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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혈청 amyloid A의 

질병 활성도 지표로써의 유용성

 강직성 척추염(ankylosing spondylitis, AS)은 주로 척추 및 천장장

골 관절등의 구간 관절을 침범하는 만성 전신성 염증 질환이다. 건

이나 인대등의 골 부착부에 생기는 염증반응이 주요한 병리학적인 

과정이며, 이는 관절과 그 외 조직의 섬유화와 이차적인 골성변화를 

유도하여 침범된 관절의 강직을 일으킴으로써 관절의 변형과 운동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그 외 말초 관절염이나 전방 포도막염, 대동

맥염, 폐 섬유화등의 관절 외 병변을 수반한다. 따라서, 적절한 질병 

활성도의 평가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그 지표를 찾는 노력이 있어왔

다. 혈청 amyloid A(serum amyloid A, SAA)는 주요한 급성기 반

응 단백으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서 높은 농도로 

증가한다. 그러나, 강직성 척추염에 있어서는 그 농도의 증가나 질

병 활성도와의 관계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강

직성 척추염환자와 정상 대조군간에 SAA의 농도를 비교하고 현재 

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질병 활성도 지표와의 연관성을 알아봄으로

써 SAA가 질병 활성도 평가에 객관적이며 유용한 지표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받은 38명의 환자와 정상 대조군에서 N 

Latex SAA시약을 이용한 면역혼탁계측방법을 통해 SAA를 측정하

여 비교하 으며, 질병 활성도 지표로써의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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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기존의 질병 활성도를 평가하는 임상적 지표들과 비교 분석

하 다. 질병의 활성도에 대한 임상적 지표로는 배쓰 강직성 척추염 

질병 활성도 지표(BASDAI)를 이용하 고, 검사실 지표로 적혈구 

침강 속도(ESR), C-반응 단백(CRP)을 측정하 다. 그 외 SAA와 

콜레스테롤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콜레스테롤, 고 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저 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측정하

다.

1. 강직성 척추염 환자군의 SAA농도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      

   게 높았다.

2. 환자군의 SAA농도는 BASDAI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다. 

3. 환자군의 SAA농도는 ESR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고, ESR이  

   정상범위이며 SAA의 증가를 보인 환자는 15명(40%)이었다.

4. 환자군의 SAA농도는 CRP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고, CRP가  

   정상범위이며 SAA의 증가를 보인 환자는 9명(23%)이었다.

5. 환자군에서 SAA와 콜레스테롤간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SAA의 농도가 정

상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이 올라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AA는 기존의 BASDAI, ESR, CRP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임으로써 객관적인 질병 활성도 지표로써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치료 반응 및 치료 약물의 선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핵심되는 말 : 강직성 척추염, 혈청 amyloid A, 질병 활성도, 

               적혈구 침강 속도, C-반응 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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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혈청 amyloid A의 

질병 활성도 지표로써의 유용성

<지도교수 이 수 곤>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정 상 윤

I. 서 론 

 혈청음성 척추 관절증(seronegative spondyloarthropathy)은 류마티

스 인자 음성으로 여러 장기에 병변을 초래하는 염증성 질환이다. 

척추, 말초관절, 건이나 인대, 골 부착부의 염증과 함께 다양한 관절

외 증상을 수반한다. 관절 외 증상으로는 안병변, 피부 또는 손톱병

변, 비뇨 생식기나 소화관의 염증을 들 수 있으며, 그 외 드물게는 

심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면역학적으로는 HLA B-27 유

전자 양성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혈청음

성 척추 관절증에 분류되는 질환으로 강직성 척추염을 위시하여 건

선 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에 수반되는 척추 관절증, 

소아형 척추 관절염, 그밖에 분류가 불가능한 척추 관절증이 있다.
1
 

 그 중, 대표적인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ankylosing spondylitis, 

AS)은 주로 구간 관절을 침범하는 만성 전신성 염증 질환으로 척추 

및 천장장골 관절은 사실상 100%, 견관절 및 고관절은 약 1/3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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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침범되고, 그 외 드물지만 말초 관절이나 관절 외 조직에 병

변이 발생한다. 건이나 인대등의 골 부착부에 생기는 염증반응이 주

요한 병리학적인 과정이며, 이는 관절과 그 외 조직의 섬유화와 이

차적인 골성변화를 유도하여 침범된 관절의 강직을 일으킴으로써 

관절의 변형과 운동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관절 외 증상으로 

홍채염이나 전방 포도막염 등의 안증상, 대동맥염과 이와 동반된 대

동맥 판막부전증, 제한성 폐기능 장애와 폐 섬유화등의 심각한 합병

증을 초래할 수 있다.
2
 따라서, 적절한 질병 활성도의 평가와 이를 

통한 효과적인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질병 활성도 평가는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어 왔다. 그 중 한 방법으로 1994년 Garrett 등이 제시한 배

쓰 강직성 척추염 질병 활성도 지표 (Bath Ankylosing Spondylitis 

Disease Activity Index, BASDAI)가 있다.
3
 이는 환자 스스로 질문

에 대한 답을 시각 상사 척도(visual analog scale)로 보여줌으로써 

질병의 활성도를 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환자의 혈액을 통한 것으로 적혈구 침강속도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의 측정과 혈청내에 존재하는 

급성기 반응 단백의 하나인 C-반응 단백(C-reactive protein, CRP)

의 측정이 있다. 이러한 염증반응에 대한 생물학적 지표는 염증성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진단과 질병의 중증도, 치료반응의 평가에 있

어 매우 유용히 이용되어 왔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과 연관하여 

급성기 반응 단백인 CRP와
4
 혈청 amyloid A(serum amyloid A, 

SAA)의 증가소견을 관찰하 으며,
5,6
 이후 여러 염증성 질환의 질병 

활성도와 치료반응의 평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SAA는 아포지단백의 일종으로 염증반응에서 활성화된 단핵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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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세포와 림포카인 매개성 과정이 간세포를 자극함으로써 생성되며 

그 농도는 염증반응의 급성기에 정상범위의 1,000배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또한, 염증반응에서 SAA의 증가는 CRP보다 

크게 나타나며 생리학적 농도가 10배 정도 높아 그 측정이 CRP보

다 유리하여 염증반응의 평가에 있어 유용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SAA의 측정은 염증성 및 비염증성 관절염에 대한 구별

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염증성 관절염에서의 질병 활성도 평가와 

치료효과의 판정에 매우 가치있는 검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SAA

는 지질 대사에 관여하여 고 도 지단백(high density lipoprotein, 

HDL)의 구성성분중 하나인 아포지단백-I(apolipoprotein-I)과 치환됨

으로써 SAA-HDL입자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HDL의 콜레스테롤 

수송기능 저하와 대식세포의 탐식을 촉진시킴으로써 콜레스테롤 대

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결국 동맥경화증에 의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

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8,9
 그 외 SAA의 전구체

(precursor)에 의한 이차성 유전분증(amyloidosis)은 환자의 예후에 

심각한 향을 미치는 합병증으로 중요시 다루어지는 문제이다.
10,11
  

 2000년 Lange등의 연구에 의하면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 있어 질병 

활성도와 비례하여 SAA의 증가를 확인함으로써 염증성 지표로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있다.
12
 그러나, 이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가 

없었으며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질병 활

성도 지표로써 SAA의 유용성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의 검사실 지표인 ESR, CRP를 보충할 수 있는, 또는 그보다 더 민

감도가 높은 검사임을 확인하여 추후 환자의 추적관찰 및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부가하여 SAA와 콜레스테롤 수치와의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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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밝힘으로써 SAA의 증가가 동맥경화증에 의한 심혈관계 질환

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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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가.  환자군

 2003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세브란스 병원 류마티스내과에 내

원한 환자 중 강직성 척추염으로 처음 진단 받았거나 추적 관찰중

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은 1984년 

Linden등이 제시한 Modified New York criteria를 통해 이루어졌으

며
13
 의무기록의 후향적 검토 및 전화설문, 외래 내원시 병력 청취를 

통해 환자들의 성별, 연령등 기본 특성과 발병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질병 이환기간, 강직성 척추염과 연관된 질환의 유무, 강직성 척추

염의 가족력, 침범된 관절의 종류 및 수적 분포, 현재 강직성 척추

염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제의 종류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추적관

찰 기간 중 외상, 감염 또는 종양 질환의 유무와 검사 시점을 기준

으로 한달 이내의 약물 복용에 대한 과거력을 조사하 다. 환자군은 

모두 골반 방사선 촬 을 시행하 으며 천장장골 관절의 미란

(erosion)이나 경화(sclerosis), 강직(ankylosis)등의 염증성 변화를 확

인하 다.  

 나.  대조군

 2003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세브란스 병원 건강검진 센터에 

내원한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조군으로 하 다. 검사 결과의 후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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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전화 설문을 통해 성별, 연령 등 기본 특성과 약물 복용의 

과거력, 감염 및 종양 등의 병력을 조사하 다. 염증성 질환의 병력

이 있거나 검사 시점에서 한달 이내의 기간동안 약물 복용의 과거

력 또는 감염의 증상이 있었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2. 방법

 

 환자군에서 외래 내원시 혈청을 채취하여 SAA의 농도를 측정하

으며 정상 대조군의 SAA농도와 비교하 다.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 

활성도와 SAA농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질병 활성도 

평가를 위한 BASDAI를 작성케 하 으며 검사실 지표로써 ESR, 

CRP를 측정하 다. 이 외에도 SAA와 콜레스테롤 수치와의 연관성

을 알아보기 위해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고 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저 도 지단백(low density lipoprotein, LDL) 콜레스테

롤, 중성지방(triglyceride, TG)을 측정하 다. BASDAI 평가와 모든 

검사실 지표의 측정은 SAA 측정을 위한 혈청 채취와 같은 시점에

서 시행하 다. 

   

 가. 혈청 amyloid A의 농도 측정

 

 항 SAA 항체가 흡착된 Latex 시약과 검체를 반응시키면 항원-항

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며 여기에 빛을 투과시켜 산란되는 빛의 양

을 기계 내에서 peak rate signal로 바꾼 뒤 이것을 기준으로 정량

하는 면역혼탁계측(immunonephelometry)방법을 이용하 다. 환자군

과 대조군에서 혈액 10 mL를 채취하여 7분간 2,700 rpm으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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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를 하고 그 상청액을 얻었으며 분석 시점까지 -70 ℃에서 냉동 

보관하 다. 분석은 검체를 상온에서 녹인 후 1 mL를 채취하고 N 

Latex SAA (Dade Behring inc., Marburg, Germany) 시약을 이용

하여 Equil Nephelometer-Analyzer (Behring Co., Behring, 

Germany)를 통해 그 농도를 측정하 다. SAA의 정상치는 6.4 

mg/L로 개인간 변이(interindividual variation)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배쓰 강직성 척추염 질병 활성도 지표

   (Bath Ankylosing Spondylitis Disease Activity Index, BASDAI)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 있어 질병의 상태, 즉 질병 활성도, 질병의 

진행 정도와 예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1994년 

Garrett 등
3
이 제시한 배쓰 강직성 척추염 질병 활성도 지표를 이용

하 다. 이는 검사 시점에서부터 지난 한 주동안 환자가 느끼는 피

곤함의 정도, 척추와 말초 관절의 통증, 관절 외 구조의 국소적인 

압통과 관절의 조조 경직에 대한 중증도를 묻는 여섯 항목의 질문

에 대해 시각 상사 척도로 보여주게 되며 0점에서 10점까지의 값으

로 환산하여 질병의 활성도를 평가하 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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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직성 척추염 질병활성도 지표

(BASDAI;The Bath Ankylosing Spondylitis Disease Activity Index)

지난 한 주간에 대해 각각의 질문에 대해 본인이 느낀 정도를 선상에 표시하시오. 

(1) 지난 일주동안 피로를 어느정도 느끼셨습니까?

전혀없다                                                      매우심하다

(2) 지난 일주동안 목,허리 또는 골반통증을 어느정도 느끼셨습니까?

전혀없다                                                      매우심하다

(3) 지난 일주동안 목, 허리, 골반이외의 관절통증, 부종을 어느정도 느끼셨습니까?

전혀없다                                                      매우심하다

(4) 지난 일주동안 만지거나 압박하여 아픈 부위가 있다면, 불편감을 어느정도 느끼

셨습니까?

전혀없다                                                      매우심하다

(5) 지난 일주동안 기상 후 조조경직은 어느 정도 느끼셨습니까?

전혀없다                                                      매우심하다

(6) 지난 일주동안 기상시간부터 조조경직이 소실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어느정도  
    입니까?

                                                             
0          30분         1시간        1시간       2시간 
                                      30분        이상

                                           # Total score (0~10) :           

그림 1. 배쓰 강직성 척추염 질병 활성도 지표 (BAS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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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혈액 및 혈청학적 검사 

 모든 실험군을 대상으로 ESR, CRP, 콜레스테롤(총 콜레스테롤, 고

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저 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수

치를 측정하 다. ESR은 modified Westergren (KORMED Co., 

Ltd., Korea) 방법을 통하여 측정하 다.

 CRP의 측정은 CRP kit (Beckman-Coulter Co., Ltd, USA)를 이용

하여 면역혼탁계측법으로 그 농도를 구하 다. 총 콜레스테롤과 중

성지방은 효소법을 이용하여 Hitachi 736-40 자동 분석기로 측정하

고, 고 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선택적 억제제와 촉진제를 사용

한 직접측정법 (selective inhibition and direct enzymatic method, 

Daichii, Tokyo, Japan)으로 측정하 으며, 저 도 지단백 콜레스테

롤은 Friedewald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라. 통계분석

 모든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for window, Verson 11.0, SPSS 

Inc, Chicago, IL, USA)를 통해 시행하 다. 자료값은 평균 ± 표준

오차로 표기하 고, 환자군과 대조군간의 SAA 농도 비교는  

student's t-test를 사용하 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각 질병 활성

도 및 콜레스테롤 수치와 SAA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test를 사용하 다. 각 검정에 있어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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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대상자의 임상적 특징

 

 대상 환자 38명중 남자는 26명, 여자는 12명이었고, 평균연령은 

29.6 ± 10.7세 으며 연령 범위는 12∼66세 다. 정상 대조군은 38

명중 남자가 25명, 여자는 13명이었고, 평균연령은 30.1 ± 8.7세

으며 연령범위는 20∼60세 다. 대상 환자의 평균 질병 이환기간은 

6.8 ± 7.4년이었으며, 강직성 척추염의 가족력을 갖고 있는 환자는 

4명(10%)이었다. 모든 환자에서 구간 관절인 천장장골 관절의 침범

이 있었으며 말초관절을 침범한 경우는 27명(70%)으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 다. 관절 외 증상으로는 아킬레스 건염이 14명(37%), 전

방 포도막염이 9명(24%),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과 신장 유전분증

을 동시에 갖고 있는 환자가 1명(2%)이 있었다. 대상 환자는 모두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인도메타신

(indomethacin)을 포함한 비 스테로이드성 소염제만을 복용하는 환

자가 23명(61%), 비 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항 류마티스약인 설파살

라진(sulfasalazine)을 동시에 복용중인 환자가 14명(37%)이었다. 한

명의 환자만이 프레드니솔론 20 mg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신장 유전

분증을 진단받고 고용량 스테로이드치료 후 감량하고 있는 상태

다. HLA-B27은 모든 환자에서 양성소견을 보 다.



- 13 -

2. 대조군과 환자군간의 SAA 농도

 정상 대조군의 SAA 농도는 3.86 ± 5.09 mg/L (범위: 0.80∼6.30 

mg/L)이었고, 환자군의 SAA 농도는 9.52 ± 7.49 mg/L (범위: 0.8

0∼28.20 mg/L)로 강직성 척추염 환자군의 SAA 농도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그림 2.). 

 

그림 2. 대조군과 환자군의 SAA의 농도. 그림의 값은 SAA의 농도  

        를 평균 ± 표준오차로 표시하 다. 대조군에 비해 환      

        자군의 SAA 농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대조군: 3.86 ± 5.09  

        mg/L vs. 환자군: 9.52 ± 7.49 mg/L, p<0.05).    

controlAS

40

30

20

10

0

SAA(mg/L)

P<0.05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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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환자의 SAA 농도와 질병 활성도 지표들간의 연관성

 환자군의 SAA 농도와 기존에 질병 활성도 지표로써 제시된

BASDAI, 검사실 지표인 ESR. CRP와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 test를 통해 살펴보았다(표 1).

   표 1. 혈청 amyloid A와 BASDAI, ESR, CRP사이의 연관성 

  * Pearson's correlation test에 의해 검정함.  

0.431 0.365 0.541

p<0.05 p<0.05 p<0.05

0.648 0.703

p<0.05 p<0.05

0.521

p<0.05

BASDAI

CRP

ESR

SAA ESR CRP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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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환자의 SAA 농도와 BASDAI와의 연관성

 대상 환자에서 설문을 통해 측정한 BASDAI의 값은 5.04 ± 1.67

점 (범위: 0.72∼8.40 점)이었으며, SAA 농도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 다(r=0.43, p<0.01)(그림 3.).

그림 3. 강직성 척추염 환자군의 SAA 농도와 BASDAI와의 연관성.  

        SAA의 농도는 BASDAI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다  

        (r=0.43, p<0.01; Pearson's correlation test).

 

SAA(mg/L)

P<0.05

BASDAI
(point)

3020100

10

8

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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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 환자의 SAA 농도와 ESR과의 연관성

 대상 환자의 전혈을 통해 측정한 ESR의 값은 9.76 ± 9.99 mm/hr 

(범위: 2∼46 mm/hr) 으며, SAA 농도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 다(r=0.52, p<0.01)(그림 4). 특히, 주목할 점으로는 ESR의 

정상치를 20 mm/hr이하로 보았을 때, SAA가 정상범위(<6.4 mg/L)

이면서 ESR이 상승된 환자는 없었으나 ESR이 정상범위이며 SAA

의 증가를 보인 환자는 15명(40%)에서 나타났다(표 2).

그림 4. 강직성 척추염 환자군의 SAA 농도와 ESR과의 연관성.     

         SAA의 농도는 ESR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다    

         (r=0.52, p<0.01; Pearson's correl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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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

(mm/hr)

30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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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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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ESR이 정상범위이며 SAA가 상승소견을 보인 환자군

                 Parameter

Patient (N=15) SAA (mg/L) ESR (mm/hr) BASDAI (point)

1 11.8 10 5.23

2 14.4 11 7.00

3 6.6 2 6.40

4 9.4 7 4.12

5 27.6 6 6.00

6 13.9 3 5.22

7 19.0 20 6.66

8 8.8 3 4.80

9 12.0 11 4.24

10 8.1 2 4.61

11 21.5 3 6.05

12 24.2 4 6.88

13 11.3 8 5.29

14 8.9 10 3.48

15 12.2 20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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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 환자의 SAA 농도와 CRP와의 연관성

 대상 환자의 혈청을 통해 측정한 CRP의 값은 0.74 ± 0.75 mg/dL 

(범위: 0.10∼3.15 mg/dL) 으며, SAA 농도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 다(r=0.65, p<0.01)(그림 5). CRP의 정상치를 0.8 mg/dL

이하로 보았을 때, SAA가 정상범위이며 CRP의 상승이 있었던 경

우가 1명에서 있었던 반면, CRP가 정상범위이며 SAA의 상승이 있

었던 경우는 9명(23%)에서 나타났다(표 3).

그림 5. 강직성 척추염 환자군의 SAA 농도와 CRP와의 연관성.     

         SAA의 농도는 CRP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다    

         (r=0.52, p<0.01; Pearson's correl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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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CRP가 정상범위이며 SAA가 상승소견을 보인 환자군

                 Parameter

Patient (N=9) SAA (mg/L) CRP (mg/dL) BASDAI (point)

1 11.8 0.76 5.23

2 9.4 0.71 4.12

3 8.8 0.35 4.80

4 8.1 0.33 4.61

5 24.2 0.10 6.88

6 11.3 0.65 5.29

7 8.9 0.10 3.48

8 9.7 0.77 6.25

9 12.0 0.30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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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 환자의 SAA 농도와 콜레스테롤 수치간의 연관성

 대상 환자군에서의 콜레스테롤 수치의 평균값은 총 콜레스테롤

(T.chol) 170.71 ± 34.77 mg/dL, 고 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HDL-chol) 50.76 ± 10.32 mg/dL, 저 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LDL-chol) 98.51 ± 32.31 mg/dL, 중성지방(TG) 105.58 ± 62.0 

mg/dL이었다. SAA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 test

로 확인하 으며, 그 결과 SAA 농도와 콜레스테롤 수치와는 연관

성을 찾을 수 없었다. 아울러 기존의 질병 활성도를 나타내주는 

BASDAI, ESR, CRP와 콜레스테롤과의 상관관계도 살펴보았으나 

역시 서로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표 2).

   표 2. 혈청 amyloid A와 콜레스테롤 수치사이의 연관성

  * Pearson's correlation test에 의해 검정함.; NS: not significant 

-0.038 0.090 -0.149 -0.012

NS

-0.013 -0.169 -0.205 0.117

0.012 -0.077 0.080 0.006

0.023 -0.058 -0.002 0.044

SAA

CRP

ESR

BASDAI

T.chol HDL-chol TGLDL-cholr (p*)

NS NS NS

NSNS NS NS

NS NSNSNS

NSNSN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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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임상에서 흔히 이용하는 검사

실 지표인 ESR, CRP등이 종종 만족스럽게 질병 활성도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 다. 따라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또는 

보다 민감한 질병 활성도 지표를 찾는 노력이 있어 왔으며, 최근 주

요한 급성기 반응 단백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는 SAA가 어느 정도 

유용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기존 방법과의 상관관계를 통하

여 알아보고자 하 다. 

 현재까지 급성기 반응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유용하게 이용되어져 

온 것이 ESR, CRP의 측정이었다.
14
 ESR은 과거 수십여년 동안 쓰

여져 온 방법으로 염증 반응에 의해 생성된 섬유소원(fibrinogen)등

의 물질에 의해 적혈구의 응집반응이 초래되어 증가된 침강속도를 

수치로 나타낸 값이다. 그러나, 이는 염증반응의 확인에 있어 간접

적인 방법으로 적혈구의 크기, 모양, 수, 면역 로블린등에 향을 

받을 수 있고 나이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때때로 부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ESR이 환자의 염증 반응의 상태를 느리게 반

하는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급성기 반응 단백의 측정은 그 반응이 

비교적 빠르고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 급성기 

반응 단백은 1930년대 폐렴구균성 폐렴(pneumococcal pneumonia)의 

급성기에 있는 환자의 혈액내에서 폐렴구균의 c-polysaccharide에 

반응하는 CRP가 발견된 이래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16
 이후 다양

한 염증성 질환에서 질병 활성도와 치료반응의 판정에 이용되어져 

왔다. 염증 반응에 의해 활성화된 대식 세포와 단핵 세포들은 다양

한 염증성 싸이토카인을 생성, 분비하게 되며 여기에는 IL-1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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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6, IL-8, TNF-α, TGF-β, interferon-γ등이 포함된다.
17
 

 이렇게 생성된 급성기 반응 단백은 염증반응의 여러 단계에서 작

용하게 된다. 특히, CRP는 손상된 세포의 phosphatidylcholine에 결

합하여 세포의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외부 병원체를 인식케 함으로

써 보체계(complement system)를 활성화시키고 탐식 세포의 부착을 

촉진하게 된다.
18
 또한, 단핵 세포로부터 여러 싸이토카인과 조직 인

자(tissue factor)의 발현을 유도하며 내피 세포에서 L-selectin의 표

면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호중구(neutrophil)의 부착을 방해한다. 

호중구에서는 superoxide의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으며, 단핵 

세포에서 IL-1 수용체의 길항체 합성을 촉진하는 작용등이 알려져 

있다.
19
 또 다른 주요 급성기 반응 단백인 SAA는 1970년대 초 이차

성 유전분증에서 중요한 근원섬유(fibril)의 구성성분인 AA 단백과 

항원성을 공유하는 혈액성분으로 발견되어졌고,
10,20
 이후 다양한 염

증성 질환에서 농도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 세균 또는 진균 감염, 

악성 질환, 심근경색과 같은 조직손상,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유육종

증(sarcoidosis)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등에서는 100∼1,000 mg/L까

지 증가하며, 바이러스감염, 국소적 염증 반응 등에서는 10∼100 

mg/L까지 증가한다. 이렇게 염증 반응에서 SAA의 증가는 CRP와 

비교하 을 때 보다 크게 나타나며, 생리학적 농도가 10배정도 높아 

CRP보다 측정이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SAA의 합

성은 염증성 싸이토카인에 의해 주로 간세포에서 합성되며 간 이외

의 조직에서도 합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AA는 12 kDa의 분

자량을 갖으며 104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포지단백의 

일종이다. 구조적으로는 2개의 α-helix와 β-sheet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적으로는 특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6개의 부위가 알려져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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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중 중요한 3개의 기능적 부위가 존재한다.
7
 첫째, 지질 결합 

부위로 1-11번째의 아미노산 구조가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SAA의 

컴퓨터 분석에 의해, 그리고 이 부위를 제거하 을 때 HDL콜레스테

롤과의 결합이 억제됨을 확인함으로써 밝혀지게 되었다. 둘째, 호중

구나 대식세포 결합부위로 77-104번째의 아미노산 구조가 이 역할

을 담당하며 HDL콜레스테롤의 탐식과 분해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셋째, 유전분증 연관 부위로 10-15번째의 아미노산 구조

가 역할을 담당하며 근원섬유의 형성과 침착에 의한 이차성 유전분

증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부위가 된다. 이는 돌연변이 과정을 통한 

아미노산 구조의 결손을 유도하여 근원섬유의 형성이 현저히 감소

됨을 확인함으로써 알려졌다. 특히 이차성 유전분증에서 조직에 침

착된 SAA 전구체의 분석결과 SAA의 1-76 아미노산 구조가 밝혀

짐으로써 유전분증은 개체 특이적인 단백 분해의 차이에 기인할 것

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SAA의 생물학적 기능에 대

해서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며, 특히 지질대사에 미치는 향

과 이차성 유전분증의 기전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져야 할 것이다. 

 이전의 연구들에 의하면 SAA는 류마티스 질환에 있어 혈청내 또

는 관절강내에 높게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 다. Cunnane등
21
은 류마

티스 관절염, 건선 관절염, 미분화 관절염등을 대상으로 혈청을 통

해 SAA농도를 측정한 결과 높게 상승되어 있는 소견을 확인하 으

며 질병 활성도를 반 하는데 더 효과적인 지표로 제시하 다. 특

히, 류마티스 관절염에 있어서는 질병의 임상적 호전과 악화를 반

하는데 ESR, CRP보다 더욱 민감하게 작용함으로써 질병 활성도 평

가의 가장 좋은 지표로 주장하 다. O'Hara등
6
은 류마티스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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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활막세포(synoviocyte)를 배양하여 분석한 결과 SAA 

mRNA의 표현이 증가하고 SAA단백 합성이 증가함을 통해 SAA는 

활막 조직의 염증반응에 의해 합성이 증가하며 관절 손상에 직접적

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제시한 바있다. 이렇게 SAA는 류마티스 관

절염에 있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질병 활성도의 지표이나 강

직성 척추염에 있어서는 질병 활성도 지표로써의 역할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고, 더구나 잘 알려져 있는 합병증의 하

나인 이차성 유전분증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SAA는 강직성 척추염환자에서 

정상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높게 올라가 있었다. 그러나, 

절대값에 있어서는 기대한 만큼 높은 수치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강직성 척추염 자체가 만성적인 염증 질환이며 대상 환자 모두가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SAA와 

기존의 질병 활성도 지표인 ESR, CRP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

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으나 그보다 중요한 점은 두 지표

가 정상범위인 경우에도 SAA값이 높게 측정된 경우가 있었다는 점

이다. 즉, ESR이 정상범위 던 15명(40%)과 CRP가 정상범위 던 9

명(23%)의 환자에 있어 SAA가 높게 상승되어 있었고 이 경우 대부

분 BASDAI가 5점이상 이었던 점은 SAA의 측정이 질병 활성도 지

표로써의 측면에서 ESR, CRP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또는 그보다 

더 유용성있는 검사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 환자 중에는 신장 유전분증을 진단받은 한명의 환

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상기 환자는 초기 중증 단백뇨 및 혈중 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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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닌 상승 소견을 보 으며 신장조직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은 

경우로 스테로이드 유지요법 시행 중 연구에 포함되었다. 환자의 

SAA값은 정상범위보다 상승되어 있었으나 다른 환자군의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두가지의 의문점을 제시하여 준

다. 첫째,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환자의 SAA농도에 어떤 향을 미

칠 것인가의 문제이다. 스테로이드는 SAA합성에 있어 두가지 측면

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항 염증작용을 하게되나 스테로이드자체가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에 작용하여 mRNA에 의한 SAA합성을 촉진하게 된다. 그러

나, 여러 임상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자의 경우가 우세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이차성 유전분증과 SAA의 정량적 

차이가 관계가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물론 SAA의 양적 증가는 

조직내 침착의 위험요소로써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앞에서

도 언급하 듯이 현재는 개체 특이적인 단백 분해의 차이에 기인하

는 것이 좀 더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SAA가 콜레스테롤 대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농도, 특히 HDL콜레스테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의미있는 

결과를 찾을 수는 없었다. HDL은 간과 소장에서 합성되어 분비되는 

지단백으로 유리 콜레스테롤, 인지질, 아포단백으로 된 지질이중층

의 원판상 구조로 되어있다. 혈액내에서 HDL은 유리 콜레스테롤을 

받아들여 LCAT(lecithin cholesterol acyltransferase)의 작용에 의해 

에스테르화하여 간으로 수송하는 수송체 역할을 하게 된다. SAA는 

HDL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LCAT의 작용을 억제하며 대식세포의 

탐식을 증가시켜 그 농도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동맥경화증의 위

험요소로써 제시되고 있다.
22
 본 연구결과에서 SAA와 콜레스테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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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관성을 찾지 못한 원인으로는 우선 급성기 염증반응이 아니었

다는 점, 대상 환자 모두가 약물치료를 받고있는 비교적 안정된 상

태 다는 점, 그리고 대상이 평균연령 20대의 젊은 환자인 점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급성기의 염증반응을 갖고 있는 환자

를 대상으로 하며, HDL분획(subfraction)의 농도차이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제한점으로는 모집단의 수가 적었다는 점과 

치료과정에 있는 비교적 안정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점, 치료 반

응으로써 SAA농도를 비교하지 못한 점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앞으로 좀더 많은 강직성 척추염 환자를 대상으로 염증반응의 

급성기에, 특히 질병을 처음 진단받을 당시의 SAA를 측정하고 치

료 전후에 있어서 농도를 비교 분석하면 질병 활성도 지표로써 뿐

만 아니라 치료 반응의 평가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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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 활성도 지표는 BASDAI나 ESR, CRP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종종 맞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 따라서, 새

로운 질병 활성도 지표를 찾는 노력이 있어왔으며 그 중 하나로 주

요 급성기 반응단백의 일종인 SAA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강직

성 척추염 환자에서 SAA의 질병 활성도 지표로써의 유용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SAA농도를 비교하고 기존의 

질병 활성도 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 다.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해 강직성 척추염 환자군에서 SAA의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됨을 확인하 으며, 기존의 질병 활성도 지표로 이용

되고 있는 BASDAI, ESR, CRP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SAA와 콜레스테롤간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농도면에 있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SAA의 농도는 증

가하며, 기존의 BASDAI, ESR, CRP와 함께 질병 활성도의 객관적 

지표로써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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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le of serum amyloid A as an indicator of 

disease activity in ankylosing spondylitis

 Sang Youn Jung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o Kon Lee)

 Ankylosing spondylitis (AS) is a chronic inflammatory disease

of the axial skeleton with variable involvement of peripheral 

joints and extraarticular manifestations such as enthesopathy, 

anterior uveitis, aortitis, fibrocystic pulmonary disease. Biological 

markers of inflammation are useful for the diagnosis and 

monitoring of inflammatory rheumatic disease such as rheumatoid 

arthritis and AS. Particularly, C-reactive protein (CRP) and 

serum amyloid A (SAA) is well recognized biological markers of 

inflammation and the level of these two proteins increases rapidly 

after the acute phase response is initiated. Furthermore, SAA 

may influence the function of high density lipoprotein(HDL) in 

relation to cholesterol metabolism. In AS, the acute phase 

proteins SAA has not been as studied as in rheumatoid arthritis.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nfirm the elevation of SAA in 

AS through the comparison of healthy control group, an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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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 their relationship with disease activity and cholesterol 

metabolism. Seventy eight-paired sera from 38 AS patients and 

38 healthy control were obtained to measure SAA levels. SAA 

levels were determined by the method of immunonephelometry. 

Disease activity of each AS patient was assessed by Bath 

ankylosing spondylitis disease activity index (BASDAI).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of labolatory parameters,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 CRP and lipid profile such as tota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LDL) 

cholresterol, triglyceride were measured at the same point with 

SAA measurement. 

  

 1. The mean SAA level of AS patients was higher than that    

    of normal healthy controls significantly.

 2.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AA level and     

    BASDAI, and between SAA level and laboratory activity     

    indices (ESR, CRP). 

 3.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AA level   

    and Lipid profile (tota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LDL     

    cholresterol, triglyceride). 

  

 To the present results, we found that SAA levels were elevated 

in AS patients than healthy controls, and the high SAA levels in 

patients with AS have been found to correlate well with 

BASDAI and laboratory activity indices (ESR, CRP).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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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imply that SAA can be a very good indicator of disease 

activity in AS patients. In addition, SAA will be useful for the 

evaluation of treatment response and selection of drug 

administration. In this study, we could not identify the correlation 

of SAA levels and lipid profile. Future prospective studies about 

the relationship of SAA and cholesterol metabolism will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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