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스테로이드 장기치료 신증 환아의 골밀도 및 골지표 분석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치료는 이차적인 골다공증을 유발시키는
심각한 위험인자이다. 또한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는
대표적인 질병인 신증후군 소아에서 골밀도와 골대사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거의 보고된 경우가 없다. 본 연구는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신증후군 소아에서 골밀도와
골지표의 변회를 관찰하여 체계적인 진단 및 치료를 하고자 하였다.
대상은 1990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신증후군으로 진단되었던
소아들 중에서 2개월 이상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환자들 중에서
2003년 9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외래에서 골밀도 측정이 가능하였던
45명으로 하였다.
골밀도는 이중방사선흡수에너지법을 이용하여 제 1번 요추에서 제
4번 요추까지 측정하였다. 그리고 혈청 칼슘, 이온화 칼슘, 인,
알카라인 포스파타제, 부갑상선 호르몬(parathyroid hormone, PTH),
25(OH) 비타민 D3를 측정하였다. 골다공증 (osteoporosis)은 골밀도
z-score -2.5 이하로, 골감소증(osteopenia)은 z-score -2.4부터
-1.0까지로 정의하였다.
총 45명중 6명(13.3%)의 환자에서 골다공증이 있었고, 18명(40.0%)의
환자에서 골감소증이 있었다. 정상군, 골감소군, 골다공증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골다공증이 발생한 그룹에서 현재 평균 연령이
많았고, 치료기간이 길었고, 스테로이드 축적용량이 많았다(P<0.05).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있었던 모든 환자들은 골밀도 정상군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혈청 총 칼슘, 혈청 이온화 칼슘,
혈청 PTH, 혈청 25(OH) 비타민 D3가 낮았다(P<0.05).
따라서 소아 신증후군 환자들 중 장기간 스테로이드로 치료하는
환자들은 골다공증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병행되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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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소아의 신증후군은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고용량으로 사용한다. 스테
로이드의 부작용으로는 쿠싱양상, 성장지연, 골다공증, 백내장 등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소아에서 골밀도 및 골다공증에 대한 연구는 드물
다. 골다공증을 진단하려면 z-score가 -2.5 이하로 감소되어 있어야
하는데 소아에서 지금까지 유용한 z-score가 없었기 때문에 소아의
골다공증은 진단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외국의 보고에는 영아
1-4
뿐 아니라 소아에서도 정상 z-score 수치 가 발표되는 추세여서 소
아의 골다공증은 연령과 성별을 교정한 z-score를 사용하여 진단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의 소아에
서는 정상 자료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소아에서 원발성 골다
공증은 매우 드물지만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는 질환을 가진
소아들에서는 이차적으로 골다공증이 발생하며 여기에는 신증후군 이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성 홍반성 낭창, Celiac 병, 염증성 장질
환, 콜라겐 혈관성 질환, 성선 기능저하증, 무월경, 쿠싱 증후군, 이분
척추, 낭성 섬유종, 스테로이드 의존성 천식, 골형성 부전증, 갑상선
기능항진증,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골수이식 등이 있으며 소아신장 분
야에서는 재발을 반복하는 신증후군, 신이식, 만성신질환 등이 있다5.
소아에서 신증후군은 스테로이드를 고용량(2mg/kg)으로 스테로이드
의존성 신증후군 환자에서 장기 투여하므로 반드시 골밀도 검사가 필
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검사종류와 실시횟수, 실시간격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않다. 그리고 골밀도가 감소되어 있다면 어떤 종류의 약
물이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도 없는 상태이다. 저자는 성장기에 해당
하는 소아들에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기간 동안만 골다공증이 발
생하였다가 스테로이드를 중단하면 이것이 가역적으로 회복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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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부 역시 앞으로도 장기간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나라 소아에서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골다공증의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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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대상

대상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에서 1990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신증후군으로 진단되었던 소아들 중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2개월 이상 받았던 환자들로서, 2003년 9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외래에서 골밀도 검사가 가능하였던 45명으로 하였다.
2. 방법

골밀도 검사는 이중방사선흡수에너지법(Dual X-ray energy
absorptiometry, DXA, Hologic QDR 4500A, Waltham, USA)을
이용하여 1번 요추에서 4번 요추까지 전방에서 후방으로 촬영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혈청 칼슘, 이온화 칼슘, 인, 알카라인 포스파타제,
PTH와 25(OH) 비타민 D3를 측정하였다.
3.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의 정의

골다공증(osteoporosis)은 골밀도 z-score -2.5 이하로 하였고,
골감소증(osteopenia)은 z-score -2.4부터 -1.0까지로 정의하였다.
4. 통계
SPSS 12.0 for windows(SPSS Inc., Chicago, Illinois)로 정상 그룹,
골감소증 그룹, 골다공증 그룹의 세 군으로 나누어 성별, 현재나이,
치료기간, 신증후군 발병나이, 스테로이드 축적용량,
methyl-prednisolone pulse 치료의 유무에 따라 ANOVA test와
cross-table chi-square 테스트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골밀도
z-score의 감소와 스테로이드 용량과의 관계는 스테로이드를 2
mg/kg로 사용한 용량을 개월수로 환산하여 단순선형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골대사와 관련된 칼슘, 이온화 칼슘, 인,
알카라인 포스파타제, PTH, 25(OH) 비타민 D3는 ANOVA test와
cross-table chi-square 테스트를 사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P값이
0.05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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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총 45명의 환자중 남아는 27명, 여아는 18명으로 현재나이 분포는
Fig. 1과 같았으며 4-6세가 62%를 차지하였다.
총 45명의 환자들의 신장질환은 특발성 신증후군이 25명(55.6%), 미
세변화형 신증이 12명(26.7%), 국소분절성 사구체경화증이 5명
(11.1%), 루프스 신염이 2명(4.4%), 면역글로불린 M 신증이 1명
(2.2%) 의 순으로 있었다(Table 1).
총 45명중 6명(13.3%)의 환자에서 골다공증이 있었고, 18명(40.0%)의
환자에서 골감소증이 있었다. 골밀도가 -1보다 높았던 21명의 환자들
의 평균 골밀도 z-score는 -0.8±0.65였고, 현재 평균연령은 6.2세였으
며, 평균 치료기간은 1.5±0.8년이었다. 골감소증이 있었던 18명의 환자
들의 평균 골밀도 z-score는 -1.5±0.36이었고, 현재 평균연령은 11.4세
였으며, 평균 치료기간은 4.7±3.2년이었다. 골다공증이 있었던 6명의
환자에서 평균 골밀도 z-score는 -3.0±052였고, 현재 평균연령은 15.0
세였으며, 평균 치료기간은 8.7±5.5년이었다. 골다공증 환자 1명에서
병적 골절의 병력이 있었다(Table 2).
모든 환자들은 단순 선형 회귀분석 상에서 스테로이드를
2mg/kg/month로 사용한 기간으로 환산하여 기간이 길수록 골밀도의
z-score가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P-value <0.05,
2
R =0.466, R=0.682, Fig. 2).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있었던 모든 환자들은 정상 골밀도 군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혈청 칼슘이 낮았고, 혈청 이온화
칼슘이 낮았고, 혈청 PTH가 낮았고, 25(OH) 비타민 D3가 낮았다
(Table 3).
골다공증 환아 6명의 현재 나이, 스테로이드 축적용량, 골밀도
z-score, 신장, 신장 SDS, 기저질환을 비교하였다(Table 4).
치료는 9명에서 골감소군과 골다공증 환아에서 칼슘과 비타민 D를
사용 중이며 1명에서 알렌드로네이트를 사용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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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Nephrotic Syndrome
Children treated with Long-Term Steroid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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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rrelation between Total Dose of Prednisolone(2mg/kg/day ×
months) and Bone Mineral Density(BMD) z-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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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idney Disease of the Patients
The Number of Patients

(%)

Idiopathic nephrotic syndrome

25

55.6

MCD

12

26.7

FSGS

5

11.1

Lupus nephritis

2

4.4

Ig M nephropathy

1

2.2

MCD: Minimal change disease
FSGS: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Ig M nephropathy: Immunoglobulin M nephr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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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BMD z-score in Children
with Long-term Steroid Treatment in Nephrotic Syndrome
Normal

Osteopenia

Oeteoporosis

(n=18)

(n=6)

11/10

12/6

4/2

0.621

-0.8±0.65

-1.5±0.36

-3.0±0.52

<0.001

Current mean age(yr)

6.2(2-12)

10.1(2-14)

15.0(12-18)

<0.001

Treatment duration(yr)

1.5±0.8

4.7±3.2

8.7±5.5

<0.001

Mean Age of onset

5.6(2-10)

7.2(2-12)

6.0(2-10)

0.347

5.0±3.1

10.5±10.6

19.0±7.0

<0.001

4

8

2

BMD

a

P-value

(n=21)

Male/female
Mean BMD z-score

b

of NS (yr)
Steroid cumulative
dose(g)
M-Pc pulse tx
(No. of patients)

a: Bone mineral density, b: Nephrotic syndrome, c: Methyl-prednisolone
pulse therapy

- 9 -

Table 3. Bone Parameter Comparision according to BMD z-score in
Children with Long-term Steroid Treatment in Nephrotic Syndrome
Normal

Osteopenia

Oeteoporosis

BMD

(n=18)

(n=6)

P-value

(n=21)

Serum calcium(mg/dL)

10.3±0.92

9.7±0.64

9.1±0.53

<0.001

Serum ionized calcium

4.8±0.42

4.7±0.22

4.4±0.42

<0.001

4.0±0.5

4.2±0.6

3.9±0.6

0.45

Serum ALP(mg/dL)

188.6±40.4

197±53.5

192±52.2

0.32

25(OH) vitamin D3

38.2±2.7

28.2±4.4

9.9±6.5

<0.001

44.3±21.0

38.4±12.7

18.0±12.9

<0.001

(mg/dL)
Serum phosphorus(mg/dL)

(ng/mL)
PTH(pg/mL)

ALP: Alkaline phosphatase
PTH: Parathyroid hormone

- 10 -

Table 4. Clinical characteristics of osteoporosis
Sex

Age

Steroid
cum. dose

(yr)

(g)

BMD

Height

patients
Ht SDS

Disease

z-score
(cm)
a

Case 1

M

16yr

30

-2.8

140

-5.3

MCD

Case 2

M

15yr

14

-2.9

142

-3.9

FSGS , DM

Case 3

M

12yr

12

-2.6

146

-0.4

INSd

Case 4

M

18yr

25

-4.0

161

-1.8

MCD

Case 5

F

12yr

18

-2.8

135

-2.0

FSGS

Case 6

F

15yr

15

-3.4

141

-3.4

MCDa

a: Minimal change disease
b: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c: Diabetes mellitus
d: Idiopathic nephrotic syndrome
cum: cumulative
Ht SDS : Height Standard deviatio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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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b

c

IV. 고찰

부신피질 호르몬은 피부질환, 기관지 천식, 신증후군과 기타
자가면역 질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스테로이드로 치료를 받을 경우 골다공증 발생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골의 구성비는 치밀골이 80%, 해면골이
20% 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척추와 같은 특정골에서는 해면골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스테로이드에 의한 골감소는 치밀골보다는
특징적으로 해면골이 감소하고 골수강이 확장되는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는 해면골이 치밀골에 비해 엉성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체액과 접촉하는 골표면이 많아 골대사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사용과 관련된 골밀도의 감소는
6,7
척추 부위에서 가장 현저하게 일어나게 된다 . 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골밀도의 변화는 몇몇 보고자들에 의하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하루 7.5 mg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1년내에 13.9 %까지
8
해면골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하였고 Andinoff와 Hollister 등 은 매일
혹은 격일로 1년 이상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환자의 11%에서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부신피질 호르몬으로 인한 골밀도 저하의 병리기전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첫째, 부신피질 호르몬이 조골세포에 의한 교원질 합성을
감소시키고9, 둘째, 부신피질 호르몬에 의한 칼슘결합 단백의 합성을
10
억제시켜 이로 인한 장관내 칼슘 흡수를 저하시키며 , 셋째, 칼슘의
11
신세뇨관 재흡수로 인하여 뇨중 칼슘 분비를 감소시키며 , 혈중
칼슘치 감소로 인한 이차성 부갑상선 호르몬의 증가로 파골세포의
골흡수 작용이 증가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다12.
또한 신증후군 환아에서는 스테로이드 투여와 관계없이 체외로
비타민 D 결합 단백질이 소실됨으로써 25(OH)-cholecalciferol과
2
1,25(OH) -cholecalciferol이 감소되어 더욱 골밀도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비타민 D 부족증은 소장에서 적절한 칼슘을 흡수하거나 골아세포의
2
활동을 자극하는 1,25(OH) 비타민 D3를 충분히 합성할 수 없는
2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혈중 1,25(OH) 비타민 D3의 농도는
이차성 부갑상선 항진증의 정도에 좌우되기 때문에 1,25(OH)2 비타민
D3의 정상 범위를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비타민 D 부족증을 정의할
때는 임상적으로 혈중 비타민 D의 농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25(OH)
비타민 D3를 사용한다. 소아에서 정상범위는 1세 이후에는 성인과
같아 7.3-53.5 ng/mL로 보고되고 있다. 과거에는 비타민 D 부족증을
25(OH) 비타민 D3가 5 ng/mL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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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25(OH) 비타민 D3의 적정농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바 적어도 칼슘 항상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부갑상선 호르몬이 증가하지 않는 정도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Mawer와 Davis 등13은 25(OH) 비타민 D3의 농도가
5-20 ng/mL인 경우를 비타민 D 부족증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혈중 25(OH)비타민 D3 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9.9±6.5
ng/mL로 감소한 소견이 있었는데, 그 기전에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지만, 이는 골다공증 치료에 비타민 D3를 사용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되리라 생각한다.
최근에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한 소아 신증후군 환자에서
14
골대사에 관한 연구로 Freundlich 등 은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한 환아에서 골생검 상 골연화증(osteomalacia) 내지는 무동적
골병소(adynamic bone lesion)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골다공증 환아와 골감소증 환아에서 혈중 PTH의 농도가 감소하고,
비타민 D3의 농도가 감소하는데는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또다른 골지표로서 골형성 지표로 osteocalcin과
골흡수 지표로 crossed linked N-telopeptide of type I collagen
(NTX)를 사용하였는데, 둘다 나이에 따른 정상치의 변동이 심하여
비연속형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변의 NTX는 성인에서는
민감한 골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나 소아에서는 골격의 재형성이 많이
일어나므로 민감하지 않다고 Kanis 등15은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숫자가 적어서 제외하였다.
최근 성인에서 비타민 D 제제와 함께 많이 사용되어지는
bisphosphonate는 inorganic pyrophosphate 유사체로
pyrophosphate의 P-O-P bond 대신에 P-C-P bond로 대치되어
화학물질 및 효소에 의해 쉽게 가수분해되지 않음으로서 체내에서
오랫동안 작용하며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을 이용하여
골다공증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파골세포의 억제기전은 분명치
않지만 bisphosphonate가 침착된 골을 파골세포가 섭취하게 됨으로써
파골세포의 활동이 억제된다고 생각되어 지고 있다. Adler와
16
Hochberg 등 은 스테로이드를 하루에 7.5 mg이상 3개월 이상 쓰는
모든 환자들에서 척추골절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17
bisphosphonate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Bianchi 등 은
병적골절이 있는 소아나 스테로이드를 6개월 이상 복용하는
소아에서는 alendronate를 20kg 미만에서 5 mg, 20 kg 이상에서 10
mg 복용하는 것이 골손실을 줄인다고 주장하였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합병증에 대한 장기 데이터가 없고 드물게 성장하는 청소년에서
골화석증 (osteopetrosis)의 보고가 있어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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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 김 등 은 소아 신증후군 환아에서 발생한
60명의 골다공증 환아를 대상으로 골밀도를 검사하여 이 중 30명에서
1 alpha -(OH)D3를 30명에서는 pamidronate를 사용하여 치료전과
치료후의 골밀도를 비교하여 의미있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골밀도의 양(g/cm2)를 비교한 것이었고 성과 연령을
교정한 z-score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는 우리나라 신증후군 소아들에서도
골밀도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약 치료방침에
대해서도 골흡수 지표가 증가되어 있는 연장아에 대해서는
bisphosphonate가 고려되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참고하여 칼슘과 활성형의 비타민 D3를 치료약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골다공증이 있었던 환아들 중 대다수가 심한 성장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이들 환자들에 대해서도 따라잡기 성장(catch up
growth)을 할 수 있게 성장호르몬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4
Gulati 등 은 신증후군 환아 100명에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중 22명이 골다공증이 있었다고 하였고, 연장아일수록, 칼슘
복용량이 적을수록, 스테로이드 축적용량이 많을수록 골밀도의
z-score가 낮게 나온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스테로이드
축적용량이 많을수록 골밀도의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신증후군 환자들은 스테로이드 외에도 cyclophosphamide,
cyclosporine A 등의 면역억제제를 쓰는데 대개 스테로이드와
병행하기 때문에 정확히 스테로이드 자체에 의한 골밀도의 손실을
판정하려면 이들 환자들을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나 본 연구에서
cyclophosphamide나 cyclosporine A을 사용하였던 환자들은 모두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한 환자들이었고, cyclosporine A에 의한
요추 골밀도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Cueto 등은 신장이식 환자에서 cyclosporine A를 단독으로 쓴 그룹과
immuran과 prednisone을 같이 사용한 그룹의 골밀도와 골생검을
비교한 결과 두 그룹 모두 사지 골밀도 검사에서는 골밀도 감소
소견이 있었지만, 요추부위에서는 cyclosporine A가 척추를 잘
20
보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
스테로이드의 축적용량과 골다공증의 발생에 대해서는 Tsugeno
등21은 성인에서는 총용량 10 g 이상일 때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다고
하였으며, 현재까지 26-37 g 이상일 때 골감소의 위험이 있다고
22-26
. 본 연구에서도 스테로이드의 축적용량이 많을수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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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의 위험이 의미있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는 소아에서, 특히 청소년기에는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연장아에서 발생한 신증후군 환자에서
골다공증을 더 주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로는 만성 신장염 중
연장아에서는 국소분절성 경화성 사구체 신염의 빈도가 높고,
스테로이드 용량이 더 많기 때문으로 저자는 생각되어진다.
최근에 Gafni 등27은 소아에서 골다공증이 과장되게 진단되는
이유에 대하여 소아의 골밀도 검사를 시행시, 골밀도 검사의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첫째로, 가장 많은 실수는 소아에서
T-score를 사용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실제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골밀도가 낮게 나온다고 하였다. 실제로 12세 소아에서 골밀도를
해석할 때 T-score를 사용하면 -3.4로 매우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z-score를 사용하면 -0.9로 정상범주 안에 들기
때문에 소아에서 골밀도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성별과 그 나이에
맞는 z-score를 사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994년에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의 기준은
T-score -2.5와 -1.0 미만으로 각각 기술되어있으나. 이것은 소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최근에 NIH(National Institutes of
28
Health) 에서는 골다공증을 모든 연령에서 골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골장력의 부족함으로 인한 골격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아에서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의 기준은 z-score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나, 아직까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z-score의 골다공증 기준과
골감소증 기준은 없다. 최근에 International Society for Clinical
29
Dentisitometry 에서는골다공증의 WHO 기준은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만 국한된 것이라 하여, 남성, 폐경기 이전의 여성, 소아에서
골다공증의 정의를 다시 하면서, 20세 이전의 소아는 z-score -2.0
미만은 역연령에 비해 낮은 골밀도(low bone density for chronologic
age)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둘째로, 소아의 골밀도
검사를 시행할 때 실수는 골밀도를 해석할 때 성별과 민족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정상 남아와 여아의 골밀도 정상
참고치는 다른데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골밀도를 해석하면 실제로
30
사춘기의 남아에서는 낮은 골밀도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
31
민족성의 차이는 Bachrach 등 의 보고에 의하면, 건강한 423명의
소아를 네 그룹(아시아인, 흑인, 백인, Hispanic,)으로 나누어 4년간
골밀도 검사를 연속적으로 시행한 결과 흑인에서 흑인이 아닌
민족보다 대퇴 경부, 전체 신체, 전체 신체 골 미네랄 함유량/신장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이 없이 골밀도
정상치를 백인 남아와 여아의 수치를 사용하였으나, 지금까지 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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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민족에 따른 차이는 백인과 동양인에서는 현저하지 않았고,
또한 척추부위의 골밀도는 민족성에 의해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비록 백인의 자료이지만 z-score로 참고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나,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소아의 정상
z-score가 보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셋째로 기술적인
부정확성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소아에서 골밀도를 시행하는데는 정확한 골밀도 검사의
촬영과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고,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는
소아에서는 언제나 이차적인 골다공증이 올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로 골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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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신증후군 소아에서
골밀도와 골지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골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외래에서 2개월 이상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환자에서 골밀도와 골지표를 시행하였다.
총 45명중 6명(13.3%)의 환자에서 골다공증이 있었고, 18명(40.0%)의
환자에서 골감소증이 있었다.
모든 환자를 정상군, 골감소군, 골다공증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골다공증이 발생한 그룹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현재 평균
연령이 높았고, 치료기간이 길었고, 스테로이드 축적용량이 많았다. 모
든 환자들은 스테로이드 치료기간을 스테로이드를 최대용량으로 사용
한 기간으로 환산하여(2mg/kg/day × months) 그 기간이 길수록
골밀도의 z-score가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있었던 모든 환자들은 골다공증이 없었던
환자들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혈청 칼슘이 낮았고, 혈청
이온화 칼슘이 낮았고, 혈청 PTH가 낮았고, 25(OH) 비타민 D3가
낮았다.
치료는 9명에서 골감소군과 골다공증 환아에서 칼슘과 비타민 D를
사용 중이며 1명에서 알렌드로네이트를 사용 중에 있다.
따라서 소아 신증후군 환자들 중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반드시 정기적인 골밀도를 통하여 골다공증의 유무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병행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모든
신증후군 환아에서 기초자료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여 주기적으로
검사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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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ne mineral density and bone metabolism in children with
nephrotic syndrome receiving long-term steroid therapy

Jee Min Park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ae Seung Lee)

Few studies on bone mineral density(BMD) and bone
metabolism in nephrotic syndrome children have been reported.
Long-term steroid therapy is a serious risk factor for secondary
osteoporosis. This study aimed at evaluating bone mineral
density and bone markers in children with nephrotic syndrome
receiving long-term steroid therapy.
We performed BMD in 45 children with nephrotic

syndrome

treated with steroid more than 2 months.
Bone mineral density was measured by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 scan on lumbar spine L1-L4. Evaluation
of calcium, ionized calcium, phosphorus, alkaline phosphatase
(ALP), parathyroid hormone(PTH), and 25(OH) vitamin D3 level
were performed. Osteoporosis was defined as a BMD z-score of
2.5 SDS (Standard deviation score) below normal. Osteopenia
was defined as a BMD z-score from -2.4 SDS to -1.0 SDS
below normal.
Six out of 45 patients (13.3%) had osteoporosis. Eighteen out of
45 patients(40.0%) had osteopenia. We divided patients into
three group(normal BMD, osteopenia, osteoporosis). In patients
- 22 -

with osteoporisis, had high current mean age, long-term
treatment period, and more steroid cumulative dose. The dose of
prednisone during steroid treatment also correlated with the
decrease of BMD z-score.
All osteoporotic or osteopenic patients had low calcium, low
ionized calcium, low PTH, and low 25(OH) vitamin D3 level
comparing with normal BMD patients (P<0.05). Children with
nephrotic syndrome are risk for osteoporosis, especially in
long-term steroid use. These children should undergo regular
BMD and appropriate therapy.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Nephrotic syndrome, Steroid Therapy,
osteoporosis, osteop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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