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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크론병에서크론병에서크론병에서크론병에서 Anti-Sccharomyces cerevisiae antibody(ASCA)의의의의  
임상적임상적임상적임상적 유용성유용성유용성유용성 

 
크론병은 입으로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병변을 일으키며,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및 장막의 전층을 침범할 수 있고, 전형

적인 만성, 반복성 재연의 다양한 임상경과를 보이는 질환이다.  

크론병에서 anti-Saccharomyces cerevisiae antibody(ASCA)는 

50~80%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염증성 장질환중에

서 크론병의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ASCA 양성인 크론병이 소장을 침범하는 경향이 있고,  젊은 나이

에 증상이 발현되며, 협착형과 누공형의 질병행태와 연관성이 있다

는 보고도 있지만, 질병활성도, 수술력, 질병경과 등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ASCA 발현과 크론병의 경과 사이의 연관성

은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필자는 ASCA가 한국인의 크론병에서 임상증상, 크론병의 

활성도 및 경과와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1990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크론병으

로 진단받고 24개월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던 환자들로 ASCA

를 측정하였던 11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ASCA는 간접면

역형광법으로 검사하였다. 크론병은 비엔나 분류를 이용하여 분류

하였고, 임상 경과로는 임상 증상, 수술률, 입원율, 스테로이드 및 

면역억제제 사용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크론병의 활성도는 

Harvey-Bradshaw(HB) 지수를 이용하여 연간최고질병활성도, 연

간누적질병활성도, 연간질병부담지수를 구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크론병의 ASCA 양성률은 38.3%였다. 남녀비는 

ASCA 양성군에서 1.09:1 이었고, 음성군에서 1.37:1로 두 군사이

에 차이가 없었고, 평균 나이는 ASCA 양성군이(25.3세) ASCA 음

성군(29.7세)보다 낮았다(p =0.038). 비엔나 분류에 따른 40세 이

상(A2) 및 미만군(A1)의 차이가 양성군과 음성군에서는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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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A 양성군에서 협착형과 누공형의 빈도가 높았다(p=0.021). 병

변의 위치에서는 크론병이 회장말단보다 상부(L4)를 침범한 경우가 

ASCA 양성군에서 25.0%로 ASCA 음성군의 7.0%보다 높은 경향

을 보였다(p=0.052). 월별 HB 지수의 합을 진단 후 추적 관찰 기

간 동안 매년 평가 하였을 때 ASCA 양성군이 음성군보다 높았다

(p < 0.05). 임상 치료 경과에서 입원율은 양군사이에 차이가 없었

으나, 추적 기간 동안 입원 횟수는 양성군이 2.43회로 음성군의 

1.38회보다 많았다(p=0.003). 스테로이드 누적 사용률은 ASCA 양

성군과 음성군에서 각각 72.7%와 52.1%였고(p=0.028), 면역억제제 

사용률은 각각 45.5%와 23.9%로 ASCA 양성군에서 높았으나

(p=0.016), 수술률은 ASCA 양성군과 음성군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ASCA 양성인 크론병 환자는 ASCA 음성인 환자에 

비해 질병 활성도, 추적 관찰 기간 동안의 입원횟수와 스테로이드 

및 면역 억제제사용 빈도가 높았고, 더 중한 임상 경과를 보였다.  

 

핵심되는 말 : 크론병, Anti-Saccharomyces cerevisiae antibody(ASCA), 

비엔나 분류법, Harvey-Bradshaw 지수, 연간질병부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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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에서크론병에서크론병에서크론병에서 Anti-Sccharomyces cerevisiae 

antibody(ASCA)의의의의 임상적임상적임상적임상적 유용성유용성유용성유용성 
 

<지도 김김김김 원원원원 호호호호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김김김 병병병병 창창창창  

 

ⅠⅠⅠⅠ. 서서서서  론론론론 

 

크론병은 입으로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병변을 일으키며,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및 장막의 전층을 침범할 수 있고, 전형

적인 만성, 반복성 재연의 다양한 임상경과를 보이는 질환이다.1 하

지만 아직까지도 염증성 장질환의 병인 및 병태생리는 확실하게 정

립되어 있지 않으며, 유전적 소인, 음식물등의 환경적인 요인 및 비

특이적인 장관점막의 염증반응등이 복합적인 기전을 이루면서 발병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병태생리에서 식이 인자의 역할을 연구하던 중에 1980년대 말에 

제빵 또는 맥주 효모균의 세포벽에 있는 phosphopeptidomannans

에 대한 항체인 anti-Saccharomyces cerevisiae antibody(이하 

ASCA)가 크론병 환자에서 상승되어 있다고 Main 등에 의해서 처

음 발표되었다.2  

ASCA는 크론병 환자의 50~80%에서 발현되며, 염증성 장질환

중에서 크론병의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또한, ASCA 양성인 크론병이 소장을 침범하는 경향이 있고,  젊은 

나이에 증상이 발현되며, 협착형 또는 누공형과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4, 5  질병활성도, 수술력,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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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이 없다고 한다.3, 5, 6 그러나, ASCA 발현과 크론병의 임상 경과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필자는 ASCA가 한국인의 크론병에서 임상증상, 질병의 활

성도 및 임상 경과와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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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연연연연구구구구 대상대상대상대상 

 

1990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크론병으로 진단 받은 환자 중, 크론병으로 진단받고 최소한 24개

월이상 정기적인 추적이 가능하였던 환자로 ASCA를 측정하였던 

115명의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크론병크론병크론병크론병 진단진단진단진단 기준기준기준기준 

 

1976년 Lennard-Jones 등이 내시경소견, 임상양상, 병리소견 등에

서 궤양성 대장염과 구분되는 크론병의 특징 일곱 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 세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 혹은 상피세포성 육아종을 

보이면서 두 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크론병으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진단기준을 제시하였다.7 

그러나 동양에서는 염증성 장질환의 빈도와 종류가 서구와는 다

르고 크론병과 감별이 어려운 결핵성 장염 및 베체트 장염이 비교

적 흔하여 서구의 진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에 1996년 일본의 후생성 특정질환 난치성 염증성 장관장해 조사

연구반에서는 우선 종주성 궤양, 조약돌 점막상, 비건락성 상피세포 

육아종의 세가지 주 소견과, 종주성의 부정형 아프타성 궤양, 상부

와 하부 위장관을 침범하는 만성 부정형 궤양의 두 가지 부 소견을 

제시하고, 주 소견 중 하나가 있거나 육아종이 있으면서 부 소견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크론병으로 확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주 소견 중 비건락성 상피세포 육아종만 관찰되거나 또는 주 소견 

중 종주성 궤양이 있거나 조약돌 점막상이 관찰되지만 허혈성 장염

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크론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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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8 이 진단기준은 내시경검사 소견 및 조

직검사 소견만으로 구성되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크론병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일본과 유사한 우리나

라의 임상분포를 고려하여 서양의 진단방법보다 더욱 적합한 일본 

후생성의 진단기준을 이용하였다.   

 

3. 혈청혈청혈청혈청 ASCA 측정측정측정측정 

 

혈청 ASCA 양성 여부는 Saccharomyces cerevisiae 와 영장류의 장 

절편이 덮여 있는 BIOCHIP 슬라이드를 사용한 간접멱연형광법을 

이용하여 판정하였다(Euroimmun kit®, Germerny). 방법을 간단히 기

술하면 다음과 같다. 혈청은 1:100으로 인산염 완충 용액에 희석하

여 실온에서 30분 동안 배양하였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인산염 완

충 용액에 세척한 후에 형광물질이 붙은 염소의 항 인간 면역글로

블린에 실온에서 30분 동안 배양 한 후에 세척을 하였다. 그리고, 

절편을 폴리스티렌 판에 붙인후에 자외선을 사용하는 편광현미경

(Olympus Dx 50®)으로 관찰 하였다. 

ASCA 양성은 형광발색이 2+이상으로 발현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4. 임상경과임상경과임상경과임상경과 관찰관찰관찰관찰 

 

가가가가.  증상의증상의증상의증상의 평가평가평가평가 

 

본 연구에서는 크론병에서 가장 흔한 증상인 복통과 환자가 주

관적으로 호소하는 전신상태를 5단계로 등급화하여 환자가 내원

할 때마다 직접 기록하게 함으로써 임상경과의 평가를 객관화하

고 환자도 자신의 증상을 연속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 외 배변 횟수, 대변의 굳기, 체중감소, 식욕, 발열 등도 

환자가 직접 수치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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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비엔나비엔나비엔나비엔나 분류법에분류법에분류법에분류법에 따른따른따른따른 크론병크론병크론병크론병 구분구분구분구분 

 

크론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비엔나 분류법에 따라 나누었다.9 

1998년 제시된 이 방법은 크론병을 누공형과 비누공형으로 나누

는 Rome 분류법을 개선한 것으로, 크론병 진단 당시의 나이를 

40세 미만(A1)과 40세 이상(A2)으로 분류하고, 병변의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회장말단에 국한된 경우(L1), 대장만 침범한 경우

(L2), 회장말단과 대장을 침범한 경우(L3), 회장말단보다 상부를 

침범한 경우(L4)로 구분하고, 질병 행태에 따라 염증형(B1), 협착

형(B2), 누공형(B3)으로 나누어 각 아군별로 임상양상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단당시   및 임상 추적 관찰 중의 임

상증상과 이때 시행한 방사선, 내시경 소견 및 조직학적 소견을 

근거로 분류하였다.9 

 

다다다다.  질질질질병의병의병의병의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 

 

크론병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전신상태, 복통의 정

도, 묽은변의 횟수, 신체검사상 복부의 종괴 촉진 여부, 이밖에 

발열, 관절통, 홍채염, 결절성 홍반, 구내궤양 등 장관외 증상유무 

등을 근거로 크론병의 활성도를 비교적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Harvey-Bradshaw(이하 HB) 지수를 1개월 간격으로 평가하여 질병

의 활성도를 조사하였다.10 추적 관찰 기간 동안 HB 지수를 구하

여 매년 최고 HB 지수를 연간최고질병활성도로 정의 하였고, 매

년 추적 관찰기간 동안의 HB 지수 누적값을 연간누적질병활성도

로 정의하였다.11, 12 

한 달에 한번 조사된 Harvey-Bradshaw 지수 이외에 체중이 감

소하거나 스테로이드 혹은 면역억제제의 용량 증가나 새로운 약

제의 추가 등 치료의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었던 경우와 수술적 

방법이 필요한 경우를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월별로 점수를 부여

하였다. 관해 상태는 0점, 경증은 1점, 중등증은 2점, 중증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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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였으며 1년간의 합을 연간질병부담지수로 정의하여 평가

하였다.11, 12     

 

라라라라.  임상경과임상경과임상경과임상경과와와와와 ASCA에에에에 연관된연관된연관된연관된 임상임상임상임상 요소요소요소요소들들들들 

 

대상 환자의 의무기록을 중심으로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상적 변수를 조사하였다. 기본적인 사항으로써 성별, 크론병 진

단시 나이, 총 추적기간, 입원력, 수술력 등을 조사 하였고, 크론

병 발병시의 증상을 알아보았다. 진단시의 혈액 검사 소견으로는 

헤모글로빈치, 말초혈액 백혈구치, 적혈구 침강속도(ESR), C-

reactive protein (CRP) 등을 조사하였다. 방사선적 검사인 소장조영

술, 대장조영술, 복부전산화단층촬영 그리고 대장내시경검사 소견

을 종합하여 비엔나 분류법에 따른 아형을 나누어 보았다. 진단

시 사용된 약제의 종류와 스테로이드 및 면역억제제인 azathio-

prine, 6-MP의 사용 시점 그리고 크론병의 합병증 등을 조사하였

다. 

 

 

5. 자료자료자료자료 분석분석분석분석 및및및및 통계통계통계통계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개인용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 SPSS 

(Window release 11.0) Package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ASCA 발현에 따른 임상군 사이의 여러 가지 임상적 변수의 비교

는 카이 제곱 검정을 이용하였다. 또한, ASCA 발현에 따른 Harvey-

Bradshaw 지수를 이용한 연간 누적질병활성도, 연간 최고질병활성

도와 연간질병부담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하는데에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였으며, Kaplan-Meier 방법을 이용하여 ASCA 

발현이 시간에 따른 누적수술률,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의 누적

투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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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결결결결   과과과과 

 

 

1. 대상대상대상대상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임상적임상적임상적임상적 특성특성특성특성 

 

가가가가.  ASCA 발현에발현에발현에발현에 따른따른따른따른 평균평균평균평균 연령연령연령연령 및및및및 성별성별성별성별. 

 

총 115명의 대상자 중에 ASCA 양성군은 44(38.3%)명, 음성군

은 71(61.7%)명이었고, 진단시 평균 연령은 양성군과 음성군이 각

각 25.3±8.2세와 29.7±12.2세 였으며, 남녀 성비는 ASCA 발현에 

관계없이 차이가 없었다(표 1).  

 

표 1.  크론병에서 ASCA 발현율과 진단 연령 및 성비. 

Clinical factors   ASCA(+)  ASCA(-) p-value 

Patient No.(%) 44 (38.3%) 71 (61.7%)  

Age 25.3 (±8.2) 29.7 (±12.2) 0.036 

Sex 1.09 :  1 1.37 :  1 NS 

Male 24 (54.5%) 41 (57.7%)  

Female 22 (45.5%) 30 (42.3%)  

  

 

나나나나.  ASCA 발현에발현에발현에발현에 따른따른따른따른 크론병의크론병의크론병의크론병의 임상임상임상임상 증상증상증상증상 비교비교비교비교 

 

ASCA 발현에 따른 크론병의 진단 당시 증상을 비교 하였을 

때 두군 모두에서 복통이 가장 흔한 증상 이었고, 다음으로 설사, 

체중 감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양군 모두 진단 당시의 임상 증상

에서는 차이는 없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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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SCA 발현에 따른 크론병 진단 당시 임상 증상.  

 ASCA(+)   ASCA(-)  
임상 증상 

 (n=44)  (n=71) 
p-value 

 복통 41 (93.2%) 56 (78.9%) NS 

 설사 27 (61.4%) 51 (71.8%) NS 

 혈변 8 (18.2%) 20 (28.2%) NS 

 체중감소 22 (50.0%) 38 (53.5%) NS 

 전신무력감 2 (4.5%) 8 (11.3%) NS 

 고열 2 (4.5%) 7 (9.9%) NS 

 누공 증상 2 (4.5%) 3 (4.2%) NS 

 장관외 증상 4 (9.1%) 5 (7.0%) NS 

 항문 증상 12 (27.3%) 13 (18.3%) NS 

 

 

다다다다.  ASCA 발현에발현에발현에발현에 따른따른따른따른 크론병크론병크론병크론병 진단진단진단진단 당시당시당시당시 검사실검사실검사실검사실 소견소견소견소견 

 

진단시의 검사실 소견으로 헤모글로빈치 및 말초혈액 백혈구 

수치, CRP 및 ESR을 분석하였다. 헤모글로빈 12g/dl 미만을 빈혈

로 정의하였고, 말초혈액 백혈구 수가 11,000/mm3 이상을 백혈구 

증가증으로 정하였다. ESR은 남자에서 10mm/hr 이상, 여자에서 

20mm/hr 이상을 상승으로 정하였고, CRP는 0.8mg/dl 이상을 양성

으로 판정하였다. ASCA 발현에 따른 양군의 검사실 소견은 통계

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표 3). 

 

표 3.  ASCA 발현에 따른 크론병 진단 당시 검사실 소견. 

ASCA(+) ASCA(-) 
검사 소견 

(n=44) (n=71) 
p-value 

 빈혈 23 (54.8%) 36 (51.4%) NS 

 백혈구 증가증 10 (23.8%) 11 (15.7%) NS 

 ESR 상승 30 (75.0%) 43 (70.5%) NS 

 CRP 양성 24 (63.2%) 31 (64.6%)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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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ASCA 발현과발현과발현과발현과 비엔나비엔나비엔나비엔나 분류법에분류법에분류법에분류법에 따른따른따른따른 크론병의크론병의크론병의크론병의 아형아형아형아형 

 

ASCA 발현과 비엔나 분류법에 따라 크론병을 분류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진단 당시 나이가 40세 미만(A1)인 군과 40세 

이상(A2)인 순서로 나누었을 때  ASCA 양성군은 93.2%, 6.3% 이

었고, 음성군은 83.1%, 16.9% 이었다. 두 군사이에서 통계학적으

로 차이가 없었다. 위치에 따라 크론병을 회장말단에 국한된 경

우(L1), 대장만 침범한 경우(L2), 회장말단과 대장을 침범한 경우

(L3), 회장말단보다 상부를 침범한 경우(L4)로 나누었을 때 

ASCA 양성과 음성군 사이에서 분포 비율은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양성군에서 회장말단부보다 상부(L4)를 침범한 

경우가 음성군보다 높은 경향이었고, 대장만 침범한 경우(L2)는 

음성군에서 양성군보다 높은 경향이었다. 질병 행태별로 크론병

을 염증형(B1), 협착형(B2), 누공형(B3)으로 나누어 ASCA 양성군

과 음성군을 비교하였을 때 양성군에서 협착형과 누공형의 빈도

가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질병의 

중한 경과를 나타내는 협착형(B2)과 누공형(B3)을 합하여 비교하

였을 때에 양성군은 33명(75.0%), 음성군은 38명(53.5%)으로 양성

군이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p = 0.021)(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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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ASCA 발현과 비엔나 분류법에 따른 크론병 환자 분류.  

ASCA(+)  ASCA(-)  Vienna 

classification (n=44) (n=71) 

p-

value 

 Age A1 41 (93.2%) 59 (83.1%) NS 

  A2 3 (6.8%) 12 (16.9%)  

 Behavior B1 11 (25.0%) 33 (46.5%) NS 

  B2 15 (34.1%) 20 (28.2%)  

  B3 18 (40.9%) 18 (25.4%)  

 Location L1 8 (18.2%) 16 (22.5%) NS 

  L2 3 (6.8%) 9 (12.7%)  

  L3 22 (50.0%) 41 (57.7%)  

  L4 11 (25.0%) 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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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경과임상경과임상경과임상경과 

 

가가가가. . . . 연간최고질병활성도의연간최고질병활성도의연간최고질병활성도의연간최고질병활성도의    변화변화변화변화    비교비교비교비교    

 

Harvey-Bradshaw 지수를 이용하여 질병활성도를 매월 평가하였

으며, 1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연간최고질병활성도로 정의 하였

다.11, 12 ASCA 발현에 따라서 연간최고질병활성도를 첫해부터 추

적 관찰 기간 동안 분석하였을 때에 양성군에서 음성군보다 높은 

활성도를 나타내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기간은 추적 관

찰 3년부터 5년까지 이었다(그림 1).   

 

 
 

그림 1. 크론병 진단후 ASCA 발현에 따른 연간최고질병활성도의  

    변화. 진단받은 후 3년에서 5년사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ASCA 양성군이 음성군보다 연간최고질병활성도가 높

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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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연간누적질병활성도의연간누적질병활성도의연간누적질병활성도의연간누적질병활성도의 변화변화변화변화 비교비교비교비교        

    

Harvey-Bradshaw 지수를 이용하여 질병활성도를 매월 평가하였

으며, 매월 지수를 12개월의 총합을 연간누적질병활성도로 정의 

하였다.11, 12 진단 후 추적 관찰기간 동안에 ASCA 양성군이 음성

군에 비해서 높은 누적질병활성도를 보였다. 그러나, 관찰 2년, 6

년에서 두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고, 다른 기간 동

안은 유의하게 ASCA 양성군이 음선군보다 누적질병활성도가 높

았다(그림 2).  

    
그림 2. 크론병 진단후 ASCA 발현에 따른 연간누적질병활성도의     

변화. 추적 관찰기간 1년과 3년, 4년, 5년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ASCA 양성군이 음성군보다 연간누적질병활성도

가 높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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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연간질병부담지수의연간질병부담지수의연간질병부담지수의연간질병부담지수의 변화변화변화변화 비교비교비교비교 

 

연간질병부담지수(Annual disease burden index)는 한달 간격으로 

측정한 Harvey-Bradshaw 지수 이외에 체중이 감소하거나 스테로

이드 혹은 면역억제제의 용량 증가나 새로운 약제의 추가 등 치

료의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었던 경우와 수술적 방법이 필요한 

경우를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월별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관해 상

태는 0점, 경증은 1점, 중등증은 2점, 중증은 3점으로 하였으며 

12개월간의 합을 연간질병부담지수로 정의하였다.11, 12 

ASCA 발현에 따라서 연간질병부담지수를 비교 분석하였고,  

ASCA 양성군에서 음성군에 비해 추적 관찰 기간 동안에 높은 

질병부담지수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적 관찰 2년과 6년에서 

연간질병부담지수는 두군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그

림 3). 

 

 

  그림 3. 크론병 진단후 ASCA 발현에 따른 연간질병부담지수의 

변화. 추적 관찰 기간 1년과 3년, 4년, 5년에서 ASCA 양성

군이 음성군에 비해 연간질병부담지수가 높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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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ASCA 발현에발현에발현에발현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스테로이드스테로이드스테로이드스테로이드    및및및및    면역억제제면역억제제면역억제제면역억제제    투여투여투여투여 

 

크론병으로 진단 받을 당시에 스테로이드가 투약된 환자는 

ASCA 양성군에서 15명(34.1%), 음성군에서 19명(26.8%)으로 두군 

사이에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임상경과 중 한 번 이

상 증상 조절을 위해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환자는 ASCA 양성군

에서 72.7%(n=32), 음성군에서 52.1%(n=37)로 양성군에서 높게 나

타났다(p=0.028). 또한, 면역억제제 사용률은 ASCA 양성군 45.5%, 

음성군에서 23.9%로 양성군에서 높았다(p=0.016). Kaplan-Meier 방

법을 이용하여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의 누적투여율을 구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 받고 1년이 경과되는 동안 스테로이드를 

한 번 이상 복용할 확률은 ASCA 양성군이 59.1%, 음성군이 

40.8%였으며, 5년 동안에는 양성군이 79.1%, 음성군이 62.2%로 나

타났으며(그림4), 면역억제제의 누적복용률은  진단 1년 후 양성

군이 13.7%, 음성군이 7.0%였으며, 5년 동안 투여될 확률은 양성

군과 음성군에서 각각 57.9%, 34.4%로 나타났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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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크론병 환자에서 ASCA 발현에 따른 스테로이드 누적투

여율. ASCA 양성군과 음성군 순서로 스테로이드 누적투

여율은 1년에 59.1%, 40.8%이었고, 5년에 79.1%, 62.2% 이

었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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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크론병 환자에서 ASCA 발현에 따른 면역억제제 누적투

여율. ASCA 양성군과 음성군 순서로 면역억제제 누적투

여율은 1년에 13.7%, 7.0% 이었고, 5년에 57.9%, 34.4% 이

었다(p < 0.05). 



 19 

마마마마....  ASCA 발현과발현과발현과발현과 크론병의크론병의크론병의크론병의 임상경과에임상경과에임상경과에임상경과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입원입원입원입원율율율율 

 

진단당시 입원이 필요하였던 환자는 ASCA 양성군이 27명

(61.4%)이고, 음성군이 27명(38.0%)으로 양성군에서 많았다. 이후 

추적관찰기간동안 한번이라도 입원을 하였던 환자는 양성군이 34

명(77.3%), 음성군이 53명(74.6%)으로 두군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추적관찰 기간 중 총 입원 횟수를 비교하였을 때에는 양

성군이 2.43회, 음성군이 1.38회로 양성군의 입원 빈도가 높았다

(표 5).  

 

표 5.  ASCA 발현에 따른 입원율 

ASCA(+) ASCA(-)  

(n=44) (n=71) 

p-

value 

 진단시 입원율  27 (61.4%)  27 (38.0%) 0.015 

 추적기간동안 입원율  34 (77.3%)  53 (74.6%) NS 

 추적기간동안 입원 횟수 2.43  1.38  0.003 

 

     

바바바바.  ASCA 발현과발현과발현과발현과 크론병의크론병의크론병의크론병의 임상경과에임상경과에임상경과에임상경과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수술률수술률수술률수술률 

 

ASCA 발현에 따른 추적 기간 동안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양

성군에서 23(52.3%)명, 음성군에서 21(44.7%)명으로 두군 사이에 

수술률은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 수술을 받게된 적응증으로

는 양성군에서는 복강내 농양이 8(34.8%)명, 장폐쇄가 6명(26.1%)

와 장 누공, 천공순이었고, 음성군에서는 장폐쇄가 8(30.8%)명, 장 

천공이 6(23.1%)명, 장 누공이 5(19.2%)명 순이었으며, 두군 사이

에 수술 적응증은 차이가 없었다(표 6). 크론병으로 진단받고 1년

이내에 수술을 받을 확률은 ASCA 양성군이 33.4%, 음성군이 

19.9%였으며 5년간 누적수술률은 양성군에서 47.1%, 음성군에서 

34.7%로 두 군사이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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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 ASCA 발현에 따른 수술 적응증 

Total Op. Num.(%) ASCA(+) ASCA(-)  

(n=49) (n=23) (n=26) 

P-

value 

Obstruction 14 (28.6%) 6 (26.1%) 8 (30.8%) NS 

Fistula 10 (20.4%) 5 (21.7%) 5 (19.2%) NS 

Perforation 9 (18.4%) 3 (13.0%) 6 (23.1%) NS 

Abscess 12 (24.5%) 8 (34.8%) 4 (15.4%) NS 

Appendicitis 3 (6.1%) 1 (4.3%) 2 (7.7%) NS 

Intractability 1 (2.0%) 0 (0.0%) 1 (3.8%) NS 

 

 

 

그림 6.  크론병 환자에서 ASCA 발현에 따른 누적수술률. ASCA 양

성군과 음성군에서 누적수술률은 차이가 없었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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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ⅣⅣⅣ. 고고고고   찰찰찰찰 

 

크론병은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이는 질환이며,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진단을 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진단이 어

려운 경우와 침습적인 검사를 하기 어려운 환자에서 혈청학적 인자

를 측정하는 것이 진단 및 질병의 다양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한 혈청학적 인자중에서도 크론병의 병

인 및 병태생리중에서 환경적인 원인을 찾던 중에 알려진 ASCA의 

발현이 여러가지 임상적인 요소 및 경과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알려져 왔다.  

ASCA 발현율은 적게는 Koutroubakis 등13 의 39%로부터, Quinton 

등14 의 61%까지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8.3%로 다

른 연구들에 비해서 다소 낮은 발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감수성이 ELISA 검사보다 떨어지는 간접면역형광법을 

사용하여 ASCA 발현을 측정한 것이 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ASCA의 진단 특이성을 높이기 위해서 형광발색

이 2+ 이상을 양성으로 정하여 낮은 발현율을 보였을 가능성도 고

려해볼 수 있겠다. 국내 보고에 의하면, 김병관 등15 은 49.4% 

(n=85), 김정은 등16 은 71%(n=17), 또한, 김유선 등17 은 66%(n=54)

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이에는 cut-off value, 총 인원수 차이 및 

환자 연령 분포등이 영향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김정은 등이 보

고한 환자들은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ASCA는 젊은 

연령에서 발현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연령인자가 발현율

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4, 5, 17- 20   

본 연구에서 ASCA 발현은 진단시 평균 연령이 음성군에 비해서 

양성군에서 25.3세로 낮았다. Valsiliauskas 등에 의하면 크론병에서 

ASCA 양성률은 13세 미만군에서 73%였고, 13세에서 40세까지군에

서 59%였으며, 40세 초과군에서는 29%로 낮은 연령에서 발현율이 

높았다.4 다른 연구에서도 ASCA 발현율은 낮은 진단 당시 연령및 

발병 연령에서 높다고 보고하였다.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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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에서 진단 당시 나이를 비엔나 분류에 따라서 40세 미만

(A1)군과 40세 이상(A2)군으로 나누었을 때 ASCA 양성군이 각각 

93.2%, 83.1%이었고, 두 군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이는 크론병의 진

단 당시 나이가 주로 15세에서 30세사이에 분포 되어 있어,21 비엔

나 분류에 따라서 40세를 기준으로 분류한 두 군에서는 차이가 없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ASCA 발현과 연관성이 높은 임상적인 요소들은 젊

은 연령과 협착형과 누공형의 질병 행태등이 있었다. 그러나, ASCA 

발현과 진단 당시 임상 증상및 염증의 정도를 반영하는 검사실 소

견들은 본 연구에서 차이가 없었다. 

질병 형태를 비엔나 분류에 따라서 염증형(B1), 협착형(B2), 누공

형(B3)으로 나누었을 때 ASCA 양성군은 각각 25.0%(n=11), 34.1% 

(n=15), 40.9%(n=18)의 분포를 보였고, 음성군은 각각 46.5%(n=33), 

28.2%(n=20), 25.4%(n=18)의 분포를 보였다. 이 결과는 양성군에서 

협착형과 누공형의 빈도가 음성군 보다 높은 경향이나 통계학적으

로 의미는 없었다. 그러나, 질병 행태 중에서 심한 질병 경과를 갖

는 협착형과 누공형을 같은 군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을 때에 양성

군이 협착형과 누공형의 발현 빈도가 음성군 보다 높았다. 다른 연

구에서도 협착형과 누공형의 크론병에서 ASCA 발현율이 높다고 

보고 하고 있다.4, 17, 20  한편, Ruemmele 등3 과 Canani 등22 은 크론병

의 질병 행태와 ASCA 발현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Ruemmele 등3 과 Canani 등22 의 두 연구는 연구 대상이 소아를 대

상으로 하였고,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질

병 행태의 분포가 소아와 성인에서 차이가 있어 이러한 상이한 연

구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에서 Hisabe 등18 

은 ASCA 발현이 질병 행태와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하여, 질병 행

태와 ASCA 발현과의 연관성이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

게 하는 인자로 연령이외의 다른 요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질병의 위치를 비엔나 분류에 따라서 회장말단에 국한된 군(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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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만 침범한 군(L2), 회장 말단과 대장을 침범한 군(L3), 회장말

단보다 상부를 침범한 경우(L4)로 각각 분류하여 ASCA 발현과 질

병의 위치를 비교하였을 때 L2군이 ASCA 음성군에서 빈도가 높았

고, 소장 중에서도 L4군이 ASCA 양성군에서 높았다. Halfvarson17 등

도 ASCA 음성군에서 L2군이 높은 빈도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ASCA 양성군이 소장(대장을 침범한 경우도 포함)을 침범한 빈도가 

높았으며, 특히 회장 말단부분을 침범한 경우가 많았다.4, 14, 23 그래

서, 본 연구에서도 대장만 침범한 군과 소장을 침범한 군으로 나누

어 비교하였을 때에 ASCA 발현과 질병 위치와의 연관성은 없었다. 

Ruemmele 등3 과 Hisabe 등18 이 발표한 내용에서도 ASCA 발현에 

따라서 소장을 침범한 군과 대장을 침범한 군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ASCA 발현과 크론병의 질병 활성도를 알기 위

해서 CDAI(Crohn’s Disease Activity Index)를 널리 사용하고 있지만, 

이 방법은 임상 검사가 필요하고 검사 항목이 많아서 외래 환자를 

추적 관찰하면서 적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는 보다 간편하면서도 CADI와 일치도가 높은 Harvey-bradshaw 지

수를 이용하여 얻은 연간최고질병활성도로 추적 기간 동안에 1회성

의 크론병의 임상적 중등도를 알아보았고, 연간누적질병활성도와 

연간질병부담지수를 통해서 1년 동안의 크론병의 임상적 누적 중등

도를 알아보았다. 추적 관찰기간 동안의 최고질병활성도 및 연간 

누적질병활성도, 연간질병부담지수가 ASCA 양성군에서 음성군보다 

높은 양상이었다. 추적 연도별에 따라서 모든 질병활성도및 지수가 

통계학적인 차이는 3년에서 5년에서 있었고, 누적활성도및 질병부

담지수에서는 추적 관찰 1년에서도 의미 있게 차이가 있었다. 5년이

상에서와 2년에서는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양성군이 높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질병활성도와 ASCA 발현과

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 5, 6, 14, 18, 20 이와는 다른 결과

로 Canani 등22 은 질병의 활성도와 ASCA 발현사이에 연관성이 있

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의 

환자 숫자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의 환자보다 적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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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라고 하였다.22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는 ASCA 역가와 질병의 

활성도를 단편적으로 비교하였고, 본 연구에서처럼 추적 관찰기간 

동안의 누적활성도를 비교하지 않아서 전체적인 질병경과와 ASCA 

발현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에는 누적질병활성도 및 연간질병부담

지수의 사용이 도움이 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ASCA 발현

을 정량적인 분석이 아닌 정성분석을 통해서 이뤄져 ASCA 역가와 

질병 활성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 그래서, 향후 많은 

대상군과 정량적인 ASCA 검사를 포함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

겠다.  

본 연구에서 크론병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에 사용한 스테로이드

와 면역억제제는 ASCA 양성군이 음성군보다 높은 빈도로 사용되

었고, Kaplan-Meier 방법을 이용한 누적 사용빈도도 양성군이 음성

군보다 높았다. Vasiliauskas 등이 발표한 내용에서도 ASCA 양성군

에서 면역억제제를 88%(77/126명)에서 사용하였다.4 이러한 약물치

료 결과을 통해서 ASCA 양성군이 음성군에 비해서 중한 질병경과

를 갖는다고 유추할 수 있다. 앞으로 infliximab® 사용과 ASCA 발

현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임상 경과를 분석하면서 질병의 중등도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입

원율 및 입원 횟수를 ASCA 발현에 따라서 비교하였을 때에는 입

원율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누적 질병 중등도를 나타내는 입원 횟

수를 비교하였을 때에 양성군이 2.43회로 1.38회인 음성군보다 높은 

빈도로 입원하였다. 이 결과로 ASCA 양성군이 입원을 요할 정도의 

심한 증상 및 중등도의 질병 경과를 가진다고 생각 할 수 있겠다.  

크론병 임상 경과에서 수술률과 ASCA 발현의 연관성을 분석하

였고, 누적 수술률은 양성군이 52.3%(n=23), 음성군은 36.6%(n=26)

로 양성군에서 높았지만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 다른 연구에서

는 ASCA 역가가 높은 군에서 수술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4, 20, 

24 특히, Forcione 등24 은 ASCA 발현이 조기 수술률(진단후 36개월

이내 수술)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예상되는 

누적 수술률도 양성군에서 높은 빈도였지만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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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수술의 적응증

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였고, 수술전에 약물적인 치료로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수술을 연기하여 시행하였던 경우가 많아서 

나타났다. 또한, 수술률이 추적 관찰 기간동안 전체(36개월이후 수

술력 포함)를 포함하고 있어 Forcione 등이 발표한 조기 수술률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ASCA 발현을 알기 위해서 시행한 검사가 

정량적인 ELISA검사가 아닌 간접면역형광검사법을 이용하여 ASCA 

발현율이 다른 연구에 비해 낮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는 ASCA 역가와 질병의 활성도 및 다른 임상요소와의 상관 관계

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향후 연구는 

ELISA 검사로 민감도와 특이도를 높일 수 있는 ASCA cut-off value

를 이용하여 구하고, 질병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한 

Harvey-Bradshaw 지수보다 다소 객관적인 지표를 포함한 CDAI를 

통하여 ASCA 역가와 질병 활성도의 연관성을 알아 보는 연구가 

전향적으로 필요하겠다. 즉, ASCA 발현율이 질병 활성도(특히, 연간

질병부담지수, 연간누적질병활성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HB 지수보다 CDAI가 높을 때와 낮을 때에 ELISA로 ASCA 역가를 

구하여 연관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크론병에서 ASCA 발현은 38.3%로 다소 낮았고, 

ASCA 양성군이 음성군보다 진단시 평균 나이가 젊었다. ASCA 양

성군이 협착형과 누공형과 연관성이 높았고, 질병 활성도 및 누적 

입원횟수등이 음성군보다 높았다. 또한 스테로이드 및 면역억제제

사용은 ASCA 양성군이 음성군에 비해 높은 빈도로 사용하였다. 이

러한 결과를 토대로 ASCA 양성군이 음성군에 비해서 질병의 경과

가 중한 경과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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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결결결결   론론론론 

 

크론병에서 혈청학적인자로 사용되는 Anti-Saccharomyces 

cerevisiae antibody(ASCA)가 진단에 도움이 되며, 다양한 임상 

경과를 갖는 크론병의 예후를 추정 할 수 있었다. 또한, ASCA 발

현은  크론병이 중한 경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으나, 이러한 

연관성이 ASCA 역가와 연관성에 대해서 알 수는 없었다. 향후 

ASCA 발현의 정확한 발현율을 정량적인 분석으로 다시 분석할 필

요성이 있겠고, 질병 활성도와 ASCA 역가와 연관성이 필요하겠으

며, 나이 요소를 고려하여 대상군을 늘리고, Harvey-Bradshaw 지

수가 주관적인 면이 있어 다소 객관적인 CDAI를 이용한 질병 활

성도와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크론병 환자에서 CARD15 유전자가 ASCA양성인 크론병과 비슷

한 질병경과를 갖는다는 보고가 있어, ASCA 발현과 CARD15 유전

자 변이와의 연관성 및 질병 형태 그리고 질병 경과에 대한 전향적

인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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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Saccharomyces cerevisiae antibody (ASCA) is a specific but only 

moderately sensitive diagnostic marker for Crohn’s disease (CD). We aimed 

to evaluate whether ASCA expression is associated with clinical findings at 

diagnosis, stratified Vienna Classification phenotypes, disease activity and 

clinical course of Crohn’s disease. 

One hundred and fifteen patients with CD were included, who were 

diagnosed and treated between 1990 and 2004 and followed for at least two 

years. ASCA were detected by indirected immunofluorescence assay by 

EUROIMMUN kits. Multiple parameters at diagnosis included demography, 

phenotypes of Vienna classification, clinical manifestations, laboratory tests, 

treatment modalities and the rate of surgery. The degree of disease activity 

was measured by Harvey-Bradshaw(HB) index every month. 

The prevalence of ASCA was 38.3% in CD. There was no gender 

predilection regardless of the ASCA expression. In ASCA positive group, 

mean age of diagnosis was younger than negative group(25.3 vs. 29.7 years, 

p < 0.05). Clinical manifestations and laboratory tests at diagnosis were not 

different according to ASCA expression. According to Vienna classification, 

ASCA positive group was associated with fibrostenosing (B2)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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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etrating behavior (B3) (75.0% vs. 53.5%, p=0.021), and also upper 

gastrointestinal disease (L4) (25.0% vs. 7.0%, p=0.058) compared to 

negative group. In ASCA positive group, the frequency of admission was 

much higher than negative group(p=0.003). Cumulative HB index score per 

year was much higher than negative group during the follow up period(p < 

0.05). Steroids(72.7% vs. 52.1%, p=0.028) and immunosuppressive agents 

(45.5% vs. 23.9%, p=0.016) treatment were more frequently used in ASCA 

positive group. The rate of operation was not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ASCA positive group was younger and had higher HB index and required 

aggressive medical treatment more often. ASCA positive patients showed the 

more severe clinical course of CD. 

               

Key Words: Crohn’s disease, Anti-Saccharomyces cerevisiae antibody 

(ASCA), Vienna classification, Harvey-Bradshaw index,  

Annual disease burde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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