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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서론:Dickkopf-1(Dkk1)은 Wnt신호 경로의 억제인자로서 염증에 의

한 괴에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spondins(Rspo)는

Dkk1을 길항하여 Wnt신호 달을 증강시키는 분비형 단백질이다.염

증성 염의 동물 모델에서 Rspo1은 괴를 보호하는 작용이

찰되었지만,류마티스 염과 강직척추염과 같은 만성 염증성 질

환 환자에서 그 역할은 여 히 잘 알려져 있지 않다.본 연구는 류마티

스 염과 강직척추염 환자에서 Rspo1과 Dkk1농도를 측정하여

그 임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 다.그리고 Dkk1/Rspo1의 비를 구하

여 이들 질환에서 Wnt신호 달의 억제 정도를 악하고자 하 다.

방법:100명의 류마티스 염 환자와 60명의 강직척추염환자에서 청

검체를 수집하 으며, 체 환자의 연령과 성별에 해 3:1로 짝지은 53

명의 건강 조군의 청 검체를 얻었다.15명의 류마티스 염 환자와

10명의 강직척추염 환자에서 TNF-α 억제제 치료 시작 과 12주 이후

의 청 검체를 모았다. 한,무릎 종창이 있는 24명의 환자(17명

의 류마티스 염 환자와 7명의 골 염 환자)로부터 활액 검체를 수

집하 다.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에 하여 임상 검사 정보를 기록

하 으며,질병 활성도는 Disease activities in RA and AS were

measured by 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DAS28)이나

ankylosingspondylitisdiseaseactivityscore(ASDAS)를 이용하여 평

가하 다.류마티스 염에서는 수정된 Sharp/Van derHeidjescore

(Sharp 수)를 이용하여 방사선학 손상을 평가하 다.체액 내

Rspo1과 Dkk1농도는 sandwichenzyme-linkedimmunosorbentassay

(ELIS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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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청 Rspo1은 류마티스 염 환자에서 강직척추염이나 건강 조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0.0001byKruskall-Wallistest).그러나

강직척추염과 건강 조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청 Dkk1농

도는 류마티스 염 환자에서 강직척추염과 건강 조군에 비해 유의하

게 높았으나(p<0.0001),강직척추염에서는 건강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0.001).따라서 Dkk1/Rspo1의 비는 류마티스 염 환자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p<0.0001),강직척추염에서는 건강 조군에 비

해 감소되는 경향을 보 다.류마티스 염에서 Dkk1/Rspo1 비가

Rspo1이나 Dkk1단독 보다 ESR(p=0.030),CRP(p=0.004) DAS28

(p=0.049)과 같은 질병 활성도를 더욱 잘 반 하 으며,골 미란이 있는

환자에서 유의하게 증가했다(p=0.026). 한,TNF-α 억제제 치료 이후에

도 Rspo1과 Dkk1각각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지만,Dkk1/Rspo1은 감소

를 보 다(p=0.001byWilcoxonsignedranktest).그러나 강직척추염에

서는 TNF-α 억제제 치료 후 청 Rspo1농도가 증가하 지만(p=0.022),

Dkk1/Rspo1비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류마티스 염 환자의 활액

Rspo1과 Dkk1농도는 청 수 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p<0.0001),

골 염 환자의 활액 농도와는 차이가 없었다.

결론:본 연구는 처음으로 사람의 액에서 Rspo1농도를 측정하 으며,

Wnt신호 억제의 표지자로 Dkk1/Rspo1이 류마티스 염에서 증가되어

있고,질병 활성도 손상과 연 있음을 보여 주었다. 청

Dkk1/Rspo1비는 Rspo1이나 Dkk1단독보다 종합 인 Wnt신호 달

상태를 보다 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R-spondin1,Dickkopf-1,Wnt,류마티스 염,강직척추염

학 번:2007-2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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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표 인 만성 염증성 병증인 류마티스 염(rheumatoidarthritis)은

의 활막염과 함께 연골 골 괴를 특징으로 하는데,활막염

이 있는 주변 뿐 아니라 신 골격에 병 인 골 재형성이 발생한

다.1 류마티스 염에서 찰되는 병 인 골 재형성은 만성 인 염증

반응과 련이 있다.류마티스 염의 주요한 염증유발 시토카인

(pro-inflammatorycytokine)인 종양 괴사 인자(tumornecrosisfactor-α:

TNF-α)는 조골세포에서 receptoractivatorofnuclearfactor-κBligand

(RANKL)의 발 을 증가시켜 골세포 형성을 자극한다.2 한,TNF-α

는 조골세포 분화 기에 필수 인 Runt-relatedtranscriptionfactor2

(Runx2)의 발 을 억제하며,3 조골세포의 골 기질 형성과 무기질화

(mineralization)를 방해한다.4류마티스 염에서 TNF-α 억제제의 사용

은 염증의 호 뿐 아니라, 괴와 골 손실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5

류마티스 염 환자에서와 같이 TNF-α,interleukin-6(IL-6),IL-17

등 염증유발 시토카인이 강직척추염 환자의 에서 증가되어 있고,6

천장 (sacroiliacjoint)조직에서도 증가되어 있다.7 한 강직척추염

에서 TNF-α 억제제치료는 염증 반응과 임상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

가 있다.8하지만, 내 골량 감소에 특징으로 하는 류마티스 염과

달리,강직척추염에서 염증의 주된 장소인 부착부 부 에서 신생 골 형

성이 증가되는 골 재형성 양상을 보인다.이러한 골 재형성의 결과로

나무 척추(bamboospine)나 척추 강직(ankylosis)등의 특징 인

변화가 발생한다.게다가,류마티스 염에서 구조 변화를 억제하

는 효과가 확인된 TNF-α 억제제 치료가 강직척추염에서는 척추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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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화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10

최근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 Wnt/β-catenin신호 달 경로의 이상

이 만성 염증성 병증에서 보이는 병 골 재형성을 설명하는 기

하나로 제시되었다.11특히,Wnt신호 달을 조 하는 인자들 가운

데 Dickkopf-1(Dkk1)과 sclerostin등이 이들 질환의 액이나 조직에

서 발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2-14Wnt/β-catenin신호 경

로는 Runx2의 발 을 조 하며,15 Wnt 신호 경로의 활성은

osteoprotegerin(OPG)의 발 증가를 유도하여 골세포 형성을 억제한

다.16 Dkk1은 Wnt단백질의 보조 수용체인 low-density lipoprotein

receptor-related protein 5/6 (LRP5/6)을 내재화(internalization)시켜

Wnt신호 달을 억제한다.17 Dkk1knockout시킨 생쥐에서는 골 량이

히 증가되는 것이 찰되었으며,18,19 Dkk1은 조골세포 형성을 억제

할 뿐 아니라 RANKL/OPG의 비를 증가시켜 골세포 작용을 항진시킨

다.20한편,sclerostin은 Dkk1처럼 LRP5/6에 결합하여 Wnt신호 달을

억제하며,21조골세포의 세포자멸사(apoptosis)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류마티스 염의 동물 모델 연구에서 TNF-α는 활막 섬유모세포

(synovialfibroblast)에서 Dkk1의 발 을 증가시키는 것이 찰되었으

며,12류마티스 염의 청 Dkk1농도는 정상인에 비하여 증가되어 있

고,골 미란 질병 활성도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이환 기간이 1년 이내인 류마티스 염의 Dkk1

농도는 정상인과 차이가 없다고 조사한 연구가 있으며,24방사선학 진

행과 무 한 것으로 보고한 연구 결과도 있다.25 한편,강직척추염에서

청 Dkk1농도는 류마티스 염이나 정상인보다 증가되어 있다고 보

고한 연구가 있으나,13이와는 반 로 청 Dkk1농도가 정상인에 비하

여 낮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다.26따라서,Dkk1만으로는 만성 염증

성 병증의 병 골 재형성 상태를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Dkk1이외에도 Wnt신호 달을 조 하는 다른 인자들이 존재하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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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염증성 병증에서 이들 조 단백질들의 발 에 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Sclerostin은 Dkk1과는 독립 으로 Wnt신호 달을 억제하

며,27 류마티스 염에 비하여 강직척추염에서는 농도와 병변 내

발 이 하게 하된 것이 찰되었다.14류마티스 염의 동물 모델

에서 염증을 억제하 을 때,Wnt신호 경로의 다른 억제 인자인

secretedfrizzled-relatedprotein1(sFRP1)과 sFRP2의 mRNA 발 이

활막 조직에서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이 보고되었다.28 최근에 밝 진

R-spondin(Rspo)단백질은 Dkk1의 LRP5/6에 한 작용을 방해하여

Wnt신호 달을 증폭시킨다.29Rspo1은 조골세포의 분화와 OPG의 발

을 더욱 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0염증성 염 동물 모델에

서 Rspo1을 투여하면 염증 반응에 의한 골과 연골 괴가 조군에 비

하여 감소되는 것이 찰되었다.31따라서,만성 염증성 병증에서 염

증 반응에 따른 Wnt신호의 조 인자들의 변화와 불균형이 이들 질환

에서 나타나는 골 재형성 과정을 결정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만성 염증성 병증 환자에서 Wnt신호 달 련 단백질의

농도를 조사한 부분의 연구들은 Wnt신호 달의 억제 인자만을

측정하 기에 Wnt신호 달의 체 인 상태를 반 하지 못하고 상반

된 결과들이 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특히,Rspo단백질은 만성 염증

반응에 의한 골 재형성 기 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상되

지만, 재까지 만성 염증성 병증에서 Rspo단백질의 임상 의미에

해 밝힌 연구는 없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만성 염증성 병증

의 종합 인 Wnt신호 달 상태를 분석하기 해 Wnt신호 달의 억

제 인자인 Dkk1과 증강 인자인 Rspo1의 농도를 동시에 측정하고

류마티스 염과 강직척추염에서 임상상과의 연 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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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류마티스 염과 강직척추염에서 Rspo1과 Dkk1의 청 농도를

측정하여 질환 별 분포 차이 임상상과의 련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둘째,종합 인 Wnt신호 달 상태를 분석하기 한 Dkk1/Rspo1의

비를 이용하여 만성 염증성 질환에서 보이는 염증 상태 변

화와의 계를 분석하고자 하 다.

셋째,염증유발 시토카인의 억제에 따른 반 인 Wnt신호 달 상태

변화를 알아보기 해 TNF-α 억제제 치료 후의 임상상과

Rspo1 Dkk1농도 변화를 비교하고자 하 다.

넷째, 종창이 있는 환자에서 채취한 활액에서 Rspo1과 Dkk1의 농

도를 측정하여 염증이 있는 부 에서의 국소 농도와 그 임상 의미를

조사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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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 론

2.1연구 방법

2.1.1연구 상자 선정

본 연구에서 류마티스 염은 1987년 제안된 미국 류마티스 학회의 분

류 기 에 따라 진단하 으며,32 강직척추염은 1984년에 수정된 New

York분류 기 에 따라 진단하 다.33본 연구에서 상 선정 제외 기

으로는 다음과 같다;① 갑상선 혹은 부갑상선 질환자 (단,2년 이상 정

상 기능인 경우는 포함),② 청 크 아티닌(creatinine)이 1.5mg/dL을

과하는 환자,③ 5년 이내 악성 종양의 병력이 있는 환자,④ 3개월 이

상 하루 10mg이상의 드니솔론 (혹은 동등 용량의 스테로이드)을

투약한 환자,⑤ 최근 3개월 이내 골 력이 있는 환자.⑥ 최근 3개월 이

내 생물학 제제(biologics)를 사용한 환자.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서울 학교병원 분당서울 학교병

원 류마티스 내과 외래에서 추 찰 인 100명의 류마티스 염 환

자 60명의 강직척추염 환자를 상으로 하 다.이 가운데 15명의 류

마티스 염 환자와 10명의 강직척추염 환자는 상자 선정 이후에

TNF-α 억제제를 사용하 는데,투약 이 과 투약 3개월 이후 시 에서

각각 액 검체와 자료 수집을 시행하 다. 한,무릎 의 종창이 생

긴 24명의 염 환자의 활액을 연구 기간 동안 연속 으로 수집하

다. 조군으로는 건강 증진 클리닉을 방문한 사람 가운데 특이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건강인을 상으로 하 으며, 체 환자 군에 하여 3:1

의 비율로 나이와 성별을 짝지어 53명을 선정하 다.모든 연구 상자

들은 수정된 헬싱키 선언에 따라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상태에서 연

구에 등록되었으며,34본 연구는 서울 학교병원 분당서울 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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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연구 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No.H-1105-033-360,

B-0905/075-013).

2.1.2자료 수집 환자 평가

연구 상자들로부터 성별과 나이,체질량 지수(bodymassindex),흡연

상태 등을 조사하 으며,의무 기록을 통해 질병의 이환 기간이나 약물

사용력 등을 확인하 으며,채 당시의 구계산(complete blood

count), 구 침강 속도(erythrocytesedimentrate) C반응 단백질

(C-reactiveprotein)결과를 조사하 다.류마티스 염 환자와 강직척

추염 환자에서는 질병 활성도 평가를 해 각각 DiseaseActivityScore

in28joints(DAS28)와 ankylosingspondylitisdiseaseactivityscore

(ASDAS)를 평가 도구로 이용하 으며,모두 구 침강 속도를 기

으로 산출하 다.35,36 류마티스 염 환자 에서 DAS28≥5.1인 경우

질병 활성도가 높은 그룹으로 분류하 으며,DAS28<2.6인 경우 해 상

태인 그룹으로 정의하 다.강직척추염 환자에서는 질병 활성도의 기

값을 2.1로 정의하여 이보다 같거나 높은 경우에는 질병 활성도가 높은

그룹,낮은 경우에는 질병 활성도가 낮은 그룹으로 분류하 다.37방사선

학 평가를 해 류마티스 염 환자에서는 손과 발의 후 상을 촬

하 으며,수정된 Sharp/VanderHeijdescore(Sharp 수)를 기 으

로 두 명의 숙련된 임상 의사가 독하 다.38강직척추염 환자에서는 경

추 요추 측면 상에서 syndesmophyte혹은 강직의 유무를 확

인하 다.무릎 종창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6개월 이내 시행된 무릎

의 후 상을 수집하여,골증식(osteophyte)의 유무를 정하 다.

골증식의 정의는 Kellgren-Lawrencegrade2 이상일 때로 정의하

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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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검체의 수집 보

피험자의 액 검체는 plaintube혹은 polyester성분의 gel이 포함된

serum separationtube(SST)에 실온 상태로 보 하 다가 12시간 이내

에 청을 분리하 다. 액은 3000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한 뒤,

청만 채취하 다.무릎 종창이 있는 환자에서는 무균 천자

를 통해 활액을 채취하 고,3750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 액만 분리하 다.분리된 청과 활액 검체는 즉시 −80°C에서 냉

동 보 되었으며,측정 직 에 각각 200uL와 400uL씩 분주(aliquot)하

여 −20°C에서 보 하 다.

2.1.4Rspo1농도 측정

청과 활액에서 효소결합면역흡착측정법(sandwich enzyme-linked

immunosorbentassay,ELISA)을 이용해서 Rspo1농도를 측정하 다

(제품번호 E81171Hm;UscnLifescienceInc.,Wuhan,China).사람의

청에서 Rspo1농도를 측정한 기존의 연구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류마

티스 염과 강직척추염 환자 각각 3명과 건강 조군 3명을 무작 로

정해서 1:2에서 1:50의 비율로 청을 연속 희석하 다.검체의 흡 도가

표 곡선 범 내에 가장 안정 으로 포함된 1:4의 비율을 최 희석

배수 조건으로 결정하 다.활액 Rspo1농도 역시 기존의 연구 결과가

없었으나,Dkk1의 경우 골 염(osteoarthritis)환자의 활액에서 장

(plasma)에 비하여 은 농도로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어,40본 연구에

서는 활액 검체를 1:2의 비율로 희석하여 활액 Rspo1의 농도를 측정하

다.

Rspo1의 측정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검체는 모두 phosphate

buffersaline(pH 7.4)를 이용하여 희석하 다.표 시료(recombinant

humanRspo-1)의 최 농도는 5000pg/mL이었으며,2배씩 연속 희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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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39.06 pg/mL을 최소 농도로 정하 다.희석된 검체는 100 uL씩

Rspo-1에 한 1차 항체가 부착된 96wellplate에 분주한 뒤,37°C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검체를 well에서 제거한 뒤 세척하지 않은 상태

에서 100배 희석된 2차 항체를 100uL씩 well에 분주하고,37°C에서 1시

간 동안 반응시켰다.반응시킨 2차 항체를 well에서 제거한 뒤,세척용

완충액으로 3회 세척하 다.세척된 well에 streptavidin-horseradish

peroxidase(HRP)용액을 첨가 후 37°C에서 30분 간 배양하 다.세척

용 완충액으로 5회 세척한 뒤 차 상태에서 tetramethylbenzidine

(TMB)기질 용액을 넣고 실온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반응 정지액을

첨가한 뒤 450nm에서 흡 도 값을 측정하 다.

Rspo1의 표 곡선은 4-parameterlogisticcurve를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모든 검체의 농도는 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 다.제조 회사에

서 제시한 측정의 정확도(precision)는 intra-assay와 inter-assay의 CV

가 각각 <10%,<12%이며,최소 유효 측정 농도는 5.8pg/mL이었다.

2.1.5Dkk1농도 측정

청과 활액의 Dkk1농도도 효소결합면역흡착측정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제품번호 DKK100;R&D Systems,Minneapolis,MN,USA). 청

검체는 제조사가 제시한 로 희석 용액에 1:8의 비율로 희석하 으며,

활액 검체는 1:2로 희석하여 측정하 다.표 시료(recombinanthuman

Dkk1)의 농도 범 를 2000에서 31.2pg/mL로 정하여 표 곡선을 구하

다.

Dkk1의 측정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Dkk1에 한 1차 단일 클

론 항체가 붙은 96wellplate에 희석된 검체를 100uL씩 분주한 뒤 실

온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하 다.세척용 완충액을 이용하여 4회 세척한

뒤,HRP가 부착된 2차 항체를 well에 분주하고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반

응시켰다.4회 세척을 반복한 뒤,TMB 기질 용액을 well에 분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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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온에서 30분간 차 상태로 배양하 다.마지막으로 반응 정지액을 첨

가한 뒤 450nm에서 흡 도 값을 측정하 다.

Dkk1의 표 곡선은 4-parameterlogisticcurve로 계산하 으며,모든

검체는 2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 다.제조 회사에서 제시한 측정의

정확도는 intra-assay와 inter-assay의 CV가 3.3-4.2% 4.6-7.6% 으

며,최소 유효 측정 농도는 4.2pg/mL이었다.

2.1.6통계 분석

측정값과 함께 수집한 자료들을 수치화시켜 PASW Statics18.0(SPSS

Inc.,Chicago,IL,USA)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연속 변수들의 정규 분

포 여부는 Kolmogorov-Smirnovtest를 이용하 으며,이에 따라 분석된

결과들은 평균값 ±표 편차 혹은 간값과 25에서 75백분 수 범

구간(interquartilerange:IQR)로 산출하 다.

세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해 Kruskal-Wallistest를 이용하 으며,

사후 분석으로 Duncan’smultiplecomparisontest(Dunn’stest)를 시행

하 다.두 집단 간의 차이는 Mann-WhitneyUtest를 이용하 으며,두

집단 간의 분율 비교는 Chi-squaretest혹은 Fisher’sexacttest를 시행

하 다.TNF-α 억제제 투약 후 측정값들의 변화 분석에는 Wilcoxon

signedranktest를 이용하 다.

Rspo1과 Dkk1측정값들과 임상 지표들 간의 상 계는 Spearman

correlationcoefficient를 통해 분석하 으며,다변량 분석을 하여 다

선형 회귀분석(multiplelinearregressionanalysis)을 이용하 다.다

선형 회귀분석을 한 독립 변수 선택은 단일 변수 모델에서 p값이 0.2

미만일 때 포함하 으며,후진 제거법(backwardelimination)을 통해 최

모델을 결정하 다.

모든 통계 분석에서 p값은 양측 검정을 하 으며,p<0.05일 경우에 통

계 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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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결 과

2.2.1환자 군의 임상 양상

본 연구에 포함된 류마티스 염 환자와 강직척추염 환자 그리고 건강

조군의 임상 양상은 표 1에 요약하 다.류마티스 염과 강직척추염

에서는 환자군 사이의 연령과 성별 분포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001).류마티스 염 환자에서 류마티스 인자(rheumatoidfactor)

혹은 항 CCP항체(anti-citrullinatedpeptideantibody)가 양성인 환자는

각각 85명(84.2%)과 76명(75.2%)이었으며,강직척추염 환자에서는 1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HLA-B27양성이었다.

류마티스 염 환자 가운데 질병 활성도가 높은 환자(DAS28≥5.1)는

52명(52.0%), 해 상태인 환자(DAS28<2.6)는 12명(12.0%)이었다.강직

척추염 환자에서는 질병 활성도가 높은 환자(ASDAS≥2.1)는 43명

(71.7%),질병 활성도가 낮은 환자(ASDAS<2.1)는 17명(28.3%)에 해당하

다. 한,류마티스 염 환자 가운데 67명(67.0%)은 방사선학 골

미란 소견이 있었으며,syndesmophyte는 15명(25.0%)의 강직척추염 환

자에서 찰되었다.

류마티스 염 환자와 강직척추염 환자에서 비 스테로이드 항염증제

(non-steroidalanti-inflammatorydrug:NSAID)를 복용 인 환자는 각

각 33명(33.0%)과 53명(88.3%)이었다. 류마티스 염 환자의 43명

(43.0%)과 강직척추염 환자의 8명(13.3%)은 하루 10mg미만의 드니

솔론을 복용 이었다.

2.2.2정상인에서의 청 Rspo1과 Dkk1농도 분석

건강 조군의 청에서 측정한 청 Rspo1과 Dkk1농도는 성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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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흡연 상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연령이나 체질량 지수에도 유

의한 상 계는 없었다. 한,Rspo1과 Dkk1농도 사이에는 의미 있는

상 계를 보이지 않았다.

청 Rspo1농도는 구 침강 속도의 상승에 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r=-0.268,p=0.053,그림 1A), 청 Dkk1농도는 구 침강 속

도의 상승에 비례해서 유의하게 증가하 다(r=0.292p=0.034,그림 1B).

따라서 구 침강 속도는 Dkk1/Rspo1의 값과도 유의한 양의 상 계

를 나타냈으며(r=0.460,p=0.001,그림 1C),다 선형 회귀분석 결과,

구 침강 속도의 상승은 Dkk1/Rspo1의 값의 증가와 유의한 연 성이

있었다(β-estimate=0.241,p=0.031).

2.2.3질환에 따른 청 Rspo1과 Dkk1농도 비교

류마티스 염 환자에서 청 Rspo1농도(median[interquartilerange]:

89.18 [43.40-220.14] pg/mL)는 건강 조군(264.77 [144.32-581.30]

pg/mL)과 강직척추염 환자(254.6[144.3-581.3]pg/mL)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0.0001byKruskall-Wallistest,bothp<0.001byDunn’stest,

그림 2A).

류마티스 염 환자의 청 Dkk1 농도(2884.35 [1703.73-4021.13]

pg/mL)는 건강 조군(984.20[379.42-2143.13]pg/mL) 강직척추염

환자(646.63[365.03-1115.51]pg/mL)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

었다(p<0.0001byKruskall-Wallistest,bothp<0.001byDunn’stest,

그림 2B).

따라서 류마티스 염 환자에서 Dkk1/Rspo1비(17.62 [9.16-72.70])는

건강 조군(3.6[1.47-8.16])과 강직척추염 환자(2.01[0.59-4.89])와 비교

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001byKruskall-Wallistest,bothp<0.001

byDunn’stest,그림 2C).

한편,강직척추염 환자의 청 Rspo1은 건강 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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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청 Dkk1농도는 유의하게 낮았다(p<0.001by

Dunn’s test, 그림 2B). 강직척추염 환자의 Rspo1/Dkk1비(2.01

[0.59-4.89])는 건강 조군 (3.6[1.47-8.16])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보

으나,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120byDunn’stest,그림 2C).

조군 체로 비교하지 않고 각 병증 환자의 성별 연령에 따라

조군을 별도로 나 어 분석하여도 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으며,

청 분리에 사용된 tube에 따라 비교하 을 때도 차이가 없었다.

2.2.4류마티스 염의 청 Rspo1과 Dkk1농도 분석

건강 조군과 달리 청 Rspo1농도는 환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

하 으나(r=-0.220,p=0.028), 성 반응기 물질,DAS28,Sharp 수 등

의 임상상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없었다. 한,성별,흡연

유무,류마티스 인자나 항 CCP항체의 존재,조기 염(이환 기간 1년

이내)여부에 따른 청 Rspo1농도의 차이는 없었다. 청 Rspo1농도

는 스테로이드나 항류마티스약제 투약 여부에 의해서도 의미 있는 차이

가 없었지만,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

자(64.66 [24.58-108.18] pg/mL)가 그 지 않은 환자에 비해(101.27

[44.06-282.85]pg/mL)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p=0.035) 청 Rspo1농

도는 Sharp 수와는 유의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았지만(r=-0.153,

p=0.127),골 미란이 있는 환자에서 청 Rspo1농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골 미란이 있는 환자 86.88[39.65-196.89]vs.골 미란이 없는 환자

160.61[50.79-415.38]pg/mL,p=0.022,그림 3A).

건강 조군과 마찬가지로 류마티스 염 환자에서도 청 Dkk1농도

는 환자의 연령 성별,흡연 상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자

가 항체의 존재 유무,항류마티스약제나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사용,조기

염 여부에 의해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 청 Dkk1농도는

구 침강 속도와 DAS28과는 의미 있는 상 계가 없었지만,C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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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단백질과 소 수치와는 양의 상 계를 보 다(r=0.211,p=0.035

andr=0.237,p=0.018,respectively).다 선형 회귀분석에서 청 Dkk1

농도는 소 수치의 증가에 비례하여 상승하 다(β-estimate=4.236,

p=0.015).그러나 청 Dkk1농도와 Sharp 수 사이에 유의한 상 계

는 없었으며(r=-0.080,p=0.425),골 미란 유무에 따른 통계 인 차이가

없었다.

Dkk1/Rspo1의 비는 구 침강 속도(r=0.217,p=0.030) C반응 단

백질(r=0.284,p=0.004)과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 을 뿐 아니라,

DAS28과도 양의 상 계를 보 다(r=0.197,p=0.049).그리고 색소

(hemoglobin)수치와는 음의 상 계를 나타냈다(r=-0.205,p=0.041).

다 선형 회귀분석에서 Dkk1/Rspo1비는 구 침강 속도와 유의한 연

성이 있었다(β-estimate=0.863,p=0.002,표 2).그러나 비스포스포네이

트를 포함한 약제사용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건강 조군의

Dkk1/Rspo1비 분포의 75백분 25백분 에 해당하는 값을 기 으

로 류마티스 염 환자 군을 Dkk1/Rspo1상 군(n=79)과 하 군

(n=7)으로 분류하여 임상상을 비교 분석하 다.Dkk1/Rspo1상 군은

하 군보다 구 침강 속도와 C반응 단백질이 유의하게 증가하 으

며(p=0.025andp=0.024,respectively,그림 4A와 4B),DAS28도 유의하

게 높았다(p=0.025,그림 4C).질병 활성도가 높은 환자 군(DAS28≥5.1)

은 해 상태인 환자 군(DAS28<2.6)보다 Dkk1/Rspo1상 군이 더 많

았다(Oddsratio(OR)=10.25,95% ConfidenceInterval(CI)1.60to

65.76,p=0.017byFisher’sexacttest).

한편,Dkk1/Rspo1비는 골 미란이 있는 환자(28.13[11.10-64.80])가 골

미란이 없는 환자(15.30[6.78-40.22])에 비하여 증가하 다(p=0.026,그림

3B).Dkk1/Rspo1상 군은 하 군에 비하여 Sharp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6.0[2.0-28.0]vs.0[0-0],p=0.022,그림 4D),골 미란이

있는 환자가 Dkk1/Rspo1상 군에 속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OR=13.75,

95%CI1.57to120.50,p=0.007byFisher’sexacttest).



-14-

2.2.5강직척추염의 청 Rspo1과 Dkk1농도 분석

강직척추염에서도 청 Rspo1 Dkk1농도는 성별이나 흡연 상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말 침범 유무,NSAID나 비스포스포네이

트 투약 여부와 질병 활성도에 따른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찰되지

않았다.

청 Rspo1농도는 환자의 연령(r=-0.427,p=0.001)과 구 침강 속도

에서 음의 상 계가 있었다(r=-0.271,p=0.036).반면에, 청 Dkk1농

도는 이환 기간과 양의 상 계를 보 으나(r=0.272,p=0.035),다른 임

상상과는 의미 있는 상 계가 없었다.Dkk1/Rspo1의 비는 환자의 연

령 이환 기간과 양의 상 계가 있었지만 (r=0.343,p=0.007and

r=0.312,p=0.015), 성기 반응 물질이나 질병 활성도와는 유의한 상

계는 없었다.강직척추염 환자를 건강 조군의 Dkk1/Rspo1비의 분포

에 따라 Dkk1/Rspo175백분 이상 군(n=7)과 25백분 이하 군

(n=26)으로 나 어 분석하여도 류마티스 염과는 달리 성기 반응 물

질이나 질병 활성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Syndesmophyte가 있는 환자 군은 없는 환자 군에 비하여 청 Rspo1

농도는 낮은 경향이 있었으며(193.14 [50.91-261.42] vs. 546.13

[174.02-1910.23]pg/mLp=0.055), 청 Dkk1농도는 높은 경향이 있었

다(927.71[465.50-1686.04]vs.414.60[300.98-1074.56]pg/mL,p=0.077).

Dkk1/Rspo1비는 syndesmophyte가 있는 환자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

며(syndesmophyte있는 군 4.0[1.80-9.40]vs.syndesmophyte없는 군

1.44 [0.19-4.84],p=0.003,그림 5),Dkk1/Rspo1 비의 상 군에서

syndesmophyte가 있는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OR=30.0,95% CI

3.38-266.45,p=0.002byFisher’sexacttest).

2.2.6TNF-α 억제제 치료 후의 청 Rspo1과 Dkk1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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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F-α 억제제가 청 Rspo1과 Dkk1농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 15명의 류마티스 염 환자와10명의 강직척추염 환자에서 TNF-α 

억제제를 투약 과 3개월 후에의 청 검체에서 측정한 Rspo1

Dkk1농도와 질병 활성도 변화를 분석하 다.표 3에 TNF-α 억제제를

투약한 환자 25명의 치료 후 질병 활성도 성기 반응 물질들의 변

화를 요약하 다.

TNF-α 억제제를 사용한 15명의 류마티스 염 환자와 10명의 강직척

추염 환자들에서 모두 유의한 질병 활성도의 감소를 보 다(그림 6A와

6E). 청 Rspo1농도는 TNF-α 억제제 치료 이후 류마티스 염 환자

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p=0.053,그림 6B),강직척추염 환자에서는

유의한 증가를 보 다(p=0.022,그림 6F). 청 Dkk1농도는 TNF-α 억

제제 치료에 따라 두 질환 모두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그림 6C와 6G).

하지만,Dkk1/Rspo1의 비는 류마티스 염에서 TNF-α 억제제 치료

후 유의하게 감소되었지만(p=0.001,그림 6D),강직척추염에서는 의미 있

는 변화가 없었다(그림 6H).

2.2.7 활액에서 Rspo1과 Dkk1의 농도 분석

무릎 의 종창으로 활액을 채취하 던 24명의 염 환자의 임상상

에 한 정보는 표 4에 정리하 다.17명은 류마티스 염의 악화로 인

한 종창이었고,나머지 7명은 골 염에 의한 종창에 해당하

다.

류마티스 염 환자에서 활액 Rspo1농도는 청 농도의 약 55%에

해당하 으며(49.28 [0-162.01] vs. 89.18 [43.40-220.14] pg/mL,

p<0.0001),6명(35.2%)의 환자는 활액에서 Rspo1이 검출되지 않았다.활

액 Dkk1농도는 청 농도의 약 0.5%에 해당하 으며(15.32[4.94-38.17]

vs.2884.35[1703.73-4021.13]pg/mL,p<0.0001),4명의 환자(23.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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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액 내 Dkk1이 검출되지 않았다.골 염 환자 7명에서는 활액 Rspo1

이 모두 측정 가능하 으나,4명(57.1%)의 환자는 활액 Dkk1이 검출되

지 않았다.

활액 Rspo1과 Dkk1의 농도는 류마티스 염과 골 염 사이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지만,활액 Dkk1/Rspo1비는 류마티스 염에서 골

염에 비하여 더 높은 경향을 보 다(0.21[0.00-0.40]vs.0.00[0.00-0.27],

p=0.148).류마티스 염 환자의 활액 Rspo1농도는 C 반응 단백질과

음의 상 계를 보 으며(r=-0.663,p=0.004,그림 7A),활액 Dkk1농도

는 활액의 총 백 구 수와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r=0.551,

p=0.022,그림 7B).

한,활액을 채취한 무릎 에서 방사선학 골증식이 찰되는 환

자의 경우,활액 Rspo1농도는 없는 환자와 비교하여 더 높은 경향이 있

었다(36.93[0.00-110.66]vs.114.54[64.98-194.31]pg/mL,p=0.059,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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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 찰

3.1체액 내 Rspo1농도의 임상 의미

재까지 R-spondin족(family)은Rspo1에서 Rspo4까지 4개의 단백질이

알려져 있다.41 Rspo 단백질은염색체 치 1p34.3 (Rspo1),8q23.1

(Rspo2),6q22.23(Rspo3) 20p13(Rspo4)에 유 자가 별도로 존재하

며,발생학 으로 Rspo1은 난소의 발생,Rspo2는 사지,폐 모낭의 발

생,Rspo3는 태반 형성,Rspo4는 조갑 형성에 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2그러므로,세포 수 에서 Rspo단백질 모두가 공통 으로

Wnt신호를 증강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29 생체 내

역할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이 가운데 염증성 병증에서

골 재형성에 여하는 기능이 확인된 것은 Rspo1이 유일하다.31

본 연구는 사람에서 Rspo1의 체액 농도 측정을 시도하고 만성 염증성

병증에서 임상 의미를 분석한 첫 번째 연구이다.본 연구 결과 류

마티스 염에서는 청 Rspo1농도가 정상인이나 강직척추염에 비하

여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청 Rspo1의 농도는

성 반응기 물질,DAS28,Sharp 수,류마티스 인자나 항 CCP항체

여부 약제사용 등의 임상상에 따라 유의한 상 계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내 골 미란이 있는 환자에서 청 Rspo1농도가 유의하

게 감소되어 있었다.이는 류마티스 염에서 조골세포의 기능이 감소

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찰이며,43류마티스 염 환

자의 괴 골다공증 험 증가에 Rspo1농도의 감소가

여할 것을 시사한다.

골 소실이 특징인 류마티스 염과 달리 강직척추염은 신생 골 형성이

특징이기 때문에 청 Rspo1농도의 증가를 상하 지만,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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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척추염 환자의 청 Rspo1농도는 건강인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한,말 침범 NSAID 투약 여부와 질병

활성도 등과 련성이 없었다.그러나 강직척추염 환자에서 청 Rspo1

농도와 구 침강 속도 사이에는 음의 상 계가 있었다.강직척추염

환자는 염증이 있었던 부 의 신생 골 형성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의

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44,45골다공증이 있는 강직척추염

은 성기 반응 물질의 농도가 증가되는 것이 보고되었다.46,47 한,강직

척추염 환자에서 syndemophyte가 있는 경우 골 도가 낮은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48 본 연구에서 syndesmophyte가 있는 환자 군의 청

Rspo1농도는 syndesmophyte가 없는 환자 군에 비하여 낮은 경향이 있

었다.비록 본 연구에서는 골 도자료를 이용할 수 없어 Rspo1농도와 골

도와의 계를 직 분석할 수 없지만, 구 침강 속도와 청

Rspo1농도 사이에서 보인 음의 상 계와 symdesmophyte가 있는 환

자 군에서 낮은 청 Rspo1농도는 강직척추염 환자에서 보이는 골다공

증의 진행 과정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해석하여 볼 수 있다.

Rspo1은 장 내분비세포(enteroendocrinecells),부신 피질과 췌장의

신경내분비세포,신 세뇨 립선 등의 상피세포에서 단백질이 발

되는 것이 보고되었다.49,50 그러나 재까지 Rspo1단백질이 어느

조직 혹은 세포에서 기원한 것인지에 한 연구 결과는 없다.본 연구에

서 활액 Rspo1농도는 청 Rspo1농도의 약 55%에 해당되었다는 과

기존에 알려진 Rspo1발 세포들을 고려할 때,활액 Rspo1은 강

안에서 국소 생산되기 보다는 Rspo1이 강 내로 확산되었을 가

능성도 있고 신 생산량이 내 생산량보다 더 많을 가능성으로 고

려할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류마티스 염과 골 염 환자의 활액

Rspo1농도가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그런데,조골세포

에서 Rspo1과 Rspo2가 발 양상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 골 염 환자

와 정상인의 조골세포에서 Rspo1 mRNA의 발 은 차이가 없으나,

Rspo2mRNA 발 이 골 염 환자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음을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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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51따라서 류마티스 염 환자에서도 골 재형성이 일어나는 골

조직의 조골세포에서 R spondin단백질의 변화를 연구하여 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본 연구에서는 골 염의 특징인 방사선학 골

증식이 있는 환자 군의 활액 Rspo1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는데,이

러한 결과는 Dkk1을 억제하면 골증식이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

부합하는 소견이다.52

재까지 Rspo단백질의 발 에 여하는 인자로 알려진 것은 Wnt신

호로서 발생학 연구에서 R spondin유 자가 Wnt유 자에 의하여 유

도되거나 같이 발 된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53 Rspo1이식편 숙주

반응 동물 모델에서 청 IFN-γ 농도를 낮추고,54 dextran sulfate

sodium 유도성 장염 모델에서는 TNF-α,IL-1α,IL-6,IFN-γ,GM-CSF

등의 생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보고되었지만,55 만성 염증성 병증의

병태생리나 골 재형성에 여하는 여러 시토카인이 Rspo단백질발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본 연구에서

청 Rspo1농도는 TNF-α 억제제 사용 후 류마티스 염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강직척추염 환자에서는 유의하게 증가하 다.따라서

TNF-α는 직 혹은 간 으로 Rspo1의 발 억제에 향을 것으

로 생각된다.TNF-α 억제제가 류마티스 염 환자에서 손상 진

행의 억제 혹은 복구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수의 임상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바 있으며,56,57TNF-α 억제제 투여 후 찰되는 Rspo1의 증가가

Wnt신호의 증가로 이어져 골 재형성 과정의 변화에 향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2체액 내 Dkk1농도의 임상 의미

본 연구에서 청 Dkk1농도는 류마티스 염에서 증가되어 있음을 확

인하 고,이는 이 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12,23그러나,기존 연구들

은 류마티스 염 환자의 청 혹은 장 Dkk1농도와 성기 반응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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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농도,Sharp 수,질병 활성도 사이의 상 계에 해서 일 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 다.23,25,58,59 본 연구에서 류마티스 염의 청

Dkk1농도는 C 반응 단백질 소 수치를 제외한 류마티스 염

의 임상상 사이에 련성이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 가운데 특이한 은 Dkk1농도와 소 수치의

연 성이다.이 의 연구에서 임상 동맥경화 환자의 청 Dkk1농도

가 증가되어 있고,활성화된 소 과 내피세포에서 Dkk1이 유리되

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으며,60 성 허 성 뇌졸 환자나 조기 심근경색

환자에서 Dkk1의 농도가 증가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61,62류마티스

염 환자에서는 소 의 활성이 증가하고,63류마티스 염이 악화

된 환자에서는 해 상태인 경우보다 소 의 활성이 유의하게 증가함

이 알려져 있는데,64류마티스 염 환자의 Dkk1의 일부분은 활성

화된 소 에서 기원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동맥경화성 질환의

험도가 류마티스 염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65 Dkk1이

내피세포의 활성화 IL-8,MCP-1,IL-6등의 시토카인이나 모

카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0 그러므로 류마티스 염에서

증가된 Dkk1이 심 질환의 발병 험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일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골 염과 비교해서 류마티스 염의 활막 조직에서

Dkk1의 발 이 증가하며 활막 조직 내 섬유아세포양 활막세포 소

내피세포와 연골 조직에서 Dkk1이 발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66

이를 근거로 류마티스 염 환자의 활액에서 Dkk1농도가 더욱 증가할

것을 상하 으나,본 연구에 등록된 류마티스 염 환자의 활액

Dkk1농도는 액 농도의 약 0.5%에 지나지 않았고 23.5%의 환자에서

는 측정되지 않았으며,골 염 환자의 활액 Dkk1농도와 차이가 없었

다.활액의 Dkk1농도에 한 기존의 보고는 매우 제한 이며 골 염

환자의 활액에서 측정한 연구가 유일하다.40 그 연구에서는 활액 Dkk1

농도가 Dkk1의 농도와 양의 상 계가 있으며,활액 Dkk1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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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농도의 약 15%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본 연구에서

이용한 활액 검체 수가 제한되었기에 활액 내 Dkk1농도에 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본 연구와 기존 연구에서 공통 으로

활액 Dkk1농도가 농도보다 낮게 측정된 것은 활성화된 소 이

활액에 비해 에 존재한다는 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군과 비교하여 강직척추염 환자의 청 Dkk1의 농

도가 유의하게 감소됨을 찰하 다.TNF-α 유 자삽입 생쥐에서 항

Dkk1항체를 투여하면 천장 의 강직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Dkk1이 강직척추염의 골 변화에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시하

다.52따라서,강직척추염에서는 Wnt신호 달 억제 단백질인 Dkk1의

발 이 억제될 것으로 측할 수 있으나,강직척추염 환자에서 청

Dkk1농도에 한 기존 연구 결과들은 일치하지 않는다.12,13,26,67그리고

강직척추염 환자에서 TNF-α 차단제 치료 후의 Dkk1농도의 변화 역

시 상반된 결과를 보 다.일부에서는 TNF-α 차단제 치료 후 청

Dkk1농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 으나,13,67반 로 감소한다고 보고한 연

구 결과도 있으며,68유의한 변화가 없음을 찰한 연구도 있다.26본 연

구에서는 항 Dkk1항체를 이용하여 청 내 체 Dkk1의 수 을 측정

하 지만, 청 내 Dkk1가운데 실제로 LRP6에 결합하는 것을 측정한

방법도 있다.기존의 한 연구에서 TNF-α 차단제 치료 후 Dkk1의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LRP6에 결합하는 Dkk1의 농도는 증가되지 않음을

찰하 다.13본 연구에서 Rspo1이 TNF-α 억제제 사용 후 강직척추염

환자에서는 유의하게 증가하 는데,이것이 LRP6에 결합하는 Dkk1농

도에 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이는 청 Dkk1의 체 농도가 기

능 인 측면을 반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강직척추염 환자에서 청 Dkk1농도는 이환 기간을 제외

하면 다른 임상상과 연 성이 없었다.기존 연구에서도 청 Dkk1농도

는 성 반응 물질 농도나 질병활성도와 연 성이 없었다.26그런데,다

른 연구에서는 Dkk1 농도가 높은 환자 군에서 2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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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desmophyte의 성장이 억제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69본 연구에서는

syndesmophyte가 있는 군에서 청 Dkk1농도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었

다. 한,강직척추염 환자에서는 이환 기간이 길수록 골 도가 감소되

며,47syndesmophyte가 있는 환자에서 골 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48따라서 이환 기간이 오래되거나,syndesmophyte가 있는 환자에서

청 Dkk1농도의 증가는 신 골 도의 감소를 반 하는 상으로 생

각된다. 다른 기 으로는 비정상 인 신생 골 형성에 한 보상 기

으로서 조골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Dkk1이 증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3 액 내 Dkk1/Rspo1비의 임상 의미

Wnt신호 달의 증강 단백질인 Rspo1 길항 단백질인 Dkk1의

농도 단독으로는 만성 염증성 병증의 골 재형성 과정이 잘 설명되지

않고 각 질환 부분의 임상상과 련성이 없었다. 한 Dkk1에 한

기존 연구는 일 성이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종합 인 Wnt신호 달

상태를 반 하는 지표로서 Dkk1/Rspo1비를 이용하 다. 재까지 생물

표지자로서 Wnt신호 달과 연 된 단백질을 만성 염증성 병증에

서 조사한 연구들은 모두 각각의 단백질 농도를 이용하 으므로

Dkk1/Rspo1과 같은 형태로 분석을 시도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다.이

러한 지표의 활용은 골세포의 분화와 활성화에 있어 서로 길항 작용을

하는 RANKL/OPG의 에서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Dkk1/Rspo1비는 류마티스 염 환자에서 조군에 비하

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청 Dkk1농도 증가와 마찬가지로 Wnt신호

달의 억제 상태를 반 하 다.비록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강직척추염

환자는 조군과 비교하여 Dkk1/Rspo1비가 감소하여 Wnt신호 달

상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그리고 Dkk1혹은 Rspo1단일 단

백질 농도와는 연 성을 보이지 않던 류마티스 염 환자 군의 임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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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Dkk1/Rspo1비와는 유의한 련성을 보 다.즉, 성기 반응 물질의

농도,DAS28과 같은 질병 활성도,골 미란 상태 방사선학 손

상과 유의한 련성을 보여, 괴성 만성 염증성 병증으로서

류마티스 염의 임상 특징을 더 잘 반 하 다. 한,TNF-α 억제

제 사용 후 류마티스 염의 질병 활성도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Dkk1

의 감소는 뚜렷하지 않았으나 Dkk1/Rspo1 비는 유의하게 감소하여

Dkk1단독 보다 Dkk1/Rspo1비가 TNFα 억제제 사용 후 알려진 경과

를 더 잘 반 하 다.

그러나,강직척추염 환자 군에서 Dkk1/Rspo1비는 채 시 의 강직척

추염 임상상을 더 잘 반 하지는 못하 다.Syndesmophyte가 있는 환자

군에서 청 Rspo1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청 Dkk1농도가 증

가하는 경향을 보 기에,Dkk1/Rspo1비는 syndesmophyte가 있는 환자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Dkk1/Rspo1상 군에서 syndesmophyte가

있는 환자가 유의하게 많았다. 이러한 Dkk1/Rspo1 비의 차이는

syndesmophyte가 있는 환자 군에서 Wnt신호 달 상태가 억제되어 있

음을 의미한다.TNF-α 억제제는 류마티스 염환자에서 손상을

지연 억제 효과가 입증되었으나,강직척추염 환자에서 TNF-α 억제

제 치료는 질병 활동도는 시키나 척추골 의 진행 경과에는 효과

가 없음이 확인되었다.8-10 본 연구에서도 TNF-α 억제제 치료 3개월째

두 질환 모두 질병활동도는 유의하게 호 되었고 류마티스 염에서는

Dkk1/Rspo1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나 강직척추염에서는 알려진

의 진행 경과와 같이 Dkk1/Rspo1비는 변화가 찰되지 않았다.그러므

로 강직척추염에서 Dkk1/Rspo1비는 국소 인 척추의 병변의 상태

보다는 신석인 골 재형성 상태를 반 한다고 생각되는데,Dkk1/Rspo1

의 비가 높은 강직척추염환자에서 방사선학 syndesmophyte의 새로운

발생이 억제되는 지에 해서는 추가 인 찰 연구가 필요하겠다.

Dkk1 이외에도 Wnt신호 달을 억제하는 단백질에는 sclerostin,

WISE (wnt-modulatorin surfaceectoderm),WIF-1(wnt-inhib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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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1),sFRP1-5 (secreted fizzled-related proteins)등이 있으며,

Wnt신호 달을 증강시키는 단백질인 R-spondins에도 4개의 동형이

존재한다.따라서 Dkk1과 Rspo1만으로 체 인 Wnt신호 달 상태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하지만,만성 염증성 병증의 병태생리

에 상기 단백질들이 역할을 하는가에 한 부분은 연구가 아직까지 미흡

하며,Dkk1이 주로 연구되었다.하지만 Dkk1농도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 으며,본 연구에서도 Dkk1농도 단독

으로는 류마티스 염 환자의 임상상과 연 성을 짓기 어려웠다.이러

한 결과는 연구 상자 수가 상 으로 거나 연구마다 류마티스 염

환자가 이질 이라는 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용한 Dkk1/Rspo1의 비에 한 결과는 류마티스 염 환자에서 Dkk1

단독 측정은 Wnt신호 달의 균형 상태를 하게 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3.4본 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본 연구가 단면 연구로 계획되어 Rspo1혹은 Dkk1/Rspo1의 비

가 류마티스 염과 강직척추염 환자의 골량의 변화를 측할

수 있는가에 한 부분은 설명할 수 없었다. 측 인자로서의 의미를 확

인하기 하여 등록된 환자의 추 이 필요하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신 골다공증 상태에 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골다공증의 존재에 따라 Dkk1이나 Rspo1농도가 향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류마티스 염 환자는 그 지 않은 환자에 비해 청 Dkk1농도

의 차이가 없었지만, 청 Rspo1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기존 연구

에 따르면 Dkk1농도가 골다공증 치료제인 teriparatide투여 후 골

도 변화와 련성이 없다고 보고한 것이 있으며,70강직척추염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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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인에 비하여 골 도가 낮지만 Dkk1의 농도는 차이가 없는 것

으로 찰한 연구도 있다.67따라서 Dkk1농도가 만성 염증성

병증 환자에서 골 도 상태를 반 하는 가에 하여 추가 인 연구가 필

요하며, Rspo1농도와 골 도 사이의 상 계는 만성 염증성

병증이 없는 환자를 상으로 한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본 연구에서는 Rspo1의 조직 내 발 상태 Rspo1

의 기원에 하여 조사하지 못하 다.다만,활액과 청 Rspo1농도를

비교하면 Rspo1은 조직 안에서 국소 생산되기 보다는 액 내에서

강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청 Rspo1농도와 Dkk1/Rspo1

비는 손상과 유의한 련을 보 기 때문에, Rspo1과 Dkk1농

도는 손상이 발생하는 부 의 Wnt신호 달 상태에 향을 가

능성이 있다.

넷째,본 연구에서는 Dkk1 Rspo1만 측정하 다.Wnt신호 달의

억제하는 인자들에는 Dkk1이외에도 많은 단백질이 존재하지만,Rspo

단백질이 Dkk1이외 다른 Wnt신호 달의 억제 기 에도 작용하는 지

에 하여 아직 알려진 바 없으며,Rspo1이외의 다른 Rspo단백질들이

만성 염증성 병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해서도 알려진 것이

없다.본 연구는 Rspo1이 만성 염증성 병증의 동물 모델에서 골 재

형성 과정에 여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사람의 만성 염증성

병증에서 청 Rspo1농도와 그 임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 다.

그러나 Rspo2와 Rspo3의 Wnt신호 달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Rspo1보

다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29이들 질환에서 Rspo2와 Rspo3에 한

농도 측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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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요약 결론

류마티스 염에서는 강직척추염에 비하여 Dkk1/Rspo1의 비가 하

게 증가되어 있었으며,질병의 활성도가 높거나,골 미란이 있는 환자일

수록 Dkk1/Rspo1의 값이 높은 분포를 보 다.그리고 TNF-α 억제제의

치료에 따른 염증과 질병 활성도의 호 과 함께 Dkk1/Rspo1도 감소하

다.그러나 강직척추염에서는 질병 활성도나 TNF-α 억제제 치료에

따른 Dkk1/Rspo1의 차이는 없지만,이환 기간이나 syndesmophyte의 존

재에 따라 Dkk1/Rspo1의 차이가 있었다.한편,류마티스 염에서 활액

Dkk1과 Rspo1은 수 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골 염과의

활액 농도의 차이는 없었지만, 골증식이 있는 환자에서 활액

Rspo-1의 발 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재까지 류마티스 염과 강직척추염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

에서 나타나는 병 인 골 재형성을 설명하기 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Dkk1단독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연구에 따라 상충되는 결과를 보 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 염증성 질환을 상으로 청 Rspo1농도를

측정하여 건강인과 비교하 으며,Dkk1/Rspo1로 보정하 을 때 이들 질

환에서 찰되는 염증과 병 골 재형성과의 상이한 연 성을 보다 명확

하게 규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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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ients Patients Healthy

　
withRA

(n=100)

withAS

(n=60)

controls

(n=53)

Age(years) 52.6±13.0§ 37.5±12.4 46.0±15.1

No.offemale(%) 89(89.0) 10(16.7) 35(53.8)

Diseaseduration(months) 36[8–134]¶ 136[36-216] -

No.ofearlyRA (≤1year)(%) 32(32.0) - -

No.ofcurrentsmoker(%) 7(7.0) 11(18.3) 8(15.1)

Bodymassindex(kg/m2) 21.8±3.3 23.1±2.9 22.7±3.1

ESR(mm/h) 36[19-62] 15.5[7.0-34.5] 10[5-19]

CRP(mg/dL) 1.32[0.33-2.67] 0.84[0.17-2.14]0.03[0.09-0.02]

Swollenjointcounts 6[2-12] NA -

Tenderjointcounts 6[2-15] NA -

DAS28-ESR 5.19[3.91-7.00] - -

ASDAS-ESR - 2.60[1.86-3.68] -

Sharpscore(0to448) 7[0-28] - -

ErosiveRA(%) 67(67.0) - -

ASwithsyndesmophyte(%) - 15(25.0) -

HLA-B27positivity(%) - 59(98.3) NA

RFpositivity(%) 85(85.0) NA NA

Anti-CCPpositivity(%) 75(75.0) - -

ASwithperipheraljoints
involvement(%) - 27(45.0) -

ASwithuveitis(%) - 16(26.7) -

ASwithenthesopathy(%) - 10(16.7) -

CurrentuseofNSAIDs(%) 33(33.0) 53(88.3) -

Currentuseofsteroid(%) 43(43.0) 8(13.3) -

CurrentuseofDMARDs(%) 78(78.0) 29(48.3) -

Table1.Demographicsandclinicalcharacteristicsofthepatientsand

healthycontrols

RA =rheumatoidarthritis;AS=ankylosingspondylitis;No.=number;ESR=erythrocytesedimentationrate;

CRP = C-reactiveprotein;DAS28= diseaseactivity scorein28joint;ASDAS = ankylosing spondylitis

diseaseactivity score;RF = rheumatoid factor;anti-CCP= anti-citrullinated peptideantibody;NSAIDs=

non-steroidalanti-inflammatory drugs;DMARDs = 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methotrexate,

sulfasalazine,hydroxychloroquineleflunomide);NA=notavailable;§,mean±SD;¶,median[interquartile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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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kk1/Rspo1

Beta SE 95% CI

BMI,kg/m2 5.685 2.880 -0.03to11.40

Diseaseduration 0.236 0.124 -0.01to0.48

ESR(mm/h) 0.863 0.280 0.32to1.41*

Sharpscore -0.503 0.280 -1.06to0.05

R2 14.6 p=0.004

Table 2.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Dkk1/Rspo1 in

patientswithRA

RA:rheumatoid arthritis;SE:standard error;95% CI:95% confidence

interval;BMI=bodymassindex;ESR =erythrocytesedimentrate;R2=

percentageoftotalvarianceexplainedinthemodel.*p=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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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isease
TNF-α Rspo1(pg/mL) Dkk1(pg/mL) Dkk1/Rspo1 DAS28orASDAS ESR CRP

inhibitor 0 12W 0 12W 0 12W 0 12W 0 12W 0 12W

1 RA Infliximab 362.15 574.93 3850.98 1009.62 10.63 1.76 6.32 2.67 54 21 0.99 0.05

2 RA Infliximab 213.40 240.32 1834.81 1281.11 8.60 5.33 8.17 5.45 120 45 0.11 0.94

3 RA Infliximab 777.10 579.53 4554.26 1296.58 5.86 2.24 7.20 4.44 49 32 24.17 0.78

4 RA Infliximab 636.88 449.12 4841.59 1430.06 7.60 3.18 8.17 5.94 51 37 2.04 1.05

5 RA Infliximab 285.23 1354.091806.98 2542.12 6.34 1.88 7.75 2.28 69 12 0.79 0.01

6 RA Infliximab 109.84 1324.452860.42 4167.89 26.04 3.15 6.21 4.60 65 36 5.73 1.65

7 RA Adalimumab 195.90 784.20 2772.26 3415.58 14.15 4.36 8.56 6.31 115 59 8.96 3.21

8 RA Infliximab 951.15 1554.893297.59 4183.27 3.47 2.69 6.27 5.43 48 36 0.81 1.23

9 RA Infliximab 94.96 394.02 1451.49 2300.95 15.29 5.84 8.06 4.49 83 15 2.79 0.01

10 RA Infliximab 570.22 923.65 3510.40 4404.14 6.16 4.77 6.93 4.64 19 9 1.67 0.01

11 RA Adalimumab 670.22 300.20 3510.40 868.01 5.24 2.89 7.80 5.40 68 32 4.87 0.75

12 RA Etanercept 301.45 188.62 5952.39 869.42 19.75 4.61 6.37 4.38 58 32 10.80 0.87

13 RA Etanercept 196.56 254.52 4452.06 1563.34 22.65 6.14 8.60 6.55 113 58 2.95 1.56

14 RA Infliximab 202.34 185.45 2894.05 2249.43 14.30 12.13 7.99 5.84 54 34 5.20 0.01

15 RA Etanercept 212.30 1843.234856.32 5674.68 22.87 3.08 8.08 4.62 93 38 12.30 1.23

16 AS Infliximab 64.19 245.02 29.92 24.78 0.47 0.10 4.90 2.50 32 17 0.17 0.01

17 AS Adalimumab 1621.23 2123.531852.06 872.84 1.14 0.41 5.10 0.60 107 4 8.79 0.82

18 AS Infliximab 90.88 181.00 1141.47 13.60 12.56 0.08 4.30 2.00 24 5 1.79 0.33

19 AS Etanercept 64.08 391.20 34.68 429.08 0.54 1.10 5.00 1.80 63 7 1.98 0.61

20 AS Adalimumab 296.09 1513.40 90.71 3284.36 0.31 2.17 3.10 1.60 26 12 1.70 0.80

21 AS Infliximab 225.33 421.08 17.86 1491.78 0.08 3.54 2.30 1.20 5 3 1.84 0.45

Table3.Characteristicsanddiseaseactivitiesinthe15patientswithrheumatoidarthritis(RA)and10

patientswithankylosingspondylitis(AS)whohadanti-TNF-α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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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S Infliximab 62.24 288.00 22.98 405.10 0.37 1.41 4.10 2.40 37 3 0.16 0.01

23 AS Infliximab 377.36 229.81 937.56 180.83 2.48 0.79 3.60 1.00 46 2 1.60 0.01

24 AS Adalimumab 305.00 294.24 698.42 46.33 2.29 0.16 3.80 1.00 43 2 3.32 0.01

25 AS Infliximab 348.15 489.03 12.03 243.14 0.03 0.50 5.20 1.90 64 27 1.84 0.01

No.=number;DAS28=diseaseactivityscorein28joint;ASDAS=ankylosingspondylitisdiseaseactivityscore;

ESR=erythrocytesedimentationrate;CRP=C-reactive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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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isease Age Gender
Synovialfluid

ESR CRP Osteophyte
Rspo1 Dkk1 WBC PMN Macrophage

1 RA 53 Female 103.87 42.60 8200 4674 2624 44 0.41 +

2 RA 63 Female 9.40 30.45 3060 1132 459 3 0.01 +

3 RA 53 Female 212.26 0.00 3960 554 2574 2 0.01 +

4 RA 44 Male 0.00 1.66 4950 4307 594 25 1.42 -

5 RA 62 Male 229.75 0.00 6300 3150 2205 4 0.32 -

6 RA 73 Female 0.00 4.94 7000 4270 1540 26 1.81 -

7 RA 32 Female 0.00 5.98 8300 7221 332 17 3.04 -

8 RA 70 Female 73.46 29.55 9900 5742 3267 36 1.76 +

9 RA 37 Female 62.03 0.00 13400 8844 2948 33 1.09 -

10 RA 64 Male 0.00 15.64 16300 6846 8150 18 2.21 -

11 RA 77 Male 126.83 26.22 18000 11160 4500 25 0.47 -

12 RA 69 Female 0.00 69.27 20000 13800 4800 58 1.07 -

13 RA 62 Female 49.28 0.00 16000 11680 2880 29 2.52 -

14 RA 68 Female 24.58 33.75 28800 23328 1440 45 0.59 -

15 RA 45 Female 335.82 8.13 30150 26834 3317 27 0.92 +

16 RA 51 Female 0.00 85.41 44800 31360 6720 40 8.20 +

17 RA 41 Female 197.18 76.75 57000 47880 14 11 0.01 -

18 OA 62 Female 98.31 0.00 330 3 14 10 0.12 +

19 OA 72 Female 140.44 36.79 360 4 14 2 0.01 +

20 OA 53 Male 61.91 0.00 90 1 39 2 0.26 +

21 OA 53 Female 227.51 0.00 110 0 77 12 0.01 +

Table4.CharacteristicsandSynovialfluidexamsofthe24patientswithkneejointe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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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OA 65 Female 62.14 0.00 240 0 216 5 0.01 -

23 OA 57 Female 136.93 36.79 240 0 14 2 0.01 +

24 OA 77 Female 125.22 44.38 500 10 420 10 0.01 +

No.=number;RA=rheumatoidarthritis;OA=osteoarthritis;WBC=whitebloodcellPMN:polymorphonuclear

leukocytesESR=erythrocytesedimentationrate;CRP=C-reactive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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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CorrelationbetweenESRandRspo1levels,Dkk1levels,or

Dkk1/Rspo1 ratios in healthy subjects. Even though an inverse

correlation with Rspo1levelsdidnotreach significance(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r=-0.268,p=0.053,A),ESR was positively

relatedwithnotonlytheserum Dkk1levels(r=0.292,p=0.034,B)but

alsoDkk1/Rspo1ratios(r=0.460,p=0.00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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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Serum levelsofRspo-1orDkk-1andDkk-1/Rspo-1ratios

inpatientswithrheumatoidarthritis(RA)orankylosingspondylitis

(AS)andhealthycontrols(HC).RA patientshadsignificantlylower

Rspo1 levels (p<0.0001 by Kruskal-Wallis with Dunn's multiple

comparison test,A),higherDkk1levels(p<0.0001,B),andhigher

Dkk1/Rspo1 ratios (p<0.0001,C)than healthy controls,while AS

patientshassignificantlylowerDkk1levels(p<0.001,B).Dkk1/Rspo1

ratios tended to be lowerin AS patients than those in healthy

controls.Circlespresentindividualsubjects.Linesshow themedian

withinterquartilerange.NS=not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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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Comparison of serum Rspo1 levels and Dkk1/Rspo1

betweenerosiveRA andnon-erosiveRA.PatientswitherosiveRA

hadsignificantlylowerRspo1levels(p=0.022byMann-Whitneytest.

A)and higherDkk1/Rspo1 levels(p=0.026,B)than the one with

non-erosiveRA.Circlespresentindividualsubjects.Linesshow the

medianwithinterquartile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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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ComparisonbetweenRA patientswithhighDkk1/Rspo1

andlow Dkk1/Rspo1ratios.HighDkk1/Rspo1ratiowasdefinedas

abovethe75percentilevalueofhealthycontrolsandlow Dkk1/Rspo1

ratiowasdefinedasbelow the25percentilevalueofhealthycontrols.

ESR(p=0.025byMann-Whitneytest,A),CRP(p=0.024,B),DAS28

(p=0.025,C),and Sharp scores (p=0.022,D) were significantly

increasedinRA patientswithhighDkk1/Rspo1comparedtotheone

withlow Dkk1/Rspo1ratio.Circlespresentindividualsubjects.Lines

show them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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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mparison between AS patients with and without

syndesmophyte.ASpatientwithsyndesmophyteshowedsignificantly

higherDkk/Rspo1ratioscomparedtothosewithoutsyndesmophyte

(p=0.003byMann-Whitney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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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6.Comparisonofserum Rspo-1levelsorDkk1/Rspo1ratios

before and 12 weeks afteranti-TNF-α therapy.In RA patients,

DAS28 was significantly decreased 12 weeks after anti-TNF-α 

therapy(n=15,p<0.0001byWilcoxonsignedranktest,A).Likewise,

the levels ofserum Rspo1 tended to increase (p=0.055,B)and

Dkk1/Rspo1 ratio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p<0.0001, D).

However,nochangeinserum Dkk1levelswasobserved(C).After

anti-TNF-α therapyfor12weeks,ASpatientsrevealedasignificant

improvementindiseaseactivity,ASDAS (n=10,p=0.002,E).While

serum Rspo1levelsweresignificantlyincreased(p=0.020,F),theydid

notshow anychangeinserum Dkk1(G)andDkk1/Rspo1(H)inAS

patients.NS=not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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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7.Correlationbetweensynovialfluid(SF)Rspo1levelsand

serum CRPorbetweenSFDkk1andSFwhitebloodcellcounts.In

RA patient,SFlevelsofRspo1wereinverselycorrelatedwithserum

C-reactive protein (CRP) levels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r=-0.663,p=0.004,A).On the otherhand,SF Dkk1 levels were

positivelyrelatedwithSF whitebloodcellcounts(r=0.551,p=0.02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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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8.Comparisonofsynovialfluid(SF)Rspo1levelsbetween

patientswithandwithoutosteophytesintheaspiratedjoint.Whenall

SFsampleswereanalyzedtogether,patientswithosteophytesinthe

kneejointshowedatendencytohaveahigherSFRspo1levelthan

thosewithoutosteoph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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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Dickkopf-1(Dkk1),an inhibitorofWntsignaling,is

knowntobeinvolvedininflammatoryjointdestruction.R-spondins

(Rspo)are a family ofsecretory proteinsthatcan enhance Wnt

signaling by interfering with Dkk1-mediated LDL receptor-related

protein6andKremenassociation.WhileRspo1protectsagainstjoint

destructioninamurinearthritismodel,thecirculatinglevelsofRspo1

havenotbeeninvestigatedinpatientswithrheumatoidarthritis(RA)

andankylosingspondylitis(AS).Wedeterminedtheserum levelsof

Rspo1aswellasDkk1andstudiedclinicalimplicationsofeachlevel

and Dkk1/Rspo1 ratio,a measure ofWntsignalsuppression,in

patientswithRAorAS.

Methods:Serawerecollectedfrom 100RA patients,60ASpatients,

and3:1age-andgender-matched 53healthy controls.Twenty five

paired samples (15 RA and 10 AS)wereobtained from patients

before and 12 weeks after treatment with anti-TNF-α agents.

Additionally,we analyzed synovialfluid (SF) samples from 24

patientswithkneejointeffusion(17RA and7osteoarthritis(OA)).

Clinicalandlaboratorydataincludedage,gender,bodymassindex,

disease duration, current medications, complete blood count,

erythrocyte sediment rate (ESR),and C-reactive protein (CRP).

DiseaseactivitiesinRA andASweremeasuredbyDiseaseActivity

Scorein28joints(DAS28)orankylosingspondylitisdiseaseactivity

score(ASDAS),respectively.Radiographicjointdamagewasass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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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themodifiedSharp/VanderHeijdescore(Sharpscore)inRA.

ThelevelsofRspo-1and Dkk1weredetermined using sandwich

ELISA.

Results:Serum Rspo1level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RA

patientscomparedtoothergroups(p<0.0001byKruskall-Wallistest).

However,nodifferencewasobservedbetweentheAS patientsand

controls.RA patientsshowedasignificantlyhigherserum levelsof

Dkk1 than AS patients and controls (p<0.0001),butserum Dkk1

levelsinASpatientsweresignificantlylowerthanthoseincontrols

(p<0.001).Thus,Dkk1/Rspo1ratiosweresignificantlyelevatedinRA

patients (p<0.0001)and tended to decrease in AS patients when

compared to the ratios in healthy controls. In RA patients,

Dkk1/Rspo1 ratios better reflected the disease activity and joint

damage status including ESR (p=0.030),CRP (p=0.004),DAS28

(p=0.049),erosivedisease(p=0.026),andSharpscore(p=0.022)than

each level.Moreover,afteranti-TNF-α treatment,theratioswere

significantlydecreased(p=0.001byWilcoxonsignedranktest)even

though the changes of both Rspo1 and Dkk1 did not reach

significance. However, Dkk1/Rspo1 ratio in AS patients was

unchanged by anti-TNF-α treatment while Rspo1 levels were

significantlyincreased(p=0.022).TheRspo1andDkk1levelsinSF

from RA patients were significantly lowerthan those in serum

samples(bothp<0.0001)andwerecomparabletothoseinSFfrom OA

patients.

Conclusions:Thisstudyfirstdemonstratedthatmeasurablelevelsof

Rspo1couldbedetectedinhumanbloodandthatDkk1/Rspo1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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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ndexofWntsignalingsuppression,increasedinRA patientsand

was associated with disease activity and jointdamage status.It

indicatesthatserum Dkk1/Rspo1ratiomaybeabetterindicatorof

WntsignalinginRAthaneitheralone.

Keywords:R-spondin 1,Dickkopf-1,Wnt,Rheumatoid arthritis,

Ankylosingspondylitis

StudentNumber:2007-2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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