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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면역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련된 자가항체로는 류마티스

인자, 항cyclic citrullinated peptide (CCP) 항체 등이 있다. 이들 자

가항체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높지 않지만 질환의 발현에 선행하

여 나타나기도 하며 항체가 존재할 경우 좋지 않은 경과를 보일 수 

있다[1, 2]. 이 외에도 antiperinuclear factor (APF), 항microtubule 

organizing center with microtubule (MTOC-MT) 항체 등도 류마

티스관절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에 대한 항체의 

존재는 거의 보고 된 적이 없으며 기존에 보고된 4명의 환자도 모

두 낮은 역가를 보였다[4, 5]. 

본 증례에서 PCNA에 대한 항체를 검출하는데 이용한 autoim-

mune target (AIT) 검사는 비종양성대식세포에서 유래된 IT-1 세

포주를 기질로 사용하여 간접면역형광법으로 환자의 혈청에서 자

가항체를 검출하며 HEp-2 세포를 이용한 항핵항체(antinuclear 

antibody, ANA) 검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서  론 

류마티스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RA)은 관절의 부종, 통증, 

윤활관절의 파괴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염증질환으로 주로 대칭성

을 보이며 환자에 따라 다양한 경과를 보인다. 류마티스관절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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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umatoid arthritis (RA) is an autoimmune disease that results in a chronic inflammatory disorder, which principally attacks the small joints. Sev-
eral autoantibodies, such as rheumatoid factor (RF) and anti-cyclic citrullinated peptide (CCP) antibody, are known to be associated with RA. Anti-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antibodies are mainly observed in patients with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Indeed, a high titer 
of these antibodies is considered highly suggestive of SLE; however, anti-PCNA antibodies also appear in other autoimmune diseases. Two previ-
ous reports described RA patients with low titers of anti-PCNA antibodies, respectively. In this report, we describe a case of an RA patient exhibit-
ing a high titer (>1:2,560) of anti-PCNA antibodies. The 56-yr-old female patient, with no underlying disease or medication history, presented with 
multiple joint pain and morning stiffness that had begun 6 months prior. The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 and RF were elevated (102 mm/
hr and 77 IU/mL, respectively), and C-reactive protein (CRP) was 0.8 mg/dL. While the test for anti-CCP antibodies was negative, an anti-PCNA 
pattern (>1:2,560) and a homogeneous pattern (1:320) were detected by autoimmune target (AIT) test. The presence of anti-PCNA antibodies 
was subsequently confirmed using the double immunodiffusion method. The anti-dsDNA test was also positive (1:160). X-ray imaging showed soft 
tissue swelling of multiple joints of both hands and wrists. According to the 2010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European League Against 
Rheumatism (ACR/EULAR) classification criteria, the patient was classified as having RA. This is the first case to describe high titers anti-PCNA an-
tibodies associated with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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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NA에 대한 항체는 전신홍반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

matosus, SLE)에 특이적인 지표로 알려져 왔으나[6, 7], 근래에는 전

신홍반루스프뿐만 아니라 다른 자가면역질환, B형 간염, C형 간염 

등에서도 보고되고 있으며[8, 9] SLE에 특이적이지 않다는 보고도 

있었다[5].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PCNA에 대한 항체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낮은 민감도나 특이도를 보이나 해당 연구에서 시

행한 메타분석에서 높은 역가의 PCNA에 대한 항체를 가진 환자

들은 모두 전신홍반루프스 환자였다고 보고했다[4]. 본 저자들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PCNA에 대한 항체가 높은 역가로 관찰

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56세 여자환자는 약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아침강직을 동반한 

손, 손목, 팔꿈치, 어깨의 통증을 주소로 외래를 통해 입원하였다. 

기저질환이나 약물복용력은 없었다. 혈액검사에서 적혈구침강속

도는 102 mm/hr로 증가해 있었다. 면역검사에서 류마티스인자는 

77 IU/mL로 양성이었으며 항CCP 항체는 음성이었다. 면역혈청검

사에서 C-반응성단백은 0.8 mg/dL였다. 수부 X선 검사에서 손목, 

중수지 관절, 근위 손가락사이 관절의 연부조직에 부종이 관찰되

었다(Fig. 1). AIT 검사에서 낮은 희석배수에서는 균일형(homoge-

neous pattern)에 가려 PCNA형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지만

(Fig. 2) 높은 희석배수에서 PCNA형이 확인되어(Fig. 3) PCNA형

(>1:2,560), 균일형(1:320)으로 판독하였다. 이중 면역확산(double 

immunodiffusion) 검사에서 PCNA에 대한 항체가 다시 한 번 확인

되었고, Crithidia luciliae immunofluorescence (CLIF)를 이용한 항

DNA 검사에서 이중가닥 DNA에 대한 항체 양성소견(1:160)을 보

였다. 환자는 2010년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Euro-

pean League Against Rheumatism (ACR/EULAR) classification 

criteria for RA에서 1) 4-10개의 소관절 침범(3점), 2) 고역가의 류마

티스 인자 양성(3점), 3) 적혈구침강속도 증가(1점), 4) 6주 이상의 

유병기간(1점)에 해당하여 총 8점으로 류마티스관절염으로 확진

되었다. 

고  찰

PCNA에 대한 항체는 1978년 전신홍반루프스 환자에서 처음 발

견되었다[10]. 이후 항체의 표적이 34 kDa의 단백질이고[11] 핵 안

에 존재하며 PCNA-interacting proteins (PIPs)로 통칭되는 다양한 

단백질들과 결합하여 DNA의 복제, 복구, 세포 주기조절, 유전자발

현, 세포자멸사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2-15]. PCNA에 대

한 항체의 검출은 double immunodiffusion, immunoblot, ELISA, 

line immunoassay (LIA) 등의 다양한 검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

원에서 사용한 AIT 검사상에서는 세포 주기에 따라 다양한 형광

강도를 보이는 특징을 통해 감별할 수 있는데 이는 PCNA가 G1-S 

기 동안 발현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4]. 

증례의 환자에서 고역가의 PCNA에 대한 항체가 관찰된 것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환자가 순수한 류마

티스관절염 환자이면서 고역가의 PCNA에 대한 항체가 동반되었

을 가능성이다. PCNA에 대한 항체는 전신홍반루프스 환자에서 처

Fig. 1. X-ray image showing soft tissue swelling of multiple joints of 
hands and wrists.

Fig. 2. AIT test of IT-1 cells using the indirect immunofluorescence 
method. Image depicts the pattern of anti-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antibody (1:20 dilution) binding, which is masked by 
the homogeneous pattern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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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발견되었고 전신홍반루프스에 특이적으로 생각되었으나, 전신

홍반루프스 환자에서도 발생빈도가 높지 않고(2-8%), 경피증, 자가

면역성 갑상샘염, 류마티스관절염, B형 간염, C형 간염 등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보고되었으며[5, 9] Lee and Kim[16]도 PCNA에 대

한 항체가 검출된 소세포폐암 환자를 보고한 바가 있다. 이번 증례 

역시 앞서 나타난 연구에서처럼 전신홍반루프스가 아닌 질환에서 

고역가로 검출된 PCNA에 대한 항체라면 PCNA에 대한 항체가 전

신홍반루프스에 특이적이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두 번째는 rhupus 증후군의 가능성으로, rhupus 증후군이란 환

자가 류마티스관절염과 전신홍반루프스의 특징을 모두 보이는 경

우를 말하며, 단일질환인지 아니면 단지 전신홍반루스프와 류마

티스관절염이 병발하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

이다[17]. 증례의 환자는 2010년 ACR/EULAR classification criteria 

for RA에서 8점에 해당하여 명백한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할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전신홍반루프스에 특이적인 자가항체로 

알려진 이중가닥 DNA에 대한 항체가 양성이었으며 AIT 검사도 양

성이었다. 하지만 RA 환자에서도 약 5.5%에서 이중가닥 DNA에 대

한 항체가 양성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었고[18], 역가도 높지 

않았으며 전신홍반루프스에 해당하는 다른 임상양상을 보이지 않

았으므로 rhupus 증후군의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항핵항체의 양성률은 연구자의 역가

기준에 따라 29-75%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18]. Garcia 등

[19]은 균일형이 가장 흔하게 관찰되고 다음으로는 반점형(speck-

led pattern), 중심립형(centromere pattern) 순의 빈도로 나타난다

고 보고하였으며, Nishimura 등[20]은 반점형, 균일형, 핵인형(nu-

cleolar pattern), 중십립형 순으로 보고하여 두 연구 간에 빈도의 

차이를 보였으나 관찰되는 형은 유사하였다. 형 간의 임상적 차이

는 보고된 바가 없었다.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PCNA형은 거의 

보고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증례의 환자에서 PCNA형이 발견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PCNA의 구조나 역할은 많은 부분이 확인되었지만 아직 PCNA

에 대한 항체의 형성기전이나 병태생리적인 역할은 명확히 밝혀지

지 않은 상태이다. 기존에 PCNA에 대한 항체가 보고된 전신홍반

루스프, 자가면역질환, 간염 등에서도 발생 빈도만 보고되었을 뿐 

항체를 가진 환자들이 임상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PCNA에 대한 항체의 전신홍반루프스에 대한 

특이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항체 양성인 환자와 음성인 

환자의 임상적 특성 등이 추가로 연구되어 PCNA에 대한 항체의 

임상적 의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증례는 류마티스관절염이 확진된 환자에서 고역

가의 PCNA에 대한 항체가 발견된 세계 최초의 증례로 PCNA에 대

한 항체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요  약

류마티스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RA)은 관절의 부종, 통증, 

윤활관절의 파괴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염증질환으로 관련된 자가

항체로는 류마티스인자, 항cyclic citrullinated peptide (CCP) 항체 

등이 있다.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에 대한 항체

는 주로 전신홍반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환자

A B

Fig. 3. AIT test of IT-1 cells using the indirect immunofluorescence method. Images depict the pattern of anti-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antibody binding at a 1:1,280 dilution (A: ×200, B: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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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고역가의 항체는 전신홍반루프스 환자와 연

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신홍반루프스 환자가 아닌 다

른 자가면역질환에서도 PCNA에 대한 항체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Vermeersch 등과 Mahler 등은 PCNA에 대한 항체가 양성인 두 명

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각각 보고하였으나 모두 낮은 역가를 

보였다. 본원에서 시행한 AIT 검사를 통해 한 명의 류마티스관절

염 환자에서 고역가의 PCNA에 대한 항체가 발견되어 보고하는 바

이다. 56세 여자환자로 다른 기저질환, 약물복용력은 없었으며 약 

6개월 전부터 아침강직을 동반한 다발성 관절통을 주소로 외래를 

통해서 입원하였다. 적혈구침강속도는 102 mm/hr 였고 C-반응성

단백은 0.8 mg/dL (정상범위 0-0.8 mg/dL)였다. 류마티스인자는 

77 IU/mL로 양성, 항CCP 항체검사는 음성이었다. AIT 검사에서 

균일형(1:320), PCNA형(>1:2,560)이 관찰되었다. PCNA에 대한 항

체는 이중면역확산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항 DNA검사

는 양성이었다(1:160). 수부 X선 검사에서 손목, 중수지 관절, 근위 

손가락사이 관절의 연부 조직에 부종이 관찰되었다. 2010년 ACR/

EULAR classification criteria for RA에서 8점에 해당되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었다. 이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발견된 고

역가의 PCNA에 대한 항체를 보고한 최초의 증례로 향후에 PCNA

에 대한 항체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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