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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

간질환과 같은 GGT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를 단순

어 2010년 10만명 당 33.9명 이었으나 2011년 10만명 당 49.8

히 보정하는 정도의 분석만 시행하여 술과 같은 또 하나의

1)

명으로 사망원인 3위를 꾸준히 지키고 있다.

Framingham

risk score (FRS)는 널리 알려진 심혈관계 질환 위험 수준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였
다.

평가 척도로, 성별, 연령,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

9)
본 저자의 연구 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견을 최소

롤, 흡연여부, 수축기 혈압에 따라 10년 이내의 심혈관 질환

화 하고자 고도 음주자, 비정상 간수치를 보이는 대상자, 간

2)

위험도를 예측한다. 이를 이용해 심혈관 위험 수준을 파악

질환자를 모두 제외하고 시행하였다. 또한 GGT가 상승되어

하고 조기에 이러한 위험인자들을 조정해주고자 하는 노력

있을 경우 술이나 간질환에 의한 것인지 감별하기 어려울 수

이 진행되고 있다.

있어, GGT를 포함한 간수치가 모두 정상범위 내에 속하는

혈중 gamma-glutamyltransferase (GGT)는 임상적으로

경우만을 대상자로 선별하였다. 선별된 대상자들의 GGT와

지방간 등의 간 질환을 평가하기 위해 흔히 사용된다. GGT

심혈관계 위험 지수인 FRS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상범

는 간에서 대부분 생산되긴 하지만, 상피세포의 글루타치온

위 내라도 GGT는 심혈관계 위험 정도와 유의한 연관성이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GGT의 상승은 산화 스트레스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남성에서는 이러한 유의성이 심혈

3)

를 반영한다고 알려진다. 산화스트레스는 동맥경화의 주요

관 질환과 관계된다고 알려진 비만(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원인이므로, 심혈관 질환과 GGT의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

과, GGT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인 간효소 수치와 음주력

4)

을 보정한 후에도 지속되었다(다중회귀분석 결과: β = 0.698,

라 추측되어 왔다. Franzini 등 은 동맥경화반(atherosclerotic
plaque)에 GGT 유사단백이 존재하고 혈중 GGT의 활동성

P = 0.013). 다만 여성에서는 비만(체질량 지수, 허리둘레)을

이 직접적으로 경화반의 진행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

보정하였을 때는 유의성이 있었으나, 간효소 수치와 음주력

5)
였고, Kozakova 등 은 조기 동맥경화반을 결정짓는 독립적

까지 보정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인 요인일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GGT를

(다중회귀분석 결과: β = 0.448, P = 0.105) 남녀 별로 다른

심혈관 질환 예측을 위한 주요 인자로 보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인 것에는 첫째, FRS 계산식이 남녀별로 다르다는

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GGT 농도와 심혈관

점이 고려될 수 있다. FRS는 남녀를 고려하여 심혈관 위험을

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도

예측하는 계산식으로, 남녀 별로 같은 위험인자에 대해 배점

6-8)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술이나

이 다르며, 같은 점수가 계산되었을 경우 남자에서 10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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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도 %는 더욱 높게 계산된다.2) 이로 인해 남녀간 통계적

Statistics in 2011. [accessed 2013 Feb 1]; Available from:

으로 다른 결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우선 고려된다. 둘째로,

URL: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

원저 본문에 언급하였듯이 남자 대상자의 수 160명, 여자

PO_STTS_IdxMain.jsp?idx_cd=1012

552명으로 남녀 간 대상자 수의 비교적 큰 차이도 원인일

2. Ford ES, Giles WH, Mokdad AH. The distribution of

것이다. 초기 코호트에 모집된 수도 남자에 비해 여자가 2

10-Year risk for coronary heart disease among US adults:

배 가까이 많게 모집되었으며(남자 319명, 여자 688명), 본

findings from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연구 대상자 배제 기준에 의하여 고도 음주자 및 이상 간수

Examination Survey III. J Am Coll Cardiol 2004;43:

치를 보이는 대상자는 모두 제외하였을 때, 여성에 비해 남

1791-6.

성이 음주자의 비율과 이상 간수치를 보이는 경우가 상대적

3. Mason JE, Starke RD, Van Kirk JE. Gamma-glutamyl

으로 많았다. 대상자 수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다른 결과

transferase: a novel cardiovascular risk biomarker. Prev

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셋째, 남녀 간 GGT activity가 다르

Cardiol 2010;13:36-41.

다는 점이다. 3,000명 이상의 북유럽 인구를 대상으로 한

4. Franzini M, Corti A, Martinelli B, Del Corso A, Emdin M,

10)

연구 에서 남자에서 GGT activity가 높은 편이며 이는 40

Parenti GF, et al. Gamma-glutamyltransferase activity in

세 이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human atherosclerotic plaques--biochemical similarities with

한 남녀는 알코올에 대한 GGT activity의 반응도 다르다.

11)

the circulating enzyme. Atherosclerosis 2009;202:119-2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까지 고려하지 않고 남녀

5. Kozakova M, Palombo C, Eng MP, Dekker J, Flyvbjerg

모두에서 동일하게 GGT > 56 IU/L를 제외기준으로 정하

A, Mitrakou A, et al. Fatty liver index, gamma

였다. 향후 남녀에서 생리학적으로 GGT가 다른 점까지 고

-glutamyltransferase,

려하여 대규모의 동등한 수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시행되

Hepatology 2012;55:1406-15.

어야 하겠다.

and

early

carotid

plaques.

6. Ruttmann E, Brant LJ, Concin H, Diem G, Rapp K,

그럼에도 본 연구는 남녀 모두에서 정상범위에 속할지라도

Ulmer H, et al. Gamma-glutamyltransferase as a risk

GGT가 높아질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 점수가 높아진다는 것

factor

을 확인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GGT가 정상범위 이상일 경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n a cohort of 163,944

우 심혈관 질환보다는 지방간이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을 우

Austrian adults. Circulation 2005;112:2130-7.

for

cardiovascular

disease

mortality:

an

선 감별해야 할 것이나, 간질환이 배제된 후에도 높은 GGT를

7. Fraser A, Harris R, Sattar N, Ebrahim S, Smith GD,

보이는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좋은

Lawlor DA. Gamma-glutamyltransferase is associated

예측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독자가

with incident vascular events independently of alcohol

지적한 바와 같이 고감도 C-반응 단백(high sensitivity

intake: analysis of the British Women's Heart and Health

C-reactive protein, hs-CRP)처럼 심혈관 질환 위험에 있어 유

Study and Meta-Analysis. Arterioscler Thromb Vasc

12)

의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독립적인 인자 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Biol 2007;27:2729-35.

GGT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hs-CRP는

8. Loomba R, Doycheva I, Bettencourt R, Cohen B, Wassel CL,

메타분석을 통해 3.0 mg/L 이상으로 높은 경우 정상 수치인

Brenner D, et al. Serum γ-glutamyltranspeptidase predicts

경우보다 1.6배 높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all-cause, cardiovascular and liver mortality in older
adults. J Clin Exp Hepatol 2013;3:4-11.

이에 근거하여 hs-CRP는 고식적 위험인자에 추가로 고려해
야 할 중요 표시자로 간주된다. 이처럼 GGT가 독립적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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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은 배제기준을 적용

association between serum gamma-glutamyltransferase

하고, 추가로 대규모로 남녀별 균형을 이룬 대상자를 모집해

within normal range and risk factors of cardiovascular

야 할 것이며, 간질환 여부를 설문이 아니라 임상적 진단 도

diseases: based on the framingham risk score. Korean J

구를 이용해 확실히 확인하여야 하겠다. GGT가 심혈관 질환

Obes 2013;22:21-9.

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염증

10. Strømme JH, Rustad P, Steensland H, Theodorsen L,

(inflammation)과 관계된 질환과의 관계가 주목 받고 있는 시

Urdal P. Reference intervals for eight enzymes in blood

점에 GGT에 대한 잘 짜여진 연구는 큰 의의가 될 것이다.

of adult females and males measur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linical Chemistry
reference system at 37 degrees C: part of the Nor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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