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연구학회지 제 14 권,
제3호
Korean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2007 ; Vol. 14, No. 3, pp. 73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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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ogenesis of Sclerode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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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leroderma is a heterogeneous group of disorders in which vascular and immunological disturbances
lead to tissue fibrosis. Systemic sclerosis and limited cutaneous forms share similar pathogenesis:
vascular endothelial damage followed by upregulation of adhesion molecules and chemotactic cytokines
causes inflammatory cell recruitment and infiltration through endothelium to extracellular matrix.
Subsequent activation of TGF-β pathway and other factors including CTGF, IL-1, IL-4, IL-6,
endothelin-1 and TIMP-1 leads to activation of fibroblasts and overproduction of collagen. Endothelin-1
and PDGF cause transdifferentiation of vascular smooth muscle cells to myofibroblasts, which leads
to narrowing of vessel lu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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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발병기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론

피부경화증 (scleroderma)은 인구 만 명당 1 - 2명의 유병
률을 갖는 드문 질환으로, 혈관 매개, 면역 매개 등 다수의
분자 신호전달경로의 이상에 의해 결체조직의 병적 리모델

1. 전신 피부경화증 (systemic sclerosis)

링이 일어나 섬유증이 초래되는 만성 자가면역질환군이다.

피부경화증에서 말단 장기에 손상을 일으키는 기전과

자가면역질환은 유전적 소인이 있는 개인에 외부적 방아쇠

임상양상은 크게 3가지인데, 초기 질환은 염증의 증가와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며, 피부경화증에서는 어떤 자극에

부종이 특징이며 “puffy”한 손가락과 폐사이질 섬유증에

의해 혈관손상과 면역학적 활성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피

선행되는 폐포염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내피세포 손상으

부 등의 장기에 섬유화가 발생한다. 피부와 피하지방에 국

로, 가장 위중한 후유증인 폐동맥고혈압과 신 발증(renal

한되는 국소형 (localized scleroderma, morphea)과 내부장

crisis)을 야기한다. 세번째는 섬유모세포의 비정상적 활성

기를 침범하는 전신형 (systemic sclerosis, SSc) 증후군들로

이며 심한 피부경화를 초래한다2. 이 세 가지 기전은 함께

나눌 수 있는데, 국소형 피부경화증의 임상 양상은 전신형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혈관내피의 염증이 혈관병증

과 달리 손발가락경화증 (sclerodactyly), 입주변 침범이 없

을 일으키게 되면 혈관수축과 재관류가 반복되어 일회성

고 Raynaud 현상이나 손발톱주위 혈관확장이 없는 점이

혹은 지속성 조직 허혈이 진행되고 동시에 부적합한 면역

1

특징이다 . 전신형과 국소형 피부경화증 그리고 최근

학적 반응과 복구가 일어난다. 이러한 병태생리 기전의

gadolinium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신원성 전신섬유증의

조화는 chemokine과 cytokine을 통한 세포간 교차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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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가능하다. 면역계와 혈관계의 상호작용에 의해 섬유

손상된 혈관을 대체하지 못해 모세혈관 밀도가 감소하고,

모세포가 증식하고 아교질이 침착되며 면역활성이 계속

그 결과 손가락끝 피부의 허혈성 궤양 등이 발생하는데18,

3

4,5

더 진행 하는 악순환은 직간접적인 유전적 소인 과 환경
6-9

요인 의 배경에서 발생한다.

이런 모순은 특정 세포부착분자와 cytokine이 본 질환의
초기 염증기와 후기 섬유화 시기에 각기 다른 역할을 하
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14. 혈관형성에는 골수에서 비

1) 혈관병증

롯된 순환 내피세포전구물질이 필수적인데 이들은 특징

내피세포 손상과 혈관 기능이상은 전신성 피부경화증
10

적인 표지자인 CD34, CD133, 제2형 VEGF 수용체를 표

의 가장 초기 변화 중 하나로 생각된다 . 내피세포 손상

현하므로 이들 표지자로 검사한 결과 피부경화증 환자에

에 관여하는 부착분자와 세포독성인자들에는 plasma

서 순환 내피세포전구물질의 숫자가 현저히 감소되어 있

factor VIII (von Willebrand factor), platelet-derived growth

고 이들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 혈관형성유도인자에 의한

factor (PDGF), granzyme A, vascular cell adhesion molecule

성숙가능성이 저하되어 있다 .

1 (VCAM-1),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 1 (ICAM-1),
11

endothelin 1 (ET-1)이 있다 . 어떤 연구자들은 혈관형성
의 결함에 의한 미흡한 혈관복구가 피부경화증의 병인
12

12

2) 염증과 자가면역질환
혈관내피세포 손상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반응성

에 관여한다고 주장한다 . 질환초기에 이환된 조직으로

산소종의 비정상적 조절을 통한 산화스트레스, 저산소증,

백혈구 유입이 증가하고 백혈구-섬유모세포 상호작용이

거친 혈행, 담배와 같은 환경적 자극물질, 고지혈증 등의

증가하는데,

growth

다양한 기전에 의해 발생하며, 이런 인자들은 모두 염증

factor (TGF)-β와 같은 성장인자를 분비하면 내피세포가

반응과 내피세포 활성화를 일으킨다19. 전신경화증 환자

손상을 입어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ICAM-1을

들은 흔히 피부섬유증이 발생하기 수 년 전부터 Raynaud

표현하게 되고, connective tissue growth factor (CTGF)를

현상 같은 혈관병증의 징후를 나타내는데, 혈관의 변화는

활성화시켜 세포외기질과 PDGF 생산을 증가시킨다. 증

흔히 선천 및 후천면역반응을 모두 자극해서 B세포와 T

가된 PDGF는 내피세포 증식을 증가시키고 정상적으로

세포가 활성화되고 자가항체도 생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혈관신생을 유도하는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다17. 혈관손상에 이어 혈관 리모델링에 관여하는 ET-1,

(VEGF)를 감소시킨다13. 원인이 면역학적 자극이건 허혈-

CTGF, TGF-β 등과 기질 리모델링에 관여하는 MMP,

재관류 손상이건 혹은 다른 경로에 의한 것이건 간에 내피

TIMP 등이 내피세포에서 과도하게 생성되는데20,21, 이들

활성화된

림프구가 transforming

세포 손상은 혈관수축제인 ET-1 생산 증가와 혈관확장제인

은 또한 TNF, IL, chemokine와 같은 염증 매개체들의 활

prostacyclin 방출저하로 이어져서 폐동맥고혈압에서 볼

성화와 기능도 조절한다17. ET-1에 의해 섬유모세포에서

수 있듯이 혈관확장인자와 혈관수축인자의 불균형을 초

발현이 증가된 ICAM-1은 T세포와 섬유모세포의 상호작

10

래한다 . ET-1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며 강력한 혈관수

용을 증가시키므로, ET-1은 초기 염증기에 혈관외 조직으

축작용, VEGF 상향조절, 세포증식, 혈관리모델링 등의

로의 백혈구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ET-1에 의

효과를 나타낸다14. ET-1은 질환의 초기와 후기에 모두 발

한 섬유모세포의 ICAM-1 발현은 NF-ĸB에 의해 매개되

현되며, PDGF와 함께 작용하여 섬유모세포와 혈관 평활근

므로 ET-1은 염증유발인자로도 작용한다22.

세포를 근섬유모세포의 표현형으로 변화시킨다15. 근섬유

피부경화증에서의 혈청학적 연관성은 전보다 많이 밝혀

모세포에 의해 혈관내막이 증식하면 혈관강이 좁아지게 된

져 있다 (Table 1)23. Anti-RNA polymerase I, II 반응성은

1

다 . ET-1은 섬유모세포에서는 ICAM-1 발현과 아교질 생산
16

피부경화증에서 신장위기의 단독 위험인자인 반면 anti-

을 증가시킨다 . 전신경화증에서는 matrix metalloproteinase

topoisomerase-1 (Scl-70)은 아니다.

(MMP)/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 (TIMP) cascade

antitopoisomerase-1 양성빈도가 증가한다. Antifibrillarin은

의 조절장애로 인해 MMP, 특히 MMP-2가 증가하는데 이

특히 미만성 피부경화증에서 안 좋은 예후인자다. 피부경

는 ET 전구물질을 활동성 ET로 활성화시켜 질환을 악화

화증에서 폐동맥고혈압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는 anticen-

17

시킬 수 있다 .

사이질폐섬유증에서

tromere 항체 (ACA)와 antifibrillarin 활성과 관련이 있다.

전신경화증에서 혈관형성을 유도하는 VCAM-1, ET-1,

혈청학적으로 정의된 아형들은 다른 임상소견과 함께 사

VEGF, E-selectin, P-selectin, TNF-α, IL-8 등이 증가되어

용할 경우 위험도 층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U3- RNP,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혈관형성부전이 발생하여

U1-RNP, Scl-70은 흑인에서 더 빈번하고 ACA는 고령의

조소연, 정진호 : 피부경화증의 발병기전

백인 여성에서 더 흔하다. 근육의 염증은 U1-RNP와 U3-

부병변에서 TGF-β mRNA가 증가되어 있고 제1형 아교

RNP 양성 환자에서 나타났고, 손가락끝 궤양과 손가락

질과 같은 위치에 발현한다. TGF-β는 섬유모세포에서 제

말단부 혈관흡수는 ACA, Scl-70 항체 양성 환자에서 더

1, 3형 아교질과 fibronectin과 같은 세포외기질의 생산을

흔했다. 폐동맥고혈압은 주로 ACA 양성 환자에서, 폐섬

증가시킨다. TGF-β가 섬유모세포와 중간엽세포에 결합하

유증은 Scl-70 양성 환자에서 나타났다. 이 두 가지의 폐

면 세포질의 Smad 매개체들에 의해 신호가 핵으로 전달

질환 모두 핵소체항체, Th/To, U3-RNP 양성일 때 발생했

되므로, Smad 매개체는 미래의 치료 타겟으로 고려되고

다. 국한성 피부경화증 (limited SSc)에서는 Th/To가 감소

있다. 실험동물모델에서 TGF-β에 대한 항체나 수용성

한 환자가 ACA 환자보다 생존율이 낮았고, 미만성 피부

TGF-β 수용체를 이용한 TGF-β의 차단은 조직 섬유화를

경화증 (diffuse SSc)에서는 anti-RNP-Pol III 양성 환자가

억제한다. IFN-γ는 아교질 생산을 억제하고 1형 세포면역

24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 .

을 유도하며 TGF-β를 감소시킨다. IFN-γ는 피부경화증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임상시험이 진행된 바 있는데, 장

Table 1. Autoantibodies and disease associations in systemic sclerosis

기 투여로 중등도의 피부 연화를 가져왔다30. IFN-γ를 유
도하고 TGF-β를 억제하는 imiquimod 5% 크림으로 12명

Autoantibody

Clinical association

의 morphea 환자를 치료한 결과, 이상색소침착, 경화와

Anticentromere

Limited cutaneous SSc
Isolated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Gl disease
Overlap mostly with Sjogren's
syndrome (SS), in part with
rheumatoid arthritis and/or primary
biliary cirrhosis (PBC)

홍반이 모든 병변에서 호전되었다. 피부조직에서도 진피

Anti Scl-70
Lung fibrosis
(Antitopoisomerase) Diffuse cutaneous SSc
Anti-RNA pol I, III

Renal disease
Diffuse cutaneous SSc

Anti-Fibrillarin
(U3-RNP)

Pulmonary hypertension (PH)
Myositis
Renal crisis

Anti-Pm-Scl

Polymyositis
Lung fibrosis

Anti-U1-RNP

Overlap features of SLE
Polymyositis
Arthritis

Anti-Th/To

PH in limited SSc

두께가 감소하였다. Cytokine 서열 상 TGF-β는 ET-1을
유도하고, TGF-β와 ET-1은 각각 독립적으로 CTGF를 유
도한다 (Fig. 1)31. 반면 ET-1은 혈관평활근세포에서 TGFβ 유전자발현이나 단백생산을 증가시키지 않는다32. 위에
언급한대로 ET-1은 근섬유모세포 형성을 촉진하고 CTGF
와 기질단백을 증가시킨다. 전신경화증 피부에서는 특히
심부진피에서 stress fiber인 α smooth muscle actin (SMA)
을 표현하는 근섬유모세포가 현저히 증가되어 있는데 이
들 활성화된 섬유모세포는 진피 섬유모세포가 국소적으
로 변환되었거나 세포간 접촉이나 cytokine 등에 의해 순
환 중배엽성 전구세포가 조직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28. 또한 섬유모세포는 각질형성세포 성장인자를 분
비하고 그 결과 각질형성세포는 직 · 간접적으로 섬유모세
포에서 α-SMA 발현을 유도하고 α-SMA는 아교질 RNA
33

를 유도함이 밝혀져서

섬유화 과정에는 섬유모세포-표

피세포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한 TGF-β 활성화, 그리

3) 섬유화
질환 후기에는 염증은 감소하고 섬유화가 주된 임상양
상으로, 피부가 두꺼워지고 사이질폐섬유증, 소화기와 신
장의 질환이 발생한다. TGF-β 유전자 발현에 의해 제1, 3
형 아교질이 증가하는데, 그 중 제1형이 가장 주된 아형
이다25-27. 섬유화에는 cytokine인 TGF-β, ET-1과 CTGF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28, TGF-β는 세포성장, 자멸사,
분화를 촉진하고 아교질과 기질단백 합성을 촉진, 아교질
을 분해하는 MMP 생성을 억제하며 섬유모세포가 활성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섬유모세포, 혈관평활근,
내피세포에서 CTGF 합성을 촉진한다29. 피부경화증의 피

Fig. 1. Cytokine hierarchy in mediating fibrosis of systemic
scle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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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TGF-β와 ET-1의 상호작용에 의한 근섬유모세포로의

로 생각된다45. 정상피부조직에서는 섬유모세포의 70%가

분화 촉진이 작용함을 알게 되었다. CTGF는 섬유모세포

Fli1 양성인데 비해 전신섬유증 피부의 섬유모세포는 Fli1

성장을 촉진하고 아교질과 fibronectin을 상향조절하여

34

을 발현하지 않는다45. Fli1은 CTGF의 발현을 직접 조절

혈관형성, 세포자멸사, 화학주성, 세포외기질 형성, 결체

하며, Fli1 하향조절은 CTGF mRNA를 상향조절해서,

29

TGF-β의 섬유화 촉진효과를 어느 정도 흉내낸다46. 이것

조직의 구조적 구성을 촉진한다 .
피부경화증의 병인에 관여하는 다른 cytokine에는 IL-4,

은 중요한 소견인데, 왜냐하면 전신섬유증의 매우 초기를

IL-6, TNF-ɑ가 있는데 IL-4는 섬유모세포 증식 및 세포외

제외하고는 섬유화가 진행되는 동안 TGF-β가 별로 발현

기질단백의 유전자 발현과 생성을 촉진한다. TNF 또한

되지 않기 때문이다. Fli1을 억제하자 아교질과, 아교질의

피부경화증의 매우 초기병변에서 발견되는데 혈중농도가

교차결합에 매우 중요한 PLOD2 (procollagen-lysine, 2-

폐섬유증 등 임상적 중증도 및 질환의 생물학적 활성에

oxoglutarate 5-dioxygenase 2) 유전자의 mRNA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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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하여 증가한다 .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

켰고 decorin 유전자를 하향조절했는데 이는 원섬유형성

(MCP)-1은 CCL2라고도 불리는 단핵구 화학유인물질로

에 작용했을 것이다47. Fli1은 내피세포에서도 많이 발현

서, 피부경화증 피부에서 증가되어 있고 혈중농도가 폐

되고, 혈관주위세포(pericyte) 같은 혈관주변의 다른 세포

섬유증이 있으면 증가한다. 피부섬유증 환자의 섬유모세

에서도 발현되는데, Fli1을 줄이면 혈관형성이 증가된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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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서 CCL2 mRNA와 단백 발현이 증가하는데

이는

전신섬유증 피부에서는 혈관형성이 시작될 때는 혈관이

CCL2의 알려진 유도인자인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

증식하나, 내피세포-혈관주위세포 상호작용에 이상이 생

로 보인다. 산소분압이 낮으면 섬유모세포의 활성이 증가

겨 혈관주위세포의 부착, 혈관성숙, 안정화에 문제가 발

하기 때문에 과도한 산화 스트레스는 피부섬유증의 발병

생한다48. 어떤 요인이 전신섬유증에서 Fli1을 하향조절하

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피부경화증 자가항체

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들의 타겟이 되는 자가항원들은 조직허혈에 의해 발생한
반응성산소종의 존재 하에서 작은 조각들로 분절된다35.

2. 국소 피부경화증 (morphea)

TGF-β와 무관한 경로로 비정상적 섬유화에 관여하는

Morphea는 임상적으로 크게 판모양, 물집모양, 선모양,

인자로는 p38 kinase, C-delta kinase, phosphatidylcholine

심부 피부경화증의 4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 판모양은

phospholipase C kinase 활성이 있다37.

물방울모양, 전신형, 켈로이드모양, atrophoderma of Pasini

4)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

and Pierini, 경화태선의 4가지로 세분한다49. 이 중 전신형
판모양 morphea는 다른 형태의 morphea보다 자가면역질

가족력은 현재까지 알려진 전신경화증의 가장 강력한

환과의 연관이 더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50. 국소 피부경화

위험인자로, 어떤 가계에서는 상대적 위험도가 13이었

증의 발병기전은 전신 피부경화증과 비슷하여 혈관내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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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다수의 유전자가 전신경화증의 자가항체 패턴에 따

포, 염증세포, 섬유모세포가 관여한다. 혈관내피세포 손상

른 여러가지 표현형에서 각각 관련 있을 것이라는 실험적

이 초기에 발생하면 유착분자, 화학주성을 가진 cytokines

근거가 있으며 그 중 혈관손상과 섬유화를 일으키는 경로

의 표현이 증가한다51,52. Morphea의 염증성 병변에서는 혈

와 관련된 후보 유전자들, 예를 들면 CXCR2 (chemokine

관형성이 증가되어 있고 오래된 병변에서는 내피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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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or 2) , SPARC (secreted protein, acidic and rich in

과거 손상의 근거가 발견된다53. 곧 이어 CD4+ T세포, 단

cysteine)39, MCP-140, TGF-β141, ACE (angiotensin-converting

핵구, 대식세포, 호산구를 포함하는 염증세포가 혈관내피

enzyme)42, fibrillin-143, COL1A244 유전자 등의 다형성이

를 통해 그물진피로 침윤한다54. Hashimoto 갑상선염, 백

가장 유력하다. 최근 연구들은 면역세포, 섬유모세포, 내

반증, SLE, 제1형 당뇨 등의 자가면역질환이 morphea와

피세포에서 발견되며 아교질 유전자기능과 혈관형성을

동반됨이 보고되어 morphea의 발병에 자가면역이 기여함

조절하는 전사인자 Fli1 (friend leukemia integration 1)에

을 시사한다55. 내피세포와 염증세포에서 분비된 cytokines

초점이 맞춰졌는데, 전신섬유증의 피부와 진피혈관에서

와 성장인자들이 섬유모세포의 증식과 세포외기질의 침착

Fli1의 조절장애가 있고 이는 이 질환의 피부섬유화와 혈

을 촉진한다. 여러 연구에서 순환하는 cytokines (IL-1,

관변성의 기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양된 인간

IL-2, IL-4, IL-6, IL-8, IL-13, TNF-α), 수용성 cytokine 수

과 쥐 섬유모세포에서 Fli1 발현은 제1형 아교질 발현과

용체 (sIL-2R, sIL-6R), 유착분자 (VCAM-1, E-selectin),

반비례 관계가 있어 Fli1이 아교질 유전자의 억제유전자

manganese superoxide dismutase가 morphea 환자에서 증가

조소연, 정진호 : 피부경화증의 발병기전

되어 있고 이들의 농도가 피부병변의 수와 비례함이 밝혀
56,57

재까지 215례가 보고되었는데 대부분 gadodiamide를 투

. 이는 TH2 활성화와 산화세포손상을 의미한

여받은 신부전환자였다65,66. Gadolinium은 정상인에서는

다. 흥미롭게도 섬유화의 강력한 유도물질인 TNF-α와

half-life가 1.3시간이지만 만성신부전환자에서는 30 - 120

IL-13이 건강인에 비해 국소 피부경화증 환자에서 유의하

시간까지 연장되어 있으며 특히 gadodiamide는 거의 모두

게 증가되어 있는데, TNF 농도는 질환의 기간에 반비례하

신장으로만 배설되어 신부전환자에서 특히 half-life가 연

므로 morphea 초기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

장되어 있다67. 독성이 있는 gadolinium 이온은 칼슘을 흉

된다56. IL-13은 단핵구와 B세포기능에 대해 강력한 조정

내내어 세포막의 양이온 결합부로부터 칼슘이온을 대치

기능을 가지며 활성화된 T세포, 비만세포, 자연살세포에

하여 섬유모세포, 신장, 부갑상선, 간, 췌장 등에 존재하

서 분비되는데, 혈청 IL-13 수치는 특히 전신형 판모양

는 세포외 칼슘인지수용체를 활성화시킨다68. 최근 전자

morphea에서 증가하고, 병변의 개수와 유의한 연관성이

현미경검사 등으로 환자들의 섬유화된 피부와 연부조직

져 있다

58

있다 . 섬유모세포의 활성화와 뒤따르는 아교질 과다생산

에서 병변에 국한되어 gadolinium이 확인되었는데, 진피

에는 TGF-β 경로가 중요한데, 환자들 피부에서 TGF-β 수

혈관벽과 eccrine 땀샘 기저막을 따라서 혹은 진피세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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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체가 증가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 . Morphea에서 섬유

에서 발견되었다 . 이에 따라 본 질환의 가설로 순환 섬

화에 관여하는 다른 인자들로는 CTGF, IL-1, IL-4, IL-6,

유세포(fibrocyte)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데69,70, 이들은

ET-1, TIMP-1이 있다1. 국소 피부경화증은 환경적 인자에

최근 특성이 밝혀진 혈액에서 비롯된 세포로서 CD34와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약물 (식욕억제제,

procollagen 양성이며 상처치유에 관여하는데, 이들이 진

bleomycin, pentazocine, isoniazid, taxols), 화학물질 (silica,

피로 들어와서 진피세포로 분화하여 기능적, 조직학적으

유기용매, polyvinyl chloride), 주사 (비타민 K), 직업관련

로 정상 섬유모세포와 비슷하게 보이며 이들이 섬유화 과

손상, 악성종양 (유방암, carcinoid, 전이성 흑색종), 방사선

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71. 그 근거로 병변조직에서 CD34

치료,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Borrelia burgdorferi 감염 등이

양성세포가 다수 보였다는 보고가 있다69. Gadolinium-

원인으로 보고되었다60,61.

chelate 복합체에서 transmetallation이 일어나면 자유로워

다양한 순환 자가항체가 morphea에서 발견되는데, 대

진 gadolinium이 이러한 순환 섬유세포의 타겟이 되어 피

개 피부질환의 심한 정도와 역가가 비례하며 antinuclear

부에 침착한 gadolinium이 섬유화과정의 핵처럼 작용해서

antibody (46 - 80%), anti-single-stranded

DNA antibody

전신섬유증이 발생하며69, 대사성 산증이 있으면 이런

(50%), antihistone antibody (47%) 등이 있다50. Rheumatoid

transmetallation 과정을 더욱 촉진하여 독성 자유 gadoli-

factor는 60%에서 양성이고 관절 침범을 예측 가능한 인

nium 이온이 더 많이 방출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72.

자다. Anticentromere 항체는 12%의 환자에서 발견되나
antitopoisomerase I 항체는 소수의 환자에서만 발견되었

결 론

고 반면 antitopoisomerase IIα 항체는 76%에서 양성으로
나타나 14%에서만 양성인 전신형과 대조를 이룬다62. 세
포외기질 미세원섬유의 주된 요소인 fibrillin-1에 대한 항
체는 28%에서 나타났다.

3. Gadolinium과 신원성 전신섬유증 (nephrogenic
systemic fibrosis)
신기능저하가 있는 환자에서 수 주에 걸쳐 피부가 홍
반이나 판을 형성하며 사지부터 단단해져 2000년에 처음
nephrogenic fibrosing dermopathy로 보고되었으나63 피부
뿐만 아니라 폐, 심근, 횡문근과 같은 다른 장기에도 섬유
증을 일으켜 nephrogenic systemic fibrosis로 다시 명명된
64

이 질환은 최근 gadolinium을 포함하는 MRI용 조영제

노출과의 밀접한 연관이 밝혀졌다65,66. Gadolinium 노출
2 - 4주 후 병변이 발생하는데, odds ratio가 32.5이다66. 현

Fig. 2. Pathological events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systemic sclerosis (modified from Denton et al., Nat Clin Pract
Rheumato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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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가 굳어지는 병은 피부에 국한된 형태부터 내장까
지 침범하여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전신형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피부경화증의 발병기전으로는 유전적, 환경적
으로 피부경화증이 발생할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염증,
자가면역기전, 내피세포 손상에 의한 혈관병증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그 결과 조직의 리모델링과 과도한 섬유화
19

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Fig. 2) . 현재 우리
는 조직 섬유화의 기전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단계
로, 다수의 분자적 경로에 이상이 발생하여 조직 섬유화
가 초래될 것으로 생각되나, 아교질을 직접 생산할 수 있
는 중간엽세포, 선천/후천 면역계, 그리고 혈관 구성세포
간의 복잡한 관계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앞
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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