레스테롤(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총콜레스테롤
(TC; total cholesterol),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low density lip-
oprotein cholesterol) 등은 낮지만 중성지방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고, 연령
대에 따라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40~49세 연령구간과

50~59세 연령구간까지 증가해 최고점을 이루며 이후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
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TC, LDL, TG, non-HDL이 심
뇌혈관 질환 발생에 영향력이 높고 여성은 TG만이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건발

생 위험이 높았고,  심뇌혈관질환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른 발생 분포를 보

였으며, 남성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질환 발생률이 더욱 높았으며 남

성에서는 연령, 고혈압 과거력이 있거나 현재 고혈압인 경우, uric acid ․ 
non-HDL ․ TC ․ LDL ․ TG 지질치가 정상 범주에서 벗어날 경우에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이 높았고 여성에서는 연령, 고혈압 과거

력이 있거나 현재 고혈압인 경우, BMI, TG 지질치가 정상 범주에서 벗어날 경
우가 위험요인이었다(이선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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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ATP-Ⅲ 치료지침에 따라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1차
치료목표를 혈중 LDL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기준은 인

종, 성별, 연령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의 기준을 한국인에게

적용하기 보다는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지침과 대책을 고려해야 하며 이

와 관련된 분야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심뇌혈관 질환 발

생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PDC(약물순응도)에 따른 사망률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것으로 국

내 많지 않은 연구 중 하나라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며 임상에서 이상지질

혈증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스타틴 약물복용의 중요성과 약물복용을 꾸준히 충

실하게 복용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Statin 약물의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소화장애, 속쓰림, 복통 등이 4%에서
유발된다고 보고되었고 간독성, 근육독성은 드물게 나타나지만 치명적일 수

있으며(Stone et al., 2014) 만성간질환은 절대적 금기이고 임신이 확인되면 복
용 중단하여야 한다(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18). 
  스타틴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인지기능저하가 관찰되었다는 보고와 당뇨병

을 유발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당뇨병은 대부분 스타틴 복용 전에

경계당뇨병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으며 임상연구의 메타분석에서 저용량/중간
강도의 스타틴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해 연간 0.1%더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고용량/고강도 스타틴 복용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연간 0.3%더 높은 발생률

을 보였다(Ridker et al., 2008). 하지만, 여전히 스타틴 사용은 심혈관계질환

발생 고위험군에서 예방효과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으며 스타틴 복용을 중단하

는 것보다 운동, 체중조절, 금연 등 생활습관교정을 병행하면서 스타틴 복용을

지속하는 것이 심혈관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Stone et al., 
2014). 이러한 부작용발생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 한 이상지질혈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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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타틴약물 사용이 안전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한편, 이러한 스타틴 사용과 당뇨병 위험도의 비교효과연구의 연구결과가

확산되면서 스타틴 사용의 이득과 위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임상현장에서의 혼란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의료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비교효

과연구를 수행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2016년 스타틴 사용에 따른

건강영향을 고려할 때 국민들은 스타틴을 복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

으로 합의 도출의 과정을 통한 치료방향설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40
세~69세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타틴복용에 대한 선호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고지혈증, 심혈관계질환, 당뇨병의 과거 질병력이 있거나 흡연력이 있

는 응답자에서는 스타틴 복용의사가 높았던 반면, 스타틴 복용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복용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스타틴복용에 따른 당뇨병 발

생에 대한 두려움과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높았다. 스타틴은 지질대

사 이상의 개선 및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과 심혈관계 사망률 감소 등 심혈관

계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약물이다. 스타틴 권고 대상자 중 당뇨병 발생 위험

이 높은군에서도 스타틴 복용 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이 낮았고 당뇨병 위험

요인(공복혈당장애, 체질량지수, 운동실천)을 가진 대상자 중 스타틴 복용군의
관상동맥질환발생 및 심혈관계 사망률은 스타틴 비복용군보다 낮았다(한국보
건의료연구원, 2016).   
  스타틴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스타틴 복용은 당뇨병의 발

생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처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심혈
관계질환 예방에 대한 스타틴의 효과를 고려했을 때 당뇨병 발생을 우려하여

스타틴을 처방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스타틴 처방 시 담당의

사는 스타틴의 작용기전과 효능, 부작용, 비용 등 스타틴의 특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환자의 개별 특성과 약물에 대한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스타틴 처방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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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틴 약물순응도에 따른 연령구간별 사망률과의 연관성 분석에서 연령이

증가하면 암으로 인한 사망위험과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매우 빠르

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8). 미국의 2013년 ACC/AHA 치료지침에서는
75세가 넘는 경우에 이미 스타틴을 사용하고 있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지
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75세이상 초고령자에서 심

뇌혈관질환의 이차발생 예방목적으로 복용하는 스타틴의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에서는 스타틴 복용순응도가 80% 이상의 높은 고복약순응군

에서 MACE(Man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s, MACE) 발생위험도는 복약
순응도 80%미만의 저복약순응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모든 원

인의 사망위험도 또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곽아림, 2017).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UN기준에
따르면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
장으로 고령화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총

인구 중 고령인구(65세이상)는 1960년 2.9%였으나 2000년에는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16년 20.8%로 초고령사
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의 증가 속도가 두

드러져서 2005년 8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 중 1.4%에 불과하였지만 2050
년에는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18). 노인 인구의 증가, 특히 초고령자의 증가로 인해 심혈관질환의 유병률

과 사망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의 대다수가 노인에서 발생하며, 신생물 질환에 의한 사망은 초고령자에서 감

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에 비해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증

가한다. 또한 노인 환자에서는 심혈관질환으로 인해 기능의존이 위험성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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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저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에

서 심혈관질환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초고령자의 심

뇌혈관질환의 이차발생의 예방을 위한 스타틴 약물 사용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노인보건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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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 동안 이상지질혈증을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수는
전체 107,954명으로 생존자는 104,881명으로 97.15%이었고, 사망한 환자는

3,073명으로 2.85%를 차지하였다. 암상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1,143명(1.06%)이
었고, 생존자는 106,811명(98.94%) 이었으며, 심혈관계질환 사망자는 687명
(0.64%), 생존자는 107,267명(99.36%)이었다. 심혈관계질환의 생존율이 가장 높
았다. 남성보다 여성이 1.53%p 더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암상병과 심혈관

계질환 사망률이 여자가 모두 낮았다. 남자보다 여자가 사망할 위험이 전체사

망률은 0.43배, 암사망률은 0.40배, 심혈관계질환 사망률은 0.49배로 모두 낮았
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DC(Proportion of Days Covered)를 양호(PDC>80%), 보통(50%~80%), 나쁨
(PDC<50%) 3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전체사망률에서는 PDC가 양호한

그룹에서 생존율이 가장 높은 반면, PDC가 보통인 그룹은 PDC가 나쁨그룹보

다 생존율이 낮았다. 암상병 사망률과 심혈관계사망률 분석에서도 전체 사망

률분석에서와 같이 PDC가 양호한 그룹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았고, PDC가 보

통인 그룹이 나쁨그룹보다 사망률이 높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PDC가 양호한 그룹보다 보통그룹은 전체 사망할 위험이 1.28배,  나쁨그룹
은 1.58배 높았고 PDC가 낮을수록 사망할 위험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연관성을 보였다. 암상병 사망률 분석에서는 양호그룹에 비해 보통그룹에
서 사망할 위험이 1.12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나쁨그룹은
1.33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심혈관계질환 사망률분석에서도 암사망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양호그룹에 비해 보통그룹에서 사망할 위험이

1.11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나쁨그룹은 심혈관질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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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할 위험이 1.27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DC가 높을수록 사망할
위험이 줄어들고 PDC가 낮을수록 암으로 사망할 위험과 심혈관계질환으로 사

망할 위험이 높아졌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체사망률, 암사망률,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모두 높았

다. 연령이 증가하면 암으로 인한 사망위험과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연령은 암과 심혈관질환의 사망위험에서 중요한 소

인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노인인구에 대한 암진단과 심혈관질환의 예방을 위

한 사전예방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홍보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65세 이

상의 노인인구에서의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사람들에 대한 약물복용에 대

한 인지도를 높이고 복용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하나의 정책

적 제도수립으로 고려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체사망률 연관성 분석에서는 저체중인 사람이 사망할 위험이 가장 높았

고,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사망할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저
체중인 그룹은 체중이 정상인 그룹보다 사망할 위험이 4.45배로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암으로 사망할 위험도 1.39배로 가장 높았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1.78배로 가장 높
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과체중인 그룹은 정상체중보다 사망할 위험이

1.13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암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0.82배로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도 0.75배로 낮

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과체중일 경우 암질환과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비만그룹은 저체중보다는 낮았지만 사망할

위험이 1.63배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암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0.92배로 낮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며,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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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배로 가장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저체중일수록 사망할 위험이 유
의하게 높고, 오히려 과체중이거나 비만할수록 사망할 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임에 따라 저체중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홍보와 비만관리를

위한 보건정책수립 및 수행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비활동적인 그

룹보다는 활동적인 그룹에서 사망위험이 모두 낮았다.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약물복용과 적정체중관리를 위한 운동을 겸하게 된다면 사망률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지질혈증은 많은 사람들이 우선은 질환에 대한 신체적인 불편감이나 질

환의 심각성을 느낄 수 없어 약물 복용 및 관리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사람들에게 처방받은 고지혈증 치료약물의 복

용을 좀 더 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치료 및 관리, 꾸준한 약물복용의 중요성

및 2차 합병증 발생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를 병행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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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association of mortality with statin drug 
compliance in patients diagnosed with dyslipidemia

Young-Ran Lee
Department of Health Policy &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Eun-Cheol Park, M.D., Ph.D.)

Objective
  Cardiovascular disease is a major cause of death worldwide, but it is 
gradually declining. However, according to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mortality rate due to heart disease is increas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otal drug 
mortality rate, cancer mortality rate and cardiovascular mortality rate by 
calculating the drug compliance (PDC) for prescription of statin drugs among 
patients diagnosed with dys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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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This study used a sample cohort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KNHI), excluding the subjects who had undergone dyslipidemia, heart disease, 
and statin prescriptions (42,195 persons) in 2002, 2003, A total of 107,954 pa-
tients who were over 40 years old and older than 40 years of age (20,109 
people) were diagnosed with the diagnosis of dyslipidemia for more than 9 
years from 2004 to 2012 in 44,515 patients.
  The diagnosis of dyslipidemia was made by ICD-10 CODE E78, and heart 
disease was diagnosed as ICD-10 I00 ~ I78. Seven statins (Lovastatin, pravas-
tatin, simvastatin, fluvastatin, atorvastatin, rosuvastatin, and pitavastatin).
   We defined the subgroups as the subgroups of drug compliance according 
to proportion of days covered (PDC), adjusted by age, sex, BMI,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frequency, physical activity, income, medical 
insurance, family history of CVD, disability, The distribution and percentage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in groups by squared test, and 
survival analyzes were performed using a time-dependent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for the association of cardiovascular events with the 
occurrence of hyperlipidemia . The study period was divided into 90 days, 
and statin use days were calculated for each 90 day period to calculate the 
proportion of days covered (PDC). PDC calculations were performed using 
statin (%) / 90 × 100 of the number of days prescribed and corrected for 
immortality time bias through time-dependent analysis. All statistical analyzes 
were performed using SAS software, 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North 
Carolin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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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the total 107,954 patients, 96.28% (44,723 patients) survived, 3.72% 
(1,726 patients) died, 97.81% (60,158 patients) survived and 2.19% (1,347 
patients) died and the survival rate And the death rate was 1.53% p lower 
than that of men. Cancer and cardiovascular mortality rates were lower in 
both women.
  In the high medication adherence group (PDC> 80%) with a Proportion of 
Days Covered (PDC) of more than 80%, 1,182 (2.61%) died and 44,019 
(97.39%) survived, (PDC <80%), 1,141 (2.69%) died, and 41,236 (97.31%) were 
in the group Survival was the highest in the PDC-favorable group and the 
survival rate was lower in the normal group than in the poor group.
  (50-80%) had a 1.28-fold higher risk of death from all causes than the 
high-good group (PDC> 80%) of the PDC, and the poor group (PDC <50% 
The risk of death was 1.58 times higher, the risk of cancer death 1.33 times 
higher, and the risk of death from cardiovascular disease 1.27 times higher. 
The risk of death, cancer mortality and cardiovascular disease was low in 
the statin drug compliance (PDC> 80%) group, and the risk of death was low 
in the poor PDC group (PDC <50% Respectively. In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with cancer mortality rate, it was 1.67 times higher in the 50s 
compared to the 40s age group, 4.23 times in the 60s, 9.20 times in the 70s, 
and 15.33 times higher in the 80s. I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rdiovascular mortality and mortality in the age group of 50, 1.12 
times in the 50s, 2.61 times in the 60s, 7.98 times in the 70s, 23.20 times in 
the 80s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ll age groups except the 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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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e diagnosis of dyslipidemia and the higher the statin drug prescription 
rate, the lower the risk of mortality. The lower the PDC, the greater the 
mortality rate, the higher mortality rate due to cancer mortality and 
cardiovascular disease in the lower PDC group, and the lower the PDC,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death in men. Men need to take more medication.
  As age increases, the risk of death from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 
increases rapidly. Promoting and educating people who are diagnosed with 
hyperlipidemia in elderly people aged 65 and over so that they can raise 
their awareness and take good doses of drugs and develop pre-cancer pre-
vention programs and preventive programs for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s There is a need to do. In order to prepare the elderly population 
for the elderly populati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should be im-
proved and the policy system for the healthy aging life should be prepared.
  The mortality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underweight and obese than 
in overweight and obesity group. The mortality rate was lower than that in 
dry group. The risk of mortality was lower in active group than in inactive 
group. Management of low birth weight and implementation of health policies 
for obesity management are necessary. If combined with exercise for 
dyslipidemia medication and weight management, mortality can be reduced.
  People who are diagnosed with dyslipidemia need to strengthen their 
publicity about the disease so that they can take medication more faithfully.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a health care program and prepare policies so 
that they can change their lifestyle habi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