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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은 골량의 저하와 골조직의 미세구조 이상으로 인해 골절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의된다. 골다공증은 폐경 후의 여성과 

노인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골다공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조기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골다공증의 진단에는 골밀도와 골질을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골밀도의 측정에는 주로 방사선 진단법이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방사선 진단법은 현재의 골 강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골다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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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의 사용에 따른 효과나 향후 골절의 위험을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반해 생화학적 골표지자를 이용한 진단법은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골질을 측정할 수 있으며,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반응과 향후 골절 위험성에 대한 예측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생화학적 골표지자 진단법은 골 재형성 과정시에 조골세포, 파골세포의 

활성으로 인해 생성되는 효소나 단백질 성분들을 소변이나 혈액을 통해 

측정한다. 이에 따라 골 표지자의 유형은 크게 조골세포와 관련된 골 형성 

표지자, 파골세포와 관련된 골 흡수 표지자로 나눠진다. 

여러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골다공증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들을 오랜 

기간 사용할 경우 인체 내의 골 표지자들의 수치 변화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골 표지자를 이용하면 골다공증 치료제를 장기 

사용시 인체의 반응과 골 재형성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골밀도를 측정하는 방사선 진단법과 함께 사용하여 골절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연령, 성별, 일중 변화 등의 여러 요인들에 의한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측정의 표준화 문제 등 해결되어야 할 점도 있다. 향후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다면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위험성 평가와 치료제 반응 

평가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Bone remodeling, Osteoporosis, Biomarker, Bone turnover 

학  번 : 2011-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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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골다공증은 골량의 저하와 골조직의 미세구조 이상으로 인해 골절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의된다.1 골다공증은 여성에서 폐경 

후와 자연적 노화와 관련이 깊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의 비율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 손실을 줄이고 개인의 삶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서도 골다공증은 조기 진단하여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골량과 

골밀도의 두 가지 요소의 분석이 필요하다.2 골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골밀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진단에 있어 

골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3 

골밀도의 측정에는 주로 방사선을 사용하는 진단법이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중 에너지 X 선 흡수 계측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이 가장 빈도가 높게 활용되고 

있다. WHO 에서는 DXA 계측법을 통해서 T 값이 -2.5 이하인 경우를 

골다공증으로 정의하고 있다.4 

방사선을 이용한 골밀도 측정법은 현재의 골 강도 측정에는 유용하지만, 

골다공증 인한 골절의 위험성 예측이나 골다공증 치료제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생화학적 골 표지자 진단법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골 재형성 과정에서의 세포활성으로 

생성되는 효소나 기질 부산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골 강도의 또 

다른 요소인 골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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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골재형성 과정 

 

인체에서는 칼슘 농도 평형과 골격계의 유지를 위해서 평생 동안 골 

재형성(bone remodelling) 과정이 일어난다.5 이는 파골세포에 의해서 

골이 흡수되고, 조골세포에 의해서 새로운 골이 생성되는 순환적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5 만약 짝으로 이루어진 이 순환과정 중에서 한 세포의 

기능 활성에 변화가 생길 경우 골 평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5 가령 

파골세포의 활성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나, 조골세포의 활성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골 재형성 과정에서의 순환적 골 평형이 깨지게 

되고, 이는 골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골 재형성 과정은 약 5-7 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조골세포의 신호에 

의해 파골세포 전구체의 성숙과 분화가 이뤄진다.6 활성화된 파골 세포는 

낮은 pH 상태 하에서 무기물 기질을 용해시켜 골 흡수된 표면을 형성하고, 

TRAP 과 cathepsin K 와 같은 분해 효소에 의해 골에 존재하고 있는 

type I collagen 을 분해하여 부산물을 생성시킨다.7 파골세포에 의해 

부식된 골 표면에 조골세포가 부착하여 새로이 유골을 형성한다. Type I 

collagen 은 전구체인 procollagen I 으로 부터 아미노 말단과 카르복시 

말단이 절단되면서 생성되어 세포외 기질 공간으로 분비된다. 7  

RANKL 은 파골 세포 형성에 필수적인 cytokine 으로 조골세포의 

표면에서 발현되어 수용체인 RANK 에 결합하여 파골 세포 형성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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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와 활성을 조절한다.8 Osteoprotegerin 은 조골세포 또는 다른 기질 

세포에서 유래하며 RANK에 결합하여 골 흡수 과정의 진행을 억제한다. 8 

성인에서 골 재형성 과정은 골에 생긴 미세 손상들을 회복시키고, 칼슘 

농도 평형 조절의 역할을 한다. 골 재형성 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골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골 형성보다 골 흡수가 높은 상태인 골 

교체율을 보이는 경우는 골밀도의 감소와도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골절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인자가 될 수 있다.9 

 

제 2 절 생화학적 골 표지자를 이용한 골다공증의 진단 

 

골 기질은 칼슘과 인으로 형성된 hydroxyapatite 형태의 무기질과 

proteoglycan, glycoprotein, collagen 등의 유기질 성분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골 기질을 이루고 있는 유기질 중 가장 주된 섬유인 type 

I collagen 은 교차결합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골격의 강도 유지에 

큰 역할을 한다.   

생화학적 골 표지자 진단법은 조골세포나 파골세포의 활성에 의해 

분비되는 효소나 골 재형성 과정 중에서 생성되어 나오는 collagen 분해 

산물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소변이나 혈액에서 기질의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골대사의 활성 정도를 측정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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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생화학적 골 표지자의 유형 

 

생화학적 골 표지자의 유형은 크게 조골세포에 의한 골 형성 표지자와 

파골세포에 의한 골 흡수 표지자, osteocyte 에 의한 골 표지자로 나뉘어 

진다.  

 

3.1. 골 형성과 관련된 생화학적 골 표지자 

 

조골세포는 type I collagen 섬유와 석회화에 필요한 효소를 생성하여 

골이 침착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10 이 때 생성되는 효소와 기질, 

collagen 을 측정하는 방법이 골 형성 표지자를 이용하는 진단법이다. 골 

형성 표지자는 조골세포의 활성과 골 형성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다. 

주로 혈청이나 혈장에 존재하는 bone specific alkaline 

phosphatase(bALP), carboxyterminal propeptide of type I 

procollagen(PICP), aminoterminal propeptide of type I 

procollagen(PINP),  osteocalcin 등이 진단에 사용된다.  

 

3.1.1. Propeptides of type I procollagen 

 

골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는 조골세포에 의해 발현된 유골의 90% 

가량이 type I collagen 으로 이루어져 있다.10 Type I collagen 은 

propeptide 형태의 C-terminal(carboxyterminal propeptide of type I 

procollagen, PICP)과 N-terminal(aminoterminal propeptide of type I 

procollagen, PINP)로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이 두 표지자들의 혈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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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에서의 수치를 측정함으로써 골 형성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 Type I 

collagen 은 골에서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나 인대 등 인체의 다른 

조직에서도 형성되지만 체내에서 순환되는 정도의 양은 주로 골 형성 

시에 발생한다.11, 12
 

PINP 의 경우 사람간의 편차도 적을 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섭취하는 

음식이나 일중 주기 리듬에 의한 영향이 적으며, 상온에서의 혈청 

상태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13 여러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PINP 표지자가 다른 골 형성 표지자들 보다 골 형성율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 흡수 억제제의 사용에 따른 약물 

효과 측정에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14, 15
 

PINP 의 경우는 항 anti-PINP 항체를 이용한 ELISA 또는 

radioimmunoassay 측정법을 사용하며, 골다공증 치료 평가를 위해 

bALP 와 마찬가지로 기준 시점에서부터 3-6 개월 후에 재측정을 한다.12 

PICP또한 ELISA와 radioimmunoassay를 통해 측정한다.11 

 

3.1.2.  Bone specific alkaline phosphatase(bALP) 

 

Bone specific alkaline phosphatase(bALP)는 주로 조골세포에 의해서 

생성되는 효소로써 유골 형성시와 골 기질에서 무기질화가 일어날 때 

작용한다.10 

 골, 간, 신장, 태반 등에서 ALP 의 동종효소가 만들어지는데, 생성되는 

ALP 의 절반 가량은 간에서 생성되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골에서 

대다수 형성된다.16 Immunoassay 를 통해서 골에서 형성된 ALP 만을 

특이적으로 쉽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다른 곳에서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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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 와 교차 반응성 정도가 15-20% 정도 발생한다. 17 따라서 간에서 

생성된 ALP 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가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다.18, 

19 간에 질환이 생긴 것을 고려하여 제외할 수 있으면 골 형성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골다공증 뿐만 아니라 Paget 

병이나 만성 신장질환과 같은 골 대사 이상 질환들을 진단하는데 

유용하다.20
 

현재 bALP 의 측정에는 ELISA 와 IRMA 분석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17  

 

3.1.3 Osteocalcin 

 

Osteocalcin 은 조골세포의 활성으로 인해 분비되는 골 특이적 

단백질이다. Osteocalcin은 glutamic acid의 γ-carboxylation기를 통해 

무기질의 흡착을 유도하며, 무기질화 된 골 기질과 hydroxyapatite 에서 

발견된다. 여기에는 비타민 K 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osteocalcin 은 

비타민 K 에 의존적이며, 골다공증 약제로 사용되는 비타민 K 의 효과 

측정 등에 사용될 수 있다. 21, 22
 

Ostseocalcin 은 넓은 사용성과 개인 내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과 불안정한 표본 상태와 분석 시 편차가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15 Osteocalcin 은 corticosteroid 가 조골세포에 주는 영향을 측정하는 

표지자로 사용되며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에 수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치료제 효과에 대한 측정 표지자로 사용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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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골 흡수와 관련된 골 표지자 

 

파골세포가 활성 작용하게 되면 낮은 pH 상태 하에서 무기물 기질은 

용해되고, TRAP 과 Capthepsin K 와 같은 효소에 의해서 골에 존재하는 

Type I collagen이 분해되면서 부산물이 생성된다.10 골 흡수 골 표지자는 

Type I collagen 의 교차결합물인 pyridinoline(PYR)과 

deoxypyridinoline(DPD)을 측정하거나 아미노 말단과 카르복시 말단을 

가지면서 교찰 결합된 형태의 type I collagen 을 측정하는 N-

telopeptide of collagen cross-links(NTX), C-telopeptide of collagen 

cross-links(CTX)을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3.2.1. Pyridinoline and deoxypyridinoline 

 

콜라겐 섬유는 삼중 교차결합을 통해서 강한 구조를 형성하는데, 

pyridinoline 기와 deoxypyridinoline 기를 가진 아미노산의 교차결합 

구조는 type I, II, III collagen 모두에서 관찰된다.23 골 흡수 과정동안 

삼중으로 교차결합 되어 있던 콜라겐이 분해가 되면서 Pyridinoline 과 

deoxypyridinoline 유리되어 나오고, 혈액 속을 순환하다가 소변으로 

배출되어 검출된다.24 요중 Pyridinoline 과 deoxypyridinoline 수치는 

음식물 섭취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측정 전에 공복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25
 

Pyridinoline 은 연골, 인대, 혈관, 골 등 다양한 조직에서 발견되는 데 

반해서 deoxypyridinoline 은 대부분 골과 상아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더욱 높은 골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16 또한 다른 조직에 비해서 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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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혈청이나 소변에서 검출되는 양은 대부분 

골격계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26
 

요중 Pyridinoline 과 deoxypyridinoline 은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 또는 competitive  ELISA로 측정한다.27, 28  

 

3.2.2. NTX and CTX 

 

CTX 와 NTX 는 파골세포에 의한 골 흡수 과정 동안 cathepsin K 에 

의해 type I collagen 의 카르복실기 말단과 아미노 말단 부분이 절단되어 

나오면서 생성되는 펩타이드 분절이다 29
 

Inter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에서는 혈청에 존재하는 

CTX 를 골 흡수 표지자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13 하지만 혈청 

CTX 를 측정하는 경우 전날 공복 후에 혈액 검사를 해야 하므로, 

당뇨병을 가진 환자들과 같이 공복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중 

NTX 를 측정하는 방법이 더 권장될 수 있다.30 요중 NTX 의 경우는 하루 

동안의 주기변화와 음식 섭취의 영향을 적게 받고, 비침습적으로 표본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사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31 

하지만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반응은 혈청 CTX 수치가 다른 골 흡수 

표지자인 요중 NTX 나 TRAP5b 보다  높아서 평가를 하는 데에는 

유용하다.15
 

 

3.2.3. ICTP 

 

Crosslinked carboxyterminal telopeptide of type I collagen(ICT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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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rminal 을 가진 콜라겐 생성물 중 하나로, cathepsin K 에 의해 

생성되는 CTX 와는 달리 matrix metalloproteinase 에 의해서 type I 

collagen 이 분해되어 생성된다.32 ICTP 는 multiple myeloma 나 전이성 

골 질환과 같은 병적인 골흡수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서 높은 민감도를 

보인다.33 

 

3.2.4. Hydroxyproline 

 

Hydroxyproline 은 성숙한 collagen 에서 12-14%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proline 기가 수산화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합성된다.34 Collagen 

분해시에 hydroxyproline 이 다시 나오게 되어 체내를 순환하므로 골 

흡수 표지자로 사용되어 왔으나, 피부를 비롯해 콜라겐을 가지고 있는 

인체의 다른 조직에서도 많이 발견된다.35 따라서 다른 골 표지자보다 골 

특이성이 떨어진다는 단점 때문에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3.2.5. Tartrate resistant acid phosphatase type 5(TRAP) 

 

Acid phosphatase 는 L(+)-tartrate 에 의해서 활성이 억제되는데 

반해서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형태의 acid phosphatase 를 TRAP5 라고 

한다.36
 

Tartrate resistant acid phosphatase type 5(TRAP)은 두 가지 종류의 

형태가 존재한다. 5a 형은 대식세포와 수지상 세포에 의해서 생성되고, 

5b 형은 파골세포에 의해 생성된다.37 여기서 TRAP5b 수치는 활성화된 

파골세포의 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골 흡수 표지자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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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에 존재하는 TRAP5b 의 활성은 신장의 기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투석 환자의 경우에서 사용 적응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상온에서 불안정하며, 일중 변화가 있으며 운동 후에 

측정시 높게 측정된다는 단점이 있다.38-40 

 

3.2.6. cathepsin K 

 

Cathepsin K 는 cysteine 단백질 분해효소 중의 하나로서 골 흡수 

과정이 활성화 되어 있는 동안 낮은 pH 상태에서 형성된다.41 Cathepsin 

K 는 paget 병, 류마티즈 관절염, 폐경후의 여성 중에서 골절 위험이 높은 

경우에 높은 수치를 보였다.42-44 Cathepsin K 는 파골세포 활성 특이성을 

보이므로 골 흡수 측정에 유용하지만 아직 더욱 많은 임상적 평가가 

필요하다.42
 

 

3.3. Osteocyte와 관련된 골표지자 

 

Osteocyte 는 조골세포가 완전히 분화한 세포 형태로, 조골세포가 골 

기질에 둘러싸이면서 형성되며, lacunae 와 골의 유골 조직 속에 존재하게 

된다.45 Osteocyte 는 골 기질 내에서 넓게 분포하며 성인 골 세포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존재하며 골 형성 능력은 조골세포보다 

낮지만 골격의 유지에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46 

Osteocyte 는 골에서 물리적인 힘을 감지하여 골 형상의 변화를 

감지하는 기계적 감각 수용기의 역할을 한다. 이 세포는 주변의 다른 

Osteocyte 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골 교체율을 조절하거나, 다양한 



11 

물질들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골 형성에 영향을 준다.47  

골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들의 종류에는 Sclerostin(SCL), dentin 

matrix protein 1(DMP1), dickkopf related protein 1 (DKK1), matrix 

extracellular phosphoglycoprotein(MEPE) 등이 있다. 이중에서 골 

표지자로는 sclerostin과 DKK1의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3.3.1.  Sclerostin 

 

Sclerostin 과 DKK1 은 Low density lipoprotein receptor-related 

protein 5/6(LPR 5/6)에 결합하여 Wnt signaling pathway를 억제한다.48, 

49 Wnt 단백질은 조골세포의 전구세포에 작용하여 성숙한 조골세포가 

되도록 분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OPG 를 증가하고 

RANKL 은 감소하도록 조절하여 골 흡수를 저해시킴으로 전체적으로 

골량은 증가하게 조절하기도 한다.49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SCL 수치는 나이, bone mass index(BMI), bone 

mineral content(BMC), 골의 무기질량과 양의 상관 관계가 있고, 

osteocalcin 과 칼슘과는 음의 상관 관계를 가진다.50 만성적 척수 손상 

환자에서 골다공증이 발생한 경우 여러 골 표지자 중에서 SCL 의 

수치변화가 골 소실과 골다공증 발생의 심각도를 반영하는 표지자로 

사용될 수 있다.51
 

P. Garnero 등 52 의 572 명의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혈청 SCL 수치는 골 표지자로 쓰이는 PINP 나 CTX 와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호르몬 중에서는 PTH 만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척추와 골반의 골밀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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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하는 SCL 수치와 골절 위험도 예측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반면에 Arasu 등 53 은 혈청 SCL 수치는 골반의 골절 

위험도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SCL 수치는 특정 부분에 

한정된 골절의 위험도를 평가할 때에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3.2.  DKK-1 

 

Dickkopf-1(DKK-1)은 Wnt signaling pathway 를 억제함으로써 

조골세포의 분화를 억제하여 골 대사를 조절하는 물질이다. DKK1의 경우 

multiple myeloma 나 폐암, 유방암으로부터 암의 골 전이가 일어날 시, 

류마티즈 관절염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서 체내에 순환하는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4-56 

이 물질들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많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DKK1 수치와 폐경후 골다공증간의 연관성에 관해 확립된 것이 없으므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4. Osteoclastogenesis와 관련된 골 표지자 

 

골 재형성 과정에서 osteoprotegerin, RANK, RANKL 과 같은 

단백질들은 파골세포의 활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파골세포 전구체의 분화에 RANKL(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kB ligand), M-CSF(monocyte-colony stimulation facto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53 M-CSF 는 파골 세포의 전구체로부터 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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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는데 영향을 주며, RANKL 은 RANK(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kB)의 활성화를 통해서 파골세포의 분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53 Osteoprotegerin 은 RANKL 에 결합하여 파골세포의 분화 

형성 과정과 성숙화된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한다.57
 

이 단백질들을 이용하여 진단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폐경 후의 골다공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골밀도와 osteoprotegerin, sRANKL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일부는 역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아무 관련이 

없음으로 나타났다.58, 59  

 

제 4 절 생화학적 골 표지자의 임상적 유용성 

 

골 표지자를 활용한 골다공증 진단법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종종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골밀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측정 방법의 한계점 때문에 

WHO 에서는 이 방법을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DXA 를 이용한 방사선 

진단법과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60
 

 

4.1.  골 소실의 예측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폐경 후 여성에서 골 표지자 수치는 

30-40% 가량의 편차를 보인다.61 골소실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골 

표지자의 수치 변화도 연관성이 있었다. 전완 원위부와 종골에서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었고, 골반과는 중등도의 연관성, 척추와는 약한 연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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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62 증가된 골 표지자의 수치는 골 소실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폐경 초기단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완의 경우는 80% 

가까운 민감도를 가지고 발견하였지만, 골반과 척추의 골 소실을 예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5  

골 교체율과 골 소실율과의 연관성이 높지만,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예측의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방사선 진단법인 DXA 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4.2. 골절 위험도의 예측 

 

골밀도 진단법을 사용하는 경우 골반과 척추, 전완 등의 골절 위험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는 많지만, 골절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30~50% 가량은 골다공증 발생 역치 기준 T 값인 -2.5 보다 높은 

경우였다.63 따라서 이러한 BMD 를 기준으로 하였을때 골다공증 위험 

수치로 나오지 않았더라도 추가적으로 골 표지자 진단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여러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골흡수 표지자인 CTX, DPD, TRACP5b, 

osteocalcin 은 골절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 2 배가량 증가하였다.64, 65 

OFELY66 와 EPIDOS67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요중 CTX 를 골밀도 또는 

과거 골절 병력과 함께 결합해서 분석해볼 경우 골밀도를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보다 10 년간 골반 골절 위험도가 70-10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8 bALP 수치는 골절 위험성 증가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었는데, bALP 수치와 과거 골절 병력을 결합해서 보았을 때 매우 

효과적이었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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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lerostin 은 폐경 전보다 폐경 후의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며, 

낮은 골밀도와 높은 sclerostin 수치를 보이는 경우는 골반 골절의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3 

 골 표지자를 활용한 진단을 통해서 높은 골 교체율을 보이는 경우는 

골절의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다른 진단법을 함께 쓰지 

않고 단독으로 골절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66 

영국에서는 임상적으로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FRAX 와 

QFracture 의 골절 예측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시스템은 여러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얻어진 나이, 성별, 약물 사용, 흡연, 음주, 예전 골절 

병력 등의 골절 위험 인자들을 기준 삼아 골절 위험도를 평가한다.70, 71 골 

교체율의 측정은 이 시스템의 위험인자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골 

교체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연구결과들에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FRAX 에 골 교체율 항목을 추가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정확성과 특이성, 일관성이 보장이 필요하다.  

골밀도나 다른 골절 위험 인자들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골 표지자 

진단을 병행하면 골절 위험도 평가와 치료법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3. 치료제의 선택과 모니터링 

 

골다공증 치료의 주된 목적은 골 소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골절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있다.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 

DXA 를 이용할 경우 치료제에 대한 미세한 반응을 알아내기 어렵다. 

정확한 측정은 최소한 20 개월에서 24 개월 정도의 기간이 흐른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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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15  

골 표지자를 활용하면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 평가에 도움이 

된다. 체내의 골 표지자 농도는 치료제의 적용에 따라 빠르게 동적으로 

변화하므로, 치료제의 효능과 순응 여부에 따라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다. 골다공증 치료제를 사용하게 된 후에도 골 표지자 

수치의 변화가 없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치료제에 대한 순응도가 

낮다는 것이나 때로는 반응의 결여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골 흡수 억제제(bisphosphonate, estrogen, 

SERMs, cathepsin K 억제제, denosumab)의 사용시 골 흡수 표지자의 

경우 치료를 시작한지 몇 주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감소하였으며, 3-

6 개월 후에는 일정 수치로 유지되었다.72 골 형성 표지자의 경우는 골 

흡수 표지자에 비해서 수치 감소가 지연되면서 늦게 일어났는데, 이는 골 

흡수과정과 형성 과정이 짝 반응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골 형성 

표지자의 경우는 치료제 사용 6-12개월 후에 일정 수치로 유지되었다.72
 

Raloxifene 사용시 혈청 Osteocalcin 과 bALP, PINP 의 수치변화는 

척추의 골절 위험성 판단에는 유용하였으나 골반의 골밀도 변화 

측정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웠다.73, 74 골다공증을 가진 폐경 후 여성의 경우, 

경구용 risedronate 를 복용한 경우 3-6 개월 후의 요중 CTX 와 NTX 

수치는 3 년 후의 척추 골절을 예측하는 데 유용성을 보였다.75 bALP 의 

경우도 척추, 골반, 비척추 골절과 관련성이 높았는데, aledronate 를 

사용한 여성들에게서 1 년 후 bALP 수치가 30% 이상의 감소를 보인 

경우는 골반과 비척추 골절 위험도가 낮았다.75, 76  

Zoledrnoic acid 의 경우에는 치료제 사용 1 개월 후부터 골 흡수 

억제가 최대치로 나타났으며, 3 개월 후부터는 골 형성의 억제가 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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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77, 78 Denosumab 의 사용에서는 골 흡수가 빠르게 감소한 후 

억제된 상태로 유지되었으나, 골 형성의 경우는 천천히 감소하였다.79, 80 

Cathepsin K 억제제는 골 흡수는 감소시키지만 파골세포의 수는 줄이지 

않는다.81 Cathepsin K 억제제의 사용에 따라 TRAP5b 의 수치 변화는 

생기지 않지만, ICTP 의 수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matrix 

metalloproteinase 의 활성 증가로 인한 보상작용 때문이다.81 다른 골 

흡수 표지자인 NTX와 CTX 또한 이 제제 사용에 따라 감소하였다.81
 

PTH 호르몬을 인공적으로 만든 teriparatide 을 치료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골 형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응을 보여주었다.82 

Teriparatide 의 골 형성 효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PINP 와 ALP, 

CTX 를 골 표지자로 비교 실험한 결과 PINP 수치를 측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다른 표지자를 측정한 것보다 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83 

Teriparatide 의 사용 한 달 후 PINP 수치는 초기보다 두 배 가량 

상승하였으며, 6 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최대치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84, 85 PINP 수치는 초기에 큰 변화를 보였고, 이를 12 개월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요추 골밀도를 측정한 수치와 비교하였을 때 

골밀도의 변화에 있어 상당히 높은 유의성을 보였다.86 

골 표지자는 PTH 와 같은 동화작용 치료제의 모니터링에도 유용하다. 

PTH 사용시 골 형성 표지자의 수치가 한 달내로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며, 

골 흡수 표지자는 지연성 증가를 보인다.83, 87 혈청 P1NP 의 경우는 이 때 

골밀도의 증가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8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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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치료 순응도 향상 평가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하였어도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낮은 순응도, 

경구용 치료제 사용시 장 흡수가 원활치 않은 경우, 골 소실을 유발하는 

다른 요인들의 존재 등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에 실패할 수 있다. 

Chapurlat 와 Cummings89 는 치료제 사용 후 특별한 모니터링이 없는 

그룹과 치료제 사용 후 3 개월 뒤에 골 흡수 표지자를 통해 치료제의 

순응도 평가를 한 후 필요시에 치료제를 변경한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하였다. 이 분석에서 두 번째 그룹에서 삶의 질이 훨씬 

상향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Clowes 등은 90 모니터링이 없는 그룹, 

간호사가 모니터링 하는 그룹, 골 표지자를 통해서 주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1 년간 경구용 residronate 를 복용한 

후 순응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모니터링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57% 가량 순응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골 표지자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치료제 순응도 향상에 관한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골절 

발생을 줄이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4.5. 생화학적 골 표지자의 구강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 

 

4.5.1. Bisphosphonate-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BRONJ)의 

진단 

 

Bisphosphonates는 골다공증이나 osteopenia와 같은 대사성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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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이나 multiple myeloma나 악성 종양의 골 전이와 같은 질환에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132 Bisphosphonates 는 골 흡수 억제의 효과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악골 부위의 골 

괴사와 같은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다.132 Bisphosphonate-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BRONJ)를 보이는 환자들은 진행 정도에 따라 

괴사된 치조골이 노출되며, 통증, 농, 구강 내·외의 부종, fistulas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병적 골절이나 두경부에 심한 감염증상이 

동반된다.132  

생화학적 골표지자 중 CTX와 BRONJ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상반된 결과들을 보인다. Marx 등132은 생화학적 골 표지자 

수치변화와 BRONJ발생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낮은 CTX 수치를 

보이는 경우에 BRONJ의 발생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Lazarovici 등13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CTX 수치가 150pg/ml 이하일 경우 BRONJ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Began 등132은 BRONJ를 나타낸 환자에서 혈청의 CTX 수치와 

골 괴사된 부분의 크기나 골이 노출된 부분의 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Lehrer 등132은 5명의 BRONJ 환자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CTX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존재한다고 밝혔다. Kunchur등132은 CTX 

수치가 위험 수준인 150-200 pg/ml 보다 낮은 수치에 해당되더라도 

BRONJ의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BRONJ 의 발생과 bALP 와의 연관성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많이 

이뤄져 있지 않다. Lehrer 등 91 에 의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bALP 수치가 

낮은 평균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azarovici 등 132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구용 bisphosphonate 를 복용한 후 BRONJ 가 발생한 환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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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 bALP 농도가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대상 표본의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 결과만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추가적으로 더 많은 환자 표본을 기준으로 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Bisphosphonate 치료제를 사용한 환자 중에서도 BRONJ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표본의 수가 적은 연구가 많았다.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CTX 뿐만 아니라 다른 표지자들과의 연관성에 

관한 추가적 연구가 이뤄진다면 치과적 외과 술식을 진행하기 전에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5.2.  타액을 이용한 생화학적 골 표지자 측정 

 

현재 생화학적 골 표지자의 측정은 주로 혈액과 소변을 통해서 표본을 

얻은 후 측정하고 있다. 타액을 통한 표지자 측정에 관한 연구들도 최근에 

많이 이뤄지고 있다. Koka92 등은 골밀도를 측정한 T 값과 타액에서 

측정되는 otseocalcin과 PYD 수치 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혈액과 소변을 통해 얻는 골 표지자 측정 시에는 일중변화 와 계절적 

변화를 보이는데, Pellegrini93 등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CTX 수치는 

비자극성 타액에서 혈액과 소변 표본과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이므로 

변화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액을 이용한 진단 가능성의 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혈액과 

소변을 통해 얻는 골 표지자 수치의 변화양상을 타액과 비교하는 

추가적인 연구 필요할 것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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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생화학적 골 표지자 수치의 변동성 

 

골 표지자는 연령, 성별, 골절, 약물 치료, 질환, 거동의 불편성, 계절적 

변화, 운동, 일중 변화 등 분석전 편차와 표본의 안정성 문제, 분석시 

표준화 기준 문제 등의 분석시 편차가 존재한다. 다양한 변인들 때문에 골 

표지자 수치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측정되는지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5.1. 분석 전 편차 

 

측정 전에 조절 가능한 변인으로는 일중 변화, 운동, 계절적 변화, 

이러한 여러 요인들 때문에 골 표지자를 이용해서 골 교체율을 

계속적으로 관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다양한 편차 

요인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측정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발생 편차 요인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최소유의성변화 모델(least 

significant change)이 도움이 된다. 이 모델에서는 골 형성 표지자의 

경우 최소 20% 이상, 골 흡수 표지자의 경우 최소 27-36% 사이의 

변화를 보여야 유의미한 결과로 간주한다. 94, 95 

 

5.1.1 연령 

 

골 표지자 수치는 성인에 비해서 유아, 아동기에 더 높은 수치를 보였고, 

청소년기 중반에는 성인 보다 4-10 배 높은 골 표지자 수치를 보였다.96 

남성의 경우 40 대에서 50 대 사이의 요중 골 표지자 수치가 가장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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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되었으며, 골 형성 표지자의 경우 50 대에서 60 대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97-100 Osteocalcin과 bALP, PICP의 경우 80대에 이르러 

10-20% 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였으나 PINP 의 수치는 연령에 따라 

변화가 적었다.11, 101  

여성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골 표지자의 수치 변화가 폐경과 관련이 

높았다. 폐경 후보다 폐경 전의 여성에게서 골 표지자의 평균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나, 폐경 여부와 관계 없이 공통적인 변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골 형성 표지자의 증가 수치보다 골 흡수 표지자의 수치 증가가 

높았으며, 폐경 전과 후의 여성 모두에서 45-49 세 사이에 50% 증가 

경향과, 50-54 세 사이에서 85%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연령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102 DPD 의 경우 폐경 여부와 관련없이 20% 가량 

증가하였다.71 골 흡수 표지자들은 소변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혈청을 통해 

측정하였을 때 더 큰 변화폭을 보였는데, NTX 의 경우 55%, CTX 의 

경우 70%, ICTP의 경우 20% 증가 양상을 보였다.103-105 Osteocalcin과 

bALP 의 경우 폐경 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106, 107 

대조적으로 PICP의 경우 적은 수치의 증가량만 보였다.67, 108 

 

5.1.2 . 성별 

 

성별에 따른 골 표지자 수치 차이는 연령과 관련성이 높다. 30 대의 

경우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골 흡수 표지자의 수치가 높은 결과도 

있었으나 109,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거나 

오히려 여성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97, 110, 111 50 세 이후에는 여성에서 골 

흡수 표지자의 수치가 50%까지 높게 나타났다.97, 98, 110, 112 골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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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자의 경우 50 세 이전에는 남성에서 높았으나, 이후에는 여성보다 

낮았다. bALP 의 경우 20~50 세 사이의 남성에게서 40% 가량 높았으나, 

50 세 이후의 경우에는 여성에서 10% 가량 더 높았다.113 Osteocalcin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114, 115 

 

5.1.3. 골절 

 

골 형성과 흡수 표지자 모두 골절 회복 기간 동안 상당히 증가하였다. 

골 형성 표지자의 수치는 골절 후 처음 2 개월 동안 최고 수치를 보였는데, 

기준 대비 20%에서 55%까지 증가하였다. 골 흡수 표지자의 경우도 골절 

치유 초기에는 소량의 증가치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골절 후 6-12 개월 

후에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다.116, 117 

 

5.1.4. 약물 치료 

 

Hormone Replacement Therapy(HRT), bisphosphonate, SERMs 와 

같은 골 흡수 억제제 뿐만 아니라 골과 무관한 치료제 또한 골 표지자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corticosteroid 를 사용하는 경우 골 형성이 

억제되기 떄문에 osteocalcin 이나 PICP 와 같은 골 형성 표지자의 경우 

사용법에 따라 몇 일 내로 40-50% 가까이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118 

bALP 와 골 흡수 표지자는 corticosteroid 치료의 영향을 적게 받지만 119, 

DPD와 CTX에서는 3개월 치료 후에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120, 121 

장기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한 경우에는 골 교체율의 상당한 증가가 

관찰되었는데 여성에서는 10-30%가량 증가한 반면 남성에서는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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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122, 123 

 

5.1.5.  질환 

 

골 표지자 수치 변화는 대사성 골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다. 일차 

부갑상선기능 저하증의 경우는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수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다. 골형성과 흡수 표지자의 경우 변화가 적거나 최대 3 배까지 

증가하였다.107, 112 

당뇨와 갑상선 질환과 같이 골 교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질환의 경우에서도 골 표지자의 수치 변화가 관찰되었다.124, 125 

또한 골 교체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골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표지자들이 기질로 생성되거나, 간 또는 신장의 기능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치의 변화를 보였다. 혈청 osteocalcin 은 신장에서 

일차적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치가 

증가한다.126 간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bALP 와 PINP, PICP 의 경우는 

증가하지만 osteocalcin 은 감소한다.127 bALP, PINP, PICP 는 간 청소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수치가 증가한다. PINP 와 PICP 는 경우는 알콜성 

간질환, 담즙성 간경변증과 같은 간질환에 의해서도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실질적인 골 교체율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다. 

류마티즈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PYD 의 수치가 증가하는데 

이는 연골의 분해와 활막의 염증반응의 결과로 인해 나타난다.128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질환들에 의해서도 골 표지자의 수치가 크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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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거동의 불편성 

  

장기간 병원 입원이나 거동의 불편함으로 인해 움직임이 거의 없는 

사람들의 경우 골 형성보다 골 흡수가 증가하면서 골 흡수 표지자의 

수치가 증가하였다.129 골 흡수 표지자의 경우 누워서 거동하지 않은지 2-

4 일 후부터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7 일 후에는 30-50% 가량 

증가하였다.130 다시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골 흡수 표지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감소 속도는 증가 때와는 달리 서서히 

회복되었다.130 

  

5.1.7. 계절 변화 

 

계절에 따른 골 교체율의 변화는 겨울에 상대적인 vitamin D 의 

결핍으로 주로 설명되는데, 계절에 따른 골 표지자 수치 변화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일부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름보다 

겨울에 골흡수 표지자 수치가 증가하였다.117, 131 일부에서는 계절적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132, 133 반면에 PICP 는 다른 표지자들과 달리 

계절적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131
 

 

5.1.8. 운동 

 

운동의 영향은 유산소, 무산소 운동의 유형과 운동의 강도 등에 따라서 

상반된 골표지자 변화 수치를 보였다. 운동의 효과가 골 표지자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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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 정량화 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측정대상자에게 최소 24 시간 전에 운동을 중단하도록 하여서 편차를 

줄이는 것이 좋다.134 

 

5.1.9  일중 편차 

 

골 표지자는 사람의 일중 편차에 따라서 큰 변화량을 보인다. 하루 중에 

최고 수치와 최저 수치를 나타내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측정시에 

일정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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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중 시간대에 따른 골 표지자 수치의 변화 

구분 일중편차 

PICP 

01:30-04:30 최고 수치 

14:00 최저 수치 

11:00-15:00 최저대비 20% 높은 수치 134 

PINP 일중편차 거의 없음 134 

bALP 

14:00와 23:30 최고 수치 

06:30에 최저 수치(30%감소)134 

OC 

02:03-04:00 최고 수치 

12:00-16:00 최저 수치 135, 136 

NTX 

06:45-02:00 최고수치 

16:00-20:00 최저수치 136 

CTX 

01:30-04:30 최저대비 2배 가량 증가 최고 수치 

11:00-15:00 최저 수치 137 

ICTP 24시간동안 평균 20% 정도의 리듬을 보임 138 

PYD , DPD 

02:00-08:00 최고 수치 

14:00-23:00 최저 수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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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분석 편차 

 

5.2.1.  표본 보관 

 

골 표지자 측정시에는 표본의 수집과 적절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Otseocalcin 과 TRAP5b 와 같은 표지자는 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분해되고, 상온에서 몇 시간만 보관하더라도 수치가 감소한다.38, 39 CTX 

경우 표본을 -70℃이하로만 유지한다면 3 년까지 보관이 가능하지만 

4℃와 37℃에서는 빠르게 분해가 일어난다.140 P1NP 와 BALP 의 경우는 

표본의 유형에 상관없이 안정성을 보였다.141 

 

5.2.2.  기술적 편차 

 

최근에는 골 표지자를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면역검사법이 

개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성과 표준화 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여러 분석기관들에게 혈액과 소변을 

통해서 얻은 표본들을 같은 방식의 측정법으로 검사한 후 그 결과를 

살펴본 연구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표피자 수치들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왔다.142 요중 NTX 와 혈청 bALP 수치를 여섯 기관에서 8 개월 

동안 측정한 값의 재현성을 비교해본 결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다.143 

골 표지자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연구결과마다 수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the National Bone Health 

Aliiance(NBHA)144과 , Inter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IOF)와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linical Chemistry and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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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IFCC)15 에서는 골 형성과 흡수 표지자에서 각각 PINP 와 

CTX 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고, 이 두 표지자를 기준으로 분석 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 3 장 결  론 

 

골다공증의 진단에 사용되는 생화학적 골표지자의 유용성과 발전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생화학적 골 표지자를 이용한 진단법은 

골강도의 측정요인 중 하나인 골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골질의 평가는 

골 재형성 과정에 의한 골 교체율을 측정을 통해 이뤄진다. 골 재형성 

과정은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활성과 반응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이 때 

다양한 효소들과 단백질 분해산물들이 생성된다.  

생화학적 골 표지자의 유형은 크게 골 형성 표지자와 골 흡수 표지자로 

나뉜다. 골 형성 표지자로는 bALP, Osteocalcin, PICP, PINP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골 흡수 표지자로는 CTX, NTX, PYD, DPD, ICTP 등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osteocyte 에 의해 생성되는 sclerostin, DKK-

1과 RANKL, osteoprotegerin 에 관한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골 소실과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의 발생 위험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생화학적 골 표지자의 수치 변화는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으나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골밀도를 측정하는 방사선 진단법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화학적 골 표지자 진단법은 골다공증 치료제 선택과 순응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하는 치료제제의 

기전에 영향을 받아 수치가 변화하는 골 표지자를 선택하여 주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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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순응도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검사한 순응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제를 선택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 이뤄진다면 생화학적 골 

표지자 진단을 통해 외과적 치과 진료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BRONJ 

발생 위험도를 조기에 측정하여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에 혈액과 소변을 통해 표본을 측정하는 것보다 더욱 

간편할 수 있는 타액 표본을 통한 측정법의 활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생화학적 골 표지자 수치는 분석 전 변동성에 의한 편차와 분석 

시 표본과 표준화의 문제로 인해 큰 편차를 보인다. 이러한 편차를 최소화 

하도록 표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화된 기준 하에서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일관성이 있는 결과들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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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research of biochemical 

bone markers measurement in 

osteoporosis and clinical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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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eoporosis is defined as a disease that increases the risk of 

fracture due to the microstructure abnormality and decrease of bone 

mass. Osteoporosis is often developed in postmenopausal women and 

the elderly. Recently Korea has become an aging society because of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proportionally osteoporosis 

patients have increased. Therefore, the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of osteoporosis is very important. 

 Measuring bone mineral density and bone quality is used in the 

diagnosis of osteoporosis. It is common that radiographic image is 

used in the assessment of bone mineral density. Radiographic 

diagnosis is useful at measuring bone strength but has limi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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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ng effectiveness of osteoporosis therapeutic agents and risk 

of bone fracture.  In the other hand, a diagnostic method using 

biochemical bone markers can be used in identifying effects of 

osteoporosis therapeutic agents and evaluating possibility of bone 

fracture.  

Biochemical bone markers can be detected from urine or blood 

which has enzymes and proteins produced by osteoblasts and 

osteoclasts during bone formation. They are subdivided into two 

types; bone formation markers related to osteoblasts and bone 

resorption markers related to osteoclasts. 

 According to many studies, bone biomarker levels are changed by 

long term use of osteoporosis therapeutic medicine. Therefore bone 

biomarkers can be utilized to predict body’s response to 

osteoporosis medicine and degree of bone formation. Furthermore, 

combined with radiographic diagnosis, it is a convenient method which 

predicts risk of bone fracture.   

 However bone biomarker levels vary greatly according to several 

factors, such as age, gender, circadian rhythm and so on, and 

standardization of measurement is deficient. If these drawbacks can 

be overcome in the future, bone biomarkers will be very useful in 

medical area. 

 

Keywords : Bone remodeling, Osteoporosis, Biomarker, Bone 

turn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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