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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골다공증의 최신 약물치료 

 
 
 

 

윤 소 정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감소하고 골 미세 구조에 이상이 생기는 

만성 질환이다.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손목, 골반 골절에 의한 

신체적, 경제적 손실은 개인과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되고 있다. 

골다공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현재 많은 골다공증 치료 약제가 

이미 개발되었지만 장기치료에 따르는 부작용도 언급되고 있어서 

현재 치료지침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골기질 단백질이 그 구성성분일 뿐만 아니라 

골대사 조절에 관여하고 있으며 골기질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많은 

성장인자와 호르몬, 신호전달 물질들도 골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골 형성 촉진제와 골 흡수 억제제로 보통 

나눈다. 골 흡수 억제제는 뼈로부터 방출된 칼슘의 혈중 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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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고 뇨로 배설되는 양도 감소시킨다. 이 약제는 골 흡수를 

억제하는 것이 주된 기전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골 양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소량의 골 양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골 흡수 억제제 투여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6~8%의 

골 밀도증가 이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골 형성 촉진제가 

필요하다.  

 

골다공증 치료약제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며, 골격 부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어떤 기전이든지 이상적인 골다공증 치료 

약제는 골 밀도를 골절 발생치 이상으로 유지, 증가시키고 골 

구조를 회복시켜 골절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없이 골 밀도를 증가시키며 골절 빈도를 

낮추는 약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빠른 시기에 진단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로 여겨진다,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는 계속 연구될 전망이다. 

 

 

 

 

 

 

 

 

 

 

 

 

주요어 : Bone metabolism; Osteoporosis; Pharmacologic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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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으로 골흡수가 골형성을 

능가하여 골조직의 미세구조가 약해지고 골강도가 감소하는 병이다. 

골다공증은 단순한 질환 이라기보다는 골절을 유발해 골절로 생긴 

장애 및 유병률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의 증가하여 

공중보건학적으로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 1  뼈 미네랄 

밀도(BMD)는 이중 X-선 흡수 계측법 (DXA)으로 평가 될 수 

있다. 골다공증의 진단은 T-score의 값이 -2.5 이하일 경우 

진단할 수 있다. 그 외에 생화학적 골표지자들도 진단에 도움이 

된다. 2  백인 폐경기 여성의 약 40 %는 골다공증에 의해 영향을 

받고 고령화로 이 수는 꾸준히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우리나라에서는 1,020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연구에 따르면 

50에서79세의 여성 중에 요추부의 골다공증은 전체의 38%에서, 

대퇴골부의 골다공증은 11.6%정도에서 나타났다.4  

 골다공증 환자의 일생 동안 골절 위험은 40%만큼 높고, 

골절은 가장 일반적으로 척추, 고관절 또는 손목에 발생하지만, 

상완골이나 늑골 등의 뼈도 포함 될 수 있다. 5  환자의 관점에서, 

골절 및 이동성과 자율성의 연속적인 손실은 종종 삶의 질에 큰 

하락을 낸다. 게다가, 허리와 척추 골절은 최대 1년 이내 20% 

사망률을 가져온다. 그 이유는 입원을 필요로 하고 다른 의학적인 

합병증(폐렴, 혈전 색전증)의 위험을 늘리기 때문이다.6 

골다공증의 조기 진단은 보통 주의를 기울이는 암이나 

심장혈관 질환간은 다른 동반질환을 가진 노령 환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뼈 손실은 알아차리기 

전에 발생하고 초기에 증상 없이 진행하므로 첫 번째 임상 골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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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후, 진단받게 된다. 7  그 결과 치료는 종종 추가 골절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일찍 첫 번째 골절을 

방지하기 위해 골다공증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령, 낮은 체질량 지수, 과거 골절 병력, 골절의 가족력, 

스테로이드의 사용, 흡연활동은 위험 인자로 고려되어야 

한다. 8 DXA 의해 BMD의 측정은 골다공증을 진단 및 골절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유효한 방법이다. 9  골절 위험 평가 도구 

(FRAX)와 같은 새로운 측정법은 임상적인 척추, 팔뚝, 허리와 

어깨의 골절과 같이 정의하는 주요 골다공증 골절을 겪게 되는 

10년간의 확률뿐만 아니라 고관절 골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DXA 

기반으로 한 BMD와 임상 위험 요인들은 통합된 것이다.10  

 

 

제 2 절 연구의 내용 
 

현재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골반 및 손목골절 등에 의한 

심각한 신체, 정신손상 및 경제적 손실은 개인을 넘어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니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골다공증 환자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 합당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골다공증 환자의 수가 점차 증가해 많은 

골다공증 치료 약제가 이미 개발되었으며, 또한 지금도 개발 중이다. 

골다공증 환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장기치료가 가져오는 부작용 

문제가 언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료지침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 골관련 대사와 골대사 이상에 의한 

골다공증의 현재 사용 중인 약제와 그의 부작용, 더 나아가 현재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판될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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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골다공증 치료 위한 연구 
 

골다공증의 치료제는 뼈흡수를 억제하는 약과 뼈형성을 

자극하는 약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승인된 여러 치료 방법은 척추, 

비척추 및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주고 

골다공증의 관리하기 위해 존재한다. 11  그러나 현재 척추 골절 

위험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는 새로운 골다공증 물질이 필요하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약으로는 골흡수를 억제하는 치료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무기질 침착과 뼈의 

재흡수를 저해하여 뼈의 교체속도를 바꾸는 내인성 물질인 무기 

파이로포스페이트의 합성 유사체이다. 12  파골세포로 흡수 후 

파골세포의 세포자살을 유발해 골흡수를 억제하여서 골밀도를 

증가되게 하고, 비척추 및 척추골절을 모두 감소시키게 되므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13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경구 또는 정맥 내 투여 

가능하며, 가격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렴하며 폐경, 남성 그리고 

스테로이드 유발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Paget의 질병을 포함하여 

골다공증 유형의 폭넓은 효능을 가진다. 랄록시펜, strontium 

ranelate, 그리고 가장 최근에, 데노수맵 같은 다른 골흡수 억제 

치료제는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을 위해 만든 대안이다. 

 

새로운 골형성을 촉진하는 치료제는 부갑상선 호르몬 (PTH 

1-84)과 테라피라이드 (PTH 1-34)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두 

치료제 모두 피하로 주사해야 하므로 환자들은 불편하다. 이에 현재 

PTH 1-34의 경피 적용 형태를 개발 중이다. 14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사용에 몇 가지 제한사항 및 

부작용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골다공증에 대한 다른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약물 개발을 위한 새로운 치료 타겟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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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해 골 생물학의 최근 진행 상황을 요약하고 미래의 

골다공증 치료제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1  골생물학에서의 최신연구 
 

골은 지지와 보호조직으로 미네랄 저장고 역할을 하며, 

성장기의 modeling, 골절치유 과정뿐 아니라 성장 후도 국소적인 

골 흡수와 골형성을 하여 오래된 골을 새로운 골로 바꾸는 동적인 

대사 조직이다. 지난 10년간 골다공증의 발병 기전은 조직, 세포 

그리고 분자 수준에서 연구되어왔다. 세포 수준에서 골형성하는 

조골 세포와 골분해하는 파골 세포 사이의 신호전달과 연결이 

기능단위를 구성한다. 몇 가지 주요 분자는 뼈의 리모델링시 조골 

세포와 파골 세포를 조절한다. 골은 remodelling함으로서 

내골격으로서의 지지층을 유지하며 여러 가지 mechanical stress나 

mineral balance변화에 대해 반응한다. Remodelling에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coupling이 중요한데 이에 관여하는 분자 

및 세포에 대한 연구들은 골의 병태생리에 대해 새로운 개념들을 

제시하였다. 

 

 

1.2  파골세포와 골흡수 
 

파골세포의 기원은 조혈간세포인 macrophage계열의 

미분화세포로 1,25(OH)₂D₃, interluekin-3, GM-CSG, M-

CSF등의 작용으로 분화되어 된다. 이 조혈간세포에서 유래하는 

파골세포의 전구세포(osteoclast precursor)는 혈중을 순환하여 

chemokine에 의해 유도되어 골표면에 정착한 뒤, preosteoclast가 

되어 파골세포로 분화한다. 파골세포의 기능은 여러인자에 의해 

조절되고 있는데 parathyroid hormone (PTH)는 골흡수 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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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파골세포의 분화와 활성화를 촉진한다. 그러나 PTH 

receptor는 성숙 파골세포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조골세포에 

존재하는 사실로부터 PTH의 작용은 조골세포를 매개한 

간접작용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조골세포에서 파골세포로의 

정보전달에는 PTH자극으로 조골세포에서 분비되는 GM-CSF가 

관여한다. 이때, 조골세포에서 PTH자극으로 procollagenase와 

이를 활성화하는 plasminogen activator를 생성하여 골의 분해를 

촉진한다. 

 

Glucocorticoid는 PTH에 의한 골 흡수를 억제하거나 촉진하는 

2가지 기능을 가지며 칼시토닌은 골흡수 억제, 혈중 칼슘상승 

억제작용이 있다. Estrogen은 폐경 후 골다공증의 치료에 쓰이는 

임상적 효과가 되었는데 파골세포 분화를 억제함으로써 흡수 

억제작용일 것으로 생각된다.  

 

파골전구세포에서 파골세포로의 분화는 RANKL의 수용체 

활성화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RANKL는 TNF 

family의하나로 대식세포 자극인자(M-CSF)의 조절을 받는다. 

RANKL는 충분한 골형성을 한 조골세포 뿐만 아니라 골수 간질 

세포, T 및 B 림프구에서 발현된다. 그 수용체를 활성화하면 

RANK는 파골 세포에 발현되어 파골 세포의 분화, 증식, 다핵화, 

활성화 및 생존이 촉진된다. 결과적으로, 뼈 재흡수가 깊게 

유도된다. RANKL또는 수용체 RANK의 제거된 쥐들은 성숙한 

파골 세포가 부족을 보였다. 15  Osteoprotegerin (OPG)는 

RANKL의 길항제로 작용한다. 16  여성의 경우 조기 폐경, 

에스트로겐 결핍 시 높은 RANKL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골 흡수 

효과를 나타내 빠른 골 손실을 일으킨다. 17 폐경 뿐만 아니라, 성 

호르몬의 억제된 상태, 전립선암에 걸린 남성과 수용체 양성 유방암 

여성도 활성화 RANKL / RANK 경로가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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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와 관련이 있다. 18  각종 호르몬 및 염증성 cytokines는  

RANKL의 경로를 통해 파골세포를 조절한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주 질환에서 높은 골흡수에는 높은 RANKL 활성화와 

연관이 있다.19 

 

Src kinase는 파골세포에서 매우 잘 나타난다. 그리고 파골세포 

활동을 조절하는 여러경로의 매개체로서 작용한다. 파골 세포가 

ruffled border가 부족하기 때문에 Src가 결핍된 쥐들은 

골화석증에 걸린다. 흥미롭게도, Src의 결여는 파골 세포의 수를 

변화시키지 않고 조골세포의 골형성 속도를 높인다. 20  Ruffled 

border는 해파리와 같은 모양을 하고 integrin 같은 세포 골격 

접착 분자를 가지며, 파골 세포는 이를 통해 뼈에 부착하고 밀봉된 

고농축의 산성화 미세 환경 영역을 만들 수 있다.21 

 

Cathepsin K는 콜라겐을 분해하고 골구조를 파괴하는 성숙 

파골세포의 중요한 시스테인 단백질분해효소이다. 그러므로 

Cathepsin K의 작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pycnodysostosis 라는 

질병에 걸린다. 이는 골경화증을 나타내지만 불완전한 파골세포의 

기능의 결과로 부러지기 쉬운 뼈를 갖는다. 22  쥐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보였다. 23 

 

1.3 조골세포와 골형성 
 

조골세포는 중간엽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세포로 골형성에 

관여한다. 골형성 과정은 비타민 D와 부갑상선 호르몬의 간헐적인 

신호에 의해 강화된다. 치료 방식은 teriparatide 주사가 있다. 골 

형성은 외인성 glucocorticoids에 의해 억제되거나, 노화에 의해 

억제된다. 조골세포의 작용에 관여하는 물질인 osteocalcin, 

osteonectin, osteopontin 등을 비롯한 다양한 비콜라겐과 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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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단백질 타입을 포함하는 세포외 기질이 있다. 이 

세포간질은 비타민 D, 칼슘, 그리고 인산염 하에 광물화된다.  

 

부갑상선에 있는 칼슘 감지 수용체(CaSR)는 좁은 범위 

내에서 생리적 혈청 칼슘 수준을 유지하는 PTH분비를 조절한다. 

저칼슘혈증은 혈중 칼슘 농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PTH 분비를 

자극하는 반면, 고칼슘 혈증은 이와는 반대의 효과를 보인다.24 

CaSR에서 높은 칼슘 수준을 나타내어 PTH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예:MK-5442), 낮은 칼슘 수준을 나타내어 칼슘농도를 

높이는 약물은(예:cinacalcet)이 개발될 수 있다.  조골 세포와 

파골 세포에서 발현되는 CaSR의 생리적 역할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이는 골다공증 약물 strontium ranelate의 일부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5 

 

분자 수준에서, Wnt / β-catenin의 경로의 활성화 조골 

세포의 분화에 중요하다. 이 대사 경로에서 Wnt 수용체(LRP-

5)를 차단하는 sclerostin과 Wnt  억제제로 작용하는 dickkopf-

1(DKK-1)에 의해 조골세포의 골형성 작용은 억제된다.26 

 

 

1.4  Osteocytes 
 

골세포는 모든 골세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광물화된 

세포간질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들은 최종적으로 조골세포와의 

차이를 보이며 신경 세포와 형태학적 유사성을 가진다. 뼈 내에 

기계적응력을 감지하고 상호 작용 할 수 있는 감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골세포는 또한 세포간질 광물의 역할을 제안하는 인산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골세포는 독점적으로 

sclerostin과 Wnt 신호 전달 경로의 억제제를 생산하고 분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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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아 세포 분화 및 골 형성을 저해한다.27 

 

 

 

제 2 절 골다공증의 치료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로는 유전적 소인, 에스트로겐 결핍, 칼슘 

결핍, 비활동성, 흡연, 지나친 흡연-음주 및 갑상선 호르몬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혹은 이뇨제 등이 알려져 있다. 골다공증의 

원칙적인 치료방법은 상기한 위험 인자들의 제거와 수정 및 골재 

형성의 변화를 초래하는 골 흡수 및 골형성 불균형을 정상화 

시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골다공증의 예방, 치료에 사용된 

약물은 어떤 작용기전인지에 따라 골 흡수 억제제와 골형성 

촉진제로 나누어진다. 

 

 

2.1  골 흡수 억제제 
 

골 흡수 억제제는 뼈로부터 방출된 칼슘의 혈중 농도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뇨중 배설도 감소시킨다. 이 약제는 골 흡수를 억제하는 

것이 주된 기전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골 양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소량의 골 양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골 흡수 억제제라 하더라도 사용 후 1~2년 내에는 골 양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를 초기 보너스 효과라 한다. 

 

2.1.1. 칼슘 

 

혈중 칼슘농도는 항상성이 있어 섭취가 부족할 때는 부갑상선 

호르몬(parathyroid hormone: PTH)의 작용으로 칼슘이 뼈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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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되어 뼈의 약화가 초래되고, 농도가 과잉인 경우 발생시 뼈와 

기타 장기에 저장된다. 칼슘은 정상적인 골격유지, 최대 골량 확보, 

골소실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폐경 후 여성에서 골소실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 칼슘의 단독보충은 골밀도에 작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척추골절 발생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이나, 비척추골 골절 발생율 감소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28 칼슘은 

역치 영양소로써 일정량 이상 섭취하게 된다면 그 이상으로는 

흡수가 일어나지 않고 역치 초과량만큼 배설되고, 일일 요구량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29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은 40%의 유효 칼슘량을 함유하고 

있으나 모든 칼슘보조제 중에서 가장 흡수가 안 되는 제제이나 

식사와 같이 섭취할 때 음식이 위산의 용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더욱 흡수가 잘된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관 장애이고 드물게 

고칼슘혈증, 고칼슘뇨증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신장결석,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여성에서는 주위 깊게 사용해야 하고 복부팽만, 

변비, 고장(flatulence)등의 부작용이 있는 여성에서는 다른 형태의 

칼슘제제를 시도해야 한다.  

구연산칼슘(calcium citrate)은 22%의 유효 칼슘량을 함유하고 

있고 탄산칼슘보다 흡수율이 좋다. 따라서 20~25%의 적은 양을 

투여해도 동일한 정도의 흡수율을 기대할 수 있고 흡수율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일회 복용 시 500mg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다른 제제에 비해 신장 결석의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식사와 함께 혹은 공복 시에도 복용가능하며 소화기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도 잘 흡수된다. 30 

젖산칼슘(calcium lactate)는 18%의 유효 칼슘량을 함유하고 

있으나 고장 등 다른 소화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정제되지 않은 

굴 칼슘(oyster calcium)에는 납 성분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thiazide이뇨제와 병합요법 시 

고칼슘혈증의 위험이 증가하고 스테로이드 투여 시 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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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흡수가 저하되며digoxin투여환자에서는 고칼슘혈증이 일어나면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다. 

 

2.1.2. 비타민 D  

 

장에서 칼슘 이동을 증가시켜 칼슘흡수를 증가시키고 

부갑상선에서는 직접 부갑상선 세포에 작용하여 PTH의 분비를 

억제한다. 뼈에서는 조골 세포의 분화를 촉진하여 Alkaline 

phosphatase, osteocalcin, osteopontin, collagen의 생성을 

증가시키며 IL-1,TNF-α,IL-6 등과 같은 골흡수를 촉진시키는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한다. 또한 시험관 실험에서는 TGF-β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31 TGF-β는 조골 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촉진시키는 대표적인 약물이다. 이러한 사실은 활성 

비타민 D가 골 형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비타민 D농도가 낮은 폐경기 여성이 골밀도가 더 낮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는 비타민 D가 골다공증의 병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비타민 D사용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32  

골다공증의 예방에 대한 비타민 D의 효과를 살펴보면 

Chapuy등은 노인 여성에게 비타민 D와 칼슘을 보충한 결과 골 

밀도가 2.7% 증가하였고 치료하지 않은 군에서는 4.6%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33  또한 치료군에서는 골절율의 유의한 

감소도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 보고의 문제점은 칼슘의 효과가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Dawson-Hughes등은 칼슘을 

복용하는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한 군과 보충하지 

않은 군을 비교하였는데 칼슘만 복용한 군에서는 골 밀도의 감소를 

보였으며 이러한 감소는 비타민 D로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34 

하루 30분씩 햇빛을 받아가며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충분하게 

비타민 D의 생성을 위해 중요하다. 비타민 D(비활성형)의 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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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이 31 ng/mL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이차적으로 

부갑상선기능항진이 유발되어 문제가 발생하므로 비활성형 비타민 

D의 용량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비타민 D 단독 보충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골절의 감소에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하여 비타민 D와 칼슘 병용 치료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35  활성 비타민 D의 치료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Gallagher와 Goldgar는 척추골절을 가지고 있던 폐경이 시작된 후 

여성에게 칼슘과 칼시트리올(0.62ug)을 2년간 투여한 결과 칼슘만 

투여한 군에 비해 척추 골밀도의 현저한 증가를 보고하였다.36 또한 

Tilyard등은 척추 골절을 가진 폐경이 끝난 후에 여성을 대상으로 

칼슘 단독치료와 칼시트리올 단독치료의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칼시트리올로 치료한 군에서 치료 2-3년 동안 척추 골절 및 다른 

부위의 골절 빈도가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고 했다. 이러한 효과는 

치료 시작 시 골절 부위가 5군데 이하인 여성에서만 관찰되었다고 

하였다.37  

 

2.1.3. 칼시토닌  

 

칼시토닌은 32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로 갑상선의 

C세포에서 생성되며, 파골 세포에 결합해 골 흡수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칼시토닌은 근육주사, 피하주사, 비강 내 

투여가 가능하다. 파골 세포는 칼시토닌 수용체를 갖고 있으며 

칼시토닌이 수용체에 결합할 경우 파골세포의 brush border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골 흡수 표면에서 파골세포를 떨어지게 하여 골 

흡수를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골다공증의 예방에 대한 칼시토닌의 효과를 보면 Overgaard등은 

칼슘을 보충 받고 있는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연어 

칼시토닌(100IU, 비강내분무)을 2년간 투여한 결과 칼시토닌 

투여군에서는 척추골 밀도가 2.5%증가하였으나 칼슘만 투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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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5.7%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38 비강분무제는 주사보다 

40%의 효과를 보였으며 환자가 스스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므로 

점점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간 칼시토닌 또는 연어 

칼시토닌을 피하주사 또는 비강 내 투여한 군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39  그러나 척추 이외의 골 밀도의 경우 논문마다 다른 

결과를 보여 다소 논란이 있으나, 스테로이드 유발성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칼시토닌의 골 

밀도 증가정도는 호르몬 대체요법이나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보다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  칼시토닌은 요추 골절의 

위험도는 감소시켰으나 비 척추성 골절에서는 위험도를 감소시키진 

못하였다.  

칼시토닌 치료 시 가장 흔한 부작용 두가지는 안면홍조와 

주사부위의 자극인데 인간 칼시토닌이 연어 칼시토닌보다 더 

흔하게 나타난다. 그 외 요로계 증상 및 두통, 구토 등이 있다. 오심, 

안면 홍조 등이 있을 때는 투여 30분 전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칼시토닌 투여하고 난 후에 관찰되었던 

골밀도의 증가한 정도는 보통 2%를 넘지 않으며 

PROOF연구에서도 1.5%정도로 나타났으며 투여 후 1년째까지는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로 4년까지 더 이상의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41  이러한 수치는 에스트로겐이나 알렌드로네이트보다 훨씬 

작으며 raloxifene 투여시보다도 작아 보인다. 비강 내 연어 

칼시토닌 투여에 대한 이중맹검, 무작위, 위약대조로 연구를 시행한 

결과 511명이 5년간의 임상시험을 완료하였는데, 새로운 

척추골절의 발생이 1일 200IU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36% 

적었으며 척추골절을 semiquantitative analysis하는 방법인 spinal 

deformity index는 52%가 줄어서 결국에는 새로운 

척추골절/1.000patient-X-ray-years는 40%(p=0.02)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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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IU 투여군과 400IU 투여군에선 골절예방 효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칼시토닌은 통증감소에 효과가 있는데 Lyritis등은 치료4일째부터 

진통제 복용량이 의미 있게 감소됨을 보고하였고 42  Gennari등은 

비강 내 분무가 통증감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으나 43아직 

연구가 필요하다. 칼시토닌의 통증감소 효과의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나 엔돌핀 증가효과가 하나의 기전으로 제시되고 있다. 

칼시토닌은 통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골다공증의 

일차 치료로는 추천되지 않는데 여성 호르몬같은 골 흡수 억제제와 

병용 시 상승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44 

 

2.1.4. 비스포스포네이트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골다공증치료에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약제

이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1960년 처음으로 임상에 소개된 후 많은 

약제들이 소개되어 왔으며 작용 기전은 골 흡수가 활발한 골표면에 

부착되어 있다가 파골 세포의 골 흡수가 시작되면 유출되어 파골 

세포의 ruffled border형성 및 골표면 부착 그리고 지속적인 골 흡

수에 필요한 양자(proton)의 생성을 막는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파골 모세포의 증식 억제로 인한 파골 세포의 수 감소 및 IL-6생

성의 감소 그리고 조골 모세포의 형성 증가를 통해 파골 세포의 활

성화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작용기전에 따라 크게 질소를 포함하지 않은 비질소-비스포스포

네이트와 질소(N)를 포함하는 질소-비스포스포네이트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두 물질은 파골세포가 매개하는 골흡수를 억제하기 

위한 기전과 분자생물학적 타겟이 다르다.  

 모든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두개의 측쇄(R1과 R2)를 가진 P-C-P

의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다. 비질소-비스포스포네이트(etidronate, 

clodronate)는 단순한 측쇄를 가지고있고 파골세포안에서 대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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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의 비 가수분해성 유도체가 된 후 축적되어 파골세포의 자가분

해를 일으킨다. 46 

  질소-비스포스포네이트에서 alendronate와 pamidrinate, 

risedronate, zoledronate 등이 있다.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비

가수분해성 아날로그로 대사되나 메발론산 경로(Mevalonte 

pathway)에 작용하는 효소인 farnesyl diphosphonate 

synthase(FPPS)를 억제한다.47 48 

이 경로에는 중간 매개물질들이 있는데, farnesy diphosphonatel, 

geranylgeranyl diphosphonate 등이다. 이 신호전달 물질은 세포

의 생존, 세포의 증식, 세포구조형성에 중요한 조절인자로 작용한다. 

파골세포 내에서 Ras signaling과protein prenylation의 억제는 세

포내에서 이동에 결함을 생기게 한다. 결국 파골세포는 골흡수에서 

중요한 ruffled borders와 tight-sealing zone의 형성이 불가능하게 

된다. 

 알렌드로네이트(Fosamax)는 골다공증치료에 가장 빈번하게 처

방되는 약으로 골밀도(bone mineral density, BMD)를 증가시키고 

골절위험도를 감소시킨다.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복용방법과 

시간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위장관 부작용을 보인다. 

Risedronate(Actonel)과 Etidronate(Didronel)는 alendronate에 

저항성이 있는 골다공증환자에게 추천된다. 이런 부작용은 경구용비

스포스포네이트를 환자들이 잘 복용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  

 질소-비스포스포네이트의 정맥 내 투여는 이런 비순응을 극복하

기 위해 투여되는데, zoledronate(Aclasta)의 5mg투여는 골절위험

을 줄이는데 매우 유효하고 1년에 한번 투여하면 새 골절의 위험도

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49 이 제제는 골절의 고위험도군의 여성이

나 에전에 골다공성 골절을 경험한적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 

승인되었다. 정맥내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투여 후 내성이 생기기 쉽

고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부작용은 독감유사증상으로 처음 투여 후 

3일동안 나타날수있는데 이는 순환 macrophage나 monocyte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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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중재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50 

 Bisphos phonate related osteonecrosis of Jaw (BRONJ)는 드

물지만 장기간의 비스포스포네이트사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잘 알려

진 부작용이다.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복용하는 골다공증환자에서 악

골괴사의 발병율은 10만명당 1명꼴이라 알려져있다. 51  비스포스포

네이트의 투여경로와 투여기간은 악골괴사의 시작(정맥투여시 3년, 

경구투여시5년)에도 영향을 주고 악골괴사가 골다공증환자보다 정

맥으로 zoledronate를 고용량으로 투여한 암환자에게서 나타는지 

설명될 수 있다. 52 

 장기간의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와 비전형적 골절(atypical 

fractures)의 빈도가 많아지는 것과의 인과관계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장기간의 비스포스포네이트 사용이 대퇴 상부골절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이점은 잘 정립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다. 53  더불어 알렌드로네이트를 투여 받은 군과 

대조군의 발생빈도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골절과 약물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비전형적인 골절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보다 대퇴골이 골절된 환자와 관련이 높고, 이는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환자집단에서 더 많았다.54  

 

2.1.5.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은 일반적으로 골흡수 억제제로 분류되고 있으나 

최근 연구에 의해 골형성에도 유익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스트로겐 부족이 골흡수를 증가시키는 기전은 아직 

불명확한 실정이다. 그러나 에스트로겐은 조골세포 유도성 파골 

세포 자극인자(osteoblast-derived osteoclast stimulatory factors, 

OB-OCSF)인 단핵구로부터 IL-1의 생성과 그리고 

조골세포로부터의 IL-6의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고, 조골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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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성 파골 세포 억제인자(osteoblast-derived osteoclast 

inhibiting factor, OB-OCIF)인 TGF-β생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에스트로겐 부족 시에는 Il-6,IL-1의 생성 증가와 TGF-β생성이 

감소됨으로서 파골 세포의 활동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에스트로겐이 직접 파골 세포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증거도 제시되고 있다. 에스트로겐에 의한 골양 감소는 

그 투여 경로나 약제 구성에 상관없으며 그 투여량과 이로 인해 

생긴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에 의존된다. 

폐경 후 골 소실은 폐경 후 처음 5년간은 최고로 가속화된다. 

그래서 골 소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호르몬 보충 요법을 고려해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함은 호르몬 보충 요법은 후기 폐경기 

주변기나 초기 폐경기에 시작해야 한다. 특별히 폐경이 끝나고 난 

후 3년 이내 호르몬을 투여한다면 그 효과는 최대가 되며 6년이 

경과한 후 투여하면 투여시점으로부터의 골 소실은 예방할 수 

있으나 폐경 후부터 치료시점까지의 골 소실은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다.  

Ettinger등에 의하면 호르몬 보충 요법은 골 보존의 관점에서 

볼 때 폐경 후 적어도 5년간 계속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서 

대퇴부와 요골 골절 위험성은 약 50%감소되며 척추 골절은 

90%정도로 더욱 큰 감소를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폐경을 

50세로 간주 시 55세까지 계속해야 하며, 조기 폐경의 경우 더욱 

장기간의 투여가 필요하게 된다.55 

그러나 최근 폐경기 초기시 5~10년간의 호르몬 보충 요법이 

70세 이상 여성의 골 밀도의 감소와 골절의 위험을 계속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고 있어서 Felson 등에 

의하면 비록7년간의 에스트로겐 보충 요법을 하더라도 75세 이상의 

고령 여성에서는 골 밀도에 잔여효과가 거의 없다고 하며, 65세 

이상 여성 9704명을 대상으로 한 Cauley등에 의하면 현재 

사용자에서는 골절율이 30~40% 감소를 보였으나 과거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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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비록 폐경 후 곧 호르몬 보충 요법을 시작하고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였을지라도 골절의 위험은 감소되지 않는다고 

보고함으로서 골절 예방을 위한 호르몬 보충 요법은 일생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야 됨을 암시하였다.56  

 

2.1.6. SERM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골외조직에서 장기간의 호르몬 대체요법의 잠재적인 부작용이 

있다. 심혈관계질환의 위험도 증가, 치료의 기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자궁암과유방암 같은 부작용때문에 골다공증의 

예방에 호르몬 대체 요법은 더 이상 추천되지 않는다.  

 에스트로겐의 원하지 않은 조직 특이적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적 에스트로겐수용체조절제를 골다공증치료에 사용하게 되었다. 

즉, 폐경 후 골다공증에 대한 이상적인 치료제는 유방과 

생식기관에는 에스트로겐 길항제로 작용하고 골조직에는 agonist 

로 작용하여 골 소실만을 선택적으로 예방하는 약제라 불릴 수 

있겠다.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는 비스테로이드성 

제제이지만, 심혈관계와 골대사에는 에스트로겐 작용을 나타나며, 

자궁과 유방에는 에스트로겐 길항작용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SERM의 종류에는 크게triphenylethylene 유도체인 clomiphene, 

tamoxifen, droloxifene, toremifene, idoxifene, levormeloxifene 

등과benzothiophene 유사체인 raloxifene, lasofoxifene, 

LY353381 등이 있는데, 유방암 치료제로 tamoxifen 사용 중 

골밀도 증가효과가 발견되어 골다공증에 적용하게 되었다. 이 약은 

골밀도보다 골질 개선에 효과를 보이는 약으로 유명하다. 현재 

새로운 여성호르몬 수용체 조절제인 바제독시펜 (bazedoxifene), 

라소폭시펜 (lasofoxifene)이 개발중에 있으며, 바제독시펜은 지금 

일본에서 시판 중이다. 두 약제 다 새로운 척추골 골절을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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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켜 비척추골 골절의 예방에서도 일부 효과를 보여 주어 

앞으로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 57 

 

① Tamoxifen 

Tamoxifen은 폐경 후에 발생한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하는 

호르몬 요법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에스트로겐 길항제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tamoxifen이 골 흡수를 증가시켜 골 밀도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최근에는 tamoxifen이 골 

밀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관찰되어 에스트로겐 길항제로만 

작용하지 않고 장기에 따라 에스트로겐 협력제 기능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tamoxifen은 동물 및 시험관내 

실험에서 에스트로겐과 마찬가지로 골 조직의 골 흡수를 억제하며 

골 형성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관찰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 

임상연구에서도 폐경 후 여성에서 골 밀도가 그대로 유지되던가 

혹은 골 밀도가 증가될 뿐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도 

감소됨이 보고된 바 있다. 58  따라서 이 약제는 유방 조직에서는 

에스트로겐 길항제로 작용하나 골 조직이나 지질 대사에는 

에스트로겐 협력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Tamoxifen이 골대사에 미치는 기전은 아직 불확실하나 골 

전환 혹은 골 재형성의 저하에 관련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 약제는 자궁에서는 에스트로겐과 동일한 작용을 나타냄이 

관찰되었으나 골조직에서 에스트로겐 협력제로 작용하는 약제의 

농도에서는 자궁 자극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tamoxifen을 골다공증의 치료제로 사용 시 에스트로겐 요법에 따른 

위험성 해소에 그 유용성이 기대되고 있으며 또 일부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이 약제의 장기 요법에 따른 

골절률이나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 감소에 대한 효과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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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aloxifen 

호르몬 대체 요법은 장기간으로 볼때 심혈관질환, 자궁 및 

유방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해 권장되지 않는다.59 랄록시펜 염산염 (Evista를 ®)는 폐경 후 

여성에서 BMD를 향상시키고 1997년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의 

예방에 사용하기 위해 FDA에 의해 승인되었다. 60  EVA  (Evista  

vs Alendronate)에서, 매일 경구용 알렌드로네이트 (10㎎)와 직접 

비교해서 경구 랄록시펜 (60mg)이 골절 위험 감소에 동등하게 

효과적임을 증명했다.61 랄록시펜 치료의 부작용은 치명적 뇌졸중과 

정맥 혈전 색전증이 있다.62 랄록시펜은 또한 유방암 발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어서 FDA는 유방암 고위험군 폐경 후 

여성의 치료를 위해 2007년에 승인했다.63  

 

③ Droloxifene 

Droloxifene도 유방과 자궁조직에서는 에스트로겐 길항제로 

작용하나 골 조직에는 강력한 에스트로겐 협력제로 역할하는 

새로운 골-특이성 에스트로겐 협력제로 최근 소개되고 있는 

약제이다. 최근의 동물실험 결과는 droloxifene은 골 소실을 

강력하게 억제할 뿐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나 

자궁에는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폐경 후 골다공증의 치료시 에스트로겐의 장기요법에 따른 

유방암과 자궁암의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약제로 그 

임상 유용성이 기대되고 있는 약제이다. 이외에도 toremifene, 

idoxifene, ICI 164384 및 4-hydroxytamoxifen도 골-특이성 

에스트로겐 협력제로 작용하는 에스트로겐 길항제로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64  

 

④ Tibo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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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bolone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안드로겐 수용체에 

대하여 친화성을 가지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조직 특이성을 

가지는데 혈관계 및 뼈에 대해서는 에스트로겐과 같은 효과를 보여 

폐경기 증상을 경감시켜주며 골 흡수를 방지한다. 그러나 자궁 내막 

증식을 자극하는 효과는 적어 자궁 출혈과 자궁 내막암의 

발생빈도는 에스트로겐보다 훨씬 낮다. 2년동안 투여하면 대퇴골 

골밀도 및 요추 골밀도가 증가하였으며, 골절의 위험도도 3년동안 

저용량(1.25mg)을 투여한 결과로 척추 골절의 상대적 위험도는 

43%, 비척추 골절은 26% 감소하였다. 65  여러 보고에 의하면 

폐경기 여성, 심지어는 폐경 이후 10여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골 

소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척추 압박골절이 있는 

여성에서도 골 양을 의미 있게 증가 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밖에 

질 건조증, 안면홍조 등 폐경 증상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다.  

부작용으로는 질출혈이 약 15%, 유방 압통이 약 18%에서 

생길 수 있는데 일반적인 호르몬 대체요법의 경우보다는 매우 

낮으나 에스트로겐과 저용량의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한 지속적인 

병용 요법과는 비슷한 빈도를 보인다. 유방암의 증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으며 앞으로 더욱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르몬 대체요법에 비해 가장 불리한 점은 지질대사에 

대한 효과인데 호르몬 대체요법에 비해 LDL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는 없으며, 호르몬 대체요법이 HDL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반면 tibolone은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오히려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lipoprotein에 대해서는 호르몬 대체요법처럼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다.66 

그 외에도 소화기계 부작용과 우울증, 어지러움, 편두통 등의 

신경계 부작용이 있다. 가려움증, 관절 및 근육통 등이 나타날 

확률이 있어서 안면 체모의 증가, 지루성 피부 등 안드로겐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금기증은 여성 호르몬 요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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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Ipriflavone 

 

식물에서 추출된 flavonoid 성분이며 골 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골대사에 미치는 효과는 골흡수를 직접 억제하고 파골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며 칼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고 골아세포의 

분화를 자극하여 부갑상선 호르몬에 의한 c-AMP의 형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통증완화 효과도 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과 달리 유방암 및 자궁 내막암의 위험성을 가지지 않는다.67  

60명의 여성들에게 600mg의 ipriflavone를 먹인 대조연구 

결과를 보면 척추에서의 뼈 손실이 방지되었다. 68  이 연구에서 

60명의 여성들은 하루 세번 200mg의 ipriflavone을 복용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여 척추와 좌골의 BMD가 증가하였다.69 

그러나 3년 후의 연구에서는 대조군과 비교 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설사와 복통, 어지러움의 부작용을 나타냈다. 또한, 

6개월 이상 복용한 사람들에게는 림프구 감소증을 보였다. 장기간 

ipriflavone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림프구의 수를 자주 검사해 

주어야 할 것이다.70 

 

2.1.8. Cathepsin K inhibitor-Odanacatib 

 

최근에 카텝신 K 억제제가 새로운 골 흡수 억제제로 개발되고 

있는데 카텝신 K는 파골 세포에서만 선택적으로 발현되는 중요한 

시스테인 단백 분해 효소로 골흡수에 중요한 역할 한다. CTKi는 

시험관 내에서나 생체 내에서 골 흡수를 억제하였으며, 실제 약물로 

개발이 되어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CTKi가 

생체에서 골 형성의 심각한 억제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러한 결과들은 CTK를 억제 시 골 흡수와 골 형성 간의 짝짓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골 흡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골 형성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71  여러 CTKi중에는 odanacat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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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catib,  relacatib가 현재 개발 중이다.  이 물질들은 골개조를 

줄이고 좋은 경구 생체이용률을 보인다.72  

오다나카티브(Odanacatib)는 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여 골흡수 

억제효과를 나타낸다. 동물 실험을 통해 본 Cathepsin K 억제제는 

조골세포가 골형성 작용하는것을 억제시키지 않으면서 파골세포에 

의한 골흡수를 억제시킨다. 임상시험은 골밀도가 -3.5 ≤ T-

score ≤ -2.0인 폐경 후 여성39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4개월동안 3, 10, 25, 50mg 용량을 주 1회 경구 투여해 평가했다. 

24개월동안 3, 10, 25, 50mg 용량을 주 1회 경구 투여해 평가했다. 

임상 참가자들에게 비타민 D 보조제 5600 IU를 주 1회 

제공하였고, 1일 평균 칼슘 섭취량이 1000 mg 미만인 여성에게는 

탄산칼슘 500 mg를 매일 제공했다. 임상 결과, 오다나카티브 10, 

25, 50mg을 24개월동안 주 1회 투여한 결과 요추, 고관절, 대퇴 

경부의 골밀도가 시작점보다 유의하게 증가했다. 특히50mg은 요추 

골밀도 LS 평균비율이 5.48% 증가한 반면 위약은 0.19% 

감소했다. 또 고관절 및 대퇴경부의 골밀도 LS 평균비율이 각각 

3.16%, 3.84% 증가시킨 반면 위약은 각각 0.93%와 0.85%가 

감소했다. 3mg 용량은 요추, 고관절, 대퇴경부의 골밀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변 NTX는 51.8% 감소, ALP 및 

P1NP는 초반에 감소하였다가 점점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다. 

오다나카티브를 2년간 투여하고 나서 1년 연장한 3년에 걸친 

연구는 오다나카티브를 2년 복용 한 후 1년 중단한 집단에서 보다 

골밀도가 전체 부분에서 기저치와 동등한 모습으로 감소했고 중단 

후 처음 6개월 동안 걸친 골소실이 엄청 빠르게 보여졌다. 현재 전 

세계 통틀어서 16.000명 정도의 폐경 후 여성이 동참하는 3상 

연구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 73  

임상 2상 연구중인 발리카티브(balicatib)는 폐경기 후 

여성에서 척추와 요골 BMD의 개선을 보였지만 골 선택성이 

부족하고 부작용으로 임상시험이 중단되었다. 74  레라카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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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catib)도 임상 1상에서 시험 중이다. 초기단계에 있는 CTKi 

물질들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현재 골다공증 치료제에서 더 

개선된 치료가 가능 할 것이다.75 

 

2.1.9. Osteoprogerin (OPG) 

 

뼈는 매 7년에서 14년 사이에 새로운 골격으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remodeling으로 오래된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질병이나 퇴행성의 경우 이러한 균형이 깨지며 뼈는 

생성되는 것보다 제거되는 것이 더 많다. 뼈의 파괴와 보호를 

담당하는 2개의 단백질을 발견되었는데 뼈를 보호하는 

것은osteoprogerin (OPG)이며, 이 유전자는 정상에서는 모두 

가지고 있으나 정상생쥐에 이 유전자수를 늘리면 골강도가 

강해진다. OPG는 파골세포에 위치한 RANK (receptor activator of 

NFκB)와 결합하여 RANKL과 결합을 방해함으로써 골흡수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재 RANK-RANKL 신호과정을 

차단시키는 약제들이 개발 중인데, 자연적인 OPG에 FC 부분을 

붙여서 작용시간을 길게 한 AMGN-0007과 항-RANKL 

단일클론항체 (anti-RANKL monoclonal antibody)로서 RANKL의 

RANK 결합을 방해하는 약리작용을 가진 AMG 162에 대해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OPG와 유사한 펩티드 유사물질들 (OPG-like 

peptidomimectics)이 파골세포의 형성을 저해하는 기능이 있음이 

밝혀졌다. 76 

 

2.1.10. Denosumab 

 

RANK와 RANKL의 상호작용은 골 흡수 파골세포의 형성과 

기능에 중요하다. Denosumab(Prolia)는 RANKL을 억제하는 

단일클론항체로서 파골세포전구세포에서 RANK와 상호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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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L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골 흡수 억제제이다. 이 세포의 

분화와 기능을 억제하고 다양한 부위에서 골절을 방지한다. 77 

2010년에 데노수맵(60mg, 6개월마다 피하주사한 경우)은 다른 

골다공증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이 큰 

폐경기 여성에 사용에 FDA에 승인되었다. 2012년에 골절에 

고위험성인 남성에 사용이 승인되었다. 페경기 여성에 데노수맵과 

알렌드로네이트의 치료의 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데노수맵은 

둔부골과 요추에서 BMD를 증가하는데 효과적이었다. 78 비록 

임상적인 효과가 데노수맵의 처음 주사후 6개월동안 지속되지만 

치료를 중지했을때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보다 감소의 속도가 

빨랐다. 비스포스포네이트와는 다르게 데노수맵은 골 구조 자체와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데노수맵 관련 악골괴사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악골괴사보다 복용중단후 치유가 빠르다. 79 

즉, 데노수맵은 다양한 대사성 골질환을 위한 새로운 

흡수억제제 뿐만 아니라 비스포스포네이트와는 분명히 구분된다.  

가역적으로 RANKL을 타겟으로 하고, 골미네랄로 통합되지 

않고 위장관 부작용이 적어서 장기간 복용하기에 좋다. 또한 

신장으로 배설이 되지 않아서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도 사용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신장기능이 약간 저하된 환자에게는 용량조절이 

필요 없지만, 심한 신장 손상 환자 (크레아티닌 청소율< 30 mL/분) 

또는 투석받는 환자는 저칼슘혈증의 위험이 있다.  

악골괴사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노수맵을 복용중인 

환자는 치과의사에게 알려야 하며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나, 

항암치료, 방사선, 치과질환의 위험성은 존재한다. 구강위생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하며 외과적 시술은 데노수맵을 복용하는 중에는 

피는 것이 좋다. 

 

2.1.11. Nitro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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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산화물 (NO)는 골형성과 골흡수 조절하는 신호 전달 

분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세포성 기능을 가졌다고 알려져 

왔다. 과 그것의 다른 중요 세포와 마찬가지로, 재흡수에서의 

역할을 가진 신호 전달 분자라고 식별되었다. Isosorbide dinitrate 

와 nitroglycerin 같은 유기질산염들은 협심증에서 혈관이완제로 

흔히 사용되는 NO donor이다. 

이 물질들은 골격에도 이로운 작용을 하는데 BMD를 

증가시키고, 골흡수를 줄이고 골형성을 증가시킨다. 대조군 

실험에서 골절의 위험도 줄인다는 연구가 나왔다. 80  그 기전에 

관해서는 확실한게 없지만 NO donor가 NOS pathway에 관여하여 

파골세포의 활성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sclerotin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서 골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Sclerostin은 osteocyte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조골세포의 분화를 길항하고 Wnt pathway를 억제함으로써 성숙한 

조골세포의 사멸을 촉진한다. 81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연구 자체가 맹검법이 아니었으므로 그 

이유로는 플라시보 효과를 연상 할 수 있다. 니트로글리세린이 

골조직에 작용하는 효과를 최적화 하기 위한 용량과 복용간격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장래에 필요할 것이다. 

 

2.1.12. C-src kinase inhibitor 

  

비수용체 티로신 키나제 C-src는 파골세포의 골흡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C-src가 파골세포 성숙의 최종 단계인  

ruffled border의 발달에 필요하다. 82  C-src가 없는 쥐는 

골석회화를 앓는다. 앞선 연구들에서 c-src  kinase 억제제는 

실헐실에서 골흡수의 억제를 보인다. 사라카티니브(Saracatini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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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경구용으로 나온 물질이다. 임상 1상에서 부작용없이 

파골세포의 억제를 통한 골흡수를 억제하였다.  

 

파골세포의 sealing zone안의 산성환경은 뼈를 녹이는 

pratease의 활성을 최적화하고 파골세포에 의한 골용해에 중요하다. 

수동적인 염소이온의 움직임이 염소이온채널 (CICN7)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파골세포의 세포막에 있다. 이 채널이 있어야 

산성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Type7-CICN7은 특히 파골세포에서 

많이 발견된다. 83  

 

 

2.2 골형성 촉진제 
 

골흡수 억제제는 그동안 임상이용 결과 제한점이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폐경 후 골다공증에 비하여 노인성 골다공증의 특징은 골 

교체율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어 이런 환자들에선 골 흡수 

억제제의 투여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위험성도 있어 이 

경우에는 골형성 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골흡수 

억제제 투여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6~8%의 골 밀도증가 이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골 형성 촉진제가 필요하다. 

 

 

2.2.1. 불소 

충치를 방지하기 위해 식수에 첨가되는 불소는 85세 이상의 

여성에서 비록 골절률을 감소시키기는 하나 최대골양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다량의 불소는 골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고, 

동물실험을 통해 불소가 조골 세포의 골 형성을 자극시킨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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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면서 골다공증의 치료에 불소의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염화불소는 골형성 자극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제로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골다공증 치료제로써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84 불소의 작용기전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으나 조골 세포에 대해 특이한 분열 원질성 작용을 

통하여 골형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시험관 내에서 

조골세포의 수와 증식을 자극하고 직접 조골 세포의 

PTPP(phosphotyrosyl protein phosphatase)를 억제시킴으로서 

세포증식을 자극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이들 신호 

전달 과정 중 불소가 PTPP를 억제하여 탈인산화가 감소되므로 

적어도 MAP kinase의 활동이 지속되어 세포증식이 증가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85  불소는 상부위장관에서 대부분 흡수되어 

Fluorapatite의 형태로 골에 축적되거나 혹은 그대로 신장을 통해 

배설되므로 신부전시는 투여량의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소의 사용에는 다양한 제한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위장관 증상이나 하지 동통같은 부작용이 흔하며, 둘째 몇몇 

보고에서 불소가 골 연화증과 유사한 병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록 해면골의 골 밀도는 증가시키나 피질골은 오히려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불소를 함유한 뼈는 구조적으로 

정상뼈보다 약하다고 하였다.86 

Riggs 등(1990)은calcium carbonate를 보충 받고 있는 

골다공증 여성에서 염화불소(75mg/day)로 치료한 결과4년 후 

척추(35%), 대퇴골(10~20%)의 골밀도는 증가하였으나 

요골(4%)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척추 

골절률의 감소도 없었으며 척추골 외에서는 오히려 골절위험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Park 등(1995)은 calcium citrate로 

치료하고 있는 골다공증 환자에서 좀 더 낮은 용량(50mg/day)의 

서방형제재 불소를 사용하여 치료(14개월 주기로 사용, 12개월 

치료 후 2개월간 휴약기를 가짐)한 결과 척추와 대퇴골 밀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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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현저한 증가를 보였으며 요골 밀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87 또한 새로운 척추 골절의 위험도도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보고하며 척추외 골절의 위험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부작용도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저용량 서방형 불소 제재를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것과 칼슘 제재로 calcium citrate를 사용하는 

것이 치료의 반응도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최근에는 

소장에서 잘 흡수되어 위장관 증상이 적은 MFP(sodium 

monofluorophosphate)라는 제재가 개발되어 있는데 Reginster 

등(1998)은 저용량의 MFP(20mg/day)를 사용하여 4년간 치료한 

결과 새로운 척추 골절의 빈도가 의미있게 감소하였음을 보고하고 

척추 외 골절 빈도는 증가시키지 않았다고 하였다.88 

 

2.2.2. Teriparatide 

 

부갑상선 호르몬 (1-84, PTH)은 간접적으로 조골세포를 통해 

파골세포를 자극해 생리적 범위 내 혈청 칼슘 농도를 유지함으로써 

칼슘 항상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89 부갑상선기능 항진증 

환자에서는 고농도의 부갑상선 호르몬이 골 미네랄 함량의 손실로 

연결될지라도 간헐적으로 투여 시 개조중인 골에 강화 효과가 

있다. 90  낮은 용량으로 간헐적으로 투여 시, 포스테오 (1-34 

아미노산 펩티드)는 골형성 효과가 있는 인간 PTH 유사체이다. 91 

Teriparatide (Forteo의 ®)는 폐경과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도 

골다공증 환자에게 골밀도 증가에 하루 20μg 피하주사로 주입하면  

효과가 있고 척추와 고관절 골절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은 

알렌드로네이트보다 더 효과적이다. 92  골흡수억제제와 골형성을 

촉진하는 teriparatide를 함께 투여하는 것은 더 나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전 teriparatide에 랄록시펜의 적용은 

teriparatide 단독 투여 그 이상으로 BMD를 향상시킨다. 93  한 

연구에서 알렌드로네이트와 teriparatide를 함께 투여 시 BM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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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94  반면. 다른 연구에서 이전에 

리세드로네이트 복용한 환자에서 teriparatide 투여시 이전에 

알렌드로네이트로만 치료한 환자보다 BMD에 있어서 더 나은 

결과를 나타냈다. 95  알렌드로네이트와 PTH (1-84) 자체를 함께 

사용한 후 효과를 조사했었던 무작위실험에서 BMD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일년 동안 PTH (1-84)를 투약 

한 환자군에 알렌드로네이트를 복용시킨 경우, BMD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 96  최근에 6개월간 PTH (1-84)와 이반드로 

네이트의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투여의 효과를 검사하는 무작위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BMD는 증가하였으나 PTH의한 골형성 

효과는 줄어들었다. 97  아직까지는 이러한 데이터들로는 PTH를 

이용한 치료법을 확립하기는 힘들다.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간헐적으로 PTH 투여 시 골형성증가를 최대한 나타내는 적절한 

병용치료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Teriparatide의 골형성 촉진 효과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완전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순환하는 전구체로부터 조골세포 형성을 

높이고 조골세포 사멸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8 골에 미치는 

골형성 촉진 효과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에 teriparatide의 

사용으로 동물 모델에서 골육종이 높은 발생률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위험성이 높다. 99 그러나 장기 임상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도 인간에 있는 골육종과 teriparatide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100  Teriparatide는 골절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서 골다공증 근육 강화 치료로 FDA 승인받았다. 주사투여 

횟수를 줄여서 환자 순응도를 높이는 용량으로는 20μg 한번 

투여로 최대 1주일에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101  현재 비강이나 

경피를 통한 약물전달시스템은 현재 테스트되고 있고 

teriparatide를 이식하는 무선 제어 약물 전달 장치는 폐경 후 

골다공증에 대한 임상 시험에 있다.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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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동화 스테로이드제재(anabolic steroids) 

 

안드로겐은 해면골에서 골 형성을 증가시키고, 활동성 

골아세포로 덮힌 부분의 면적과 파골 세포에 의해 덮힌 부분의 

면적과 파골 세포에 의해 덮인 미란면을 모두 증가시킨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안드로겐 제재로는 stanozolol과 nandrolone등이 

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진행된 골다공증 환자에서 nandrolone을 

6개월간 투여하여 골밀도가 2% 증가하였다.103 

안드로젠 투여시는 근력이 강해지고 운동성이 호전되어 

환자에게 자신감을 주나 부종. 전립선암, 심혈관계 질환 및 간장 

장애(peliosis hepatitis, hepatoma)등을 일으킬 수 있어 투여에 

제한을 주며, 대체로 6~12개월 정도 투여한다. 

 

2.2.4. Growth hormone, IGF-1  

 

조골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종류의 성장 

인자 중 IGH-1은 조골세포의 증식과 분화 및 교원질합성의 강력한 

자극제로 알려져 있으며, IGF-1은 c-AMP를 증가시키는 PTH및 

PGE₂에 의한 반응으로 조골세포에서 생성된다. 또한, 순환하고 

있거나 조직내에 있는 거의 모든IGF는 특수한 IGF-BP(1~6)와 

결합하며, IGFBP에 의해 조절되고 있다고 한다.104 

 Ebeling등은 18명의 폐경기 여성에서 low dose rhIGF-1을 

6일간 투여하였을 때 serum procollagen type 1 carboxyl-

terminal propeptide가 증가하고 부작용도 적다고 하였으나, 

장기간의 추적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쥐에게 rhIGF-

1(recombinant human IGF-1) 그리고 IGF-1/IGF BP-3를 단독 

및 복합 투여하면, 두 군 모두에서 해면골의 두께가 증가하여 골 

형성이 촉진되며, 특히 복합 투여한 경우는 단독 투여 군보다 

새로운 골 형성에 효과가 크다고 한다.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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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쥐 두개관(cultured rat calvaria)을 이용한 한 실험에서 

성장호르몬의 골에 대한 작용은 IGF-1을 매개하여, DNA합성과 

교원질, 비교원질의 생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척추 골다공증을 

동반한 폐경기 여성에서 GH를 투여했을 때 파골세포와 조골세포 

모두를 자극시킨다는 보고도 있으며 Beshyah등은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 있는 19세부터 65세의38명을 대상으로 6~18개월간 

GH를 투여 했을 때 골의 흡수와 생성이 모두 증가한다고 

하였다. 106 

흥미롭게도 IGF-1은 베타-카테닌을 안정화시키고 Wnt 

signal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조골세포에 의한 LANKL의 

합성을 촉진함으로써 파골세포를 자극하여 골흡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107  고농도에서는 골대사를 촉진하고 저농도에서는 

골흡수 효과는 없고 골형성만 증가한다. 108 이처럼 원하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용량이 중요하면 혈중 농도 모니터링이 중요해지고 

경구투여는 어렵게 된다. 또한 Growth factor의 경우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화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IGF-1의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에 대해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연구가 되지 않는다면 

임상에 쓰이기는 어려울거 같다.   

 

2.2.5.  Strontium  ranelate  

 

Strontium은 인체에 흡수되면 칼슘과 같이 골에 축적되는 

물질로 흡수된 strontium의 98%이상이 골에 흡수된다. 시험관내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골형성을 촉진하며 동시에 골흡수를 

억제한다는 것이 알려져 왔다. 109  폐경 초기 골소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용량은 1일1 g이며, 치료에 필요한 용량은 1일 2 g이다. 

최근에 임상실험을 통해서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에서 골절을 

감소시키는게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는데, 1일 2 g의 strontium 

ranelate를 경구투여 했던 SOTI (Spinal Osteopo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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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eutic Intervention Trial) 연구에 의하면, 투여 1년에 

새로운 척추골절의 발생을 49%, 3년째에는 41% 감소시켰고 

투여3년 후 골밀도는 요추에서 14.4%, 대퇴골 경부에서는 8.3% 

증가하였다고 한다. 110  또한 골형성 표지자인 bone specific 

alkaline phosphatase가 증가한 반면 골흡수 표지자인 C-

telopeptide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골흡수를 억제하는 동시에 

골형성을 촉진시킨다는 동물실험 연구결과와 잘 부합되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strontium ranelate이 어떤 기전으로써 작용하는지는 

정확히 모르나 strontium 이온이 hydroxyapatite crystal에 

침착하는 동시에 표면에서 결합하여 파골세포에 의해 골흡수를 

억제하고 동시에 조골세포의 기능은 강화하여 BMD를 증가시키고 

척추, 비척추의 골절을 줄인다.. 111마우스 두개골 세포 배양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연구를 보면 Strontium ranelate는 파골 

전구세포로부터 파골세포로의 분화를 억제해 파골세포에 의한 

골흡수를 억제하게 되며 한편 조골세포에서는 조골전구세포의 

replication과 조골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하며 조골세포에서는 

콜라겐 등을 비롯한 간질 합성을 촉진시킨 것으로 보인다.112 

Strontium ranelate는 FDA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유럽에서는 

비스포네이트 금기증인 환자에게 하루 2g 경구투여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설사가 가장 흔한 부작용이나 투여3개월 후에는 대부분 

소실되었고, 고용량 복용시는 골연화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113  설사는 투여3개월 

후에는 대부분 소실되었다고 한다. 혈청 칼슘 농도는 

0.20~0.32mg/dL로 낮아지게 되며 인 농도는 0.25~0.37mg/dL 

정도 높아진다고 하나 이 역시3개월 정도면 안정된다고 한다. 또한 

일부 환자들 중에서 정상 상한치의 두 배를 넘어선 creatinine 

kinase 수치가 관찰되었지만 근육 증상을 동반하는 모습은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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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고 한다.114 아직 임상경험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향후 치료 

효과, 부작용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  

2.2.6. Calcium‑sensing receptor antagonism  

 

내인성 PTH분비를 자극하고 골형성을 촉진하는 경구용 신약으로  

칼슘 감지 수용체 길항제 (calcilytics)가 있다. JTT-305/MK-

5442 및 SB-423557 는 calcilytics으로 난소가 절제된 쥐에서 

골형성을 증가시키고 뼈의 손실을 방지하였다. 115  936 ATF 및 

ronacaleret는 아직 임상시험 전단계에 있다. 116 

 

 2.2.7. Sclerostin neutralizing antibodies 

 

Wingless‑type (Wnt) 마우스 유방 종양 바이러스 통합 사이트 

경로는 골형성과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밀도 지질단백질 

수용체-관련 단백질 (LRP) 5와 LRP6 은 공용수용체로서 

작용한다. Sclerostin은 LRP5/6 coreceptors에 결합하여 그 

복합체가 Wnts과 연관되는 것을 억제한다. 그래서 이 과정의 

억제제로 작용한다. 117  Sclerostin 단일클론 항체(SCL-ABII)를 

이용하는 치료는 골막, 연골에서 골형성되는 과정을 증가시키고 

피질골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clerostin 재조합 항체인 

AMG785를 피하주사하였을때,, 건강한 정상인과 폐경기 골다공증 

여성에서 용량의존적으로 골형성이 증가하고 용량의존적으로 

골흡수가 줄어들었다.118  

 

2.2.8. Dickkopf -1 ( DKK - 1) inhibiton 

 

DKK – 1는 또다른 억제제로서,  Wingless‑type (Wnt) 마우스 

유방 종양 바이러스 통합 사이트 경로를 억제한다. LR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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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ceptors에 결합하여 골형성과정을 억제하는 수용제를 

차단한다. 119DKK – 1에 작용하는 사 단일클론항체를 자궁을 없앤 

원숭이에게 투여하였더니 골형성을 촉진하고 골격의 동화화제로 

작용하였다. 아직 연구가 진전되지 않아. 사람에게 항체를 

투여하지는 못했다.120  

 

2.2.9. Statins 

 

스타틴 BMP-2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골형성화제이다. 

조골세포 수가 늘어나고 활성이 증가하면 심바스타틴에 의한 

골형성이 촉진된다. 121 스타틴의 골에 긍정적인 효과는 

임상연구에서도 나타났다. 122  하지만 골형성 작용을 나타내는 약물 

농도는 고지혈증에 사용되는 약의 용량보다 매우 많다. 그러므로 

골조직에 특이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제 3 장 결    론 
 

 본 논문에서 골대사 이상에 의한 골다공증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사용 중인 약제를 바탕으로 해서 골다공증의 최신 치료 및 

부작용, 더 나아가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앞으로 시판될 약물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다.  

 골조직은 remodeling을 함으로써 주변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동적인 대사조직이다. 전신적인 호르몬과 국소적인 여러 

성장인자에 의해 조절되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coupling에 

의존한다. 이러한 인자들을 조절하는 골다공증 치료 약제가 이미 

개발되었고, 부작용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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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은 작용기전에 따라 골흡수 억제제와 골형성 자극제로 나눌 

수 있다. 골 흡수 억제제는 뼈로부터 방출된 칼슘의 혈중 농도를 

낮추고 배설을 감소시킨다. 칼시토닌은 효과면에서 일차약제는 

아니지만 골절시 진통효과를 나타내며 그 기전에 관해서는 잘 

모르나 엔돌핀 증가효과가 하나의 기전으로 제시되고 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골다공증 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제로 

경구용제재, 주사용 제재가 있다.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는 

좋은 효과를 나타내나 주사제는 악골괴사의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 환자는 발치나 임플란트 시술 전후로는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새로운 여성호르몬 수용체 조절제인 바제독시펜, 

라소폭시펜이 개발 중이다. 식물에서 추출된 Ipriflavone은 파골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며 칼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고 통증완화 

효과도 있다. Cathepsin K 억제제는 조골세포는 억제하지 않으면서 

파골세포의 골흡수를 억제하는 약으로 실제 약물로 개발이 되어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OPG는 파골세포에 위치한 RANK와   

RANKL과의 결합을 방해함으로써 골흡수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데노수맵은 RANKL을 억제하는 단일클론항체로서 파골세포를 

억제한다. 데노수맵과 오다나카티브는 중단 할 경우 

비스포스포네이트 와는 달리 골교체율이 빠르게 회복되며 피질골을 

증가시키는 특징이 보여져 왔다. 골흡수 억제제 투여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6~8%의 골 밀도증가 이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골 

형성 촉진제가 필요하다. 골형성자극제로 대표적으로 부갑상선 

호르몬이 있다. PTH 저용량이 간헐적으로 투여할 

경우(테리파라타이드)에는 골량을 증가시키고 골절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용량의존적인 특징과 부작용으로 개선할 점이 

많다. 최근에 개발된 약제로 strontium은 3상 연구에서 골절위험 

감소효과를 보였다. 아직까지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는지는 정확히 

모르나 마우스 두개골 세포 배양 연구에 따르면 strontium 이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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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xyapatite crystal에 침착하며 전구세포로부터 파골세포로의 

분화를 억제하며 조골전구세포가 조골세포로 분화되는 것을 

촉진하며, 콜라겐 비롯한 간질 합성을 촉진시킨다. 설사가 가장 

흔한 부작용이나 투여 3개월 후에는 대부분 소실되었고, 고용량 

복용시는 골연화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아직 임상경험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향후 치료 

효과, 부작용 등을 관찰하여야 한다. 현재 새로운 경로로 

antisclerostin, serotonin antagonist, nitric oxide 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근골격계 연구에서 줄기 세포 치료가 

대두되었다. 이것은 뼈 골절, 연골 손상, 인대와 힘줄 부상과 같은 

피해를 입고 난 후 조직 복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기술을 임상에 응용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중간엽 줄기 

세포를 골다공증에 이용하려면 골조직에 선택적으로 작용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물질들을 이용해 줄기세포를 조절 할 수 있다면 새로운 골다공증 

치료제의 지평을 열거라 생각한다. 앞에 언급된 물질 이외에도 

matrix extracellular phosphoglycoprotein (MEPE) fragments, 

activin inhibitiors, cannabinoid agonists 등이 연구되고 있다. 

골다공증 치료약제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며 한 

개인에서도 골격 부위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다.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작용 없이 골밀도를 증가시키며 골절빈도를 

낮추는 만족할 만한 골다공증 약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다양한 방향으로 더 많은 연구가 계속되고 

성공적으로 임상시험을 마쳐서 새로운 치료제가 시판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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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pharmacologic therapy 
of Osteopo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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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eoporosis is the most common bone disease, associated 

with low BMD (bone mineral density) and pathological fractures. 

This chronic disease represents a medical and socioeconomic 

burden for modern societies.  

 

The decrease in BMD is the consequence of an unbalanced 

bone remodeling process, with higher bone resorption than 

bone formation. Bony tissue is consists of osteoblast, osteoclast 

and osteocyte. The systemic hormone and several local 

growing factors control growth, differentiation and activating of 

cells.  A knowledge of bone biology with molecular conc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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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nection between osteoblasts and osteoclasts leads to the 

identification of new therapeutic targets. 

In treatment, drug therapy for osteoporosi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Drugs that inhibit bone resorption, and thus 

reduce bone turnover, and those that stimulate bone formation 

exerting an anabolic effect.  

 

This paper will review the current therapeutics in clinical 

use (including bisphosphonates, anti-RANKL, intermittent low 

dose parathyroid hormone, and strontium ranelate) and some of 

those in development (anti-sclerostin antibodies and cathepsin 

K inhibitors, denosumab, , a key osteoclast cytokine, 

odanacatib, , and antibodies against the proteins sclerostin and 

dickkop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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