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세계보건기구는 골다공증을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

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서 결과적으

로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으로 정의

하였고[1],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이를 축약하여 골강도의 

약화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골격계 질환으로 정의하

였다. 여기서 골강도(bone strength)는 골량(bone quantity)

과 골질(bone quality)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

다[2]. 골량은 주로 골밀도로 표현되고, 골질은 구조, 골교체

율, 무기질화, 미세손상 축적 등으로 구성되며, 현재는 골밀

도를 측정해 골다공증을 진단하고 있다. 골다공증은 결국 골

절로 이어지게 되며,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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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Osteoporosis is a skeletal disorder characterized by compromised bone strength resulting in a 
predisposition to fracture. Osteoporosis-related fractures can lead to pain, disability, and increased healthcare 
costs. We aimed to explore the guidelines and criteria for selecting medications for osteoporosis.
Current Concepts: Osteoporosis medications can be classified mainly as antiresorptive drugs and osteogenesis 
promoters. The former includes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s, bisphosphonates, and receptor activators 
of nuclear factor kappa-B ligand inhibitors, e.g., denosumab. The latter includes human parathyroid hormone, 
e.g., teriparatide, and the dual-action agent, romosozumab.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s (raloxifene 
or bazedoxifene) can be considered suitable for younger postmenopausal women with low spine bone mineral 
density. It also can be used for patients with low glomerular filtration rates due to low excretion in urine and 
patients who need dental care. Bisphosphonate has a residual effect on bone; therefore, osteonecrosis of the jaw 
and atypical fractures should be considered as side effects for its long-term use. Presently, denosumab is the most 
potent antiresorptive agent, but its favorable skeletal effects can be reversed quickly after its cessation. Therefore, 
subsequent antiresorptive treatment is mandatory. Romosozumab is a dual-action agent that simultaneously 
stimulates bone formation and inhibits bone resorption. It also needs a subsequent antiresorptive treatment. 
Discussion and Conclusion: Tailored treatment is needed in a patient with osteoporosis. Even in the case of the 
same bone density, the risk of fracture and the fracture sites differ depending on age. After setting an achievable 
goal of bone density within a suitable period, the appropriate medication should b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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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야기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

를 초래하게 된다. 2008-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

면 50세 이상 성인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여성에서 4배 이상 

보고되었고(남성 7.5%, 여성 37.3%), 50대에서 15.4%인 유

병률이 60대에서 36.6%, 70세 이상에서는 68.5% 로 급격하

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이는 고령화 사회가 진

행되면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따라서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더욱더 적극

적인 골다공증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골다공증 약제는 크게 골흡수억제제와 골형성촉진제와 이

중효과를 가지는 약제로 나누어진다. 현재 사용되고 가능한 

골흡수억제제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 SERM)와 비스포스포네이트

(bisphosphonate), 데노수맙(denosumab)이 있으며, 골형성

촉진제로는 부갑상샘 호르몬(parathyroid hormone, PTH), 

이중효과를 가진 로모소주맙(romosozumab)이 있어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골다공증 치료 약제의 종류

1.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SERM)

SERM는 호르몬은 아니지만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하여 

일부 조직에는 에스트로겐 작용제로, 일부에는 에스트로겐 

길항제로 작용하는 약제이다. 현재 사용 가능한 약제는 랄록

시펜(raloxifene)과 바제독시펜(bazedoxifene)이 있으며, 폐

경 후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에 승인되어 있다. 랄록시펜

은 2세대 SERM 제제로 60 mg/day 경구로 복용하며, 3년

간 사용했을 때 위약군 대비 척추 골밀도를 2.6%, 대퇴골 골

밀도를 2.1%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구기간 동안 

새로운 척추 골절은 50%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나, 비척추 골

절에 대해서는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못했다[4]. 다만 8년간 

연장하여 시행되었던 Continuing Outcomes Relevant to 

Evista 연구에서, 기저에 grade 3 이상의 척추 골절이 있었

던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비척추 골절을 36% 감소시키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5]. 3세대 SERM인 바제독시펜은 20 mg/

day 용량으로 경구 복용하며, 3년간 사용했을 때 위약군 대

비 척추 골밀도를 2.3%, 대퇴 골밀도를 1.1% 증가시키는 것

으로 보고하였으며, 새로운 척추 골절 발생을 42% 감소하

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비척추 골절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

었다[6]. 

SERM 제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leg pain, pitting 

edema 등이 있으나 사용 후 수개월 내 대부분 좋아지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7].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는 증가하지 않

았으나, 치명적인 뇌졸중과 정맥혈전증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8], 다만 아시아인에서는 대해서는 정맥혈전

증에 대한 보고가 없었고[9], 최근 발표된 한국인 연구에서

도 정맥혈전증에 대한 위험은 비스포스포네이트군과 차이가 

없어[10], 실제 사용에 고려할 수 있겠다. 또한 신장으로 배

설이 1-6%로 보고되고 있어 신기능 저하의 환자에서도 사

용 가능하며[11], 랄록시펜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침윤성 유

방암의 발병을 66%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여, 

유방암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서 우선 선택할 수 있겠다[12].

2. 비스포스포네이트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골흡수억제제로, 골흡수 과정에서 파골세포에 들

어가 파골세포의 동원, 분화 및 작용을 억제하며, 뼈에 약 

10년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경구 제제로 알렌드로네

이트(alendronate), 리세드로네이트(risedronate), 이반드로

네이트(ibandronate), 주사제로는 이반드로네이트와 졸레드

로네이트(zoledronate)가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승인되었다. 

모든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폐경 후 골다공증의 치료에는 

적응증이 있으나, 폐경 후 골다공증의 예방에는 알렌드로네

이트, 리세드로네이트, 경구 이반드로네이트, 졸레드로네이

트를 사용할 수 있다(Table 1) [13]. 당질부신피질호르몬 유

발 골다공증(glucocorticoid induced osteoporosis, GIOP)의 

경우 치료로는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졸레드로

네이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GIOP의 예방을 리세드로네이

트와 졸레드로네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Table 1) [13]. 특히 

GIOP의 치료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사용할 경우 50세 이상

의 남성과 폐경 후 여성의 경우 T score -1.5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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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 전 여성과 50세 미만의 남성에서는 Z score -3.0을 기

준으로 보험으로 처방을 할 수 있어 치료 대상이 확대되었

다. 남성 골다공증의 경우 알렌드로네이트 모든 제형과 리세

드로네이트, 졸레드로네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경구투여 시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되

나 흡수율은 1-5% 정도로 매우 낮고 특히 강력한 약제에

서 더욱 낮다. 혈중 비스포스포네이트의 30-70%가 뼈에 흡

수되고 나머지는 신장을 통해 빠르게 배설된다[14]. 비스포

스포네이트는 콩팥 기능이 감소되어 있을 때 사용이 제한되

며, 알렌드로네이트와 졸레드로네이트는 추정사구체여과율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35 mL/min, 리

세드로네이트와 이반드로네이트는 ＞30 mL/min일 경우 사

용 가능하다[15]. 모든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흡수율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 1시간 전에 약제를 

복용하고, 200 mL 가량의 많은 물을 먹고 눕지 않아야 한

다. 삼킴곤란, 구역 등 위장장애와 식도염, 위궤양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식도점막의 자극과 미란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

로 식도염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주의를 요한다. 두통, 근

육통 등 독감 유사 증상과 저칼슘혈증, 신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부작용은 경구용보다 주사용 비스포스포네

이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스포스포네이트의 경우 보험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

는 경우는, (1)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중심골의 골밀

도 측정 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2) 정량적 전산

화 단층 골밀도검사 상 80 mg/cm3 이하인 경우, (3) 1,2 이

외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3.0), (4) 방사선 촬영(단순 X-ray는 인정하지 않음) 등

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이며, (1), (2)의 경우 1

년 이내 보험 인정, (3)의 경우 6개월간 보험 인정되며, (4)

의 경우 3년 이내로 약제를 보험으로 사용 가능하다. 약제는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

밀도검사 80 mg/cm3 이하)로 약제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

우는 급여가 가능하나 졸레드로네이트의 경우 6회까지 보험

이 인정된다. 

당질부신피질호르몬 투여 환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하여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을 총 450 mg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당질부신피질호르몬 약제 용량)을 

Table 1. Drugs approved for various kinds of osteoporosis

Drug Usage/dosage Postmenopausal osteoporosis GIOP Male osteoporosis

Prevention Treatment Prevention Treatment

Alendronate 5 mg/day • • • •

10 mg/day • • •

70 mg/wk • •

5 mg+calcitriol 0.5 μg/day • • •

70 mg+cholecalciferol 2,800 IU/wk • •

70 mg+cholecalciferol 5,600 IU/wk • •

Risedronate 5 mg/day • • • •

35 mg/wk • • •

Two 75 mg consecutively/mo • •

150 mg/mo • •

35 mg+cholecalciferol 5,600 IU/wk • • •

150 mg+cholecalciferol 30,000 IU/mo • •

Ibandronate IV 150 mg/mo • •

150 mg+cholecalciferol 24,000 IU/mo •

3 mg/3 mo •

Zoledronate IV 5 mg/1 yr • • • • •

Reproduced from Kore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 Physician’s guide for diagnosis and treatment of osteoporosis 2020. Seoul: Kore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 2020,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13].
GIOP, glucocorticoid induced osteoporosis; IV, intravenous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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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 받은 환자로서, (1) 폐경 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 

T-score ＜-1.5, (2) 폐경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 

Z-score ＜-3.0을 인정하며,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을 DEXA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

우,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졸레드로네이트를 보

험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스포스포네이트의 경우 장기부작용으로는 비정형 골절

과 악골 괴사가 있으며, 각각 빈도는 76-310 case/100,000 

person year [16,17], 1 case 미만/100,000 person year

로 보고되었으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21-40 case/100,000 person year로 보고하였다[18,19]. 일

반적으로 장기간 사용할수록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고되

어, 골대사학회 권고안에서는 경구 제제의 경우 5년, 주사 

제재의 경우 3년간 사용 후 골절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여 약

제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Figure 1) [20]. 

2021년 골대사학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에 따르면, 4년 이상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한 경우, 혹은 4년 미만으로 복용

한 경우라도 당뇨나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치료와 같은 위험

요소가 동반된 경우 라면, 발치나 임플란트와 같은 치과 시

술 전 2-4개월 약제를 중단하고, 시술 부위의 상처가 완전

히 아문 뒤 약제의 재투약을 권고한다. 비스포스포네이트를 

4년 미만으로 복용하고, 위험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약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으나[21], 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겠다. 

3. 데노수맙

데노수맙은 파골세포의 생성, 분

화 및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 B ligand (RANKL)에 대한 단

일클론 항체로, RANKL이 수용체인 

RANK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파골세포의 분화, 활성, 생존을 억제하

고 골흡수율을 감소시켜 강력한 골흡수 

억제 작용을 보인다[22]. 주로 세망내피

계(reticuloendothelial system)에 의해 

제거되며, 신장을 통해 배설되지 않으므로 신기능 저하 환자

에서 용량 조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22].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는 데노수맙은 60 mg 제형이고, 

120 mg 제형은 뼈 전이와 고칼슘혈증 등에 사용된다. 데노

수맙은 폐경 후 골다공증, 남성 골다공증, 스테로이드 유발

성 골다공증에 적응증을 받았으나, GIOP에서는 아직 보험

은 되지 않는다.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을 대상으로 3년간 관찰한 FREE-

DOM (Fracture Reduction Evaluation of Denosumab in 

Osteoporosis Every 6 Months) 연구에서 데노수맙 척추 

골밀도를 9.2%, 대퇴 골밀도를 6% 증가시켰고, 척추 골절 

69%, 비척추 골절 20%, 대퇴 골절을 40% 의미 있게 감소

시켰다[23]. 데노수맙의 골절 감소 효과는 연령, 체질량지

수, 신기능 상태, 기존 골절 유무, 골다공증 치료제 사용력 

등에 관계 없이 관찰되었다. 연구를 연장하여 10년간 약제

를 유지했을 때, 척추 골밀도를 21.7%, 대퇴 골밀도를 9.2%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24]. 비스포스포네이트와는 달

리 잔류 효과(residual effect)가 없기 때문에, 약제를 중단하

면 즉각적으로 그 효과가 사라진다. 7년간 데노수맙을 사용 

후 약제를 중단했을 때, 증가했던 골밀도가 1년 내에 척추는 

6.7%, 고관절은 6.6 %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25], 사

후분석(post hoc analysis)에서 특히 다발성 척추 골절의 위

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26], 반동 골절(rebound 

Patients with high riska)

Continue therapy and annual BMD 
measurement.

Alternative therapy may be offered.

If new fracture occurs,
BMD decrease, or

T-score reaches ≤-2.5, restart therapy.

Annual BMD measurement

Consider drug holiday

Patients without high risk

High riska)

1.  T-score at any site still ≤-2.5 after   
bisphosphonate therapy

2.  Previous fracture of the hip or spine
3.  Secondary osteoporosis from   

chronic diseases or medication

Patients
with oral bisphophonate for 5 years 

or
with IV zoldedronic acid for 3 years

Figure 1. Proposed algorithm for the selection of candidates for drug holidays and principles of monitoring. 
IV, intravennous; BMD, bone mineral density. Reproduced from Lee SH, et al. J Bone Metab 2015;22:167-174,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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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ure)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따라서 2021 유럽골대

사학회(European Calcified Tissue Society)에서는 골절의 

위험성이 적은 젊은 환자에 있어서는 데노수맙을 시작하지 

않기를 권고하였고, 골절의 위험성이 높으면서 2.5년 이내

로 단기간 데노수맙을 사용한 경우, 약제 중단 후에는 알렌

드로네이트 1-2년, 혹은 졸레드로네이트로 1-2년 약제 사

용을 권고하고 있다. 데노수맙을 2.5년 이상 장기간 사용한 

경우 10년간 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약제 중단을 고

려하는 경우 마지막 데노수맙 주사 6개월 뒤 졸레드로네이

트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골표지자(bone turnover 

marker)를 측정하여 충분히 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

이후 두 번째 졸레드로네이트 주사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27], 우리나라 보험 실정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상태

이다. 보험실정에는 맞지 않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 데노

수맙을 중단하는 환자에서는 반드시 비스포스포네이트로 변

경하여 1-2년간 투약한 후 중단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4. 부갑상샘 호르몬(PTH)

PTH는 최초의 골형성촉진제로 골흡수억제제보다 우월한 

골량 증가 효과를 보이며, 특히 척추의 골량을 증가시킨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PTH 제제는 아미노말단의 34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PTH (1-34)인 테리파라타이드와 주 1

회 주사제 테리본이다. 세포 수준에서 PTH는 조골전구세포

의 분화를 촉진하고 자멸사를 억제하며 골표면세포의 재활

성화를 증가시켜 조골세포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8]. 테리파라타이드는 주로 골재형성을 증가시켜 

낡은 뼈를 제거하고 흡수된 부위를 새로운 뼈로 채워 넣으므

로 결과적으로 골재 형성 공간 내의 골형성을 자극하면서 주

변의 비활성화 부위의 골모델링을 자극하고, 골피질 골성장

(periosteal apposition)을 증가시킨다[29]. 테리파라타이드

의 효과가 가장 큰 부위는 소주골과 내피질골(endocortical 

bone)이다.

폐경 후 골다공증 척추 골절이 있는 폐경 여성을 대상으

로 한 Fracture Prevention Trial에서 매일 테리파라타이드 

20 μg를 평균 19개월간 투여했을 때 위약군에 비해 척추 

골절을 65%, 비척추 골절의 위험은 53% 감소시켰으며, 이

러한 효과는 주사를 사용한 후 9-12개월 후부터 나타났다

[30]. 약제를 중단 후 1년째 골밀도를 측정했을 때 여성에

는 척추 골밀도가 7.1% 감소하였으나, 남성에서는 4.1% 감

소하였고, 대퇴 경부와 대퇴골 골밀도 또한 여성에서는 각각 

3.8%, 3.1% 감소함에 비해 남성에는 유지되었다[31]. 따라

서 테리파라타이드를 사용한 이후에는 골흡수억제제를 사용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32]. GIOP 환자를 대상으로 18개월

간 테리파라타이드와 알렌드로네이트의 효과를 비교한 연

구에서 척추 골밀도는 각각 7.2% 대 3.4% 증가하였고, 이

러한 차이는 치료 시작 6개월부터 의미 있게 나타났다. 새로

운 척추 골절의 빈도는 테리파라타이드군에서 낮았으나, 비

척추 골절은 차이가 없었다[33]. 테리파라타이드의 경우 폐

경 후 골다공증, 남성 골다공증, GIOP의 치료에 허가를 받

았고, 평생 2년간 사용 가능하나, 테리본은 폐경 후 여성에

서만 사용 가능하며, 72주간 사용 가능하고 교차투여는 급여

인정은 되지 않는다. 

보험 기준은 기존 골흡수억제제(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

로네이트, etidronate 등)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로 

규정하며, 여기서 효과가 없다는 경우는 경우란 1년 이상 충

분한 골흡수억제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골절이 발생

한 경우를 의미한다. 만족해야 하는 조건은 (1) 65세 이상, 

(2) 중심골(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DEXA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3) 골다공

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과거에 발생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으로, 세 가

지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투여기간은 테리

파라타이의 경우 평생 최대 24개월이내, 테리본의 경우 평생 

72주 이내이며, 서로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5. 로모소주맙

Sclerostin은 조골세포의 골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Wnt 신

호체계를 억제한다. 로모소주맙은 sclerostin에 대한 단일클

론 항체로 골형성을 촉진하고 일시적으로 골흡수를 억제하

는 이중작용의 특성을 지닌 약제이다. 

1년간 로모소주맙을 사용하고 2년간 알렌드로네이트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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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그룹과 3년간 알렌드로네이트를 사용하여 효과를 비교

한 Active-Controlled Fracture Study in Postmenopausal 

Women with Osteoporosis at High Risk 연구에서는 로모

소주맙을 1년 사용했을 때 척추 골밀도를 13.7%, 대퇴 골밀

도를 6.2%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알렌드로네이트

로 변경했을 때 골밀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약제 사

용 1년째부터 척추 골절을 37% 감소시켰으며, 2년째부터

는 척추, 비척추, 대퇴 골절의 위험성을 알렌드로테이트에 

비해 각각 48%, 19%, 38%로 의미 있게 감소시켰다[34]. 1

년간 로모소주맙을 사용한 이후 데노수맙으로 변경하여 진

행했던 FRActure study in postmenopausal woMen with 

ostEoporosis 연구에서는 로모소주맙에서 데노수맙으로 변

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골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

였으며[35], 첫 1년째부터 1년째 척추 골절 73%를 감소시켰

으며, 3년째 척추 골절 66%, 비척추 고절을 21%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6]. 이전에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적어도 

3년 이상 복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테리파라타이드와 로모소

주맙의 효과를 비교한 STRUCTURE 연구에서, 로모소주맙

이 테리파라타이드보다 척추와 대퇴골 모두에서 더 높은 골

밀도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테리파라타이드를 사용했을 때 

대퇴골의 골밀도는 감소하였다[37]. 210 mg (105 mg 두 개

로 구성)을 1개월에 1회, 다른 부위로 피하 주사하며, 일생

에서 1개월 간격으로 12회 주사한다. 보험기준은 테리파라

타이드와 동일하며, 약제 투여 종료 후 골밀도검사를 실시하

여 기저치 대비 동일 또는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골흡수억제

제로 전환 투여한다. 골흡수억제제(알렌드로네이트 경구제 

또는 데노수맙 주사제)로 전환 투여는 동 약제 투여 종료 후 

마지막 투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여를 시작하고,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한다. Active-Controlled Fracture Study 

in Postmenopausal Women with Osteoporosis at High 

Risk 연구에서 알렌드로네이트군보다 심혈관 위험성이 높

게 보고되었으나[33]. 이후 진행되었던 FRActure study in 

postmenopausal woMen with ostEoporosis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어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

았으나, 허가사항 중 사용 상 주의사항(지난 1년 이내에 심

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있었던 환자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

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론

골다공증의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상황에 맞춘 치료의 개별화이다. 특히 연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같은 골밀도의 경우에도 나이에 따라 골

절의 부위와 위험성이 달라진다. 비교적 골절의 위험성이 높

지 않은 60세 미만의 젊은 폐경기 여성에서 특히 척추부위의 

골밀도가 낮아져 있다면 SERM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골절

이 있고 골밀도가 아주 낮아져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과 같

은 고위험군에서는 데노수맙이나 골형성촉진제와 같은 강력

한 약제를 먼저 고려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보험기준에 

맞추어 약제를 선택하거나 지속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적

절한 기간(2-3년) 내에 획득 가능한 골밀도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춘 약물치료를 선택(예: 골형성촉진제 사용 후 골흡

수억제제 사용 등)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대퇴 골밀도 T 

score가 -2.0 이상이 될 때까지는 골밀도가 높아질수록 골

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므로 약제 유지를 권고하

고 있다[13]. 이러한 노력과 연구들을 통해 앞으로 환자들에

게 골절 예방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찾아보기말: 골다공증; 골다공증 골절; 약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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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세계보건기구는 골다공증을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서 결과적으로 뼈가 약

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골다

공증에 의한 골절이 발생하면 일상생활의 제약을 초래해 삶의 질

을 떨어뜨리고 합병증을 동반해 사망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골절

이 발생하기 전에 골다공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은 임상에 적

용이 가능한 골다공증 치료제를 골흡수억제제, 골형성촉진제 및 

이중 효과 약제로 구분하여, 각각의 작용기전, 치료 효과, 부작용 

및 주의점에 대해서 최근 문헌을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

고 있다. 또한 최신 보험 기준까지 잘 정리하여 기술하고 있어, 초

고령화 시대에 보건의료학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골다공

증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현장에 실질적이고 유용한 가이드라인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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