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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O1B1 A388G가 스타틴에 의한 지질감소 효과 및 근육독성
발생에 미치는 영향: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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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SLCO1B1 A388G polymorphism on the lipid-lowering efficacy and myotoxicity incidence of statin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was conducted.

Methods : The databases of PubMed, Embase, Ovid, and Cochrane Library were searched for all published studies from inception to April 2018. Using the Review Manager 5, the pooled estimates of the
weighted mean difference (WMD) of the percent changes of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odds ratio (OR) and corresponding 95 % confidence intervals (CIs) were calculated.

Results : A total of 12 observational studies were included in the meta-analysis of the lipid-lowering
efficacy of statins. The pooled analysis showed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SLCO1B1 A388G polymorphism and LDL-C reduction (AG+GG vs AA, WMD: -0.38, 95% CI: -3.00, 2.24, p=0.77). However, in
the subgroup analysis of the subjects with baseline LDL-C levels of at least 160 mg/dL, the 388G all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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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greater reduction in LDL-C (GG vs AA+AG, WMD: -1.78, 95% CI: 3.12, -0.44, p=0.009; AG+GG vs AA, WMD: -2.89, 95% CI: -4.96, -0.81, p=0.006; GG vs AA, WMD: 4.32, 95% CI: -6.93, -1.72, p=0.001). Four observational studies were eligible for meta-analysis of
statin-induced myotoxicity incidence. The pooled analysis showed that SLCO1B1 A388G polymorphism
was not associated with the incidence of statin-induced myotoxicity (GG vs AA, OR: 0.95, 95% CI: 0.80,
1.12, p=0.52).

Conclusions : The SLCO1B1 388G allel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greater reduction in LDL-C
following statin therapy in the subjects with baseline LDL-C levels of at least 160 mg/dL. This result
suggests that genotyping SLCO1B1 A388G polymorphism prior to statin therapy may be useful to predict
an individual’
s dose and potential to achieve target LDL-C levels, especially in patients with high baseline LDL-C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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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지질혈증(dyslipidemia)은 죽상동맥경화증(ath-

스타틴(statins)은 탁월한 혈중 지질 개선 효과를 발

erosclerosis)의 주요 위험인자로 협심증, 심근경색, 뇌

휘하여 심뇌혈관계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널리 사

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및 악화를 초래한다.1),2)

용되며 현재 국내에서는 atorvastatin, fluvastatin,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이상지질혈증을 다음과 같이

lovastatin, pitavastatin, pravastatin, rosuvas-

정의한다. 1) 고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ow -den-

tatin, simvastatin 등이 사용되고 있다.9),10) 스타틴은,

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혈증: LDL-C

그 종류와 사용량에 따른 차이가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160 mg/dL 이상 또는 LDL-C 감소를 위한 약물 복용

는 혈중 LDL-C 감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약물로 알

중(한 달에 20일 이상), 2) 고 중성지방(tri-glyceride,

려졌으며 LDL-C을 18~55%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TG) 혈증: TG 200 mg/dL 이상, 3) 저 고밀도지단백

되었다. 혈중 TG 감소에 대한 효과는 이보다는 약하여

콜레스테롤(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7~30%의 감소율을 보이고, HDL-C의 경우는 복용 전

HDL-C) 혈증: HDL-C 40 mg/dL 미만. 이상의 3가

에 비해 5~15%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1)-13)
스타틴이 LDL-C 및 TG 감소에 우수한 효과를 발휘

지 중 한가지에라도 해당되거나 이상지질혈증으로 진
3)

단받은 경우. 국내 순환계통 질환의 유병률은 2013년

하는 것은 3-hydroxy-3-methyl-glutaryl coen-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사망률 역시 지속적으로

zyme A (HMG-CoA) 환원효소를 경쟁적으로 저해하

증가하여 2016년에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58.2%)은

여 콜레스테롤의 전구체(precursor)인 mevalonic

암으로 인한 사망률 다음으로 높아 전체 사망률 중 2위

acid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이며 이 단계는 콜레스테

4),5)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관상

롤의 합성과정 중 속도제한단계(rate-limiting step)

동맥질환 및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감소시키기

이다.14) 또한, 스타틴에 의한 HMG-CoA 환원효소 억

위해 혈중 LDL-C을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은

제는, Rho signals을 저해하고 PPAR α
의 활성화를 유

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잘 입증되어 왔으며 최근 한 메

도하여 HDL의 주요 구성단백질인 apolipoprotein

타분석은, LDL-C 1 mmol/L 감소는 주요 심혈관 사

A-I을 증가시켜 결국 HDL-C의 상승을 가져온다.15)

건(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의

지질 개선효과에 더하여 스타틴은 interleukin-6, mo-

발생률을 1.5%, 주요 심혈관 사건의 재발률은 4.6% 감

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MCP-1) 등 전

소시켰다고 보고했다.6)-8)

염증성 사이토카인(proinflammatory cytokines)과

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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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반응단백(C-reactive protein, CRP)을 유의한 수

포함하는 다양한 외인성 물질 뿐 아니라 내인성 유기음

준으로 감소시킴으로써 항염증 효과를 가지는 것이 증

이온을 간으로 수송한다.23) SLCO1B1 단일염기다형성

16)

C-반응단백은, interleukin-6의 증가에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중

반응하여 혈중에 급상승된 후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장

SLCO1B1 A388G (Asn130Asp, rs2306283)는 exon

애, 죽상판의 불안정 및 파열을 유도하여 죽상혈전 발

5에 위치하는 non-synonymous SNP으로, 코카서스

생을 촉진한다.17) 스타틴의 항염증 작용은 죽상동맥경

인종의 54~78%, 아시아 인종의 56~81%에서 발견되

화반(atherosclerotic plaque)의 안정화, 혈전생성 억

는 등으로 발현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있다.24),25)

제, 혈관 확장 등을 통해 관상동맥질환의 발생률과 심

SLCO1B1 A388G가 스타틴의 혈중농도에 미치는 영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유의한 수준으로 감

향을 관찰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으나 일관성

소시켰으며 이러한 효과는 LDL-C 감소와 무관하게

이 없다. Mwinyi 등은 20~45세의 독일인 백인 남성

명되었다.

18)-20)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OATP-C*1b 하플로타입(ha-

나타났다.

스타틴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 다양

plotype)은 OATP-C *1a 하플로타입에 비해 pra-

한 유익성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스타틴의 부작용은

vastatin의 혈중농도-시간곡선하면적(area under

복약순응도를 낮추거나 심한 경우 복약을 중단하는 원

the plasma concentration-time curve, AUC)을

인이 되고 있다. 근육독성은 스타틴의 대표적인 부작용

60%나 감소시켰다고 발표했다.26) 비슷한 시기에

으로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처럼 치명적인

Maeda 등이 20~35세의 일본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부터 그 보다는 심각성이 덜한 근육통, 허약감 등으

연구에서 OATP1B1 *1b/*1b 하플로타입을 가진 사람

로 나타난다. 근육독성 발생에 대한 위험인자로는 65

에서 관측된 pravastatin의 AUC는 *1a/*1a 하플로타

세 이상의 나이, 여자, 작고 마른 체형, 간질환, 신기능

입을 가진 사람에서 관측된 AUC의 65%에 불과했다.27)

감소,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 수술, 격렬한 운동 등

하지만 atorvastatin, pravastatin, rosuvastatin,

이 보고되었다. 약물 상호작용 또한 주요 위험인자가

simvastatin을 기질로 사용한 다수의 in vitro 실험에

되어, atorvastatin, lovastatin, simvastatin 등

서는 OATP1B1 *1b가 SLCO1B1 활성에 영향을 미치

CYP3A4에 의해 주로 대사되는 스타틴은 이 효소를

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28) 이와 유사하게, 건강한

억제하는 amiodarone, azole계 항진균제, cyclo-

한국인에서 관측한 rosuvastatin의 AUC는 OATP1B1

sporine, macrolide계 항생제, protease 저해제 등과

*1b/*1b 하플로타입과 *1a/*1a 하플로타입 간에 유의

병용 시 근육병증(myopathy) 발생위험이 증가한다.

한 차이가 없었다.29) 약물동태학적인 영향에 더하여,

또한 fenofibrate, gemfibrozil 등 fibrates는 특히

SLCO1B1 A388G가 스타틴에 의한 LDL-C 감소 및

simvastatin과 병용 시 횡문근융해증 발생위험을 높

부작용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많은 연구들이 발

21),22)

표되었다. Dai 등은 2015년에 메타분석을 통해 스타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틴의 LDL-C 감소효과 및 부작용 발생위험에 대

에 의한 LDL-C 감소에 A388G 다형성이 영향을 미치

해 약물수송체의 유전자 다형성(genetic polymor-

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비슷한 시기에 Jiang 등은 스

phism)이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많은 연구가 있으며

타틴의 부작용 발생률에 대한 A388G의 영향은 없었음

solute carrier organic anion transporter family

을 보여주었다.30),31)

member 1B1 (SLCO1B1)은 가장 활발히 연구된 수송

스타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스타틴의 적정용량을

체 중 하나이다. SLCO1B1은 organic anion-trans-

결정하고 부작용 발생위험을 예측하는 것은 스타틴의

porting polypeptide 1B1 (OATP1B1), OATP2,

임상적 성과를 최대로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

organic anion transporting polypeptide-C

구는 SLCO1B1 단일염기다형성 중 발현 빈도가 높은

(OATPC), liver-specific transporter 1 (LST1)이라

A388G가 스타틴에 의한 LDL-C 감소 및 근육독성 발

고도 불리는 유기음이온 수송체로서 간의 유동세포막

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으며 선행 메

(sinusoidal membrane)에 주로 발현하여 약물 등을

타분석이 수행된 이후에 발표된 연구결과까지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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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levels)와 변화량, 스타틴 복용기간, 스타틴에 의한 근
육독성 발생을 관찰한 연구의 경우 체질량지수(body

연구 방법

mass index, BMI), 근육독성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에서의 유전자형 빈도. 문헌선택 및 자료추출의

문헌검색

모든 과정은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했으며
의견이 일치 하지 않은 경우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

데이터베이스 PubMed, Embase, Ovid, Cochrane

정하였다.

Library를 이용하여 문헌검색을 수행하였다. 검색어로
‘solute carrier organic anion transporter 1b1’
,

문헌의 질평가(Quality assessment)

SLCO1B1,‘OATP1B1’
을‘statin’
,‘HMG-CoA
reductase inhibitor’
,‘3-hydroxy-3-methyl-

문헌의 비뚤림 위험은 비무작위연구의 질평가도구인

glutaryl coenzyme A reductase inhibitor’
와

Newcastle-Ottawa Quality Assessment Scale

‘AND’
로 연결하여 사용했으며 출판 언어를 제한하지

(NOS)로 평가되었다.34) 각 연구는 선택(selection) 영

는 않았다. 2018년 4월 말 현재까지 발표된 문헌을 수

역의 4개 문항,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영역의 1

집하고,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더하여 선행 메타분석 논

개 문항, 결과(outcome) 영역의 3개 문항으로 평가되

문의 참고문헌을 자료원으로 활용하여 수기검색을 수

어 최대 9점까지의 점수를 받았다. 연구의 질은, 부여

행했다.

된 점수에 따라 7~9점은‘우수’
, 4~6점은‘보통’
,
0~3점은‘낮음’
으로 판정하였다.35),36) 본 메타분석에

문헌선택 및 자료추출

포함된 각각의 논문에 대해 두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평
가하였으며 결과가 불일치한 경우 충분한 논의를 통하

SLCO1B1 A388G가 스타틴에 의한 LDL-C 감소 혹

여 판정하였다.

은 근육독성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일차연구로
서 유전자형에 따른 LDL-C 변화량 혹은 근육독성 발

자료의 통합 및 분석

생의 오즈비(Odds ratio, OR)를 산출할 수 있는 자료
를 보여주는 연구를 선택했다. 근육독성은‘근병증

SLCO1B1 A388G 다형성이 스타틴에 의한 LDL-C

(myopathy)’
,‘근염(myositis)’
,‘근육통(myalgia)’
,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우성모델(dom-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
,‘CK (creatine

inant model, AA vs AG+GG), 열성모델(recessive

kinase) 상승 정상 상한치(upper limit of normal,

model, GG vs AA+AG), 동형접합자 대조 모델(ho-

32),33)

한편, 종설, 논평, 사례

mozygote contrast model, GG vs AA), 이형접합자

보고, 동물 대상 연구, in vitro 연구, 초록만 발표된 연

대조 모델(heterozygote contrast model, AG vs

구, 선행연구의 증보, 유전자형에 따른 LDL-C 변화량

AA, GG vs AG)로 분석하였으며‘스타틴 복용 전 후

혹은 근육독성 발생 빈도를 산출할 수 없는 연구, CK

의 LDL-C 변화량(%)’
의 가중 평균 차이(weighted

의 상승을 관찰한 연구로서 근육증상 없이‘CK 상승

mean difference, WMD)를 산출한 후 통합된 요약 추

정상 상한치의 3배’
의 발생빈도를 보고한 연구, 사용

정치(pooled estimates)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한 스타틴의 용량을 기술하지 않은 연구는 배제하였다.

intervals, CIs)을 구했다. 한 개의 연구가 2가지 종류

선택된 문헌으로부터 추출된 자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이상의 스타틴을 사용하여 각각의 스타틴에 의한

스타틴 복용자의 나이, 성(gender)별 수, 복용한 스타

LDL-C 변화량을 유전형별로 보여주는 연구의 경우,

틴의 종류 및 용량, SLCO1B1 A388G 다형성의 빈도,

각각의 스타틴에 의한 결과를 독립된 연구결과로 하여

스타틴 복용에 따른 LDL-C 변화량을 관찰한 연구의

분석하였다.30) 하지만, 사용한 스타틴의 양이 비교 대

경우 유전자형에 따른 LDL-C의 기저치(baseline

상인 두 유전자형 군간에 차이가 현저하며 스타틴의 용

ULN)의 10배’
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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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차이가 LDL-C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 상승을 관찰한 연구로서 근육증상 없이‘CK 상승

경우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상 상한치의 3배’
의 발생빈도를 보고한 연구 1개, 사

스타틴에 의한 근육독성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용한 스타틴의 용량을 기술하지 않은 연구 1개(Fig. 1).

하기 위해서는 우성모델과 동형접합자 대조 모델을 사
용했으며 가중평균 오즈비(Odds ratio, OR)를 구한 후

문헌의 질평가

통합된 요약 추정치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했다. 요약
추정치는 Z-test의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총 16개의 관찰연구 중 10편의 전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들간의 이질성은

향적 코호트 연구와39)-48) 2편의 후향적 코호트 연구가

Higgin’
s I²통계량이 25% 미만인 경우 이질성이‘없

50),51)

음’
으로, 25~50%인 경우‘낮음’
으로, 50~75%인 경

C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분석되었다.

우‘중등도’
로, 75% 이상인 경우를‘높음’
으로 해석하

이 중 5편이39),41),43),44),51) 9점을, 7편이40),42),45)-48),50) 8점을

고,37) I²통계량이 50% 미만인 경우 고정효과모형

얻어 문헌의 질이‘우수’
로 평가되었으므로 이 메타분

(fixed effect model)을, 50% 이상인 경우는 변량효과

석에 포함된 문헌은 비뚤림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적용했다.38) 출판편향

스타틴에 의한 근육독성 발생에 대해 A388G 다형성이

(publication bias)은 funnel plot으로 관찰하였다. 본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2편의 코호트 연구

메타분석에서 자료 통합 및 분석은 Review Manager

와,49),52) 2편의 환자대조군 연구가53),54) 분석되었다. 문헌

Version 5 (Cochrane Collaboration, Oxford,

의 질평가를 수행한 결과 2개의 문헌이 각각 7점과52) 8

United Kingdom)로 수행하였다.

점을53) 받았고, 2개의 연구가49),54) 6점을 받아 2개의 연

SLCO1B1 A388G 다형성이 스타틴에 의한 LDL-

구가‘보통’
으로, 2개의 연구가‘우수’
로 평가되었으
연구결과

므로 이 분석에 포함된 문헌에 대해 비뚤림 위험이 낮
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헌검색
연구대상의 특징
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419개의 문헌이 수집되었다.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종설, 사례보고, 동물 대상 및

SLCO1B1 A388G 다형성이 스타틴에 의한 LDL-C

in vitro 연구 등을 배제한 후 252개 문헌을 일차적으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메타분석에서

로 선택한 후 전문(full-text) 검토를 통해 본 메타분석

12개의 연구가 분석되었으며 총 4,857명이 포함되었

에 부적절한 문헌 236개를 배제하고 16개의 관찰연구

다. 다형성별로 볼 때, 388AA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observational study)를 최종적으로 선택했다. 관찰

1,889명(38.9%, 1,889명/4,857명), 388AG 유전자형

연구 16편에는 11편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prospec-

을 가진 사람이 1,947명(40.1%, 1,947명/4,857명), 388

39)-49)

3편의 후향적 코호트 연구

GG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01명(18.6%, 901명/4,857

(retrospective cohort study),50)-52) 2편의 환자대조군

명), 그 외 82명이 388AA 혹은 388AC 유전형을, 38

tive cohort study),

53),54)

포함되었다. 문헌

명은 388AG 혹은 388GG 유전형을 가진 것으로 집계

236개를 배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종설 5개, 선행연

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이 복용한 스타틴은 atorvas-

구의 증보 1개, 중복논문 1개, 동물, in vitro 연구 55

tatin, fluvastatin, pitavastatin, pravastatin,

개, 약물동태학적 연구 47개, SLCO1B1 A388G 다형

rosuvastatin, simvastatin 등으로 다양했다. 스타틴

성이 스타틴에 의한 LDL-C 변화량 혹은 근육독성에

에 의한 LCL-C 변화량을 관측한 시점은 스타틴을 복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있지 않은 연구 115개, 유전자

용한 후 최소 4주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LCL-C 감소

형에 따른 LDL-C 변화량 혹은 근육독성 발생의 오즈

효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다.55) 스타틴의 복

비 산출이 가능한 자료를 보여주지 않은 연구 9개, CK

용량에 근거할 때, 고강도 요법을 사용한 Shabana 등

연구(case-control stud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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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of the study selection process for a a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의 연구를44)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가 중등 강도 요법을
55)

(37.2%, 684명/1,839명)에서 근육독성이 발생했다. 본

사용했다. 스타틴을 복용하기 전 연구대상자들의 혈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의 나이, 남녀 비, BMI, 복용한

중 LDL-C의 평균은 8개의 연구에서39),41),43),45),47),48),50),51)

스타틴의 종류 및 용량 등은 연구 마다 다양함을 보였

3)

160 mg/dL 이상으로 측정되어 높은 수준에 있었다

다(Table 2).

(Table 1).
스타틴에 의한 근육독성 발생에 대한 A388G 다형성
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메타분석에서는 총 2,787명

SLCO1B1 A388G 다형성이 스타틴에 의한 LDL-C 변
화량에 미치는 영향

이 분석되었으며 여기에는 근육독성이 발생한 1,038명
(37.2%, 1,038명/2,787명)과 대조군 1,749명이 포함되

스타틴에 의한 LDL-C 변화량에 대한 SLCO1B1

었다. 다형성별로 볼 때, SLCO1B1 388AA 유전자형을

A388G 다형성의 영향을 보고한 연구 중 유전자형 GG

가진 948명(34%, 948명/2,787명) 중 354명(37.3%,

에서의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는 Meyer 등의 연구를46)

354명/948명)에서 근육독성이 발생했으며, 388AG 혹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의39)-45),47),48),50),51) 결과를 열성모델

은 388GG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 1,839명 중 684명

로 분석하였을 때 LDL-C 변화량은 유전자형 GG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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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and genotype frequencies of SLCO1B1 A388G polymorphism in statin
users included in the meta-analysis of lipid-lowering efficacy

Study

Study
design

Country

Age
Follow- Statin;
(years)
Male;
up
Dose
(mean± Female
duration (mg/day)
SD)

Genotypes (n)
AA

AG

GG

Baseline LDL (mg/dL)
(mean±SD)
AA

AG

GG

Couvert
et al.
2008

Prospective
cohort

France

75.5±3.8

98; 322

2
months

ER F; 80

155

195

70

Yang
et al.
2010

Prospective
cohort

China

56±9

41; 44

4
weeks

Pi; 2

7

29

49

143.1
±46.4

Rodrigues Prospecet al.
tive
2011
cohort

Brazil

57±11

44; 92

4
weeks

A; 10

49

191±28

2621;
2798

6
months

Pr; 40

772

859

269

139.3±27.9
for male;
155.1±31.0
for female

138.2±27.9
for male;
154.6±31.5
for female

138.3±27.2
for male;
155.6±32.6
for female

6
months

S; 20

56

111

49

168.2
±50.5

176.3
±53.4

180.6
±36.4

11

80

137

Akao
et al.
2012�

Prospective
cohort

Sortica
et al.
2012

Prospective
cohort

Ireland, 75.0±3.3
Nether- for male;
lands,
75.6±3.4
Scotland for female
Brazil

61.8±10.5 65; 151

Hu et al.
2012a Retrospec
tive
Hu et al. cohort
2012b

China

Shabana Prospecet al.
tive
2013
cohort

Egypt

55.2±9.9

China

55.9±11.6 131; 145

Lee
et al.
2013

Retrospec
tive
cohort

Giannako Prospecpoulou et
tive
al. 2014* cohort
Meyer
et al.
2015a*

Greece

Prospective
Germany
cohort

55.7±11.1

42.94
±13.6

≥4
weeks
11; 147
(median:
6 weeks)

82

A; 40

9

28

13

4
weeks

R; 10

16

91

147

A(52% of all);
6
21.0±13.0,
124
247; 139
months S(48% of all);
23.2±11.5

193

69

70

118

26

118

26

A; 17.1±2.6
for AA,17.5±
1.9 for AG+GG

NR

5
years

56.2±10.9

49; 80

4
weeks

A; 10

70

Kaewboon Prospec3
tive
Thailand 58.2±9.5 154; 237
lert et al.
months
cohort
2018�

S; 20

55

Prado
et al.
2015

Prospective
cohort

Chile

158.5
±42.5

193±36

213.5±64.2

S; 40

20~79
(range)

Meyer
et al.
2015b*

139.2
±54.1

R; 10

4
weeks

27; 23

204±28 203±30 195±25

S; 23.8±1.8
for AA, 22.8±
1.4 for AG+GG

38

171.4
±75.6

131.9
±41.1

132.9
±58.7

213.1
±64.6

195.3
±44.7

193.7
±57.7

199.5
±43.4

150

183.6
±21.2
143.1
±28.6

187.3
±16.7

186.4
±15.9

164.7±39.1

*: doses of statins are presented as mean±SD of each statin, �: age and male/female were available for all subjects of each study, A: atorvastatin,
ER F: extended release fluvastatin, Pi: pitavastatin, Pr: pravastatin, R: rosuvastatin, S: simvastatin, NR: not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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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and genotype frequencies of SLCO1B1 A388G polymorphism in statin
users included in the meta-analysis of myotoxicity incidence

Study

Study
design

Donnelly Retrospec
et al.
tive
2011*
cohort

Santos
et al.
2012

Prospective
cohort

＾

Mirosevic′
caseSkvrce et
control
al. 2015�
Liu
et al.
2017

casecontrol

Age
BMI
Male;
Ethnicity
(years)
(kg/m2)
Female
(mean±SD)
(mean±SD)

Statins;
Dose
(mg/day)

GG
case

control

AA

AG

GG

AA

AG

GG

316

399

101

471

606

198

2267;
1929

30.6±5.6

A, C, F,
P, R, S
(69% of all);
≥40mg for
65% of all

Caucasian
(87%);
case:
Mulatto 54.3±13.2;
control:
(10%);
African 52.5±14.9
(3%)

41; 102

case:
28.3±4.7;
control:
26.9±5.2

A; 20~80;
case:
33.2±15.7;
control:
30.6±15.7

10

case:
56(median);
Caucasian
control:
60(median)

75; 75

NR

A; 10~80; 20
(median)

18

29

13

37

38

15

333; 70

case:
24.9±3.0;
control:
24.1±3.21

A(57%), F, L,
P, R, S;
NR

10

46

92

16

110

129

NR

Asian

63±10.6

case:
60.6±10.8;
control:
63.3±10.7

4

70

59

BMI: body mass index, *: age and male/female were available for all subjects of each study, �: 62% of all cases were myotoxicity, A: atorvastatin,
C: cerivastatin, F: fluvastatin, L: lovastatin, P: pravastatin, R: rosuvastatin, S: simvastatin, NR: not reported

AA+AG 간에 차이가 없었다(WMD: -0.88; 95% CI:

더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WMD: -1.78; 95% CI:

-1.87, 0.11; p=0.08; I2: 8%)(Fig. 2). 또한, 유전자형

-3.12, -0.44; p=0.009; I2: 0%)(Fig. 5). 또한, 연구

AA에서의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은 Rodrigues 등의

대상자들의 LDL-C 기저치가 160 mg/dL 이상이었던

41)

제외하고

연구의39),43),45),47),50),51) 결과를 우성모델로 분석하였을 때

Meyer 등의 연구를46) 포함시킨 후 이들 연구에서의

AA 유전자형에 비해 AG+GG 유전자형에서 스타틴에

39),40),42)-47),50),51)

연구와

48)

Kaewboonlert 등의 연구를

결과를 우성모델로 분석했을 때도 유전자

의한 LDL-C 감소율은 더 컸다(WMD: -2.89; 95%

형 AA와 AG+GG 간에 LDL-C 변화량의 차이가 발견

CI: -4.96, -0.81; p=0.006; I2: 0%)(Fig. 6). 이들 분석

되지 않았다(WMD: -0.38; 95% CI: -3.00, 2.24;

에서 연구들간 이질성은 없었으나 출판편향이 개입되

p=0.77; I2: 90%)(Fig. 3). 유사한 결과가 동형접합자

었을 가능성이 보였다(Fig. 7). 더하여, 이러한 결과에

대조 모델로 분석했을 때도 나타나 유전자형 AA와

대한 388G allele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이형접합자 대

GG 간에 LDL-C 변화량의 차이가 없었다(WMD: -

조 모델로 분석했을 때 AG 유전자형에서 AA 유전자

0.86; 95% CI: -2.20, 0.48; p=0.21; I2: 28%)(Fig.

형에 비해 LDL-C 감소율이 더 컸다(WMD: -2.33; 95%

4). 반면, 스타틴을 복용하기 전 연구대상자들의 혈중

CI: -4.50, -0.16; p=0.04; I2: 0%)(Fig. 8). 스타틴의

LDL-C의 평균이 160 mg/dL 이상으로 높은 수준에

LDL-C 감소효과에 대한 388G allele의 영향은 동형

있었던 연구의39),41),43),45),47),48),50),51) 결과를 열성모델로 분석

접합자 대조 모델로 분석했을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

하였을 때, 스타틴에 의한 LDL-C 감소율은 AA+AG

으며 GG 유전자형에서의 LDL-C 감소율이 AA 유전

유전자형 군에 비해 GG 유전자형을 가진 군에서 1.78%

자형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WMD: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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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orest plot of the association between SLCO1B1 A388G polymorphism and LDL-C reduction after
statin therapy under the recessive genetic model. Squares represent study-specific weight mean
difference (WMD); horizontal lines represent 95% Cls; diamond represents the summary pooled WMD

Fig. 3 Forest plot of the association between SLCO1B1 A388G polymorphism and LDL-C reduction after
statin therapy under the dominant genetic model. Squares represent study-specific weight mean
difference (WMD); horizontal lines represent 95% Cls; diamond represents the summary pooled WMD

Fig. 4 Forest plot of the association between SLCO1B1 A388G polymorphism and LDL-C reduction after
statin therapy under the homozygote contrast model. Squares represent study-specific weight mean
difference (WMD); horizontal lines represent 95% Cls; diamond represents the summary pooled 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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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orest plot of the association between SLCO1B1 A388G polymorphism and LDL-C reduction
following statin use among the subjects with baseline LDL-C levels of at least 160 mg/dL under the
recessive genetic model. Squares represent study-specific weight mean difference (WMD); horizontal
lines represent 95% Cls; diamond represents the summary pooled WMD

Fig. 6 Forest plot of the association between SLCO1B1 A388G polymorphism and LDL-C reduction
following statin use among the subjects with baseline LDL-C levels of at least 160 mg/dL under the
dominant genetic model. Squares represent study-specific weight mean difference (WMD); horizontal
lines represent 95% Cls; diamond represents the summary pooled WMD

Fig. 7 Funnel plots for publication bias of the included studies for the effects of SLCO1B1 A388G
polymorphism on LDL-C reduction following statin use among the subjects with baseline LDL-C levels
of at least 160 mg/dL under the recessive (A) and dominant model (B),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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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orest plot of the association between SLCO1B1 A388G polymorphism and LDL-C reduction
following statin use among the subjects with baseline LDL-C levels of at least 160 mg/dL under the
heterozygote contrast model. Squares represent study-specific weight mean difference (WMD);
horizontal lines represent 95% Cls; diamond represents the summary pooled WMD

Fig. 9 Forest plot of the association between SLCO1B1 A388G polymorphism and LDL-C reduction
following statin use among the subjects with baseline LDL-C levels of at least 160 mg/dL under the
homozygote contrast model. Squares represent study-specific weight mean difference (WMD);
horizontal lines represent 95% Cls; diamond represents the summary pooled WMD

95% CI: -6.93, -1.72; p=0.001; I2: 0%)(Fig. 9). 이

388GG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에서의 발생률 간에 유의

들 분석에서 연구들간 이질성은 없었으나 출판편향이

한 차이가 없었다(AA vs AG+GG vs AA, OR: 0.95;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95% CI: 0.80, 1.12; p=0.52; I2: 18%). 더하여, 근육

(Fig. 10).

독성 발생에 대한 388G allele의 영향은 동형접합자
대조 모델로 분석했을 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GG vs

SLCO1B1 A388G 다형성이 스타틴에 의한 근육독성 발

AA, OR: 0.84; 95% CI: 0.65, 1.08; p=0.18; I2: 43%)

생에 미치는 영향

(Fig. 11).

본 연구에 포함된 4개 연구의49),52)-54) 결과를 우성모델

고찰

로 분석하였을 때 스타틴에 의한 근육독성은, 388AA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에서의 발생률과 388AG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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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unnel plots for publication bias of the included studies for the effects of SLCO1B1 A388G
polymorphism on LDL-C reduction following statin use among the subjects with baseline LDL-C levels
of at least 160 mg/dL under the heterozygote contrast model (A) and homozygote contrast model (B),
respectively

Fig. 11 Forest plot of the association between SLCO1B1 A388G polymorphism and statin-induced
myotoxicity under the dominant genetic model (A) and homozygote contrast model (B), respectively.
Squares represent study-specific OR; horizontal lines represent 95% Cls; diamond represents a
summary odds ratio estimate with corresponding 95%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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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L-C가 160 mg/dL 이상인 경우 스타틴에 의한

동세포막에 발현하는 SLCO1B1의 활성을 증가시켜 더

LDL-C 감소에 유의한 수준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

많은 스타틴을 간으로 수송하여 스타틴에 의한 LDL-

타났다(AG+GG vs AA, WMD: -2.89; p=0.006). 이

C의 감소율은 증가하고 스타틴의 혈중농도는 감소하

결과는 본 연구가 처음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선행 메타

는 것으로 여겨진다.

30)

한편, 스타틴에 의한 근육독성 발생에 대한 SLCO1B1

메타분석을 수행한 이후에 발표된 5편의 연구를45)-48),51)

A388G의 영향을 분석했을 때, A388G 다형성은 근육

포함시켜 포괄적인 자료를 분석한 반면 Dai 등이 포

독성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함시켰던 Thompson 등의 연구결과는 배제하였다.

결과는 Jiang 등이31) 선행한 메타분석에서의 결과와

Thompson 등의 연구는 일차연구가 아니며 일차문헌

일치한다. 본 연구가 Jiang 등이 분석한 연구에 Liu 등

의 자료를 통합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

의 연구를54) 더하여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독성

니라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복용한 스타틴의 용량이

발생에 대한 388G allele의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분석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Dai 등이

본 메타분석이 근래에 발표된 연구까지 포함하여 포괄

유전자형 간에 차이가 컸던 연구결과는 분석에서 제외
46)

했다. 비록, Dai 등의 연구와 본 연구가 포함시켜 분

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된 약

석한 연구에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

물동태학적 연구결과와 일관성을 보이지만 본 연구에

의 기저치 LDL-C에 무관한 분석을 수행했을 때 본 연

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스타틴의 간 흡수에는 SLC-

구의 결과는 Dai 등이 선행한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여

O1B1이 주요한 기능을 하지만 OATP1B3과 OA-

LDL-C 감소에 대한 388G allele의 영향은 관찰되지

TP2B1 역시 스타틴의 수송에 관여하며58) OATP2B1는

않았다. 반면, 기저치 LDL-C가 높은 상태에 있었던

간세포 외 장, 근골격계, 심장에도 존재한다.59) 하지만

피험자만을 분석했을 때는 388AA 유전자형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SLCO1B1 외 타 수송체에 의한 영향이

388GG 유전자형에서의 LDL-C 감소율이 두드러지게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스타틴에 의한 근육독성 발생

높게 나타났다(WMD: -4.32, p=0.001). 이 분석에 포

에 다양한 위험요소가 관련되지만21),22) 본 메타분석

함된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중등강도 요법에55),56) 해당하

에 포함된 연구대상자의 나이, 남녀 비, BMI, 복용한

는 스타틴을 복용했다. 본 연구가 LDL-C의 기저치가

스타틴의 용량 등이 매우 다양하며 본 분석에 포함된

160 mg/dL 이상이었던 피험자만을 포함시켜 수행한

연구의 수가 적어 388G allele의 영향에 대해 결론을

하부분석은 Morrone 등의 연구결과에 의해 타당성이

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차연구의 결과가 필요한 것

지지된다.57) Morrone 등은 메타분석을 통해 ezetim-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ibe와 statin의 병용에 의한 LDL-C 감소율은 LDL-C

LDL-C의 기저치가 160 mg/dL 이상으로 높은 수준

의 기저치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아졌다고 발표했

에 있는 환자에게 중등강도의 스타틴 요법을 사용하는

57)

다. 본 연구가 LDL-C의 기저치에 무관하게 모든 연

경우 SLCO1B1 388G allele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구대상자를 포함시켜 분석한 경우 388G allele을 보유

388G allele을 보유한 사람에 비해 LDL-C 감소효과

한 군과 보유하지 않은 군 간에 LDL-C 감소율의 차이

가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메타분석이

가 미미하여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나지 않다가 LDL-C의 기저치가 높은 연구대상자만을
포함시켜 분석한 경우는 LDL-C의 감소율이 증가하면

결론

서 388G allele에 의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스타틴에 의한 LDL-

스타틴 치료에 있어 환자 개인에게 적절한 용량을 결

C의 감소율이 388G allele을 보유한 군에서 높게 나타

정하는 것은 환자 개인의 LDL-C 치료 목표를 달성하

난 본 연구의 결과는 388G allele에 의해 pravastatin

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SLCO1B1 388G

26)

의 AUC가 감소함을 보여준 Mwinyi 등과 Maeda 등

allele을 보유하지 않은 환자는 388G allele을 보유

의27)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즉, 388G allele이 간의 유

한 환자에 비해 LDL-C 감소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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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따라서, 스타틴 치료를 시작하기 전 혈중 LDL-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 수치가 높은 상태에 있는 환자로서 388G allele을

JAMA. 2016;316(12):1289-97.

보유하지 않은 경우 스타틴의 치료강도를 높인다면
LDL-C의 목표 달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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