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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글루코코티코이드는 염증을 빠른 시간 안에 잘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면역억제

제이다[1]. 글루코코티코이드는 자가면역질환 뿐만 아니라 폐질환, 혈액질환, 장기이

식 등 많은 염증질환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2]. 하지만 이러한 임상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글루코코티코이드의 사용은 여러 부작용이 있으며,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3]. 그중 글루코코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과 그에 따른 골절은 중요한 부작용 중 하

나이며, 골다공증의 가장 흔한 이차 원인이다[4]. 글루코코티토이드에 의한 진통 효과 

때문에 골절이 생겨도 많은 경우에서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방에 중

점을 두고 관리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글루코코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의 최신 지견

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역학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 장기간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사용하는 비율은 1.2% 정도이다

[5]. 그리고 이러한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30일이상 장기적

으로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처방 받은 환자는 2002년 0.16%에서 2015년 0.54%로 증

가하였다[6]. 글루코코티코이드 사용 자체가 골절의 독립적인 요인으로 장기간 글루

코코티코이드 치료를 받는 환자의 30–50%에서 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루코코티코이드의 사용 하루 용량 및 누적 용량이 많을수록 골절의 위험이 높아진

다. 글루코코티코이드 치료를 중단하면 골절 위험은 감소하지만 치료 이전으로의 복

귀는 알 수 없다. 경구 글루코코티코이드 하루 15 mg 이상 또는 누적 용량 1 g 이하를 

투여 받은 환자는 골절 위험이 다소 증가했지만 고관절 골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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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cocorticoids are effective for many inflammatory diseases, but long-term us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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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re is a moderate or higher fracture risk due to glucocorticoid-induced oste-
opo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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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글루코코티코이드 하루 30 mg 이상 또는 누적 5 g 이상

에서는 고관절과 척추 모두에서 골절의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병리기전

글루코코티코이드는 먼저 파골세포 생성을 증가시킨다. 골흡수

를 일으키기 위해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B  

ligand(RANKL)과 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의 발현이 

증가하고 osteoprotegerin은 감소한다[7]. 그 다음으로 골모세포를 

감소시킨다. 글루코코티코이드는 세포질을 통과하여 글루코코티

코이드 수용체에 결합한다. 이렇게 형성된 복합체는 세포핵 안으로 

들어가서 특정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한다. Casapase-3 경로의 활

성화는 골모세포의 분화 및 생존의 주요 조절자인 dickkopf-1과 

sclerostin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Wnt 신호전달계가 억제되

어 골모세포의 생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글루코코티코이드는 per-
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의 발현을 증가시켜 

전구세포가 골모세포보다 지방세포로 더 분화하게 유도하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골모세포의 분화 및 형성을 감소시킨다.

검사

골밀도 검사

이중에너지 방사선 측정법은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정량적 영상 

검사이다. 주로 요추, 고관절, 팔뚝 원위부를 측정한다. 글루코코티

코이드 유발 골다공증에서 골밀도의 초기 변화는 소주골이 풍부한 

요추에서 흔히 발견된다. 글루코코티코이드 투여 후 첫 3–6개월 

사이에 급속한 골량의 감소가 일어나며, 초기 투여 일년 동안 골량

의 감소는 약 6–12%에 이른다[7]. 또한 글루코코티코이드 사용을 

지속하는 경우 일년마다 골량의 감소가 약 3% 정도 추가적으로 발

생한다.

골대사지표

혈청 오스테오칼신 수치는 골 형성의 다른 지표들과 유사하게 

글루코코티코이드 치료 후 몇 시간 이내에 감소한다. 장기간 글루

코코티코이드를 사용하면 혈청 오스테오칼신 수치가 치료 전 수치 

대비 30%까지 낮아진다.

골절 위험도 평가

골다공증 치료제의 사용 결정은 환자의 절대 골절 위험도에 근

거한다. FRAX(Fracture Risk Assessment Tool, https://www.shef.
ac.uk/FRAX/tool.jsp)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골절 위험도 평

가 도구이다[1]. FRAX는 골밀도 검사 유무에 관계없이 여러 임상 

위험 요소를 사용하여 10년 골절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글루코코

티코이드 사용은 FRAX에 임상적인 골절위험인자이다.

2018년 발표된 대한류마티스학회와 대한골대사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인 글루코코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 진료지침에 의하

면 글루코코티코이드 사용 시작 6개월 내에 골절위험도를 평가하

여, 위험도를 고려해서 약제를 선택하도록 권고한다[8]. 40세 이상

의 글루코코티코이드 치료중인 환자들은 글루코코티코이드 용량 

보정 값 FRAX 10년 내 주요 골다공증 골절 위험도 < 10%와 대퇴

골 골절 위험도 ≤ 1% 경우를 낮은 위험도, 주요 골다공증 골절 위

험도 10–19%와 대퇴골 골절 위험도 1% 초과, 3% 미만 사이를 중

등도 위험도, 주요 골다공증 골절 위험도 ≥ 20%이고 대퇴골 골절 

위험도 ≥ 3% 경우를 높은 위험도로 분류하였다. 이전 골다공증성 

골절력이 있거나, 50세 이상의 남성과 폐경 후 여성도 대퇴골 또는 

척추 골밀도 T 값 ≤ –2.5인 경우는 높은 위험도에 포함된다. 또한 

40세 미만의 경우 글루코코티코이드 치료 외 다른 위험인자가 없

는 경우에는 낮은 위험도, 대퇴골 또는 척추 골밀도 Z 값 < –3.0 또
는 빠른 골소실(1년 동안 대퇴골 또는 척추에서 10%이상) 그리고 

7.5 mg/일 이상의 글루코코티코이드 치료를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등도 위험도, 이전 골다공증성 골절력이 있는 경

우에는 높은 위험도로 분류하였다. 또한 글루코코티코이드를 계속 

복용하는 환자는 매년 골절 위험도를 재평가하도록 권고하였다.

치료

비약물적 치료

글루코코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은 가역적이므로 가능한 적은 

용량의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짧은 기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글

루코코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과 골절의 위

험의 감소와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사

용할 때는 운동, 식이 조절, 금연, 금주 등의 비약물적 치료도 병행

해야 한다. 하루 2.5 mg 이상의 프레드니솔론을 3개월 이상 복용중

인 성인이라면 칼슘과 비타민D 복용이 필요하다. 매일 칼슘 

1,000–1,200 mg과 비타민D (하루 800 IU, 혈중 비타민D 농도 20 
ng/mL 이상 유지)를 병용하는 것이 좋다[8].

약물치료

한국인 글루코코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 진료지침에 의하면 40
세 이상의 성인에서 중등도 이상의 골절위험이 있을 경우, 비스포

스포네이트, 테리파라티드, 데노수맙 사용을 권한다. 경구 비스포

스포네이트 사용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나 불가능한 경우 주사 비스

포스포네이트를 사용한다. 글루코코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 치료

에 있어서 선택적 에스트로겐수용체 조절제의 골절 예방 효과는 근

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폐경 후 여성에서 중등도 이상의 

골절 위험이 있고 기존 치료가 어려운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다[9].

1) 비스포스포네이트

비스포스포네이트는 hydroxyapatite에 결합하여 파골세포를 억

제하는 효과가 있다[1]. 비스포스포네이트가 글루코코티코이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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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골다공증에서 보호 효과를 발휘하는 기전은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글루코코티코이드 치료 시작 직후에 빠른 골 흡수 과정을 

보이는데, 이 과정을 억제하면 비스포스포네이트 시작 후 나타나는 

골밀도를 조기에 호전시킬 수 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글루코코

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의 발병기전에 중요한 인자인 골세포의 세

포자멸사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알렌드로네이트, 리

세드로네이트, 졸레드론산 모두 글루코코티코이드를 복용하는 환

자에게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비스포스포네이트이다.

2) 부갑상샘호르몬

부갑상샘호르몬은 칼슘 대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골모세포 생성과 활성을 촉진한다[4]. 테리파라티드는 폐경기 여성

의 골다공증 치료에 효과적인 1–34 재조합 사람 부갑상샘호르몬이

다[10]. 골모세포 형성의 감소와 골모세포 세포자멸사의 증가가 글

루코코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의 발병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점을 감안할 때, 테리파라티드는 생리학적으로 글루코코티코이

드 유발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에 이상적인 약제가 될 수 있다. 

다만 단점으로 약제가 고가인 점, 급여기준이 까다로운 점, 매주 또

는 매일 주사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 등이 있다.

3) 데노수맙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ĸB는 파골세포의 활성화, 

분화, 수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데노수맙은 RANKL에 대한 사

람 단일클론항체이다[11].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사용하면 RANKL
을 과발현시키고 RANKL의 내인성 억제제인 osteoprotegerin을 억

제한다. 병리기전을 고려하면 데노수맙은 글루코코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

4) 한국의 보험급여기준

골다공증 치료약제의 일반적인 보험급여 기준은 골밀도 측정시 

T 값이 –2.5 이하이거나, 방사선 촬영 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

되는 경우이다. 글루코코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의 급여 기준은 6
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하여 프레드니솔론 450 mg 또는 이

에 상응하는 글루코코티코이드 용량 이상 누적하여 투여하는 경우

이다. 폐경기 여성 및 만 50세 이상의 남성은 중심골 골밀도 T 값

이 –1.5 미만, 폐경기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은 중심골 골밀

도 T 값이 –3.0 미만에서 알렌드로네이트와 리세드로네이트 처방

이 가능하다[12].

Conclusion

글루코코티코이드는 효과적인 항염증제이지만 의사와 환자 모

두 글루코코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이해해야 한다. 여

러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다고는 하나 글루코코티코이드 유발 골다

공증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글루코코티코

이드는 가능한 한 짧게 사용하고 적은 용량을 사용해야 하며, 지속

적으로 사용할 때는 골절 위험을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글루코코티

코이드 유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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