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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관절염(RA) 소개 

초기 류마티스관절염 후기 류마티스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R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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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관절염(RA) 진단기준의 변천 

1956/8      1961      1966      1987      2010 

American 
Rheumatism 
association 

Rome 
criteria 

New York 
criteria 

ACR* 
criteria 

2010 
ACR/EULAR** 
classification 
criteria 



RA 진단기준 

1. 조조강직: 1시간 이상 

2. 관절염: 3관절 이상 

3. 수부 관절염 

4. 대칭성 관절염 

5. 류마티스 결절 

6. 류마티스 인자: 양성 

7. 방사선학적 변화: 골미란 또는 탈칼슘화 

 7개 중 4개 이상이면 진단됨 

 

 6번 포함 4개 이상  혈청양성 류마티스관절염 !  

 6번 제외 4개 이상  혈청음성 류마티스관절염  

 

1987년 RA 진단기준 

적어도 6주 이상 지속,  

전문의사에 의해 확인됨 



RA 진단기준 

• 55세, 여자 

• 1년간 양측 손/발 부위 다발 관절통,  

      조조 강직; 2시간, 구강 건조 (-), 안구 건조 (-)  

• 가정주부, 흡연(+), 술(-)    

• 검사 소견: 류마티스인자 480 IU/ml,  

                         ESR 56 mm/hr, CRP 6.5 mg/L  

증례 1 



RA 진단기준 



RA 진단기준 



RA 진단기준 

1987 ACR Classification Criteria for RA  

• 류마티스관절염의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가 어려움 

• 새로운 면역항체 검사(항 CCP 검사)가 개발되었음 

• 활막염을 진단할 수 있는 영상검사(관절 MRI) 가 개발되었음 

2010 ACR/EULAR Classification Criteria for RA  



2010 ACR/EULAR Criteria for RA  



2010 ACR/EULAR Criteria for RA  



2010년 RA 진단기준  

항목 점수 

A.   관절 침범 
큰 관절 1개 
큰 관절 2~10개 
작은 관절 1~3개 
작은 관절 4~10개 
작은 관절 포함 10개 초과 

 
0점 
1점 
2점 
3점 
5점 

B. 혈청검사 
류마티스인자 와 항 CCP 항체 모두 음성 
낮은 수치의 류마티스인자 또는 항 CCP 항체 양성 
높은 수치의 류마티스인자 또는 항 CCP 항체 양성 

 
0점 
2점 
3점 

C.   혈청 염증반응 물질 
ESR 과 CRP 정상 
ESR 또는 CRP 상승 

 
0점 
1점 

D. 증상 발생 기간 
6주 미만 
6주 이상 

 
0점 
1점 

▲ 류마티스관절염 진단분류기준 



2010년 진단기준의 특징 

1. 관절염을 진단할 때 류마티스 전문의의 진찰을 통해  

    퇴행성, 루푸스, 건선, 통풍 관절염을 감별 진단해야 한다.  

 

2. 류마티스인자(RF)와 함께 항 CCP 항체 검사를 하는 것이  

    진단적 가치가 높다. 

 

3. 관절염은 MRI 검사와 같은 영상의학 검사를 통해서  

    활막염을 확인해야 한다.  

 

4. 점수 체계를 도입하여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인 경우  

    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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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CCP 항체의 진단적 가치 

 항 CCP 항체는 류마티스인자와 민감도가 비슷하다. 

 항 CCP 항체는 류마티스인자보다 질환에 대한 특이도가 높다. 

 항 CCP 항체 검사와 류마티스인자 검사를 같이 하는 것은  

조기진단의 가치가 있다.  



류마티스인자 음성환자에서 항 CCP 항체 

  류마티스인자 음성인 환자의 34.5%에서 항 CCP 항체 양성율 보임  



정확한 진단을 위한 항 CCP의 효용성 

• 류마티스인자는 류마티스관절염 외에 다양한 류마티스질환에서 

양성률이 높고, 또한 건강한 노인에서도 양성률이 높다.  

  

• 이에 반해 항 CCP는 RA에 대한 특이도가 매우 높다.  

 

 류마티스인자와 항 CCP 항체를 함께 검사하는 것이 유용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항 CCP의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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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검사의 진단적 가치 

• 단순 방사선 검사에 비해 민감도 및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 예후 및 치료 종료 후에 재발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Sugimoto H, Radiology 2000;216:569–75. 



MRI 검사의 진단적 가치 

• 활막염을 확인함으로써 

    류마티스관절염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  

 

• 임상적으로 치료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McQueen FM, Ann N Y Acad Sci. 2009 Feb;1154:21-34. 



척추 및 관절 질환의 MRI 검사 급여 확대 



척추 및 관절 질환의 MRI 검사 급여 확대 

1) 기관 제출의견 

• ‘10년 척추·관절질환으로 MRI 급여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비급여  

   부담이 크고, 실제 국민의 요구도 및 수혜자 규모가 큰 다빈도 척추질환 

   및 관절질환에 추가 급여 확대 필요 
 

2) 현행 급여기준 

• MRI 세부산정 기준 (고시 제2013 – 180호, ’13.12.1 시행) 

1. 일반원칙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마. 생략 

바. 관절질환 

(1)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2) 골수염 

(3) 화농성 관절염 

(4)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열상 등) 



척추 및 관절 질환의 MRI 검사 급여 확대 



척추 및 관절 질환의 MRI 검사 급여 확대 

- 아 래 - 

가. 척추 및 관절질환 대상으로 MRI 급여 확대 시 급여 세부 적응증 

(질병의 중대성, MRI 검사의 효과성·비효과성 등 고려) 
 

현재 바. 의 관절질환에 류마티스관절염 추가 

1) 류마티스관절염 

미분화 염증 관절염의 감별진단 및 류마티스관절염의 조기 진단 

류마티스관절염의 경과 판정(관절 및 골파괴 판정)을 위해 시행 

 

− 세부적응증 

− 급성염증표지자(ESR, CRP)가 상승된 관절염 소견을 보이나  

류마티스인자 음성인 환자의 류마티스관절염 감별진단 

− 류마티스관절염의 불량한 예후가 예측되는 류마티스인자(RF), 

항 CCP 항체가 양성이면서 일반 X-선에서 골파괴 소견이 없는 

환자의 경과 판정 



• 35세, 여자 

• 3개월간 지속된 4번째 손가락 통증   

• 직업: 신문기자    

• 검사 소견: 류마티스인자 18 (~20 IU/mL), 

 ESR 56 mm/hr, CRP 6.5 mg/L  

증례 2 

 항 CCP 항체 230 (~17 unit/mL)  

척추 및 관절 질환의 MRI 검사 급여 확대 



• 65세, 여자 

• 6개월간 지속된 우측 손목 통증   

• 직업: 가정주부    

• 검사 소견: 류마티스인자 48 (~20 IU/mL), 

항 CCP 항체 120 (~17 unit/mL) 

 ESR 33 mm/hr, CRP 2.1 mg/L 

증례 3 

척추 및 관절 질환의 MRI 검사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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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류마티스관절염은 조기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함.  

        이를 통해 산정특례등록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음. 

 

  진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항 CCP 검사, 관절 MRI 검사의 

        보험 적용이 필요함 

 

  명확한 진단을 통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및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장기적 •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의료비 

        부담과 재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