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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60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임상 특성 및 경과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late-onset 

rheumatoid arthritis, LORA)은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관절염(younger-

onset rheumatoid arthritis, YORA)에 비해 남녀 발생률이 비슷하고, 

증상이 심해지는 속도가 빠르고, 견관절을 포함하여 큰 관절을 

침범하는 비율이 높고, 전신 증상이 많이 나타나나 국내 보고는 

아직 부족하다.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LORA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확한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002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1987년 

개정된 미국 류마티스 협회의 진단 기준에 의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처음 진단 받은 환자 242명을 대상으로 60세 이상에서 

발병한 경우를 LORA로 정의하여 후향적으로 성별비, 나이, 

유병기간, 침범 관절, 내원 당시 검사실 소견, 방사선 소견, 사용한 

약제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적혈구 침강 속도 및 C-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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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은 발병 후 1년간의 검사결과를 곡선 아래 구역(area under 

curve, AUC)으로 구하였다.  

LORA (n=71)의 경우 YORA (n=141)에 비해 남자의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남녀비 1:1.54, 1:6.43, p<0.001), 증상 발생과 

진단까지의 기간도 LORA의 경우가 YORA에 비해 길었다(25.2 ± 

27.0 개월 vs 18.5 ± 22.2 개월, p<0.05). 조조 강직의 경우 

LORA가 2.7 ± 2.3시간으로 길었으나(p<0.05), 압통 관절수, 부종 

관절수, 침범 관절의 경우도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관절 

외 증상의 경우 간질성 폐질환이 LORA에서 3예가 있었다. 

내원당시의 적혈구침강속도, C-반응단백, 류마티스 인자, 혈소판도 

LORA의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적혈구침강속도, C-

반응단백의 AUC는 LORA의 경우 403.7 ± 252.2 mm/hr, 25.6 ± 

41.1 mg/dL로 YORA(281.4 ± 201.3, 12.0 ± 15.0)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0.05). 내원 시의 modified Sharp score는 차이가 

없었다. 1년간 사용한 약제를 비교하였을 때 항류마티스 약제의 

사용 빈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LORA의 경우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빈도가 YORA에 비해 비율이 높았다(63명 vs 1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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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LORA는 남녀비가 동등하고, 조조강직 시간, 유병기간 

등이 길어지며, 류마티스 인자, 혈소판, 적혈구침강속도, C-반응단백 

및 곡선 아래구역을 통한 적혈구침강속도, C-반응단백도 

LORA군에서 높아 LORA의 질병활성도가 크며, 치료 반응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핵심되는 말: 류마티스 관절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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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임상 특성 및 

경과  

 

<지도교수 이수곤>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정세진  

 

I. 서 론 

 

류마티스 관절염은 성인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염증성 

관절염으로 전체적으로 1~2%의 발병률을 가지며, 노인 인구에서는 

2~2.3%의 발병률을 보인다.1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30~40 세에 

주로 발생하나 때로는 어린 시절이나 노년에도 발생하기도 한다.  

60 세 또는 65 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고령에서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Late onset Rheumatoid arthritis, LORA)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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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였고 6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저연령에서 발생하는 

관절염(Younger onset Rheumatoid arthritis, YORA)으로 기술하였다.2 

Schnell 등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약 10 %가 60 세 이상에서 

발생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특징적인 임상적인 특성을 나타내어 

고령에서 발생하는 관절염이 하나의 다른 분류로 제안되어 

연구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3 하지만 Cecil 등은 나이에 따라 

분류해서 비교해 보았을 때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발표하였다.4 

최근 연구에 의하면 YORA는 여성에서 남성보다 2~4 배 많이 

발생하는데 비해 LORA는 남녀 발생율이 비슷하고, 증상이 

심해지는 속도가 빠르고, 견관절을 포함하여 큰 관절을 침범하는 

비율이 높고, 전신 증상이 많이 나타나서 일반적 류마티스 관절염과 

다른 독립된 질환으로 구분되고 있다.5 또한 류마티스 

다발성근육통은 목, 어깨, 골반대 등의 근육에서 적어도 4 주간의 

통증과 경직을 주소로 나타나게 되며, 말초성 윤활막염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LORA와 임상 양상이 비슷하여 감별 진단이 어려우며, 

함께 동반되어 진단시기가 늦어 지는 경우가 많다.6  

하지만, 국내에서 60 세 이상에서 발생한 류마티스 관절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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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LORA가 YORA와 비교하여 임상적 

특징이나 방사선적 소견상 특이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검사 

소견상 LORA의 적혈구 침강 속도 및 항핵주위인자의 양성율 조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LORA의 류마티스 인자 역가 차이를 

발견하였다고 하였다.7   

최근 급격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만성적인 노인 질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노인의 많은 수에서 호소하는 관절 

질환,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저자 등은 LORA의 임상양상, 검사실 소견, 방사선 소견, 

사용한 약제들을 YORA와 비교 분석하였다. 

 

 

 

 

 

 



 - 4 -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2 년 1 월부터 2005 년 2 월까지 세브란스 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1987 년 개정된 미국 류마티스 협회 진단 기준8에 의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처음 진단 받은 환자 242 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타병원에서 진단 받고 다시 

내원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대상군의 정의 

 LORA는 60 세 이상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였을 때로 

정의하였고, YORA는 발병시기가 60 세 미만일 때로 정의하였으며, 

조기 류마티스 관절염은 질병 이환기간이 2 년 이내인 경우로 

정하였다.  

나. 임상양상 

 처음 증상을 느낀 시점에서 처음 병원에 방문할 때까지 걸린 시간, 



 - 5 - 

처음 증상을 느낀 관절부위, 관절 외 증상, 조조강직의 시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압통과 수동적인 운동에 통증을 느끼는 관절, 종창이 

있는 관절을 조사하였다.  

다. 검사실 소견  

 적혈구침강속도(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는 capillary 

photometry를 사용하였고, 류마티스 인자(rheumatoid factor, RF)와 C-

반응단백(C-reactive protein, CRP)은 nephelometry로 측정하였다. 

항핵항체(antinuclear antibody, ANA)는 간접면역 형광법으로 

측정하였으며, 내원 당시 백혈구, 혈색소, 혈소판을 측정하였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활성도는 적혈구침강속도와 C-반응성단백의 

진단 후 첫 1 년 동안에 측정된 값들의 곡선 아래 영역(area under 

curve, AUC)을 통해 구하였다.  

라. 방사선학적 소견 

 골미란과 관절강 협착 등의 방사선학적 관절 손상의 정도는 양쪽 

손과 손목관절에 국한된 modified Sharp score를 이용해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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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연구결과는 평균값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3.0 버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LORA와 YORA간의 차이는 

범주형 변수의 경우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고, 정량 변수의 

경우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은 

p<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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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대상환자 

 전체 대상환자는 242 명이었으며, LORA는 71 명이었고 YORA는 

141 명이었다. 발병 연령은 LORA 66.1 ± 5.2 세, YORA 42.6 ± 

9.4 세였다(p<0.05). 그 중 남자는 LORA의 경우 28 명(39.4%), 

YORA의 경우 23 명(13.5%)으로, 남녀비는 1:1.54, 1:6.43으로 

LORA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자의 발생 비율이 높았다 

(p<0.05)  (표 1). 

 

2. 임상양상  

가. 유병기간: 관찰한 전체 환자가 처음 증상을 느낀 시점에서 본원 

내원 후 진단까지 걸린 시간은 LORA 25.2 ± 27.0 개월, YORA 

18.5 ± 22.2 개월로 LORA군에서 유병기간이 길었다(p<0.05). 

나. 조조강직: 두 군에서 조조강직을 호소하는 경우는 LORA 64 

명(90.1%), YORA 151 명(88.3%)에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조조강직의 지속 시간은 LORA 2.7 ± 2.3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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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A 1.5 ± 1.3 시간으로 LORA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다(p<0.05).  

다. 압통 관절, 부종 관절의 수 및 침범 관절 분포: 압통 관절과 

부종 관절의 수는 LORA의 경우 각각 9.0 ± 6.3 개, 5.9 ± 4.2 

개였으며, YORA의 경우 8.5 ± 6.5 개, 5.4 ± 4.3 개로 두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침범한 관절 분포를 보았을 때 

LORA의 경우 근위지간관절, 주 관절을 침범한 경우가 각각 34 

명(47.9%), 25 명(35.2%)로 YORA의 경우 각각 111 명(64.9%), 37 

명(21.6%)으로 LORA군이 근위지간관절 침범이 작았으며, 주관절의 

침범은 많았다(p<0.05). 그 외 중수지간관절, 손목관절, 어깨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족지간관절 침범 분포는 양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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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in patients with LORA and YORA 

Characteristics 
LORA 

(n=71)(%) 

YORA 

(n=171)(%) 
p-value 

Age (mean ± S.D.) (years) 66.1 ± 5.2 42.6 ± 9.4 <0.001 

Female/male 1.54 6.43 <0.001 

Male 28 23  

Female 43 148  

Disease duration (mean ± S.D.) 

(months) 
25.2 ± 27.0 18.5 ± 22.2 <0.05 

Morning stiffness(mean ± S.D.) 

(hours) 
2.7 ± 2.3 1.5 ± 1.3 <0.05 

Tender joint count 9.0 ± 6.3 8.4 ± 6.5 NS 

Swollen joint count 5.9 ± 4.2 5.4 ± 4.3 NS 

Joint involvement    

PIP 34(47.9) 111(64.9) <0.05 

MCP 30(42.3) 94(55.0) NS 

Wrist 54(76.1) 115(67.3) NS 

Elbow 25(35.2) 37(21.6) <0.05 

Shoulder 22(31.0) 39(22.8) NS 

MTP 13(18.3) 43(25.1) NS 

Ankle 19(26.8) 47(27.5) NS 

Knee 41(57.7) 81(47.4) NS 

Hip 2(2.8) 3(1.8) NS 

NS: no significance, PIP: proximal interphalangeal  

MCP: metacarpophalangeal, MTP: metatarsophalang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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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절 외 증상: 내원 당시 관절 외 증상에 대한 조사 결과 안구 

건조 및 구강 건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된 경우는 없었다. 간질성 폐질환의 경우 

LORA군에서 3 예가 나타났으며, YORA 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07). 그 외 다른 관절 외 증상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 

 

Table 2. Extra-articular features in patients with LORA and YORA 

 LORA(n=71)(%) YORA(n=171)(%) p-value 

Fever  3(4.2) 5(2.9) NS 

Myalgia 9(12.7) 13(7.6) NS 

Fatigue 14(19.7) 21(12.3) NS 

Wt loss 6(8.5) 3(1.8) NS 

Dry eye 11(15.5) 20(11.7) NS 

Dry mouth 14(19.7) 21(12.3) NS 

Oral ulcer 2(2.8) 5(2.9) NS 

Photosensitivity 0(0) 9(5.3) NS 

Skin rash 1(1.4) 1(0.6) NS 

Neuropathy 2(2.8) 2(1.2) NS 

Rheumatoid nodule 1(1.4) 2(1.2) NS 

Raynaud's phenomenon 3(4.2) 6(3.5) NS 

Interstitial lung disease 3(4.2) 0(0) 0.07 

NS: no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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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치료약제: 1년간 치료약제의 종류와 수는 steroid의 경우 LORA 

군에서 63 명 (88.7%), YORA 군에서 132 명(77.2%)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기타 다른 

치료약제의 종류와 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  

 

Table 3. Medications in patients with LORA and YORA 

 LORA(n=71)(%) YORA(n=171)(%) p-value 

NSAIDs 68(95.8) 164(95.9) NS 

Prednisolone 63(88.7) 132(77.2) <0.05 

Methotrexate 65(91.5) 155(90.6) NS 

Sulfasalazine 36(50.7) 84(49.1) NS 

Hydroxychloroquine 13(18.3) 44(25.7) NS 

Leflunomide 10(14.1) 29(17.0) NS 

Brednine 0(0) 4(2.3) NS 

Cytokine therapy 4(5.6) 6(3.5) NS 

NS: no significance, NSAID: non-steroidal antiinflmmatory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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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소견(표 4) 

가. 류마티스 인자: 류마티스 인자 양성인 경우는 LORA 53 

명(74.6%), YORA 121 명(70.8%) 이었다. LORA의 경우 평균 

476.5 ± 771.7 IU/mL, YORA는 186.7 ± 341.6 IU/mL로 

LORA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나. 질병의 활성도: 내원 당시 적혈구 침강 속도는 LORA 49.7 ± 

28.7 mm/hr, YORA 33.1 ± 24.2 mm/hr, C-반응성 단백질은 LORA 

3.4 ± 3.7 mg/dL, YORA 1.77 ± 3.1 mg/dL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LORA군에서 증가하였다(p<0.001). AUC를 이용한 

적혈구침강속도와 C-반응단백의 진단 후 첫 1년 동안의 측정된 

수치의 총합은 LORA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LORA군에서 류마티스 인자 양성인 군과 음성인 군으로 나누어 

적혈구 침강 속도, C-반응단백, AUC를 이용한 적혈구침강속도와 

C-반응단백을 비교하였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다. 혈청학적 소견: 항핵항체(antinuclear antibody, ANA) 양성율은 

LORA 35%, YORA 45%로 YORA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항 Ro항체, 항 La항체를 시행한 50명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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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군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라. 그 외 검사실 소견: 백혈구 및 혈소판 또한 LORA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혈색소의 경우 경한 빈혈 소견을 두 군에서 

보이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방사선적 소견  

 내원 당시의 방사선 사진의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207명이었고, 

이 중 LORA는 61 명, YORA는 146 명이었다. 두 군간의 modified 

Sharp score를 비교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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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aboratory findings in patients with LORA and YORA 

 
LORA  

(n=71) (%) 

YORA  

(n=171)(%) 
p-value 

ESR (mean ± S.D.) (mm/hr) 49.7 ± 28.7 33.1 ± 24.2 <0.001 

CRP (mean ± S.D.) (mg/dL) 3.4 ± 3.7 1.7 ± 3.1 <0.001 

ESR (AUC) (mean ± S.D.) 

(mm/hr) 
403.7 ±2 52.2 281.4 ± 201.3 <0.001 

CRP (AUC) (mean ± S.D.) 

(mg/dL) 
25.6 ± 41.1 12.0 ± 15.0 <0.001 

RF (mean ± S.D.) (IU/mL) 476.5 ± 771.7 186.7 ± 341.6 <0.001 

WBC (mean ± S.D.) (/mm3) 9170.8 ± 2988.6 7758.4 ± 2589.7 <0.001 

Hb (mean ± S.D.) (g/dL) 11.9 ± 1.4 12.1 ± 1.8 NS 

Plt (mean ± S.D.)(103/mm3) 377.5 ± 123.7 336.6 ± 112.0 <0.05 

ANA 45(63.4) 94(54.0) NS 

Anti Ro 2(14.3) 7(19.4) NS 

Anti La 1(7.7) 3(8.3) NS 

NS: no significance,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CRP: C-reactive 

protein, AUC: area under curve, RF: rheumatoid factor, WBC: white blood 

cell, Hb: hemoglobin, Plt: platelet, ANA: antinuclear anti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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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odified Sharp score in patients with LORA and YORA 

 LORA (n=61) YORA (n=146) p-value 

Modified Sharp score  13.8 ± 21.6 8.9 ± 19.7 NS 

NS: no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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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여러가지 자가면역 질환들은 발생하는 연령에 따라 증상, 치료, 

예후 등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관절에 염증성 

파괴를 일으켜 질병 발생 2년 안에 방사선학적으로 보이는 관절의 

미란을 약 60%에서 보이게 된다.9 1941년에 Schnell 등3이 노인 

환자에서 발생한 류마티스 관절염이 젊은 나이에 발생한 류마티스 

관절염과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처음 보고한 이후로, 노인 환자에서 

발생한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치료, 예후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관심이 늘어 났으며,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60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에 

대해 유태석 등7이 1999년 보고하였는데, 외국에서 보고된 바와 

달리 임상적인 양상에는 크게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LORA의 인체조직적합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 연구 결과에 의하면, HLA-DRB1 alleles의 

발현이 LORA군이 YORA에 비해 증가되어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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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두 군에서 분명한 질병 발현의 차이를 보여주는 면역유전학적 

배경이라고 주장하였다.10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LORA가 YORA에 

비해 다른 특징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에스트로젠이 체액성 면역을 증가시키고, 성호르몬이 자가면역 

질환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주로 자가면역 

질환은 주로 여성의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11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남녀 비는 연령 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남성보다 여성에서 2~4배정도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LORA는 남녀 발생률이 거의 동등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2, 13 본 연구에서는 남녀비가 1 : 1.54 로 동등한 관계를 

보였으며, YORA와 비교하였을 때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조강직의 경우, Deal 등14 은 두 군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Pease 등15은 LORA 군에서 YORA군보다 조조강직 

시간이 길어 진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ORA 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조조강직 시간이 길었다.  

 LORA 환자의 많은 수에서 류마티스 다발성근육통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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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가지게 된다.11 말초 관절, 특히 양쪽 손에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은 LORA와 류마티스 다발성근육통과의 감별에 중요한 

점으로, 두 질환의 감별이 힘들어 LORA의 경우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16 또한, 노인 환자는 급성 발병의 경우가 많고, 

작은 관절 침범과 함께 견관절과 같은 큰 관절에 침범하는 비율이 

높고, 전신적 증상을 많이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본 

연구에서는 류마티스 다발성근육통과 유사한 증상을 가지는 경우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유병 기간이 LORA 군이 YORA에 비해 

길었고, 근위지간 관절 침범 수가 LORA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주관절의 경우 증가하였다. 또한 

어깨관절이나 무릎관절은 침범한 경우가 많았으며, 고관절 침범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관절 외 증상의 경우 

두 군에서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못하였으나 간질성 

폐질환의 경우 LORA군에서 3예가 있었다.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일관되게 보이지는 못했지만, 근위지간 관절의 침범이 적고 

견관절을 포함한 큰 관절의 침범이 상대적으로 많은 형태를 띄고 

있으므로 LORA 환자에서는 큰 관절 침범 및 관절 외 증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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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에 대한 주의 깊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류마티스 인자의 양성율은 LORA에서 YORA군에 비해 낮거나 

같은 정도로 보고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LORA에서 높은 양성률을 

보고 하고 있다.18, 19 류마티스 인자에 대한 상반적인 보고를 보이는 

이유는 LORA의 경우 류마티스 다발성근육통, 미란성 골관절염 

등과 감별이 어려워 이러한 질환이 포함되어 류마티스 인자가 낮게 

나올 수 있고19, 류마티스 인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위양성률이 

증가하여 양성율을 높게 보고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보고에서는 

LORA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이고, 유전적 표식자인 HLA-

DR4의 존재가 낮게 관찰되며, 이로 인해 LORA의 예후가 좋다는 

보고가 있다.1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류마티스 인자 양성률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오히려 LORA 군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류마티스 

인자가 높을수록 질병 예후가 좋지 않으므로, LORA가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노인의 경우 다른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해야 할 것이다.  

기타 다른 연구에서, 적혈구침강속도, C-반응단백은 Y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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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다 LORA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혈색소는 LORA 군에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14, 17, 19 그러나, 

적혈구침강속도는 성별, 연령, 빈혈에 따라 변화되며 특히 여성에서 

폐경기 이후 호르몬의 영향으로 증가되고 류마티스 인자, 

immunoglobulin 및 염증 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섬유소원의 양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20 21, 22 등 여러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C-반응단백은 염증 반응이 변화에 반응 

속도가 빠르고 혈장에서 반감기가 짧아 활성도 및 방사선적 진행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적혈구침강속도, C-

반응단백 모두 LORA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되어 

있었으나 혈색소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혈소판이 증가한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활성도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24 본 

연구에서 LORA군이 혈소판이 유의하게 높게 나와 LORA군에서 

질병 활성도가 클 수 있겠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활동성을 평가할 때 적혈구침강속도나 C-

반응단백의 AUC를 이용한 첫 1년 동안의 총합은 치료에 대한 

반응을 반영한다.22 즉 치료제가 시작된 이후부터 관절의 염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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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이 가장 많이 진행하는 12개월 이내에 환자의 염증 정도를 

나타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두 군간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LORA군의 적혈구침강속도, C-반응단백의 총합이 YORA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데, 양 군간 치료약제가 스테로이드 제재 사용 빈도를 

제외하면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였을 때 관절 

및 전신적 염증이 잘 조절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다.  

방사선학적 소견으로는 LORA의 경우 견관절 및 고관절 등의 큰 

관절을 침범하며 관절의 파괴 정도는 보고자마다 다르게 보고하고 

있다.14, 19, 25 본 연구에서는 내원 당시의 수부 관절에 대해 

modified Sharp score를 구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으며, LORA에서 잘 침범하는 큰 관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아 방사선학적 소견에 대한 비교는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양군에 대한 비교를 후향적 관점에서 

시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LORA의 경우 관절 외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진행되지 

못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질병의 활성도 및 치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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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있어서 환자의 증상 변화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었다면 LORA의 질병 활성도 

및 예후를 평가하는 데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최근 많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검사되는 항 

CCP(cyclic citrullinated peptide) 항체의 측정이 적은 수에서 되어 양 

군간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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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저자 등은 2002 년 1 월부터 2005 년 2 월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처음 진단받은 242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LORA와 YORA를 비교하였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LORA의 경우, 남녀 발생율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증상이 심해지는 속도가 빠르고, 견관절을 포함하여 

큰관절을 침범하는 비율이 높고, 전신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임상양상이 관찰되며, YORA와 달리 류마티스 다발성 근육통, 

전신성 미란성 골관절염 등과 구별이 어려운 불균질 질환으로 

생각하고 있다.14, 17, 19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YORA와 비교하여 

임상적 특징이나 방사선학적 소견상 특이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검사 소견상 적혈구침강속도, 항핵주위인자 양성율, 조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류마티스 인자 역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7 본 연구에서는 남녀비, 조조강직 시간, 유병기간 등에 있어 

LORA에서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근위지간 관절은 침범을 작게 

하며, 주관절을 침범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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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인자의 역가, 적혈구침강속도, C-반응단백, 혈소판이 

LORA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질병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적혈구침강속도 및 C-반응단백의 곡선아래구역 역시 LORA에서 

높아 LORA의 질병활성도가 높으며, 치료반응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LORA는 일반적 류마티스 관절염과 

다른 병의 본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질병의 

활성도 및 치료 반응이 YORA에 비해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료 깊은 치료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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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eumatoid arthritis of late onset (LORA) refereed as the subset of 

rheumatoid arthritis with age of onset over 60 years old, seems to differ from 

younger onset disease (YORA) by more equal sex distribution, a higher 

frequency of abrupt disease onset, more large joints involvement, more 

extraarticular manifestation, high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s (ESR), and 

less rheumatoid factor (RF) positivity. In Korea, old patients increa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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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but there is lack of data about them. Also, In a Korean report, there 

were no difference of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LORA and YORA 

except some laboratory data. 

 Two hundred and forty-two patients who had met the ACR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criteria for rheumatoid arthritis were studied 

retrospectively. We compared the difference with clinical manifestation, 

disease activity markers, serologic markers including rheumatoid factor and 

antinuclear antibody, and radiologic changes between LORA and YORA. 

Sums of ESR and C-reactive protein (CRP) during first year after diagnosis 

were calculated through area under curve. Radiologic joint damages were 

evaluated using modified Sharp score. 

 The mean ages of the patients with LORA (n=71) and YORA (n=171) were 

66.1 ± 5.2 years, YORA 42.6 ± 9.4 years, respectively. The gender ratio 

(female/male) was 1.54 in LORA and 6.43 in YORA (p<0.001). The duration 

of the diagnosis was longer in LORA than in YORA (25.2 ± 27.0 months, 

18.5 ± 22.2 months, p=0.048). Tender joints, swollen joint, and involvement 

of joints were not different in the groups. In extraarticular manifestation,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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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interstitial lung diseases in LORA (no statistical difference). ESR, CRP, 

platelet, and RF were higher with LORA. Sums of ESR and CRP were higher 

in LORA than in YORA (403.7 ± 252.2 mm/hr, 25.6 ± 41.1 mg/dL vs 

281.4±201.3, 12.0 ± 15.0). There was no difference of modified Sharp score 

in both groups. 

 The LORA has an equal male/female ratio, longer morning stiffness and 

disease duration, and higher levels of rheumatoid factor, platelet counts, ESR, 

CRP, and summation of ESR and CRP, which suggests that LORA may have 

poorer prognosis than YORA. 

---------------------------------------------------------------------------------------------- 

Key words: late-onset rheumatoid arthritis, younger-onset rheumatoid 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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