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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의 진행 예측 

인자 – 단일 기관 연구 

 

배경 :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에서, 일부 환자는 자연 관해가 

유도되기도 하나 약 3분의 1 정도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에서 임상 변수들을 사용하여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만들고자 진행되었다.  

대상 및 방법 :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 류마티스내과에 

미분화성 관절염으로 내원하여 6개월 이상 추적 관찰한 

16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한 환자군과 진행하지 않은 

환자군으로 나누어 임상 변수들의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예측 모델을 만들었으며, 

모델의 진단수행도(diagnostic performance)를 평가하였다.  

결과 : 총 164명 중에 32명의 환자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하였다. 예측 모델은 조조 강직의 시간, 압통이 있는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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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종창이 있는 관절 수, C-반응성 단백, X-선 사진상 

골미란의 존재, 류마티스 인자 양성, 항 cyclic citrullinated 

peptide 항체 양성 등으로 점수화하였다. 예측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10점까지였다. 예측 점수가 4.5점보다 큰 경우 모든 

환자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측 모델의 곡선 아래 영역 (area under curve, AUC) 값은 

0.976 이었다.  

결론 : 이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에서 

예측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치료 방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미분화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예측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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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화성 관절염 환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의 진행 예측 

인자 – 단일 기관 연구 

 

<지도교수 이 수 곤>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하  유  정 

 

ⅠⅠⅠⅠ....    서서서서    론론론론    

  

미분화성 관절염 (undifferentiated arthritis)은 류마티스 내과에 

내원하는 환자의 약 30~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2. 

미분화성 관절염은 몇몇 방법으로 정의되어 왔는데, 대부분 어떤 잘 

알려진 류마티스 질환의 진단 기준을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임상적으로 염증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를 미분화성 관절염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미분화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는 추후 경과 관찰하면 

특정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만성 염증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전의 몇몇 코호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의 40~50% 정도는 자연 관해를 경험한다. 

반면에 연구 집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미분화성 관절염으로 처음 

내원했던 환자 중 6~55%가 1년 이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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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수 있었다3-6.  

미분화성 관절염의 치료는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하기 

전까지는 메토트렉세이트와 같은 항류마티스약제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van Dongen 등의 연구에서는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에서 조기에 메토트렉세이트로 치료하면 추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과 관절 손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7. 하지만 이러한 항류마티스약제가 부작용도 있으며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 중 일부는 저절로 호전되는 것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자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환자를 적절히 치료하는 데 있어 중요할 것이다. 

이전 연구들에서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몇몇 예측 인자들이 보고된 바 있다. 한 

연구에서는 류마티스 인자 양성, 기저 C-반응성 단백(C-reactive 

protein, CRP)과 Health Assessment Questionnaire (HAQ) 점수가 

높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8.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여러 임상 변수들을 이용하여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9. 

국내에서는 미분화성 관절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분화성 관절염으로 내원한 환자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 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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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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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연구 대상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 류마티스내과에 미분화성 관절염으로 내원하여 

6개월 이상 추적 관찰한 16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미분화성 관절염은 임상적으로 염증성 관절염이 있으나 

미국 류마티스 학회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에서 

규정하는 특정 질병의 진단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환자는 16세 이상의 성인만 포함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후향적인 연구로 의무기록 검토를 통하여 환자의 

임상적인 특성과 검사실 소견을 기록하였다. 임상적인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침범된 관절의 특징: 대칭성, 대관절/소관절, 상지 

관절/하지 관절, 압통이 있는 관절 수, 종창이 있는 관절 수, 증상 

이환 기간, 조조 강직의 시간, 흡연력을 조사하였다. 검사실 

소견으로는 적혈구 침강 속도, CRP, 혈색소, 혈소판, 류마티스 인자, 

항핵항체, 항-cyclic citrullinated peptide(CCP) 항체와 수부와 

족부의 방사선 소견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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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 

 추후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한 환자군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하지 않은 환자군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여러 가지 

임상 변수들을 명목 변수는 chi square test를 사용하여, 연속 변수는 

Student’s t-test를 사용하여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속 변수는 

임상적으로 적용할 만한 백분위수나 제한값 (cutoff level)을 적용하여 

범주화하였다. 이어서 모든 가능한 임상 변수들을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후진 조건 선택을 

사용하였고 제거 기준은 P 값이 0.10 보다 큰 경우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변수들을 사용하여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할 예측 확률 (predicted probability) 의 공식을 만들 수 있다: 

B1 ⅹ x1 + B2 ⅹ x2 + B3 ⅹ x3….Bk ⅹ xk. 변수들의 회귀 계수 

(B값) 를 각 변수의 예측력의 상대적인 척도로 간주하였다. 회귀 

계수 값의 가장 가까운 상수 값을 각 변수의 예측 모델의 점수로 

사용하였고, 그 상수 값을 2로 나누었다. 각각의 임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모든 환자에서 예측 모델의 점수를 계산하였다. 각각의 

계산된 예측 점수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환 환자의 

백분위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몇몇 제한값에서 양성 예측도와 음성 

예측도를 측정하였다. 예측 모델의 진단 수행도(diagnostic 

performance)를 계산하기 위하여 Receiver-operator characteristic 

(ROC) 곡선을 생성하여 ROC 곡선 아래 값 (AUC, area under the 

ROC curve) 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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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통계분석은 SPSS (SPSS, Chicago, IL) ver 13.0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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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결과결과결과결과    

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 

 대상 환자는 총 164명으로 평균 연령은 45.3 ± 13.4세, 여성이 

113명 (68.9%) 이었다. 압통이 있는 관절 수의 평균은 2.59개, 

종창이 있는 관절 수의 평균은 1.32개였다.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었던 환자는 58명 (35.4%), 항-CCP 항체가 양성인 경우는 

20명 (12.2%) 이었다. X-선 사진상 골미란 변화가 있었던 환자는 

11명 (6.7%) 이었다. 그 외 다른 기본적인 임상 특징들은 표 1에 

나타내었다. 또한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기 전까지 사용한 치료약제들을 표 2에 기술하였다. 총 164명 

중 75명 (45.7%) 는 전혀 투약을 하지 않았고 반 정도의 환자들은 

NSAID와 진통제, 일부는 항류마티스약제를 사용하여 증상을 

조절하였다. 조사 기간 동안 164명 중 32명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하였다. 

 

2. 임상 변수들의 단변량 분석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한 환자군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하지 않은 환자군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임상 특징을 표 1에 기술하였다. 각각의 임상 변수에 대하여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고 나이, 침범된 관절의 특징 (소/대관절, 상지/하지 

관절, 대칭성), 조조 강직의 시간, 압통이 있는 관절의 숫자, 종창이 

있는 관절의 숫자, CRP, 적혈구 침강 속도, 류마티스 인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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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 with UA, according to progression to RA* 
Total No progression to RA Progression to RA 

Characteristic 
(n=164) (n=132) (n=32) 

P value 

Age, mean ± SD (years) 45.3 ± 13.4 44.1 ± 12.9 50.3 ± 14.4 0.02 

Female sex 113 (68.9%) 88 (66.7%) 25 (78.1%) 0.209 

Symptom duration      

  < 6weeks 38 28 (21.2%) 10 (31.3%)  

  6 weeks to 3 months 52 46 (34.8%) 6 (18.8%)  

  4 ~ 6 months 23 19 (14.4%) 4 (12.5%)  

  > 6 months 51 39 (29.5%) 12 (37.5%) 0.282 

Localization of affected joints     

  Small joints 96 71 (53.8%) 25 (78.1%)  

  Large joints 31 28 (21.2%) 3 (9.4%)  

  Small and large joints 37 33 (25.0%) 4 (12.5%) 0.043 

Symmetricity     

  Symmetric 102 74 (56.1%) 28 (8.5%)  

  Asymmetric 62 58 (43.9%) 4 (12.5%) 0.001 

Localization of affected joints     

  Upper extremities 93 81 (61.4%) 12 (37.5%)  

  Lower extremities 27 23 (17.4%) 4 (12.6%)  

  Upper and lower extremities 44 28 (21.2%) 16 (50.0%) 0.004 

Duration of morning stiffness     

  < 1hour 129 118 (89.4%) 11 (34.4%)  

  ≥ 1 hour 35 14 (10.6%) 21 (65.6%) <0.001 

No of tender joints, median (IQR)  1 (1-2) 4 (2.25-5) <0.001 

  tender < 4 126 (76.8%) 115 (91.3%) 11 (34.4%)  

  tender ≥ 4 38 (23.2%) 17 (12.9%) 21 (65.6%) <0.001 

No. of swollen joints, median (IQR)  1 (0-1) 2 (0.25-4) 0.003 

  swollen <4 147 (89.6%) 127 (96.2%) 20 (62.5%)  

  swollen ≥ 4 17 (10.4%) 5 (3.8%) 12 (37.5%) <0.001 

C-reactive protein, median (IQR) (mg/dL) 0.194 (0.050 - 0.560) 0.171 (0.05-0.419) 0.447 (0.144-2.395) 0.024 

ESR, median (IQR) (mm/hour) 14.0 (6.00 - 26.00) 11 (5-21) 29.5 (15.8-63.0) 0.001 

Rheumatoid factor positivity 58 (35.4%) 36 (27.3%) 22 (68.6%) <0.001 

Anti-CCP positivity 20 (12.2%) 2 (1.5%) 18 (56.3%) <0.001 

Smoking 26 (15.9%) 22 (16.7%) 4 (12.5%) 0.552 

Erosive change 11 6 (4.5%) 5 (15.6%) 0.04 

Hemoglobin(Hb), mean ± SD (g/dL) 13.1 ± 1.3 13.3 ± 1.3  12.6 ± 1.3 0.007 

  Hb ≥13 90 (55.2%) 80 (61.1%) 10 (31.3%)  

  Hb <13 71 (44.8%) 51 (38.9%) 22 (68.8%) 0.002 

Platelet count, mean ± SD (10^3/uL)  277k  ±84k 272 ± 79 297 ± 103 0.214 

Antinuclear antibody positivity      

  negative 125 (78.6%) 111 (86.7%) 14 (45.2%)  

  positive 24 (15.1%) 17 (13.3%) 17 (54.8%) <0.001 

* UA = Undifferentiated arthritis; RA = Rheumatoid arthritis; SD = standard deviation; IQR = interquartile range; ESR =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anti-CCP = anti-cyclic citrullinated pep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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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 = Undifferentiated arthritis; RA = Rheumatoid arthritis; NSAIDs = nonsteroidal anti-
inflammatory drugs; DMARD = 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 TNF = tumor necrosis 
factor 

항-CCP 항체 양성, 골미란, 혈색소 수치, 항핵항체 모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의 진행에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별과 

흡연력, 증상 이환 기간, 혈소판 수치들은 연관성이 없었다.  

 

3. 다변량 분석과 예측 모델의 도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의 진행에 

관여하는 독립적인 예측 인자를 구하였다. 조조 강직이 1시간 이상일 

때, 압통/종창이 있는 관절의 수가 4개 이상일 때, 류마티스 인자 

양성일 때, 항-CCP 항체 양성일 때, 방사선 사진상 골미란이 있을 

때, CRP 값이 0.5 mg/dL 이상일 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3) 

 예측 모델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구한 각 

임상 변수들의 회귀 계수에 가장 가까운 상수 값을 각 변수의 점수로  

Table 2. Treatment modalities of patients with UA* 

Total No progression to RA Progression to RA 
Medication 

(n=164) (n=132) (n=32) 
NSAIDs 82 (50%) 55 (41.7%) 27 (84.4%) 
Analgesics 11 (6.7%) 8 (6.1%) 3 (9.4%) 
Steroid 25 (15.2%) 5 (3.8%) 20 (62.5%) 
Methotrexate 22 (13.4%) 1 (0.8%) 21 (65.6%) 
Sulfasalazine 20 (12.2%) 8 (6.1%) 12 (37.5%) 
Other DMARDs 9 (5.5%) 2 (1.5%) 7 (21.9%) 
TNF inhibitor 0 0 0 
None 75 (45.7%) 72 (54.5%) 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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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dependent predictive variables for development of RA based on 
results of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B OR 95% CI P value Points† 

Morning stiffness ≥ 1 hour 2.47 11.9  2.0-71.7 0.007 2 

No. of tender joints ≥4 1.51 4.5  0.8-24.7 0.08 2 

No. of swollen joints ≥4 2.62 13.8  1.7-112.4 0.014 3 

RF positivity  2.06 7.9  1.3-47.9 0.025 2 

Anti-CCP antibody positivity 5.81 333.0  25.9-4289.2 <0.001 6 

Erosive change on x-ray 2.34 10.4  1.0-104.8 0.046 2 

CRP level ≥ 0.5 mg/dL 2.89 17.9  2.4-132.1 <0.001 3 

* B values : regression coefficients; OR = odds ratio; 95% CI = 95% confidence interval; RF = 
rheumatoid factor; anti-CCP = anti-cyclic citrullinated peptide; CRP = C-reactive protein. 

† For the simplified prediction rule derived from the regress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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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기술하였다. 각각의 점수를 2로 나누어 그림 1과 같이 예측 

점수를 계산하는 간단한 양식을 만들었다. 모든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에서 예측 점수를 계산하였으며 예측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10점까지였다.  

 그림 2에서는 예측 점수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의 진행을 예측 

정도를 도표로 나타내었다. 표 4는 각각의 예측 점수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한 백분율을 나타내었다. 예측 점수가 2점 이하인 

환자는 거의 대부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예측 

점수가 4.5점 이상인 경우는 모든 환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하였다. 그 사이의 2.5부터 4점까지에서는 점수가 높아질수록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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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edicted risk of rheumatoid arthritis (RA) as a function of 
the predictio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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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diction scores and progression or nonprogression to RA* 

Non-RA RA 
Prediction score 

(n=132) (n=32) 

0 56 (100) 0 
1 32 (100) 0 

1.5 18 (94.7) 1 (5.3) 
2 10 (100) 0 

2.5 6 (75) 2 (25) 
3 3 (50) 3 (50) 

3.5 5 (62.5) 3 (37.5) 
4 2 (50) 2 (50) 

4.5 0 3 (100) 
5 0 4 (100) 

5.5 0 2 (100) 
6 0 7 (100) 

7.5 0 1 (100) 
9 0 3 (100) 
10 0 1 (100) 

* Values are the number (%) of patients with a given score 
 

 

Table 5. Cutoff values for prediction scores and risk of development of RA* 

Cutoff values No progression to RA Progression to RA 

Score ≤ 3 125 (95) 6 (5) 

     ≥ 3.5 7 (21) 26 (79) 

Score ≤ 3.5 130 (94) 9 (6) 

     ≥ 4 2 (8) 23 (92) 

Score ≤ 4 132 (92) 11 (8) 

     ≥ 4.5  0 21 (100) 

* Values are the number (%) of patients with a give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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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에서는 몇몇 제한값(cutoff value)에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한 환자들의 백분율을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제한값을 4로 하면 예측 점수가 4이하인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의 

92%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4보다 큰 환자는 

100%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였다. 즉 양성 예측도는 

100%이었고, 음성 예측도는 92%였다. 제한값을 3.5점으로 하면 

양성 예측도는 92%이고 음성 예측도는 94%이었다.  

기존에 Annette 등이 발표하였던 예측 점수를 구하는 공식을 

마찬가지로 본 환자군에 각각 적용하여 예측 점수 모델을 만들었으며 

이에 따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의 진행 백분율과 도표를 구하였다9. 

(그림 3,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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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redicted risk of rheumatoid arthritis using previous predictio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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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evious prediction scores and progression or nonprogression to RA* 

Non-RA RA 
Prediction score 

(n=132) (n=32) 
1 2 (100) 0 

1.5 1 (100) 0 
2 14 (100) 0 

2.5 14 (100) 0 
3 21 (100) 0 

3.5 28 (100) 0 
4 21 (91.3) 2 (8.7) 

4.5 12 (85.7) 2 (14.3) 
5 10 (90.9) 1 (9.1) 

5.5 2 (50) 2 (50) 
6 3 (37.5) 5 (62.5) 

6.5 3 (42.9) 4 (57.1) 
7 1 (25) 3 (75.0) 

7.5 0 4 (100) 
8 0 1 (100) 

8.5 0 2 (100) 
9 0 6 (100) 

* Values are the number (%) of patients with a give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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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OC 곡선 

각각의 예측 모델의 분별력 (discriminative ability) 을 보기 위해서 

ROC 곡선을 생성하였다. 기존의 예측 점수와 금번 예측 모델의 곡선 

아래 값 (AUC) 은 각각 0.952, 0.976 이었다. (그림 4)  

 

 
 
Figure 4.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for the two prediction models. The 
area under the curve values for the previous model and the current prediction model 
were 0.952 and 0.976,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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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고찰고찰고찰고찰    

 본 연구는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에서 7가지의 임상 변수들 – 조조 

강직의 시간, 압통/종창이 있는 관절 수, 류마티스 인자, 항-CCP 

항체, X선 사진 상 골미란의 존재, CRP 수치 - 을 사용하여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의 진행을 예측하는 예측 모델을 제시하였고,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에서 예측 점수가 높을수록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더 많이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실제 임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에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에서 먼저 동일한 연구가 시행되었고, 그 연구에서는 나이, 

성별, 침범된 관절의 분포 (소관절, 대칭성, 상지 관절), 조조 강직의 

VAS (visual analogue scale) 점수, 종창과 압통이 있는 관절의 수, 

CRP, 류마티스 인자, 항-CCP 항체 등을 항목으로 하는 예측 모델을 

제시하였다.9 본 연구의 예측 모델에서는 이전 모델에 포함되었던 

나이, 성별, 침범된 관절의 분포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X 

선 사진 상 골미란의 존재가 포함되었고, 기존 다른 연구에서 

골미란의 존재는 관절염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민감한 요인으로 

알려진 바 있다.10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측 모델은 조금 더 항목이 

적고 간단하여 외래에서 더욱 손쉽게 점수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의 진행에 관여하는 인자에 대해서는 이전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중 항-CCP 항체는 기존에 여러 



 - 19 - 

연구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특이적인 검사이며, 류마티스 

관절염 발생 몇 년 전에도 피 검사에서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11, 12 또한, Jansen 등은 항-CCP 항체와 류마티스 인자 

– IgM 형이 최근에 발생한 미분화성 관절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인자로 보고한 바 있다13.  Van Gaalen 등의 

연구에서는 항-CCP 항체가 양성인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에서 

93%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하여 이를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로 

제시하였다.12 본 연구에서도 여러 임상 변수 중 항-CCP 항체의 

존재가 3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점수가 높아 마찬가지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의 진행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인자임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항-CCP 항체가 양성이었던 20명의 환자 중 18명 

(92%) 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하였다. 두 명의 환자는 항-CCP 

항체 양성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한 명은 이전 

신 이식을 받은 환자로 스테로이도와 싸이클로스포린을 복용 중이며 

증상이 관해된 상태로 추적 관찰 중으로, 복용 중인 약물로 인해 

증상이 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 명은 지속적으로 미분화성 

관절염 상태로 진통제 (acetaminophen) 만 복용하면서 경과 관찰 

중이며 추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지 조금 더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 고령, 수부 관절의 관절염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의 

진행에 연관되어 있는 인자라는 보고도 있었으며,14 이전 외국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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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서도 나이와 침범 관절의 분포가 예측 인자에 포함되어 

있었다.9 본 연구에서도 단변량 분석시에는 고령일수록, 소관절의 

침범이 있을수록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의 진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다변량 회귀 분석에서는 연령, 소관절의 관절염 여부가 

독립적인 예측 인자는 되지 못하였다.  

그 외에도 Haugeberg 등의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에서 Dual 

energy absorptiometry 를 이용하여 골밀도를 측정하여 수부의 골 

소실이 있을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류마티스 인자 양성 또는 C 반응성 단백이 높을 때 더욱 골 소실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15 다른 코호트 연구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연관되었다고 생각되는 PTPN22 유전자의 T 

대립유전자가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의 진행의 

직접적인 연관 인자는 되지 못하지만 항-CCP 항체 역가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16 본 연구에서는 이런 항목들이 

고려되지 못했으나 추후 이러한 항목들이 포함된 연구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서 기초자료에 기존에 의미가 있다고 

알려진 기능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HAQ 점수나 통증의 정도 (pain 

VAS) 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 

중에 일부는 항류마티스 약제를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다. 

이러한 환자들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조금 더 빨리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었겠지만 치료로 인해 류마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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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으로의 진행이 늦춰질 수 있고 이런 환자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하지 않은 군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은 배제하는 것이 예측 모델이 더 정확한 분별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단일 기관 연구로서 이 예측 모델의 

타당성 획득을 위해서는 다기관의 대규모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미분화성 관절염의 치료 방침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의 치료 방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몇몇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Mark 등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에서 증상 발현 12주 째에도 

관절염이 지속되는 경우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 바 있으며,17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조기에 항류마티스 

약제를 치료하는 것이 관절염과 방사선학적인 변화를 늦출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7 실제 임상에서는 아직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에서, 

특히 증상이 경미하거나 관절염이 있는 관절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치료를 망설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 모델의 정립이 환자의 

치료 지침을 정하는 데 더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측 점수의 제한값에 따라서 양성 예측도와 음성 예측도가 다른 

값으로 나타났다. 제한값을 4점으로 하였을 때 양성 예측도는 

100%이었고, 음성 예측도는 92%였다. 제한값을 3.5점 또는 3점으로 

하면 양성 예측도는 각각 92%, 79%이고 음성 예측도는 94%, 

95%이었다. 점수가 4.5점 이상인 경우는 모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하였고, 점수가 2점 이하인 경우는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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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예측 점수가 3점에서 4점 

사이인 환자들은 약 반수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하였고 총 

환자의 11% 정도를 차지한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는 각 개인의 특성과 경과를 보아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내원 당시 예측 점수가 4.5점 이상인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비록 이 예측 모델이 다기관, 

대규모 전향적 연구에서 더욱 검증될 필요는 있지만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들 중 예측 점수가 높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겠다.  

 

ⅤⅤⅤⅤ. . . .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미분화성 관절염 

환자에서 예측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치료 방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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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In patients with undifferentiated arthritis (UA), some patients experience 

spontaneous remission, whereas about one-third of patients progress to 

rheumatoid arthritis (RA). This study was designed to suggest the prediction 

model that could predict progression from UA to RA using clinical variables. 

 

Methods 

I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164 patients with 

inflammatory arthritis, who were initially diagnosed as undifferentiated arthritis 

in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from January 2004 to December 2007. 

They were followed-up for at least 6 months. The clinical variable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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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ion of RA were identified by univariated analyse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prediction model was made and the diagnostic 

performance of the model was evaluated. 

 

Results 

Thirty two patients of 164 patients developed to RA. The prediction model was 

comprised of duration of morning stiffness ≥ 1 hour, the tender and swollen 

joint count ≥ 4, the C-reactive protein level ≥ 0.5 mg/dL, rheumatoid factor 

positivity, the presence of the anti-cyclic citrullinated peptide antibodies,  

erosive change in baseline X-ray and C-reactive protein ≥ 0.5. The range of 

prediction score was from 0 to 10. All of the patients whose prediction score 

were higher than 5 were progressed to RA. The AUC value for the prediction 

rule was 0.976. 

 

Conclusion 

These data suggest that this prediction model could predict progression from 

UA to RA, especially in patients with higher predictio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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