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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군 관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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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veral studies have strongly linked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to metabolic syndrome
(MetS). In fact, NAFLD is now considered to be the hepatic representation of the metabolic syndrome.
Shift work and poor sleep quality may lead to an altered metabolic milieu, potentially triggering the
development of NAFLD. Diet may affect the development of NAFLD, and dietary alterations have been
suggested as a cornerstone for the management of NAFLD. However, epidemiological data on the
association between diet or nutrient composition and the development of NAFLD are limited. Previous
studies on this aspect were mainly conducted in Caucasian populations. Asian and Western diets differ in
energy-nutrient composition, fatty-acid composition, and main nutritional sources; therefore, the
implications would be limited if the Western-oriented study results were applied to Asian patients. We
aimed to identify the nutrient and food group intakes of a typical Asian diet and assess their effects on
NAFLD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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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변하여 배출되는데 인슐린저항성으로 발생된 고인슐린

론

혈증은 유리지방산의 β-oxidation을 억제시켜 배출이
비알코올성 지방간(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감소하므로 간 내 지질의 축적이 일어나게 된다. 다음

NAFLD)은 알코올 섭취와 무관하게 지방질 특히 중성

단계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섬유화(fibrosis)의 진행

지방이 간세포에 축적된 상태로 단순하게 지방질이 축

이다.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에 의해서 지

적된 단순 지방증(steatosis)과 염증반응이 동반된 지방

질과산화(lipid peroxidation)가 발생하고, 지방세포에

간염(non-alcoholic steatohepatitis, NASH)으로 분류

TNF-α, IL-6 등과 같은 염증 전구물질 및 호르몬 분

할 수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단순 지방증이나 NASH

비 등의 작용에 의해서 진행된다.
지방간은 단순 지방증으로 염증을 동반하지 않아 안정

를 비롯하여 이로 인해 발생된 간조직의 섬유화 및 연관
된 간경변증 등을 통칭하여 이른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적으로 유지되지만 약 20%에서는 인슐린 저항성 및 염

은 간 내 지방 침착을 보이지만 간세포 손상 및 섬유화

증성 사이토카인의 영향으로 지방 간염(non-alcoholic

의 소견은 없는 경우이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간 내

steatohepatitis, NASH)이 나타난다. NASH가 발생한

지방 침착을 보이면서 간세포 손상을 동반한 염증소견

다 해도 모두 섬유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1/3 정

이 있는 경우로 섬유화를 동반하기도 한다(KASL.

도에서 섬유화에 의한 간경변(cirrhosis)이 발생되며,

Guidelines for nafld 2013).

진행 중증도에 따라 10~20년에 걸쳐 간부전 또는 간

이러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은 서방국가에서
20~30%, 아시아에서 5~1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암(hepatocellular carcinoma, HCC)이 되기도 한다
(Yoichi et al 2013).

되고 있다.(Masarone et al, 2014)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와는 반대로 NAFLD의 결과로서 고인슐린혈증 및

도 비만 및 당뇨 등 각종 대사증후군의 발생 증가와 함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된다는 주장도 있다. 즉, 과도한

께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자를

식이지방 또는 칼로리 섭취로 혈중 유리지방산이 증

대상으로 하여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유병률이 16~

가되면, 간에 유리지방산 유입을 증가시켜 중성지방

3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Park et al, 2006;

으로 저장되며, 간에서 지방산 산화(oxidation)의 감소

Choi et al, 2009; Bae et al, 2010). 특히 비만, 당뇨병,

즉 공복 중 당신생(glucone- ogenesis) 등의 주요 에너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에게서 동반되

지원으로서 사용을 낮추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여러

는 경우가 많은데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중 67%가 비

기전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악화시킨다는

만, 47%가 중심성 비만, 57%가 내당능 장애, 17%에서

가설이다.

고혈압이 수반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아직까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

대사증후군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Chan

만 인슐린 저항성이 대사증후군과 비만, NAFLD를 연

et al, 2015).

결하는 고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대

현재 널리 인정되고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병태

사증후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에

생리학적 기전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단순한 지방축적

염증(imnflammation)이나 산화적 스트레스가 과정 마

(steatosis)으로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 지방대사의 항상

다 연관 되어 있는 등 유사한 측면이 있다. NHANES

성이 깨지면서 지방산과 중성지방에 간 내에 축적되어

Ⅲ(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지방증이 발생된다. 인슐린은 지방조직에서 지질분해를

Survey)의 연구에 의하면 대사증후군 환자는 정상군에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인슐린저항성이 생기면 지방조

비교해 유의하게 ALT수치가 높았다(Rector et al

직에서 지질분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양의 유리

2008)는 보고는 이러한 연관성을 뒷받침해 준다. 이외

지방산이 간으로 유입되게 된다. 간으로 유입된 유리지

에도 여성호르몬제나 스테이로드를 포함한 약제의 경우

방산은 β-oxidation 과정을 통해 중성지방이나 초저밀

도 지방간의 원인으로 언급(Grattagliano et al 2007)

도지단백 콜레스테롤(very low density lipoprotein)로

되고 있으나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은

- 72 -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서구에서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 간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 되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 역시 식습관과 생활양식의 변화가 비
만을 매개로 한 비알콜성 지방간의 빠른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2, Bruce & Byrn, 2009).
특히 교대근로자들은 생활습관이 일정하지 않으며 그
에 따른 식습관도 불규칙하여 많은 건강상의 문제에 노
출되어 있다. 본 자료에서는 교대근로자를 중심으로 대
사증후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NAFLD와 식이 관련
성을 분석하여 NAFLD 예방을 위한 식사지침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metabolic syndrome
(MetS) with suggested mechanisms linking
the MetS components(Bruce & Byrn, 2009).

Ⅱ. 교대 근무에서 대사증후군 및
NAFLD 관련성
교대 근무는 많은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용 관행
이다. 교대 근무는 둘 이상의 팀(shift)을 포함하는 작업
시간 배열의 넓은 범위를 지칭하며, 산업과 경제의 발전
과 함께 교대 근무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 국가에서 전 직원의 20
% 이상이 교대 노동자이고, 개발이 한창 진행되는 국가
들에서는 여전히 교대 근무자의 수가 상승하고 있다.
(Guo et al, 2015) 우리나라의 교대 근무 산업체와 근
로자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347개 업체
를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제조업체의 20%가량이
교대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근로자의 25%가량이 교
대 근무제에 종사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Park et al,
1994).
교대 근무는 인간의 일주기 리듬(circadian rhythm)
을 중단하여 많은 건강 결과의 위험 인자로 인식되고 있
으며(Hublin et al, 2011), 수면과 식이 패턴, 코어 체온,
<Fig. 1> Mechanisms of NASH: the two-hit mode
(Yoichi et al 2013).

뇌파의 활동, 호르몬 생산 및 다른 생물학적 활성 패턴
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일 주기성 리듬의 교란은 수
면 부족과 자율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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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림 3, Ruth E et al, 2015) 최근 교대 근무자를

은 효과들이 건강에 부정적인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음

대상으로 한 연구(Kim et al, 2013)를 보면 수면의 질

을 입증하였다(Ruth et al, 2015).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좋지 않은 근로자들에서 정상 수면시간에 비해 수면

분비되는 세로토닌은 낮 동안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

시간이 6시간 미만으로 짧은 사람은 12년 사후관리 기

르몬이다. 반대로 빛이 사라지고 나타나는 호르몬이

간에 걸쳐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23% 높았고, 불량한

바로 송과선(pineal gland)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수면의 질은 심근경색, 뇌졸중, 관상동맥질환과 관련이

(melatonin)이라는 호르몬이다.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체질량지수 증가, 인슐린 감수

(suprachiasmatic nucleus, SCN)에서 빛이 사라졌다

성 저하, 염증성 표지와 같은 독성발현을 시킬 수 있다

는 정보를 송과선에 전달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잠

는 연구도 있다(Meier-Ewert HK et al, 2004). 이렇듯

이 오게 된다(그림 6, Shaktipat Seerst 2016). 주야간

뇌의 시교차상핵

오랜 기간 동안 교대 근무를 지속한 근로자는 내 생의

교대근무로 인해 불규칙한 수면을 하거나 장거리 비행

circadian timing system 과 행동 사이클 사이에 만성

을 하게 되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정상적이지 못해 수면

적인 정렬 불량을 앓게 되고, 교대 근무자에 만연한 만

장애, 시차적응 실패, 우울증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

성적인 정렬 불량은 렙틴의 감소로 평균 동맥 혈압 증가,

다. 심지어 암 발생률이 더 높아진다는 의견도 있다. 또

포도당 및 인슐린의 증가 및 수면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한 최근 연구(Langin D et al, 2006)에서는 NAFLD

있다(Serge & Christophe, 2009). 렙틴은 지방조직에

의 병원균과 관련하여 TNF-α, IL-6 같이 수면장애로

서 분비하는 체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호르

강화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역할을 입증하였다. 이

몬이다. 따라서 렙틴이 뇌에 가게 되면 체지방률이 줄어

사이토카인이 지방세포에 포함되어있는 중성지방의 분

들면서 대사 효율은 높아져 체중이 서서히 줄어든다. 하

해를 증가 시키므로, 수면 박탈이나 장애는 말초 지방분

지만 렙틴에 결함이 생기면 극도의 비만상태가 되고 당

해 및 인슐린 신호체제 손상으로 생성된 유리지방산이

뇨병으로 이어지게 된다(그림 4, Jeffrey & Jeffrey,

간에 과다 축적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1998). 렙틴은 인슐린 분비 억제 기작에도 관여한다.

NAFLD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렙틴이 췌장 베타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렙틴 수용
체와 결합하면 TRPC(transient receptor potential
channel:TRPC) 칼슘채널의 활성이 증가하여 세포내
로 칼슘 유입을 촉진하고, 세포내 칼슘 증가는 CaMKK
β효소(calmodulin-dependent protein kinase kinasebsta, CaMKKβ)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AMPK
(adeno mono phosphate kinase, AMPK) 활성화로
이어져 KATP(ATP-sensitive potassium: KATP)
채널을 세포막으로 이동시키고, 이로 인해 KATP 채널
의 활성이 증가하여 세포막은 훨씬 음전압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인슐린 분비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그림 5,
Park et al, 2013). 또한 렙틴은 수면과도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하수체의 기능에 변화를

<Fig. 3> The human circadian rhythm regulates

주게 된다. 수면 부족은 수면패턴의 변화를 야기하고 멜

eating, sleeping, hormones, physiologic
processes, and coordinates metabolism
and energetics(Ruth E et al, 2015)

라토닌의 분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교대근무자는 밤시간 대 수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수면의 질이 비교대근로자에 비해 좋지 않다. 선행 연
구들에서도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불안과 내분비 장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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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NAFLD와 식이 관련성
지방간 질환은 BMI(body mass index)가 비교적 낮
은 아시아인에게서도 서양인만큼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
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NAFLD 유병율이 아시아인
들에게도 높게 나타나므로 내재된 원인 파악을 위해 다
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NAFLD를 유발하는 요인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닌 유전적 및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
으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데 환경적 요인 중 영양섭
취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더욱이 NAFLD가 비만이
나 과체중 및 인슐린 저항성을 보이는 이들에게서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식생활은 특히 밀접한 관
련이 있다(Ali et al. 2013). 이러한 관점에서 NAFLD
<Fig. 4> Leptin and the regulation of body weight
in mammals(Jeffrey & Jeffrey, 1998).

발생 증가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아시아와
서양의 식습관 차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식이 요인과
NAFLD의 진행과정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자료는 많
지 않으며, 이전의 연구는 주로 백인을 대상으로 고위험
군 NAFLD 환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NAFLD
위험인자로서 식이조사는 청량음료와 고기, 과당, 콜린
과 n-3 고도 불포화지방산 등과 같은 특정 종류의 식품
과 몇 가지 성분만을 평가하였다(그림 7, Wree et al.
2013). 선행 연구에 의하면, 고도불포화지방산 (PUFA)

<Fig. 5> Leptin promotes KATP channel trafficking
by AMPK signaling in pancreatic β-cells
(Park et al, 2013).

과 n-3계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내려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고, 지방
이 간에 쌓이는 것을 막아 NAFLD를 예방한다고 알려
져 있다. 아울러 식이섬유, 비타민,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NAFLD 예방과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식이요소와 비만,
인슐린 저항, 대사증후군과 NAFLD의 관련성이 크다는
점 외에도 식이요소와 NAFLD의 관련성을 언급 하였
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서양의 식이 요소 분석을 바탕으
로 하였다(Han et al. 2014).
한편, 아시아와 서양의 식생활은 지방산의 구성과 다
량 영양소의 구성 및 주 섭취 식품 종류가 다르다. 이러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서양을 위주로 한 연구 결과를 아
시아인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경

<Fig. 6> Pineal gland activation course(Shaktipat
Seerst. 2016).

제성장과 함께 전세계 1일 생활권의 영향으로 식생활이
서구화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독특한 식생활은 비교적 잘 유지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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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fluence of dietary factors and genetics in development of NAFLD (Wree et
al. 2013).

다. 우리나라의 식생활은 매끼의 식사를 통해 비교적

HEI)와 같은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식사의 질을 평가 한

고른 식품과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결과 탄수화물로부터 에너지 섭취 비율이 높게 나타났

때문에 NAFLD와 영양섭취의 관련성에 대해 선행연

다. 반면 우리나라(Han et al, 2014)의 연구결과는 중국

구와 같이 몇 가지 영양소나 식품만 고려할 것이 아니

이나 이란의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우리

라, 식생활 전체와 NAFLD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가

나라의 식이가 쌀밥을 주식으로 하고 있지만 탄수화물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영양소는 식사하는 동안 여

로부터 에너지 섭취비율이 높지 않다는 반증으로 생각

러 가지를 한꺼번에 소비하므로 상승효과를 발휘하게

할 수 있으며, 중국과 이란의 선행연구와 같은 식이품질

된다. 따라서 영양소 전체와 식품 섭취의 관계를 밝히는

평가를 따로 하지 않았으나 이들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것이 구성 요소간 상호작용을 고려하는데 보다 의미가

의 식이가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영양소 섭취에 따른 NAFLD 위험요인에 대한 우리

있고, NAFLD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와 식품 군

나라 Han 등(2014)의 연구결과에서 남성의 경우 비타

요소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비알콜성 지방간은 고지방 식이와 과도한 칼로리 섭

민 C, 비타민 K, 엽산, 오메가–3 지방산, 견과류 등의

취 등으로 유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gius

섭취율이 낮을수록 NAFLD 발병율과 관련성을 보였고,

L. 2013). 더불어 과량의 과당이 한꺼번에 간으로 유입

여성의 경우 비타민 K와 채소 섭취율이 높을수록

되면 미처 포도당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지방 성분으로

NAFLD의 위험요소를 감소시켜주는데 유익한 효과를

간에 쌓이게 되는데, 특히 흰 쌀밥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중국의 Chan 등(2015)의 연

아시아권의 나라들은 고탄수화물 섭취에 각별하게 신경

구결과에서는 채소류, 콩류, 과일, 말린 과일뿐만 아니라

써야한다. 2015년 개정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보

비타민 C의 섭취 증가는 지속적으로 NAFLD의 감소

면 총 당류 섭취량을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20%로 제

가능성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고, 이란의 Ali 등(2013)

한하였고, 식품의 조리 및 가공 시 사용하는 설탕, 액상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NAFDL군이 탄수화물과 지방섭

과당, 물엿, 당밀, 꿀, 시럽, 농축과일주스 등의 첨가당은

취율은 높고, 비타민 C, A, 셀레늄 같은 항산화물질 섭

총 에너지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제시 하였

취량이 적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서

다(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2015).

항산화물질의 섭취가 적은 NAFLD군에서 비만과 과체

중국(Chan et al, 2015)과 이란(Ali et al, 2013)의

중이 많았고,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적었다. 이들 외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각각 DQI-I(diet quality index-

에도 많은 논문들이 비만과 과체중에서 칼숨과 비타민

international: DQI-I) 및 HEI(healthy eating index:

D의 역할에 대해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타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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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비타민 C와

Ⅴ. 요약 및 결론

E는 NAFLD 환자에게 동시 처방할 경우 간섬유화와 염
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중재연구결과가 있다(Harrison
et al, 2003).

교대근무는 대사증후군과 강한 연관이 있고, 대사증
후군과 NAFLD는 유사한 병태생리학적 기전을 보인다.

항산화물질과 더불어 NAFLD군에서는 채소와 채소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의 질과 수면기간은 NAFLD 위

로 된 식품을 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근무자의

험율 상승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며, 질적으로 더 나은

식행동을 비교한 논문에서도(Pakk 2001, Shin 2012)

식사와 채소류, 콩류와 항산화물질의 높은 소비는

야간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에서 채소와 채소로 된 식

NAFLD의 감소 가능성과 연관이 있다. NAFLD는 주

품을 덜 먹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과

위 생활 환경이나 습관에 따라 질병의 발현에 차이가 날

일과 채소를 따로 구분하였는데 과일은 채소처럼 식이

수 있으며, 환경적 요인 중에 식습관은 매우 중요한 요

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지만 과당도 들어있다. 과

인이다. 그러나 식이에 관련된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고,

거 연구에서 과당은 소화할 때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
빨리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간에 축적되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NAFLD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과당이 들어있는 음료수가 NAFLD에 좋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 이다. 그러므로 과일은 과당때문에

특히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교대근무와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생각
할 때 질환의 예방적인 측면에서 교대근무자를 대상으
로 한 NAFLD의 식이관련 연구 노력이 필요하겠다.

채소만큼은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특정 식품이나 일부 영양소뿐만 아니라 각각의 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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