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FP

Original
Article

https://doi.org/10.21215/kjfp.2022.12.2.86
eISSN 2233-9116
Korean J Fam Pract. 2022;12(2):86-92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한국 청소년에서 Alanine Aminotransferase 증가의 유병률과
위험인자
류보라1, 허  연2,*, 박혜순1,*
1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교실, 2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교실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Elevated Alanine Aminotransferase in Korean Adolescents
Bora Ryu1, Youn Huh2,*, Hye Soon Park1,*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2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Uijeongbu Eulji
Medical Center, Eulj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Uijeongbu, Korea

1

Background: In developed countries,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is the predominant liver disease in adolescents. The main cause of
elevated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in adolescents is NAFLD.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elevated ALT in healthy Korean
adolescents and to identify the prevalence of metabolic-related diseases and factors associated with elevated ALT.
Methods: We used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I. The sample comprised 1,417 adolescents
(745 boys and 672 girls) aged 12 to 18 year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risk factors for elevated ALT.
Results: Out of the 1,417 adolescents, 3.95% were estimated to have elevated ALT. In the group with elevated ALT,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diabetes, high triglyceride (TG), and low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was 42.9%, 5.2%, 20.8%, and 44.0%, respectively. Thi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group without elevated ALT (P<0.001).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elevated ALT was strongly
associated with obesity (odds ratio, 15.41; 95% confidence interval [CI], 7.28–32.59) and overweight (odds ratio, 4.02; 95% CI, 1.44–11.23) compared
to normal weight (P-value 0.008). Moreover, fasting blood glucose was associated with elevated ALT in adolescents.
Conclusion: Elevated ALT was associated with obesity and obesity-related diseases such as hyperglycemia and low HDL-C.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manage adolescent obesity, which is a major risk factor for elevated ALT.
Keywords: Alanine Aminotransferase; Adolescent; Prevalence; Metabolic-Related Disease

간경변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1)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의 대부

서론

분 환자는 단순 지방증이지만, 5%–10%는 지방간염으로 그중 30%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은

정도는 간경화로 진행한다. 간경화가 진행되면 그중 1%–2%는 10년

알코올 섭취가 거의 없고 다른 원인이 될 만한 간질환이 없는 상태

안에 간암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2) 또한 NAFLD가 있는 성인에

에서 생긴 지방간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 지방증, 지방간염 그리고

서 간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전체 사망률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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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도 있어3) NAFLD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 변수정의

선진국에서 NAFLD는 소아에 있어 가장 흔한 만성 간질환으로

대상자들의 키는 선 키 측정계로 0.1 cm 간격으로, 체중은 디지털

알려져 있으며, NAFLD는 대사증후군 및 심혈관계 위험인자인 인슐

체중계로 0.1 kg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허리둘레는 측면의 마지막

린 저항성, 당뇨,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져 있다. 최근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의 둘레를 0.1 cm 간격으로

5)

review 논문에서는 일반 소아에서 유병률은 7.6%라고 보고하였다.

측정하였다. 혈압은 5분간 앉은 상태로 휴식을 취한 후 3회 측정하

NAFLD의 확진 방법은 간 생검이지만 이는 침습적인 검사 방법이므

였으며, 2, 3차 혈압의 평균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혈액검사는

로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Expert Committee

만 10세 이상에서 8시간 공복을 한 후에 아침에 채혈하였으며 공복

on NAFLD (ECON) 가이드라인에서는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혈당, 총콜레스테롤, 고밀도 지질단백콜레스테롤( high-density

4)

6)

를 선별검사로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중성지방(triglyceride, TG), aspartate

청소년에서 증가한 ALT의 주된 원인이 NALFD이다. 하지만 아직

aminotransferase (AST), ALT 등을 검사하였다. 저밀도 지질단백콜레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ALT가 증가된 청소년의 유병률 및 이

스테롤(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은 Friedwald ’s

와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

formula [LDL-C=Total cholesterol–(HDL-C+TG/5)]를 사용하여 계산

구에서는 청소년에서 ALT 증가와 관련된 위험요인 및 ALT가 증가

하였다.7) ALT는 Pureauto S ALT (Sekisui/JAPAN) 시약을 이용하여

된 청소년에서 심혈관계 위험인자인 대사관련 질환의 유병률을 알

IFCC. UV without P5P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아보고자 하였다.

청소년 비만은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
상’, 과체중은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체질량지수 85백분위수 이상 95

방법

백분위수 미만’으로 정의하였다.8) ‘체질량지수 85백분위수 미만’은
정상인 군으로 정의하였고,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의 소

1. 연구 대상

아청소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를 이용하였다. 소아청소년에서 고혈

본 연구는 제7기(2016–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

압은 나이, 성별, 신장을 고려했을 때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이 95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을 모집단의

백분위수 이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장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50

목표로 하는 단면 조사이다. 계층화된 다단계 추출을 통하여 표본

백분위수라고 가정하여, 한국 소아청소년의 정상 혈압 참고치를 기

가구를 선정하였고 만 1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

준으로 고혈압을 정의하였다.9)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였다. 건강설문조사를 통해 음주, 흡연, 신체활동, 가족력 등의 건강

Program (NCEP)의 기준을 참고하여 총콜레스테롤 200 mg/dL 이상

행태를 조사하였다. 이동검진센터를 이용하여 신체검사 및 채혈을

을 ‘높은 총콜레스테롤’, LDL-C 130 mg/dL 이상을 ‘높은 LDL-C’, 고

시행하였다.

밀도 지질단백 40 mg /dL 이하를 ‘낮은 HDL-C ’, 중성지방은 150

2016–2018년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대상자는 총 24,269명이

mg/dL 이상을 ‘높은 중성지방’으로 정의하였다.10) 미국 당뇨병협회

었다. 이중 만 12–18세 청소년은 1,681명이었다. 선천성 심질환을 의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의 기준에 따라 공복혈당이

사로부터 진단받은 사람과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았으며 인슐린

100 mg/dL 미만인 군을 ‘정상’, 100 mg/dL 이상 125 mg/dL 이하인

치료중인 제1형 당뇨병으로 추정되는 청소년(n=11)은 분석대상에서

군을 ‘내당능장애(impaired fasting glucose, IFG)’, 126 mg/dL 이상을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한 건강설문조사 또는 검진조사

‘당뇨병’으로 분류하였다. NAFLD의 정의를 ALT >40 IU/L로 하였을

항목에서 결측치가 있는 253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때 특이도가 89%였기 때문에11) 본 연구에서는 B형간염항원, C형간

본 연구는 만 12–18세 청소년 중 총 1,417명(남자 745명, 여자 672명)

염항체가 없으며 ALT >40 IU/L인 군을 ALT 증가로 정의하였다.

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은 만 12–15세, 만 16–18세로 분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의 원칙을 준수하였고, 제7기 국민건강영

음주는 평생음주 경험을 사용하였으며 “술을 마셔 본 적 없음”이면

양조사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공공복리를 위해 시행한

비음주자로, “있음”을 음주자로 정의하였다. 흡연은 1달간 흡연 일

연구에 해당하여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하였

수를 사용하였으며 0일은 비흡연자, 1일 이상은 흡연자로 분류하였

다.

다. 신체활동은 1주일간 근력운동 일수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1주
일간 근력운동 횟수를 2일 미만과 2일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만성
질환의 가족력은 부 또는 모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중 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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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사에게 진단 받은 경우 가족력이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이중 남아가 745명, 여아가 672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남아

15.27±0.08세, 여아 15.28±0.09세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키, 몸무
게, 체질량지수, 복부둘레, 수축기 혈압, 공복혈당, AST, ALT, 흡연

3.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층화 변수와 조사구, 건강설문 검진 가중치를 반

여부는 남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값을 보였다.

HDL-C은 남아에서 유의하게 더 낮은 값을 보였으며, 근력운동 부

영하였다.
대상자의 기본적 특성은 연령, 키, 몸무게,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족은 여아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완기혈압, 중성지방, 음주여

수치 등의 연속형 변수들은 기술통계로, 흡연여부, 음주여부, 근력

부, 만성질환의 가족력은 남아와 여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운동여부 등의 범주형 변수는 교차 분석으로 분석하여 비율과 표

이는 없었다(Table 1).

본오차로 표기하였다.

ALT 증가의 유무에 따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공복혈당 이상에

2. ALT가 증가한 청소년의 유병률과 ALT 증가 유무에 따른

대한 유병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

대사질환 유병률 비교

였다.

연구에 포함된 청소년 중 증가된 ALT 가 있는 청소년은 56 명

ALT 증가와 연관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대, 성별, 비만

(3.95%)이었다. 이 중 남아는 43명, 여아는 13명이었다. ALT가 증가

여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공복혈당, 흡연, 음주, 근력운동여부,

한 군과 아닌 군에서 고혈압, 공복혈당이상,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

가족력을 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을 비교하였다. ALT 가 증가한 군에서 고혈압의 유병률은 23명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25.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고, 유의성 검정은 P<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42.9%), 공복혈당 이상에 대해서는 당뇨 2명(5.2%), 내당능장애 12
명(24.2%)이었다. ALT 가 증가하지 않은 군에서는 고혈압 279명
(20.2%), 당뇨 3명(0.2%), 내당능장애 138명(9.7%)으로 ALT가 증가한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는 높은

결과

총콜레스테롤,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C, 높은 LDL-C의 유병률
은 ALT가 증가한 군에서 각각 10명(17.1%), 14명(20.8%), 27명(44.0%),

1. 연구대상의 기본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12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은 총 1,417명으로

8명(12.0%)이었으며, ALT가 정상인 군에서는 129명(9.4%), 107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mong 1,417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12 to 18 years, 2016–2018
Variable
Age (y)
Height (cm)

Total (n=1,417)

Boy (n=745)

Girl (n=672)

P-value

15.27±0.06

15.27±0.08

15.28±0.09

0.976

165.32±0.23

170.33±0.35

160.33±0.26

<0.001
<0.001

Weight (kg)

58.68±0.37

63.15±0.59

54.21±0.43

BMI (kg/m2)

21.34±0.12

21.62±0.16

21.05±0.15

0.007

Waist circumference (cm)

71.47±0.31

74.28±0.45

68.70±0.37

<0.001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08.98±0.31

111.66±0.40

106.31±0.46

<0.001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67.55±0.27

67.99±0.38

67.12±0.34

0.072

Fasting glucose (mg/dL)

91.11±0.24

92.54±0.33

89.67±0.34

<0.001

Total cholesterol (mg/dL)

<0.001

163.88±0.86

158.84±1.13

168.92±1.21

Triglyceride (mg/dL)

85.75±1.49

84.70±2.09

86.79±1.96

0.446

HDL-C (mg/dL)

51.35±0.30

49.32±0.36

53.38±0.45

<0.001

LDL-C (mg/dL)

95.38±0.75

92.58±1.04

98.18±1.05

<0.001

AST (IU/L)

19.05±0.26

20.71±0.34

17.39±0.34

<0.001

ALT (IU/L)

16.43±0.62

19.59±0.99

13.27±0.73

<0.001

5.6 (0.7)

8.3 (1.1)

2.5 (0.7)

<0.001

Consumption of alcohol (%)

32.7 (1.5)

34.4 (2.1)

30.8 (2.1)

0.201

Muscular exercise (<2 d/wk) (%)

74.4 (1.3)

62.7 (2.1)

87.7 (1.4)

<0.001

Family history of DM, HTN, DL (%)

26.7 (1.4)

25.5 (1.9)

28.1 (2.1)

0.364

Smoking (%)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standard error for continuous variables or percentage (standard error) for categorical variables.
BMI, body mass index;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DM, diabetes mellitus; HTN, hypertension; DL, dys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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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metabolic related diseases with and without elevated ALT
Variable
Hypertension

Elevated ALT (+) (n=56)

Elevated ALT (-) (n=1,361)

P-value

n

% (SE)

n

% (SE)

23

42.9 (7.6)

279

20.2 (1.4)

<0.001

Fasting glucose
DM

2

5.2 (4.0)

3

0.2 (0.1)

<0.001

IFG

12

24.2 (6.8)

138

9.7 (1.0)

<0.001

High total cholesterol

10

17.1 (5.5)

129

9.4 (0.9)

0.078

High triglyceride

14

20.8 (5.8)

107

7.2 (0.8)

<0.001

Low HDL-C

27

44.0 (7.7)

131

9,1 (0.8)

<0.001

High LDL-C

8

12.0 (4.0)

95

7.0 (0.8)

0.14

Dyslipidemia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SE, standard error; DM, diabetes mellitus; IFG, impaired fasting glucos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P-values by chi-squre test.

(7.2%), 131명(9.1%), 95명(7.0%)으로 높은 중성지방과 낮은 HDL의 유

고찰

병률은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1), 높은 총콜레스테롤과 높은

LDL-C에서는 유병률의 차이가 없었다(Table 2).

본 연구에서 12–18세 일반 소아 청소년에서 ALT 증가의 유병률은

3.95%였다. ALT가 증가한 군에서 심혈관계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
3. ALT 증가와 연관된 요인 분석

뇨, 내당능장애, 높은 중성지방과 낮은 HDL-C의 유병률은 정상군

ALT 증가와 연관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변수를 보정한 로지스틱 분석에

을 시행하였다. 변수를 보정하지 않은 결과는 보정되지 않은 교차비

서 ALT 증가는 비만, 과체중, 공복혈당 이상이 있는 경우 통계적으

(crude odds ratio)로 나타냈다. 보정하지 않은 모델에서 ALT 증가는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비만, 과체중, 고혈압, 공복혈당 이상,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C,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단순 지방증부터 지방간염, 간경화까지 이

만성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르는 용어이다. 청소년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은 지역, 진

높은 총콜레스테롤, 높은 LDL-C, 흡연, 음주, 근력운동부족은 통계

단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 2005년에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일반 소아인구에서 ALT >40 IU/L인 군의 유

연령대, 성별, 비만여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공복혈당, 흡연,

병률은 3.2%였으며,12) 2015년 발표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일반 소아

음 주, 근력운 동여부, 가족력을 보정한 결과는 보정된 교차비

및 청소년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은 7.6%로 보고되었다.5)

(adjusted odds ratio)로 나타내었다. 변수를 보정한 모델에서 정상인

본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에서 유병률은 3.95%로 2005년보다는 증

에 비해 비만인 경우 15.41배(95% confidence interval [CI], 7.28–32.59),

가하였으나 메타분석 결과보다는 낮은 유병률을 보였다. 하지만 본

과체중인 경우 4.02배(95% CI, 1.44–11.23) ALT 증가 위험이 증가했

연구에서는 증가된 ALT로 NAFLD의 위험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다. 정상인에 비해 당뇨인 경우 20.88배(95% CI, 3.23–134.86), 내당능

추후 초음파 등으로 사용하여 청소년에서의 NAFLD의 유병률과 위

장애인 경우 2.95배(95% CI, 1.20–7.27) ALT 증가의 위험이 증가했다

험요소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Table 3).

성인 NAFLD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으며, 이로

ALT를 30 IU/L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하였을 때는 공복혈당 및

인해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있다.13) 소아에서 심혈관계 질

비만여부가 유의하게 나왔다. 정상군에 비해 과체중인 경우에는 3.6

환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는 많지 않은 상태이지만 심혈관 질환과 연

배(3.58, 1.82–7.04), 비만인 경우에는 12.4배(12.35, 6.90–22.09) ALT

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논문들이 있다. 소아 NAFLD 환자에서 혈류

증가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정상인에 비해 당뇨인 경우 19.8배(19.84,

매개 혈관 확장 반응이 증가되어 있으며, 경동맥 내막 두께가 증가

4.29–91.82) ALT 증가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선형회귀분석을 하였을

되어 있음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14) 또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

때, 비만여부와 가족력만이 유의하게 나왔다.

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NAFLD 환아에서 높았다는 연
구들이 있다.15) 특히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
련이 높은 높은 중성지방과 낮은 HDL-C이 가장 흔한 형태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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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elevated ALT
Variables

Crude ORa (95% CI)

P-valuea

Adjusted ORb (95% CI)

P-valueb

BMI
Obesity
Overweight
Normal

19.86 (8.86–44.50)

<0.001

15.41 (7.28–32.59)

<0.001

5.15 (1.88–14.10)

0.001

4.02 (1.44–11.23)

0.008

1

1

HTN
Yes

2.97 (1.59–5.58)

No

1

0.001

1.33 (0.65–2.73)

0.432

1

Fasting glucose
DM

36.29 (4.88–269.77)

<0.001

20.88 (3.23–134.86)

0.001

IFG

3.19 (1.52–6.71)

0.002

2.95 (1.20–7.27)

0.019

2.00 (0.91–4.36)

0.083

1.76 (0.62–4.97)

0.285

Total cholesterol
High
Normal

1

1

Triglyceride
High
Normal

3.40 (1.67–6.92)

0.001

1

1.10 (0.47–2.61)

0.825

1

HDL-C
Low
Normal

7.83 (4.11–14.91)

<0.001

1

1.55 (0.79–3.06)

0.203

1

LDL-C
High
Normal

1.80 (0.82–3.99)

0.134

1

0.69 (0.21–2.27)

0.542

1

Smoking
Yes

2.45 (0.92–6.51)

No

1

0.073

1.84 (0.56–6.08)

0.316

1

Alcohol
Yes

0.90 (0.47–1.75)

No

1

0.760

0.56 (0.24–1.30)

0.175

1

Muscular exercise
Yes

1.06 (0.54–2.08)

No

1

0.868

1.16 (0.55–2.45)

0.692

1

Family history of HTN, DM, DL
Yes

2.87 (1.59–5.20)

No

1

0.001

2.03 (0.99–4.15)

0.052

1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IFG, impaired fasting glucos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DL, dyslipidemia.
a
Crude odds ratio by logistic regression. bAdjusted for age, sex, BMI, HTN, fasting glucose, high total cholesterol, high triglyceride, low HDL-C, high LDL-C, smoking, alcohol, muscular exercise, family history of HTN, DM, DL.

본 연구에서도 ALT가 증가한 군에서 증가하지 않은 군에 비해 고혈

성을 보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2001–2014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압, 당뇨 및 공복혈당 이상, 이상지질혈증 중 높은 중성지방과 낮은

바탕으로 10–18세에 대해 ALT 30 IU/L 이상을 기준으로 시행한 연

HDL-C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ALT가

구에서도 비만인 경우 NAFLD의 위험이 15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성

증가한 경우 고혈압 유병률은 42.9%, 높은 중성지방은 20.8%로 많

별, 나이, 복부비만 등의 다른 변수보다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

은 질환이 동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는 ALT가

다.17) 메타분석에서도 비만의 경우 NAFLD 위험이 14배 증가하여 본

증가한 청소년에서 향후 심혈관계 질환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5)

며, 다른 대사 관련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비만을 포함한 여러 인자를 보정했음에도, ALT 증가
의 위험이 당뇨병에서 21배, 내당능장애에서 3배 증가하였다. 성인

본 연구에서 여러 요인들 중에 ALT 증가에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

NAFLD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만을 포함한 인자를 보정했을

는 비만이었다. 비만의 경우에는 ALT 증가의 위험이 15배, 과체중인

때 제2형 당뇨와 당뇨전단계가 독립적인 위험인자였다.18) 또한 여러

경우에는 4배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여러 요인 중 가장 큰 연관

역학 연구에서 소아 NAFLD와 제2형 당뇨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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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되었다.19) 이는 인슐린 저항성이 NAFLD의 병인에 중요한 역

(24.2%), 높은 중성지방 14명(20.8%), 낮은 HDL-C 27명(44.0%)으로

ALT가 정상인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로

20)

할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로지스틱 분석에서 비만을 포함한 여러 인자들을 보정한 후에도

지스틱 회귀분석에서 ALT 증가의 위험은 비만 15.41배(95% CI, 7.28–

공복혈당이 ALT 증가와 관련성이 있었다. 여러 연구에서 혈당, 이상

32.59), 과체중은 4.02배(95% CI, 1.44–11.23) 증가하여 여러 요인 중

지질혈증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져 있으나

13,14)

비만 등을 보정한 후

가장 큰 연관성을 보였다. 또한 공복혈당도 ALT 증가와 통계적으로

에 ALT 증가와 관련성이 있음을 밝힌 연구는 없었다. 이에 대한 추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일반 한국 청소년에서 ALT 증가의 유병률은 3.95%로 추정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ALT 증가의 기준을 40 IU/L
로 정의하였다. ALT가 NAFLD를 예측할 수 있으나, NAFLD를 예측

다. ALT 증가는 비만 및 비만 관련 질환과 연관되어 있다. 청소년 비
만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소아 및 청소년에서 ALT의 확립된
기준이 없다. 소아 및 청소년에서 NAFLD로 추정한 ALT의 기준은

중심단어: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 청소년; 유병률; 대사관련 질환

20–50 IU/L까지 다양하였다.6) 향후 청소년에서 NAFLD 진단 및 치
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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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국내 12–18 세 청소년에서 ALT 증가의 유병률은

3.95%로 추정된다. ALT가 증가한 환아에서 대사관련질환의 유병률
이 일반인구보다 높아 이에 대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주요 위
험인자인 소아 비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요약
연구배경: 선진국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은 청소년에게 가장
흔한 만성 간질환이다. 증가된 ALT의 주된 원인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한국 청소년에서 증가된 ALT의
쳥소년 유병률을 추정하고 ALT 증가와 관련된 대사질환의 유병률
과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방법: 제7기(2016–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에 포함된 12–18
세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증가된 ALT의 위험인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연구에 포함된 1,417명 청소년 중 ALT가 증가된 청소년은 56
명으로 3.95%였다. ALT가 증가된 청소년에서 대사 관련 질환 유병
률은 각각 고혈압 23명(42.9%), 당뇨 2명(5.2%), 내당능장애 12명
Korean J Fam Pract. 2022;12(2):86-92

REFERENCES
1. Angulo P.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 Engl J Med 2002; 346: 1221-31.
2. Buzzetti E, Pinzani M, Tsochatzis EA. The multiple-hit pathogenesis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Metabolism 2016; 65: 1038-48.
3. Ong JP, Pitts A, Younossi ZM. Increased overall mortality and liver-related
mortality in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J Hepatol 2008; 49: 608-12.
4. Pacifico L, Nobili V, Anania C, Verdecchia P, Chiesa C. Pediatric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metabolic syndrome and cardiovascular risk. World J
Gastroenterol 2011; 17: 3082-91.
5. Anderson EL, Howe LD, Jones HE, Higgins JP, Lawlor DA, Fraser A. The
prevalence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LoS One 2015; 10: e0140908.
6. Vos MB, Abrams SH, Barlow SE, Caprio S, Daniels SR, Kohli R, et al. NASPGHAN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in children: recommendations from the Expert
Committee on NAFLD (ECON) and the North American Society of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and Nutrition (NASPGHAN). J Pediatr
Gastroenterol Nutr 2017; 64: 319-34.
7. Friedewald WT, Levy RI, Fredrickson DS. Estimation of the concentration
of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in plasma, without use of the preparative ultracentrifuge. Clin Chem 1972; 18: 499-502.
8. Cole TJ, Bellizzi MC, Flegal KM, Dietz WH. Establishing a standard definition for child overweight and obesity worldwide: international survey. BMJ

www.kjfp.or.kr

91

KJFP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2000; 320: 1240-3.
9. Lee CG, Moon JS, Choi JM, Nam CM, Lee SY, Oh K, et al. Normative blood
pressure references for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Korean J Pediatr
2008; 51: 33-41.
10. Lauer R, Barness L, Clark R, Deckelbaum R, Finberg L, Kwiterovich P, et al.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NCEP): highlights of the report
of the expert panel on blood cholesterol level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ediatrics 1992; 89: 495-501.
11. Fishbein MH, Miner M, Mogren C, Chalekson J. The spectrum of fatty liver
in obese children and the relationship of serum aminotransferases to severity of steatosis. J Pediatr Gastroenterol Nutr 2003; 36: 54-61.
12. Park HS, Han JH, Choi KM, Kim SM. Relation between elevated serum alanine aminotransferase and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adolescents. Am
J Clin Nutr 2005; 82: 1046-51.
13. Musso G, Gambino R, Cassader M, Pagano G. Meta-analysis: natural history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and diagnostic accuracy of
non-invasive tests for liver disease severity. Ann Med 2011; 43: 617-49.
14. Pacifico L, Cantisani V, Ricci P, Osborn JF, Schiavo E, Anania C, et al.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and carotid atherosclerosis in children. Pediatr Res
2008; 63: 423-7.

92

www.kjfp.or.kr

Bora Ryu, et al. Risk Factors of Elevated ALT in Korean Adolescents

15. Pacifico L, Perla FM, Roggini M, Andreoli G, D'Avanzo M, Chiesa C. A systematic review of NAFLD-associated extrahepatic disorders in youths. J
Clin Med 2019; 8: 868.
16. Nobili V, Alkhouri N, Bartuli A, Manco M, Lopez R, Alisi A, et al Severity of
liver injury and atherogenic lipid profile in children with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Pediatr Res 2010; 67: 665-70.
17. Kim JW, Lee KJ, Yang HR, Chang JY, Moon JS, Khang YH, et al.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elevated alanine aminotransferase among Korean adolescents: 2001-2014. BMC Public Health 2018; 18: 617.
18. Schindhelm RK, Diamant M, Dekker JM, Tushuizen ME, Teerlink T, Heine
RJ. Alanine aminotransferase as a marker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in relation to type 2 diabetes mellitus and cardiovascular disease. Diabetes
Metab Res Rev 2006; 22: 437-43.
19. Alisi A, Manco M, Panera N, Nobili V. Association between type two diabetes and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in youth. Ann Hepatol 2009; 8 Suppl
1: S44-50.
20. Schwimmer JB, Deutsch R, Rauch JB, Behling C, Newbury R, Lavine JE.
Obesity, insulin resistance, and other clinicopathological correlates of pediatric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J Pediatr 2003; 143: 500-5.

Korean J Fam Pract. 2022;12(2):86-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