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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관절염과 동반된 비정형 베게너 육아종증 1예
Atypical Wegener’s Granulomatosis Accompanied with Rheumatoid Arthritis: A Case
Report
송수덕·김신규

Su Dok Song, M.D., Think-You Kim, M.D.
한양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Seoul, Korea

Wegener’s granulomatosis (WG) is highly correlated with cytoplasmic anti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ies (c-ANCA).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RA) rarely contract WG. Although several concurrent cases have been reported overseas, there are no known cases in Korea. Here we
report a unique case of RA with atypical WG testing positive for perinuclear ANCA (p-ANCA) and negative for anti-myeloperoxidase (MPO) antibodies. The 62-yr-old female patient presented with multiple joint pain and showed typical blood test results for RA, i.e., an elevated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and C-reactive protein concentration, and positive for rheumatoid factor and anti-cyclic citrullinated peptide antibodies. RA was
clear based on a total score of 10 when applying the classification criteria developed by the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European League
Against Rheumatism (2010). In an autoimmune target test, speckled and skeleton patterns were observed. In an ANCA test, p-ANCA was observed (titer, 1:2,560), and tests for anti-proteinase 3 (PR3) and anti-MPO antibodies were negative. After admission, multiple nodules were detected on a chest X-ray and a computed tomography scan. We suspected that she had rheumatic nodules or vasculitis and performed an open lung
biopsy. We detected necrotic granulomatous vasculitis, classified as WG, thus leading to WG diagnosis. In conclusion, WG was diagnosed in an RA
patient who was negative for c-ANCA (negative PR3) and positive for p-ANCA (negative anti-MPO), and this peculiar finding is likely to improve diagnosis in cases of RA with atypical 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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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는 혈관 주위의 육아종성 염증 소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2가
지 이상 해당할 경우 WG를 진단할 수 있다[3]. 또한 진단 기준에는

베게너 육아종증(Wegener’s granulomatosis, WG)은 전신의 육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항호중구세포질항체(antineutrophil cyto-

아종성 염증과 혈관염, 조직의 괴사를 특징으로 하는 원인불명의

plasmic antibodies, ANCA) 중 세포질(cytoplasmic) ANCA (c-

전신적 면역 질환이다. 주로 상기도 및 폐를 침범하나 다른 여러 장

ANCA)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표적항원

기도 침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2]. 1990년 미국 류마티스 학

은 주로 proteinase 3 (PR3)이다[4].

회의 WG의 분류범주는 1) 구강 내의 염증, 2) 비정상적인 흉부 방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RA) 환자에서 WG가 발생

사선 소견, 3) 혈뇨 또는 적혈구 원주, 4) 조직검사에서 혈관 내 또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해외에서는 몇 차례 보고된 적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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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된 사례가 없다. 또한 핵주위(perinuclear) ANCA (p-ANCA)가 양성이면서 항myeloperoxidase (MPO)
항체가 음성인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보고된 바 없다. 본 저자
들은 RA 환자에서 발생한 WG에서 p-ANCA가 양성이면서 항
MPO 항체가 음성으로 관찰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62세 여자환자가 조조강직(morning stiffness)을 동반한 다발성
관절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2004년 타 병원에서 R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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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받았으며 본원 내원 당시 손, 손목, 어깨, 무릎, 발목의 통증을

strate를 사용했을 경우에 IIF에서 ANCA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되

호소하였다. 2002년 고혈압, 2009년 당뇨병을 진단받았으며 이 외

는데 세포질이 고르게 염색되면서 핵엽사이 중심부에 형광이 강

에도 2008년 안면마비, 폐색전증의 과거력이 있었다. 혈액검사에

조되어 보이는 c-ANCA와 핵 주변을 따라 염색되는 p-ANCA로 구

서 적혈구 침강속도는 103 mm/hr로 증가되어 있었다. 면역검사에

분된다. c-ANCA의 주 표적 항원은 PR3, p-ANCA의 주 표적 항원

서 류마티스 인자는 590 IU/mL, 항cyclic citrullinated peptide

은 MPO로 알려져 있지만 그 외의 항원들도 표적항원이 될 수 있

(CCP) 항체는 232 U/mL로 고역가의 양성이었다. 면역혈청검사에

다[17]. p-ANCA는 항핵항체의 존재 시 위양성으로 판독될 수 있는

서 C반응단백질은 18.7 mg/dL 로 증가되어 있었다. 2010년 미국 류

데[18] 본 증례의 경우는 환자의 p-ANCA 역가는 1:2,560으로 고역

마티스 학회와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공동으로 정한 RA의 분류

가였던 반면 AIT 검사에서는 반점형, 골격형 두 형 모두에서 1:160

기준을 적용하면 1) 14개의 관절 침범(5점), 2) 고역가의 류마티스

의 역가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위양성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

인자와 항CCP 양성(3점), 3) 적혈구 침강속도 증가(1점), 4) 6주 이

로 생각된다. ELISA를 이용한 검사법은 IIF법과는 달리 특정 항체

상의 유병기간(1점)에 해당하여 총 10점으로 RA가 분명한 환자였

를 검출하며 항MPO 항체와 항PR3 항체를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다. Autoimmune target (AIT) 검사에서 반점형(speckled pattern)

IIF법과 ELISA법의 양성률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양상과 골격형(skeleton pattern)양상이 각각 1:160의 역가로 관찰

p-ANCA는 RA와 WG 두 질환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다. RA 환

되었고 ANCA 검사에서 p-ANCA가 1:2,560의 역가로 관찰되었다.

자에서는 IIF로 검사했을 때 약 16-52%의 환자에서 p-ANCA가 양

항PR3 항체와 항MPO 항체는 음성이었으며 소변 검사는 정상 소

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ELISA로 검사할 경우에는

견을 보였다. 입원 후 시행한 흉부 X선 검사와 흉부 컴퓨터 단층촬

약 3-32%까지 양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이때

영(Computed tomography, CT) 검사에서 다발성 결절이 발견되어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질환의 중증도나 신장침범과 연관이

가는바늘 흡인생검을 시행하였다. 가는바늘 흡인생검 결과 농양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20]. 또한 몇몇 연구에서는 p-ANCA가

소견이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으나 이후 시행한 흉부 CT 검사

RA의 조기 표지자로서의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20,21]. 한편

에서 크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류마티스 결절이나 혈관

WG에서는 c-ANCA가 특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p-ANCA도

염 의심하에 개방폐생검을 실시하였고 괴사성 육아종성 혈관염의

나타날 수 있으며 Hagen 등[22]은 IIF로 검사할 경우 처음 진단되

소견을 보여 WG로 진단(WG 분류 범주 중 2가지에 해당; 비정상적

는 WG 환자의 약 20%에서 p-ANCA가 나타나며 ELISA로 검사할

인 흉부 방사선 소견, 조직검사에서 혈관 내 또는 혈관 주위의 육

경우 역시 약 20%의 환자에서 항MPO 항체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아종성 염증 소견)을 하였다.

것으로 보고하였다.
1970년 이후부터 RA 환자에서 WG가 발생한 증례 중 영문으로

고 찰

보고된 증례는 총 12건이었고, 그 중에 ANCA 검사에 IIF와 ELISA
를 모두 검사한 경우는 8건이었다[5-13]. 검사 결과를 보면 c-

RA와 ANCA 관련 혈관염은 종종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ANCA(+)/항PR3(+) 환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p-ANCA(+)/항

있고[6] WG와 RA가 동반된 케이스도 몇 차례 보고된 바 있다[5-

MPO(-) 환자가 2명, c-ANCA(+)/항PR3(-) 환자가 1명이었다. 본 증

13]. RA와 WG가 유전적으로 유사성을 가진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례를 포함시킨다면 증례의 1/3의 검사결과가 p-ANCA는 양성이면

RA의 소인으로 생각되는 PTPN22 620W의 다형성(polymorphism)

서 항MPO 항체 음성이라고 볼 수 있었다. RA에서 발생한 WG의

이 ANCA 양성인 WG 환자에서도 유의하게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

증례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기

다[14].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 RA와 연관성을 보이는 cytotoxic T-

는 어렵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WG 환자에서 90% 가까이 c-ANCA

lymphocyte antigen (CTLA-4)의 유전적 다형성이 WG 환자에서도

가 양성으로 나온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였다[2].

발견되었다[15]. 이 외에도 WG 환자의 자녀들에서 RA의 발생률이

WG는 100,000명당 3명의 발생빈도를 보이는 드문 질환으로 본

높게 나타나는 결과도 보였는데[16] 상기 연구들을 통해 두 질환이

증례처럼 전형적인 상기도 침범을 보이지 않고 우연히 발견된 경우

유전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이를 통해 비슷한 발병 기전을 가질 수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WG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c-

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ANCA가 음성인 경우 더욱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ANCA는 주로 혈관염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검사로 사용되어

RA에서 발생한 WG 환자들을 비교한 결과 본 증례를 포함한 일부

왔다. ANCA를 검사할 때는 간접면역형광법(Indirect immunofluo-

환자들에서 c-ANCA 음성, p-ANCA 양성, 항 MPO항체 음성인 검

rescence, IIF)과 효소결합면역측정법(Enzyme linked immunosor-

사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RA 환자에서 WG가 의심되는 경우 c-

bent assay, ELISA)이 주로 사용된다. Ethanol fixed neutrophil sub-

ANCA가 음성이더라도 p-ANCA가 양성으로 나타나면서 항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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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가 음성으로 나타난다면 WG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증례는 RA 환자에서 발생한 WG에서 c-ANCA
음성, p-ANCA 양성, 항MPO 항체 음성으로 나타난 증례로 향후
WG의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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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et al. Autoantibodies against neutrophils and monocytes: tool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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