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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한국인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에서
비타민 D 의 중요성
목적: 비타민 D 는 칼슘과 인산염의 조절 역할뿐만 아니라 면역조절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비타민 D 의 부족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를 포함한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과 연관되어 왔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저자들은 한국인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에서 비타민 D 의 수치를 측정하고, 임상양상 및 질병의 활성도와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미국 류마티스학회에서 1982 년 개정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의 진단기준을
만족한 한국인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 104 명의 환자와 류마티스 질환의
기왕력이 없는 49 명의 건강한 자원자를 정상 대조군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 군에서 채혈은 2008 년 3 월과 5 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각 군에서 채혈 당시의
연령, 키, 몸무게, body mass index (BMI)를 측정하였고, 25-hydroxyvitamin D3
[25(OH)D]를 방사면역 측정법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루푸스 환자에서 채혈
당시의 임상 양상과 검사실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disease activity index (SLEDAI)와 systemic lupus international collaborative
clinics/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damage index (SLICC/ACR DI)를
평가하였다.

또한

루푸스

환자에서

항염색질

항체를

면역효소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혈청

25(OH)D

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군(42.49

±

15.08

ng/mL)에서 정상 대조군(52.72 ± 15.19 ng/mL)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혈청

25(OH)D

수치가

20

ng/mL

이상부터

30

ng/mL

미만까지의 비타민 D 감소는 루푸스 환자 중 14 명(13.5%)에서 보였고 정상
대조군에서는 2 명(4.1%)에서 보였다. 혈청 25(OH)D 수치가 20 ng/mL 미만인
비타민 D 결핍은 루푸스 환자 중 3 명(2.9%)에서 보였고 정상 대조군에서는 없었다.
혈청 25(OH)D 는 혈색소 수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284, p=0.004),
혈청 complement 3 와도 양의 상관관계(r=0.301, p=0.002)를 보였다. 그 외에
백혈구, 혈소판, complement 4, 항 dsDNA 항체를 포함한 항염색질 항체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SLEDAI 및 SLICC/ACR DI 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안았다.

결론: 한국인 루푸스 환자에서 정상인에 비해 비타민 D 가 감소되어 있었다. 또한
질병 활성도를 반영하는 여러 지표들과 비타민 D 와의 연관성은

혈색소와

complement 3 에 대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질병의 활성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다른 지표들과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추후
비타민 D 가 루푸스의 병인 기전과 활성도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어: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비타민 D, 질병 활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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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이하 루푸스)는
만성적인 자가 면역질환으로 피부, 신장, 혈액, 심장혈관계, 근골격계 등 전신의
조직을 침범할 수 있으며, 개인마다 다양한 임상적 특징과 예후를 가지고 있다. 그
원인과 발병 기전은 아직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바이러스, 세균, 약물, 자외선, 호르몬의 불균형 등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져서 발생한다고 생각되고 있다(Marshall, 2002).
비타민 D 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장관에서 칼슘의 섭취를 증가시키고 혈장
칼슘과 인산염의 농도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골의 무기질 침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서

골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D

는

전구체인

7-

dehydrocholesterol 이 피부에서 자외선에 의하여 비타민 D3 (cholecalciferol)로
전환되고, 일부는 비타민 D2 (ergocalciferol) 형태로 음식물로 흡수된다. 비타민
D2 와 D3 는 간에서 25-hydroxylase 에 의해 25-hydroxyvitamin D3 로
전환되며, 이것은 주로 신장에서 비타민 D 의 가장 강력한 활성형인 1,25dihydroxyvitamin D3 로 전환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비타민 D 는 칼슘과 인산염의 조절 역할뿐만 아니라 면역조절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자가면역 질환과의 연관성도 보고되고 있다(Adorini 와
Penna, 2008). 비타민 D 는 비타민 D 수용체를 통해서 작용하는데, 항원제시
세포나 활성화된 T 또는 B 림프구를 포함한 다양한 면역세포에서 비타민 D
수용체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van Etten 와 Mathieu, 2005). 비타민 D 는
CD4+ T 림프구의 분화와 활성화를 조절해서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을 억제한다고
생각되고 있다(Cantorna 와 Mahon, 2004). 1,25-dihydroxyvitamin D3 는 T
세포 의존성 면역반응의 시작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수지상 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억제하고, IL-12 분비를 억제해 IL-12 에 의해 유도되는 Th1
림프구의 반응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으며(Berer 등, 2000; Penna 와 Adorini,

2000), 동물 대상 연구에서 자가면역성 뇌척수염의 발병을 억제하며 당뇨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mire, 2000). 또한 비타민 D 는 다양한
장기에서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과 연관되었다고 알려진 Th17 림프구에 의해
생성되는 IL-17 의 생산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다(Steinman, 2007).
비타민 D 의 부족은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Cutolo, 2009). 루푸스와 비타민 D 의 연관성은 1979 년 처음으로 O'Regan
등에 의해 언급된 이후 수 차례 보고된 바 있다(O'Regan 등, 1979; Cutolo 와
Otsa, 2008). 특히, 체내에서 요구되는 비타민 D 는 피부에서 자외선의 광에너지를
이용해 생성되기 때문에 일조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루푸스 환자는 햇빛에
대한 노출을 피하기 때문에 비타민 D 부족에 더 취약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루푸스 환자에서 비타민 D 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가 없는
상태이므로, 국내 루푸스 환자에서 비타민 D 의 수치를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비타민 D 의 면역조절 기능을 고려했을 때, 루푸스의 임상 양상 및 질병
활성도와 관련된 여러 지표들과 비교하여 루푸스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루푸스 환자에서 비타민 D 의 투여가 치료적 의미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A. 대상 환자군의 선별
1. 대상 환자군과 대조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치료 중이며,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1982

년

개정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의

분류

기준을

만족하는

17 세부터 60 세까지의 한국인 여성 환자 104 명을 질병군으로 하였다. 루푸스
환자

중

임신

중인

자,

혈중

aspartate

aminotransferase

와

alanine

aminotransferase 가 각각 80 U/L, 62 U/L 를 초과하는 자, 혈중 creatinine 이
1.4 mg/mL 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의 기왕력이 없는
49 명의 건강한 자원자를 정상 대조군으로 하였다. 질병군과 정상 대조군 모두
혈청 비타민 D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복용이나 질환의 병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다.

2. 환자군과 대조군으로부터 혈청 채취
질병군과 정상 대조군으로부터 일조량의 차이에 의한 비타민 D 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8 년 3 월부터 5 월까지 채혈을 시행하였으며, 25hydroxyvitamin D3 와 항염색질 항체를 측정하기 위한 검체는 혈청을 분리하여
영하 20°C 에서 보관하였다.

3. 임상적 고찰
채혈 시 문진과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나이, 키, 몸무게, body mass index
(BMI)를 측정하였으며, 임상기록을 고찰하여 채혈시의 임상증상(뺨 발진, 관절염,
탈모, 구강궤양, 신장염 등)과 스테로이드 복용 용량을 확인하였다. 채혈 당시의
말초 혈액 검사 및 혈액 화학검사, 요검사, 보체치, anti-ds DNA 항체 등의 검사실
검사 자료와 임상 증상을 통해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disease activity

index (SLEDAI)와 systemic lupus international collaborative clinics/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damage index (SLICC/ACR DI)를 조사하였다.
B. 25-hydroxyvitamin D3 와 항염색질 항체의 측정
1. 25-hydroxyvitamin D3 의 측정
25-hydroxyvitamin D3 의 측정을 위해 채혈된 혈액은 즉시 차광 후에
원심분리를

시행하여

분리된

혈청을

영하

20°C

에서

보관되었으며,

25-

hydroxyvitamin D3 농도의 측정은 BIOSOURCE 사(Belgium)의 kit 를 이용하여
방사면역

측정법을

시행하였고

Gammer

Counter(Packard,

Connecticut)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ng/mL 로 나타내었다.

2. 항염색질 항체의 측정
1 ㎕/mL 농도의 닭 염색질(generous gift from Dr. Philip L Cohen,
University of Pennsylvania)을 96-well microplate (Corning, New York, NY)에
각 well 당 100 ㎕ 씩 넣고 4°C 에서 12 시간 이상 반응시킨 후 BBS (0.5M
boric acid, 0.125M sodium tetraborate decahydrate, 0.37M sodium chloride)로
5 회 세척하였다. 비특이적 결합을 방지하기 위해 BBT (BBS, 0.5% bovines
serum albumin, 0.4% Tween 80)를 각 well 당 200 ㎕ 씩 넣어 실온에서 1 시간
반응시킨 후 BBS 로 5 회 세척하였다. 여기에 검사 혈청 및 기준 혈청을 BBT 로
1:500 희석하여 각 well 당 100 ㎕ 씩 넣고 실온에서 1 시간 반응 시킨 후
BBS 로 5 회 세척하였다. 여기에 biotinylated goat antihuman IgG 를 BBT 로
1:5000 희석하여 각 well 당 100 ㎕ 씩 넣고 실온에서 1 시간 반응 시킨 후
BBS 로 5 회 세척한 후 avidin-alkaline phosphate (Sigma, St. Louis, MO)를
BBT 로 희석하여 각 well 당 100 ㎕ 씩 넣어 실온에서 1 시간 반응시킨 후
BBS 로 5 회 세척하였다. 그리고 0.01M diethanolamine (pH 9.8, Sigma,
Steinheim, Germany)에 phosphatase substrate (Sigma, St. Louis MO)를 1
mg/mL 의 농도로 섞어 각 well 당 100 ㎕ 씩 넣고 24 시간 후 405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기준 혈청을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측정한 흡광도로 표준
곡선을 만들어 arbitrary unit (AU)로 나타내었다.

C.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v 16.0 for window (SPSS Inc., Chicago, IL)을 이용하였고,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실험군과 정상
대조군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고, 실험군에서 임상 양상의 유무에 따른 25hydroxyvitamin
(Independent
실험군에서

D3
Student

질병활성도

유의성을

확인하기

t-test)를
및

검사

위해

시행하여

항목들에서

위하여

통계적

독립표본

유의성을

25-hydroxyvitamin

t-test

관찰하였다.
D3

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실험군을 25hydroxyvitamin D3 의 수치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누어 임상 양상의 상대적
위험도를 구하였으며, 질병활성도 및 검사 항목들과의 유의성을 독립표본 t-test 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III. 결 과
A. 대상군의 혈청 25-hydroxyvitamin D3 수치
104 명의 루푸스 환자에서 연령 분포는 17 세에서 59 세로 평균 연령은
36.21 세였다. 평균 키는 1.60 m 였고 평균 몸무게는 53.35 kg 로 평균 BMI 는
21.57 kg/m2 였다. 정상 대조군에서 연령 분포는 24 세에서 51 세로 평균 연령은
35.55 세였으며 평균 키는 1.60 m, 평균 몸무게는 57.09 kg 이었고 평균 BMI 는
22.25 kg/m2 였다. 루푸스 환자와 정상 대조군에서 연령, 몸무게, 키, BMI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groups.
Characteristics

SLE (n=104)

NC (n=49)

p-value

Mean age (years)*

36.21 ± 10.21

35.33 ± 6.18

NS

Mean weight (kg)

55.35 ± 8.01

57.08 ± 8.04

NS

Mean height (m)

1.60 ± 0.54

1.60 ± 0.05

NS

Mean BMI (kg/m2)

21.57 ± 3.02

22.25 ± 3.12

NS

SLE=systemic lupus erythematosus; NC=normal control; NS=not significant.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루푸스 환자에서 혈청 25-hydroxyvitamin D3 의 수치는 평균 42.49 ±
15.08 ng/mL 로 정상 대조군의 52.72 ± 15.19 ng/mL 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Fig. 1).

Fig. 1. Serum 25-hydroxyvitamin D3 levels in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and normal control (NC). 25-hydroxyvitamin D3 levels (mean ± SD)
were determined by radioimmunoassay in 104 SLE patients and 49 controls.

p-value was determined by independent t-test.

혈청 25-hydroxyvitamin D3 수치가 20 ng/mL 이상부터 30 ng/mL 미만
까지를 비타민 D 감소 (vitamin D insufficiency), 20 ng/mL 미만을 비타민 D
결핍 (vitamin D deficiency)으로 구분 하였을 때, 루푸스 환자군에서 비타민 D
감소는 14 명(13.5%), 결핍은 3 명(2.9%)으로 정상 대조군에 비해 빈도가
높았다(Table 2). 또한 25-hydroxyvitamin D3 수치가 30 ng/mL 미만일 상대적
위험도는 루푸스 환자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4.6 배 높았다(Table 3).

Table 2. Vitamin D status in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and normal
control (NC).
25(OH)D3
< 20 ng/mL

20-30 ng/mL

≥30 ng/mL

SLE

3 (2.9%)

14 (13.5%)

87 (83.7%)

NC

0 (0%)

2 (4.1%)

47 (95.9%)

Table 3. Risk of vitamin D insufficiency, defined 25(OH)D3 ≤ 30 ng/mL, was
increased in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25(OH)D3

OR

95% CI

p-value

≤ 30 ng/mL

4.6

1.0-20.7

0.032

B. 루푸스 환자군의 임상적 특성
루푸스 환자군 104 명의 임상 증상을 살펴보면, 뺨 발진을 동반한 경우가
14

례(13.5%),

광과민증

4

례(3.8%),

구강궤양

12

례(11.5%),

관절염

22 례(21.2%), 탈모증 7 례(6.7%)였다. 신장염을 가진 환자는 9 례(8.7%), 백혈구
감소,

림프구

감소

또는

혈소판

감소

등

혈액학적

이상을

보이는

환자는

62 례(59.6%)였다. 스테로이드는 79 명(76%)의 환자가 복용 중이었으며, 하루
평균 복용량은 prednisolone 의 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21 mg 이었다.
Hydroxychloroquine 은 96 명(92.3%)에서 복용 중이었으며, 하루 평균 복용량은
248.08 mg 이었다. 또한 루푸스 환자들의 전반적 질병 활성도인 SLEDAI 는 평균
2.82 이었으며, SLICC/ACR DI 는 평균 0.09 이었다(Table 4). 이런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환자들이 질병의 활성도가 낮은 경증의 환자임을 나타낸다.
검사 소견 중에서 헤모글로빈은 평균 12.54 g/dL, 백혈구는 5,261 /L,
림프구는 1,553 /L, 혈소판은 232.9 x103 /L 였다.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은 평균 21 mm/hr, C-reactive protein (CRP)는 0.25 mg/dL,

Complement 3 는 평균 100.9 mg/dL, Complement 4 는 23.7 mg/dL, 항
dsDNA 항체는 14.1 IU/mL 였다. 항염색질 항체는 평균 40.9 AU 였다(Table 5).

Table 4. Clinical features of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patients.
Feature
Total patients

Number or mean*

Percentage(%)

104

100

14

13.5

0

0

Photosensitivity

18

17.3

Oral ulcer

12

11.5

Arthritis

22

21.2

Alopecia

7

6.7

Serositis

1

1

Fever

0

0

Raynaud phenomenon

0

0

Lymphadenopathy

0

0

Neurologic disorder

2

1.9

Renal disorder

9

8.7

62

59.6

Prednisolone (mg/day)

79 (4.21 ± 4.65)

76

Hydroxychloroquine (mg/day)

96 (248.08 ± 87)

92.3

SLEDAI

2.82 ± 2.82

-

SLICC/ACR DI

0.09 ± 0.32

-

Malar rash
Discoid rash

Hematologic disorder

*

Values presented as mean ± SD. SLEDAI=systemic lupus erythematosus

disease

activity

index;

SLICC/ACR

DI=systemic

lupus

international

collaborative clinics/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damage index.

Table 5. Laboratory features of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patients.
Feature

Mean ± SD

Hemoglobin (g/dL)

12.5 ± 1.1

Leukocyte (/L)

5261.5 ± 1712.4

Lymphocyte (/L)

1553.6 ± 582.2

Platelet (x103/L)

232.9 ± 63.7

ESR (mm/hr)

21 ± 17.4

CRP (mg/dL)

0.25 ± 0.55

BUN (mg/dL)

12.4 ± 3.7

Creatinine (mg/dL)

0.74 ± 0.11

AST (U/L)

19.8 ± 6.7

ALT (U/L)

17.7 ± 9.8

Complement 3 (mg/dL)

100.9 ± 28.5

Complement 4 (mg/dL)

23.7 ± 14.6

Anti-ds-DNA antibody (IU/ml)

14.1 ± 23.5

Antichromatin antibody (AU)

40.9 ± 33

ESR=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CRP=C-reactive protein; BUN=blood
urea

nitrogen;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aminotransferase.

C. 루푸스 환자군에서 임상 양상과 비타민 D 와의 관계

ALT=alanine

루푸스
살펴보았을

환자군의
때,

임상

탈모나,

양상과

신장염이

25-hydroxyvitamin
있는

군에서

그렇지

D3
않은

와의
군보다

관계를
25-

hydroxyvitamin D3 가 낮은 경향을 보였고, 뺨 발진이나, 광과민증, 구강 궤양,
관절염이

있는

군에서는

그렇지

않은

군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혈액학적 이상이 있는 군에서는 오히려 25hydroxyvitamin D3 가 44.97 ± 16.98 ng/mL 로 그렇지 않은 군의 38.82 ±
10.93 ng/mL 에 비해 유의하게(p=0.027) 높았다(Table 6).
Table 6. Comparison of serum 25-hydroxyvitamin D3 levels according to the
clinical manifestations in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25(OH)D3

Feature

(ng/mL)*
Positive group

45.33 ± 19.45

Negative group

42.04 ± 14.37

Positive group

48.40 ± 17.00

Negative group

41.25 ± 14.46

Positive group

47.96 ± 14.95

Negative group

41.77 ± 15.04

Positive group

43.93 ± 17.26

Negative group

42.10 ± 14.54

Positive group

35.38 ± 14.31

Negative group

43.00 ± 15.08

Positive group

37.66 ± 12.61

Negative group

42.94 ± 15.28

Positive group

44.97 ± 16.98

Negative group

38.82 ± 10.93

Malar rash

p-value

NS

Photosensitivity

NS

Oral ulcer

NS

Arthritis

NS

Alopecia

NS

Renal disease

NS

Hematologic disorder

0.027

*

Values presented as mean ± SD. These data were assessed using

independent t-test.

NS=not significant.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에 따른 25-hydroxyvitamin D3 의 수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하루 평균 복용량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Hydroxychloroquine (HCQ)를 복용한 환자에서 25-hydroxyvitamin D3 는
41.67 ± 14.09 ng/mL 로 복용하지 않은 환자의 52.26 ± 23.11 ng/mL 에 비해
낮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하루 평균 복용량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7).

Table 7. Correlation between steroid or hydroxychloroquine, and serum 25hydroxyvitamin D3 levels in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25(OH)D3
(ng/mL)
Steroid

HCQ
*

Used group

37.38 ± 12.02

Not used group

44.10 ± 15.65

Used group

41.67 ± 14.09

Not used group

52.26 ± 23.11

Values presented as mean ± SD.

t-test.

‡

*

p-value

was

†

p-value†

p-value‡

NS

NS

NS

NS

p-value was determined by independent

determined

by

Pearson’s

chi-square

test.

HCQ=hydroxychloroquine.

루푸스 환자에서 비타민 D 부족 [25(OH)D3 가 20 ng/mL 미만] 또는 결핍
[25(OH)D3 가 20 ng/mL 이상이고 30 ng/mL 미만]인 환자를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군과 임상양상을 비교하였으나 모두 임상양상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8).

Table 8. Vitamin D insufficiency or deficiency associated with clinical
manifestations in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Feature

OR

95% CI

p-value

Malar rash

2.4

0.6-8.7

NS

Photosensitivity

0.8

0.7-0.9

NS

Oral ulcer

1.0

0.2-5.2

NS

Arthritis

1.7

0.5-5.5

NS

Alopecia

4.4

0.9-22.0

NS

Renal disease

1.5

0.3-8.1

NS

Hematologic disorder

1.0

0.3-2.8

NS

OR=odd ratio; CI=confidence interval; NS=not significant.

루푸스 환자에서 25-hydroxyvitamin D3 수치에 따라 낮은 군부터 높은
군으로 총 4 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임상양상을 비교하였을 때, 가장 낮은 군에서
가장 높은군에 비하여 임상양상의 유의한 위험도의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Table
9).

Table 9. Risk of clinical manifestations in lupus patients with low 25(OH)D
levels (relative risk of 1st quartile group compared to 4th quartile group).
Feature

OR

95% CI

p-value

Malar rash

1.0

0.3-4.0

NS

Photosensitivity

0.4

0.1-1.6

NS

Oral ulcer

0.5

0.1-2.8

NS

Arthritis

0.9

0.2-2.9

NS

Alopecia

3.3

0.3-33.6

NS

Renal disease

3.3

0.3-33.6

NS

Hematologic disorder

0.3

0.1-1.0

NS

OR=odd ratio; CI=confidence interval; NS=not significant.

D. 루푸스 환자군의 질병 활성도 표지자와 비타민 D 와의 관계
혈청

25-hydroxyvitamin

D3

수치와

기존의

질병

활성도

표지자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혈색소와는 양의 상관관계(r=0.284, p=0.004)를 보였으나,
림프구와는 음의 상관관계(r=-0.201, p=0.041)를 보였다. 혈중 complement
3 와는 양의 상관관계(r=0.301, p=0.002)를 보였다. 그 외에 백혈구, 혈소판,
complement 4, 항 dsDNA 체를 포함한 항염색질 항체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SLEDAI 및 SLICC/ACR DI 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0).

Table 10. Correlation between disease activity markers and serum 25hydroxyvitamin D3 levels in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Correlation coefficient, r
Disease activity marker
25(OH)D3
Hemoglobin
Leukocyte
Lymphocyte
Platelet

r=0.284 (p=0.004)
NS
r=-0.201 (p=0.041)
NS

Complement 3

r=0.301 (p=0.002)

Complement 4

NS

Anti-ds DNA antibody

NS

Anti-chromatin antibody

NS

SELDAI

NS

SLICC/ACR DI

NS

These data were assessed using a Pearson correlation. NS = not significant.

루푸스 환자에서 비타민 D 부족 [25(OH)D3 가 20 ng/mL 미만]과 결핍
[25(OH)D3 가 20 ng/mL 이상이며 30 ng/mL 미만]을 구분하여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군과 질병 활성도 표지자를 비교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11).
Table 11. Vitamin D insufficiency and deficiency associated with disease
activity markers in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p-value
Disease activity marker
Vitamin D insufficiency

Vitamin D deficiency

Hemoglobin

NS

NS

Leukocyte

NS

NS

Lymphocyte

NS

NS

Platelet

NS

NS

Complement 3

NS

NS

Complement 4

NS

NS

Anti-ds DNA antibody

NS

NS

Anti-chromatin antibody

NS

NS

SELDAI

NS

NS

SLICC/ACR DI

NS

NS

These data were assessed using independent t-test. NS = not significant.

IV. 고 찰
비타민 D 의 부족은 제 1 형 당뇨(Littorin 등, 2006), 다발성 경화증(Nieves
등, 1994), 염증성 장 질환(Jahnsen 등, 2002), 류마티스 관절염(Merlino 등,
2004)의 다양한 자가면역질환과 연관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루푸스와 비타민 D 의 연관성은 1979 년 처음으로 O'Regan 등에 의해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이던 루푸스로 진단된 12 명의 청소년 중 7 명이 혈중 1,25dihydroxyvitamin D3 가 감소되어있는 것이 보고된 이후 유사한 보고들이
있었다(O'Regan 등, 1979). 1995 년 Müller 등은 21 명의 루푸스 환자에서 혈청
25-hydroxyvitamin D 가 평균 13 ng/mL 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24 ng/mL,
골관절염의 32 ng/mL, 건강 대조군의 32 ng/mL 에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낮은
것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1,25-dihydroxyvitamin D3 는 차이가 없었다(Müller 등,
1995).

Huisman

등은

25

명의

루푸스

환자

중

절반에서

혈청

25-

hydroxyvitamin D 가 50 nmoL/L 또는 20 ng/mL 미만으로 감소되어 있지만,
대조군 이었던 섬유근통 증후군 환자와의 차이는 없음을 보고하였다(Huisman 등,
2001). 최근에 Orbach 등은 다발성 경화증, 염증성 근육질환, 류마티스관절염,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 루푸스 환자에서 혈청 25-hydroxyvitamin D 수치를
조사하였고, 모든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에서 평균 25-hydroxyvitamin D 수치가
20 ng/mL 이었고, 루푸스 환자군에서는 평균 수치가 11.9 ng/mL 로 정상 대조군의
21.6 ng/mL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떨어져 있음을 보고하였다(Orbach 등,
2007). 또한 루푸스 환자의 골밀도 감소에 루푸스의 활성도와 비타민 D 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Borba 와 Vieira, 2009).
비타민 D 의 수치는 다양한 조건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 자외선에 대한 노출
정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은 여름일수록 그 수치가 증가하게
된다(Styd 등, 1979). 또한 멜라닌 침착이 증가할수록 자외선을 이용하여 7dehydrocholesterol 을 비타민 D 로 변환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비타민 D 결핍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종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Johnson 등, 2008).
루푸스 환자에서는 광과민증과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으로 비타민 D 결핍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은 비타민 D 대사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으나, 아직 그 역할에 대해서는 상반된 보고들이 있다(Klein 등, 1977;
Hahn 등, 1977). 또한 루푸스 환자들에게 자주 처방되는 HCQ 도 비타민 D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5-hydroxyvitamin D3 의 1hydroxylation 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Leary 등, `1986). Huisman
등은 루푸스 환자에서 혈청 1,25-dihydroxyvitamin D3 수치는 HCQ 를 투여
받은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25-hydroxyvitamin D3 는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Huisman 등, 2001). 하지만 최근에 HCQ 복용한
루푸스

환자에서

25-hydroxyvitamin

D3

가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었다(Ruiz-Irastorza 등, 2008). 또한 25-hydroxyvitamin
D3 에서 1,25-dihydroxyvitamin D3 의 변환은 주로 신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심각한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1,25-dihydroxyvitamin D3 로의 변환이 감소할 수
있다(Cozzolino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25-hydroxyvitamin D3 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요인들과 가능성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루푸스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모두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8 년 3 월부터 5 월에 걸쳐 채혈을
진행하였고, 혈중 creatinine 이 1.4 mg/dL 이상인 환자는 제외하였다. 루푸스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사이의 나이, 몸무게, BMI 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도 평균 25-hydroxyvitamin D3 는 루푸스 환자에서 42.49 ng/mL 로
정상 대조군의 52.72 ng/mL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p<0.001),
비타민 D 부족[25(OH)D3 가 20 ng/mL 미만]과 결핍[25(OH)D3 가 20 ng/mL
이상이며

30

ng/mL

미만]도

루푸스

환자에서

빈도가

더

높았으며,

25-

hydroxyvitamin D3 수치가 30 ng/mL 미만일 상대적 위험도는 루푸스 환자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odd ratio=4.6, p=0.032). 루푸스 환자와
정상 대조군 환자의 평균 25-hydroxyvitamin D3 는 다른 보고들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혈액 채취의 시기를 3 월부터 5 월까지로 제한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혈액 채취 시기가 명시된 다른 보고들은 모두 1 월과 2 월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Thudi 등은 루푸스 및 루푸스 의심환자들에서 여름과 가을에
혈액 채취를 시행한 군에 비해 겨울과 봄에 시행한 군의 25-hydroxyvitamin D3
수치가 크게 낮은 것을(p=0.0029) 보고하였다(Thudi 등, 2008). 스테로이드 및
HCQ 의 사용여부와 복용 용량에 따른 25-hydroxyvitamin D3 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루푸스 환자에서 임상 증상들과 비타민 D 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보고들이 있다. Kamen 등은 123 명의 최근에 루푸스로 진단된 환자들에서
25-hydroxyvitamin

D3

가

10

ng/mL

미만인

심각한

비타민

D

감소와

신장질환(OR 13.3, 95% CI 2.3-76.7, p<0.01) 및 광과민증(OR 12.9, 95% CI
2.2-75.5, p<0.01)과의 연관성을 보고하였지만, Müller 등은 ACR 분류기준의
임상 증상과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Kamen 등, 2006; Müller 등, 1995).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임상 증상은 혈청 25-hydroxyvitamin D3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고, 혈액학적 이상이 동반된 환자는 44.97 ng/mL 로
혈액학적

이상이

없었던

환자의

38.82

ng/mL

에

비해

오히려

높게

측정되었다(p=0.027). 또한 비타민 D 가 부족 또는 결핍인 환자와 정상인 환자
사이의 임상증상의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으며, 비타민 D 가 낮은 수치부터
순서대로 네 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으나 임상증상의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고들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개개인의 자외선에 대한 회피 정도
및 루푸스를 진단 받을 당시의 증상들이 치료 후 소실되어 연관성이 감소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혈액학적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더
높게 나온 이유는 비타민 D 수치가 백혈구 및 림프구 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으로 보이나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힘들었다.
루푸스의 활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면역학적 방법으로는 anti-dsDNA 항체,
보체의 활성화 정도, 면역 복합체 등이 있다. 또한 항염색질 항체는 그 염색질의

구성 성분인 dsDNA 및 히스톤, 일부 리보핵산단백에 대한 자가항체로 루푸스,
혼합결체조직질환,
항체보다

질병의

전신피부경화증에서
활성도나

루푸스

발견되며

신염에서

더

루푸스에서는
민감한

anti-dsDNA

표지자라는

보고도

있다(Amoura 등, 2000). SLEDAI 는 1985 년 만들어져 루푸스 환자에서 면역학적
표지자뿐 아니라 혈소판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빈혈 등의 혈액질환, 혈뇨, 단백뇨,
요원주 등의 신장질환, 구강궤양, 피부발진, 관절염, 루푸스 두통, 간질 등의 임상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비타민 D 의 알려진 면역조절 역할을 고려했을 때, 루푸스
환자에서 질병의 활성도와 연관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보고들이 있다. Ruiz-Irastorza 등은 루푸스 환자에서 25-hydroxyvitamin D3 와
SLEDAI 및 SLICC/ACR DI 의 연관성을 조사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Ruiz-Irastorza 등, 2008). 하지만 SLEDAI 뿐만
아니라 European Consensus Lupus Activity Measurement (ECLAM)과 혈청
25-hydroxyvitamin

D3

수치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다(p<0.05)(Cutolo 와 Otsa, 2008). 본 연구에서는 항염색질 항체를 포함한
면역학적 표지자와 SLEDAI, SLICC/ACR DI 와 25-hydroxyvitamin D3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였으며, 혈색소(r=0.250, p=0.004)와 complement 3(r=0.301,

p=0.002)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다른
면역학적 지표와 SLEDAI 및 SLICC/ACR DI 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비타민 D 는 위도나 인종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한국인
루푸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그 수치를 측정하였으며,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질병의 활성도와 연관해서는
혈색소와 Complement 3 와 연관성을 보였다. 비타민 D 가 루푸스 환자에서
감소되어 있는 것은 명확해 보이지만, 루푸스의 병인과 질병의 경과에 주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루푸스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비타민 D 를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는

아직

없다.

Costenbader

등이

시행한

역학조사에서 180,000 명 이상의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 D 투여 후
류마티스관절염과 루푸스의 발병률을 조사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ostenbader 등, 2008). 비타민 D 와 루푸스의 연관성 및 루푸스
치료제로서의 역할은 향후 전향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자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여 비타민
D 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루푸스 환자에서 정상인에 비해 비타민 D 가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루푸스의 임상 양상과 비타민 D 의 연관성을
평가하였을 때, 혈액학적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 비타민 D 가 증가되어 있었지만
이에 대해 큰 의미를 두긴 어려우며 다른 임상 양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질병 활성도를 반영하는 여러 지표들과 비타민
D 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을 때, 혈색소와 complement 3 에 대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질병의 활성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다른
지표들과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비타민 D 가 루푸스의 병인과 경과 및
활성도에 주는 영향과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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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gnificance of vitamin D in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in Koreans

Jun-Mo Sung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Associate Professor Chang-Hee Suh)

Objective: Previous reports have suggested that vitamin D hormone could have
immunoregulatory properties. And low levels of vitamin D were discovered in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and other autoimmune diseases. We
have investigated vitamin D levels in Korean SLE and relationships vitamin D
and disease activity markers of SLE.

Method: Blood samples were prospectively collected from SLE patients
(n=104) and normal healthy controls (NC, n=49) from March 2008 to May
2008. All of patients fulfilled the ACR classification criteria for SLE. The level
of

serum

25-hydroxyvitamin

D

(25(OH)D)

was

measured

by

radioimmunoassay and expressed as ng/mL. The level of antichromatin
antibodies was measured by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and expressed as arbitrary unit (AU). The SLE patients were also evaluated
for clinical, laboratory parameters,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disease

activity index (SLEDAI) and systemic lupus international collaborative
clinics/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damage index (SLICC/ACR DI).

Results: The 25(OH)D levels of SLE patients(42.49±15.08 ng/mL)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NC (52.72±15.19 ng/mL, p<0.001). Fourteen SLE
patients (13.5%) had vitamin D insufficiency, defined as 25(OH)D levels from
20 ng/mL to 30 ng/mL and two NC (4.1%). Three SLE patients (2.9%) had
vitamin D deficiency, defined as 25(OH)D below 20 ng/mL but none in NC.
The serum 25(OH)D level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emoglobin
(r=0.284, p=0.004) and serum complement 3 (r=0.301, p=0.002). No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levels of serum 25(OH)D and
other disease activity markers like antichromatin antibody, SLEDAI and
SLICC/ACR DI.

Conclusion: The serum vitamin D levels were lower and vitamin D
insufficiency and deficiency were more common in SLE patients. Vitamin D
levels in SLE patients were correlated with hemoglobin and serum C3 levels,
but not with the values of SLEDAI, antichromatin antibody and other disease
activity markers.

Key words: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vitamin D, disease ac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