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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제 2형 당뇨병

발생위험 : 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2.0을 이용하여

연구 배경

스테로이드 유발성 당뇨병(steroid-induced diabetes mellitus, SIDM)는 60년 전

보고된 널리 알려진 부작용이다. 그러나 관련 근거의 대부분은 경구제 사용에 따른

결과로 피부에 바르는 국소제에 관한 근거는 많이 부족하며 특히 아시아인을 대상

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제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을 사용 여부, 역가, 사용

빈도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국민 표본코호트 2.0(NHIS-NSC2)을 이용하여 국소 코르티

코스테로이드 비사용군 14,944명(남 6,508명, 여 8,436명)과 사용군 171,113명(남

94,898명, 여 76,215명)을 약 9년간 추적 관찰하여 제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을

Kaplan-Meier 곡선을 통해 비교하고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통해 보정

위험비와 위험 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결과 한국인에서의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군은 비사용군에 비해 제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고(adjusted hazard ratio[aHR] 1.13, 95% CI

1.06-1.20), 약물의 사용 빈도 증가에 따라 발생 위험도도 함께 증가하였으며(1회,

aHR 1.07, 95% CI 1.02-1.13, 2-4회, aHR 1.12, 95% CI 1.05-1.20, 5회 이상, aHR

1.27, 95% CI 1.09-1.48), 5회 이상 사용군의 위험도는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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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따른 발생 위험도(aHR 1.20, 95% CI 1.14-1.26)와 유사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사용 여부, 사용 빈도에 따라 제 2형

당뇨병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

료를 시작하기 전 검사를 통해 내당능장애와 고위험군을 미리 진단하여 다양한 치

료 방법을 고려하고 대체제가 없는 경우에는 치료기간 중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당

뇨병 증상 및 스테로이드 유발 당뇨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른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 2형 당뇨병 예방 및 안전한 국소 코르티

코스테로이드 사용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권고

안 제시가 되어야 하겠다.

핵심어 : 당뇨병, 스테로이드, 생존분석, 콕스 비례위험 회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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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경제의 발전은 우리에게 윤택한 삶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운동

부족, 과식 등의 생활・식습관 변화와 더불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고령화로 인해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은 2011년 12.4%에서 2014년 13.0%, 2016년 14.4%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며(대한 당뇨병학회, 2018), 보건복지부(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병의

진료비는 2010년 1.4조원, 2017년 2.2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개인과 사회의

의료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공공 의료시스템 안정화도 저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질환 관리수준은 저조하다. 당뇨병 환

자 중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모두 조절되고 있는 환자는 8.4%에 불과하며 혈당 관

리율도 14%로 매우 저조하다. OECD국가의 당뇨병으로 인한 평균 입원 비중은 인

구 10만명 당 137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81명으로 2배 이상 높으며, 입원 기간

또한 OECD평균 8.1일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6.5일로 2배 이상 높다(보건복지부,

2019). 뿐만 아니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높아 정부에서는 일

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한 당뇨병관리사업으로 당뇨병 환자 관리에 더

욱 힘을 쓰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인 당뇨병 발생의 위험요인

을 확인하여 예방에 힘쓰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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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또는 인슐린 작용의 결함으로 인해 고혈당증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대사 장애 질환으로 당뇨병이 없는 일반인보다 더 빈번하게 만성질환을

동반한다. 김수영 등(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88%는 심혈관계 질환

의 위험요인으로 잘 알려진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동반질환을 1개 이상 가지고

있었으며, 2018년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당뇨병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

혈관질환, 자살에 이어 6번째에 해당하여 주요한 사망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보건

복지부, 2019)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 2형 당뇨병은 발생위험인자 관리를 통해 당뇨병

발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당뇨병 전단계는 위험인자를 동반하여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전기홍, 2011). 당뇨병 전단계 환자에게 주 150분 이

상 중등도 운동, 식사조절, 체중감량 등의 생활습관개선 또는 혈당강하제, 비만치료

제와 같은 약물중재는 당뇨병 발생 위험을 유의하게 줄였다(대한당뇨병학회, 2019).

따라서 제 2형 당뇨병은 당뇨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질병의 발생을 예

방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질환이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항염증 및 면역억제효과를 목적으로 만성 폐질환, 류마티스

질환, 건선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부터 급성 통풍, 각종 악성종양, 이식 등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Fathallah et al.,

2015). 하지만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의 주의를 요하는 약물이기도 하다. 그

중 스테로이드 유발성 당뇨병 (steroid-induced diabetes mellitus, 이하 SIDM)는 60

년 전 보고된 부작용 중 하나로, 약물을 통해 흡수된 스테로이드는 인슐린의 작용

을 방해하거나 간에서 포도당의 합성을 촉진시켜 혈당을 상승시켜 제 2형 당뇨병의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rez et al., 2014).

Gurwitz et al.(1994)에 따르면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환자에서 당뇨병의 상대위험

도는 2.23배 였으며, Liu et al.(2014)은 메타분석을 통해 스테로이드로 인한 고혈당

발생율은 32.3%, 당뇨병 발생율은 18.6%로 보고하였다. SIDM의 위험요인에는 고용

량의 스테로이드 사용,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 연령, 체질량지수, 당뇨병 가족력

등으로 알려져 있다(Mill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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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바르는 제형인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주로 피부과에서 흔히 사용되

는 약제로 건선,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부터 습진과 같은

피부 가려움까지 넓은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역가와 형태로 개발되어 영유

아부터 노인까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다(이지현, 박영민, 2018).

Andersen et al.(2019)은 덴마크 코호트를 통해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에 따

른 당뇨병 발생 위험은 사용하지 않은 군 대비 1.27배 높으며 역가가 높은 제제 사

용은 역가가 낮은 제제 대비 30% 더 높은 위험도를 보고하였다. Linden 등(2009)은

환자 대조군 연구를 통해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환자의 당뇨병 발생 위험

은 대조군 대비 1.24배 높았으며 사용 기간(odd ratio[OR] 1.32, 95% CI 1.14
-1.54)과 누적 사용량(OR 1.44, 95% CI 1.21 - 1.72)에 비례함을 확인하였다.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자칫 피부에 바르기 때문에 경구제에 비해 안전하다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그 입자가 작기 때

문에 피부에 바르더라도 혈관을 통해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경구제와 마찬가지

로 용량 의존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Andersen et al., 2019) 하지만 관련 근거

는 경구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서구에서 진행된 연구로 한국인의 일반적 특성

과 차이가 있어 국내 임상 적용에 한계점이 지적된다. 또한 SIDM발생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당뇨병 가족력과 체질량지수를 보정변수로 사용한 코호트 연구가 없어

해석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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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기존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당뇨병 가족력,

체질량지수 변수를 사용하여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제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을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제 2형 당뇨병 발생 위험도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빈도에 따른 제 2형 당뇨병 발생 위험도 차

이를 알아본다.

셋째,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역가에 따른 제 2형 당뇨병 발생 위험도 차이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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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자 선정

본 연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에서 제

공하는 표본 코호트 2.0(NHIS-NSC2)을 이용하였다. 표본 코호트2.0은 2017년 6월

에 구축된 연구용 데이터베이스로 개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정보로부터 병원

및 의원 이용내역 및 검진결과 정보 등을 담고 있다. 2006년 기준, 전 국민을 대표

하는 100만명(약2%)이 등록되어 있으며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4개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대규모 코호트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연구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2.0에 '2006/01/01~2007/12/31' 기간

청구이력이 있는 19세 이상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

드의 사용군은 2006~2007년 사이 2회 이상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처방 받은

피험자로 정의하였다. ‘2002/01/01~2005/12/31’은 wash-out 기간으로 하여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험자를 제외하였다. 먼저 외래 주상병 또는 부상병으로 E.11.X

에 해당하는 피험자 또는 혈당강하제 처방이 있거나 공복혈당 126mg/dL이상이거나

검진 시 당뇨병이 있다고 응답한 피험자를 제 2형 당뇨병 환자로 정의하여 제외하

였다.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wash-out 기간

중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처방이 있는 피험자를 제외하였고 건강검진 데이터가

없는 피험자도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2.0에 2006-2007년 청구이력이 있는 피험자는 961,653

명이었으며 그 중 19세 이상은 778,544명이었다. Wash-out 기간 중 제 2형 당뇨병

환자로 제외된 피험자는 112,239명이었으며,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처방경험이

있는 피험자 60,359명이었다. 건강검진 데이터가 있는 186,057명을 최종 연구 대상

자로 하여 2015년까지 추적 관찰하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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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대상자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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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정의 및 분류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문헌 고찰을 통해 여러 선행 문헌에서 제시된 코르티코스

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영향 요인을 참고하여 표 1과 같이 선정 및 정의하였다. 서

성환 등(2016)에 따르면 연령, 체질량지수, 당뇨병 가족력, 내당능 장애 과거력, 치

료의 용량과 기간 등이 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당뇨병 발생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 2형 당뇨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고혈압, 흡연, 음주, 공복혈당 또한

변수로 선정하였다. 최근에는 건선 환자에서 당뇨병 발생이 일반인구 대비 높은 것

으로 확인되어 혼란 변수로 사용하였다(Wan MT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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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차원 변수명 정의 Reference

독립변수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2006~2007, 외래진료에서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2회 이상 처방
-

혼란변수

연령(세)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으로 재분류
30세 미만

성별 남 / 여 남

체질량지수 체중(kg) / (신장 * 신장)m -

흡연 Non-smoker와 Ever-smoker로 분류 Non-smoker

음주
‘월 2~3회 정도 마시거나 거의 마시지 않는다.‘를

Non-drinker로 분류
Non-drinker

건선
주상병 또는 부상병코드에

L40.x(KCD6: 건선) 1회 이상 포함
미해당

소득 수준

10개의 보험료분위를 5개분위로 재분류.

Lowest(0-2분위), Below average(3-4분위),

Average(5-6분위),

Above average(7-8분위), Highest(9-10분위)

Average
(5-6분위)

당뇨병가족력 건강검진 기록상 당뇨병가족력에 응답 미해당

고혈압 건강검진 기록상 과거병력에 고혈압으로 응답 미해당

고지혈증

건강검진기록상 과거병력에 고혈압으로 응답

또는

총콜레스테롤 240mg/dl이상

미해당

공복혈당
100mg/dl 미만과1 00-125mg/dl 로 분류

(126mg/dl 이상은 연구대상자에서 제외됨)

100mg/dl
미만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2006~2007, 외래진료에서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1회 이상 처방
　

종속변수 제 2형 당뇨병

2008~2015, 추적 기간 중 다음을 만족

1) 주상병 또는 부상병코드로

E11.x(KCD6:제 2형 당뇨병)를 3회 이상 포함

또는

2) 혈당강하제 1회이상 처방

-

표 1. 연구에 사용된 변수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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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릿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코드
부여방법 주성분일련번호 단일제 / 복합제

분류

투여경로
(내복제:A,
주사제:B,
외용제:C,
기타:D)

　

제형

표 2. 주성분 코드 부여방법

분석차원 변수명 정의

독립변수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9개 주성분코드 중 다음을 만족하는 약물

1) 1-4번째 주성분 일련번호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그리고

2) 7번째 투여경로 코드가 C(외용제) 그리고

3) 8-9번째 제형코드가 LQ(액제) 또는 LN(리니멘트제)

LT(로션제) 또는 CM(크림제) 또는 OM(연고제) 또는

PA(페이스트제) 또는 EN(포말)

혼란변수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9개 주성분코드 중 다음을 만족하는 약물

1) 1-4번째 주성분 일련번호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그리고

2) 8-9번째 제형코드가 TB(정제) 또는 CH(경질캡슐제) 또는

CS(연질캡슐제) 또는 CE(장용캡슐제) 또는(장용정제) 또는

TD(확산정) 또는 TR(서방형정제) 또는 CR(서방캡슐제)

또는 TL(설하정) 또는 TC(구강정) 또는 TO(트로키제) 또는

GN(과립제) 또는 PD(산제) 또는 GE(장용과립제) 또는

GR(서방형과립제) 또는 SY(시럽제) 또는 SS(현탁제) 또는

EM(유제) 또는 AW(방향수제) 또는 SR(주정제) 또는

EL(엘릭서제) 또는 LE(레모네이드제) 또는 XD(건조엑스제)

또는 XL(유동엑스제) 또는 XS(연조엑스제) 또는 IJ(주사제)

또는 IM(이식제) 또는 IS(관류액) 또는 SI(분무제) 또는

AE(에어로솔제) 또는 SP(좌제) 또는 PI(환제) 또는

TS(경피흡수제) 또는 PO(카타플라스마제) 또는 PC(패취제)

또는 PL(경고제) 또는 TT(틴크제)

9개 주성분코드 중 다음을 만족하는 약물

1) 1-4번째 주성분 일련번호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그리고

2) 7번째 투여경로 코드가 A(내복제) 그리고

3) 8-9번째 제형코드가 LQ(액제)

표 3. 주성분 코드 부여방법에 따른 주요 변수 조작적 정의

독립변수인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혼란변수인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약물로 개발된 전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종류로부터 표본 코호트 2.0에서 사용하는

주성분 코드를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표 2와 같이 주성분 코드는 총 9개로 구성되

어 있으며 그 중 7번째는 투여경로, 8, 9번째는 제형을 의미하고 있다. 표 3의 조작

적 정의에 따라 피부와 같이 몸 표면에 직접 작용하도록 크림, 로션 등의 제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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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것을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로 분류하였고 안연고는 분류에서 제외하였으

며, 경구제 또는 주사제와 같이 우리 몸 전신에 작용하는 제제를 전신 코르티코스

테로이드로 정의하여 분류하였다. 주성분 코드는 2008년 3월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약물의 종류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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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분명 주성분코드(2008.03)

Betamethasone

betamethasone 250㎍ 296900ATB

betamethasone 500㎍ 116401ATB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4mg 116502BIJ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500㎍ 116501ATB

Budesonide

budesonide 20mg 119402CAE

budesonide 3mg 119406ACH

budesonide 500㎍ 119404CSI

budesonide(micronized) 2.3mg 119501CTB

budesonide(micronized) 20mg 119502CSI

budesonide(micronized) 40mg 119505CSI

Deflazacort deflazacort 6mg 140801ATB

Dexamethasone

dexamethasone 4mg 141904ATB

dexamethasone 500㎍ 141901ATB

dexamethasone 750㎍ 141903ATB

dexamethasone palmitate 4mg 142001BIJ

dexamethasone sodium phosphate 4.37mg 142202BIJ

dexamethasone sodium phosphate 5mg 142201BIJ

Fludrocortisone fludrocortisone acetate 100㎍ 160201ATB

Fluorometholone fluorometholone 1mg 161201COS

Fluticasone

fluticasone propionate 15mg 162202CSI

fluticasone propionate 15mg 334600CSI

fluticasone propionate 20mg 407100CSI

fluticasone propionate 30mg 162204CSI

fluticasone propionate 30mg 334700CSI

fluticasone propionate 40mg 407200CSI

fluticasone propionate 6mg 162207CSI

fluticasone propionate 6mg 162205CSI

fluticasone propionate 6mg 334500CSI

fluticasone propionate 8mg 407300CSI

Methylprednisolone
methylprednisolone 16mg 193301ATB

methylprednisolone 4mg 193302ATB

Methylprednisolone
aceponate

methylprednisolone aceponate 2mg 193304ATB

methylprednisolone acetate 200mg 193501BIJ

methylprednisolon eacetate 40mg 193502BIJ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125mg 193601BIJ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40mg 193603BIJ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500mg 193604BIJ

Mometasone furoate mometasonefuroate 50mcg/dose×140dose 361301CSI

Prednisolone

prednisolone 1mg 217003ASY

prednisolone 3mg 217004ASY

prednisolone 5mg 217001ATB

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250mg 217302BIJ

Triamcinolone

triamcinolone 1mg 243201ATB

triamcinolone 2mg 243202ATB

triamcinolone 4mg 243203ATB

Triamcinolone
acetonide

triamcinolone acetonide 200mg 243301BIJ

triamcinolone acetonide 40mg 243303BIJ

triamcinolone acetonide 5.5mg 243308CSI

triamcinolone acetonide 50mg 243305BIJ

표 4.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종류와 주성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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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혈관 수축의 정도에 따라 7가지의 역가로 분류될 수

있으며 고역가일수록 약물의 효과가 강한 약물로 고려할 수 있다(Jonathan D et

al., 2009). 따라서 역가에 따른 영향을 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7개의 역가를 고역가,

중역가, 저역가로 재분류하여 층화분석을 실시하였고 분류 기준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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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분명 주성분코드(2008.03)

고역가 (High strength)

Class 1

clobetasol propionate 466㎍ 135801CLQ

clobetasol propionate 500㎍ 339300COM

clobetasol propionate 500㎍ 135802CCM

clobetasol propionate 500㎍ 135802CLT

clobetasol propionate 500㎍ 135802COM

clobetasone butyrate 500㎍ 135901CCM

clobetasone butyrate 500㎍ 135901COM

diflorasonedi acetate 500㎍ 144401CCM

diflucortolone valerate 1mg 345500CCM

diflucortolone valerate 3mg 144501COM

Class 2

mometasone furoate 1mg 361302CCM

mometasone furoate 1mg 361302CLT

mometasone furoate 1mg 361302COM

fluocinonide 500㎍ 160801CLQ

halcinonide 1mg 167801CCM

halcinonide 1mg 167801COM

중역가 (Mid strength)

Class 3

betamethasone dipropionate 0.643mg 490500COM

betamethasone dipropionate 1mg 345000CCM

betamethasone dipropionate 640㎍ 344900CCM

betamethasone dipropionate 640㎍ 346400CCM

betamethasone dipropionate 640㎍ 346400COM

amcinonide 1mg 106401CCM

Class 4

methylprednisolone aceponate 1mg 193401CCM

methylprednisolone aceponate 1mg 193401CLT

methylprednisolone aceponate 1mg 193401COM

budesonide 10mg 119405CLQ

budesonide 1mg 119401CLQ

budesonide 250㎍ 119403CCM

fluocinolone acetonide 250㎍ 160701CCM

fluocinolone acetonide 0.25mg 475900CLQ

triamcinolone acetonide 1mg 243302COM

triamcinolone acetonide 1mg 243302CPA

triamcinolone acetonide 1mg 342800CCM

triamcinolone acetonide 1mg 342800COM

triamcinolone acetonide 1mg 243304CCM

triamcinolone acetonide 1mg 243304COM

triamcinolone acetonide 6.6mg 243309CLQ

Class 5

prednicarbate 1mg 216902CCM

prednicarbate 2.5mg 216901CLQ

prednicarbate 2.5mg 216901CLT

prednicarbate 2.5mg 216901CCM

prednicarbate 2.5mg 216901COM

betamethasone valerate 1.105mg 116601CLQ

fluticasone propionate 0.5mg 162201CCM

fluticasone propionate 2mg 162203CLQ

저역가 (Mild strength)

Class 6

alclometasone dipropionate 0.5mg 103401CCM

alclometasone dipropionate 1mg 103402CCM

desonide 500㎍ 141501CCM

desonide 500㎍ 141501CLT

Class 7

prednisolone 2.5mg 217002CCM

prednisolone 2.5mg 217002CLT

prednisolone valerate 3mg 217501CCM

prednisolone valerate 3mg 217501CLT

prednisolone valerate 3mg 217501COM

dexamethasone propionate 1mg 142101CCM

표 5. 역가에 따른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분류 및 주성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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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제 2형 당뇨병의 발생은 KCD 코드상 제 2형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E11.X가 추적 기간 중 주상병 또는 부상병으로 3회 이상 포함할 경우 1회 포함 시

점을 발생 시점으로 하였고 또는 표 6에 해당하는 혈당 강하제를 1회 이상 처방받

은 시점을 발생 시점으로 하였다. 주성분 코드는 추적관찰 기간 중 코드변경, 추가

및 삭제가 있어 표 6과 같이 2008년, 2019년 각각에 해당되는 주성분 코드를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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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분명
주성분코드
(2008.03)

주성분코드
(2019.11)

Sulfonylu
rea계

gliclazide

gliclazide 30mg 165603ATR 165603ATR

gliclazide 40mg 165601ACS -

gliclazide 60mg - 165604ATR

gliclazide 80mg 165602ATB 165602ATB

gliclazide 80mg - 497200ATB

gliclazide 80mg 165602ACS -

glipizide glipizide 5mg 165801ATB 165801ATB

glimepiride

glimepiride 1mg 165701ATB 165701ATB

glimepiride 1mg 474200ATB 474200ATB

glimepiride 1mg 488800ATB 498600ATB

glimepiride 2mg 165702ATB 165702ATB

glimepiride 2mg 474300ATB 474300ATB

glimepiride 2mg - 474300ATR

glimepiride 2mg 488900ATB 525500ATB

glimepiride 3mg 165703ATB 165703ATB

glimepiride 4mg 165704ATB 165704ATB

glimepiride 4mg 489000ATB 525600ATB

glibenclamide

glibenclamide 1.25mg 471900ATB -

glibenclamide 2.5mg 421100ATB -

glibenclamide 2.5mg 443400ATB 443400ATB

glibenclamide 5mg 165402ATB 165402ATB

glibenclamide 5mg 443500ATB 443500ATB

Meglitinid
e 유사체;
D-Phenyl
alanine
유도체

repaglinide

repaglinide 0.5mg 379501ATB 379501ATB

repaglinide 1mg 379502ATB 379502ATB

repaglinide 2mg 379503ATB 379503ATB

repaglinide 2mg - 632100ATB

nateglinide

nateglinide 0.12g 430203ATB 430203ATB

nateglinide 0.12g - 631900ATB

nateglinide 30mg 430201ATB 430201ATB

nateglinide 90mg 430202ATB 430202ATB

nateglinide 90mg - 644900ATB

mitiglinide
mitiglinide Calciumhydrate 10mg 486101ATB 486101ATB

mitiglinide calciumhydrate 10mg - 518800ATB

Biguanide
계 metformin

metformin hydrochloride 0.25g 191501ATB 191501ATB

metformin hydrochloride 0.25g 474200ATB 4742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25g 471900ATB 5236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4g 421100ATB -

metformin hydrochloride 0.5g 191502AGR -

metformin hydrochloride 0.5g 191502ATB 191502ATB

metformin hydrochloride 0.5g 191502ATR 191502ATR

metformin hydrochloride 0.5g 443400ATB 4434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5g 443500ATB 4435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5g 474300ATB 4743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4743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0.5g 452900ATB 4986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5g 452700ATB 4972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5137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5137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5196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5185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5188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5207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5237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5238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645000ATR

표 6. 혈당강하제 종류와 주성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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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uanide
계

metformin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6319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6449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6321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6356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6414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6418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6485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6493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6494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6501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6557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6718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6720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6725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6727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0.5g - 6729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0.75g - 191505ATR

metformin hydrochloride 0.75g - 6538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0.75g - 6719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0.75g - 6721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0.75g - 6726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0.75g - 6728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0.75g - 6730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0.75mg - 6419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0.85g 191503ATB 191503ATB

metformin hydrochloride 0.85g - 4981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85g - 5029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85g - 5070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85g - 5206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85g - 6486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85g - 6491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85g - 6495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0.85g - 6500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1g 191504ATB 191504ATB

metformin hydrochloride 1g - 191504ATR

metformin hydrochloride 1g 469100ATB 5023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1g - 5023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1g - 5247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1g 471800ATB 5071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1g - 5186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1g - 5205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1g - 6320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1g - 6541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1g - 6357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1g - 6398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1g - 6420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1g - 6484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1g - 6490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1g - 649200ATB

metformin hydrochloride 1g - 6499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1g - 6539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1g - 6540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1g - 6738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1g - 683300ATR

metformin hydrochloride 1g - 683400ATR

표 6. 혈당강하제 종류와 주성분코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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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glucosi
dase

억제제

acarbose
acarbose 0.1g 100601ATB 100601ATB

acarbose 50mg 100602ATB 100602ATB

voglibose

voglibose 0.2mg 249001ATB 249001ATB

voglibose 0.2mg - 523600ATB

voglibose 0.2mg 　 523700ATB

voglibose 0.3mg 249002ATB 249002ATB

Thiazolidi
nedione계

pioglitazone

pioglitazone hydrochloride(as pioglitazone 30mg) - 525500ATB

pioglitazone hydrochloride(as pioglitazone 30mg) - 525600ATB

pioglitazone hydrochloride 16.53mg - 630500ATB

pioglitazone hydrochloride 33.06mg - 630600ATB

pioglitazone hydrochloride (as pioglitazone 15mg) 431901ATB 431901ATB

pioglitazone hydrochloride (as pioglitazone 15mg) - 498100ATB

pioglitazone hydrochloride (as pioglitazone 30mg) 431902ATB 431902ATB

lobeglitazone

lobeglitazone sulfate (as lobeglitazone 0.208mg) - 653800ATR

lobeglitazone sulfate (as lobeglitazone 0.208mg) - 653900ATR

lobeglitazone sulfate (as lobeglitazone 0.208mg) - 655700ATR

lobeglitazone sulfate (asl obeglitazone 0.415mg) - 525901ATB

lobeglitazone sulfate (asl obeglitazone 0.415mg) - 654000ATR

Glucagon
-like

polypeptid
e-1

(GLP-1)
수용체
효능약

exenatide
exenatide 0.3mg (0.25mg/mL) - 512130BIJ

exenatide 0.6mg (0.25mg/mL) - 512131BIJ

lixisenatide

lixisenatide 0.15mg (50μg/mL) - 626630BIJ

lixisenatide 0.15mg (50μg/mL) - 667000BIJ

lixisenatide 0.3mg (0.1mg/mL) - 626631BIJ

lixisenatide 99μg (33μg/mL) - 666700BIJ

liraglutide - - -

dulaglutide
dulaglutide 0.75mg - 639701BIJ

dulaglutide 1.5mg - 639702BIJ

Eipeptidyl
peptidase
-4

(DPP-4)
억제약

sitagliptin

sitagliptin phosphate hydrate (assitagliptin 0.1g) - 501103ATB

sitagliptin phosphate hydrate (assitagliptin 0.1g) - 524700ATR

sitagliptin phosphate hydrate (as sitagliptin 25mg) - 501101ATB

sitagliptin phosphate hydrate (as sitagliptin 50mg) - 501102ATB

sitagliptin phosphate hydrate (as sitagliptin 50mg) - 502300ATB

sitagliptin phosphate hydrate (as sitagliptin 50mg) - 502300ATR

sitagliptin phosphate hydrate (as sitagliptin 50mg) - 502900ATB

sitagliptin phosphate hydrate (as sitagliptin 50mg) - 513700ATB

sitagliptin phosphate hydrate (as sitagliptin 50mg) - 513700ATR

vildagliptin

vildagliptin 50mg - 500801ATB

vildagliptin 50mg - 507000ATB

vildagliptin 50mg - 507100ATB

vildagliptin 50mg - 519600ATB

saxagliptin

saxagliptin hydrate (as saxagliptin 2.5mg) - 613301ATB

saxagliptin hydrate (as saxagliptin 5mg) - 518500ATR

saxagliptin hydrate (as saxagliptin 5mg) - 518600ATR

saxagliptin hydrate (as saxagliptin 5mg) - 613302ATB

linagliptin

linagliptin 2.5mg - 520500ATB

linagliptin 2.5mg - 520600ATB

linagliptin 2.5mg - 520700ATB

linagliptin 5mg - 616401ATB

gemigliptin

gemigliptin tartrate sesquihydrate
(as gemigliptin 50mg)

- 664600ATB

gemigliptin tartrate sesquihydrate
(as gemigliptin 50mg) - 664700ATB

gemigliptin tartrate sesquihydrate
(as gemigliptin 50mg)

- 664800ATB

gemigliptin tartrate sesquihydrate
(as gemigliptin 50mg)

- 523800ATR

표 6. 혈당강하제 종류와 주성분코드(계속)



- 18 -

Eipeptidyl
peptidase
-4

(DPP-4)
억제약

gemigliptin

gemigliptin tartrate sesquihydrate
(as gemigliptin 50mg)

- 654100ATR

gemigliptin tartrate sesquihydrate
(as gemigliptin 50mg) - 632000ATR

gemigliptin tartrate sesquihydrate
(as gemigliptin 50mg)

- 645000ATR

gemigliptin tartrate sesquihydrate
(as gemigliptin 50mg)

- 619101ATB

alogliptin

alogliptin benzoate (as alogliptin 12.5mg) - 624202ATB

alogliptin benzoate (as alogliptin 12.5mg) - 635600ATB

alogliptin benzoate (as alogliptin 12.5mg) - 635700ATB

alogliptin benzoate (as alogliptin 25mg) - 624203ATB

alogliptin benzoate (as alogliptin 25mg) - 630500ATB

alogliptin benzoate (as alogliptin 25mg) - 630600ATB

teneligliptin

teneligliptin hydrobromide hydrate (as teneligliptin
10mg)

- 641800ATR

teneligliptin hydrobromide hydrate (as teneligliptin
10mg) - 641900ATR

teneligliptin hydrobromide hydrate (as teneligliptin
20mg)

- 627301ATB

teneligliptin hydrobromide hydrate (as teneligliptin
20mg)

- 642000ATR

anagliptin

anagliptin 0.1g - 639601ATB

anagliptin 0.1g - 648400ATB

anagliptin 0.1g - 648500ATB

anagliptin 0.1g - 648600ATB

evogliptin

evogliptin tartrate (as evogliptin 2.5mg) - 650000ATR

evogliptin tartrate (as evogliptin 2.5mg) - 650100ATR

evogliptin tartrate (as evogliptin 5mg) - 645301ATB

evogliptin tartrate (as evogliptin 5mg) - 649900ATR

Sodium-g
lucose

co-transp
orter 2
(SGLT2)
억제약

dapagliflozin

dapagliflozin propanediol hydrate
(as dapagliflozin 10mg)

- 527302ATB

dapagliflozin propanediol hydrate
(as dapagliflozin 10mg)

- 639800ATR

dapagliflozin propanediol hydrate
(as dapagliflozin 10mg) - 641400ATR

ipragliflozin ipragliflozinL-Proline (as ipragliflozin 50mg) - 636101ATB

empagliflozin

empagliflozin 10mg - 628201ATB

empagliflozin 12.5mg - 649100ATB

empagliflozin 12.5mg - 649200ATB

empagliflozin 12.5mg - 649300ATB

empagliflozin 25mg - 628202ATB

empagliflozin 5mg - 649000ATB

empagliflozin 5mg - 649400ATB

empagliflozin 5mg - 649500ATB

ertugliflozin

ertugliflozin L-pyroglutamic acid (as ertugliflozin
15mg) - 674302ATB

ertugliflozin L-pyroglutamic acid (as ertugliflozin
15mg)

- 674301ATB

표 6. 혈당강하제 종류와 주성분코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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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파일명

자격 및 보험료테이블 NSC2_BNC

출생 및 사망테이블 NSC2_BND

진료테이블

의과,
보건기관
(M)

일반내역(T20) NSC2_M20

진료내역(T30) NSC2_M30

상병내역(T40) NSC2_M40

처방내역(T60) NSC2_M60

치과(D)

일반내역(T20) NSC2_D20

진료내역(T30) NSC2_D30

상병내역(T40) NSC2_D40

처방내역(T60) NSC2_D60

한방(K)

일반내역(T20) NSC2_K20

진료내역(T30) NSC2_K30

상병내역(T40) NSC2_K40

약국(P)

일반내역(T20) NSC2_P20

진료내역(T30) 2002~2008년 NSC2_P30_0208

진료내역(T30) 2009~2015년 NSC2_P30_0915

건강검진테이블 일반건강
검진(1차)

2002~2008년 NSC2_G1E_0208

2009~2015년 NSC2_G1E_0915

요양기관테이블 NSC2_INST

표 7. 표본 코호트 2.0 DB 테이블 구성

3. 자료 분석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2.0은 표 7과 같이 5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테이블 간에는 개인고유번호, 청구 고유번호로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는 관심 변

수를 포함하고 있는 자격 및 보험료테이블, 출생 및 사망테이블, 진료테이블, 건강

검진 테이블을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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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파일명 변수명 변수 설명 변수값 설명 변수 재분류

자격
및

보험료
테이블

NSC2_BNC

RN_INDI 개인고유번호 개인고유번호(7자리), 연계코드 　

STD_YYYY 기준년도 해당년도 　

SEX 성별
1: 남 　

2: 여 　

CTRB_Q10
보험료분위
10분위

0 : 0분위 Lowest
(0-2분위)1 : 1분위

2 : 2분위 Below average
(3-4분위)3 : 3분위

4 : 4분위
Average
(5-6분위)

5 : 5분위

6 : 6분위

7 : 7분위 Above average
(7-8분위)8 : 8분위

9 : 9분위 Highest
(9-10분위)10 : 10분위

출생
및
사망
테이블

NSC2_BND

RN_INDI 개인고유번호 개인고유번호(7자리), 연계코드 　

BTH_YYYY 출생년도 표본 대상자의 출생년도(연령:
기준년도-출생년도도 산출)

　

DTH_YYYY
MM 사망연월

사망자의 사망 월 통계청 사망원인
연계

　

진료
테이블

NSC2_M20

RN_INDI 개인고유번호 개인고유번호(7자리), 연계코드 　

RN_KEY 청구고유번호 청구고유번호(14자리), 연계코드 　

MDCARE_S
TRT_DT 요양개시일자

수진자가 진료를 받기 시작한 일자 　

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 당월
요양개시일자 또는 내원일자 　

약국: 조제투약일자 　

SICK_SYM1 주상병
진료기간 중 치료나 검사 등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상병 　

SICK_SYM2 부상병
진료기간 중 주상병과 함께 있었거나
발생된 상병으로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상병
　

NSC2_M40

RN_INDI 개인고유번호 개인고유번호(7자리), 연계코드 　

RN_KEY 청구고유번호 청구고유번호(14자리), 연계코드 　

MCEX_SICK
_SYM

요양급여상병
기호

진료기간 중 환자가 진료 받은
해당상병

　

NSC2_M60

RN_INDI 개인고유번호 개인고유번호(7자리), 연계코드 　

RN_KEY 청구고유번호 청구고유번호(14자리), 연계코드 　

GNL_NM_CD 일반명코드 약의 일반(성분)명 코드 　

건강
검진
테이블

NSC2_G1E_
0208

RN_INDI 개인고유번호 개인고유번호(7자리), 연계코드 　
EXMD_BZ_Y

YYY 검진년도 2002~2008년 　

Q_PHX1_DZ_
V0208

(본인)과거병
력코드1

1:결핵
2:간염

3:간장질환
4:고혈압
5:심장병
6:뇌졸중
7:당뇨병
8:암

9:기타질환

　
Q_PHX2_DZ_

V0208
(본인)과거병
력코드2

Q_PHX3_DZ_
V0208

(본인)과거병
력코드3

Q_FHX_DM
(가족력)당뇨
병유무

1:없음
2:있음

　

Q_DRK_FRQ
_V0108 음주습관

1: (거의)마시지 않는다 Less than 2-3
times/month
(Non-drinker)2: 월2~3회정도 마신다

3: 일주일에 1~2회 마신다 More than 1-2
times/week
(Drinker)

4: 일주일에 3~4회 마신다

5: 거의 매일 마신다

Q_SMK_Y
N 흡연상태

1: 피우지 않는다 Non-smoker

2: 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 끊었다
Ever-smoker

3: 현재도 피운다

G1E_BMI 체질량지수 체중(kg) / (신장 * 신장)m 　

표 8. 각 테이블별 사용된 변수 및 변수의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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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하여소숫점둘째자리까지표시 　

G1E_FBS
식전혈당(공

복혈당) mg/dL
*0값결측처리

　

G1E_TOT_
CHOL

총콜레스테롤 　

분석은 카플란마이어 곡선을 통해 사용군 / 비사용군 층화 분석, 사용 약물 역가

에 따른 층화 분석, 사용 빈도(0회, 1회, 2-4회, 5회 이상/2년)에 따른 층화 분석을

하며 로그순위 검정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 때 환자 추적 관찰의

시작은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2회 처방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사망 또는 추

적관찰 기간 중 당뇨병 미 발생은 censored 처리하였다. 콕스비례위험모델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은 Schoenfeld residual test 가정 검토 후 진행되었으며

모든 모델에서 비례가정을 만족하였다. 분석은 각 그룹별 Crude and adjusted

hazard ratio를 구하여 위험 요인을 확인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4를 사

용하였고,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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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결과

1. 일반적 특성

-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여부

2006-2007년 연구 등록기간 중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2회 이상 처방 받은

14,944명을 사용군(남 6,508명, 여 8,436명), 나머지 171,113명(남 94,898명, 여 76,215

명)을 비사용군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용군은 전체의 8%를 차지했다. 사용군의 건선

질환비율(비사용군 0.3%, 사용군 3.3%, 이하 동일 순서),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 비

율(13.0%, 30.5%), 평균 연령(12.2세, 44.6세), 음주(72,3% 76.6%), 고혈압(9.7%,

12.2%), 고지혈증(12.3% 13.5%)비율은 비사용군에 비해 높은 반면에 흡연(41.6%,

32.9%), 당뇨가족력(16.9%, 15.8%), 남성의 비율(55.5%, 43.6%)은 비사용군에서 더

높았다. 연구 등록 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추적・관찰되었으며 각 군의 평

균 관찰 기간은 비사용군 8.59년, 사용군 8.47년이었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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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use Use

n(%) 171,113 (92.0) 14,944(8.0)

Total follow-up time, PY 1,470,402 126,649

Mean follow-up time, years 8.59 8.47

n % n %

Sex

Male 94,898 55.5
*

6,508 43.6
*

Female 76,215 44.5
*

8,436 56.5
*

Age(year)

Mean(SD) 　42.2(14.0)
*

　44.6(14.5)
*

<30 37,988 22.2 2,831 18.9

30 - 39 42,100 24.6 3,073 20.6

40 - 49 43,366 25.3 3,827 25.6

50 - 59 26,133 15.3 2,719 18.2

60 - 69 14,493 8.5 1,675 11.2

70 7,033 4.1 819 5.5

BMI(kg/m
2
) 　

Mean(SD) 　23.5(3.3) 　23.5(3.2)

<18.5 8,269 4.8 749 5.0

18.5-25 110,233 64.4 9,529 63.8

25-30 46,871 27.4 4,185 28.0

>30 5,713 3.3 480 3.2

Smoking 　 　

Ever-smoker 70,551 41.6
*

4,861 32..9
*

Nonsmoker 98,855 58.4
*

9,926 67.1
*

Alcohol 　 　

More than 1~2 times/Week 46,859 27.7
*

3,461 23.4
*

Less than 2~3 times/Month 122,485 72.3
*

11,321 76.6
*

FBS(mg/dl)(SD) 93.6(16.8) 93.3(15.7)

<100 127,733 74.6 11,227 75.1

100-125 38,952 22.8 3,358 22.5

Psoriasis 536 0.3
*

495 3.3
*

Hypertension 16,636 9.7
*

1,821 12.2
*

Hyperlipidemia 20,994 12.3
*

2,024 13.5
*

DM family history 28,864 16.9
*

2,367 15.8
*

Systemic CS 22,164 13.0
*

4,563 30.5
*

Income status 　 　

Lowest 27,746 16.6 2,535 17.5

Below average 29,326 17.6 2,427 16.8

Average 32,711 19.6 2,641 18.2

Above average 38,612 23.1 3,344 23.1

Highest 38,534 23.1 3,542 24.4

T2D incidence during F/U 12,318 7.2
*

1,361 9.1
*

표 9.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PY: Patient year, SD: 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CS: Corticosteroid, FBS: Fasting
blood sugar, T2D: Type 2 diabetes, F/U: Follow up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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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빈도

2006-2007년 연구 등록기간 중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1회’ 처방 받은

25,964명, ‘2-4회’ 처방 받은 13,105명, ‘5회 이상’ 처방 받은 1,830명, 처방 경험이 없

는 145,149명을 연구 대상자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처방 받은 경험이 없는 환

자는 전체의 78.0%, ‘1회’ 처방 받은 환자는 14.0%, ‘2-4회’는 7.0%, ‘5회 이상’은

1.0%였으며 각 군의 평균 관찰 기간은 8.59년, 8.59년, 8.5년, 8.3년이었다.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1회 이상’ 처방 받은 군은 받지 않은 군에 비해 여

성이 많았으며, 비흡연의 비율, 적은 음주량의 비율, 건선, 고혈압, 고지혈증을 가진

비율도 높았다. ‘5회 이상’ 군에서 사용한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역가는 저역

가 16.7%, 중역가 35.6%, 고역가 47.6%로 ‘1회’ 군에서 사용한 국소 코르티코스테로

이드의 역가(동일 순서 19.6%, 37.1%, 43.3%)와 차이가 있었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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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S Frequency per 2years(Mean)
*

0 1 2-4 (2.5) 5 (6.9)
n(%) 145,149 (78.0) 25,964 (14.0) 13,105 (7.0) 1,839 (1.0)

Total follow-up
time, PY 1,247,343 223,059 111,388 15,261

Mean follow-up
time, years 8.59 8.59 8.50 8.30

Sex n　 % n　 % n　 % n　 %

Male 82,834 57.1 12,064 46.5 5,690 43.4 818 44.5

Female 62,315 42.9 13,900 53.6 7,415 56.6 1,021 55.5

Age(year) 　

Mean(SD) 42.1(14.0) 42.7(14.2) 44.2(14.4) 47.2(15.1)

<30 32,369 22.3 5,619 21.6 2,554 19.5 277 15.1

30 - 39 36,024 24.8 6,076 23.4 2,750 21.0 323 17.6

40 - 49 36,761 25.3 6,605 25.4 3,356 25.6 471 25.6

50 - 59 21,947 15.1 4,186 16.1 2,362 18.0 357 19.4

60 - 69 12,119 8.3 2,374 9.1 1,423 10.9 252 13.7

70 5,929 4.1 1,104 4.3 660 5.0 159 8.6

BMI(kg/m
2
)

Mean(SD) 23.5(3.3) 23.4(3.2) 23.5(3.2) 23.6(3.3)

<18.5 6,939 4.8 1,330 5.1 664 5.1 85 4.6

18.5-25 93,413 64.4 16,820 64.8 8,360 63.8 1,169 63.6

25-30 39,833 27.4 8,360 27.1 3,671 28.0 514 28.0

>30 4,938 3.4 1,169 3.0 410 3.1 70 3.8

Smoking

Ever-smoker 61,614 42.9 8,937 34.7 4,253 32.8 608 33.6

Nonsmoker 82,070 57.1 16,785 65.3 8,724 67.2 1,202 66.4

Alcohol 　
More than 1~2
times/Week 40,506 28.2 6,353 24.7 3,061 23.6 400 22.1

Less than 2~3
times/Month 103,121 71.8 19,364 75.3 9,910 76.4 1,411 77.9

FBS(mg/dl)(SD) 93.7(17.0) 93.0(15.5) 93.2(15.7) 93.9(16.0)

<100 107,953 74.4 19,780 76.2 9,867 75.3 1,360 74.0

100-125 33,347 23.0 5,605 21.6 2,935 22.4 423 23.0

Psoriasis 220 0.2 316 1.2 335 2.6 160 8.7

Hypertension 13,910 9.6 2,726 10.5 1,547 11.8 274 14.9

Hyperlipidemia 17,709 12.2 3,285 12.7 1,749 13.3 275 15.0

DM family
history 24,506 16.9 4,358 16.8 2,060 15.7 307 16.7

Systemic CS 16,463 11.3 5,701 22.0 3,784 28.9 779 42.4

Income status 　

Lowest 23,525 16.6 4,221 43.3 2,218 17.4 317 18.2

Below average 25,102 17.7 4,224 16.7 2,129 16.7 298 17.1

Average 27,964 19.8 4,747 18.7 2,336 18.3 305 17.5

Above average 32,688 23.1 5,924 23.4 2,947 23.1 397 22.8

Highest 32,300 22.8 6,234 24.6 3,120 24.5 422 24.3

Potency 　

Mild 　 　 5,094 19.6 2,485 19.0 308 16.7

Mid 　 　 9,636 37.1 4,846 37.0 655 35.6

High 　 　 11,234 43.3 5,774 44.1 876 47.6
T2D

incidence
during F/U

10,304 7.1 2,014 7.8 1,138 8.7 223 12.1

표 10.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빈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TCS: Topical corticosteroid, PY: Patient year, BMI: Body mass index, SD: Standard deviation, FBS: Fasting
blood sugar, CS: Corticosteroid, T2D: Type 2 diabetes, F/U: Follow up
*
2005-2006 TCS 처방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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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역가

2006-2007년 연구 등록기간 중 저역가의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2회 이상

처방 받은 2,793명, 중역가의 약물을 처방 받은 5,501명, 고역가의 약물을 처방 받은

6,550명, 처방 경험이 없는 171,113명을 연구 대상자로 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

다. 역가별 피험자 비율은 각각 1.5%, 3.0%, 3.5%로 고역가 그룹이 가장 높았으며

각 군의 평균 관찰 기간은 8.59년, 8.52년, 8.48년, 8.45년이었다(표 11).

저역가 사용군의 여성 비율(62.1%)과 당뇨병 가족력(18.2%)은 다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건선질환의 비율은 역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역가 2.33%, 중역가 2.89%, 고역가 4.14%). 각 군의 흡연의 비율은 41.6%,

29.9%, 33.5%, 33.6%로 비사용군의 흡연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저역가 사용군의 흡

연비율이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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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use
Use (by TCS potency)

Mild Mid High

n(%) 171,113 (92.0) 2,793 (1.5) 5,501 (3.0) 6,550 (3.5)

Total follow-up
time, PY 1,470,402 23,791 46,653 56,206

Mean follow-up
time, years 8.59 8.52 8.48 8.45

TCS
Frequency(SD) 2.97(1.8) 2.97(1.8) 3.01(2.1)

n % n % n % n %

Sex

Male 94,898 55.5 1,059 37.9 2,482 45.1 2,967 45.3

Female 76,215 44.5 1,734 62.1 3,019 54.9 3,683 54.7

Age(year) 　

Mean(SD) 42.2(14.0) 　44.4(14.8) 44.8(14.4) 　45.3(14.4)

<30 37,988 22.2 675 24.2 1,006 18.3 1,150 17.6

30 - 39 42,100 24.6 627 22.4 1,154 21.0 1,292 19.7

40 - 49 43,366 25.3 673 24.1 1,370 24.9 1,784 27.2

50 - 59 26,133 15.3 415 14.9 1,053 19.1 1,251 19.1

60 - 69 14,493 8.5 261 9.3 629 11.4 785 12.0

70 7,033 4.1 142 5.1 289 5.3 388 5.9

BMI(kg/m
2
) 　　 　 　

Mean(SD) 　23.5(3.3) 23.2(3.3) 　23.6(3.3) 　23.6(3.1)

<18.5 8,269 4.8 197 7.1 262 4.8 290 4.4

18.5-25 110,233 64.4 1,801 64.5 3445 62.6 4,283 64.4

25-30 46,871 27.4 719 25.7 1593 29.0 1,873 28.2

>30 5,713 3.3 76 2.7 201 3.7 203 3.1

Smoking 　 　 　

Ever-smoker 70,551 41.6 827 29.9 1,823 33.5 2,211 33.6

Nonsmoker 98,855 58.4 1,938 70.1 3,616 66.5 4,372 66.4

Alcohol

More than 1~2
times/Week 46,859 27.7 610 22.1 1,308 24.1 1,543 23.4

Less than 2~3
times/Month

122,485 72.3 2,154 77.9 4,123 75.9 5,044 76.6

FBS(mg/dl)(SD) 93.6(16.8) 92.6(16.6) 93.6(15.9) 93.3(15.2)

<100 127,733 74.6 2,141 76.7 4,095 74.4 4,991 76.2

100-125 38,952 22.8 588 21.1 1,258 22.9 1,512 23.1

Psoriasis 536 0.31 65 2.33 159 2.89 271 4.14

Hypertension 16,636 9.7 295 10.6 700 12.7 826 12.4

Hyperlipidemia 20,994 12.3 333 11.9 775 14.1 916 13.8

DM family
history 28,864 16.9 508 18.2 849 15.4 1,010 15.2

Systemic CSs 22,164 13.0 878 31.4 1,618 29.4 2,067 31.6

Income status

Lowest 15,305 9.2 260 9.5 486 9.1 618 9.6

Below average 12,441 7.5 217 8.0 452 8.5 502 7.8

Average 12,519 7.5 207 7.6 370 6.9 455 7.1

Above average 16,807 10.1 267 9.8 510 9.6 618 9.6

Highest 16,976 10.2 264 9.7 479 9.0 588 9.2

T2D incidence
during F/U 12,318 7.2 226 8.1 535 9.7 600 9.0

표 11.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역가에 따른 일반적 특성

TCS: Topical corticosteroid, PY: Patient year, BMI: Body mass index, SD: Standard deviation, FBS: Fasting
blood sugar, CS: Corticosteroid, T2D: Type 2, F/U: Follow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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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여부에 따른 당뇨병 발생 위험

관찰 기간 중 제 2형 당뇨병의 발생은 사용군 7.2%, 비사용군 9.1%로 사용군에서

더 흔히 발생하였으며 1000인년 당 발생율은 사용군 10.74, 비사용군 8.38이었다. 카

플란마이어 생존곡선을 통해 각 군의 제 2형 당뇨병의 발생의 차이는 국소 코르티

코스테로이드 사용 약 2년 후부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차이는 시간에

따라 점점 커졌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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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de
Adjusted

Model I
*

Model II†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TCS Use 1.29 1.22-1.36 <0.001 1.13 1.07-1.20 <0.001 1.13 1.06-1.20 <0.05

표 12.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여부에 따른 제 2형 당뇨병 발생 위험

그림 2.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카플란마이어 생존 곡선(Log rank

test p<0.001)

TCS: Topical corticosteroid
*
Adjusted for age, sex , body mass index

†Adjusted for age, sex , body mass index , smoking , alcohol, psoriasis, system ic corticosteroid,

diabetes mellitus fam ily h istory , hypertension, hyperlipidem ia , fasting blood sugar, and income

level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통해 당뇨병 발생 위험을 확인한 결과, 국소 코르티코스테

로이드를 사용군은 비사용군에 비해 1.29배 제 2형 당뇨병 발생의 위험이 높았고

(HR 1.29, 1.22-1.36, p<0.001)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경우 1.13배(aHR

1.13, 1.07-1.20, p<0.001), 흡연, 음주, 건선, 전신 스테로이드, 당뇨병 가족력, 고혈

압, 고지혈증, 공복혈당, 소득수준을 추가 보정한 경우 1.13배 (aHR 1.13, 1.06-1.20,

p<0.001) 제 2 형 당뇨병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였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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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 HR 95% CI p value

Multivariable model, topical CS exposure

Topical CS 1.13 1.06-1.20　 <0.001

Age

<30 Ref.

30 - 39 1.84 1.65-2.05 <0.001

40 - 49 3.99 3.61-4.40 <0.001

50 - 59 7.01 6.36-7.74 <0.001

60 - 69 10.10 9.12-11.18 <0.001

70 11.50 10.28-12.85 <0.001

Sex 1.09 1.03-1.15 <0.05

BMI 1.11 1.10-1.11 <0.001

Smoking 1.21 1.15-1.28 <0.001

Alcohol 0.91 0.86-0.95 <0.001

Psoriasis 0.90 0.70-1.14 0.3775

Hypertension 1.74 1.67-1.82 <0.001

Hyperlipidemia 1.27 1.21-1.33 <0.001

DM family history 1.32 1.26-1.38 <0.001

FBS(mg/dl)

<100 Ref.

100-125 2.18 2.10-2.27 <0.001

Systemic CS 1.20 1.14-1.26 <0.001

Income status

Lowest 1.01 0.95-1.07 0.8330

Below average 1.03 0.97-1.10 0.3481

Average Ref.

Above average 1.00 0.94-1.06 0.9741

Highest 0.88 0.83-0.93 <0.001

표 13.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군에서 제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요인 분석

CS: Corticosteroid, BMI: Body mass index, DM: Diabetes mellitus, FBS: Fasting blood sugar

콕스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당뇨병 발생 위험의 증가는 ‘높은 연령, 여성, 높은

체질량지수, 흡연자,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공복혈당

100-125mg/dl,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사용이 있는 경우’와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음주자, 소득 구간 9, 10(Highest)’의 경우 당뇨병의 발생위험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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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빈도에 따른 당뇨병 발생 위험

관찰 기간 중 제 2형 당뇨병의 발생은 각각 7.1%, 7.8%, 8.7%, 12.1%, 1000인년

당 발생율은 각각 8.26, 9.03, 10.22, 14,61로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사용

빈도가 많은 군일 수록 당뇨병 발생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카플란마이어

생존곡선을 통해 보았을 때 ‘5회 이상’ 사용하는 군의 시간에 따른 당뇨병 발생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더 높았다. (Log rank test between ‘0, 1, 2-4’ group and

‘5’ group p<0.0001)

그림 3.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빈도에 따른 카플란마이어 생존 곡선(Log

rank test p<0.001)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통해 당뇨병 발생 위험을 확인한 결과, 국소 코르티코스테

로이드를 처방 받지 않은 군에 비해 ‘1회’, ‘2-4회’, ‘5’ 처방 받은 군은 각각 1.09

배, 1.24배, 1.79배 제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았고(HR 1.09, 1.04-1.15, p<0.001,

HR 1.24, 1.17-1.32, p<0.001, HR 1.79, 1.57-2.05, p<0.001),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를 보정한 경우 1.07배, 1.11배, 1.35배(aHR 1.07, 1.02-1.25, p<0.05, aHR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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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de
Adjusted

Model I
*

Model II†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TCS
frequency

　 　 　 　

0 ref. ref. ref.

1 1.09 1.04-1.15 <0.001 1.07 1.02-1.25 <0.05 1.07 1.02-1.13 <0.05

2 - 4 1.24 1.17-1.32 <0.001 1.11 1.05-1.18 <0.001 1.12 1.05-1.20 <0.001

5 1.79 1.57-2.05 <0.001 1.35 1.19-1.55 <0.001 1.27 1.09-1.48 <0.05

표 14.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빈도에 따른 제 2형 당뇨병 발생 위험

1.05-1.18, p<0.001, aHR 1.35, 1.19-1.55, p<0.001), 흡연, 음주, 건선, 전신 스테로이

드, 당뇨병 가족력, 고혈압, 고지혈증, 공복혈당, 소득수준을 추가 보정한 경우 1.07

배, 1.12배, 1.27배(aHR 1.07, 1.02-1.13, p<0.05, aHR 1.12, 1.05-1.20, p<0.001, aHR

1.27, 1.09-1.48, p<0.05), 제 2 형 당뇨병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였다(표 14).

TCS: Topical corticosteroid
*
Adjusted for age, sex , body mass index

†Adjusted for age, sex , body mass index , smoking , alcohol, psoriasis, system ic corticosteroid,

diabetes mellitus fam ily h istory , hypertension, hyperlipidem ia , fasting blood sugar, and income

level

콕스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당뇨병 발생의 위험이 높은 인자를 확인한 결과

위험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영향을 주는 인자는 ‘높은 연령, 여성, 높은 체질량지수,

흡연자,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공복혈당 100-125mg/dl, 전

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사용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현재 음주자, 소득구간 9,

10(Highest)’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aHR는

1.20(1.14-1.26, p<0.001)으로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5회 이상 사용군의 aHR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aHR 1.27, 1.09-1.48, p<0.05) (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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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 HR 95% CI p value

Multivariable model, topical CS frequency

1 1.07 1.02-1.13 <0.05

2-4 1.12 1.05-1.20 <0.001

5 1.27 1.09-1.48 <0.05

Age

<30 Ref.

30 - 39 1.84 1.65-2.05 <0.001

40 - 49 3.99 3.61-4.40 <0.001

50 - 59 7.01 6.36-7.74 <0.001

60 - 69 10.09 9.11-11.17 <0.001

70 11.49 10.28-12.85 <0.001

Sex 1.09 1.03-1.14 <0.05

BMI 1.11 1.10-1.11 <0.001

Smoking 1.21 1.15-1.28 <0.001

Alcohol 0.91 0.86-0.95 <0.001

Psoriasis 0.87 0.68-1.11 0.2698

Hypertension 1.74 1.67-1.82 <0.001

Hyperlipidemia 1.27 1.21-1.33 <0.001

DM family history 1.32 1.26-1.38 <0.001

FBS(mg/dl)

<100 Ref.

100-125 2.19 2.10-2.27 <0.001

Systemic CS 1.20 1.14-1.26 <0.001

Income status

Lowest 1.01 0.95-1.07 0.8330

Below average 1.03 0.97-1.10 0.3481

Average Ref.

Above average 1.00 0.94-1.06 0.9741

Highest 0.88 0.83-0.93 <0.001

표 15.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빈도별 제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요인 분석

CS: Corticosteroid, BMI: Body mass index, DM: Diabetes mellitus, FBS: Fasting blood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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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역가에 따른 카플란마이어 생존곡선 (Log rank

test p<0.001)

4.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역가에 따른 당뇨병 발생 위험

관찰 기간 중 제 2형 당뇨병의 발생은 각각 7.2%, 8.1%, 9.7%, 9.0%로 1000인

년 당 발생율은 8.38, 9.50, 11.47, 10.68로 중역가 사용군에서 당뇨병 발생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카플란마이어 생존곡선을 통해 중-고역가 사용군의 시간에 따른

당뇨병 발생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더 높았다. (Log rank test between

‘mid-high’ group and ‘non-mild’ group, p<0.001) (그림 4)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통해 당뇨병 발생 위험을 확인한 결과, 국소 코르티코스테

로이드를 처방 받지 않은 군에 비해 각 군은 1.14배, 1.38배, 1.28배 제 2형 당뇨병

발생의 위험이 높았고(HR 1.14, 1.00-1.30, p<0.0535, HR 1.38, 1.26-1.50, p<0.001,

HR 1.28, 1.18-1.39, p<0.001),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경우 1.14배, 1.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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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de
Adjusted

Model I
*

Model II†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TCS
potency 　 　 　 　 　 　

Unexposed ref.

Mild 1.14 1.00-1.30 0.0535 1.14 1.00-1.30 0.0596 1.16 1.01-1.34 <0.05

Mid 1.38 1.26-1.50 <0.001 1.18 1.08-128 <0.001 1.15 1.04-1.27 <0.05

High 1.28 1.18-1.39 <0.001 1.09 1.01-1.19 <0.05 1.10 1.00-1.20 <0.05

표 16.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역가에 따른 제 2형 당뇨병 발생 위험

1.09배(aHR 1.14, 1.00-1.30, p<0.0596, aHR 1.18, 1.08-1.28, p<0.001, aHR 1.09,

1.01-1.19, p<0.05), 흡연, 음주, 건선, 전신 스테로이드, 당뇨병 가족력, 고혈압, 고지

혈증, 공복혈당, 소득수준을 추가 보정한 경우 1.16배, 1.15배, 1.10배(aHR 1.16,

1.01-1.34, p<0.05, aHR 1.15, 1.04-1.27, p<0.05, aHR 1.10, 1.00-1.20, p<0.05) 제 2

형 당뇨병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TCS: Topical corticosteroid
*
Adjusted for age, sex , body mass index

†Adjusted for age, sex , body mass index , smoking , alcohol, psoriasis, system ic corticosteroid,

diabetes mellitus fam ily h istory , hypertension, hyperlipidem ia , fasting blood sugar, and income

level

콕스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당뇨병 발생의 위험이 높은 인자를 확인한 결과

위험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영향을 주는 인자는 ‘높은 연령, 여성, 높은 체질량지수,

흡연자,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공복혈당 100-125mg/dl, 전

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사용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현재 음주자, 소득구간 9,

10(Highest)’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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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빈도와 역가에 따른 당뇨병 발생

위험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빈도와 역가를 그룹화하여 카플란 마이어 생존 곡

선을 통해 시간에 따른 누적 발생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고빈도(5회 이상), 중역가

사용 그룹의 제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으며 고빈도, 고역가 사용 그룹

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저빈도(1회), 저역가 그룹은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과 유사하였다.

그림 5.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빈도 및 역가에 따른 카플란마이어

생존곡선 (Log rank tes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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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2.0(NHIS-NSC2)을 이용하여, 한국인

에서의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사용과 제 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의 관련성을

보았다. 그 결과, 한국인에서의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군은 비사용군에 비해

제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고(adjusted hazard ratio[aHR] 1.13, 95% CI

1.06-1.20), 약물의 사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 위험도도 함께 증가하였으며(1

회, aHR 1.07, 95% CI 1.02-1.13, 2-4회, aHR 1.12, 95% CI 1.05-1.20, 5회 이상,

aHR 1.27, 95% CI 1.09-1.48), 5회 이상 사용군의 위험도는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

드 사용에 따른 발생 위험도(aHR 1.20, 95% CI 1.14-1.26)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국

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사용은 제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며 용량 의존

적이고 그 위험도는 사용 빈도에 따라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발생

위험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테로이드가 포도당 항상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이 되

었다. 스테로이드는 탄수화물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들에 작용하여 간 내 포도당신

합성을 증가시키고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생성 및 분비를 직접 억제하기도 하며

근육과 지방에 작용하여 말초 포도당 흡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에는 스테로이드로 인한 근육의 단백질분해 및 지방세포의 지질분해 촉진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염증성 질환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췌장 세포의 기능이상에 영

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서성환 2016).

Andersen et al.(2019)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는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제 2형 당뇨병의 위험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체질

량지수와 공복혈당을 보정 변수로 사용하지 않았고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1회

처방을 사용군으로 판단하여 결론에 도출함에 따라 1회 처방이 사용과 이어지지 않

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국내 임상 적용에 있어, 한

국인보다 높은 체질량지수와 높은 연령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의료진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 패턴과는 차이가 있어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반

면 본 연구는 체질량지수와 공복혈당을 보정변수로 사용하였고, 2회 처방을 사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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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려하였으며 민감도 분석을 통해 1회 처방에 따른 위험도도 확인하였으며 선행

문헌에서 확인하지 않은 당뇨병 가족력, 체질량지수를 보정 변수로 추가하여 처방

횟수에 따른 위험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선행 문헌보다 제 2형 당뇨병 발생

의 위험도에 차이는 있었지만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유전적 특성

또는 가족력, 식습관, 운동 등 두 연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의 차이로 판단된

다.

Andersen et al.(2019)는 역가에 따른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위험도를 확

인하였고 본 연구도 유사한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분석하였다. 각 군별 사용 빈도

는 2.97회에서 3.01회로 차이가 없었으며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사용에도 차이

가 없었다. 연구 결과, 선행 문헌과 마찬가지로 중역가군의 위험도는 저역가군보다

높았으나 선행 문헌 결과와 달리 고역가군의 위험도는 중역가군의 위험도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았거나 낮은 경향을 보였다. Alvin et al.(2011)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

염 환자에서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 그룹의 약물 복

약순응도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두 개의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49.4% vs 14.1%, 29.3% vs 9.8%). 그 이유는 약물 사용으로 인해 피부

가 얇아지는 등의 과거 부작용 경험 또는 전신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 장기간 사용

시 효과가 감소된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Alvin et al., 2011,

Charman et al., 2000, 박재혁, 2016). 또한 고역가의 경우 3주 이상 사용에 대한 주

의, 얼굴 등 부위에 바르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교육으로 인해 그

우려는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고역가의 약물은 동일한 횟수로 처방을 받아가더라

도 사용 기간 및 부작용 인식에 의해 저-중역가보다 실제 사용량이 적을 수 있다

(Jonathan et al., 2009). 그리고 고역가의 약물은 주로 중증도가 심하지 않은 건선환

자에서, 중역가의 약물은 주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사용되는데 중증도가 심하

지 않은 건선에 비해 대부분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병변부위가 더 넓기 때문에

도포 부위에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Meagan et al., 2016).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빈도가 5회 이상인 군의 제 2형 당뇨병 발생의

위험은 27% 높았는데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의 발생 위험과 유사하거나 보

다 높은 위험을 가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신 스테로이드와 유사하게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에서,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흡연자일수록,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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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력이 있을수록,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있을수록, 공복혈당이 높을수록 그 위험도

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처방시 전신 코

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만큼의 주의와 교육 및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하지만 관련

연구 부족으로 인해 국내 뿐 아니라 국제 가이드라인에서조차 당뇨병 발생 혹은 악

화에 대한 위험을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있지 않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2019)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19) 국내 당뇨병 발생을 낮추기 위해 중역가이

상의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처방받거나 2년에 5회 이상 처방 받는 환자는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준하는 당뇨병 발생 모니터링과 당뇨병 초기 증상, 발생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환자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빈도의 저역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은 제 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높이지 않았으므로 이는

처방 의료진에게 중요한 선택요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에서 임상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 아시아인에서 최초로 확

인된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당뇨병 발생 위험을 확인하였다. (2) 백

인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와 일관된 당뇨병 발생 위험을 확인하였다. (3) 선행문헌에

서 확인하지 않은 당뇨병 가족력에 따른 위험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건강검진 기록이 없는 피험자가 연구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선택바이어스가 존재한다는 부분과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사용을 처방 건수로

정의함에 따라 대상자간 사용량과 도포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국소 코

르티코스테로이드 및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약물 중단 및 시작에 대한 부분을

분석에 포함하지 않은 데에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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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사용 여부, 사용 빈도에 따라 제 2형

당뇨병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

료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를 통해 내당능장애와 고위험군을 미리 진단하여 다양한

치료 방법을 고려하고 대체제가 없는 경우에는 치료기간 중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당뇨병 증상 및 스테로이드 유발 당뇨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른 위험 요인

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 2형 당뇨병 예방 및 안전한 국소 코르

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권

고안 제시가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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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pical Corticosteroid use and risk of Type 2

Diabetes: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in Korea

SeungWoo Kim

Dept. of Epidemiolog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ee, M.P.H., Ph.D.)

Background The steroid-induced diabetes mellitus (SIDM) is a well-known

side effect of corticosteroid agents. Diabetes induced by systemic corticosteroid

agents has been reported since 60 years ago, however, there is not many

evidence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topical corticosteroid agents and risk

of type 2 diabetes.

Subject and Method A prospective,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ational Sample Cohort Database (NHIS-NSC2). Total 186,057 adults were

identified as case subjects with new-onset type 2 diabetes in this study, and

171,113 adults who have been treated with topical corticosteroid and 14,944

adults who have no experience of topical corticosteroid were included and

prospectively followed up for approximately 9 years. The outcome was type 2

diabetes incidences rate following topical corticosteroid use, topical corticosteroid

frequency and topical corticosteroid potency respectively. Kaplan-Meier curve

and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were used to estimate hazard ratio of type 2

diabetes betwee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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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Use of topical corticosteroid increased the risk of type 2 diabetes

(adjusted hazard ratio[aHR] 1.13, 95% CI 1.06-1.20). High-frequency topical

corticosteroid group (aHR 1.27, 95% CI 1.09-1.48) and mid-strength potency

group (aHR 1.15, 95% CI 1.04-1.27) also increased the risk of type 2 diabetes

respectively, we observed the mid-strength potency group induced similar risk

on type 2 diabetes with what systemic corticosteroid treatment group did (aHR

1.20, 95% CI 1.14-1.26).

Conclusion Use of topical corticosteroid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cident type 2 diabetes in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s that clinician

consider the risk factors of diabetes to prescribe topical corticosteroid and

monitor diabetes risk of patients, especially who is required long term treatment

or mid-strength corticosteroid trea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