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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NASH) is commonly diagnosed using the semi-quantitative 

grading and staging system proposed by Brunt et al. in 1999. The Pathology Committee of the NASH 
established the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s (NAFLD) activity score (NAS) in 2005.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lucidat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NAS in Korean NAFLD patients. Methods: Fifty-six 

patients on whom sonography-guided liver biopsy for well-defined NAFLD was performed between 1999 and 
2007 were identified retrospectively. Two pathologists evaluated each biopsy sample. NAFLD was evaluated 
using both the grading system developed by Brunt et al. and the NAS. Each pathologist was blinded to the 

patients’ clinical data and scored independently. We evaluated the body mass index (BMI), liver enzymes, lipid 
profile, peripheral insulin resistance, leptin, insulin/c-peptide ratio, ferritin, and fasting blood glucose. Results: 
The patients were aged 32.1±12.5 years (mean±SD) and comprised 44 males (78.6%). Patients with different 

grades at the two grading systems had mild steatosis or ballooning changes with fibrosis, and 36.6% of them 
were borderline cases (NAS of 3 or 4). The interobserver agreement on diagnostic category was 0.748 
(P<0.001) for the NAS (using weighted κ statistics). Elevated fasting glucose, ALT, and triglyceride were 
associated with the NAS. Conclusions: The simple and reproducible NAS was found to be a useful pathologic 
grading system in Korean NAFLD patients. However, the proportion of borderline cases based on the NAS 
was high. The “wait and see” strategy is necessary for evaluating the long-term prognosis. (Korean J 

Hepatol 2010;16: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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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이하 지방간질환)이란 비만, 인

슐린 항성, 2형 당뇨병, 고 압, 고지 증 등이 포

함되는 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에서 나타

나는 간질환으로 말기 간질환의 원인 의 하나로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3
 지방간질환은 비교

 후가 좋은 단순 지방간, 진행된 형태의 비알

코올지방간염(non-alcoholic steatohepatitis, 이하 

NASH), 간경변증, 간세포암종을 모두 포함한다. 

지방간질환의 진단에 있어서 간조직검사는 매우 

요하며 조직검사를 통해서 지방간질환의 심한 

정도와 후를 단할 수 있다.
4-6
 NASH를 처음으

로 보고한 Ludwig 등이 NASH를 ‘알코올성 간질

환에서 보이는 병리학 인 특징을 보이지만 알코

올과 련이 없는 간질환’으로 정의한 것처럼 

NASH의 병리학 인 특징은 알코올성 간질환의 

특징과 유사하다.7 NASH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

는 조직학 인 특징들로 1) 거 수포성 지방 침윤

(macrovesicular steatosis), 2) 간소엽의 염증세포 

침윤(lobular inflammation), 3) 간세포의 풍선양 변

성(ballooning degeneration), 4) 정맥주   동주

 섬유화(perivenular and perisinusoidal fibrosis) 

등이 있고 그 외의 병변으로 말로리소체(Mallory 

body), 핵당원증(glycogen nuclei) 등이 있다. 이러

한 지방간질환의 조직학  등 과 치료 반응을 평

가하기 하여 여러 지표들이 개발되었다.8-10 1999

년 Matteoni 등은 질병의 후와 비례하는 조직학

 분류로 지방간염을 4군으로 나 어 기술하 고 

Type 3, 4가 NASH에 해당한다고 정의하 다.9 

Brunt 등은 지방변성, 소엽 내 염증, 문맥염증, 풍

선확장의 병리  소견을 심으로 염증 반응에 

한 등 을 제시하 고 이 분류 체계를 재까지 가장 

리 사용해 왔다.
8
 하지만 이 분류 체계는 NASH의 

진단을 해 개발되어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체를 포함할 수 없고 성인과 조직학 으로 차이

를 보이는 소아 지방간염 환자를 포함하지 못하

는 단 이 있었다. 이러한 여러 등  체계들의 한

계를 극복하고자 2002년부터 National Institute of 

Diabetes & Digestive & Kidney Diseases(NIDDK)의 

지원으로 다기  연구가 시행되었고 2005년 지방증, 

소엽 내 염증, 풍선확장 정도의 수를 합하여 지방

간염의 등 을 분류하는 객 인 지표인 NAFLD 

activity score(NAS)가 Kleiner 등에 의해 제안되

었다.
11 
비알코올지방간염의 진단기 은 아직도 확

립되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병리의사에 따라 다른 

등   수체계가 용되고 있다.12 본 연구에서

는 한국인의 NASH의 염증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제안된 NAS의 유용성과 임상지표

와의 계  이 에 사용되어왔던 Brunt 등에 의

해 제시된 등  체계와의 차이 을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1. 연구 상

 1999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임상 으로 

NASH로 진단받고 음  유도하 간조직검사를 

시행한 61명의 환자를 상으로 후향 으로 분석을 

시행하 다.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HBsAg) 양

성, C형간염바이러스(HCV) 항체 양성, 만성 알코

올 섭취자(최소 생검 시행 1년 내 주당 알코올 섭취

가 140 g 이상), 자가면역질환, 유 질환, 장기간 스

테로이드 투여 병력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 다. 

2. 방법

1) 신체계측  액검사

키, 체 , 허리둘 , 수축기와 이완기 압을 측정

하 고, 체 과 키는 킬로그램과 센티미터 단 로 

측정하 으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는 체 (kg)/키(m2)로 계산하 다. 12시간 식 후 

청에서 총 콜 스테롤과 성지방,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도 지단백 콜 스테롤을 확인하

고 C-reactive protein (CRP),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index (HOMA- 

IR), 공복 시 포도당, 아스 르테이트아미노 이효소 

(AST), 알라닌아미노 이효소(ALT), leptin, ferri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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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Definition Score

Steatosis

  Grade

Low- to medium-power evaluation of parenchymal involvement by steatosis

<5% 0

5～33% 1

>33～66% 2

>66% 3

Lobular inflammation Overall assessment of all inflammatory foci

No foci 0

<2 foci per 200x field 1

2-4 foci per 200x  field 2

>4 foci per 200x  field 3

Ballooning None 0

Few balloon cells 1

Many cells/prominent ballooning 2

NAS Not NASH 0～2

Borderline 3, 4

NASH 5～8

NAS=Sum of steatosis, lobular inflammation, and ballooning scores.

NAS, NAFLD activity score; NAFLD,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s; NASH,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Table 1. NAS (NAFLD activity score) definitions11

인슐린, C-peptide 등의 생화학  요소들을 분석하

다. 

2) 간조직검사

조직검사는 음  유도하에 18G gun(ACECUT; 

TSK laboratory, Japan)을 이용하여 표본오차를 

이기 하여 최소 1.5 cm 이상 길이의 5개의 문

맥을 포함한 간조직을 2개 이상 얻었다. 얻어진 조

직을 이용하여 hematoxylin-eosin(H-E), Masson’s 

trichrome 염색을 시행하 다. 1999년 Brunt 등이 

제안한 NASH의 병리학  소견은 괴사염증 활성

도(necroinflammatory activity, grading)  섬유

화와 련된 구조  이상(architectural alterations 

related to fibrosis, staging)을 등 화하여 병리학  

심화도를 정하는 기 으로 제시하 다.8 Grade를 

정하는 병리조직학  기 은 모두 10가지 항목으

로 1) microvesicular steatosis, 2) hepatocellular 

ballooning and disarray, 3) intra-acinar(lobular) 

inflammation, 4) portal tract inflammation, 5) 

Mallory’s hyaline, 6) acidophil bodies, 7) PAS-D 

Kupffer cells, 8) glycogenated nuclei, 9) lipogranuloma, 

10) hepatocellular iron 등이다. 이러한 기 을 이

용하여 2명의 병리의사가 환자의 정보와 과거 진

단을 알지 못한 채, NASH와 단순 지방침착으로 

분류하 다. 그 후 2005년 제안된 NAS 체계를 이

용하여 2명의 병리의사는 다음의 세 가지 기 으

로 재분류하 다.11 1) 지방증(0: 5%이내, 1: 5～33%, 

2: 33～66%, 3: 66% 이상의 간세포에 침윤이 찰

될 때), 2) 소엽 내 염증(0: No foci, 1: <2 foci per 

200x field, 2: 2～4 foci per 200x field, 3: >4 foci 

per 200x field), 3) 풍선확장(0: none, 1: few, 2: 

many cells/prominent ballooning). 세 가지 기 의 

수를 합산하여 5  이상일 경우 NASH로, 3  

미만일 경우 NASH가 아니라고 하 으며 3, 4 은 

borderline으로 하 다(표 1). 두 명의 병리의사가 

확인한 결과를 이용하여 분류의 일치와 재연성 등

을 분석하 다.

3) 통계 분석

모든 결과들은 평균±표 편차로 표시하 으며 

통계  분석은 Windows용 통계 로그램인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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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years  32.1±12.5

Male/Female, n 44/12

BMI, kg/m
2  28.2±4.7

Cholesterol, mg/dl 189.7±35.7

Triglycerides, mg/dl 183.6±86.0

AST, IU/L  83.1±60.6

ALT, IU/L 156.7±88.9

FBS, mg/dl 112.5±33.7

Insulin, microU/ml  27.2±16.4

C-peptide, ng/ml   4.1±2.8

HOMA-IR   3.5±1.8

Leptin, ng/ml   8.7±3.9

Ferritin, ng/ml 269.0±205.5

Data represent mean±SD or number.

BMI, body mass index;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FBS, fasting blood 

sugar;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index.

Table 3. Interobserver κ statistics for each factor on 

the NAS

Pathologist A versus B

κ P-value

Steatosis (0-3) 0.822 <0.001

Lobular inflammation (0-3) 0.572 0.002

Ballooning (0-2) 0.264 0.049

NAS (0-8) 0.748 <0.001

P-values were obtained by weighted kappa scores.

NAS, NAFLD activity score.

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56 patients

A. Pathologist A

Grading by Brunt et al.

NASH 

(n=45)     

Simple steatosis 

(n=11)

NASH 16 0

Borderline 23 1

Not NASH 6 10

B. Pathologist B

Grading by Brunt et al.

NASH 

(n=45)     

Simple steatosis 

(n=11)

NASH 23 0

Borderline 14 2

Not NASH 8 9

NAS, NAFLD activity score; NASH,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different 

grading systems as assessed by pathologists

용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학 으로 

유의하다고 정하 다. 두 분류 체계에 의한 지표

의 일치도는 kappa 분석을 이용하 다. 각 기  간

의 일치도는 kappa 값이 0.20 미만일 경우 poor, 

0.21～0.40이면 fair, 0.41～0.60이면 moderate, 0.61～

0.80은 substantial, 0.80 이상은 very good으로 분

류하 다. NAS의 정도와 각 임상변수들 간의 상

계 분석은 Spearman 상 계수로 표시하 다. 

NAS에 의해 NASH, borderline, non-NASH로 나

어 각 그룹들과 임상지표와의 연 성은 일원배

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결   과

1. 환자의 특성

총 61 의 환자가 포함되었고 이  검체가 

치 못한 5 의 환자를 제외한 56 의 환자들을 

상으로 분석을 시행하 다. 남자는 44 , 여자는 

12 로 남자가 더 많았고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32.1±12.5세 으며 평균 BMI는 28.2±4.7이었다. 

액검사에서는 AST 83.1±60.6 IU/L, ALT 156.7 

±88.9 IU/L, 공복 시 당 112.5±33.7 mg/dl, 성지

방 183.6±86.0 mg/dl, HOMA-IR 3.5±1.8이었다(표 2). 

2. NAS의 재연성

NAS의 유용성을 알아보기 해 2명의 병리의사 

간의 재연성(inter-observer relationship)을 분석

하기 하여 일치도를 kappa 분석으로 알아보았

다. 각각의 지표를 분석하 을 때 steatosis는 0.822 

(P<0.001), lobular inflammation은 0.572(P=0.002), 

ballooning은 0.264(P=0.049)로 kappa 값이 찰되

었다. 이들의 합인 NAS의 kappa 값은 0.748(P< 

0.001)로 의미 있는 일치율을 보 다(표 3).



이경훈 외 12인.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에서 NAS (NAFLD activity score)의 유용성 평가  임상  요소와의 상 성

- 33 -

A B C

Figure 1. Microscopy findings. (A) Moderate macrovesicular fatty changes with lobular inflammation and ballooning degeneration 

of hepatocytes (H&E stain, ×200). (B) Mild macrovesicular fatty changes without lobular inflammation (H&E stain, ×200). (C) 

Pericellular fibrosis is evident in this specimen (H&E stain, ×400).

Variables Coefficient P-value

BMI 0.091 0.381

FBS 0.253 0.037

Insulin 0.204 0.073

C-peptide 0.102 0.391

AST 0.200 0.152

ALT 0.340 0.028

HOMA-IR 0.031 0.753

ALP 0.102 0.408

TG 0.273 0.039

P-values were obtained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NAS, NAFLD activity score; BMI, body mass index; 

FBS, fasting blood sugar; AST, aspartate amino-

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index; ALP, alkaline phosphatase; TG, triglyceride.

Table 5. Correlation between routine laboratory 

parameters and the NAS

3. 두 분류 체계의 비교

56 의 지방간질환 환자에서 Brunt 등의 분류 체

계에 의하여 11 가 단순 지방간으로, 45 가 NASH

로 진단되었다. Kleiner 등의 NAS에 의한 분류 기

에 의해서는 A 병리의사의 경우 not NASH가 

16 , borderline이 24 , NASH로 16 로 진단하

다. B 병리의사의 경우 단순 지방간이 17 , 

borderline이 16 , 23 를 NASH로 진단하 다. 

Borderline으로 분류된 환자들을 분석해 보면 A 

병리학자의 경우 borderline 24   1 , B 병리학

자의 경우 16   2 가 단순 지방간으로 분류되

었고 나머지는 모두 NASH로 분류되었던 환자

다. A, B 병리학자가 NAS에 의해 NASH로 분류한 

환자들은 이  분류 체계에서도 모두 NASH로 분

류되었던 환자 다. NAS에 의해 not NASH로 분

류된 환자들  A 병리학자의 경우 16   6 가, 

B 병리학자의 경우 17   8 가 이  분류에 의

하면 NASH로 분류되었다(표 4). 이러한 환자들은 

조직학 으로 약간의 풍선양 변성이나 지방 침윤

과 섬유화가 동반되어 있어 NAS로는 not NASH

로 분류되지만 이  분류 체계로는 NASH로 분류

되었다. 그림 1-A는 형 인 NASH 환자의 조직 

소견이고 그림 1-B, C는 이  분류에 의해서 약간

의 지방 침윤만 찰되지만 섬유화가 찰되어 

NASH로 진단되었지만 A, B 병리학자에 의해서 

계산된 NAS score는 1 으로 not NASH로 분류

된 환자의 병리 사진이다(그림 1). 

4. 임상  연 성

NAS의 수치와 임상지표들과의 계를 알아보

기 하여 Pearson 상 분석을 시행해 보았다. 

NAS의 수가 높을수록 공복 시 당(P=0.253, P= 

0.037), ALT(P=0.340, P=0.028), 성지방(P=0.273, 

P=0.039)이 증가하는 양의 상 계가 있었다(표 5). 

NAS에 의해서 ‘not NASH’, ‘borderline’, ‘NASH’ 세 

그룹으로 나 어 여러 임상지표와의 상 계를 

ANOVA test로 분석하 을 때 통계학 으로 의미 

있는 상 계를 보이는 임상지표는 없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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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ble

Not NASH

(NAS 0-2)

Borderline

(NAS 3,4)

NASH

(NAS 5-8) P-value

BMI, kg/m2  27.9±2.7  30.4±3.3  28.7±3.8 0.48

FBS, mg/dl 113.5±35.7 107.9±37.5 117.6±41.0 0.55

Insulin, microU/ml  12.5±8.8  36.2±14.2  30.7±11.7 0.34

AST, IU/L  86.0±48.2  74.6±37.6  89.8±59.9 0.60

ALT, IU/L 145.9±82.6 160.0±77.6 161.1±103.3 0.75

Ferritin, ng/ml 189.7±94.5 269.8±201.6 344.1±277.3 0.10

TG, mg/dl 188.8±77.3 191.0±53.9 188.7±71.9 0.98

P-values were obtained by one-way ANOVA test. Data represent mean±SD

NAS, NAFLD activity score; NASH, nonalcoholic steatohepatitits; BMI, body mass index; FBS, fasting blood 

sugar;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TG, triglyceride

Table 6. Clinical and biochemical variables in different groups by NAS system 

고   찰

1980년 Ludwig 등에7 의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NASH는 우리나라에서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

하여 유병률이 차 증가하고 있다. NASH가 의심

되는 환자의 진단에 있어서 알코올 복용의 병력과 

간조직검사의 정확한 해석은 매우 요하다.13 우

리나라에 흔한 만성 B, C형간염의 경우와 그 외의 

알코올간염, 자가면역성 간질환, 약물에 의한 간질

환 등의 조직검사 소견에 한 발표들은 있었지만 

NASH에 한 보고는 충분하지 않았다.
14-17
 1999년 

Brunt 등이 NASH에서 보이는 지방증, 풍선변성, 

간소엽  문맥염증의 정도에 따른 등 과 섬유화 

 구조  리모델링의 정도에 따른 병기에 해 기

술하 다.8 하지만 Brunt의 분류 체계는 NASH에 

한 자세한 분류는 하고 있으나 단순 지방증과 같

은 질환에 한 구분은 뚜렷하지 않아 NAFLD를 

반 , 구체 으로 포함하지 못하는 단 을 가지

고 있었다. 이를 보안하기 하여 Kleiner 등에 의

해 2005년 새로운 수체계인 NAS가 제안되었

다.11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분류 체계의 유

용성과 용에 해서는 아직 체계 으로 조사된 

바 없다.
12 
본 연구에서 NAS는 특별한 추가 염색 

없이 찰이 가능하고 찰자 간의 일치도가 통계

학 으로 의미 있게 높아 한국인 NASH의 진단에 

있어서 간단하고 쉽게 용이 가능하고 찰자 간

의 재연성이 높으며 추 찰 시에 질환의 증도

를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직학  분류 방법

임을 알 수 있었다. 

2005년 Kleiner 등에 의해서 이미 유용성이 입증

된 NAS는 이 에 Brunt 등이 제시한 분류 체계를 

기본으로 만들어졌다. 실제로 NAS 수치와 진단을 

비교하 을 때 NAS에서 5  이상인 경우는 NASH 

진단이 일치하 고 NAS에서 3  이하인 경우는 

부분 NASH가 아니었다.11 이러한 NASH Clinical 

Research Network (CRN) 등  체계는 NASH의 병

리진단 자체보다는 NASH에 한 치료 후 병리 소

견 변화 측정에 도움이 되고 측정이 간단하며 통상

으로 사용하는 H-E 염색과 Masson’s trichrome 

염색 등으로 측정이 가능한 장 이 있어 재 보편

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13 본 연구에서도 두 병

리의사가 확인한 NAS에 의해 NASH로 진단받은 

환자들은 모두 이  분류 체계에서도 NASH로 분

류되어 미국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NASH 환자에서도 사용하기에 유용한 진단 지표

로 생각된다. 하지만 NAS에 의해서 단순 지방간

으로 진단받은 환자 일부가 이  분류 체계에서 

NASH로 진단되어 차이를 보 는데, 이러한 환자

들의 경우 약간의 지방 침윤, 소엽염증 혹은 풍선

양 변성과 함께 섬유화가 동반되어 있으면 NASH

로 진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으로 생

각된다. NAS 수 3, 4 인 borderline의 경우 CRN

의 연구에서 26%의 비율로 나왔으나,11 본 연구에

서는 36.6%(41/112)로 그 비율이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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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부분의 borderline 환자가 이 의 

분류 기 에 의해서는 NASH로 진단받았으며 이

러한 borderline 환자의 경우 앞으로 병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에 한 추가 연구  장기간 추 찰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runt 등은 NASH와 다른 만성 간질환이 동반

된다고 보고하고, 만성 C형간염의 10%, 원발성 담

즙성 간경변 환자의 22%에서 NASH가 동반된다

고 하 다. 이  만성 C형간염의 경우 HCV에 의

해서 지방 침착과 만성 소엽염증이 생기는지 혹은 

NASH와 만성 C형간염이 공존하는지에 한 논란

이 있었지만 NASH에서 발견되는 풍선변성, 말로

리소체 등은 만성 C형간염에서 잘 찰되지 않아, 

만성 C형간염은 NASH의 직 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은 

모두 B, C형간염 음성의 환자로 이러한 혼돈 인자

들을 배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보다 체계 인 조

직학  진단 방법이 정립된다면 다른 만성 간염이 

동반된 환자에서도 NASH의 동반 유무를 조직학

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NASH의 치료는 비만, 당뇨 등의 기  질환 치

료와 함께 인슐린 항성을 개선시키는 약제가 사

용될 수 있으며, 항산화제의 장기간 투여도 고려할 

수 있다.19-23 치료 후 NASH에 의한 간조직의 변화

는 어느 정도 호 될 수 있다. 드물게 조직 소견이 

완 히 호 되었다는 보고도 있지만, 다른 보고에

서는 치료 후 소엽염증은 소실되는 데 반해 문맥역 

부 의 염증은 오히려 증가하거나, 그 로 남아있

을 수 있다고 하 다.24,25 그러므로 임상 으로 

NASH 소견을 보이나 조직 소견에서 주변의 변화

에 비해 문맥역염증이 심한 경우는 치료에 의한 것

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10,23 단순 지방증의 경우는 

경과가 양호하지만, NASH의 경우는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NAS를 이용하여 조

직학 으로 NASH를 정확히 진단하고 질병의 심

한 정도를 평가하며 장기간 추 찰을 통한 자료

를 정리하여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를 감별하여 집

으로 치료한다면, NASH의 합병증 발생을 

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 으로 액에서 간기능검사는 간질환을 진

단하는 데 유용한 검사이지만, 간효소 수치와 간질

환의 정도는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이번 연구에서 NASH의 심한 정도와 생화학  지

표들과의 상 계를 알아본 결과, 공복 시 당, 

ALT, 성지방의 증가가 NAS와 상 계가 있었

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양의 상 계를 보 던 

alkaline phosphatase 등을 비롯한 여러 임상지표

들  NASH 환자 그룹에서 의미 있는 상 계를 

보이는 요소는 찰되지 않았다.
27 
간생검은 고정

된 시 의 간 상태를 반 할 수 있으나 반복 시행

의 어려움때문에 추 찰에 제한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여러 비침습  청표지

자들을 이용하여 NASH의 진단  활동 성과의 상

계를 평가하기 한 노력이 있었고, 당한 표

지자가 발견이 된다면 간생검을 체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AS와 각종 임

상지표와의 연 성을 살펴보았고 NAS가 증가할

수록 공복 시 당, ALT, 성지방이 증가하여 이

러한 수치들을 추 찰함으로써 질환의 활동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NASH군에서 통계학 으로 의미 있는 비침습  표

지자는 찰되지 않아 NASH의 분류에는 이러한 

비침습  요소들의 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으로, NAS는 한국인의 NASH에서 쉽게 

NASH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찰자 간의 일

치도가 높은 분류 체계이다. 이를 통해 이  분류 

체계와 차이를 보이는 환자들의 조직학  특징을 

살펴 보았다. 하지만 NAS에서 NASH나 단순 지

방간에 포함되지 않는 borderline군이 30% 이상

으로, 앞으로 borderline군에 한 장기간 추

찰과 연구를 통해 후와의 연 성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목 : NASH란 비만, 인슐린 항성, 2형 당뇨병, 

고 압, 고지 증 등이 포함되는 사증후군에서 나

타나는 간질환으로 진단에 있어서 알코올 섭취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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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간생검 조직검사가 매우 요하다. 그 동안 간생

검 조직검사의 진단에 있어서 1999년 Brunt 등이 제시

한 분류 체계를 사용해 왔는데, 2005년 NAS가 Kleiner 

등에 의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인 NASH 

환자에 하여 NAS의 유용성  임상지표와의 연

성에 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임상 으로 NASH로 진단

받고 음  유도하 간조직생검을 시행한 56 의 

환자를 상으로 분석을 시행하 다. 두 명의 병리

의사가 같은 조직을 서로 다른 각각의 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성지방을 포함한 청 지질

과 CRP, 허리둘 , 체질량지수, 수축기 압, 이완

기 압, HOMA-IR 같은 사증후군의 인자들과 

공복 시 포도당, leptin, ferritin, 인슐린, C-peptide 

비율 등의 생화학  요소들을 측정하 다. 결과: 환

자들의 평균 나이는 32.1±12.5세 으며 44명(78.6%)

이 남자 다. 두 분류 체계에서 차이를 보이는 환

자들은 약간의 지방 변성과 풍선양 변화와 섬유화

를 동반한 환자들이었다. NAS 3, 4 의 borderline

은 체 독   36.6% 다. 두 병리의사의 진단 

일치도는 카  값이 0.748(P<0.001)로 우수하 다. 

NAS가 높을수록 공복 시 당과 ALT, 성지방이 

증가되어 있었다. 결론: NAS는 한국인의 NASH 

진단에 있어서 간단하고 재연성이 좋은 분류 체계

이다.

색인단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NAS, 병리학  진

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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