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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이 있는 성인 남녀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섬유화 점수와 저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롤과의
연관성
박상봉, 최희정*, 두송희, 정  동, 심예나, 오한진
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The Association between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Fibrosis Score and Serum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evels in Adults with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Sang Bong Park, Hee Jeong Choi*, Song Hee Doo, Dong Jung, Ye Na Shim, Han Jin Oh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Eulji University Hospital, Daejeon, Korea

Background: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fibrosis score (NFS) is a scoring system applied in clinical practice to predict advanced fibrosis in patients
with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Evidence shows that progression of steatohepatitis and liver fibrosis reduces the production of verylow-density lipoprotei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association of NFS and serum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evels and
in adults with NAFLD.
Methods: Data were gathered from 24,889 subjects who had visited a health promotion center. NFS was calculated to assess the severity of fibrosis in
all the subjects. Serum LDL-C levels were measured using a direct method.
Results: Serum LDL-C levels tended to decrease with increasing NFS quartiles (P for trend<0.01). NFS was one of the major determinants of serum
LDL-C level after adjusting for age, sex, lifestyle-related factors, and other covariates. The estimated mean serum LDL-C level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highest quartile of NFS than in the lowest quartile of NFS.
Conclusion: NFS had a negative association with serum LDL-C levels in adults with NAFLD. Elevated LDL-C level is not only a risk factor of cardiovascular
disease but also a predictive indicator of NAFLD severity.
Keywords: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Cholesterol, LDL; Cholesterol, VLDL; Fibrosis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B형이나 C형간염과 같은 만성 바이러스 간

서론

염이나 알코올성 간질환이 만성 간질환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지속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은

적인 국가적인 예방사업과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의 개발로 감소하

음주를 하지 않거나 소량의 음주를 하는 사람에서 이차성 원인 없이

고 있다. 반면,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알코올성 간질환과 유사한 조직소견을 보이는 질환으로 단순 지방간

같이 인슐린저항성을 동반하는 대사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노

에서 간경변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일련의 질환군이다.

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만성 간질환에서 NAFLD의 비중은 점차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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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추세로,2-4) 복부초음파검사를 이용하여 진단한 NAFLD의 국

문지와 의사의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음주는 주당 음주 횟수와

내 유병률은 18%–28%로 알려져 있다.

1회 음주량을 조사하였다. 흡연자는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로

5)

간 섬유화의 진행은 NAFLD 환자에서 사망률을 예측하는데 가

정의하였고, 과거흡연자는 비흡연자로 정의하였다. 1일 20 분 이상

장 중요한 요인이며 간 섬유화의 존재와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예후

고 강도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거나, 중 강도 운동을 1일 30분 이상,

를 예측하거나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간염을

저 강도 운동을 1일 30분 이상 하는 횟수를 합해 주 5회 이상 하는

동반하고 있거나 간 섬유화가 진행하기 시작한 환자를 초기에 찾아

경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간염과 섬유화 진행 정도를 평가하는 데

신장과 체중은 자동측정기(Inbody BSM 720; Biospace, Seoul,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간 생검이지만 침습적이고 표본추출오차의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BMI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

가능성, 비용, 관찰자 내 또는 관찰자 간 변동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

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허리둘레는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린 상태

어 임상에서 시행할 수 있는 생물학적 표지자나 영상을 이용하여

에서 갈비뼈 가장 아래 부분과 엉덩뼈능선의 중간 부위에서 측정하

진단하려는 시도가 많다.6,7)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섬유화 점수

였다. 혈압은 10분 이상 안정 후 앉은 상태에서 자동혈압측정기(BP-

(NAFLD fibrosis score, NFS)는 NAFLD 환자에서 나이, 체질량지수

8800C; Colin Electronics, Komaki,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채

(body mass index, BMI), 공복혈당, 혈소판 수, 알부민, 간 아미노전

혈은 12시간 이상 금식 후 하였으며, 3시간 내 분석하였다. LDL-C를

이효소를 이용하여 간 섬유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모델로 동

포함한 혈액화학검사는 ADVIA Chemistry XPT (Siemens Healthcare

맥경화증이나 사망률, 간 관련 합병증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

Diagnostics, Deerfield, IL, USA)를 이용하여 측정함으로써, 이 연구

려져 있다.8)

는 효소기법으로 직접 측정한 LDL-C 값을 활용하였다.

한편, 혈중 지질단백 중 간에서 분비되는 초저밀도지질단백(very

low density lipoprotein, VLDL) 농도가 NAFLD와 연관이 있다는 보

3. 지방간의 진단

고가 있어9) NAFLD의 진행이 간에서 생성되는 지질단백의 변화를

지방간은 2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General Electric Logiq 7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NAFLD가 있는 환

(General Electric Medical Systems, Milwaukee, WI, USA)을 이용하여

자에서 NFS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간 섬유화의 정도와 저밀도지

진단하였다. 초음파검사에서 간 실질 에코가 우측 신장 피질이나

질단백 콜레스테롤(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간에

비장에 비해 증가되어 있고 초음파의 감쇠가 있으며 횡경막이 선명

독립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하게 보이지 않고 간 내 구조의 윤곽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지방간
으로 진단하였다.10)

방법
4.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의 섬유화 평가
1. 연구대상

NAFLD의 섬유화 정도 평가는 NFS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하였

이 연구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다.8) NSF 모델은 나이, 공복혈당, BMI, 혈소판 수, 알부민, AST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남녀 중 복부초음파검사 후 지방간으로 진단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로 구성되

받았던 24,88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주당 알코올 섭취량이 남

어 있으며, NSF 점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계산하였다:

성의 경우 210 g 이상, 여성의 경우 140 g 이상이거나, 간암, 간경변증,

-1.675+0.037×나이+0.094×BMI (kg/m2)+1.13×당뇨 또는 공복혈

B형간염과 C형간염에 대한 항체 양성이던 경우를 제외한 후 대상

당장애(예=1, 아니오=0)+0.99×AST/ALT 비-0.013×혈소판 수(×109/L)

자는 14,422명이었는데, 결측치가 있거나(957명), 혈중 LDL-C에 영

-0.66×알부민(g/dL)

향을 줄 수 있는 약물 복용가능성이 있는 경우(3,218명)를 추가로
제외하여 최종 분석대상자는 10,247명이었다. 이 연구는 을지대학교
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EMC 2019-03-

034-001).

5. 통계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속변수의 경우 일원분산분석, 명목변
수의 경우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LDL-C과 관련된
변수를 알기 위해 연령과 성별을 보정한 후 편상관분석을 하였다.

2. 병력,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대상자의 과거와 현재 병력, 생활습관요인, 약물 복용력 등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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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변수와 생활습관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

공복혈당, 총 빌리루빈은 NFS가 높은 사분위수 군으로 갈수록 높아

였다. NFS 사분위수 군에서 LDL-C의 추정평균값을 알기 위해 공분

지는 반면, 총 콜레스테롤과 LDL-C, 백혈구와 혈소판 수, AST, ALT,

산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고, 모

요산과 사구체여과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 for trend<0.05).

든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 25.0 (IBM Co.,

현재 흡연자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대상자의 수는 NSF 사분위수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하였다.

가 낮아질수록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P for trend <0.01) (Table 1).

결과

2. NAFLD 환자에서 LDL-C의 결정인자

혈중 LDL-C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를 찾기 위해 연령과 성별
을 보정한 후 편상관분석을 한 결과, BMI, 수축기혈압, 백혈구 수,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를 NSF 사분위수에 따라 네 군으로 나누어 일반적인 특성

중성지방, 알부민, 공복혈당, 요산, NFS 등이 LDL-C과 유의한 상관

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총 10,247명 중 남성이 7,677명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NAFLD 환자에서 LDL-C에 독립적

(75%), 여성이 2,570명(25%)으로 이들의 평균연령은 각각 44.7±9.1세

인 영향을 주는 변수를 알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연

와 47.7±9.6 세였다. 중성지방과 고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롤( high

령, BMI, 백혈구 수, AST, 공복혈당, 알부민, 요산 등이 LDL-C과 양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C)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네 군

의 상관성을 보였고, NFS와 중성지방, 사구체여과율은 음의 상관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BMI를 포함한 신체계측지수와 혈압,

계를 보였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NFS groupsa
NFS
Variable
Age (y)

Q1
(n=2,562)

Q2
(n=2,561)

Q3
(n=2,563)

Q4
(n=2,561)

P for trendb
<0.001

39.5±7.6

43.5±7.8

46.8±8.1

52.0±8.7

Male (%)

1,924 (75.1)

1,961 (76.7)

1,901 (74.2)

1,891 (73.8)

NS

Height (cm)

170.0±8.0

169.8±8.0

168.9±8.4

167.9±8.2

<0.001
<0.05

Body weight (kg)

73.0±11.0

73.2±11.0

73.9±11.5

73.9±11.4

Body mass index (kg/m2)

25.2±2.8

25.3±2.8

25.8±2.9

26.2±3.0

<0.001

Waist circumference (cm)

84.8±7.7

85.2±7.5

86.2±7.8

87.2±7.7

<0.001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28.0±13.8

127.5±14.2

129.1±14.6

130.5±14.9

<0.001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8.3±10.2

78.2±10.4

79.2±10.7

79.9±10.8

<0.001
<0.001

Total cholesterol (mg/dL)

201.8±33.1

198.7±31.4

198.6±31.8

195.3±33.9

Triglyceride (mg/dL)

159.8±89.9

157.9±89.1

160.8±100.5

159.2±99.0

NS

LDL-cholesterol (mg/dL)

133.8±31.7

129.7±30.7

128.0±30.7

124.3±31.9

<0.001

HDL-cholesterol (mg/dL)

47.3±10.0

47.2±10.6

47.3±10.3

47.7±10.6

NS

Fasting glucose (mg/L)

87.8±10.6

89.0±9.9

92.3±17.2

100.8±23.6

<0.001

WBC count (×103/mm3)
Platelet count (×103/mm3)

6.5±1.6

6.2±1.6

5.9±1.5

5.8±1.5

<0.001

306.1±50.4

256.4±38.0

235.5±39.4

209.9±39.0

<0.001

Total bilirubin (mg/dL)

1.0±0.5

1.0±0.4

1.0±0.4

1.0±0.4

<0.001

Albumin (g/dL)

4.6±0.2

4.5±0.2

4.5±0.2

4.4±0.2

<0.001

AST (IU/L)

27.3±13.4

26.5±11.2

26.8±10.8

28.8±18.4

<0.001

ALT (IU/L)

38.4±28.6

34.1±21.0

32.1±19.9

31.0±21.8

<0.001

γ-GTP (IU/L)

43.4±59.1

38.2±30.5

37.2±32.0

40.6±64.0

<0.05

6.1±1.5

6.0±1.4

5.9±1.3

5.8±1.3

<0.001

111.2±20.8

107.9±18.7

105.5±19.8

102.4±19.4

<0.001

-4.0±0.5

-3.1±0.2

-2.4±0.2

-1.4±0.6

<0.001

Uric acid (mg/dL)
eGFR (mL/min/1.73 m2)
NFS
Current smoking (%)

695 (27.1)

647 (25.3)

561 (21.9)

495 (19.3)

<0.001

Regular exercise (%)

1,343 (52.4)

1,305 (51.0)

1,174 (45.8)

1,078 (42.1)

<0.001

Data are shown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for continuous variables or number (%) for categorical variables.
NFS,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fibrosis score; LDL, low-density lipoprotein; HDL, high-density lipoprotein; WBC count, white blood cell count;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γ-GTP, gamma-glutamyl transferase;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NS, not significant.
a
Q1 is defined as NFS <-3.42; Q2 is defined as -3.42≤ NFS <-2.73; Q3 is defined as -2.73≤ NFS <-2.04; Q4 is defined as NFS ≥-2.04.
b
P for trend by ANOVA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by Chi-square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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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es with LDL-cholesterol as a dependent variable
R2

Variable
(Constant)

B

SE

β

P-valuea
<0.05

-38.140

13.885

Age

0.420

0.069

0.135

<0.001

NFS

-4.423

0.681

-0.150

<0.001

Body mass index

1.039

0.202

0.094

<0.001

WBC count

0.820

0.383

0.039

<0.05

-0.053

0.006

-0.162

<0.001

AST

0.132

0.038

0.060

<0.001

Fasting glucose

0.111

0.033

0.062

<0.05

Albumin

22.323

2.549

0.166

<0.001

eGFR

-0.060

0.028

-0.040

<0.05

2.268

0.455

0.098

<0.001

Triglyceride

0.099

Uric acid

NFS,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fibrosis score; WBC count, white blood cell count;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Adjusted for age, sex, NFS, body mass index, waist circumference, systolic blood pressure, WBC count, platelet count, triglyceride, AST, fasting glucose, albumin, eGFR,
uric acid, current smoking, and regular exercise.

a

3. NSF 사분위수에 따른 LDL-C 추정 평균값의 비교

P<0.001

140

정 LDL-C의 평균값은 그림 1과 같다. LDL-C의 추정 평균값은 NSF
가 가장 높은 군에서 가장 낮았고 NFS가 가장 낮은 군에서 가장 높
았으며, 이 두 군 간에 추정평균값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Figure 1).

고찰

LDL-Cholesterol (mg/dL)

연령과 성별, 생활습관요인을 보정한 후 NFS 사분위수에 따른 추

NS

P<0.001

P<0.001

135
130
125
120
115

이 연구에서는 NAFLD 진단을 받은 성인 남녀를 대상에서

NAFLD 섬유화 측정 모델인 NFS 는 혈중 LDL-C의 결정인자이며
NFS가 높을수록 혈중 LDL-C의 농도가 낮은 것을 보여주었다.
NAFLD 환자에서 진행된 섬유화는 사망률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간 섬유화의 존재와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예후를
알거나 치료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NAFLD NFS는 임상
적, 생화학적 변수를 이용하여 간 섬유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Q1

Q2

Q3

Q4

a

NFS Quartile

Figure 1. Estimated mean LDL-cholesterol values across the NFS quartile. Bars mean standard errors. P-values by Bonferroni multiple comparisons tests. Adjusted for age, sex, current smoking, and regular exercise.
LDL, low-density lipoprotein; NFS,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fibrosis score; NS, not significant.
a
Q1 is defined as NFS<-3.42; Q2 is defined as -3.42≤NFS<2.73; Q3 is
defined as -2.73≤NFS <-2.04; Q4 is defined as NFS≥-2.04.

모델로, 진행된 섬유화를 배제하거나 치료의 방향을 정하는 데 유
용하다.7) 한편, 이전 연구에서 NAFLD NSF는 경동맥 내막중막두께
나 상완-발목맥파속도를 이용하여 진단한 동맥경화증과 유의한 연

NAFLD 환자는 대조군에 비해 혈중 LDL-C의 농도가 유의하게 높고

관성이 있거나 NAFLD 환자에서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LDL-C이 정상범위라 하더라도 LDL-C이 높을수록 NAFLD 유병률

나타났다. 그러나 NAFLD와 심혈관질환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위

과 발병률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5) 그러나 NAFLD 환자만을

험인자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NAFLD 환자에서 심혈관질환 위험

대상으로 하였던 저자의 분석에서는 NFS 사분위수에 따라 대상자

증가가 NAFLD 자체에 기인하는 것인지 또는 동맥경화증 진행에 영

를 네 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혈중 중성지방과 HDL-C 농도는 네 군

향을 주는 공존하는 위험요인 때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이

간에 차이가 없었던 반면 NFS가 높을수록 LDL-C 농도가 낮아지는

다.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다.11,12)

11)

12)

NAFLD 환자는 혈중 중성지방과 비-HDL 콜레스테롤(non-HDL
cholesterol)이 높고 HDL-C이 낮다는 지질성분의 특성이 있으며,

13,14)

Korean J Fam Pract. 2020;10(2):110-115

이는 NAFLD가 단순지방간에서 간경변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고 단순지방간의 일부가 지방간염으로 진행하며 지방간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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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만이 10년 내 간경변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고려할 때,16)

독립적인 연관성을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며 충분한 수의 대상

섬유화와 관계없이 지방간만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간

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섬유화가 진행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혈중 지질성분의 특성
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NAFLD가 있는 성인 남녀에서 간 섬유화 측정모델인

NFS는 혈중 LDL-C 농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LDL-C

한편, 기존의 연구는 NAFLD NFS와 간 관련 합병증이나 동맥경

의 결정인자였다. NAFLD 환자에서 혈중 LDL-C은 심혈관 위험인자

화증, 심혈관질환이나 암에 의한 사망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과

일 뿐 아니라, NAFLD의 중증도 예측에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을

정에서 NFS가 높을수록 혈중 LDL-C 농도가 낮다는 것을 수치로 보

것으로 생각된다.

여 주었지만 NFS와 LDL-C간에 독립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분석하
지 않았다.11,12) Jiang 등9)은 간 생검을 통해 NAFLD로 진단된 128명의

요약

환자를 대상으로 NAFLD 활성점수(NAFLD activity score)와 지방간
염, 간 섬유화와 VLDL의 크기, 총-, 서브클래스 VLDL 농도와의 연

연구배경: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섬유화 지수는 비알코올성 지방

관성을 조사하였는데 지방간염이 있는 경우 VLDL의 평균 크기가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간 섬유화의 진행을 예측하기 위해 임상에

커지고, 간 섬유화가 진행할수록 작은 VLDL 입자의 농도가 낮은 것

서 사용할 수 있는 점수체계이다. 최근 지방간염이나 간 섬유화가

으로 나타났다. 이는 NAFLD 초기에는 인슐린저항성에 의해 지방조

진행될 때 간에서 초저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롤 생성이 감소한다는

직에서 간으로의 유리지방산 유입이 증가되어 VLDL의 합성과 분비

연구결과가 있어 이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이 있는 성인에서 비

가 증가되고, 지단백분해효소의 활성감소로 혈중 체류시간이 길어

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섬유화 지수와 혈청 저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

지면서 콜레스테롤에스테르수송단백질(cholesteryl ester transfer

롤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protein)에 의해 작고 밀도가 높은 LDL-C은 증가하고 HDL-C이 감소

방법: 이 연구는 건강검진센터에 내원한 24,889명의 성인을 대상으

하지만, 후에 간에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되어 건강한 간 세포의 비

로 하였다. 신체계측과 혈액검사에서 측정된 변수를 이용하여 비알

율이 감소하거나 세포기능이 저하되면 VLDL 합성능력이 저하되고

코올성 지방간질환 섬유화 지수를 계산하였고, 혈청 저밀도지질단

그 결과 LDL-C까지 감소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백 콜레스테롤은 직접 측정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비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섬유화 지수의 사분위수가 높은 군으

알코올 지방간질환과 알코올 간질환을 구분하는데 유의한 알코올

로 갈수록 혈청 저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롤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

섭취의 상한선을 미국간학회 진료가이드라인에 따라 남성의 경우

을 보였다(P for trend<0.01). 연령, 성별, 생활습관 관련 요인과 그 외

주당 210 g 이상, 여성의 경우 주당 140 g 이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다른 공변량을 보정하고도 섬유화 지수는 혈청 저밀도지질단백 콜

우리나라 사람에 적용해야 할 알코올 섭취 상한선과 다를 수 있으

레스테롤 농도의 주요 결정인자였고, 혈청 저밀도지질단백 콜레스

나, 현재까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알코올의 상한 용량에 대해

테롤 농도의 추정평균치는 섬유화 지수의 사분위수가 가장 높은 군

인종 간의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없고, 향후 연구결과의 국제적인

에서 가장 낮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비교를 위해 대한간학회의 진료가이드라인에서도 임상진료와 연구

결론: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이 있는 성인에서 섬유화 지수는 혈청

에 동일한 알코올섭취 상한선을 적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저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롤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저

정의를 사용하였다. 둘째, 한 군데 센터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수진

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롤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일 뿐 아니라 비

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 인구 전체에 적

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의 중등도를 예측하는데 추가적인 정보를 줄

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단면연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간 섬유화와 낮은 혈중 LDL-C 농도와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혈중 LDL-C에 영향을 줄 수

중심단어: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저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롤; 초

있는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

저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롤; 섬유화화

를 제외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폐경과 같이 혈중 LDL-C 농도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나 식습관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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