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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과의 관련성: Framingham Risk Score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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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평균 허혈성 심혈관계
질환으로 1,670만 명이 사망하며, 이는 전체 사망의 1/3에
1)

에게 적용 시, 심혈관 질환 이환 위험도에 대한 보다 세분화
3)

된 정보를 주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

혈청 gamma-glutamyltransferase (GGT)는 간효소 수치

하고 있어 전체 사망 원인의 1/4을 차지하며2), 식생활의 서

중 하나로 간내담관의 상피세포에서 생성되며, 간부전 및

구화 및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허혈성 심혈관 질환에 의한

알코올 섭취 정도에 대한 표지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

사망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의

근 이 GGT가 제2형 당뇨, 대사 증후군 및 여러 심혈관 질

해당한다.

발생 위험을 조기에 예측하고, 위험도를 층화하며(risk

환의 위험인자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역학 연구들이 다

stratification) 그에 따른 효과적인 예방 정책을 수립해 나가

수 발표되고 있다. GGT가 대사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예측하는

수 있는 이론적 배경으로는 우선 GGT의 상승은 내장 지방

데 가장 널리 유용하게 사용되는 수단으로는 Framingham

증가가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간내 지방 침착 과다를 나타

risk score (FRS)가 있다. Framingham risk score는 심혈관

4)
내는 지표라는 점이다. Thamer 등 은 혈청 GGT의 상승은

질환 위험요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의 향후 10년

주로 간내 지방 침착 과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슐린 저항

간 관상동맥 질환 발생위험도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연령,

성과 연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지방간의 유무를 보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흡연력, 수축기

정하고도 GGT와 대사증후군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는 보

혈압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수식이다. 하지만, 최근 정상 고

고는, GGT와 대사 질환을 연결시키는 메커니즘으로 간내

지혈증을 가진 상당수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함으로써

지방 침착 이외에 또 다른 기저 메커니즘이 있음을 시사한

이러한 고전적 위험인자들만으로는(traditional risk factor)

다. GGT는 세포 내 글루타치온 이송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

모든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제시

할을 하는데, 외부 산화 스트레스(oxidative stress)가 증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심혈관질환 위험도

하는 상황에서는 세포 밖 글루타치온이 분해되어 세포 내로

평가 도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가

의 이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GGT는 혈청 농도도 증가하게

장 대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고감도 C-반응 단백

된다. 즉, 혈청 GGT의 상승은 단순히 알코올 섭취나 간세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이다. 간에서

포 손상의 지표뿐만이 아니라 체내에 과부하 되는 산화스트

주로 생성되며 염증반응 표시인자로 알려진 hs-CRP는 특히

레스 정도를 대변해 주는 수치가 된다. 또한 GGT는 정상적

Framingham risk score로 중등도 위험군에 속하는 대상자들

인 세포의 생성과 소멸 과정 및 세포 내 스트레스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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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밖으로 누출되기 때문에 무증상 염증(subclinical

References

inflammation)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청
GGT 농도가 fibrinogen, 요산, hs-CRP 및 F2-isoprostane등

1. Biotech Policy Research Center. Technology Development

의 여러 염증 반응 수치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들

Trends by Disease: the Case of Cardiovascular Diseases.

이 보고되고 있다.

Daejeon: Korea Research Institute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2010.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혈청 GGT와 대사 증후
군, 제2형 당뇨 및 심혈관 질환의 여러 위험인자와의 연관

2. Statistics Korea. Annual Report on the Cause of Death

5)
성을 본 연구는 국내에서도 다수 존재한다. 김 등 은

Statistics in 2010. [accessed 2013 Oct 27]; Available
from: URL: http://kostat.go.kr

29,959명의 건강 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청 GGT의 농
도가 증가할수록 초음파상 발견된 지방간이라는 혼란 변수

3. Buckley DI, Fu R, Freeman M, Rogers K, Helfand M.

를 보정한 후에도 제2형 당뇨, 비만, 대사증후군 및 이상지

C-reactive protein as a risk factor for coronary heart

혈증에 대한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뒤이

diseas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es for the

6)

어 강 등 은 혈청 GGT가 여러 대사 위험 요인들 중에서도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Ann Intern Med

혈청 중성 지방 수치와 공복 혈당에 가장 독립적인 유의한

2009;151:483-95.

7)

영향을 받음을 증명하였고, 박 등 은 비당뇨인에서도 마찬

4. Thamer C, Tschritter O, Haap M, Shirkavand F,

가지로 혈청 GGT와 대사 증후군이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

Machann J, Fritsche A, et al. Elevated serum GGT

을 보고하였다. 최근 김 등8)은 혈청 GGT 농도의 증가가

concentrations predict reduced insulin sensitivity and

hs-CRP, 요산 수치,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 및 당뇨의 유무

increased

등 다른 심혈관 질환에 대한 혼란 변수를 보정한 후에도

2005;37:246-51.

intrahepatic

lipids.

Horm

Metab

Res

5. Kim DJ, Noh JH, Cho NH, Lee BW, Choi YH, Jung JH,

FRS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9)
대한 비만학회지 22권 1호에 고 등 에 의해 보고된 원저

et al. Serum gamma-glutamyltransferase within its

는 고도 음주자 및 비정상 간수치를 보이는 대상자들을 제

normal concentration range is related to the presence of

외한 후에도 혈청 GGT와 FRS가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는

diabetes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Diabet Med

결과를 보고하여 의미가 매우 깊다. 단, 다중회귀분석 결과

2005;22:1134-40.

여성에서는 간효소 수치 및 음주력을 보정한 후에는 혈청

6. Kang YH, Min HK, Son SM, Kim IJ, Kim YK. The

GGT와 FRS와의 유의한 연관성이 사라졌으며(P = 0.105),

association of serum gamma glutamyltransferase with

FRS 10% 초과를 질환군으로 하였을 때 성별, 연령, 간효소

components of the metabolic syndrome in the Korean

수치 및 음주력 보정 후에는 혈청 GGT가 속한 범위에 따라

adults. Diabetes Res Clin Pract 2007;77:306-13.

FRS 10% 초과 군에 포함 될 위험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

7. Park WH, Chae SC, Chun BY, Lee KE, Kim BW, Kim

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 이유와

JG,

로지스틱 다중 회귀 분석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이유에

-glutamyltransferase and metabolic syndrome among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Korean non-diabetic adults. Korean J Epidemiol

al.

Relationship

between

serum

γ

2008;30:206-15.

혈청 GGT와 FRS의 유의한 연관성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
도 평가에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이점이 무엇인지 그 임상적

et

8. Kim KN, Kim KM, Lee DJ, Joo NS. Serum

의의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즉, 혈청 GGT의 농도가 산화

gamma-glutamyltransferase

concentration

correlates

스트레스 및 무증상 염증 상태에 대한 반영이라면, 고식적

with framingham risk score in Koreans. J Korean Med
Sci 2011;26:1305-9.

위험인자로만 이루어진 FRS에 비하여 혈청 GGT와 FRS를
위험도 평가 도구로 함께 활용하였을 때, hs-CRP처럼 심혈

9. Ko HJ, Choi CS, Youn CH, Lee DH, Lee SG. The

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예측함에 있어 추가적인 이점을 제

association between serum gamma-glutamyltransferase

공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within normal range and risk factors of cardiovascular
diseases: based on the framingham risk score. Korean J
Obes 2013;22:21-9.

- 2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