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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과체중 및 비만은 간기능 이상 및 지방간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중년의 과체중 환자에서 체중 변화가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방법: 연구대상자는 평균 49.3 (±6.9)세의 체질량지수 23 kg/m 이상인 57명에 국한하였다.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와 alanine aminotransferase (ALT)에 체중 이외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질환이나 조건을 배제하였다. 27개월 후 간기능 및 간초음파 검사로 추적관찰이 완
료된 57명을 대상으로 첫 방문과 추적 방문 사이의 체중 변화와 간효소수치의 변화를 비교 및
평가하였다.
결과: 추적관찰 기간에 3%의 체중감량을 보인 1군 (40명)과 그렇지 않은 2군 (17명)을 비교하
였다. 1군의 경우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와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수치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2군에서는 처음 방문시보다 추적 방문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AST와 ALT 수치를 보였는데, 각각 5.2±7.1 IU/L와 6.5±9.9 IU/L 증가하였다.
결론: 중년의 과체중 환자에서 약 2년 동안 3% 이상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AST
및 ALT 수치가 처음보다 증가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단어: 간효소, 지방간, 체중, 과체중, 비만

서

보고에 의하면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할 때 지방간의

론

유병률은 약 20%
지방간은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질환이다. 최근 국외

1∼3)

, 무작위 부검에 의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유병률은 약 2∼3%라고 알려져 있다4,5).
국내의 경우 종합검진센터를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교신저자: 이상엽,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할 때 남자는 29.6%, 여자는 11.5%로 보고한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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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6) 일반인구에 대한 유병률은 잘 알려져 있지 않

급성 및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제외한 57명을 최종 연

다. 정상적으로 지방이 정상 간 중량의 5%까지 차지

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할 수 있지만, 지방이 간에 간 중량의 5% 이상 침착된

2. 연구방법

경우에는 이를 지방간 (fatty liver, hepatic steatosis)으
7)
로 정의한다 . 지방간은 원인에 따라 알코올성 지방간

연구대상자 모두 27.1±3.0개월 후 체중, 음주력, 그

(alcoholic fatty liver)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nonal-

리고 AST 및 ALT를 다시 평가하였다. 음주력은 주당

coholic fatty liver)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조직

열량으로 평가하였다. AST와 ALT는 12시간 이상 금식

학적으로 간염, 간경변증으로 진행하는 질환으로 잘

후 오전에 공복상태로 혈액을 채취하여 IFCC without

8)

알려져 있지만, 후자는 1980년 Ludwig 등 이 음주를

pyridoxal phosphate without sample blank를 이용하

하지 않는 지방간 환자에서도 알코올성 지방간염과 유

여 측정하였다. 체중감소군은 추적관찰기간 중 3% 이

사한 양상의 간 조직 생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상의 체중이 감량된 경우, 체중불변 혹은 증가군은 추

고 이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nonalcoholic steato-

적관찰기간 중 체중이 3% 미만으로 줄었거나 체중 변

hepatitis)이라는 질환명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비알

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한 경우로 정하였다. 초음파

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검사 (Sonoace 4800HD, Medison, Korea)에 의한 지

최근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비만, 제2형 당뇨병

방간의 정도는 3.5 MHz의 탐촉자를 사용하여 간실질

및 고지혈증, 고혈압 이외에 대사 증후군의 또 하나의

의 에코 정도, 음향 감쇠정도, 간내혈관과 횡격막이 간

9)

특징일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실질과 그 경계가 구분되는 정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비알코올성 중증 지방간과 관련 있는 독립적인 요인은

중증으로 나누었다. 경도 지방간은 간실질내 에코 정

비만으로 밝힌 바 있다10). Lee 등11)은 알코올 섭취보

도가 약간 증가되어 있지만, 횡격막과 간내혈관의 경

다 체중이 간효소 수치에 더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것으

계는 명료할 때, 증증 지방간은 간실질의 에코 정도가

12)

로 보고하였다. Strauss 등 은 청소년에서 alanine

매우 증가되어 있으면서 횡격막과 간내혈관의 경계가

transferase (이하 ALT) 증가의 가장 흔한 원인이 과체

불명확할 때, 중등도 지방간은 경도와 중증 사이일 때

중 혹은 비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자 등이 알기로

로 정하였다.

국내의 경우 과체중인 환자에서 체중 변화가 간효소에

3. 통계처리

미치는 영향을 2년 이상의 장기간 전향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없다. 이에 저자 등은 과체중인 환자를 대상으

통계처리는 SPSS 10.0을 이용했다. 체중감소군과

로 2년 이상 추적 관찰하여 체중 변화가 혈청 간효소

체중불변 혹은 증가군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속 변수에 대해서 two-sample t 검정을 이용하였고,
명목변수에 대해서는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다.

방

법
결

1. 연구대상

과

1. 연구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본 조사는 1998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대학교병
원 가정의학과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수진자 중 체질량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체중감소군 (40명)이

지수 23 kg/m2 이상인 자에 국한하여 선정하여 실시하

남자 48.9세, 여자 53.3세, 체중불변 및 증가군 (17명)

였다. 이 중 aspartate transferase (이하 AST), ALT에

이 남자 47.6세, 여자 47.4세였으며, 전체로는 49.3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를 배제하고자 신장 기능 이

(±6.9)세였다. 체중불변 및 증가군의 82%가 40대와

상, 헤모글로빈 10 g/dL 이하, HCV (hepatitis C viras)

50대였는데, 이 중 남자가 71.4%로 여자의 28.6%보다

항체 양성, 심전도에서 만성 심근 허혈 소견, 그리고

2배 이상 더 많았다. 체중감소군에서도 40대와 50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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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Mean±S.D.

Age (yr)
Sex (male : female)
Height (cm)
Weight (kg)
Baseline
Follow-up
Δ*
Δ percent*
Baseline body mass index (kg/m2)
Baseline
Follow-up†
Δ*
Alcohol (kcal/week)
Baseline
Follow-up
Δ

Group 1
(n = 40)

Group 2
(n = 17)

50.0±6.5
30 : 10
165.3±7.5

47.5±7.8
12 : 5
165.4±8.5

69.6±8.5
68.8±7.5
-0.8±1.9
-1.0±2.5

68.7±8.6
72.5±8.8
3.8±1.9
5.5±2.8

25.4±1.7
25.1±1.4
-0.3±0.7

25.0±1.5
26.4±1.5
1.4±0.7

187.1±267.1
162.1±245.1
25.0±178.9

137.8±155.3
184.0±215.8
-46.2±167.7

Group 1: decreased weight, Group 2: unchanged or increased weight
* p value < 0.0001 by two-sample t test between group 1 and group 2
†p value < 0.005 by two-sample t test between group 1 and group 2

Table 2. Ultrasonographic Finding of the Study Subjects by Group*
No.(%)

Mild: moderate: severe fatty liver
Baseline
Follow-up

Group 1
(n = 40)

Group 2
(n = 17)

31(77.5):7(17.5):2(5.5)
32(80.0):7(17.5):1(2.5)

12(70.6):5(29.4):0(0.0)
16(94.1):1( 5.9):0(0.0)

* p < 0.05 by Chi-square test between group 1 and group 2

87.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 중 남자가 77.1%
로 여자보다 2배 이상 더 많았다 (Table 1).

3. 간초음파 검사 결과
연구시작 당시나 추적관찰 후의 체중감소군 및 체중
불변 및 증가군에서의 지방간 중증도 분포 차이는 없

2. 연구대상자의 신체계측학적 특성
체중감소군의 연구시작 당시 평균 체중, 평균 체질

었다 (Table 2).

량지수, 평균 주당 음주량은 모두 체중불변 혹은 증가
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4. 추적 후 간기능 검사
연구시작 당시 체중감소군의 평균 혈청 AST,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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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Weight Change on Hepatic
Marker
Mean±S.D.

AST (IU/L)
Basal
Follow-up
Δ*
ALT (IU/L)
Basal
†
Follow-up
Δ*

Group 1
(n = 40)

Group 2
(n = 17)

21.1± 4.9
21.4± 5.3
0.3± 5.0

22.1± 9.5
27.2±11.5
5.2±7.1

24.2±10.8
23.0± 9.5
1.1± 8.7

22.8±10.2
29.3±11.7
6.5± 9.9

13)
조직학적 진단 기준이 다르다. Powell 등 과 Bacon
14)
등 은 대수포성 지방 침윤과 간실질에 염증 소견을

보일 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 진단하였지만,
15)
16)
Lee 와 Wanless 등 은 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조직학
17)
적 진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Matteoni 등 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일련의
단계 중 하나로 보고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었다. 1
단계는 지방증 (steatosis)만 있을 때, 2단계는 염증을
동반할 때, 3단계는 풍선양 변성 (ballooning degeneration)을 동반할 때, 4단계는 Mallory 유리질 동반
유무에 관계없이 동모양혈관주위 (perisinusoidal) 섬유

AST: aspartate transferase, ALT: alanine transferase
* p<0.01 by two-sample t test between group 1 and
group 2
†p<0.05 by two-sample t test between group 1 and
group 2

화와 다형핵 침착이 있을 때로 구분한 후 3, 4단계의
소견에 있을 때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 진단할 것
으로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는 일련의 연속된 소견이
므로 단순 지방증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 병리의사의 경험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18)
많다 .

초음파로 진단된 지방간 환자의 대부분이 증상이 없

치는 체중불변 및 증가군과 차이가 없었다 (p>0.05).
추적관찰 후 체중불변 및 증가군이 평균 혈청 AST치

고 때로 피로나 우상복부 불편을 호소하기는 하나 증
14,19)

상이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 의사가 확진을 위해 침

변화가 5.2±7.1 IU/L로 체중감소군의 0.3±5.0 IU/L보

습적인 간 조직 생검을 권유하여도 환자가 거부하는

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더 증가하였다 (p<0.01). 추

경우가 많고, 의사들도 연구 목적이 아니라면 적극적

적관찰 후 평균 혈청 ALT치 역시 체중불변 및 증가군

으로 간 조직 생검을 권유하고 있지도 않다. 허규찬 등
20)

이 6.5±9.9 IU/L로 체중감소군의 1.1±8.7 IU/L보다 통

의 연구에 의하면 초음파로 진단한 지방간의 민감도

는 100%이었고, 간 조직 생검 결과와 초음파 검사 결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더 증가하였다 (p<0.01).

과 사이의 일치율은 73.6%로 초음파로 진단된 지방간
의 중증도와 간 조직 생검에 의한 지방간의 중증도 사

고

찰

21)
이에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Foster 등 은 경도의

지방간은 약 30%에서만 진단이 가능하지만, 중등도
지방간이란 지방 특히, 중성 지방이 간세포 내에 간

이상의 지방간에서는 약 90%까지 진단이 가능하다고

무게의 5% 이상 차지할 때를 말한다. 정상간이 1∼2

하였다. 따라서, 임상에서는 대부분의 지방간이 간초

kg 정도라고 볼 때 최소한 50∼100 g 이상의 지방이

음파 검사로 진단되고 있다. 저자 등은 간초음파 검사

간에 침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간은 크게 알

로 과체중 이상인 연구대상자의 간을 초음파로 평가한

코올 관련 유무에 따라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결과 체중감소군과 체중불변 혹은 증가군 모두 대부분

지방간으로 구분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진단은

경도의 지방간이었다.

간 조직 생검으로만 가능하며, 임상적으로나 검사실

비알코올성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음주를 하지 않는

검사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구분할 수 없다. 그러

경우를 말하지만,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는 알코올의

나, 아직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진단을 위한 조직학

최소 용량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연구자마다 ‘비알

적 진단 기준으로 합일된 사항은 없어 연구자에 따라

코올성’의 정의가 달라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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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주당 1,470 kcal 이하의 알코올을 섭취할 때까지로

27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 3% 미만의 체중 증가, 불변

8)
22)
15)
다양하다. Ludwig 등 , Diehl 등 , Lee 는 음주를

및 체중 증가군이 3% 이상 체중이 감소한 군에 비해

13)

23)

전혀 않을 때, Powel 등 과 Angulo 등 은 음주량이
14)

24)

혈청 AST 및 ALT치가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주당 280 kcal 이하일 때, Bacon 등 , George 등 ,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중년의 과체중 환자에서 최소

25)
17)
Bonkosky 등 , Metteoni 등 은 주당 980 kcal 이하

한 약 2년 동안 3% 이상 적극적인 체중 감량이 이루

26)

일 때, Teli 등 은 남자의 경우 주당 1,470 kcal 이하

어지지 않을 경우 간효소 수치는 처음 보다 더 증가되

일 때로 나름대로 정의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처

었다. 특히 ALT치는 추적관찰 후 3% 이상 체중이 감

럼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는 최소 알코올 용량에 정해

소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자 등이 조사한 연구 대상자

였다.

중 체중불변 혹은 증가군의 음주량이 27개월 후 증가
되었지만 그 양이 주당 평균 190 kcal 이하로 기존 여

ABSTRACT

러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에 의하면 ‘비알코올성’으로
볼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알코올이 체중감소군과 체중

Background: This study was aimed at finding out

불변 및 증가군의 간효소에 미치는 영향이 의미 있을

whether weight reduction alone can improve liver

가능성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function in overweight or obese patients.

또한, 지방간은 알코올성 간질환 이외에도 C형 간

Methods: We did a longitudinal, observational

염, Wilson씨 병, 자가면역성 간질환, 갈락토스혈증 등

study on weight reduction. The study subjects were

이 있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중 C형 간염 자체

57 patients referred to an obesity clinic in whom

만으로도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증거들

overweight or obesity is the sole factor causing

27,28)

이 있고

, 상기 다른 질환들보다 비교적 흔하여 C형

간염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를 계획할 때

abnormal liver function and fatty liver. Patients were
weighed about 27 months later.

HCV (hepatitis C virus) 항체 양성이면서 HCV RNA

Results: We compared the degree of improvement

양성인 환자들은 배제하였다. 아울러 AST나 ALT에

in hepatic function between Group I that showed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장 기능 이상, 헤모글로빈 10

weight

g/dL 이하, 심전도상 만성 심근 허혈 소견, 그리고 급

no-weight

성 및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제외하였다.

remarkable change in aspartate aminotransferase

reduction

and

reduction.

Group
Group

II
I (40)

that

showed

showed

no

11)
Lee 등 이 과체중이 아닌 경우에도 경도에서 중등

(AST) and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levels.

도의 체중 증가가 혈청 간효소 수치 증가와 연관 있는

But, Group II (12) showed higher AST and ALT

29)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Tazawa 등 은 비만 소아에서

levels on follow-up visit than initial visit. AST

비만 체중이 최소 1∼3년 동안만 유지되더라도 지방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levation by 5.2±7.1

간이 지방섬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Strauss

IU/L. ALT also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12)

등 은 청소년에서 ALT 증가의 가장 흔한 원인이 과
30)

elevation by 6.5±9.9 IU/L.

체중 혹은 비만이라고 밝힌 바 있다. Park 등 은 25

Conclusion: Without weight reduction above 3%

명의 비만 환자에서 체중감량을 시도하였을 때 체중감

during 27 months, overweight patients will have

량이 이루어진 13명에서는 1년 후 간효소 수치가 개선

higher elevated AST or ALT than initial visit.

되었지만, 체중감량이 없었던 12명에서는 오히려 간효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소 수치가 증가되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Key Words: Aspartate transferase, Alanine transferase,

본 연구에서 연구시작 당시 평균 연령이 50세 전후
2

이고 체질량지수 23 kg/m 인 과체중인 환자에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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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의 과체중 환자에서 체중 변화가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 －

alcohol consumption and liver enzyme activit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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