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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various noninvasive serum markers of liver fibrosis 

in chronic viral liver disease

Sun Min Kim, M.D., Joo Hyun Sohn, M.D., Tae Yeob Kim, M.D., Young Wook Roh, M.D., 

Chang Soo Eun, M.D., Yong Cheol Jeon, M.D., Dong Soo Han, M.D., Young-Ha Oh, M.D.1

Departments of Internal Medicine and 1Pathology,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uri, Korea

Background/Aim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clinical performances of noninvasive serum 

markers for the prediction of liver fibrosis in chronic viral liver diseases. Methods: We analyzed a total of 225 
patients with chronic viral liver diseases (180 with hepatitis B virus, 43 with hepatitis C virus, and 2 with 
hepatitis B+C virus) who underwent a liver biopsy procedure at the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between 

March 2002 and February 2007. Serum was also obtained at the time of liver biopsy. Liver fibrosis was staged 
according to the scoring system proposed by the Korean Study Group for the Pathology of Digestive Diseases. 
Various noninvasive serum markers were evaluated, including the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alanine 

aminotransferase (ALT) ratio (AAR), age-platelet (AP) index, AST/platelet ratio index (APRI), cirrhosis 
discriminant score (CDS), platelet count, hyaluronic acid (HA), and type IV collagen. Results: There were 17, 
40, 61, 74, and 33 patients at stages F0, F1, F2, F3, and F4, respectively. The overall diagnostic accuracies of 

each marker, as determined by the area under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curves, were APRI=0.822, 
CDS=0.776, platelet count=0.773, AP index=0.756, HA=0.749, type IV collagen=0.718, and AAR=0.642 for 
predicting significant fibrosis (≥F2); and CDS=0.835, platelet count=0.795, AP index=0.794, HA=0.766, 

AAR=0.711, type IV collagen=0.697, and APRI=0.691 for predicting extensive fibrosis (≥F3). Conclusions: 
Conclusions: All noninvasive serum markers evaluated in this study were useful for predicting significant or 
extensive liver fibrosis in chronic viral liver diseases. In particular, APRI was most useful for the prediction 

of significant fibrosis, and CDS was most useful for the prediction of extensive fibrosis. (Korean J Hepatol 
2009;15:454-463)

Key words: Chronic viral liver disease; Liver fibrosis; Noninvasive serum markers

 Received July 6, 2009; revised October 14, 2009; accepted October 22, 2009

 Abbreviations: AAR, AST to ALT ratio;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P index, age-platelet index; APRI, AST-to- 
platelet ratio index;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UROC, area under ROC curve; CDS, cirrhosis discriminant score; 

HA, hyaluronic acid;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PT, prothrombin time;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ULN, upper limit of normal
 Corresponding author: Joo Hyun Sohn, E-mail: sonjh@hanyang.ac.kr; Phone: 031) 560-2225; Fax: 031) 555-2998

주소: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49-1 한양 학교 구리병원 소화기내과 (우)471-710



Sun Min Kim, et al. Noninvasive markers of liver fibrosis in chronic viral liver disease

- 455 -

서   론

만성 바이러스간질환은 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

세포암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질환은 각각 하나의 

독립 인 질환이라기보다는 바이러스, 면역체계, 

독소 등 다양한 간손상의 공통 인 산물로서 만성 

간염으로부터 간경변증까지 진행하는 일련의 연속

인 간섬유화의 과정이다.
1
 만성 바이러스간질환

에서 병의 경과와 후를 평가하고 치료반응을 

측함에 있어 간섬유화의 진단은 요하다.2,3 만성 

간질환 환자의 질병 진행 여부의 단은 임상 으

로 청검사  복부 음 검사가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섬유화 진행 과정의 단 특히 기 간경

변증의 측  진단에는 어려움이 있다.
4
 

만성 바이러스간질환에서 간생검은 다수의 환자

에서 여 히 추천되고 객 이고 가장 요한 검

사이지만 침습  검사이기 때문에 0.5% 환자에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5-7 간생검은 충분

한 조직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실질 체를 

표하지 못하며 환자의 거부감과 비용 문제로 추

찰에 어려움이 있다.8,9 최근 간섬유화 평가를 

해 침습 인 간생검을 신하여 여러 가지 비침

습  진단법이 이용되고 있고, 새로운 검사법들이 

개발되고 있다.1,10,11 특히 여러 연구에서 청 표지

자를 이용하여 간섬유화  간경변을 측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복잡한 수식으로 인한 번거

로움으로 실제 임상에 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

다. 한 국외에서는 만성 C형간염 환자를 상으

로 비침습  진단법에 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

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만성 간질환에 한 보

고가 비교  은 편이다.10-14 

이에 자들은 만성 B형  C형간염 환자를 

상으로 임상에서 흔히 시행하는 일반 액검사나 

임상 소견을 이용한 간편한 비침습  진단법들만

으로 간섬유화의 진행 정도를 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단일 검사로 간섬유화를 평가하

는 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는 청 hyaluronic 

acid(HA)와 type IV collagen(IV형 콜라겐) 농도

와 비교하여 임상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상  방법

1. 상

2002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입원한 만성 간

질환 환자 327명  병력 청취, 신체검진, 말 액

검사, 청생화학검사, 청바이러스표지자검사, 복

부 음 검사  간생검을 통하여 만성 B형 혹은 

C형간염으로 진단된 225명의 환자들을 상으로 

연구를 시행하 다. 알코올간질환 37명,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28명, 자가면역간질환  독성간질환 

35명, 문맥로(portal tract)가 5개 미만으로 채취되

어 검체 양이 부족한9 2명은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2. 방법

1) 간생검  간섬유화의 분류

상군에서 간생검은 음  유도하에 경피 으

로 시행하 고, 검체는 포르말린으로 고정시키고 

라핀에 포매하여 5 mm 두께로 편한 후에 

hematoxylin-eosin염색과 Masson-trichrome염색

을 하 다. 조직 진단은 한 명의 병리과 문의에 

의해 독립 으로 시행되었다. 간섬유화의 단계는 

한병리학회 소화기병리연구회에서 제시한 간조

직 기술지침에 의거하여 섬유화가 없음(no fib-

rosis, F0), 문맥역 섬유화(portal fibrosis, F1), 문

맥주변부 섬유화(periportal fibrosis, F2), 섬유성 

격막(septal fibrosis, F3)  간경변증(cirrhosis, 

F4)의 단계로 나 어 기술하 고,15 F2-F4의 단계

를 의미 있는 섬유화, F3-F4의 단계를 범 한 

섬유화로 나 어 분석하 다. 

2) HA와 IV형 콜라겐의 측정

검사 날 밤부터 식 후, 간생검을 시행한 검

사 당일 아침에 액을 채취하 으며 HA(정상치; 

75 ng/mL 이하)는 hyaluronic acid plate 키트(Co

rgenix, Inc., Westminster, CO, USA)를 사용하여 

enzyme-linked binding protein assay법으로 측정

하 고, IV형 콜라겐 농도(정상치: 140 ng/mL 이

하)는 IV형 콜라겐 분자상의 다른 부 를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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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oninvasive simple fibrosis markers composed of routine clinical and laboratory parameters

Fibrosis test Calculation

AAR AST/ALT

CDS Platelet count (×10
9/L): >340=0; 280-339=1; 220-279=2; 160-219=3; 100-159=4; 40-99=5; <40=6

ALT/AST ratio: >1.7=0; 1.2-1.7=1; 0.6-1.19=2; <0.6=3

INR: <1.1=0; 1.1-1.4=1; >1.4=2

CDS is the sum of the above (possible value 0-11)

AP index Age (years): <30=0; 30-39=1; 40-49=2; 50-59=3; 60-69=4; ≥70=5

Platelet count (×10
9/L): ≥225=0; 200-224=1; 175-199=2; 150-174=3; 125-149=4; <125=5

AP index is the sum of the above (possible value 0-10)

APRI

Pohl score

{[AST/ULN]/platelet count [×10
9/L] }×100

Positive: AAR≥1 and PLT<150×109/L

AAR, AST/ALT ratio;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CDS, cirrhosis 

discriminant score;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AP index, age-platelet index; APRI, AST-to-platelet ratio 

index; ULN, upper limit of normal.

는 2종류의 단일클론성 항체(monoclonal antibod

y)를 이용한 Latex법( 나세, Fuji Chem, Ind. Lt

d., Tokyo, Japan)으로 측정하 다. 

3. 실험실 결과로 도출된 간섬유화의 비침습  진

단법

간생검을 시행하는 당일에 말 액검사, 액

응고검사  청생화학검사를 시행하 다. 이를 

이용하여 간섬유화의 비침습  진단법으로 이미 

알려진 간단한 다변수 측모델들, aspartate amin

otransferase(AST) to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ratio(AAR), cirrhosis discriminant score

(CDS), age-platelet index(AP index), AST- to-p

latelet ratio index(APRI)값을 계산하 다(표 1). 

한 Pohl score를 측정하 는데 AAR ≥1이고, 

소 치 <150×10
9
/L인 경우 양성으로 단하 다. 

AST의 정상 상한치(upper limit of normal, ULN)

는 40 IU/L 으며, ALT의 ULN은 남자는 45 IU/

L, 여자는 35 IU/L 다. 

4. 통계

검사에 따른 결과값들은 평균값±표 편차로 표

시하 고, 통계 분석은 Windows용 통계 로그램

인 SPSS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 으

로 유의하다고 정하 다. 섬유화의 정도와 각 변

수들 간의 상 계 분석은 Spearman 상 계수로 

표시하 으며, 간섬유화 정도를 측함에 있어 

청표지자들의 진단  유용성을 검증하기 하여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ROC) curve를 

이용하여 area under the ROC curve(AUROC)값

을 구하 으며, 각 표지자별로 임상에서 사용되는 

cut-off값을 설정하여 민감도와 특이도, 양성 측

도  음성 측도를 구하 다. 

결   과

1. 상 환자군의 임상 특성

총 225명의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39.4±13.6세

으며, 남자는 155명(68.9%), 여자는 70명(31.3%)

이었다. 말 액검사에서 색소 13.5±1.8(평균

±표 편차) g/dL, 소 치는 178±69×10
9
/L 고, 

청생화학검사에서 AST/ULN는 2.7±3.5, ALT/ 

ULN는 3.5±5.1이었다. 로트롬빈시간(prothrom-

bin time, PT)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INR)는 1.09±0.19 다. 상 환자군의 간섬유화

의 정도는 0단계 17명(7.6%), 1단계 40명(17.8%), 2

단계 61명(27.1%), 3단계 74명(32.9%), 4단계 33명

(13.7%)이었다. 비침습  간섬유화 진단법의 수치

는 AAR 1.24±1.14, CDS 4.88±2.00, AP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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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n= 

225)

Age, years 39.4±13.6

Male/Female, n 155 (68.9%)/ 

 70 (31.1%)

HBV/HCV/HBV+HCV, n 180 (80%)/ 

 43 (19.1%)/

  2 (0.9%)

Hemoglobin, g/dL 13.5±1.8

Platelet, ×10
9/L 178±69

AST/ULN 2.7±3.5

ALT/ULN 3.5±5.1

Prothrombin time (INR) 1.09±0.19

AAR 1.24±1.14

CDS 4.88±2.00

AP index 4.08±2.53

APRI 1.94±3.00

HA, ng/mL 145.7±295.8

Type IV collagen, ng/mL

Pohl score: positive, n

244.9±275.6

 47 (20.9%)

Length of liver biopsy specimen, mm 17±5

Degree of Fibrosis stage, n

F0  17 (7.6%)

F1  40 (17.8%)

F2  61 (27.1%)

F3  74 (32.9%)

F4  33 (13.7%)

Data represent mean±SD or number.

AAR, AST/ALT ratio; CDS, cirrhosis discriminant 

score; AP index, age-platelet index; APRI, AST- 

to-platelet ratio index; ULN, upper limit of normal; 

HA, hyaluronic acid.

Table 3. Correlation of routine laboratory parameters 

and noninvasive simple fibrosis markers with fibrosis 

stage

Degree of Fibrosis 

stage vs.

Bivariate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Hemoglobin -0.288 <0.001

Platelet -0.555 <0.001

AST/ULN 0.236 <0.001

ALT/ULN -0.053 0.431

Prothrombin time 

(INR)

0.456 <0.001

AAR 0.371 <0.001

CDS 0.612 <0.001

AP index 0.563 <0.001

APRI 0.420 <0.001

HA 0.514 <0.001

Type IV collagen 0.389 <0.001

AAR, AST/ALT ratio; CDS, cirrhosis discriminant 

score; AP index, age-platelet index; APRI, AST-to- 

platelet ratio index; ULN, upper limit of normal; HA, 

hyaluronic acid.

4.08±2.53, APRI 1.94±3.00이었고, 청 HA는 

145.7±295.8 ng/mL, 청 IV형 콜라겐은 244.9± 

275.6 ng/mL 으며, Pohl score 양성은 47명

(20.9%)이었다(표 2).

2. 비침습  청표지자와 간섬유화 단계의 

상 계

섬유화를 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인자

들과 간섬유화 단계와의 상 계 분석에서 의미 

있게 나타난 청표지자들을 bivariate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인 r값이 높은 순서

로 나열하면 CDS(r=0.612), AP index(r=0.563), 

소 치(r=-0.555), HA(r=0.514), PT INR(r=0.456), 

APRI(r=0.420), IV형 콜라겐(r=0.389), AAR(r=0.371), 

색소(r=-0.288), AST/ULN(r=0.236)이었다(P<0.01) 

(표 3).

3. 간섬유화 단계를 측함에 있어 비침습  

청표지자들의 AUROC값 

의미 있는 섬유화(≥F2)의 측에 한 AUROC 

값은 APRI가 0.822로 가장 높았고, CDS 0.776, 

소 치 0.773, AP index 0.756, AST/ULN 0.750, 

HA 0.749, PT INR 0.720, IV형 콜라겐 0.718, AAR 

0.642 순이었다(P<0.05). 범 한 섬유화(≥F3)의 

측에 한 AUROC값은 CDS가 0.835로 가장 높

았고, 소 치 0.795, AP index 0.794, PT INR 



The Korean Journal of Hepatology : Vol. 15. No. 4. 2009

- 458 -

Table 4. Comparison of AUCs of each noninvasive simple fibrosis markers for discriminating F0F1 versus 

F2F3F4 (significant fibrosis) and F0F1F2 versus F3F4 (extensive fibrosis)

F0F1 versus F2F3F4 F0F1F2 versus F3F4

AUC (95% CI) AUC (95% CI)

AST/ULN 0.750* (0.676-0.825) 0.595 (0.521-0.669)

platelet 0.773* (0.707-0.838) 0.795* (0.736-0.853)

INR 0.720* (0.649-0.791) 0.778* (0.717-0.838)

AAR 0.642* (0.561-0.723) 0.711* (0.644-0.778)

CDS 0.776* (0.711-0.840) 0.835* (0.782-0.887)

API 0.756* (0.690-0.822) 0.794* (0.736-0.853)

APRI 0.822* (0.758-0.885) 0.691* (0.623-0.759)

HA 0.749* (0.628-0.871) 0.766* (0.685-0.847)

Type IV collagen 0.718* (0.607-0.830) 0.697* (0.604-0.790)

*P<0.05 for testing the null hypothesis of AUC being equal to 0.5.

AAR, AST/ALT ratio; CDS, cirrhosis discriminant score; AP index, age-platelet index; APRI, AST-to-platelet 

ratio index; ULN, upper limit of normal; HA, hyaluronic acid; CI, confidence interval; AUC, area under the curve.

Figure 1. Score values of each non-invasive serum fibrosis marker according to fibrosis stage. The top and bottom of 

each box are the 25th and the 75th centiles. The line through the box is the median, and the error bars are the 5th and 
95th centiles.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Abbreviations: AAR, AST/ALT ratio; CDS, cirrhosis discriminant score; AP 

index, age-platelet index; APRI, AST-to-platelet ratio index; HA, hyaluronic acid.

0.778, HA 0.766, AAR 0.711, IV형 콜라겐 0.697, 

APRI 0.691 순이었고(P<0.05), AST/ULN은 통계

으로 의미를 보이지 않았다(표 4, 그림 1). 단 

소 치는 음의 상 계로 연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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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agnostic accuracies of noninvasive simple fibrosis markers according to different cut-offs for the 

diagnosis of significant (F2F3F4) or extensive (F3F4) fibrosis

Test Cut off %
Significant fibrosis (F2F3F4) Extensive fibrosis (F3F4)

Sn Sp PPV NPV Sn Sp PPV NPV

AAR ≥1 44.0 48.2 68.4 81.8 31.0 58.9 69.5 63.6 65.1

≥1.5 24.4 28.0 86.0 85.5 28.8 33.6 83.9 65.5 58.2

≥2 14.7 17.9 94.7 90.9 28.1 23.4 93.2 75.8 57.3

CDS ≥5 53.8 64.3 77.2 89.3 42.3 82.2 72.0 72.7 81.7

≥6 39.1 48.8 89.5 93.2 37.2 66.4 85.6 80.7 73.7

≥7 20.9 27.4 98.2 97.7 31.5 38.3 94.9 87.2 62.9

≥8 10.7 14.3 100 100 28.4 22.4 100 100 58.7

API ≥5 43.6 53.0 84.2 90.8 37.8 66.4 77.1 72.4 71.7

≥6 33.8 42.9 93.0 94.7 35.6 57.9 88.1 81.6 69.8

≥7 19.1 25.6 100 100 31.3 35.5 95.8 88.4 62.1

APRI >0.5 70.7 83.9 68.4 88.7 59.1 84.1 41.5 56.6 74.2

>1.0 49.8 61.9 86.0 92.9 43.4 65.4 64.4 62.5 67.3

>1.5 35.6 44.0 89.5 92.5 35.2 45.8 73.7 61.3 60.0

>2.0 28.0 33.9 89.5 90.5 31.5 37.4 80.5 63.5 58.6

Phol score* positive 20.9 26.8 96.5 95.7 30.9 36.4 93.2 83.0 61.8

HA >100 35.9 41.7 91.3 95.7 25.0 55.2 84.4 78.7 64.3

>150 22.9 25.9 91.3 93.3 20.8 35.8 90.6 80.0 57.4

Type IV collagen >150 54.0 60.8 77.3 92.5 29.8 70.8 64.4 68.7 66.7

>170 43.5 48.0 77.3 90.7 24.3 55.4 69.5 66.7 58.6

*Phol score positive: AAR ≥1 and platelet count <150×109/L.

Sn, sensitivity; Sp, specificity;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 AAR, AST/ALT 

ratio; CDS, cirrhosis discriminant score; AP index, age-platelet index; APRI, AST-to-platelet ratio index; ULN, 

upper limit of normal; HA, hyaluronic acid.

4. 간섬유화 단계를 측함에 있어 각종 비침습  

청표지자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 측도  

음성 측도

소 치, PT INR, AST/ULN, AAR, CDS, AP 

index, APRI, Phol score, HA, IV형 콜라겐의 간섬

유화 진행 단계에 한 측능력을 알아보기 해 

임상에서 사용되는 cut-off값을 설정하여 민감도, 

특이도, 양성 측도  음성 측도를 구하 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 다.

의미 있는 간섬유화 단계의 측 시 AUROC값

이 가장 높았던 APRI의 경우 그 값이 1과 1.5를 과

하는 환자는 225명의 상군  각각 112명(49.8%)

과 80명(35.6%)이었으며, cut-off값을 1로 하 을 

때 의미 있는 섬유화에 한 APRI의 측능은 민

감도 61.9%, 특이도 86.0%, 양성 측도 92.9%, 음

성 측도 43.4% 고, cut-off값을 1.5로 한 경우에

는 민감도 44.0%, 특이도 89.5%, 양성 측도 92.5%, 

음성 측도 35.2% 다. 한, 범 한 섬유화 단

계 측 시 AUC값이 가장 높았던 CDS의 경우 그 

값이 8을 과하는 환자는 225명의 상군  24명

(10.7%)이었고, cut-off값을 8로 하 을 때 범

한 섬유화 단계에 한 CDS의 측능은 민감도 

22.4%, 특이도 100%, 양성 측도 100%, 음성 측

도 58.9% 다. 한 APRI값이 1 이상이고 CDS 값

이 6 이상인 환자는 60명이었고, 상 환자 모두 

F2 이상이었고, 그  89.3%(53명/60명)는 F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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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섬유화를 보 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비침습  진단법 

에 가장 간단하면서 의미 있는 간섬유화를 진단하

는 데 AUC값이 높은 APRI와 간섬유화의 직  표

지자인 HA를 사용하여 복합인자를 구하 다. 

APRI가 1.5 이상이고, HA가 100 ng/mL 이상인 

경우 F2 이상의 간섬유화에 한 민감도, 특이도, 

양성 측도, 음성 측도는 각각 15.7%, 95.7%, 

94%, 19.5% 으며, APRI가 0.5 미만이고, HA가 

정상범 (<75 ng/mL)인 경우 F3 이상의 간섬유화

에 한 민감도, 특이도, 양성 측도, 음성 측도는 

각각 91%, 31.3%, 58.1%, 76.9% 다. 

고   찰

간섬유화는 정 인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처

럼 보이지만 섬유생성과 용해가 일어나는 끊임없

는 동 인 과정이고,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진

인 과정이지만 어도 간경변의 기 단계에서는 

가역 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9,16 

재 만성 바이러스간질환에서 섬유화의 정도를 

단하기 해 사용되는 간생검은 고정된 시 의 섬

유화를 반 할 수 있으나 반복 시행의 어려움 때문

에 추 찰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다

양한 비침습  청표지자들을 통해 간섬유화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표지자들은 간

생검을 체하거나 간생검과 함께 시행된 이후 치

료경과  섬유화의 진행 정도를 악하는 데 유용

할 수 있다.
9,17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서 섬유생성이 

일시 으로 단되었을 때 간생검에서는 심한 섬

유화 소견이 있지만 청표지자들이 거의 정상으

로 측정될 수도 있고, 반 로 섬유생성이 활동 으

로 일어날 때에는 간생검에서는 섬유화 소견이 없

지만 청표지자들이 상승될 수 있다는 에서 간

생검과 청표지자들을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

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만성 바이러스간질환에서 

일반 인 임상 정보와 액검사를 이용한 간단한 

청표지자들을 간조직의 섬유화 소견과 비교해서 

개개의 상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 고, 상 

청표지자들로는 간섬유화 측에 유용하다고 

리 알려져 있는 소 치, PT INR, AAR, CDS, 

AP index, APRI, Pohl score 등을 이용하 다.17-24 

일반 으로 간생검의 문제 과 한계  때문에 

간섬유화의 측에 있어서 비침습  청표지자들

의 AUROC값이 0.80 이상인 경우 임상 으로 유

용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9,17 

이번 연구에서도 의

미 있는 섬유화(≥F2)에 한 측 시 AUROC값

은 AST치와 소  수치로 구성된 APRI가 0.822

로 가장 높았고, 이는 만성 C형간염을 상으로 보

고된 AUROC값 0.80, 0.81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10,11 이와 같은 결과는 이번 연구의 타당성

을 간 으로 입증해 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범 한 섬유화(≥F3)의 측 시 AUC값은 소

치, ALT/AST 비, PT INR로 구성된 CDS가 0.835

로 가장 높았으며, APRI는 0.691로 상 으로 낮

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다른 비침습  청표지자

와 HA와 IV형 콜라겐은 통계  의미는 있었지만 

AUROC값이 0.8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보면, 비침습  청표지자를 이용

하여 섬유화의 진행단계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

는 APRI를 이용하여 비교  섬유화의 기 단계

인 의미 있는 섬유화를 측하고, CDS를 이용하여 

섬유성 격막(F3) 이상의 보다 진행된 간섬유화를 

측하는 방안, 즉 섬유화 단계별로 다른 측지표

를 용하는 략이 바람직하다. 만약 간생검을 시

행하지 않고 이런 결과를 임상에 용한다면 APRI

와 CDS를 한 환자에 각각 용하여 단하는 것

이 간섬유화 진행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간섬유화의 측지표를 각 항목별로 살펴 

보면, 소 치의 감소는 진행된 간질환을 의미하

지만 비장종 , 알코올이나 HCV 등에 의한 골수

억제, 소  증식인자의 감소, 자가면역반응에 의

해 향을 받게 되어 단독 사용에는 한계가 있다.17 

PT INR은 간의 합성능력을 반 하는 수치이지만 

부분 간경변이 진행된 경우에 증가하며, 섬유화 

단계를 측하는 인자로서는 단독 사용보다는 다

른 인자들과 함께 사용된다.17,21 이번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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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치  PT INR과 섬유화 단계 간의 상 계수

는 각각 r=-0.555, r=0.456을 보여 의미 있게 나타

났고, 의미 있는 섬유화 측 시 AUROC값이 각각 

0.773, 0.720, 범 한 섬유화를 측하는 경우 

0.795, 0.778로 비교  높은 측도를 보 지만, 다

른 다변수 측모델과 비교하 을 때는 상 으

로 낮게 측정되었다. AAR은 만성 바이러스간질환

에서 간섬유화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증가하며, 1 

이상인 경우 간섬유화의 청표지자로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18-20

 이번 조사에서는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이지는 않았다(각각 48.2%와 68.4%). 

CDS는 소 치와 AAR, PT INR로 구성되어 있

는 간섬유화 측모델로, 8 이상인 경우 간섬유화 

진단을 한 간생검의 필요성을 일 수 있다고 알

려져 있으며,21 이번 연구에서도 범 한 섬유화

를 측하는 데 100%의 높은 특이도와 양성 측도

를 보 다. AP index는 나이와 소 치로 구성되

어 있고, 만성 C형간염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

서 6 이상인 경우 범 한 간섬유화 측 시의 민

감도는 52%, 특이도는 93%로 보고되었고,22 이번 

연구에서도 민감도 57.9%, 특이도 88.1%로 유사하

게 나타났다. 

APRI는 AST와 소 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성 C형간염 환자에서 증 간섬유화와 간경변증

을 측하는 데에 우수함이 보고되었다.
23
 국내에

서도 만성 B형간염 환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

서 간조직의 섬유화 정도를 반 하는 청표지자

로서 AAR보다는 APRI가 더 우수하 다.
12
 한 

Pohl score 양성(AAR>1이고 소 치가 150×

103/mm3)인 경우 범 한 간섬유화를 측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양성 측도는 93.1%로 간생검을 

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24 이번 연구에서 

AST/ULN은 섬유화의 단계와 양의 상 계(r= 

0.236)를 보 고, 소 치는 역상 계(r=-0.555)

를 나타냈으며, APRI를 이용하 을 때 상 계를 

높일 수 있었다(r=0.520). 그리고 APRI는 의미 있

는 섬유화의 측인자로서는 AUROC값이 0.822로 

다른 청표지자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번 연구의 

경우 범 한 섬유화의 측인자로서 APRI의 

AUROC값은 0.691로 다른 표지자에 비해 낮았고, 

Pohl score도 양성 측도가 83.0%로 다른 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연구에서 

AST와 간섬유화의 상 계가 이 에 보고된 자

료보다(r=0.424)12 상 으로 낮았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r=0.236). 

이번 연구에서는 간섬유화 측을 한 단독 

청표지자로서 그 유용성이 입증되어 있는 HA와 

IV형 콜라겐을 앞서 기술한 청표지자  다변수

측모델들과 비교하 다. 만성 간질환에서는 활

성화된 간성상세포가 HA를 과잉생성하고 간의 동

양내피세포는 HA를 섭취하거나 분해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HA의 농도가 높게 측정되고, IV형 

콜라겐은 간세포의 염증이나 괴사 정도와 상 없

이 간섬유화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농도가 증

가한다.
13,14,17

 이번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간섬유화

나 범 한 간섬유화의 측 시 HA의 AUROC값

이 각각 0.749, 0.766으로 비교  우수하 으며, IV

형 콜라겐의 0.718, 0.697보다 약간 우월하 다. 그

러나 앞서 기술한 다른 청표지자  다변수 측

모델들과 비교하여 우월하지는 못하 다(표 4).

재까지 여러 연구에서 청표지자를 이용하여 

간섬유화를 측하고자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검

사 비용이 비싸거나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는 불편 

때문에 실제 임상에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

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흔히 시행하

는 액검사 결과를 간단한 수식을 통해 간섬유화

의 비침습  측에 이용하는 간섬유화 측모델

들을 이미 유용성이 입증된 HA와 IV형 콜라겐과 

비교하 으며, 그 결과 측능이 우월하거나 등

하 다. 하지만 이들 임상  검사실 소견 단독(

소 , PT INR)으로 간섬유화의 각 단계를 구분하

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한 단순한 조합(AAR, AP 

index, APRI)만으로 간섬유화를 정확히 측하기

에는 역시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이번 결과를 통해 연구자들은 비교  계산

이 간단하고 단독 검사로서 의미 있는 간섬유화 

측에 한 AUROC값이 높게 나타난 APRI와 간섬

유화의 직  표지자  AUC값이 높은 HA를 이용



The Korean Journal of Hepatology : Vol. 15. No. 4. 2009

- 462 -

하여 간생검의 필요성을 이기 한 비교  간단

한 복합 지표를 생각해 보았다.25 가령 APRI값이 

1.5 이상이고, HA가 100 ng/mL 이상인 경우 의미

있는 섬유화의 양성 측도는 94%로 높게 측정되

어 다수에서 간생검을 일 수가 있으며, APRI값

이 0.5 미만이고 HA가 정상범 (<75 ng/mL)일 때 

범 한 섬유화에 한 음성 측도는 76.9%로 측

정되어, 간생검의 필요성을 일 수 있음을 제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복합 지표들에 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 으로 만성 바이러스간질환에서 간섬유화

를 평가하는 데 일상  임상 소견  간단한 액

검사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기존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HA와 IV형 콜라겐 농도와 비교하여 

우월하거나 등하 다. 특히 APRI는 다른 인자

들에 비해 의미 있는 섬유화를 측하는 데 유용

하 고, CDS는 범 한 섬유화를 측하는 데 

유용하 다.

 

요   약

목 : 만성 바이러스간질환에서 병의 경과와 

후를 평가하고 치료반응을 측함에 있어 간섬유

화의 진단은 요하다. 최근 간섬유화 평가에 표

방법이지만 침습  간생검을 신하여 여러 가지 

비침습  진단법이 이용되고 있고, 한 새로운 검

사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자들은 만성 B형  C

형간염 환자를 상으로 임상에서 범 하게 흔

히 시행하는 액검사와 임상 소견을 이용한 아래

와 같은 진단법들만으로 간섬유화를 얼마나 정확

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단일 검사로 간

섬유화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는 

hyaluronic acid(HA)와 IV형 콜라겐 농도와 비교

하여 그 임상  유용성을 평가하 다. 상과 방법: 

2002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만성 바이러스간

질환으로 간생검을 시행받은 225명의 환자(HBV 

180명, HCV 43명, HBV+HCV 2명)를 상으로 분

석하 다. 간생검을 시행하는 날에 말 액검사, 

액응고검사, 청생화학검사를 시행하고,  HA, 

IV형 콜라겐 농도를 측정하 다. 간섬유화의 정도

는 F0(섬유화가 없음), F1(문맥역 섬유화), F2(문

맥주변부 섬유화), F3(섬유성 격막)  F4(간경변

증)의 4단계로 구분하 다. 상 환자를 F0-1, F2-4 

혹은 F0-2, F3-4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두 집단

을 구분하고자 할 때 AAR(AST/ALT ratio), API 

(age-platelet index), APRI(AST to platelet 

index), CDS(cirrhosis discriminant score), pla-

telet count, HA, IV형 콜라겐의 측능을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UROC)값을 이용하여 비교하 다. 결과: 상 

환자의 섬유화의 단계는 F0 집단은 17명, F1 집단은 

40명, F2 집단은 61명, F3 집단은 74명, F4 집단은 

33명이었다. 의미 있는 간섬유화를 F2 이상으로 

단할 때, 의미 있는 섬유화의 측에 한 AUROC

값은 APRI=0.822, CDS=0.776, platelet count= 

0.773, API=0.756, HA=0.749, IV형 콜라겐=0.718, 

AAR=0.642 순이었고, F3 이상의 범 한 섬유화 

측에 한 AUROC값은 CDS=0.835, platelet 

count=0.795, API=0.794, HA=0.766, AAR=0.711, 

IV형 콜라겐=0.697, APRI=0.691 순으로 찰되었

다. 결론: 만성 바이러스간질환에서 간섬유화를 평

가하는 데 임상 소견  액검사를 이용한 방법들

이 비침습  진단법  단독 검사로도 유용한 것으

로 알려져 있는  HA와 IV형 콜라겐 농도와 비

교하여 우월하거나 등하 다. 특히 APRI는 다른 

인자들에 비해 F2 이상의 의미 있는 섬유화를 

측하는 데 가장 유용하 고, CDS는 F3 이상의 

범 한 섬유화를 측하는 데 가장 유용하 다.

색인단어: 간섬유화, 만성 바이러스간질환, 비침습

 청표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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