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4   Kyung-A Shin. Lipid Accumulation Product Index and Alanine Aminotransferase

www.kjcls.org

ORIGINAL ARTICLE
Korean J Clin Lab Sci. 2017;49(4):374-381
https://doi.org/10.15324/kjcls.2017.49.4.374
pISSN 1738-3544    eISSN 2288-1662

Relationship between the Lipid Accumulation Product 
Index and Alanine Aminotransferase in Korean Adult Men

Kyung-A Shin

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Shinsung University, Dangjin, Korea

한국 성인남성에서 Lipid Accumulation Product 지수와 
Alanine Aminotransferase와의 관련성

신경아

신성대학교 임상병리과

The LAP (lipid accumulation product) index is an indicator of excessive fat accumulation in 
combination with the fasting triglyceride concentration and waist circumference.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P index and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level and the 
effect of the LAP index on the ALT level. Cross-sectional studies were conducted on healthy adult 
males without a history of liver disease. From January 2015 to June 2017, 13,854 adults between 
20 and 70 years of age, who underwent health screening at a general hospital in Gyeonggi-do,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 LAP index was calculated as [waist circumference (cm)−
65]×[triglyceride (mmol/L)] for males. Serum ALT abnormalities were set at 40 IU/L or more in 
males. All subjects underwent measurements of the anthropometric indicators and physiological 
examinations. A significant increase in ALT with increasing LAP quintiles was observed (p
＜0.001). The LAP index correlated with ALT (r=0.238, p＜0.001). Insulin (r=0.449, p＜0.001) 
and HDL-cholesterol (r=−0.369, p＜0.001) were strongly correlated with LAP. In addition, the LAP 
index is a factor affecting the ALT level (p＜0.001). As the LAP index increased, the risk of an 
elevated ALT was higher (p＜0.001). In conclusion, the LAP index was a predictor of an ALT 
elevation in Korean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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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LAP 지수(lipid accumulation product index)는 공복시 중

성지방 농도와 허리둘레에 근거하여 과도한 중심성 지방

(central lipid)의 축적을 평가하는 지표이다[1]. LAP 지수는 

2005년 Kahn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으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보다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및 제 2형 당뇨

병의 위험을 더 잘 예측하는 지표로 보고된다[1,2]. 복부지방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구성되며, 내장지방은 피하지방보다 

심혈관계 대사질환 위험(cardiometabolic risk) 및 심혈관 질

환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3]. 또한 내장지방은 피하지방

보다 지방분해 속도는 빠르지만, interleukin-6 및 플라스미노

겐 활성화인자 억제제-1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 

PAI-1)과 같은 아디포사이토카인(adipocytokines)의 생성을 

증가시킨다[4]. 그러나 BMI와 허리둘레 같은 전통적인 인체측

정학적 변인은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을 분별하지 못하므로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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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평가하기 위한 인체계측 지표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5-7]. LAP 지수에 포함되는 중성지방은 내장지방을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로 제시되며[8], 허리둘레와 함께 중성지방을 측정

함으로써 대사증후군, 당뇨병 및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보고된다[9-12]. 더욱이 LAP 지수는 일

반인과 더불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서 공복혈

당, HDL-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및 수축기 혈압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1,2,13].

한편,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alanine aminotransferase, 

ALT)는 간세포 손상을 평가하는 일반적이고 유용한 지표로서, 

다른 간 효소에 비해 간 내 지방축적을 잘 반영한다[14,15]. 비

알콜성 지방간질환(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은 가벼운 지방간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섬유증, 간경화, 간 

기능 장애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질병으로 ALT 상승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 ALT는 비알콜성 지방간질환의 대체지표로 이용

된다[16,17]. 고중성지방혈증은 근육 및 간세포 내에 중성지방

의 축적을 동반하며, 이소성 지방 침착과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의 발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19]. 또한 과도한 내

장지방에 의한 복부비만은 비알콜성 지방간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0,21]. 그러므로 중성지방과 허리둘레의 조합으

로 구성된 LAP 지수는 간 지방증(steatosis)의 중증도에 비례하

여 증가하며, 비알콜성 지방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2]. 그 예로 Ji 등[22]은 LAP가 ALT와 관련이 있으며, 심혈관 

질환 및 대사성 질환뿐만 아니라 혈청 ALT 및 간 손상과도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지표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신체구성은 민족

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다른데 선행연구들은 주로 미국 및 유럽인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LAP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서양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부터 파생되어 국내에 적용 가능한지

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1,5]. 동양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LAP 지수는 ALT와 독립적인 상관관계가 있지

만, 남성에서만 독립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22]. 

Dai 등[23]은 LAP 지수가 비알콜성 지방간과 관련이 있으며, 비

알콜성 지방간에 대한 진단 정확도가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높

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사

한 결과이기는 하나 서양인과 비교해 동양인은 동일한 BMI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체지방 및 내장지방이 많으며, BMI와 허

리둘레가 낮더라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 LAP 지수에 대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필요하다

[24]. 또한 LAP 지수를 평가한 연구들은 간 질환 및 심혈관 질환

의 위험군,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 및 제 2형 당뇨환자를 대상

으로 그 관련성을 평가하고 있으며[13,25-27], 국내의 건강한 

성인에서도 LAP지수와 ALT간에 관련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확인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AP 지수와 ALT간의 관련성과 LAP 지수

가 ALT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ALT 상승을 예측하는 지표로 

LAP 지수가 유용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간질환의 병력이 없는 

한국의 건강한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횡단면 연구(cross-sectional 

study)를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경기지역 일개 종합병원에서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시행한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성

인남성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14,265명의 전체 대상자 중에

서 해당하는 자료에 결측치(missing data)가 있는 279건을 제

외하였다. 또한 간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간암, 간경화증, B

형 간염보균자, 심한 이상지질혈증으로 현재 지질 강하제를 복

용 중인 피험자 132명은 제외하였으며, 최종 연구에 포함된 대

상자는 13,854명이었다. 질환과 관련된 병력 및 지질 강하제 복

용에 대한 자료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얻었으며, 이 연구

는 경기지역 종합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를 받아 승인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IRB No: D-1207-002-0110).

2. 연구방법

1) 신체계측 및 혈압측정

신장 및 체중은 체성분 분석 장비 Inbody 720 (Biospace 

Co., Seoul, Korea)으로 측정하였으며, BMI는 측정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체중(kg)/신장(m2)의 공식으로 계산하였다. 

허리둘레는 WHO에서 권고하는 방법에 따라 숨을 내쉰 상태로 

늑골 하단부분(lower border of rib cage)과 장골능 상부(top 

of iliac crest)의 중간 부위를 측정하였으며, 엉덩이 둘레는 측

면에서 확인하였을 때 엉덩이의 가장 높은 부위를 줄자로 측정

하였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mercury sphygmoma-

nometer (Baumanometer, WA, NY)로 안정시 왼팔에서 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진단기준 및 혈액분석 

LAP 지수는 Kahn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남성의 경우 [허리

둘레(cm)−65]×[중성지방(mmol/L)]로 산출하였다[1]. 또한 

혈청 ALT 농도의 이상치는 Clark 등[14]이 제시한 남성 40 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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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경우를 이상치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혈액검사는 8시

간 이상 공복상태로 전완정맥(antecubital vein)에서 채혈 후 

분석하였다. ALT,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콜레스테롤, 공

복혈당, 요산, 고감도 C-반응단백(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은 TBA-200FR NEO (Toshiba, Tokyo, 

Japan) 자동생화학분석기로 측정하였다. ALT의 활성도는 

JSCC UV법의 원리로 측정하였으며, 고감도 C-반응단백은 면

역비탁법(turbidimetric immunoassay, TIA)의 원리로 측정하

였다.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 HbA1c)의 측정은 전혈 검

체로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분석법으로 Variant II (Bio Rad, CA, 

USA)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슐린은 전기화학발광면

역분석법(electro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ECLIA)

으로 Roche Modular Analytics E170 (Roche, Mannheim, 

Germany)을 이용하여 검사하였다. 인슐린 저항성을 간접적으

로 평가하는 인슐린 저항성 지수(homeostasis model assess-

ment-insulin resistance, HOMA-IR)는 공복혈당과 공복 인

슐린 농도를 이용하여 [공복 인슐린 농도(IU/mL)×공복혈당

(mg/dL)/405] 공식으로 계산하였다[28]. 

3. 통계분석

이 연구는 IBM SPSS Statistics 24.0 (IBM, NY, USA) 통계분

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자료를 통계 처리하였다. 모든 데

이터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LAP 사분위수에 따른 

인체측정학적 및 생화학적 변인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one 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으로 확인하

였으며, LAP 사분위수의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bonferroni 검증방법으로 사후검증(post-hoc test)을 하였다. 

LAP 지수와 ALT 및 심혈관계 대사질환 위험인자간의 상관성 정

도를 알아보고자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

하였다. 또한 LAP 지수가 ALT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

며, LAP 사분위수에 따른 ALT 이상치의 발생가능성을 예측하

기 위해 이분형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nal logistic regres-

sion)을 적용하였다. 허리둘레와 중성지방 농도는 연령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연령을 통제한 

후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29]. 이 연구의 통계분석에 따른 유

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LAP 사분위수에 따른 대상자의 인체측정학적 및 생화학적 

변인의 차이

이 연구 대상자를 LAP 사분위수에 따라 네 집단으로 분류하

여 집단간 인체측정학적 및 생화학적 변인의 차이를 확인한 결

과 연령은 1사분위수보다 2사분위수, 3사분위수, 4사분위수가 

높았으며, 3사분위수와 4사분위수는 1사분위수와 2사분위수

보다 높았다(p＜0.001). 신장은 4사분위수가 1사분위수, 2사

분위수, 3사분위수보다 크게 나타났다(p=0.001). 체중, BMI,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은 1사분위수보

다 2사분위수, 3사분위수, 4사분위수가 높았으며, 3사분위수는 

2사분위수보다 높았고 4사분위수는 3사분위수보다 높게 나타

났다(각각 p＜0.001). 생화학적 변인인 총콜레스테롤, LDL-콜

레스테롤, 중성지방, 공복혈당, HbA1c, 인슐린, HOMA-IR, 요

산은 1사분위수보다 2사분위수, 3사분위수, 4사분위수가 높았

으며, 3사분위수는 2사분위수보다 높았고 4사분위수는 3사분

위수보다 높게 나타났다(각각 p＜0.001). 그러나 HDL-콜레스

테롤은 1사분위수보다 2사분위수, 3사분위수, 4사분위수가 낮

았으며, 3사분위수는 2사분위수보다 낮고 4사분위수는 3사분

위수보다 낮았다(p＜0.001). hs-CRP는 4사분위수가 1사분위

수와 2사분위수보다 낮게 나타났다(p＜0.001) (Table 1). 또한 

LAP 분위수가 증가할수록 ALT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

였다(p＜0.001) (Figure 1).

2. LAP 지수와 ALT 및 심혈관계 대사질환 위험요인간의 

상관관계

LAP 지수와 ALT 및 심혈관계 대사질환 위험요인간의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LAP 지수는 ALT 

(r=0.238, p＜0.001)뿐만 아니라 허리둘레(r=0.623, p＜0.001), 

수축기 혈압(r=0.201, p＜0.001)과 이완기 혈압(r=0.201, p

＜0.001), LDL-콜레스테롤(r=0.120, p＜0.001), 중성지방

(r=0.885 p＜0.001), 공복혈당(r=0.217, p＜0.001), HbA1c 

(r=0.207, p＜0.001), 인슐린(r=0.449, p＜0.001), HOMA-IR 

(r=0.132, p＜0.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HDL-콜레

스테롤(r=-0.369, p＜0.001)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LAP 지수는 총콜레스테롤과는 상관성이 없었으며, LAP 

지수의 수학적 모델 공식에 포함되는 허리둘레와 중성지방은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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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and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ccording to the LAP quartiles 

Variable 

Quartiles of LAP

pQuartile 1 
(＜9.60)

Quartile 2
 (9.60∼18.81)

Quartile 3
 (18.82∼34.87)

Quartile 4
(＞34.87)

Number 1,957 3,142 4,075 4,671
Age (yr) 42.24±10.34 44.44±10.23* 45.52±9.82*,† 45.46±9.38*,†

＜0.001
Height (cm) 171.37±6.27 171.31±6.21 171.61±6.26 172.07±6.23*,†,‡ 0.001
Weight (kg) 63.06±7.23 68.79±7.24* 73.08±8.10*,† 79.34±10.04*,†,‡

＜0.001
BMI (kg/m2) 21.59±5.59 23.51±4.37* 24.85±3.85*,† 26.85±5.30*,†,‡

＜0.001
Waist circumference (cm) 73.86±4.69 80.19±4.50* 84.35±4.92*,† 89.64±6.34*,†,‡ ＜0.001
Hip circumference (cm) 90.08±15.34 93.65±23.70* 95.74±20.92*,† 99.32±29.14*,†,‡

＜0.001
Systolic BP (mmHg) 107.54±11.42 110.41±12.07* 112.77±12.81*,† 115.61±13.13*,†,‡

＜0.001
Diastolic BP (mmHg) 69.03±8.84 71.32±9.27* 73.17±9.79*,† 75.36±10.08*,†,‡ ＜0.001
Total cholesterol (mg/dL) 179.04±29.53 188.39±30.68* 195.99±32.43*,† 207.28±35.11*,†,‡

＜0.001
HDL-C (mg/dL) 60.49±11.89 55.87±11.34* 51.15±10.54*,† 46.24±9.47*,†,‡

＜0.001
LDL-C (mg/dL) 106.88±26.54 117.79±28.07* 125.76±29.31*,† 129.40±32.13*,†,‡ ＜0.001
Triglyceride (mg/dL) 65.78±26.71 88.99±28.78* 126.55±36.61*,† 233.72±110.78*,†,‡

＜0.001
Fasting glucose (mg/dL) 85.05±16.02 88.89±15.93* 92.23±18.56*,† 97.32±23.68*,†,‡

＜0.001
HbA1c (%) 5.41±0.63 5.51±0.65* 5.61±0.69*,† 5.82±0.87*,†,‡ ＜0.001
Insulin (uU/mL) 2.70±1.90 3.89±2.19* 5.00±2.60*,† 7.03±3.57*,†,‡

＜0.001
HOMA-IR 0.08±0.26 0.13±0.39* 0.20±0.54*,† 0.30±0.80*,†,‡

＜0.001
Uric acid (mg/dL) 5.64±1.16 5.78±1.17* 6.07±1.19*,† 6.43±1.35*,†,‡ ＜0.001
hs-CRP (mg/dL) 0.34±1.03 0.30±0.71 0.27±0.57 0.24±0.43*,†

＜0.001

Calculated by one way ANOVA and bonferroni test.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Quartile 1 at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Quartile 2 at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Quartile
3 at p＜0.05.
Abbreviations: LAP, lipid accumulation product; BMI, body mass index; BP, blood pressur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bA1c, hemoglobin A1c;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insulin resistance;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Figure 1. Mean ALT level according to the LAP quartiles. Q1; 
22.22±14.00, Q2; 25.58±39.40, Q3; 30.16±23.10, Q4; 
40.11±27.64. Calculated by one way ANOVA and bonferroni tes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Q1 at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Q2 at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Q3 at p＜0.05. 
Abbreviations: LAP, lipid accumulation product;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Q, quartile.

3. LAP 지수가 ALT에 미치는 영향

연령증가와 함께 허리둘레는 증가하고 지질은 과다 축적되

는 경향을 보이므로, 연령을 통제한 후 LAP 지수가 ALT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LAP 지

수는 ALT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p＜0.001) 

(Table 3). 

4. LAP 사분위수에 따른 ALT 이상치의 발생가능성 예측

연령을 통제한 후 LAP 사분위수에 따른 ALT 이상치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이분형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

과, LAP 지수의 1사분위수와 비교해 2사분위수에서 ALT 이상

치 발생가능성은 2.2배 증가하며, 3사분위수의 ALT 이상치 발

생가능성은 4.4배로 나타났다. 또한 LAP 지수의 4사분위수는 1

사분위수보다 ALT 이상치 발생가능성이 10.8배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LAP 지수가 높을수록 ALT가 상승할 위험이 높게 나

타났다(각각 p＜0.001) (Table 4). 

고  찰

이 연구에서는 간질환 병력이 없는 건강한 성인남성을 대상

으로 LAP 지수와 ALT간의 관련성 및 LAP 지수가 ALT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LAP 분위수가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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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impact of variables on ALT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p 95% CI for 

LAP index ALT (IU/L) 0.234 0.008 0.240 ＜0.001 0.218∼0.250
F=452.46**, R2=0.061, Adj R2=0.061

Calculated by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age.
**p＜0.001.
Abbreviations: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LAP, lipid accumulation product. 

Table 2. The correlation between LAP, ALT and cardiometabolic 
risk factors

Variable

LAP index

Correlation 
coefficient

p

ALT (IU/L) 0.238 ＜0.001
Waist circumference (cm) 0.623 ＜0.001
Systolic BP (mmHg) 0.201 ＜0.001
Diastolic BP (mmHg) 0.201 ＜0.001
Total cholesterol (mg/dL) 0.285 0.078
HDL-C (mg/dL) −0.369 ＜0.001
LDL-C (mg/dL) 0.120 ＜0.001
Triglyceride (mg/dL) 0.885 ＜0.001
Fasting glucose (mg/dL) 0.217 ＜0.001
HbA1c (%) 0.207 ＜0.001
Insulin (uU/mL) 0.449 ＜0.001
HOMA-IR 0.132 ＜0.001

Calculated b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bbreviations: LAP, lipid accumulation product;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BP, blood pressur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bA1c, 
hemoglobin A1c;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insulin 
resistance. 

Table 4. Odds ratios for elevated ALT levels in different quartiles 
of LAP

Variable
OR (95% CI) for

elevated ALT levels
p

LAP index Quartile 1 (reference)
Quartile 2 2.233 (1.773∼2.814) ＜0.001
Quartile 3 4.362 (3.513∼5.415) ＜0.001
Quartile 4 10.844 (8.790∼13.378) ＜0.001

Calculated by 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was adjusted for age.
Abbreviations: OR, odds ratios; LAP, lipid accumulation product.

ALT는 증가하였으며, LAP 지수는 ALT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대

사질환 위험요인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LAP 지수는 ALT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LAP 지수가 높을수록 ALT의 

이상치 발생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LAP 지수는 체지방 측정 값인 허리둘레와 긴 지방산 사슬 3

분자가 에스테르화된 중성지방의 조합으로 지질의 과다축적을 

반영하는 지표이며, 2005년 미국 NHANES III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II)자료를 통해 

Kahn이 처음 제안하였다[1].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LAP 지수

는 심혈관계 질환, 대사증후군 및 제 2형 당뇨병의 위험을 예측

하였으며, BMI와 비교하여 LAP 지수는 심혈관계 질환 발병을 

예측하는 더 나은 지표라고 보고하였다[1,2]. 또 다른 연구에서

는 아르헨티나의 건강한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LAP 지수가 대사

증후군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진단지표임을 제시

하였다[30]. 

LAP 지수는 비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확인하는 

강력한 지표이며, 간 효소 역시 대사이상을 예측하는 지표로 보

고된다[31,32]. 이에 본 연구에서는 LAP 지수와 심혈관계 대사

질환 위험요인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LAP 지수는 심혈관계 

대사질환 위험요인과 상관성을 보이며, 특히 인슐린 및 HDL-

콜레스테롤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복부비만을 반영하는 허리둘레가 대

사증후군의 주요 구성요소이며, 허리둘레와 중성지방은 인슐린 

저항성 및 심혈관 질환 위험을 예측하는 인자이기 때문이다[1,2].

한편, 복부비만 및 이상지질혈증은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의 중요한 위험 요

소이다[18-21]. 비알콜성 지방간은 만성 대사성 질환으로 비

만,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 및 제 2형 당뇨와 관련이 있다

[33,34]. 간세포 손상의 일반적이며 유용한 지표인 ALT는 비알

콜성 지방간 및 대사증후군 위험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ALT는 다른 간 효소와 비교하여 간 세포내 지방 축적을 잘 반영

하는 지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14,15,32]. 또한 복부비만 특

히 내장지방 축적은 비알콜성 지방간의 위험요인이며, 이소성 

지질 침착을 반영하는 고중성지방혈증은 비알콜성 지방간의 발

병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21]. 따라서 LAP 지수는 

내장지방 축적과 비알콜성 지방간 및 ALT치와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추정된다[22]. 선행연구에 따르면 Bedogni 등[25]은 간질

환자를 대상으로 LAP 지수와 간 지방증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간 지방증의 중증도는 LAP 지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Ji 등[22]은 간 질환이 없는 정상성인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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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LAP 지수와 ALT간에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LAP 

지수를 4분위수로 나누어 그 위험도를 확인한 결과 1사분위수

보다 4사분위수에서 ALT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3.61배 높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 LAP 분위수가 증가할수록 ALT는 증가하였으며, 

LAP 지수는 ALT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LAP 사분위수에 따른 ALT의 이상치 발생가능성은 1사분위수

와 비교해 2사분위수에서 2.2배 증가하며, 3사분위수에서는 

4.4배, 4사분위수에서는 10.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LAP 지수가 높을수록 ALT가 상승할 위험이 높게 나타나 성

인남성에서 LAP 지수가 ALT 상승을 예측하는 좋은 지표로 간주

된다[22].

복부비만은 간염, 간 섬유증 및 비알콜성 지방간질환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데, 과도한 내장지방은 간 세포에 유리지방산 축

적과 NF-kB (Nuclear factor kappa B)활성화에 따른 IL-6 

(Interleukin-6), TNF- (tumor necrosis factor-) 같은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proinflammatory cytokines)의 과도한 분

비로 인슐린 저항성과 비알콜성 지방간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4,35]. 허리둘레는 복부비만을 진단하는 지표이지

만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의 축적을 구별하기는 어렵다[5]. 그러

나 중성지방은 복부 피하지방 조직을 통제한 후에도 건강한 남

성에서 내장지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8], “hyper-

triglyceridemic waist”라는 허리둘레와 함께 중성지방을 병합

한 지표를 적용하면 내장지방을 식별 할 수 있다고 알려진다[9]. 

따라서 LAP 지수는 내장지방 축적을 더 잘 인식 할 수 있으며

[8], 허리둘레 및 중성지방의 단일 지표를 적용한 경우보다 비알

콜성 지방간 또는 ALT 수준과 더 관련이 있을 수 있다[22].

이 연구의 잠재적 제한점으로는 건강한 성인남성을 대상으

로 하여 혈청 ALT치가 정상 또는 경미한 상승을 보이고 있어 

LAP 지수와 ALT간의 상관관계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

령대와 대상자를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횡

단면 연구이기 때문에 LAP 지수와 ALT간의 관련성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과관계를 알 수는 없었다. LAP 지수의 허리둘레

와 중성지방은 식이에 영향을 받는 요인이지만 이와 관련된 조

사가 배제되었다. 또한 간질환의 병력이 없는 건강한 성인남성

을 대상자로 하였으나, ALT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알코올 섭취

량은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나 간 손상과 관련이 있는 ALT에 영

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것은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며, LAP 지수는 ALT 상승을 예측하는 지

표로서 이를 조절하는 것이 비알콜성 지방간질환의 예방을 위

해 고려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허리둘레와 중성지방으로 구성된 LAP 지수는 

ALT와 관련이 있으며, ALT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또한 

LAP 지수는 심혈관계 대사질환 위험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LAP 지수가 높을수록 ALT의 이상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의 건강한 성인남성에서 ALT 상승을 

예측하는데 위험요인으로 허리둘레와 중성지방을 조합한 LAP 

지수의 적용이 가능하겠다.

요  약

LAP 지수는 공복시 중성지방 농도와 허리둘레의 조합으로 

과도한 지방축적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이 연구는 LAP 지수와 

ALT간의 관련성과 LAP 지수가 AL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보고자 간질환의 병력이 없는 건강한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횡

단면 연구를 실시하였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경

기지역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한 20세 이상 70세 이하

의 성인 남성 13,854명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LAP 지수는 남

성의 경우 [허리둘레(cm)-65]×[중성지방(mmol/L)]으로 산출

하였으며, 혈청 ALT 농도의 이상치는 남성 40 IU/L 이상인 경우

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인체측정학적 지표와 

생리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LAP 분위수가 증가할수록 ALT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001). LAP 지수는 ALT

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238, p＜0.001), 특히 인슐린

(r=0.449, p＜0.001) 및 HDL-콜레스테롤(r=−0.369, p＜0.001)

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LAP 지수는 ALT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었으며(p＜0.001), LAP 지수가 높을수록 ALT가 상

승할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p＜0.001). 결론적으로 LAP 지수

는 한국 성인남성에서 ALT 상승을 예측하는 지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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