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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스타틴 사용이 치매 발생에 미치는 영향
-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자료를 이용하여 -

연구배경

심장혈관질환은 국내에서 암 다음으로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서, 고콜

레스테롤혈증은 심장혈관질환의 주요한 위험요인이다. 스타틴은 이상지질혈증 환자에

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을 낮춤으로써 심장

혈관질환의 일차 및 이차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과 더불어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제

이다. 스타틴의 사용 증가로 스타틴의 장기 안전성 평가가 중요하나, 국내에서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해외의 여러 연구들에서 스타

틴 사용이 가역적인 인지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는데, 다른 한편에서

는 스타틴 사용이 인지장애를 유발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는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스타틴 사용과 치매 발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자료를 이용하여 스타틴 사용이 치매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스타틴

사용기간, 스타틴 누적용량에 따른 치매 발생률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자료를 이용하여

진행된 인구-기반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서, 약물 치료군 내에서 개인별 약물 사용 시

작시점이 다름으로써 발생하는 조기발견기간 오류(immortal time bias)를 방지하기 위

하여 랜드마크 분석(landmark analysis)을 사용하였다. 1차적으로 2007년 1월 1일을

랜드마크 타임(landmark time)으로 설정하였고, 2차적으로 2009년 1월 1일을 랜드마

크 타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50세 미만인 사람을 제외시키고, 랜드

마크 타임 이전에 사망 또는 치매가 발생한 사람을 제외한 후 총 185,900명과 174,567

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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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기간(landmark period) 동안에 한 번이라도 스타틴을 처방받은 경우 스타

틴 사용군으로 정의하였으며, 랜드마크 기간 동안 한 번도 스타틴을 처방받지 않은

경우 스타틴 비사용군으로 정의하였다. 결과지표 중 1차 결과는 전체 치매 발생으로,

추적관찰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치매 상병코드를 부여받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2차

결과는 알츠하이머병 발생 또는 혈관성 치매 발생으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랜드마크 타임의 경우에서 랜드마크 타임 이전의 스타틴 사용이 그 시점 이

후의 치매 발생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

였다. 또한 스타틴 사용과 치매 발생 간의 시간-용량-반응관계를 확인하고자 스타틴

사용기간 및 스타틴 누적용량에 따른 치매 발생위험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

구대상자를 치매 위험인자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서 스타틴과 치

매와의 관련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랜드마크 타임이 2007년 1월 1일인 경우의 연구대상자는 185,900명이었으며, 이 중

스타틴 사용군은 18,353명(9.9%)이었고 스타틴 비사용군은 167,547명(90.1%)이었다. 랜

드마크 타임이 2009년 1월 1일인 경우의 연구대상자는 174,567명이었으며, 이 중 스타

틴 사용군은 30,651명(17.6%)이었고, 스타틴 비사용군은 143,916명(82.4%)이었다.

스타틴 비사용군과 비교하여 스타틴 사용군에서 전체 치매 발생위험도는 랜드마크

타임이 2007년인 경우 0.91배(95% CI: 0.87-0.95), 랜드마크 타임이 2009년인 경우

0.92배(95% CI: 0.89-0.96)였다. 두 경우 모두에서 스타틴 사용기간이 늘어나거나 스타

틴 누적용량이 커질수록 전체 치매 발생위험도가 감소하는 시간-용량-반응 관계

(time-dose-response relationship)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타틴 사용군은 스타틴 비사용군에 비해 알츠하이머병의 발생위험도가 랜드

마크 타임이 2007년인 경우 14% 낮았고(HR:0.86, 95% CI:0.82-0.91), 랜드마크 타임이

2009년인 경우 12% 낮음을 확인하였다(HR:0.88, 95% CI: 0.84-0.93). 두 경우 모두에

서 스타틴 사용기간이 늘어나거나 스타틴 누적용량이 커질수록 알츠하이머병 발생위

험도가 낮아지는 시간-용량-반응 관계(time-dose-response relationship)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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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성 치매 발생위험도는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스타틴 사용군에서 랜드마크 타임

이 2007년인 경우 0.99배(95% CI: 0.91-1.07), 랜드마크 타임이 2009년인 경우 0.94배

(95% CI: 0.87-1.02)이었다. 두 경우 모두 스타틴 사용군과 비사용군 간에 혈관성 치

매 위험도의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타틴 사용기간과 스타틴 누

적용량에 따라 스타틴 사용군을 분류하여 혈관성 치매 발생위험도를 분석했을 때, 랜

드마크 타임이 2007년인 경우는 모든 군에서 스타틴 사용군과 혈관성 치매 발생위험

사이에 연관성이 없었다. 반면에 랜드마크 타임이 2009년인 경우는 스타틴 사용기간

이 731일 이상일 때(HR: 0.85, 95% CI: 0.73-0.99)와 스타틴 누적용량이 142.6-403.3

cDDD일 때(HR: 0.85, 95% CI: 0.74-0.98) 스타틴 사용이 혈관성 치매 발생위험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췄다.

마지막으로 치매 위험요인별로 하위집단 분석을 시행했을 때 랜드마크 타임이 2007

년, 2009년인 두 경우 모두에서 스타틴 사용은 고혈압이 없는 집단을 제외한 모든 하

위집단에서 전체 치매를 예방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

본 연구는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발생을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여기에는 시간-용량-반응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스타틴의 치매 예방효과는

랜드마크 타임을 변경하였을 때도 여전히 유의하였다. 또한 스타틴에 대한 노출기간

과 노출용량이 많을 때에 스타틴은 혈관성 치매 예방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스타틴의

치매에 대한 효과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이 필요하

다.

핵심어: 스타틴, 치매, 랜드마크 분석, 콕스비례위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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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경제 수준이 향상되고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기대 수명은 지

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이는 급격한 고령화를 가져와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

하고 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는 9억1백만 명으

로 전 세계 인구 73억5천만 명의 12%를 차지했고, 향후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매년

3.3%씩 증가하여 2050년에는 21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 97억 명의 22%를 차지할 것

으로 전망된다(United Nations, 2015).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995년 5.9%에 불과했지만, 2000년 7.3%로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17년 14.2%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17년 만에 고령사

회(aged society)에 진입하였다(그림 1). 또한 향후 205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는 1천9

백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9).

그림 2. 국내 연도별 인구구조 및 노령화지수
<출처: 2017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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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의 수도 증가시키고 있는데, 치매는 가령

(加齡)이 가장 큰 위험요인인 질환이기 때문이다. 영국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 치매환자 수는 4680만 명이나, 20년

마다 2배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7470만 명, 2050년에는 1억3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2015).

우리나라 치매유병률은 2010년 8.7%에서 2030년에 10.0%, 2050년에 15.1%로 상승

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 47만 명이던 치매환자수도 2030년에는 127만 명, 2050년

에는 271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

그림 2.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치매유병률 및 치매환자 수 추세
<출처: 2012년 치매유병률조사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2>

치매유병률의 증가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정부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되

고 이는 국가 경제의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치

매 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장기요양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데, WHO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6040억 달러였던 세계 치매관리비용이 2030년에는

1조20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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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혈관질환은 미국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산하 국가

보건통계연구소(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에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며(그림 3), 국내 역학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질환이다(그림 4). 고콜

레스테롤혈증은 국내에서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질환으로서 심장혈관질환의

주요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국내 코호트 연구에서도 증명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

총콜레스테롤이 280 이상 상승한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정상인 사람과 비교하여 관상

동맥질환의 발생위험도가 3.53배 높았다(Jee et al., 2014).

그림 3. 성별 10대 사망 원인의 백분율. 미국, 2017
<출처: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s. Vol.68, No6, CDC,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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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우리나라 성별 10대 사망원인 및 십만 명 당 사망률 (자료원: 통계청, 2016)
<출처: 2016년 사망통계. 대한의사협회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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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틴은 저밀도-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약물로서 일차 및 이차 예방 연구 모두에서 심혈관질환의 이환율과 사

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스타틴은 LDL-C를 낮추는 효과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고밀도-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C)을 증가

시키고 중성지방(Triglycerides, TG)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스타틴은

현재 국내에서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제이며, 2016년 현재에만

2,993,949명이 스타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스타틴 사용의 증가는 스타틴을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안전한지에 대한 우려를 고조

시키고 있는데,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스타틴의 장기 안전성을 파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스타틴의 장기 사용이 치매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대규모 코호트를 통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Grundy et al., 2018).

그림 5. 국내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추이 (자료원: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2012)
<출처: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제4판.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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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틴 사용과 치매 발생위험과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서로 상반

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스타틴 사용과

치매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시험은 전무하다. 단

지 동맥경화성 혈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스타틴 사용이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심근경색 또는 뇌경색 발생률을 낮추는지 확인하고 수행된 Heart Protection

Study(HPS collaborative group, 2002)와 PROSPER(Shepherd et al., 2002) 연구의 임

상시험 데이터를 이차적으로 재분석한 메타분석 연구만 있을 뿐이다(Mcguinness et

al., 2016). 위에 언급한 두 개의 대규모 임상시험을 포한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스타

틴 사용은 인지 기능 및 치매 발생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메타분석 결과는 한계점을 갖는데, 왜냐하면 연구에 포함된 두개의 대규모

임상시험이 연구설계 당시부터 일차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결과지표가 치매 발생 또는

인지기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PROSPER 연구에서는 치매 발생은 결과지표에서 아

예 누락되었고, 4종류의 인지기능검사만 시행하였다. 그리고 HPS 연구의 경우 치매

발생이 결과지표 중 하나이긴 하지만, 논문에서 치매를 진단하는데 사용한 기준이 명

확히 서술되어 있지 않으며, 인지기능을 평가하는데 신뢰도와 정확도가 검증된 신경

인지기능검사가 아닌 전화 상 설문지를 사용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한편 코호트 내

환자-대조군 연구나 인구-기반 코호트 연구와 같은 여러 관찰 연구들의 경우에는 서

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연구들[참고문헌 14-22]에서 스타틴

사용이 치매 발생위험도를 낮춘다는 결과를 보인 반면에 다른 연구들[참고문헌

23-28]에서는 상관관계를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

현재까지 스타틴과 치매 위험의 연관성을 평가한 연구의 대부분은 서양인을 대상으

로 수행되었고, 최근 대만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동양인을 대상으

로 수행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국내에서 수행된 대규모 연구는 전무

한 상태이다. 동양인은 서양인과 비교하여 같은 스타틴 용량에도 지질강하효과에 차

이가 있는데, 스타틴 사용과 치매 발생과의 상관관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빅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자료를 이용하여 스타틴 사용과 치매 발

생의 관련성을 비교효과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 수

행 능력 저하로 적극적인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고 이는 국가적으로 의료비용의 증가

를 야기하므로, 본 연구에서 스타틴이 치매를 예방하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이는 임상 현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파급효과를 유발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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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틴의 개요

스타틴은 LDL-C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약물이며, 심혈관질환의 발생 및 예방효

과가 뚜렷하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 이상지질혈증의 치료에 일차적으로 사용되는 약

제이다. 스타틴 개발은 1971년 일본 도쿄의 산쿄(Sankyo Co.)에 근무하던 Akira Endo

가 최초로 compactin이라고 명명된 스타틴의 원형이 되는 물질을 분리함으로써 시작

되었다. 이후 1979년 lovastatin이 최초로 개발된 이래, 이후 pravastatin, simvastatin,

fluvastatin, atorvastatin, rosuvastatin, pitavastatin의 약물이 개발되어 임상에서 사용

되고 있다(그림 6).

그림 6. 스타틴의 종류별 구조
<출처: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제4판.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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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 시 속도조절 역할을 담당하는 HMG-CoA 환원효

소를 경쟁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간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인다. 이는 간세포 내의

SREBP(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의 역할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간세포 표면의 LDL 수용체의 발현이 증가하여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 적극적으로 제

거된다(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18). 스타틴의 작용기전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스타틴의 작용기전
<출처: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제4판.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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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틴은 흡수, 혈중 단백질결합, 배설, 용해도가 각기 다르며, 용량에 따른 LDL콜

레스테롤 강하효과도 다양하다(그림 8). 스타틴 용량을 두 배로 올리면 일반적으로 혈

중 LDL-C 수치는 추가적으로 6% 감소한다. 또한 스타틴 사용은 중성지방을 22-45%

낮추며, HDL-C은 5-10% 상승시킨다.

그림 8. 현재 쓰이는 스타틴의 지질조절 유효성과 약리학적 특성
<출처: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제4판.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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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매의 개요

치매(dementia)는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주의력, 시공

간구성능력, 집행기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상당한 저하가 일어난 상태이다. 치매는 단일 질환의 진단명이 아닌 뇌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원인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증후군이다. 지금까지 보고된 치매의 원인질

환은 약 70여 개에 이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치매의 원인질환은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으로 전체 치매의 60~70%를 차지하며, 신경반(neuritic plaque)과

신경섬유륜(neurofibrillary tangle)과 같은 신경병변이 생기면서 뇌기능의 손상이 진행

되는 특징적인 병리소견을 갖는다. 그 다음으로 흔한 것은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로 전체 치매의 약 30%를 차지하며, 뇌출혈이나 뇌허혈 등의 혈관 손상에

의한 치매를 의미한다. 루이체치매(dementia with Lewy bodies)는 전체 치매의 약

8%를 차지하며 치매증상과 파킨슨증(parkinsonism)을 보이는데, 파킨슨병치매

(Parkinson disease dementia)와 달리 인지장애 증상이 피킨슨 증상보다 선행하거나,

파킨슨 증상 발생 12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두측두치매

(fronto-temporal dementia)는 전체 치매의 약 6%를 차지하고, 기억장애보다 이상행

동, 감정의 변화, 언어장애가 먼저 나타나며 평균 발병연령이 알츠하이머병보다 젊은

것이 특징이다.

치매의 진단은 환자가 치매 상태인지를 판단하고, 환자에게 치매 상태를 유발시킨

원인 질환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치매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한 가지 검사로 진단을 내릴 수 없고,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평가과정을 통해 진단을

내리게 된다. 임상에서는 전문의가 철저한 병력청취와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정신 상태검사,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CDR(Clinical Dementia

Rating),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와 같은 치매선별검사 및

CERAD-K(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ADAS-K(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Scale), SNSB(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와 같은 신경인지기능검사, 일상생활능력 검사, 치매의 행동심리증

상 검사, 혈액 및 뇨검사와 심전도검사, 뇌 단층촬영(CT)과 뇌 자기공명촬영(MRI) 등

을 포괄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함으로써 치매를 진단하게 된다. 미국

정신과 학회의 DSM-IV 진단 기준에서는 치매를 후천적 뇌질환으로 인해 기억장애와

함께 실어증(aphasia), 실행증(apraxia), 실인증(agnosia),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

중 하나 이상의 인지장애를 수반하고 이러한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심각한 장

해를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한다(중앙치매센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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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원인질환에 따라서 위험요인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치매의 위험요인으로는 연령, 여성, 낮은 교육 수준, 치매가족력, ApoE ε4 대립유전자

가 있는 경우, 흡연, 과도한 음주, 신체적비활동, 미혼·독거·사회적 고립, 여가활동 부

족,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우울증, 체질량지수의 증가, 중등도 이상의 뇌

외상의 병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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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고찰

스타틴의 치매 예방 효과가 처음 주목받게 된 것은 Wolozin 등(2000)이 단면 연구

를 통하여 lovastatin 또는 simvastatin을 복용하는 군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음을 발표하고, Jick 등(2000)이 코호트 내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하여 스

타틴 치료를 받은 군에서 스타틴 치료를 받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치매 발생 위험도

가 0.29배(95% CI: 0.13-0.63)로 낮음을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부터 스타틴

사용과 치매 발생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이런 연구들을 취

합한 메타분석 연구결과들도 발표되었다.

2007년에 수행된 4개의 코호트 및 3개의 환자-대조군 연구를 포함한 메타분석 결

과, 스타틴 사용군은 스타틴 비사용군과 비교하여 전체 치매 발생위험도가 0.77배

(95% CI; 0.45-1.30)이었고, 알츠하이머병 발생위험도는 0.81배(95% CI: 0.56-1.1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방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Zhou et al., 2007).

반면에 2013년에 수행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12개의 코호트 및 환자-대조군

연구를 포함하여 메타분석한 결과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스타틴 사용군의 전체 치매

발생위험도는 0.82배(95% CI: 0.69-0.97)로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 발생을 18% 감

소시켰고, 13개의 코호트 및 환자-대조군 연구를 포함하여 메타분석한 결과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스타틴 사용군의 알츠하이머병 발생위험도가 0.70배(95% CI:

0.60-0.80)로 스타틴 사용이 알츠하이머병 발생을 30% 감소시켰다(Wong et al., 2013).

또한 가장 최근인 2018년에 총 25개의 코호트 연구만을 포함하여 수행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스타틴과 전체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과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최초로

스타틴 사용과 혈관성 치매와의 관련성 및 스타틴 사용과 경도인지장애와의 연관성에

대한 메타분석도 시행하였다(Chu et al., 2018). 본 연구에서 스타틴 사용군은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전체 치매 발생위험도가 0.85배(95% CI: 0.79-0.92)였고, 알츠하이머병

발생위험도는 0.72배(95% CI: 0.58-0.90), 혈관성 치매 발생위험도는 1.01배(95% CI:

0.62-1.65), 그리고 경도인지장애는 0.74배(95% CI: 0.56-0.98)로 나타났다.

스타틴 사용의 치매 예방효과가 중장년일 때에만 효과가 있고 고령이 되면 그 효과

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는데, Li 등(2010)이 수행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

에 따르면 연구 시작 시점에 80세 미만인 군에서는 스타틴 사용의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알츠하이머병 발생위험도가 0.44배(95% CI: 0.25-0.78)였지만, 80세 이상인 군에

서는 1.22배(95% CI: 0.61-2.42)로 유의한 예방효과가 없었다. 또한 80세 미만인 군에

서도 APOE 유전형에 ε4 대립유전자를 하나라도 포함할 경우에만 스타틴의 알츠하이

머병 예방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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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IRAGE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스타틴 사용이 연령, 성별, 인종, 교육수준

과 함께 APOE 유전자형을 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츠하이머병을 예방(adjusted

OR=0.56, 95% CI: 0.31-0.99)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APOE 유전자형에 ε4 대립

유전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스타틴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Green et al., 2006).

Zissimopoulos 등(2017)은 JAMA Neurology에 발표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65

세 이상의 스타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저용량 스타틴 사용군 대비 고용량 스타틴 사

용군에서의 치매발생률의 차이를 인종 및 성별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평가하였

는데, 인종이 백인, 히스패닉계, 흑인 셋 중 어디에 속하는지와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

인지에 따라 스타틴의 치매 예방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스타틴이 치매를 예방하는 정확한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몇몇의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스타틴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기전의 제시된 가설들에 대

해 살펴보면 첫째, Refolo 등(2001)과 Fassbender 등(2001)의 동물실험연구에 따르면

스타틴은 brain 내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고, 이는 β-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억제함

으로써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스타틴은 세포막에서 콜레스테롤

의 분포를 변화시켜 exofacial leaflet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춤으로써, 아밀로이드전

구단백(amyloid precursor protein)이 분해되어 비정상적인 β-아밀로이드의 형성하는

것을 억제한다(Kirsch et al., 2003). 둘째, 스타틴은 뇌세포 내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

추고 이는 신경섬유륜의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한다. 스타틴은

간세포 내의 HMG-CoA reductase를 억제함으로써 혈액 내 콜레스테롤의 양을 감소

시키는데, 이는 뇌세포막에서 ‘sink effect’를 통하여 24S-hydroxycholesterol이 순환하

는 혈액 내로 빠져나가도록 유발하며, 이로 인해 뇌세포막 내에 감소된 콜레스테롤

농도는 신경섬유륜의 생성을 억제한다(Kandiah et al., 2009). 셋째, 스타틴은 뇌 내에

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pro-inflammatory cytokine)의 발현을 감소시켜 항염증 효

과를 나타냄으로써 알츠하이며병을 예방한다. Zhang 등(2013)이 시행한 동물실험에

따르면, 치료받지 않은 알츠하이머병 쥐의 해마(hippocampus) 내의 IL-1β, IL-6,

TNF-α 수치는 정상 쥐에 비해서 유의하게 상승해 있음을 확인하였고, atorvastatin으

로 치료한 알츠하이머병 쥐의 해마에서는 이들의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

다. 넷째, 스타틴은 뇌 세포 내에서 protein prenylation을 억제함으로써 farsenyl

pyrophosphate(FPP)와 geranylgeranyl pyrophosphate(GGPP) 같은 isoprenoids의 농

도를 저하시키고, 이는 β-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억제한다(Ostrowski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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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스타틴이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기전의 제시된 가설들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스타틴은 혈액 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춤으로써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

도를 낮추며(Law, 2003) 이는 뒤따른 혈관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스타틴은

동맥경화반 내 대식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이 대식세포가 분비하는

metalloproteinase에 의하여 섬유피막(fibrous cap)이 분해되어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며, 혈관평활근의 증식과 혈소판의 응집 및 혈관내 염증을 억제함으로써

허혈성 뇌졸중과 혈관성 치매를 예방한다(Liao, Laufs, 2005; Miida, Takahashi,

Ikeuchi, 2007). 셋째, 스타틴은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eNOS)를 활성화시킴

으로써 혈관을 확장시키고 뇌혈류를 향상시킴으로써 허혈성 뇌졸중과 혈관성 치매를

예방한다(Endres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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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2002-2013년)를 이용하여 50세 이상

성인에서 스타틴 사용이 치매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스타틴 사용기간 및

스타틴 누적용량에 따른 치매 발생위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기

간 내에서 2007년 1월 1일과 2009년 1월 1일의 두 시점을 랜드마크 타임(landmark

time)으로 설정하여 랜드마크 분석(landmark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랜드마크 타

임 이전의 스타틴 사용이 이후의 추적관찰기간 동안 치매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

는지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1월 1일과 2009년 1월 1일의 두 시점을 랜드마크 타임으로 임의로 설정

하여, 각각의 연구대상자들을 선정하고 민감도분석을 시행한다.

둘째, 랜드마크 타임 이전에 스타틴 사용군과 비사용군의 대상자의 수와 일반적인 특

성을 파악한다.

셋째, 랜드마크 타임 이후 추적관찰기간 동안 스타틴 사용군과 비사용군 각각에서 치

매 발생자의 수를 파악하고 치매의 다른 위험인자들로 보정하여 스타틴 사용군의 비

사용군 대비 치매 발생위험비를 산출한다.

넷째, 스타틴 사용군을 스타틴 사용기간 및 스타틴 누적용량에 따라 구분하여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치매 발생위험도를 파악하고, 스타틴 사용과 치매 발생위험 간에 시간

-용량-반응 관계(time-dose-response relationship)가 있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결과지표인 치매 발생을 전체 치매 발생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 발생으로 달리하여 스타틴 사용과의 연관성을 확인한다.

여섯째, 전체 연구대상자를 기존에 알려진 치매의 위험요인의 유무에 따라 하위집단

으로 나누어, 하위집단별로 스타틴 사용과 전체 치매 발생과의 연관성에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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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는 2011년에 구축된 ‘국민건강

정보 DB’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정보 DB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

험 및 의료급여권자 전체에 대한 진료명세서와 진료내역, 상병내역, 처방전내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청구일 중심으로 수집되었던 원자료를 진료개시일 중심으로 변환한

것이다. 표본코호트 DB는 이 국민건강정보 DB를 기반으로 2002년 자격 및 진료 자료

를 대상으로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한 뒤, 이들에 관한 2010년까지의 정보를

코호트 형태로 구축하고, 추후 이들에 관한 2013년까지의 정보를 추가하여 구축한 자

료이다(Lee et al., 2017).

2002년 자격 모집단 사전분석 결과, 46,605,433명이 최종 표본추출 대상 모집단으로

선정되었고, 성별, 연령, 소득분위에 따른 비례배분에 의한 층화무작위추출법을 적용

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표본의 크기는 1,025,340명으로 모집단 인원수 대비 2.2%에

해당된다. 2002년 자격 대상자들로부터 추출된 표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망, 추적

실패 등 자료절단(censoring)으로 인해 코호트의 크기가 자연 감소하는 반면, 매년 각

연도의 모집단 신생아들을 대표하는 표본들이 새로 추가되는 역동적 코호트 DB의 형

태로 구축되었다.

표본코호트 DB는 12개년(2002~2013년) 자격 DB로부터 추출된 표본에 진료 DB, 건

강검진 DB, 요양기관 DB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연동한 자료로서, 각 세부 DB

에 대한 구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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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특성

자격 DB

-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자격 변수
- 기준년도, 개인일련번호, 성, 연령대, 지역, 가입자구분, 
소득분위, 사망년월, 사망원인 세·중분류, 장애관련 총 14
개 변수로 구성

진료 DB

명세서(20t)

- 요양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진료를 하고 청구방법에 따라 
작성한 청구단위 명세서 공통내역
- 개인일련번호, 청구일련번호, 요양개시일자, 서식코드, 
진료과목코드, 주·부상병, 요양일수, 청구/심결비용변수 
등 총 27개 변수로 구성

진료내역(30t)

- 요양기관의 진료행위, 의약품, 치료재료 등 상세 진료내
역

- 청구일련번호, 요양개시일자, 항·목코드, 분류유형코드, 
분류코드, 1일 실시횟수, 총 실시횟수 등 총 13개 변수
로 구성

상병내역(40t)
- 수진자 상병내역 관련 상세 자료
- 청구일련번호, 일련번호, 요양개시일자, 진료과목코드, 

상병기호 총 5개 변수로 구성

처 방 전 교 부 
상세내역(60t)

- 처방전교부건별 원외처방내역 관련 상세 자료
- 청구일련번호, 요양개시일자, 일반명코드,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투여일수 등 총 11개 변수로 구성

건강검진 DB

- 건강검진 주요 결과 및 문진에 의한 생활습관 및 행태
관련 자료
- 2002-2008년: 총 37개 변수, 2009-2013년: 총 41개 

변수

요양기관 DB
- 요양기관의 종별, 설립구분별, 지역(시도)별 현황 및 시

설, 장비, 인력관련 자료 등 총 10개 변수로 구성

표 1. 표본코호트 DB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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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 선정

본 연구는 인구기반 후향적 코호트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자료인 표본

코호트 DB의 2002년 자격 대상자 수는 1,025,340명인데, 이 중 50세 미만에서는 치매

유병률과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50세 미만 대상자들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랜드마크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2007년 1월 1일과 2009년 1월 1일을 각각

랜드마크 타임으로 설정하였고, 각각의 경우에서 추적관찰을 시작하는 시점인 랜드마

크 타임 이전에 어떤 종류의 치매(KCD코드: F00.x, F01.x, F02.x, F03.x, G30.x)라도

진단받거나, 사망한 사람은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랜드마크 타임 이전에

스타틴을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 중에서 새롭게 스타틴 사용을 시작한 사람만을 노출

군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의 기간을 워시아웃 기

간(washout period)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 스타틴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

은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

지의 3년을 랜드마크 기간(landmark period)으로 설정했을 때와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5년을 랜드마크 기간으로 설정했을 때, 각각 185,900명과

174,567명이 연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들을 노출군(스타틴 사용군)과 비노출군(스

타틴 비사용군)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그림 9,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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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2002년 자격 대상자 (n=1,025,340)

제외대상자 (n=839,440)
- 50세 미만 대상자 (n=805,415)
- 2002-2006 치매 진단자 (n=5,820)
- 2002-2006 사망자 (n=15,515)
- 2002-2003 스타틴 사용자(n=12,690)

연구대상자 (n=185,900)

스타틴 비사용군 
(n=167,547)

스타틴 사용군 
(n=18,353)

그림 9. 랜드마크 기간 3년의 연구대상자 선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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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2002년 자격 대상자 (n=1,025,340)

제외대상자 (n=850,773)
- 50세 미만 대상자 (n=805,415)
- 2002-2008 치매 진단자 (n=11,056)
- 2002-2008 사망자 (n=22,314)
- 2002-2003 스타틴 사용자(n=11,988)

연구대상자 (n=174,567)

스타틴 비사용군
(n=143,916)

스타틴 사용군 
(n=30,651)

그림 10. 랜드마크 기간 5년의 연구대상자 선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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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정의

가. 노출변수(스타틴 사용)의 정의

랜드마크 기간(landmark period)인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또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스타틴 종류에 불문하고 한

번이라도 스타틴을 처방받은 경우 스타틴 사용군으로 정의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한

번도 스타틴을 처방받지 않은 경우 스타틴 비사용군으로 구분하였다.

모든 스타틴 성분을 빠짐없이 포함시키기 위하여 Anatomic Therapeutic Chemical

(ATC) classification system code를 통하여 대상 스타틴 약물 성분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simvastatin, lovastatin, pravastatin, fluvastatin, atorvastatin, rosuvastatin,

pitavastatin 성분의 스타틴 단일제제와 함께 상기한 스타틴 성분을 포함한 복합제제

도 스타틴 사용군에 포함되었다. 표본코호트 DB의 청구자료는 약물성분별, 용량별로

구분된 주성분코드 변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스타틴 약물 처방 기록은 대상 스타틴

약물별 주성분코드를 활용하여 파악하였다(표 2).

또한 스타틴 사용과 치매 발생과의 시간-용량-반응 관계(time-dose-response

relationship)를 확인하기 위하여 스타틴 사용군을 스타틴의 누적사용기간 및 누적사용

용량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우선 스타틴 누적사용기간은 랜드마크 타임 이후 추적관

찰기간 동안 모든 처방명세서별 스타틴 처방일수의 총합으로 정의하였으며, 1-180일,

181-365일, 366-730일, 731일 이상의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스타틴 누적사용용량

을 계산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일일상용량(Defined Daily Dose,

이하 DDD)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스타틴 성분별로 지질강하의 효과를 표준화시킴으

로써 용량의 비교를 가능하게하기 위한 개념이다. 즉, 스타틴 누적사용용량

(cumulative DDD, 이하 cDDD)은 추적관찰기간 동안 모든 처방명세서별 스타틴의 일

일상용량과 사용일수를 곱한 후 이들을 모두 합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스타틴 누적사

용용량은 Quartile로 구분하여 범주화를 하였는데, 랜드마크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0-33.3 cDDD, 33.4-94.6 cDDD, 94.7-236.6 cDDD, 236.7 cDDD 이상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랜드마크 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0-40.0 cDDD, 40.1-142.5 cDDD,

142.6-403.3 cDDD, 403.4 cDDD 이상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스타틴 누적사용기

간과 스타틴 누적사용용량의 범주화를 위한 절단점은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

하여 결정하였다(Chen et al., 2014; Kim et al., 2018; 박덕우 등, 2015).



- 22 -

성분명 ATC코드 용량 청구자료 주성분코드
1DDD의 
해당용량

Simvastatin C10AA01
10mg 227803ATB

30mg20mg 227801ATB
40mg 227802ATB

Lovastatin C10AA02 20mg 185801ATB 45mg

Pravastatin C10AA03

5mg 216602ATB

30mg10mg 216601ATB
20mg 216603ATB
40mg 216604ATB

Fluvastatin C10AA04
20mg 162401ACH

60mg40mg 162402ACH
80mg 162403ATR

Atorvastatin C10AA05

10mg 111501ATB

20mg20mg 111502ATB
40mg 111503ATB
80mg 111504ATB

Rosuvastatin C10AA07
5mg 454003ATB

10mg10mg 454001ATB
20mg 454002ATB

Pitavastatin C10AA08
1mg 470902ATB

2mg2mg 470901ATB
4mg 470903ATB

Simvastatin/ezetimibe C10BA02 10/10mg 471000ATB -20/10mg 471100ATB
Atorvastatin/amlodipine C10BX03 10/5mg 472300ATB -

표 2. 스타틴 약물 성분 및 주성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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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지표(치매 발생)의 정의

1) 1차 결과(primary outcome)

1차 결과지표는 전체 치매 발생으로 랜드마크 타임 이후의 추적관찰기간 동안 한번

이라도 치매 진단코드(KCD코드: F00.x, F01.x, F02.x, F03, G30.x)가 부여된 경우를

전체 치매 발생으로 정의하였다.

2）2차 결과(secondary outcome)

치매에는 여러 아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

로,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의 60~70% 정도를 차지하며 혈관성 치매는 전체 치매의

약 30%를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치매의 발생 위험이 스타틴 사용과 연

관성이 있는지 따로 분석하기 위하여, 알츠하이머병 발생과 혈관성 치매 발생 각각을

2차 결과지표로 설정하였다. 알츠하이머병 발생은 랜드마크 타임 이후의 추적관찰기

간 동안 한번이라도 알츠하이머병 진단코드(KCD코드: F00.x, G30.x)가 부여된 경우로

정의하였고, 혈관성 치매 발생은 랜드마크 타임 이후의 추적관찰기간 동안 한번이라

도 혈관성 치매 진단코드(KCD코드: F01.x)가 부여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한글명칭 상병코드
소분류 세분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F00.0, F00.1, F00.2, F00.9
혈관성 치매 F01 F01.0, F01.1, F01.2, F01.3, F01.8, F01.9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F02.0, F02.1, F02.2, F02.3, F02.4, F02.8

상세불명의 치매 F03 해당 없음
알츠하이머병 G30 G30.0, G30.1, G30.8, G30.9

표 3. 치매 상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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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변량 정의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선행 연구에서 치매의 위험인자로 이미 밝혀진 요인

을 공변량으로 선정하였다. 스타틴 사용에 따른 치매 발생과 관련된 공변량으로는 연

령대, 성별, 건강보험자격-소득분위(소득수준), 동반된 내과 질환(고혈압, 심혈관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뇌혈관질환, 당뇨병) 및 정신과 질환(정신병장애, 양극성장애, 우울

장애, 불안장애), 흡연 및 음주, 그리고 의료이용도(연평균 입원횟수, 연평균 외래이용

횟수)를 포함하였다.

연령, 성별, 소득수준을 제외한 다른 공변량들의 정의를 위하여, 랜드마크 기간이 3

년인 경우 2007년 1월 1일 이전 5년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검색하였으며, 랜드마크

기간이 5년인 경우 2009년 1월 1일 이전 7년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검색하였다.

1) 연령대

표본코호트 DB에서 2002년 자격 DB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 대상자의 연령을 적용

하였다. 50세 미만의 대상자는 제외한 후, 연령대를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의 4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2) 성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였다.

3) 소득수준

코호트 자료의 특성상 추적관찰 기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소득수준이 달라

질 수 있지만, 분석의 편리를 위하여 소득분위가 연구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가

정 하에 2002년 자격 DB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적용하였다.

소득수준은 2002년 자격 DB의 소득분위 변수를 낮음, 중간, 높음의 3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고, 소득분위 변수가 0~4분위에 해당될 경우를 낮음 범주로, 5~8분

위에 해당될 경우를 중간 범주로, 9~10분위에 해당될 경우를 높음 범주로 분류하였다.

표본코호트 자격 DB의 경우 지역가입자인지 혹은 직장가입자인지에 따라 따로 구

분하여 0~10분위로 소득분위 변수가 구성되어 있으나, 분석의 편리를 위하여 같은 소

득분위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소득수준이 같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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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혈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중 이차성 고혈압을 제외한 I10(본태성 고혈압), I11

(고혈압성 심장병), I12(고혈압성 신장병), I13(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의 상병코드로

청구된 기록이 랜드마크 타임 이전 5년 또는 7년의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존재하는

경우를 고혈압으로 정의하였다.

5) 심혈관질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중 I21(급성 심근경색증), I22(후속 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52(오래된 심근경색증)의 심근경색 상병코

드와 I20(협심증), I24(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0(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I25.1

(관상동맥병), I25.5(허혈심근병증), I25.6(무증상 심근허혈), I25.8(기타 형태의 만성 허

혈심장병), I25.9(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심장병)의 협심증 및 급·만성 허혈심장질환 상

병코드로 청구된 기록이 랜드마크 타임 이전 5년 또는 7년의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존재하는 경우를 심혈관질환으로 정의하였다.

6) 심부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중 I110(심부전 동반 고혈압 심장병), I130(심부전 동

반 고혈압 심장 및 신장병), I32(심부전 및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

병), I50(심부전)의 상병코드로 청구된 기록이 랜드마크 타임 이전 5년 또는 7년의 기

간 동안 한번이라도 존재하는 경우를 심부전으로 정의하였다.

7) 심방세동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중 I48(심방세동 및 조동)의 상병코드로 청구된 기록

이 랜드마크 타임 이전 5년 또는 7년의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존재하는 경우를 심방

세동으로 정의하였다.

8) 뇌혈관질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중 G45(일과성 뇌허혈발작), G46(뇌의 혈관증후군),

I60(지주막하출혈), I61(뇌내출혈), I62(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뇌경색증), I64(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기타 뇌

혈관질환), I69(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의 상병코드로 청구된 기록이 랜드마크 타임 이

전 5년 또는 7년의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존재하는 경우를 뇌혈관질환으로 정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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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뇨병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중 E10(1형 당뇨병), E11(2형 당뇨병), E12(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E13(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상세불명의 당뇨병)의 상병코드로 청구

된 기록이 랜드마크 타임 이전 5년 또는 7년의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존재하는 경우

를 당뇨병으로 정의하였다.

10) 정신병장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중 F20(조현병), F21(조현형장애), F22(지속성 망상장

애), F23(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4(유도망상장애), F25(조현정동장애), F28(기

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F29(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의 상병코드로 청구된 기

록이 랜드마크 타임 이전 5년 또는 7년의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존재하는 경우를 정

신병장애로 정의하였다.

11) 양극성장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중 F30(조증 에피소드), F31(양극성 정동장애)의 상병

코드로 청구된 기록이 랜드마크 타임 이전 5년 또는 7년의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존

재하는 경우를 양극성장애로 정의하였다.

12) 우울장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중 F32(우울 에피소드), F33(재발성 우울장애)의 상병

코드로 청구된 기록이 랜드마크 타임 이전 5년 또는 7년의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존

재하는 경우를 우울장애로 정의하였다.

13) 불안장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중 F40(공포성 불안장애), F41(기타 불안장애), F42

(강박장애)의 상병코드로 청구된 기록이 랜드마크 타임 이전 5년 또는 7년의 기간 동

안 한번이라도 존재하는 경우를 불안장애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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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흡연

청구자료인 표본코호트 DB만으로는 치매 발생의 중요한 위험요인인 흡연력을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흡연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만성

하부호흡기질환의 유무를 흡연 여부의 대체변수로 사용하였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

류(KCD) 중 J41(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J42(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

염), J43(폐기종), J44(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의 상병코드로 청구된 기록이 랜드마

크 타임 이전 5년 또는 7년의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존재하는 경우를 흡연자로 정의

하였고 그 외의 경우를 비흡연자로 정의하였다.

15) 음주

청구자료인 표본코호트 DB만으로는 치매 발생의 중요한 위험요인인 음주력을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과음 또는 폭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알코

올-관련 장애 유무를 음주 여부의 대체변수로 사용하였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KCD) 중 K70(알콜성 간질환), F10(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의 상병코드

로 청구된 기록이 랜드마크 타임 이전 5년 또는 7년의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존재하

는 경우를 음주자로 정의하였고 그 외의 경우를 비음주자로 정의하였다.

16) 연평균 입원횟수, 연평균 외래이용횟수

스타틴 사용군은 스타틴 비사용군에 비하여 의사의 지시에 잘 따르고, 약물 복용의

순응도가 높으며,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스타틴 사용군에서의 더 빈번한 건강증진 행동으로 인하여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스타틴 사용군에서의 치매 예방효과가 실제보다 더 크게 분석될 가능성이 존재

한다. 따라서 이런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의료이용도를 반영할 수 있는 연평균 입

원횟수와 연평균 외래이용횟수를 공변량으로 선택하였다.

연평균 입원횟수의 경우 연구대상자 각 개인별로 랜드마크 타임 이전 5년 또는 7년

의 기간 동안 명세서(20t)자료의 서식코드 변수에서 의과입원, 보건기관입원, 정신과입

원으로 청구된 명세서의 총 개수를 5년 또는 7년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연평균 외래이용횟수의 경우 연구대상자 각 개인별로 랜드마크 타임 이전 5년 또는

7년의 기간 동안 명세서(20t)자료의 서식코드 변수에서 의과외래, 보건기관외래, 정신

과외래로 청구된 명세서의 총 개수를 5년 또는 7년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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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건(Event) 발생과 중도절단(Censored) 처리의 기준 및 생존시간

(Survival time)의 End point

모든 연구 대상자에서 랜드마크 타임인 2007년 1월 1일 또는 2009년 1월 1일 시점

부터 치매 상병코드로 청구된 첫 번째 요양개시일까지의 기간을 time-to-event로 정

의하였다. 추적관찰 종료시점인 2013년12월31일까지 치매 상병코드로 청구된 건이 없

는 대상자는 같은 기간 동안 사망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중도절단(censored) 처리하

였다. 사망한 경우는 랜드마크 타임부터 사망시점까지를 time-to-censored로 정의하

였고,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랜드마크 타임부터 마지막 의료이용일까지를

time-to-censored로 정의하였다(표 4).

Event(치매) 발생 유무 Survival time의 End point
치매가 발생한 경우 치매로 청구된 첫 번째 요양개시일

치매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망한 경우

사망일
(단, 자격 DB의 사망시점 변수는 년도와 월
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day)은 중간 
시점인 15일을 일괄적으로 적용함)

사망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의료이용일
(단, 추적관찰기간 동안 의료이용을 한 청
구기록이 없는 대상자는 2013년 12월 31일
을 마지막 의료이용일로 적용함)

표 4. Survival time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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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분석 방법

전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스타틴 비사용군과 스타틴 사용군으로 나누어

서 확인하였다. 명목형 변수의 경우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고 두 군 간에 차이가 있

는지를 chi-square test로 검정하였으며, 연속형 변수인 연평균 입원횟수와 연평균 외

래이용횟수 변수의 경우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였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두 군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Wilcoxon rank-sum test로 검정하였다.

스타틴 사용에 따른 치매 발생위험 분석을 위해 랜드마크 분석(landmark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랜드마크 분석은 코호트 연구기간 동안에 특정 시점을 랜드마크 타임

(land mark time)으로 선정하고 그 시점 이전을 노출기간으로, 이후를 추적관찰기간

으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랜드마크 타임 이전의 모든 결과지표 발생

과 그 시점 이후의 모든 약물노출 여부는 무시할 수 있게 되어 분석의 편리함을 가져

다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랜드마크 타임을 임의로 설정해야하는 어려움과 그 시점

이전의 결과 발생을 생략함으로써 통계적인 검정력이 감소된다는 점이 이 분석법의

단점이다. 보통 랜드마크 타임은 선험적인 연구 결과와 임상데이터를 고려하여 설정

하게 되는데, 너무 이른 시점을 선택하면 치료군과 비치료군의 분류가 잘못될 수 있

고, 너무 늦은 시점을 선택하면 결과 발생자의 상당수가 누락되어 충분한 결과발생을

얻을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Dafni, 2011).

본 연구에서 랜드마크 분석을 시행한 이유를 자세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

구와 같은 약물-역학 코호트연구(pharmaco-epidemiological cohort study)에서는 임상

시험과는 달리 치료군의 약물 사용 유무가 추적관찰의 시작 시점에 정해지지 않고 추

적관찰기간의 중간에 결정되게 되는데, 이런 연구에서 단순히 전통적인 콕스회귀분석

(conventional Cox regression)을 시행하게 되면 치료군에 속한 사람의 경우 코호트

연구의 시작시점부터 치료 시작시점 이전까지는 비치료군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치료

시작시점 이전의 기간도 노출군에 속했던 기간으로 간주함으로써 시관-관련 편향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조기발견기간 오류(immortal time bias 또는 guarantee-time

bias)라고 한다(Lévesque et al., 2010). 전통적인 콕스회귀분석 시에 시간에 따라 치료

군과 비치료군 여부가 달라지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조기발견기간 오류가 발

생하게 되면, 비치료군과 비교하여 약물치료군의 결과지표에 대한 효과가 과장되게

된다. 이러한 조기발견기간 오류를 교정해주는 분석법이 바로 시간-의존 콕스회귀분

석(time-dependent Cox regression)과 랜드마크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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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등(2017)은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하여 코호트 연구에서 시간-의존 콕스회귀분

석과 랜드마크 분석이 조기발견기간 오류를 제거하는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비록 평

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가 랜드마크분석에서 약간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

지만, 1종 오류 발생률은 시간-의존 콕스회귀분석과 랜드마크 분석에서 모두 비슷한

정도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저자들은 관찰 연구에서 약물의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시간-의존 콕스회귀분석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지만, 분석

의 편리성과 생존곡선을 시각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랜드마크 분석이 적절한 대

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랜드마크 타임이 제대로 설정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랜드마크 타임을

2007년 1월 1일과 2009년 1월 1일의 두 가지 경우로 선택하여 민감도분석을 시행하였

는데, 랜드마크 타임 이전의 스타틴 사용이 이후 7년 또는 5년의 추적기간 동안 치매

발생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콕스비례위험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위험비(hazard ratio)를 산출하였고,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및

유의확률(p-value)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스타틴 사용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파

악하기 위해 스타틴 사용군을 스타틴 사용기간 또는 스타틴 누적용량에 따라 범주화

하였으며, 각 범주별로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치매 발생위험도가 달라지는지를 확인

하였다. 또한 결과지표를 전체 치매 발생, 알츠하이머병 발생, 그리고 혈관성 치매 발

생으로 달리하여 스타틴 사용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포함

된 치매 위험요인(연령대, 성별, 소득수준, 흡연, 음주, 고혈압, 심혈관질환, 심부전, 심

방세동, 뇌혈관질환, 당뇨병, 정신병장애,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의 유무에

따라 스타틴 사용과 전체 치매 발생과의 관계에 차이가 생기는지 확인하고자 하위집

단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는 SAS software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고, 유의확률 0.05 미만

(p<0.05)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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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랜드마크 기간이 3년인 경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연구대상자 185,900명 중 스타틴 사용군은 18,353명(9.8%)이고, 스타틴 비사용

군은 167,547명(90.1%)이다. 두 군의 일반적 특성을 표 5에 제시하였다.

연령 분포는 스타틴 사용군에서 70세 이상의 비율이 12.84%로 스타틴 비사용군의

18.23%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 스타틴 비사용군에 고령의 대상자가 더 많았다. 성별의

경우 스타틴 사용군에서 여성의 구성 비율이 62.87%로 스타틴 비사용군(53.82%)보다

높았다. 소득수준은 높음 범주의 비율이 스타틴 사용군에서 33.37%, 스타틴 비사용군

에서 27.40%로 스타틴 사용군의 소득수준이 더 높았다. 흡연자의 비율은 스타틴 사용

군(32.04%)이 스타틴 비사용군(24.17%)보다 높았고, 음주자의 비율도 스타틴 사용군

(8.93%)이 스타틴 비사용군(5.60%)보다 높았다.

고혈압 환자의 비율은 스타틴 사용군에서 79.01%로 스타틴 비사용군의 42.24%보다

높았고, 심혈관질환자의 비율도 스타틴 사용군(36.69%)이 스타틴 비사용군(14.09%)보

다 높았다. 심부전 환자의 비율은 스타틴 사용군에서 15.15%로 스타틴 비사용군의

6.57%보다 높았고, 심방세동 환자의 비율도 스타틴 사용군(4.32%)이 스타틴 비사용군

(2.18%)보다 높았다. 뇌혈관질환자의 비율은 스타틴 사용군에서 27.23%로 스타틴 비

사용군의 12.40%보다 높았고, 당뇨병 환자의 비율도 스타틴 사용군(56.21%)이 스타틴

비사용군(27.19%)보다 높았다.

정신병장애 환자의 비율은 스타틴 사용군에서 0.66%, 스타틴 비사용군에서 0.60%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양극성장애 환자의 비율은 스타틴 사

용군에서 0.44%로 스타틴 비사용군의 0.32%보다 높았고, 우울장애 환자의 비율도 스

타틴 사용군에서 16.81%로 스타틴 비사용군의 9.21%보다 높았으며, 불안장애 환자의

비율도 스타틴 사용군(31.29%)이 스타틴 비사용군(18.77%)보다 높았다.

연평균 입원횟수는 스타틴 사용군에서 0.22±0.36회, 스타틴 비사용군에서 0.14±0.35

회로 스타틴 사용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p-value <0.001). 연평균 외래이

용횟수는 스타틴 사용군에서 14.67±8.57회, 스타틴 비사용군에서 9.07±7.93회로 스타틴

사용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p-value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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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목형 변수의 경우 두 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chi-square test로 검정하

였고, 연속형 변수의 경우 두 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Wilcoxon rank-sum

test로 검정하였다.

  
스타틴 비사용군 

(N=167,547)
스타틴 사용군 

(N=18,353) P value†
명(%) 명(%)

연령 <0.001
   50-59세 79,928 (47.70) 8,901 (48.50)
   60-69세 57,075 (34.07) 7,095 (38.66)
   70-79세 24,133 (14.40) 2,111 (11.50)
   ≥80세 6,411 (3.83) 246 (1.34)
성별 <0.001
   남자 77,374 (46.18) 6,814 (37.13)
   여자 90,173 (53.82) 11,539 (62.87)
소득수준 <0.001
   낮음 60,039 (35.83) 5,143 (28.02)
   중간 61,597 (36.76) 7,085 (38.60)
   높음 45,911 (27.40) 6,125 (33.37)
흡연 40,496 (24.17) 5,880 (32.04) <0.001
음주 9,385 (5.60) 1,639 (8.93) <0.001
내과적 질환
   고혈압 70,772 (42.24) 14,501 (79.01) <0.001
   심혈관질환 23,601 (14.09) 6,734 (36.69) <0.001
   심부전 11,009 (6.57) 2,781 (15.15) <0.001
   심방세동 3,652 (2.18) 793 (4.32) <0.001
   뇌혈관질환 20,784 (12.40) 4,998 (27.23) <0.001
   당뇨병 45,561 (27.19) 10,317 (56.21) <0.001
정신과적 질환
   정신병장애 1,011 (0.60) 121 (0.66) 0.382
   양극성장애 535 (0.32) 80 (0.44) 0.011
   우울장애 15,423 (9.21) 3,086 (16.81) <0.001
   불안장애 31,455 (18.77) 5,742 (31.29) <0.001
의료이용도
  연평균 입원횟수 0.14 ± 0.35 0.22 ± 0.36 <0.001
  연평균 외래이용횟수 9.07 ± 7.93 14.67 ± 8.57 <0.001

표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랜드마크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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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랜드마크 기간이 5년인 경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연구대상자 174,567명 중 스타틴 사용군은 30,651명(17.6%)이고, 스타틴 비사용

군은 143,916명(82.4%)이다. 두 군의 일반적 특성을 표 6에 제시하였다.

연령 분포는 스타틴 사용군에서 70세 이상의 비율이 11.58%로 스타틴 비사용군의

16.24%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 스타틴 비사용군에 고령의 대상자가 더 많았다. 성별의

경우 스타틴 사용군에서 여성의 구성 비율이 63.06%로 스타틴 비사용군(52.97%)보다

높았다. 소득수준은 높음 범주의 비율이 스타틴 사용군에서 31.78%, 스타틴 비사용군

에서 27.29%로 스타틴 사용군의 소득수준이 더 높았다. 흡연자의 비율은 스타틴 사용

군(38.17%)이 스타틴 비사용군(29.95%)보다 높았고, 음주자의 비율도 스타틴 사용군

(10.26%)이 스타틴 비사용군(7.06%)보다 높았다.

고혈압 환자의 비율은 스타틴 사용군에서 81.32%로 스타틴 비사용군의 48.82%보다

높았고, 심혈관질환자의 비율도 스타틴 사용군(40.87%)이 스타틴 비사용군(17.68%)보

다 높았다. 심부전 환자의 비율은 스타틴 사용군에서 16.82%로 스타틴 비사용군의

7.97%보다 높았고, 심방세동 환자의 비율도 스타틴 사용군(5.06%)이 스타틴 비사용군

(2.71%)보다 높았다. 뇌혈관질환자의 비율은 스타틴 사용군에서 32.03%로 스타틴 비

사용군의 16.66%보다 높았고, 당뇨병 환자의 비율도 스타틴 사용군(60.25%)이 스타틴

비사용군(32.52%)보다 높았다.

정신병장애 환자의 비율은 스타틴 사용군에서 0.75%, 스타틴 비사용군에서 0.86%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양극성장애 환자의 비율은 스타틴 사

용군에서 0.63%로 스타틴 비사용군의 0.46%보다 높았고, 우울장애 환자의 비율도 스

타틴 사용군에서 20.42%로 스타틴 비사용군의 12.05%보다 높았으며, 불안장애 환자의

비율도 스타틴 사용군(37.04%)이 스타틴 비사용군(24.13%)보다 높았다.

연평균 입원횟수는 스타틴 사용군에서 0.22±0.36회, 스타틴 비사용군에서 0.15±0.35

회로 스타틴 사용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p-value <0.001). 연평균 외래이

용횟수는 스타틴 사용군에서 16.85±11.42회, 스타틴 비사용군에서 10.95±9.92회로 스타

틴 사용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p-value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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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목형 변수의 경우 두 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chi-square test로 검정하

였고, 연속형 변수의 경우 두 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Wilcoxon rank-sum

test로 검정하였다.

  
스타틴 비사용군 

(N=143,916)
스타틴 사용군 

(N=30,651) P value†
명(%) 명(%)

연령 <0.001
   50-59세 71,869 (49.94) 15,290 (49.88)
   60-69세 48,686 (33.83) 11,811 (38.53)
   70-79세 19,136 (13.30) 3,239 (10.57)
   ≥80세 4,225 (2.94) 311 (1.01)
성별 <0.001
   남자 67,684 (47.03) 11,321 (36.94)
   여자 76,232 (52.97) 19,330 (63.06)
소득수준 <0.001
   낮음 51,217 (35.59) 9,427 (30.76)
   중간 53,419 (37.12) 11,482 (37.46)
   높음 39,280 (27.29) 9,742 (31.78)
흡연 43,108 (29.95) 11,701 (38.17) <0.001
음주 10,158 (7.06) 3,145 (10.26) <0.001
내과적 질환
   고혈압 70,258 (48.82) 24,924 (81.32) <0.001
   심혈관질환 25,440 (17.68) 12,528 (40.87) <0.001
   심부전 11,477 (7.97) 5,156 (16.82) <0.001
   심방세동 3,903 (2.71) 1,550 (5.06) <0.001
   뇌혈관질환 23,974 (16.66) 9,819 (32.03) <0.001
   당뇨병 46,802 (32.52) 18,466 (60.25) <0.001
정신과적 질환
   정신병장애 1,238 (0.86) 231 (0.75) 0.069
   양극성장애 666 (0.46) 194 (0.63) <0.001
   우울장애 17,348 (12.05) 6,258 (20.42) <0.001
   불안장애 34,726 (24.13) 11,354 (37.04) <0.001
의료이용도
  연평균 입원횟수 0.15 ± 0.35 0.22 ± 0.36 <0.001
  연평균 외래이용횟수 10.95 ± 9.92 16.85 ± 11.42 <0.001

표 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랜드마크 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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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틴 사용과 치매 발생위험

가. 스타틴 사용과 전체 치매 발생위험도

가-1. 랜드마크 기간이 3년인 경우

총 7년의 추적관찰기간 동안 스타틴 비사용군 167,547명과 스타틴 사용군 18,353명

중에서 전체 치매 신환자는 스타틴 비사용군에서 19,969명, 스타틴 사용군에서 2,297

명이 발생하였다(표 7). 공변량들(연령, 성별, 소득수준, 흡연, 음주, 고혈압, 심혈관질

환, 심부전, 심방세동, 뇌혈관질환, 당뇨병, 정신병장애,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불안장

애, 연평균 입원횟수, 연평균 외래이용횟수)로 보정하여 콕스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스타틴 사용군은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전체 치매 발생 위험비가 0.91(95% CI:

0.87-0.9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스타틴 사용기간에 따른 전체 치매 발생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스타틴 사용기간

을 180일 이하, 181-365일, 366-730일, 731일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180일

이하 사용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스타틴 비사용군에 비해 전체 치매 발생위험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스타틴 사용기간이 길수록 전체 치매 발생위험이 점진

적으로 낮아지는 시간-반응 관계(time-response relationship)를 확인할 수 있었다(180

일 이하 HR:0.95, 95% CI:0.90-1.00. 181-365일 HR:0.89, 95% CI:0.81-0.98. 366-730일

HR:0.86, 95% CI:0.77-0.94. 731일 이상 HR:0.79, 95% CI:0.66-0.93).

스타틴 누적용량에 따른 전체 치매 발생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일상용량

(Defined Daily Dose, DDD)과 사용일수를 적용한 후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제1 사분위를 제외한 모든 군에서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전체 치매 발

생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스타틴 누적용량의 분위수가 높아질수록 전

체 치매 발생위험도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용량-반응 관계(dose-response

relationship)를 확인할 수 있었다(1st quartile HR:1.02, 95% CI:0.94-1.11. 2nd quartile

HR:0.91, 95% CI:0.83-0.99. 3rd quartile HR:0.86 95% CI:0.79-0.94. 4th quartile

HR:0.85 95% CI:0.7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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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성별, 소득수준, 흡연, 음주, 고혈압, 심혈관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뇌혈관질환, 당뇨병,

정신병장애,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연평균 입원횟수, 연평균 외래이용횟수 변수들로

보정됨.

대상자수 
(명)

전체 
치매 
신환자 
(명)

총 
관찰기간 
(person-
years)

전체 
치매 
발생률 
(/1000 
person
-years)

Adjusted 
HR†
(95% CI)

P 
value

스타틴 사용

  비사용군 167,547 19,969 989,090 20.19
Reference

-

  사용군 18,353 2,297 111,005 20.69
0.91 
(0.87-0.95)

<0.001

스타틴 사용기간

  ≤180일 10,614 1,314 64,081 20.51
0.95 
(0.90-1.00)

0.062

  181-365일 3,514 438 21,304 20.56
0.89 
(0.81-0.98)

0.013

  366-730일 3,101 408 18,841 21.65
0.86 
(0.77-0.94)

0.002

  ≥731일 1,124 137 6,779 20.21
0.79 
(0.66-0.93)

0.005

스타틴 누적용량
  Q1(≤33.3 
cDDD)

4,581 611 27,443 22.26
1.02
(0.94-1.11)

0.616

  Q2(33.4-94.6 
cDDD)

4,599 544 27,932 19.48
0.91
(0.83-0.99)

0.023

  Q3(94.7-236.6 
cDDD)

4,585 544 27,725 19.62
0.86 
(0.79-0.94)

<0.001

  Q4(≥236.7 
cDDD)

4,588 598 27,905 21.43
0.85
(0.79-0.93)

<0.001

표 7. 스타틴 사용과 전체 치매 발생위험도 (랜드마크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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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랜드마크 기간이 5년인 경우

총 5년의 추적관찰기간 동안 스타틴 비사용군 143,916명과 스타틴 사용군 30,651명

중에서 전체 치매 신환자는 스타틴 비사용군에서 14,197명, 스타틴 사용군에서 3,247

명이 발생하였다(표 8). 공변량들(연령, 성별, 소득수준, 흡연, 음주, 고혈압, 심혈관질

환, 심부전, 심방세동, 뇌혈관질환, 당뇨병, 정신병장애,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불안장

애, 연평균 입원횟수, 연평균 외래이용횟수)로 보정하여 콕스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스타틴 사용군은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전체 치매 발생 위험비가 0.92(95% CI:

0.89-0.9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스타틴 사용기간에 따른 전체 치매 발생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스타틴 사용기간

을 180일 이하, 181-365일, 366-730일, 731일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180일

이하 사용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스타틴 비사용군에 비해 전체 치매 발생위험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스타틴 사용기간이 길수록 전체 치매 발생위험이 점진

적으로 낮아지는 시간-반응 관계(time-response relationship)를 확인할 수 있었다(180

일 이하 HR:1.01, 95% CI:0.96-1.06. 181-365일 HR:0.91, 95% CI:0.83-0.99. 366-730일

HR:0.85, 95% CI:0.78-0.93. 731일 이상 HR:0.79, 95% CI:0.72-0.86).

스타틴 누적용량에 따른 전체 치매 발생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일상용량

(Defined Daily Dose, DDD)과 사용일수를 적용한 후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제1 사분위에서는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치매 발생위험이 1.10배(95%

CI: 1.03-1.18)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제2, 제3, 제4 사분위들에서는 모두 스타틴 비사

용군 대비 전체 치매 발생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스타틴 누적용량의

분위수가 높아질수록 전체 치매 발생위험도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용량-반응 관계

(dose-response relationship)를 확인할 수 있었다(2nd quartile HR:0.92, 95%

CI:0.85-0.99. 3rd quartile HR:0.87 95% CI:0.81-0.94. 4th quartile HR:0.80 95%

CI:0.7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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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성별, 소득수준, 흡연, 음주, 고혈압, 심혈관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뇌혈관질환, 당뇨병,

정신병장애,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연평균 입원횟수, 연평균 외래이용횟수 변수들로

보정됨.

대상자수 
(명)

전체 
치매 
신환자 
(명)

총 
관찰기간 
(person-
years)

전체 
치매 
발생률 
(/1000 
person
-years)

Adjusted 
HR†
(95% CI)

P 
value

스타틴 사용
  비사용군 143,916 14,197 628,207 22.60 Reference -

  사용군 30,651 3,247 137,118 23.68
0.92 
(0.89-0.96)

<0.001

스타틴 사용기간

  ≤180일 14,737 1,635 65,603 24.92
1.01 
(0.96-1.06)

0.708

  181-365일 4,951 505 22,229 22.72
0.91 
(0.83-0.99)

0.038

  366-730일 5,352 545 24,003 22.71
0.85 
(0.78-0.93)

<0.001

  ≥731일 5,611 562 25,283 22.23
0.79 
(0.72-0.86)

<0.001

스타틴 누적용량
  Q1(≤40.0 
cDDD)

7,817 959 34,482 27.81
1.10 
(1.03-1.18)

0.004

  Q2(40.1-142.5 
cDDD)

7,510 751 33,727 22.27
0.92 
(0.85-0.99)

0.027

  Q3(142.6-403.3 
cDDD)

7,660 774 34,407 22.50
0.87 
(0.81-0.94)

<0.001

  Q4(≥403.4 
cDDD)

7,664 763 34,502 22.11
0.80 
(0.74-0.86)

<0.001

표 8. 스타틴 사용과 전체 치매 발생위험도 (랜드마크 기간 5년)



- 39 -

나. 스타틴 사용과 알츠하이머병 발생위험도

나-1. 랜드마크 기간이 3년인 경우

총 7년의 추적관찰기간 동안 스타틴 비사용군 167,547명과 스타틴 사용군 18,353명

중에서 알츠하이머병 신환자는 스타틴 비사용군에서 13,077명, 스타틴 사용군에서

1,423명이 발생하였다(표 9). 공변량들(연령, 성별, 소득수준, 흡연, 음주, 고혈압, 심혈

관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뇌혈관질환, 당뇨병, 정신병장애,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불

안장애, 연평균 입원횟수, 연평균 외래이용횟수)로 보정하여 콕스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스타틴 사용군은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비가 0.86(95%

CI: 0.82-0.9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스타틴 사용기간에 따른 알츠하이머병 발생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스타틴 사용

기간을 180일 이하, 181-365일, 366-730일, 731일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180

일 이하 사용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스타틴 비사용군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

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스타틴 사용기간이 길수록 알츠하이머병 발생위

험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시간-반응 관계(time-response relationship)를 확인할 수

있었다(180일 이하 HR:0.91, 95% CI:0.84-0.97. 181-365일 HR:0.84, 95% CI:0.74-0.95.

366-730일 HR:0.84, 95% CI:0.74-0.95. 731일 이상 HR:0.66, 95% CI:0.53-0.83).

스타틴 누적용량에 따른 알츠하이머병 발생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일상용량

(Defined Daily Dose, DDD)과 사용일수를 적용한 후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제1 및 제2 사분위를 제외한 제3 및 제4 사분위에서 스타틴 비사용군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스타틴 누적용량의

분위수가 높아질수록 알츠하이머병 발생위험도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용량-반응 관

계(dose-response relationship)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1st quartile HR:0.96,

95% CI:0.86-1.06. 2nd quartile HR:0.90, 95% CI:0.81-1.00. 3rd quartile HR:0.80 95%

CI:0.72-0.90. 4th quartile HR:0.80 95% CI:0.72-0.89). 이 결과를 토대로 스타틴 누적

용량이 94.7 cDDD 이상은 되어야 알츠하이머병 발생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 40 -

† 연령, 성별, 소득수준, 흡연, 음주, 고혈압, 심혈관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뇌혈관질환, 당뇨병,

정신병장애,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연평균 입원횟수, 연평균 외래이용횟수 변수들로

보정됨.

대상자수 
(명)

알츠하
이머병 
신환자 
(명)

총 
관찰기간 
(person-
years)

알츠하
이머병 
발생률 
(/1000 
person
-years)

Adjusted 
HR†
(95% CI)

P 
value

스타틴 사용

  비사용군 167,547 13,077 1007,613 12.98
Reference

-

  사용군 18,353 1,423 113,705 12.51
0.86
(0.82-0.91)

<0.001

스타틴 사용기간

  ≤180일 10,614 819 65,610 12.48
0.91
(0.84-0.97)

0.007

  181-365일 3,514 268 21,821 12.28
0.84
(0.74-0.95)

0.005

  366-730일 3,101 259 19,304 13.42
0.84 
(0.74-0.95)

0.006

  ≥731일 1,124 77 6,969 11.05
0.66
(0.53-0.83)

<0.001

스타틴 누적용량
  Q1(≤33.3 
cDDD)

4,581 379 28,159 13.46
0.96
(0.86-1.06)

0.412

  Q2(33.4-94.6 
cDDD)

4,599 348 28,550 12.19
0.90
(0.81-1.00)

0.050

  Q3(94.7-236.6 
cDDD)

4,585 328 28,388 11.55
0.80
(0.72-0.90)

<0.001

  Q4(≥236.7 
cDDD)

4,588 368 28,608 12.86
0.80
(0.72-0.89)

<0.001

표 9. 스타틴 사용과 알츠하이머병 발생위험도 (랜드마크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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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랜드마크 기간이 5년인 경우

총 5년의 추적관찰기간 동안 스타틴 비사용군 143,916명과 스타틴 사용군 30,651명

중에서 알츠하이머병 신환자는 스타틴 비사용군에서 9,462명, 스타틴 사용군에서

2,053명이 발생하였다(표 10). 공변량들(연령, 성별, 소득수준, 흡연, 음주, 고혈압, 심혈

관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뇌혈관질환, 당뇨병, 정신병장애,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불

안장애, 연평균 입원횟수, 연평균 외래이용횟수)로 보정하여 콕스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스타틴 사용군은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비가 0.88(95%

CI: 0.84-0.9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스타틴 사용기간에 따른 알츠하이머병 발생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스타틴 사용

기간을 180일 이하, 181-365일, 366-730일, 731일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모

든 군에서 스타틴 비사용군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스타틴 사용기간이 길수록 알츠하이머병 발생위험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시간-반응 관계(time-response relationship)를 확인할 수 있었다(180일 이하 HR:0.98,

95% CI:0.92-1.05. 181-365일 HR:0.81, 95% CI:0.72-0.92. 366-730일 HR:0.83, 95%

CI:0.74-0.92. 731일 이상 HR:0.74, 95% CI:0.66-0.82).

스타틴 누적용량에 따른 알츠하이머병 발생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일상용량

(Defined Daily Dose, DDD)과 사용일수를 적용한 후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제1 사분위를 제외한 모든 사분위에서 스타틴 비사용군에 비해 알츠하

이머병 발생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스타틴 누적용량의 분위수가 높

아질수록 알츠하이머병 발생위험도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용량-반응 관계

(dose-response relationship)를 확인할 수 있었다(1st quartile HR:1.07, 95%

CI:0.98-1.16. 2nd quartile HR:0.88, 95% CI:0.80-0.97. 3rd quartile HR:0.84 95%

CI:0.77-0.92. 4th quartile HR:0.74 95% CI:0.67-0.81). 이 결과에서는 스타틴 누적용량

이 40.1 cDDD 이상은 되어야 알츠하이머병 발생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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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성별, 소득수준, 흡연, 음주, 고혈압, 심혈관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뇌혈관질환, 당뇨병,

정신병장애,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연평균 입원횟수, 연평균 외래이용횟수 변수들로

보정됨.

대상자수 
(명)

알츠하
이머병 
신환자 
(명)

총 
관찰기간 
(person-
years)

알츠하
이머병 
발생률 
(/1000 
person
-years)

Adjusted 
HR†
(95% CI)

P 
value

스타틴 사용
  비사용군 143,916 9,462 638,194 14.83 Reference -

  사용군 30,651 2,053 139,774 14.69
0.88 
(0.84-0.93)

<0.001

스타틴 사용기간

  ≤180일 14,737 1,056 66,880 15.79
0.98 
(0.92-1.05)

0.628

  181-365일 4,951 299 22,694 13.18
0.81 
(0.72-0.92)

<0.001

  366-730일 5,352 350 24,446 14.32
0.83 
(0.74-0.92)

<0.001

  ≥731일 5,611 348 25,754 13.51
0.74 
(0.66-0.82)

<0.001

스타틴 누적용량
  Q1(≤40.0 
cDDD)

7,817 623 35,227 17.69
1.07 
(0.98-1.16)

0.117

  Q2(40.1-142.5 
cDDD)

7,510 472 34,348 13.74
0.88 
(0.80-0.97)

0.008

  Q3(142.6-403.3 
cDDD)

7,660 492 35,021 14.05
0.84 
(0.77-0.92)

<0.001

  Q4(≥403.4 
cDDD)

7,664 466 35,178 13.25
0.74 
(0.67-0.81)

<0.001

표 10. 스타틴 사용과 알츠하이머병 발생위험도 (랜드마크 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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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타틴 사용과 혈관성 치매 발생위험도

다-1. 랜드마크 기간이 3년인 경우

총 7년의 추적관찰기간 동안 스타틴 비사용군 167,547명과 스타틴 사용군 18,353명

중에서 혈관성 치매 신환자는 스타틴 비사용군에서 5,393명, 스타틴 사용군에서 744명

이 발생하였다(표 11). 공변량들(연령, 성별, 소득수준, 흡연, 음주, 고혈압, 심혈관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뇌혈관질환, 당뇨병, 정신병장애,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연평균 입원횟수, 연평균 외래이용횟수)로 보정하여 콕스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스타

틴 사용군은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비가 0.99(95% CI:

0.91-1.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스타틴 사용기간에 따른 혈관성 치매 발생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스타틴 사용기

간을 180일 이하, 181-365일, 366-730일, 731일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군에서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180일 이하 HR:0.98, 95% CI:0.89-1.09. 181-365일 HR:1.05, 95% CI:0.89-1.23.

366-730일 HR:0.98, 95% CI:0.82-1.16. 731일 이상 HR:0.88, 95% CI:0.66-1.17).

스타틴 누적용량에 따른 혈관성 치매 발생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일상용량

(Defined Daily Dose, DDD)과 사용일수를 적용한 후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군에서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1st quartile HR:1.07, 95% CI:0.92-1.24. 2nd quartile HR:0.97,

95% CI:0.83-1.13. 3rd quartile HR:0.95, 95% CI:0.82-1.10. 4th quartile HR:0.97 95%

CI:0.84-1.11).

결론적으로, 스타틴 사용은 사용기간의 장단 및 누적용량의 고저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혈관성 치매 발생과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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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성별, 소득수준, 흡연, 음주, 고혈압, 심혈관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뇌혈관질환, 당뇨병,

정신병장애,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연평균 입원횟수, 연평균 외래이용횟수 변수들로

보정됨.

대상자수 
(명)

혈관성 
치매 
신환자 
(명)

총 
관찰기간 
(person-y
ears)

혈관성 
치매 
발생률 
(/1000 
person
-years)

Adjusted 
HR†
(95% CI)

P 
value

스타틴 사용

  비사용군 167,547 5,393 1,022,364 5.28
reference

-

  사용군 18,353 744 115,049 6.47
0.99 
(0.91-1.07)

0.738

스타틴 사용기간

  ≤180일 10,614 402 66,449 6.05
0.98
(0.89-1.09)

0.741

  181-365일 3,514 156 22,062 7.07
1.05
(0.89-1.23)

0.594

  366-730일 3,101 139 19,529 7.12
0.98
(0.82-1.16)

0.787

  ≥731일 1,124 47 7,009 6.71
0.88 
(0.66-1.17)

0.370

스타틴 누적용량
  Q1(≤33.3 
cDDD)

4,581 189 28,558 6.62
1.07
(0.92-1.24)

0.368

  Q2(33.4-94.6 
cDDD)

4,599 171 28,876 5.92
0.97
(0.83-1.13)

0.672

  Q3(94.7-236.6 
cDDD)

4,585 180 28,712 6.27
0.95 
(0.82-1.10)

0.485

  Q4(≥236.7 
cDDD)

4,588 204 28,903 7.06
0.97
(0.84-1.11)

0.628

표 11. 스타틴 사용과 혈관성 치매 발생위험도 (랜드마크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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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랜드마크 기간이 5년인 경우

총 5년의 추적관찰기간 동안 스타틴 비사용군 143,916명과 스타틴 사용군 30,651명

중에서 혈관성 치매 신환자는 스타틴 비사용군에서 3,565명, 스타틴 사용군에서 918명

이 발생하였다(표 12). 공변량들(연령, 성별, 소득수준, 흡연, 음주, 고혈압, 심혈관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뇌혈관질환, 당뇨병, 정신병장애,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연평균 입원횟수, 연평균 외래이용횟수)로 보정하여 콕스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스타

틴 사용군은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비가 0.94(95% CI:

0.87-1.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스타틴 사용기간에 따른 혈관성 치매 발생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스타틴 사용기

간을 180일 이하, 181-365일, 366-730일, 731일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731일

이상 사용군에서는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혈관성 치매 발생위험비가 0.85(95% CI:

0.73-0.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나, 다른 세 군에서는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180일 이하 HR:1.01, 95%

CI:0.92-1.12. 181-365일 HR:0.93, 95% CI:0.79-1.11. 366-730일 HR:0.85, 95%

CI:0.72-1.01). 하지만 랜드마크 타임을 2007년 1월 1일로 설정하고 분석했을 때와 다

르게 스타틴 사용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혈관성 치매 발생위험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시간-반응 관계(time-response relationship)의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스타틴 누적용량에 따른 혈관성 치매 발생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일상용량

(Defined Daily Dose, DDD)과 사용일수를 적용한 후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제3 사분위에서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비가 0.85

배(95% CI: 0.74-0.9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나, 다른 세 군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1st quartile HR:1.11, 95% CI:0.98-1.26. 2nd quartile

HR:0.91, 95% CI:0.79-1.05. 4th quartile HR:0.89 95% CI:0.7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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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성별, 소득수준, 흡연, 음주, 고혈압, 심혈관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뇌혈관질환, 당뇨병,

정신병장애,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연평균 입원횟수, 연평균 외래이용횟수 변수들로

보정됨.

대상자수 
(명)

혈관성 
치매 
신환자 
(명)

총 
관찰기간 
(person-y
ears)

혈관성 
치매 
발생률 
(/1000 
person
-years)

Adjusted 
HR†
(95% CI)

P 
value

스타틴 사용
  비사용군 143,916 3,565 647,878 5.50 Reference -

  사용군 30,651 918 141,804 6.47
0.94 
(0.87-1.02)

0.119

스타틴 사용기간

  ≤180일 14,737 448 67,974 6.59
1.01 
(0.92-1.12)

0.807

  181-365일 4,951 146 22,994 6.35
0.93 
(0.79-1.11)

0.427

  366-730일 5,352 153 24,802 6.17
0.85 
(0.72-1.01)

0.059

  ≥731일 5,611 171 26,034 6.57
0.85 
(0.73-0.99)

0.049

스타틴 누적용량
  Q1(≤40.0 
cDDD)

7,817 263 35,849 7.34
1.11 
(0.98-1.26)

0.096

  Q2(40.1-142.5 
cDDD)

7,510 206 34,859 5.91
0.91 
(0.79-1.05)

0.200

  Q3(142.6-403.3 
cDDD)

7,660 210 35,543 5.91
0.85 
(0.74-0.98)

0.022

  Q4(≥403.4 
cDDD)

7,664 239 35,552 6.72
0.89 
(0.78-1.02)

0.090

표 12. 스타틴 사용과 혈관성 치매 발생위험도 (랜드마크 타임 5년)



- 47 -

3. 스타틴 사용과 전체 치매 발생위험의 하위집단분석

가. 랜드마크 기간이 3년인 경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치매의 위험인자로 밝혀진 요인들을 공변량으로 선

택하였는데, 공변량들과 스타틴 사용과의 교호작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변량

의 유무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서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 발생에 미치는 위험

을 콕스비례위험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한 변수 외에

다른 공변량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모두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

저 랜드마크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경우의 하위집단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을 보면, 성별, 흡연, 심혈관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뇌혈관질환, 불안장애의 경

우 질환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하위집단에서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 발생위험

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반면에 연령대, 소득수준, 음주, 고혈압, 당뇨병,

정신병장애, 양극성장애, 우울장애의 경우 하위집단에 따라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의 경우 50-59세의 젊은 연령대에서 스타틴 사용군의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전체 치매 발생위험비가 0.90(95% CI: 0.81-1.00)으로,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 발생

을 예방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집

단의 경우 스타틴 사용군의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전체 치매 발생위험비가 0.94(95%

CI: 0.88-1.02)로,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 발생을 예방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음주자의 경우 스타틴 사용군의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전체

치매 발생위험비가 0.95(95% CI: 0.82-1.12)로,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 발생을 예방

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혈압이 없는 집단에서 스타

틴 사용군의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전체 치매 발생위험비가 1.03(95% CI: 0.92-1.16)

으로,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 발생을 경미하게 증가시키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당뇨병 비질환자의 경우 스타틴 사용군의 스타틴 비사용

군 대비 전체 치매 발생위험비가 0.93(95% CI: 0.87-1.00)으로,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

매 발생을 예방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신병장애 환

자의 경우 스타틴 사용군의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전체 치매 발생위험비가 0.72(95%

CI: 0.48-1.07)로,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 발생을 예방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양극성장애 환자의 경우 스타틴 사용군의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전체 치매 발생위험비가 0.64(95% CI: 0.36-1.14)로,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 발

생을 예방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우울장애 환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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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스타틴 사용군의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전체 치매 발생위험비가 0.94(95% CI:

0.86-1.03)로,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 발생을 예방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랜드마크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수행한 하위집단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스타틴 사용은 고혈압이 없는 집단에서만 경미하게 치매 발생위험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그 외에 모든 하위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거나 또는 유의하지 않게 전체 치매를 예방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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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집단 N Adjusted HR (95%CI)
연령대 50-59세 88,829 0.90 (0.81-1.00)

60-69세 64,170 0.90 (0.84-0.96)
70-79세 26,244 0.90 (0.83-0.98)
≥80세 6,657 0.75 (0.59-0.94)

성별 남자 84,188 0.86 (0.79-0.93)
여자 101,712 0.93 (0.88-0.98)

소득수준 낮음 65,182 0.87 (0.80-0.94)
중간 68,682 0.94 (0.88-1.02)
높음 52,036 0.90 (0.83-0.97)

흡연 무 139,524 0.91 (0.86-0.96)
유 46,376 0.92 (0.86-0.99)

음주 무 174,876 0.90 (0.86-0.95)
유 11,024 0.95 (0.82-1.12)

고혈압 무 100,627 1.03 (0.92-1.16)
유 85,273 0.88 (0.83-0.92)

심혈관질환 무 155,565 0.92 (0.87-0.98)
유 30,335 0.87 (0.81-0.94)

심부전 무 172,110 0.90 (0.86-0.95)
유 13,790 0.90 (0.82-0.99)

심방세동 무 181,455 0.92 (0.87-0.96)
유 4,445 0.80 (0.66-0.97)

뇌혈관질환 무 160,118 0.88 (0.83-0.94)
유 25,782 0.93 (0.86-0.99)

당뇨병 무 130,022 0.93 (0.87-1.00)
유 55,878 0.88 (0.83-0.93)

정신병장애 무 184,768 0.91 (0.87-0.95)
유 1,132 0.72 (0.48-1.07)

양극성장애 무 185,285 0.91 (0.87-0.95)
유 615 0.64 (0.36-1.14)

우울장애 무 167,391 0.89 (0.85-0.94)
유 18,509 0.94 (0.86-1.03)

불안장애 무 148,703 0.90 (0.85-0.95)
유 37,197 0.92 (0.85-0.99)

표 13. 치매 위험요인별 하위집단에서 스타틴 사용과 전체 치매 발생위험도 (랜드마크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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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랜드마크 기간이 5년인 경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치매의 위험인자로 밝혀진 요인들을 공변량으로 선

택하였는데, 공변량들과 스타틴 사용과의 교호작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변량

의 유무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서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 발생에 미치는 위험

을 콕스비례위험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한 변수 외에

다른 공변량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모두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랜

드마크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경우의 하위집단 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를 보면, 성별, 심혈관질환, 심방세동, 뇌혈관질환, 정신병장애, 우울장애, 불안

장애의 경우 질환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하위집단에서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

발생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반면에 연령대, 소득수준, 흡연, 음주,

고혈압, 심부전, 당뇨병, 양극성장애의 경우 하위집단에 따라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

매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의 경우 80세 이상에서 스타틴 사용군의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전체 치매 발

생위험비가 0.88(95% CI: 0.71-1.09)로,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 발생을 예방하는 경

향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수준이 높음인 집단의 경우 스타

틴 사용군의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전체 치매 발생위험비가 0.95(95% CI: 0.88-1.02)

로,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 발생을 예방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비흡연자에서 스타틴 사용군의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전체 치매 발생위험

비가 0.95(95% CI: 0.90-1.00)로,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 발생을 예방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음주자에서 스타틴 사용군의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전체 치매 발생위험비가 0.87(95% CI: 0.76-1.00)로,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 발

생을 예방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혈압이 없는 집단

에서 스타틴 사용군의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전체 치매 발생위험비가 1.04(95% CI:

0.94-1.16)로,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 발생을 경미하게 증가시키는 경향성을 보였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심부전 환자에서 스타틴 사용군의 스타틴 비사용

군 대비 전체 치매 발생위험비가 0.92(95% CI: 0.85-1.00)로,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

발생을 예방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당뇨병 비질환자에

서 스타틴 사용군의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전체 치매 발생위험비가 0.94(95% CI:

0.88-1.01)로,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 발생을 예방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양극성장애 환자에서 스타틴 사용군의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전

체 치매 발생위험비가 0.69(95% CI: 0.47-1.03)로,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 발생을 예

방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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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수행한 하위집단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랜드마크 기간이 3년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타틴 사용은 고혈압이 없는 집단에서만

경미하게 치매 발생위험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그 외

에 모든 하위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또는 유의하지 않게 전체 치매를 예

방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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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집단 N Adjusted HR (95%CI)
연령대 50-59세 87,159 0.91 (0.83-0.99)

60-69세 60,497 0.92 (0.86-0.97)
70-79세 22,375 0.91 (0.85-0.98)
≥80세 4,536 0.88 (0.71-1.09)

성별 남자 79,005 0.88 (0.82-0.95)
여자 95,562 0.94 (0.90-0.99)

소득수준 낮음 60,644 0.91 (0.85-0.98)
중간 64,901 0.90 (0.84-0.96)
높음 49,022 0.95 (0.88-1.02)

흡연 무 119,758 0.95 (0.90-1.00)
유 54,809 0.89 (0.84-0.95)

음주 무 161,264 0.93 (0.89-0.97)
유 13,303 0.87 (0.76-1.00)

고혈압 무 79,385 1.04 (0.94-1.16)
유 95,182 0.90 (0.86-0.94)

심혈관질환 무 136,599 0.94 (0.89-0.99)
유 37,968 0.90 (0.84-0.95)

심부전 무 157,934 0.92 (0.88-0.96)
유 16,633 0.92 (0.85-1.00)

심방세동 무 169,114 0.93 (0.89-0.97)
유 5,453 0.84 (0.72-0.99)

뇌혈관질환 무 140,774 0.91 (0.86-0.96)
유 33,793 0.93 (0.87-0.98)

당뇨병 무 109,299 0.94 (0.88-1.01)
유 65,268 0.90 (0.86-0.95)

정신병장애 무 173,098 0.93 (0.89-0.97)
유 1,469 0.72 (0.52-0.99)

양극성장애 무 173,707 0.93 (0.89-0.96)
유 860 0.69 (0.47-1.03)

우울장애 무 150,961 0.92 (0.88-0.97)
유 23,606 0.92 (0.85-0.99)

불안장애 무 128,487 0.93 (0.89-0.99)
유 46,080 0.91 (0.85-0.96)

표 14. 치매 위험요인별 하위집단에서 스타틴 사용과 전체 치매 발생위험도 (랜드마크 
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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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1.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를 대표하는 자료인 표본코호트를 기반으로 수행한 본 후

향적 코호트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연령, 성별, 소득수준, 흡연 및 음주력, 고

혈압, 심혈관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뇌혈관질환, 당뇨병의 내과질환, 정신병장애, 양극

성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의 정신과질환, 의료이용도를 보정한 후에도, 랜드마크 기

간이 3년이든지 혹은 5년이든지에 관계없이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 발생위험을

8-9%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런 스타틴과 전체 치매와의 관련성에는 시간-

반응관계 및 용량-반응관계가 있어서, 스타틴 사용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치매

위험도가 21%까지 감소하며, 스타틴을 저용량으로 사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고용량일

때 치매 발생 위험도가 더 많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런 스타틴의 치매 예방효과는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났는데, 랜드마

크 타임을 어떻게 설정하든지 간에 스타틴 사용은 알츠하이머병 발생위험을 12-14%

낮추었다. 그리고 스타틴과 알츠하이머병과의 연관성에는 시간-반응관계 및 용량-반

응관계가 있었으며, 스타틴 사용기간이 2년 이상일 때 치매 위험도는 26%-34%까지

감소하고, 스타틴을 고용량으로 사용했을 때가 저용량으로 사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알츠하이머병 발생위험도를 더 크게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한편 스타틴 사용과 혈관성 치매 발생의 연관성은 랜드마크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

을 때와 5년으로 설정했을 때가 차이가 있었다. 랜드마크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스

타틴 사용과 혈관성 치매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도 없었으나, 랜드마크 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스타틴을 2년 이상 사용한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5% 혈관성 치매

위험을 감소시켰다. 또한 스타틴 누적용량이 142.6-403.3 cDDD인 제3 사분위 군에서

는 스타틴 사용이 유의하게 15%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를, 그리고 스타틴 누적

용량이 403.4 cDDD 이상인 제4 사분위 군에서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11% 혈관성 치

매를 예방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할 때,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스타틴에 대한 노출기간이 길

고, 노출용량이 높은 경우에만 예방효과가 나타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랜드마크 기

간이 3년인 경우는 스타틴을 아무리 오랫동안 높은 용량으로 사용하더라도 혈관성 치

매를 예방하기 위한 스타틴의 최소 사용기간과 최소 누적용량에 도달한 대상자의 수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스타틴 사용기간의 모든 군과 스타틴 누적용량의 모든 군

에서 스타틴 사용이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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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코호트 자료가 더 오랜 기간의 청구자료를 포함하게 되

면, 스타틴 약물에의 노출 기간과 추적관찰기간을 더 길게 하여 랜드마크 분석을 시

행하거나 시간-의존 콕스회귀분석을 시행한다면 더 정확히 스타틴 사용과 혈관성 치

매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타틴의 장기간 사용과 높은 누적용량이

필요하다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에서는 비교적 단기간의 사용과 낮은 누

적용량으로도 스타틴의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는 결과와 대비되는데, 이는 서론에서 살

펴봤듯이 스타틴이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기전이 서로 다르다는 것

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향후의 연구에서도 스타틴이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공변량들로 보정하지 않았을 때는 스타틴 비사용군과 비교하여

스타틴 사용군에서 전체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 발생률이 더 높은 반면, 공변량들을

보정하여 콕스회귀분석을 시행했을 때는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스타틴 사용군에서 치

매발생위험도가 더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스타틴 비

사용군과 스타틴 사용군의 일반적인 특성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표 5와 표 6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타틴 사용군에서 치매 발생의 강력한 위험인자인 여성의 비

율이 높고, 흡연 및 음주자의 비율이 높으며, 여러 내과 및 정신관질환의 유병률이 높

기 때문에 보정 전과 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하위집단분석 결과, 랜드마크 타임이 2007년과 2009년인 경우 모두에서

스타틴 사용은 고혈압이 없는 집단에서만 3-4% 정도로 경미하게 치매 발생위험을 높

이는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그 외에 모든 하위집단에서는 유

의하거나 또는 유의하지 않게 전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

고 80세 이상인 고령자에서도 스타틴의 전체 치매 예방효과가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이전에 몇몇 연구들에서 80세 이상에서는 스타틴의 치매 예방효과가 사라진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Rockwood, 2002; Li, 2010). 오히려 랜드마크 타임이 2007년인 경우에

젊은 연령대에서는 전체 치매 발생위험도가 0.90인 반면에 80세 이상에서는 전체 치

매 발생위험도가 0.75로 고령에서 스타틴의 치매 예방효과가 더 컸다. 이전의 연구에

서 성별에 따라 스타틴의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는데(Zissimopoulos,

2016), 본 연구의 하위집단분석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스타틴이 전체 치매를 예

방하였다.



- 55 -

2. 연구의 강점 및 제한점

과거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 국내에서 스타틴과 치매 발생위험도의 관련성을 확인한 첫 대규모 인구-기반

코호트 연구라는 점이다. 서론에서 서술하였듯이 스타틴의 치매 예방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아시아 인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

는 매우 부족한데, 본 연구를 통하여 스타틴 사용이 치매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

가 있다는 사실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 코호트 자료를 기반으로 스타틴 사용과 치매 발생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랜드마크 분석을 사용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이다. 스타틴과 치매 사이의 관련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거의 대부분의 코호트 연구들[참고문헌 15-17, 19, 23, 25, 28]

에서는 시간-의존 콕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 방법

부분에서 서술하였듯이, 시간-의존 콕스회귀분석과 동등한 정도로 조기발견기간 오류

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존 콕스회귀분석과 비교할 때 컴퓨터로 더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랜드마크 분석을 사용하였다.

셋째, 스타틴 사용이 치매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에 시간- 및 용량-반응 관계가 존

재하는 것을 보여준 점이다. 이를 통하여 스타틴 사용과 치매를 예방 효과 사이에는

매우 강력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연관성이 예방적 조치의 효과를 확

인하는 관찰 연구에서 흔히 발생하는 편향(bias)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치매의 유형별로 스타틴의 치매 예방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필요한 스타틴의

노출기간과 노출량이 다름을 확인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알

츠하이머병과 달리 스타틴에 대한 노출기간과 노출량이 많은 경우에만 예방효과가 나

타났는데, 이런 결과를 발표한 것은 본 연구가 최초이다.

다섯째, 관찰연구에서 발생하는 건강한 피험자 편향(health user effect)을 통제하여

콕스회귀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스타틴 사용군은 스타틴 비사용군에 비하여 건강

을 증진시키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스타틴 사용군에서 치매 예방 효과가

실제 스타틴 약물 자체의 효과보다 더 크게 나올 수 있다(Shrank, Patrick, Brookhart,

2010). 이런 혼란을 교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도를 대변하는 연평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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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횟수와 연평균 외래이용횟수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의료이용도를 통제하

여 분석했음에도 스타틴 사용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시간- 및 용

량-반응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치매 진단 기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코호트 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청구명세서 상 진단코드를 한 번이라도

부여받은 경우는 치매 발생자로 정의하였는데, 치매 진단코드를 부여받은 사람이 실

제 DSM-IV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진짜 치매 환자가 아니라 경도인지장애 환자 또는

정상인일 수 있다. 낮은 진료수가로 짧은 시간 안에 진료를 마쳐야하는 국내 일차의

료현실에서 MMSE와 CDR과 같은 치매선별검사만 시행하고 CERAD-K와 같은 세밀

한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치매를 진단하며 이에 따라 인지기능항진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경우 치매 발생자의 수가 실제보다 더 많게 보고되

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치매 발생의 정

의를 랜드마크 타임 이후에 최소 2번 이상 치매 진단코드를 부여받은 경의로 달리하

여 민감도분석을 수행해보았다(부록 참고). 그 결과 전체 치매 발생자는 스타틴 비사

용군에서 15,484명, 스타틴 사용군에서 1,778명으로, 처음의 치매 진단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치매 발생자 수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스타틴 사용군은 비사용군

대비 전체 치매 발생위험도가 0.91(95% CI:0.87-0.96)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스타틴

사용기간 및 누적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 발생위험도도 줄어드는 경향성이 유지되

었다(부표 1). 앞으로 표본코호트 자료로 정확한 치매 관련 연구가 수행되기 위하여

치매 진단의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타당화(validation) 연구가 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향후에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 또는 임상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연구기간 동

안 주기적으로 신경인지기능검사 및 일상생활능력검사를 시행하고 DSM-IV 진단기준

을 만족하는 경우만을 치매 발생으로 정의하여 치매 진단의 정확도를 높인다면, 스타

틴 사용과 치매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관찰연구에서 발생 가능한 적응증 편향(indication bias)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적응증 편향은 의사가 특정 약물을 처방할지 혹은 처방하지 않을지

를 결정하는 것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하는 결과지표에 영향을 줄 때 발생한다

(Kyriacou, Lewis, 2016). 본 연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의사가 인지장애가 있어 약물

순응도가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환자에게는 처방약의 종류를 간단하게하기 위하여

스타틴 처방을 주저하게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스타틴 사용군에는 인지장애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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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만이 포함되게 됨으로써 편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런

적응증 편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의 인지기능이 MMSE와 같은 검사 통하

여 평가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이 인지기능 변수를 통제하여 스타틴 사용과 치매

발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야 한다(Shrank, Patrick, Brookhart, 2010). 국민건강보험

공단 노인코호트 DB의 경우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KDSQ-C(Korean Dementia

Screening Questionnaire-Cognition) 변수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노인코호트 자료로

분석한다면 적응증 편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공변량으로 사용한 변수인 흡연력과 음주력이 직접 설문을 통하

여 조사된 것이 아닌, 만성하기도질환 유무와 알코올관련질환 유무를 통하여 결정된

대체 변수라는 점과 소득수준이 직접 조사된 자료가 아닌 부과된 보험료의 수준으로

추정된 변수라는 점이다. 또한 부과된 보험료의 수준도 본 연구에서 같은 소득분위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소득수준이 같다고 임의로 가정한 것도 한계점이다.

넷째, 중요한 치매의 위험인자인 APOE 유전자형, 치매가족력, 교육수준, 신체활동

량, 혼인 상태, 사회 또는 종교적인 활동 유무,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수치가 분석에

서 보정되지 못한 점이다.

다섯째, 그 밖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혼란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

는 잘 설계된 무작위배정 위약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이 아닌 관찰 연구이므로, 스타

틴 사용군과 스타틴 비사용군의 여러 일반적인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런 특성들에 대한 변수를 통제한 상태로 통계분석을 하여야하는데, 이런 모든 특성들

을 다 발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여섯째, 연구설계 상의 한계점으로서 본 연구에서 스타틴 사용군과 스타틴 비사용

군 내 각각에서 이질적인 두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타틴 사용군에는 고

콜레스테롤혈증만 있어서 일차예방 목적으로 스타틴 치료를 받는 집단과 심뇌혈관질

환의 기왕력 때문에 이차예방 목적으로 스타틴 치료를 받는 집단이 있으며, 스타틴

비사용군에는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있지만 스타틴 치료를 받지 않는 집단과 고콜레스

테롤혈증이 없어서 스타틴 치료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 집단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본 연구의 주제인 ‘스타틴 사용이 치매 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임상적

으로 가장 의미 있는 결론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있는 사람에서 일차예방 목적으로

스타틴을 복용하는 것이 복용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여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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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발생률 및 사망률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 발생률도 감소시킨다’이

다. 그러나 스타틴 사용군과 비사용군 내에 존재하는 이질성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는 단순히 ‘스타틴 사용은 치매 예방효과가 있다’라는 결론만 내릴 수 있다. 고

콜레스테롤혈증은 치매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이며, 본 연구의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스타틴의 치매 예방효과에 관한 기초연구들에서 스타틴은 뇌세포 내 및 혈액 내

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춤으로써 알츠하이머병 및 혈관성 치매를 예방한다는 기전들

이 주요 기전으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심뇌혈관질

환 기왕력이 없는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스타틴 사용군과 비사용

군에서의 치매발생 위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임상적으로 더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총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검

진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노인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심뇌혈관질환 기왕력이 없으면

서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이상인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스타틴 사용

군과 비사용군 간에 치매 발생위험도에 차이가 있는 확인해보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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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함의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을 종합해보면, 다음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인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고, 흡연력과 음주력, 교육수준, 신체활동량,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수치와 같은 중요한 치매의 위험인자들을 변수로 갖고 있으며, 인지기능검사 및 신체

활동능력검사결과를 포함하고 있어 적응증 편향을 교정해줄 수 있는 노인코호트 자료

를 가지고, 심뇌혈관질환 기왕력이 없으면서 총콜레스테롤이 240이상인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을 시행한다면 스타틴 사용이 치매 발생위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보험청구자료를 후향적으로 확인한 코호트 연구이므로, 스타틴 복

용군에 속하는 대상자 한 명에서 추적관찰기간 동안 여러 성분의 스타틴을 바꿔가며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틴의 성분별로 치매 발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없다. 최근 스타틴이 친지질성인지 또는 친수성인지에 따라 치매 예방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Wolozin, 2007; Bettermann, 2012;

Zissimopoulos 2017; Sinyavskaya, 2018). 따라서 향후 장기간의 대규모 임상시험 또

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스타틴의 성분에 따른 치매 발생위험도를 확인해보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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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스타틴 사용이 전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발생을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여기에는 시간-용량-반응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런 스타틴의 치매 예방효과

는 랜드마크 타임을 변경하였을 때도 여전히 유의하였다. 또한 스타틴에 대한 노출기

간과 노출용량이 많을 때에 스타틴은 혈관성 치매 예방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스타틴

의 치매에 대한 효과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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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치매 발생의 정의를 달리하여 스타틴 사용과 치매 발생의 연관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코호트 DB는 보험청구자료라는 특성 상 청구를 목적으로

실제 상병과 일치하지 않는 상병을 입력하는 경우와 같은 진단의 정확도 측면에서 제

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부록에서는 랜드마크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을 때의 연구

대상자 185,900명을 대상으로 치매 발생을 랜드마크 타임 이후의 추적관찰기간 동안

입원 또는 외래에 관계없이 치매 상병코드로 최소한 2번의 청구기록이 있는 경우로

더 엄격하게 정의하여 치매 진단의 정확도를 높였을 때, 스타틴 사용과 치매 발생과

의 연관성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체 치매 발생은 랜드마크 타임 이후의 추적관찰기간 동안 최소 2번 이상 치매 진

단코드(KCD코드: F00.x, F01.x, F02.x, F03, G30.x)를 부여받은 경우로 정의하였고, 알

츠하이머병 치매 발생은 랜드마크 타임 이후의 추적관찰기간 동안 최소 2번 이상 알

츠하이머병 치매 진단코드(KCD코드: F00.x, G30.x)를 부여받은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혈관성 치매 발생은 랜드마크 타임 이후의 추적관찰기간 동안 최소 2번 이상 혈관성

치매 진단코드(KCD코드: F01.x)를 부여받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분석결과는 부표 1에 제시하였다. 공변량들을 통제하여 콕스회귀분석을 수행했을

때 스타틴 사용군에서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전체 치매 발생 위험비가 0.91(95% CI:

0.87-0.96),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비가 0.86(95% CI: 0.81-0.9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낮았고,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비는 1.00(95% CI: 0.91-1.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스타틴 사용의 치매 예방효과는 전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시간-용량-반응 관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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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성별, 소득수준, 흡연, 음주, 고혈압, 심혈관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뇌혈관질환, 당뇨병,

정신병장애,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연평균 입원횟수, 연평균 외래이용횟수 변수들로

보정됨.

  대상자수 
(명)

전체 치매
a-HR† (95%CI)

알츠하이머병
a-HR† (95%CI)

혈관성 치매
a-HR† (95%CI)

스타틴 사용
  비사용군 167,547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사용군 18,353 0.91

(0.87-0.96)
0.86

(0.81-0.92)
1.00

(0.91-1.10)
스타틴 사용기간
  ≤180일 10,614 0.95

(0.89-1.01)
0.91

(0.84-0.98)
0.99

(0.88-1.12)
  181-365일 3,514 0.87

(0.78-0.97)
0.82

(0.72-0.95)
1.05

(0.87-1.28)
  366-730일 3,101 0.89

(0.80-0.99)
0.85

(0.74-0.98)
1.05

(0.86-1.28)
  ≥731일 1,124 0.77

(0.64-0.93)
0.67

(0.52-0.86)
0.81

(0.57-1.15)
스타틴 누적용량
  Q1(≤33.3 
cDDD)

4,581 1.01
(0.92-1.11)

0.96
(0.86-1.08)

1.08
(0.91-1.29)

  Q2(33.3-94.6 
cDDD)

4,599 0.91
(0.83-1.01)

0.88
(0.78-0.99)

0.98
(0.82-1.18)

  Q3(94.7-236.6 
cDDD)

4,585 0.85
(0.77-0.94)

0.82
(0.73-0.93)

0.90
(0.75-1.09)

  Q4(≥236.7   
cDDD)

4,588 0.87
(0.79-0.96)

0.80
(0.71-0.90)

1.04
(0.88-1.22)

부표 1. 치매 진단코드를 최소 2번 이상 부여받은 경우를 치매 발생으로 정의했을 때, 
스타틴 사용과 각각의 치매 발생위험도 (랜드마크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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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틴 사용군과 스타틴 비사용군의 정의를 달리하여 스타틴 사용과 치

매 발생의 연관성 분석

본문에서는 스타틴 사용군을 랜드마크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스타틴을 처방받은

경우로, 그리고 스타틴 비사용군은 랜드마크 기간 동안 한 번도 스타틴을 처방받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부록에서는 랜드마크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을 때의 연구

대상자 185,900명을 대상으로 랜드마크 기간 동안 스타틴을 30일을 초과하여 처방받

은 경우를 스타틴 사용군으로, 랜드마크 기간 동안 스타틴을 한 번도 처방받지 않거

나 30일 이하로 처방받은 경우를 스타틴 비사용군으로 정의하였을 때, 스타틴 사용과

치매 발생과의 연관성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스타틴 사용군은 본문에서와 동일하게 스타틴 누적사용기간에 따라 1-180일,

181-365일, 366-730일, 731일 이상의 4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치매 발생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스타틴 누적사용용량의 경우 Quartile(0-60.0 cDDD, 60.1-135.6 cDDD,

135.7~280.0 cDDD, 280.1 cDDD 이상)로 구분하여 치매 발생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는 부표 2에 제시하였다. 공변량들을 통제하여 콕스회귀분석을 수행했을

때 스타틴 사용군에서 스타틴 비사용군 대비 전체 치매 발생 위험비가 0.89(95% CI:

0.86-0.95),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비가 0.87(95% CI: 0.81-0.9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낮았고,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비는 0.97(95% CI: 0.89-1.0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스타틴 사용의 치매 예방효과는 전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경

우 시간-용량-반응 관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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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성별, 소득수준, 흡연, 음주, 고혈압, 심혈관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뇌혈관질환, 당뇨병,

정신병장애,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연평균 입원횟수, 연평균 외래이용횟수 변수들로

보정됨.

대상자수  
 (명)

전체 치매
a-HR† (95%CI)

알츠하이머병
a-HR† (95%CI)

혈관성 치매
a-HR† (95%CI)

스타틴 사용
  비사용군 171,168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사용군 14,732
0.89

(0.85-0.94)
0.87

(0.81-0.92)
0.97

(0.89-1.06)
스타틴 사용기간

  ≤180일 6,993
0.93

(0.86-0.99)
0.92

(0.85-1.01)
0.96

(0.84-1.08)

  181-365일 3,514
0.89

(0.81-0.98)
0.85

(0.75-0.96)
1.05

(0.89-1.23)

  366-730일 3,101
0.86

(0.78-0.95)
0.84

(0.74-0.96)
0.97

(0.82-1.16)

  ≥731일 1,124
0.78

(0.66-0.93)
0.66

(0.53-0.83)
0.87

(0.66-1.17)
스타틴 누적용량
  Q1(≤60.0 
cDDD)

3,687
1.00

(0.92-1.10)
1.02

(0.91-1.14)
1.09

(0.93-1.28)
  Q2(60.1-135.6 
cDDD)

3,679
0.83

(0.75-0.91)
0.82

(0.73-0.93)
0.84

(0.70-1.00)
  Q3(135.7-280.0 
cDDD)

3,682
0.88

(0.80-0.97)
0.83

(0.74-0.94)
0.99

(0.84-1.16)
  Q4(≥280.1   
cDDD)

3,684
0.86

(0.78-0.94)
0.80

(0.71-0.90)
0.98

(0.84-1.15)

부표 2. 스타틴 사용과 비사용의 정의를 달리했을 때, 스타틴 사용과 각각의 치매 발생
위험도 (랜드마크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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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Sample Cohort

Woo-Chul Park

Department of Biostatistic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 Mo Nam, Ph.D.)

Background

Cardiovascular disease is the second leading cause of death after cancer in

Korea, and hypercholesterolemia is a major risk factor for cardiovascular disease.

Statins are the most commonly prescribed drugs with aspirin for the primary and

secondary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by lowering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in patients with dyslipidemia. Although the long-term safety

evaluation of statins is important due to the increased use of statins, studies on

large populations in Korea are insufficient. Recently, several studies abroad have

found that statin use can cause reversible cognitive impairment, while on the other

hand, statin use does not cause cognitive impairment and further reduces the risk

of dementia and Alzheimer's disease.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in

use and dementia incidence is still controvers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tatin use on dementia incidence and to compare the

incidence rate of dementia according to statin use period and cumulative statin

dose by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sample cohort.

Methods

This study is a population-based retrospective cohort study using the NHIS

sample cohort data from 2002 to 2013. In order to prevent immortal time bi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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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mark analysis was used. Firstly, January 1, 2007 was set as the landmark

time, and secondly, January 1, 2009 was set as the landmark time. A total of

185,900 people and 174,567 people were selected as subjects in each case, except

those under 50 and those who died or had dementia before the landmark time.

If a statin was prescribed at least once during the landmark period, it was

defined as a statin use group, and if no statin was prescribed at all during the

landmark period, it was defined as a statin nonuse group. Among the outcome

indicators, the primary outcome was incidence of all-caused dementia, which was

defined as the case where a dementia disease code was assigned at least once

during the follow-up period. The secondary outcome was incidence of Alzheimer's

disease or vascular dementia.

For each landmark time,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was used to

analyze how the use of statins before the landmark time affected the risk of

dementia after that time. In addition, to identify the time-dose-response

relationship between statin use and dementia incidence, the risk of dementia

according to statin use period and cumulative statin dose was analyzed. Lastly,

subjects were divided into subgroups according to dementia risk factors, and the

association between statins and dementia in each group was examined.

Results

In case that landmark time was January 1, 2007, the subjects were 185,900,

of which 18,353 (9.9%) were statin users and 167,547 (90.1%) were statin

nonusers. In case that landmark time was January 1, 2009, the subjects were

174,567, of which 30,651 (17.6%) were statin users and 143,916 (82.4%) were statin

nonusers.

Compared to the statin nonusers, the risk of all-caused dementia in the

statin users was 0.91 times (95% CI: 0.87-0.95) for the landmark time of 2007 and

0.92 times (95% CI: 0.89-0.96) for the landmark time of 2009. In both cases, a

time-dose-response relationship was found in which the more both the duration of

statin use and the statin cumulative dose increased, the more risk of all-caused

dementia decreased.

In addition, the risk Alzheimer's disease in the statin users was 14% lower

(HR: 0.86, 95% CI: 0.82-0.91) when the landmark time was 2007 and 12%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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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landmark time was 2009, compared to the statin nonusers(HR: 0.88, 95%

CI: 0.84-0.93). In both cases, the time-dose-response relationship in which the risk

of Alzheimer's disease decreased as the duration of statin use or the statin

cumulative dose increased was identified.

The risk of vascular dementia in the statin group was 0.99 times (95% CI:

0.91-1.07) for the landmark time of 2007 and 0.94 times (95% CI: 0.87-1.02) for

the landmark time of 2009, compared to the non-statin group. In both cas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isk of vascular dementia between the

statin-use group and the statin-nonuse group. On the other hand, for the

landmark time of 2009, statin use significantly lowered the risk of vascular

dementia when statins were used for more than 731 days (HR: 0.85, 95% CI:

0.73-0.99) and when the cumulative statin dose was 142.6-403.3 cDDD (HR: 0.85,

95% CI : 0.74-0.98).

Lastly, when subgroup analysis by dementia risk factors was performed,

statin use tended to prevent all-caused dementia in all subgroups except those

without hypertension in both cases where the landmark time was 2007 and 2009.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statin use significantly reduced the incidence of all-caused

dementia and Alzheimer's disease, and there were time-dose-response

relationships. These preventive effects of statin were still significant when the

landmark time was changed. Statins also prevented vascular dementia when the

period of exposure to statins and the dose were high. However, long-term,

large-scale, randomized trials are needed to confirm the effects of statins on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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