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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약물 관련 악골 괴사증 치료에서 teriparatide 적용에 따른 치료기

간과 골 표지자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약물 관련 악골 괴사증(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s, 

MRONJ) 치료방법에 대한 연구는 구강악안면외과의에게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며, 보존적 치료로 자연 치유를 도모하거나 외과적 술식을 통하여 

괴사된 골의 제거가 필요하다. 부가적인 치료방법 중 하나로 재조합 

parathyroid hormone 인 teriparatide(TPTD)약물 치료가 MRONJ 치료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TPTD 적용 유무에 따른 치료효과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골의 생성과 흡수에 관여하는 인자들인 골 

표지자(bone turnover marker) 검사로 골 대사의 활성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MRONJ 발병과 치료에 대한 예후를 평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MRONJ로 진단되어 치료 후 완치된 환자 총 76명 중  

1)보존적 치료만으로 완치되었으며, TPTD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 

(Conservative : Non-TPTD) (n=8)  

2)보존적 치료만으로 완치되었으며 TPTD치료를 한 그룹 

(Conservative : TPTD) (n=8)  

3)외과적 술식을 진행하였으며 TPTD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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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ical : Non-TPTD) (n=33)  

4)외과적 술식을 진행하였으며 TPTD치료를 시행한 그룹 

(Surgical : TPTD) (n=27) 

으로 나누었으며, 각 그룹에서의 MRONJ관련 환자의 특성, 치료기간, 외과적 

술식 횟수, 골 표지자 검사의 변화양상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1. 하악 보다 상악에서 외과적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으로 회복 되는 비율

이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6).  

 

2. 보존적 치료만 진행한 그룹과 외과적 치료를 진행한 그룹 각각 TPTD 그

룹에서 상대적으로 더 짧은 치료기간을 보였다 하지만 두 그룹 다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Conservative group : p=0.591, 

Surgical group : p=0.507).  

 

3. 외과적 치료를 진행한 그룹에서 수술 시행 후부터 완치까지의 기간 

(Surgical treatment period)은 TPTD 그룹이 더 짧은 기간을 가졌으며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0). 수술 횟수도 TPTD 그룹이 더 적

은 수술 횟수를 보였다.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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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PTD치료를 시행한 그룹과 시행하지 않은 그룹에서 치료 전후 골 표지자 

변화양상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가. CTX, osteocalcin, 25-OH-Vitamin D는 두 그룹 다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으며, TPTD 시행한 그룹에서 더 높은 상승 값을 보였다(p<0.01)  

나. P1NP는 두 그룹 다 상승하였지만, TPTD를 시행하지 않은 그룹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졌다(p=0.012).  

다. Parathyroid hormone 수치는 두 그룹 다 비슷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PTD : 

p=0.090, Non-TPTD : p=0.091). 

라. 두 그룹 다 Calcium, Inorganic P 수치가 상승하였다. 하지만 TPTD

치료를 시행한 그룹에서 calcium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

(p=0.001).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MRONJ 치료에 있어서 teriparatide의 적용은 치료

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가적인 치료 방법이며 골 대사의 활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핵심되는 말 :    약물 관련 악골 괴사증, teriparatide, 골 표지자 검사 

CTX, Osteocalcin, P1NP, 25(OH)vitamin D, PTH, C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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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관련 악골 괴사증 치료에서 teriparatide 

적용에 따른 치료기간과 골 표지자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 지도교수 : 정 영 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정  수 

 

 

I. 서 론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또는 데노수맙(denosumab)은 골다공

증 치료에 있어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흔히 사용 되는 약제이다

(Kuroshima, Sasaki, & Sawase, 2019).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조골세포 분화 

인자(osteoblast differentiation factor)인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B ligand(RANKL)에 작용하면서 골 내 조골세포(osteoblast)와 파골

세포(osteoclast)의 활성을 억제하여 골 흡수 작용을 억제하며, skeletal 

remodeling을 제한하고 골의 밀도를 증가시킨다(Hodsman et al., 2005; 

Kearns, 2008). 이러한 골다공증 약물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구강 내 골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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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나타나는 ‘약물 관련 악골 괴사증(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s, MRONJ)’이 있다. MRONJ는 2003년 Marx에 의해 처음 소개

되었으며(Marx, 2003), the Americ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AAOMS)에서 “두경부 영역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으면

서 흡수 억제제(anti-resorptive medication) 약물 치료를 받고있거나 또는 

과거에 받았던 이력이 있는 환자 중 악골의 8주 이상의 괴사된 골이 노출된 

증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이 MRONJ의 분류도 정의하였다

(Ruggiero et al., 2014).  

 

 Stage 0 : 괴사된 골의 임상적 증거는 보이지 않으나, 비특이적 임상 증상과 

방사선 학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Stage 1 : 괴사된 골이 노출되어 있으나 그 외 특이한 임상적 증상이 없거

나 감염의 증상이 없는 경우 

 Stage 2 : 괴사된 골이 노출되어 있으며 감염의 증상이 있는 경우 

 Stage 3 : 괴사된 골이 노출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골 파괴 또는 병적 골절, 

구외 누공 형성 등이 있는 경우 

 

MRONJ 치료방법에 대한 연구는 구강악안면외과의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다(Salgueiro et al., 2019). AAOMS에 따르면 MRONJ의 치료는 지

속적인 항생제 복용과 구내 소독으로 자연 치유를 도모하고 MRONJ 유발 약

물의 복용 중단 또는 대체를 권유하고 있으며, 보존적 치료로 해결되지 않거

나 광범위한 골 괴사를 보일 시 외과적 술식의 개입을 권유하고 있다

(Ruggiero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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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가적인(adjunctive) 치료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l-Rabbany, Sgro, Lam, Shah, & Azarpazhooh, 2017; Sim et al., 2020). 

고압 산소 요법, 오존 요법, pentoxifylline과 vitamin E 그리고 teriparatide 

주사 등 이 있으며, 이 중 teriparatide(TPTD)치료는 MRONJ치료에서 대표

적으로 사용되는 부가적인 치료방법이다(Anabtawi, Tweedale, & Mahmood, 

2020). 2007년 Harper에 의해 MRONJ치료에 처음 시도된 teriparatide는 

재조합(recombinant) parathyroid hormone으로(Harper & Fung, 2007), 비

스포스포네이트의 작용과 반대로 조골세포를 활성화하고 파골세포의 대사 기

능을 증가시켜 skeletal remodeling을 활성화시킨다(Dayisoylu et al., 2013; 

Hodsman et al., 2005).  

최근 들어 혈액 내 골 표지자(serological bone turnover marker) 검사 또한 

MRONJ의 발병과 치료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 여겨지고 있다

(Kleerekoper, 2001; Marx, Cillo Jr, & Ulloa, 2007). 혈액 내 생화학적 표지

자(biochemical marker)중 골 흡수와 생성에 관여하는 인자로는 대표적으로 

serum C-terminal telopeptide cross-link of type 1 collagen(CTX), N-

terminal telopeptide(NTX), osteocalcin(OC), procollagen type 1 N-

terminal propeptide(P1NP), parathyroid hormone(PTH), 25-OH-Vitamin 

D(25(OH)D), bone-specific alkaline phosphatase(BAP), calcium 그리고 

inorganic P등이 있다(Heim, Warwas, Wilms, Reich, & Martini, 2017; 

Peisker et al., 2018; Yoshiga et al., 2013). 가장 대표적으로 혈액 내 CTX

수치와 MRONJ 위험도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CTX 수치가 낮

을수록 MRONJ 발병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Lam, Sándor, Holmes, 

Evans, & Clokie, 2007; Lazarovici et al., 2010; Marx et al., 2007).  

최근 MRONJ의 발병, 예측, 치료와 관련하여 TPTD적용에 대한 연구와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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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자 검사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TPTD

적용은 MRONJ치료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Anabtawi et al., 2020; 

Dayisoylu et al., 2013; Morishita et al., 2020; Ohbayashi, Iwasaki, Nakai, 

Mashiba, & Miyake, 2020). 하지만 TPTD적용 유무에 따른 MRONJ 치료 

결과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며(K. Kim et al., 2014), 환자의 수 

또한 매우 부족하다(Morishita et al., 2020). 또한 TPTD 적용 유무에 따른 

골 표지자 값의 변화양상을 비교하는 것은 골 대사의 활성도를 평가하는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CTX와 MRONJ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그 외 다른 골 표지자 수치와 MRONJ 치료 전

후 변화 양상, TPTD적용 유무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Bugueno & Migliorati, 2017; Lazarovici et al., 2010; Shin & Kim, 2018).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MRONJ치료를 진행하면서 TPTD를 투여한 그룹과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 대한 치료기간의 차이와 치료 전후 골표지자 수치 값의 

차이를 통해 MRONJ치료에서 TPTD치료와 병행 시 치료 기간의 단축과 치

료 효율성의 증가, 골 활성도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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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0년 0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

외과에 내원한 환자 중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대표적인 bone 

turnover marker인 CTX검사를 진행한 2777명의 환자를 추출하였다. 그 중 

하기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포함 기준 

1) 골다공증 과거력을 가지고 있으며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또는 데노수맙(denosumab)을 복용하고 있거나 주사를 맞은 환자. 

2) 본원에서 MRONJ로 진단되어 치료를 진행하고 완치된 환자 

3) MRONJ 치료 기간 동안 CTX를 포함하여, osteocalcin, P1NP, 25-

OH-Vitamin D, PTH, calcium, Inorganic P 중 4개 이상 검사를 1회 이

상 시행한 환자 

배제 기준 

1) 두경부 부위 방사선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 

2) 골다공증 외 다른 질환으로 인해 흡수 억제제(antiresorptive agent)

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 

 

총 76명의 환자가 상기 기준에 부합되어 연구에 포함되었다. 보존적 치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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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병소가 회복된 환자는 16명이며(Conservative 그룹), 외과적 술식까지 

시행하여 병소가 회복된 환자는 60명이었다(Surgical 그룹). 남자 3명 및 여

자 73명이었으며, 남자 연령 분포는 72세에서 78세까지였으며 평균 74.3세

였다. 여자의 경우 57세에서 90세까지의 연령분포를 보였고, 평균 연령은 

75.2세였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2-2021-0017)후 시행하였다.  

 

2. 치료 과정 

초진 시 MRONJ로 진단되면 기본적인 광범위 항생제의 복용 및 지속적인 

구내 드레싱으로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였다. MRONJ 유발 관련 약물에 대하

여 조사 후 내과적인 협진을 통해 약물의 대체 또는 중단을 시행하였다. 환자

에게 TPTD치료에 대해 설명 후 동의하면, TPTD 치료를 진행하였다.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여 괴사된 골이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더 이상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증상이 보이지 않을 경우 완치로 판정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

나도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시 외과적 치료를 계획하였다. 괴사골의 범위

에 따라 국소마취 또는 전신마취 하 부골적출술 또는 소파술을 시행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치아 발치 또는 임플란트 제거도 시행하였다. 1차 외과적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염증반응, 감염, 부골 형성 등을 보일 경우 추가적으로 외

과적 수술을 진행하였다. 수술 후 최소 2개월 동안 특별한 병적 증상을 보이

지 않고 회복 양상을 보이면 완치로 판정하였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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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보존적 치료 또는 외과적 술식의 개입, TPTD적용 유무에 따라 네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1) 보존적 치료로 완치 되었으며, TPTD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  

(Conservative: Non-TPTD) (n=8)  

2) 보존적 치료로 완치 되었으며, TPTD치료를 한 그룹  

(Conservative: TPTD) (n=8) 

3) 외과적 치료를 진행하였으며, TPTD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 

(Surgical: Non-TPTD) (n=33) 

Figure 1. Panoramic view of 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 

A) Preoperative view with a well-delineated sequestrum(arrow) on the mandibular 

right posterior area. 

B) Necrotic bone was completely removed afte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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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과적 치료를 진행하였으며, TPTD치료를 한 그룹 

   (Surgical: TPTD) (n=27) 

TPTD 1회 주사 후 부작용으로 더 이상 치료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는 

Non-TPTD그룹으로 분류하였다. TPTD 그룹의 경우 3개월 이상 TPTD치료

를 받았거나 총 치료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전체 치료기간 동안 TPTD치

료를 병행한 환자들로 구성하였다. TPTD 종류는 모두 ‘포스테오주(fosteo 

inj.)’로 사용되었다. 

환자의 치과 및 의과 차트를 검토하여, 환자의 특성 및 MRONJ 관련 위험 

인자들을 파악하였다. 

가. 나이, 성별, 최초의 증상 발생 시기, 증상 발생 전 치과치료 여부, 발

생 위치  

나. MRONJ관련 약물의 종류, 복용 기간, 투여 경로 -경구 투여 또는 

정맥 투여-  

다. 환자의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 질환, 심장질환 등– 

라. 구강 내 임상 증상 –pain, pus discharge, gingival swelling, 

numbness 등– 

마. AAOMS 기준에 따른 MRONJ stage   

환자마다 첫 내원부터 완치까지의 기간(달)을 조사하였으며, 외과적 술식 

을 시행 한 경우 시작일부터 완치까지의 기간(달)을 조사하였다. 외과적 술식

의 경우 국소마취 또는 전신마취 하 부골적출술 또는 소파술을 시행한 횟수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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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내원 및 치료 완료 시 골 표지자 - C-terminal telopeptide cross-link 

of type 1 collagen(CTX), osteocalcin(OC), procollagen type 1 N-terminal 

propeptide(P1NP), parathyroid hormone(PTH), 25-OH-Vitamin D, 

calcium 그리고 inorganic P - 수치를 측정하였다.  

 

4. 통계방법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23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각 그룹에 대한 요소들을 Fisher의 정확성 검정, 일

원배치 분산분석, Kruskal-wallis 분석방법 통해서 분석하였다. Conservative 

그룹과 Surgical 그룹 각각에서 TPTD 적용 유무에 따른 내원 후부터 완치 

기간, 수술 후부터 완치 기간은 Mann-Whitney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TPTD 적용 유무에 따른 첫 내원 및 치료 완료 시 골 표지자 검사의 평균 수

치 값은 독립 표본 T 검정 또는 Mann-Whitney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변화량은 대응 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P<0.05일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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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네 그룹에 대한 환자의 MRONJ 관련 인자 비교 

보존적 치료만 시행한 그룹(Conservative 그룹, n=16)에서 TPTD투여를 

시행한 그룹(n=8)과 시행하지 않은 그룹(n=8), 외과적 술식까지 진행한 그

룹(Surgical 그룹, n=60)에서 TPTD투여를 시행한 그룹(n=27)과 시행하지 

않은 그룹(n=33) 총 네 그룹에 대하여 성별, 약물복용, 발생 위치, 유발 치과

요인, 임상 증상, 기저질환, stage를 교차분석 하였다(Table 1). 전체 환자 군 

중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MRONJ 발생 전 치과 질환과 관련하

여서는 치아 발치, 치주염을 포함한 치아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

았다(51.32%). 그 다음으로는 임플란트 식립, 제거 또는 임플란트 주위염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관련 발생(30.26%)이 높았으며, 틀니 자극 등에 의한 무

치악 부위에서 발생(18.42%)이 가장 적었다. 발생 위치를 제외하고는 각 그

룹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MRONJ 관련 환자 특징은 없었

다.  

발생 위치는 Conservative 그룹에서 상악 구치부의 비율이 높았으며

(50.0%), Surgical 그룹에서는 하악 구치부가 더 높은 비율(66.7%)을 보였

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6). 그룹의 평균 나이도 

Conservative 그룹(평균 72세)이 Surgical 그룹(평균 76세)보다 더 낮은 연

령대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83)(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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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at baseline. 

  Conservative group  

(n=16) 

Surgical group 

(n=60) 
 

Variables 

Non-

TPTD 

(n=8) 

TPTD 

(n=8) 

Non-

TPTD 

(n=33) 

TPTD 

(n=27) 

p-

value 

Sex (Female:Male) 8:0 8:0 30:3 27:0 0.430 

Age (Mean±SD)(years) 
69.63 

± 8.83 

74.75 

± 8.91 

74.94 

± 7.26 

77.11 

± 6.89 
0.552 

Medication 

alendronate 
5 

(62.5%) 

3 

(37.5%) 

6 

(18.2%) 

9 

(33.3%) 

0.588 

ibandronate 
2 

(25.0%) 

2 

(25.0%) 

13 

(39.4%) 

9 

(33.3%) 

risedronate 0 
1 

(12.5%) 

3 

(9.1%) 

2 

(7.4%) 

zoledronate 0 0 
1 

(3.0%) 
0 

pamidronate 0 0 0 
1 

(3.7%) 

denosumab 
1 

(12.5%) 
0 

2 

(6.1%) 
0 

unknown 0 
2 

(25.0%) 

8 

(24.2%) 

6 

(22.2%) 

Administered 

route 

PO 
6 

(75.0%) 

8 

(100%) 

25 

(75.8%) 

24 

(88.9%) 
0.338 

IV 
2 

(25.0%) 
0 

8 

(24.2%) 

3 

(11.1%) 

PO_duration 

(Mean±SD)(years) 

4.67 

± 2.81 

6 

± 2.83 

4.92 

± 3.46 

6.04 

± 1.31 
0.667 

IV_duration 

(Mean±SD)(years) 

1 

± 0.00 
 2.5 

± 1.93 

2 

± 1.00 
0.336 

Location 

Maxillary  

anterior 
0 

1  

(12.5%) 
0 0 

0.03* 

Maxillary  

posterior 

4 

(50.0%) 

4 

(50.0%) 

9 

(27.3%) 

6 

(22.2%) 

Mandibular  

anterior 

1 

(12.5%) 

2 

(25.0%) 

2 

(6.1%) 

3 

(11.1%) 

Mandibular 

posterior 

3 

(37.5%) 

1 

(12.5%) 

22 

(66.7%) 

18 

(66.7%) 

Dental 

procedure 

Teeth** 
2 

(25.0%) 

3 

(37.5%) 

18 

(54.5%) 

16 

(59.3%) 
0.588 

Dental implant*** 
3 

(37.5%) 

3 

(37.5%) 

10 

(30.3%) 

7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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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entulous ridge 
3 

(37.5%) 

2 

(25.0%) 

5 

(15.2%) 

4 

(14.8%) 

Symptom 

Pain 
4 

(50.0%) 

4 

(50.0%) 

16 

(48.5%) 

19 

(70.4%) 
0.364 

Pus 
4 

(50.0%) 

4 

(50.0%) 

16 

(48.5%) 

14 

(51.9%) 
1.000 

Gingival swelling 
4 

(50.0%) 

3 

(37.5%) 

16 

(48.5%) 

14 

(51.9%) 
0.953 

Numbness 
1 

(12.5%) 
0 0 

2 

(7.4%) 
0.190 

Others 0 0 
4 

(12.1%) 

4 

(14.8%) 
0.714 

Comorbidity 

Hypertension 
2 

(25.0%) 

6 

(75.0%) 

18 

(54.5%) 

15 

(55.6%) 
0.277 

Diabetes 
3 

(37.5%) 

3 

(37.5%) 

7 

(21.2%) 

6 

(22.2%) 
0.567 

Cardiac disease 
2 

(25.0%) 

2 

(25.0%) 

4 

(12.1%) 

2 

(7.4%) 
0.290 

Rheumatoid 

arthritis 
0 

1 

(12.5%) 

2 

(6.1%) 

1 

(3.7%) 
0.741 

Steroid 0 
1 

(12.5%) 

2 

(6.1%) 

2 

(7.4%) 
0.813 

Others 
1 

(12.5%) 

2 

(25.0%) 

7 

(21.2%) 

5 

(18.5%) 
0.972 

MRONJ 

stage 

1 
3 

(37.5%) 

4 

(50.0%) 

7 

(21.2%) 

5 

(18.5%) 

0.377 2 
5 

(62.5%) 

3 

(37.5%) 

19 

(57.6%) 

19 

(70.4%) 

3 0 
1 

(12.5%) 

7 

(21.2%) 

3 

(11.1%) 
*p<.05  

**Teeth: tooth extraction, localized periodontitis ***Dental implant: dental implant insertion, implant removal, peri-implantitis 
 

 

Table 2. Comparison of age and location in the conservative and surgical treatment 

group. 

  Conservative group  

(n=16) 

Surgical group  

(n=60) 

p-

value 

Sex (Female:Male) 16:0 57:3 1.000 

Age (Mean±SD) years 72.19 ± 8.97 years 75.92 ± 7.12 years 0.083 

Location 

Maxillary anterior 1 (6.3%) 0 

0.006* 

Maxillary posterior 8 (50.0%) 15 (25.0%) 

Mandibular anterior 3 (18.8%) 5 (8.3%) 

Mandibular posterior 4 (25.0%) 40 (66.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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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기간, 외과적 술식의 횟수 비교 

보존적 치료를 진행한 Conservative 그룹에서의 내원 후부터 완치까지의 

평균 기간은 6.125개월이었다. 그 중 TPTD치료를 하지 않은 8명의 환자 군

의 평균 기간은 6.75개월 이였으며, TPTD치료를 시행한 8명의 환자군의 평

균 기간은 5.5개월로 TPTD투여한 환자 군에서 조금 더 짧은 치료기간을 가

졌다.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591). 보존

적 치료에도 치료 효과를 보이지 않은 경우 외과적 술식을 진행하였다. 외과

적 술식을 진행한 총 60명의 환자군의 첫 내원일로부터 완치까지의 기간은 

평균 9.5개월이었으며, 수술을 시작 한 날부터 완치까지의 기간은 평균 5.27

개월이었다. 이 중 TPTD를 투여하지 않은 33명의 환자들의 내원 일부터 완

치까지의 기간은 평균 10.33개월이였으며, TPTD를 투여 한 27명의 환자들

의 평균 기간은 8.67개월로 더 짧은 치료기간을 보였지만, 이 또 한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507). 외과적 치료를 시작한 시점부터 완치까지

의 기간은 TPTD를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서 평균 6.64개월, 투여한 그룹에서 

평균 3.89개월로 짧은 기간을 보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30). 완치까지 외과적 술식의 횟수(전신마취 또는 국소마취)도 조사하

였다. Surgical(Non-TPTD) 그룹에서 시행한 평균 외과적 술식 횟수는 1.82

번 이였으며, Surgical(TPTD) 그룹에서는 평균 1.26번으로 상대적으로 투여 

그룹에서 적은 술식 횟수를 가졌다.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p=0.059)(Table 3)(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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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uration of treatment and Count of surgical treatments for each group. 
 

Conservative group  

(n=16) 

Surgical group  

(n=60) 

 

 

Variables Non-

TPTD 

(n=8) 

TPTD 

(n=8) 

Non-

TPTD 

(n=33) 

TPTD 

(n=27) 

p-value 

Surgical treatment(count) 
  

1.82 

± 1.21 

1.26 

± 0.53 

0.059 

Treatment duration(month)  
– Visit ~ MRONJ resolution 

6.75 

± 6.07 

5.5 

± 1.77 

10.33 

± 6.53 

8.67 

± 4.69 

0.591** 

0.507*** 

Treatment duration(month)  
– 1st surgery ~ MRONJ resolution 

  
6.64 

± 6.38 

3.89 

± 2.71 

0.03* 

*p<.05  ** Within Conservative group  *** Within Surgical group  

 

 

 

 

 

 

Figure 2. Conservative & Surgical period from first-visit to treatment complete in each 

group(month). 

Non-TPTD (n=8) 

TPTD (n=8) 

Non-TPTD (n=33) 

TPTD (n=27) 

Conservative  

treatment 

Surgical 

 treatment 

6.75m 

5.5m 

3.69m 6.64m 

3.89m 

10.33m 

8.67m 

4.78m 

* 

Conservative Group 

(n=16) 

Surgical Group 

(n=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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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 전 후 골 표지자 수치의 변화양상에 대한 비교 

MRONJ진단 된 전체 환자군 76명에서 TPTD 그룹(n=35) 및 Non-

TPTD 그룹(n=41)의 첫 내원 및 치료 완료 시 평균 골 표지자 검사 수치 

값을 정리하였다(table 4). CTX, Osteocalcin, P1NP, 25-OH-Vitamin D, 

Calcium, Inorganic P는 TPTD 그룹과 Non-TPTD 그룹 모두 첫 내원 보다 

상승하였으며 Parathyroid hormone 수치만 감소하였다. 치료 완료 후 각각의 

골 표지자 값을 비교해보면, Osteocalcin을 제외한 나머지 골 표지자는 

TPTD 그룹과 Non-TPTD 그룹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다만 osteocalcin 수치는 TPTD 그룹에서 33.653으로 더 높은 값을 

보였다(p=0.012).  

각 골 표지자 검사의 첫 내원 과 치료 완료 후 변화량에 대하여 대응표본 

분석 방법을 시행하였다(table 5)(figure 3). CTX, osteocalcin, 25-OH-

Vitamin D의 경우 두 그룹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CTX와 osteocalcin은 TPTD투여 그룹에서 더 높은 상승 값을 보였으며, 

25-OH-Vitamin D에서는 약간 높은 상승 값을 보였다. P1NP의 경우 두 그

룹 모두 상승하였지만, TPTD 그룹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Non-TPTD 그룹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Parathyroid hormone수치는 두 그룹 다 비슷한 수치로 감소

하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alcium은 TPTD 그

룹에서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Inorganic P는 큰 차이가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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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one turnover marker values at the initial examination and MRONJ 

resolution. 

  TPTD 
(n=35)(mean ±SD) 

Non-TPTD 
(n=41)(mean ±SD) 

p-value 

First-visit 

CTX 0.141 ±0.046 0.139 ± 0.054 0.858 

OC 12.977 ±6.139  9.429 ±4.054 0.006* 

P1NP 38.620 ±25.547 25.485 ±11.041 0.137 

25(OH)D 26.106 ±10.290 27.173 ±10.890 0.713 

PTH 48.878 ±23.883 41.652 ±19.504 0.184 

Ca 9.141 ±0.633 9.085 ±0.382 0.667 

P 3.703 ±0.558 3.588 ±0.442 0.362 

MRONJ resolution 

CTX 0.420 ±0.216 0.349 ±0.244 0.196 

OC 33.653 ±18.545 21.200 ±13.982 0.012* 

P1NP 53.769 ±31.571 55.378 ±39.415 0.899 

25(OH)D 33.864 ±10.059 31.285 ±8.764 0.283 

PTH 39.023 ±29.272 39.196 ±26.656 0.981 

Ca 9.355 ±0.538 9.263 ±0.470 0.466 

P 3.788 ±0.498 3.763 ±0.365 0.816 
*p<.05  

CTX: c-telopeptide of type I collagen(ng/mL), OC: osteocalcin(ng/mL), P1NP: procollagen type 1 N-terminal propeptide(ng/mL), 

25(OH)D: 25-hydroxyvitamin D(ng/mL), PTH: parathyroid hormone(pg/mL), Ca: calcium(mg/dL), P: Inorganic P(mg/dL)  

 

Table 5. Paired Differences test of bone turnover markers between TPTD and non-

TPTD group. 
 Paired Differences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Mean SD Lower Upper 
p-

value 

TPTD 

(n=35) 

CTX 0.282 0.208 0.209 0.354 0.000* 

OC 20.984 16.473 13.860 28.108 0.000* 

P1NP 45.340 53.964 -21.665 112.345 0.133 

25(OH)D 10.249 10.095 6.172 14.327 0.000* 

PTH -8.475 23.456 -18.380 1.430 0.090 

Ca 0.345 0.462 0.169 0.520 0.000* 

P 0.138 0.664 -0.114 0.390 0.272 

Non-TPTD 

(n=41) 

CTX 0.214 0.247 0.133 0.295 0.000* 

OC 11.200 14.844 4.618 17.782 0.002* 

P1NP 38.127 41.576 10.196 66.058 0.012* 

25(OH)D 10.650 10.240 5.385 15.915 0.001* 

PTH -8.219 18.218 -17.926 1.489 0.091 

Ca 0.184 0.464 -0.008 0.376 0.059 

P 0.204 0.499 -0.002 0.410 0.052 
*p<.05 

CTX: c-telopeptide of type I collagen(ng/mL), OC: osteocalcin(ng/mL), P1NP: procollagen type 1 N-terminal propeptide(ng/mL), 

25(OH)D: 25-hydroxyvitamin D(ng/mL), PTH: parathyroid hormone(pg/mL), Ca: calcium(mg/dL), P: Inorganic P(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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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ange in bone turnover marker at the initial examination and MRONJ 

resolution. 
*p<.05 

CTX: c-telopeptide of type I collagen(ng/mL), OC: osteocalcin(ng/mL), P1NP: procollagen type 1 N-terminal propeptide(ng/mL), 

25(OH)D: 25-hydroxyvitamin D(ng/mL), PTH: parathyroid hormone(pg/mL), Ca: calcium(mg/dL), P: Inorganic P(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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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약물 관련 악골 괴사증(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은 비

스포스포네이트등 흡수 억제제(antiresorptive agent)관련 골다공증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합병증이다(Marx, 2003). 약 0.02%

정도의 낮은 유병률 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합병증, 효율적인 치료전략의 부족

으로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질환이다(K. M. Kim et al., 2015; 

Salgueiro et al., 2019). 2014년 AAOMS report에 따르면 MRONJ진단환자

에서 우선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권장하고 있으며, 해결되지 않을 시 외과적 

술식의 개입을 권장하고 있다(Ruggiero et al., 2014).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외과적 술식의 개입이 강조되고 있다(Hayashida et al., 

2017; Rupel et al., 2014). 또한 치료를 시작하기 전 혈청학적 CTX 검사를 

통하여, MRONJ치료의 예후를 예측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Assael, 2007; Lee & Suzuki, 2010), MRONJ 유발 관련 약물 복용에 대한 

복용 중단, 또는 약물 대체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Lam et al., 2007). 

본 연구에서도 MRONJ로 진단된 환자들에 대해서 구내 소독 및 항생제 복용 

등을 통하여 보존적 치료 및 증상 완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CTX를 포함한 골 

표지자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MRONJ관련 약물의 복용 중단 또는 대체를 위

해 내과적 상담을 시행하였다. 광범위한 골 파괴 양상을 보이거나 약물 복용 

중단 후 CTX수치가 상승하여도 임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환자들에 대해서 

외과적 술식의 개입을 진행하였다. 보존적 치료만으로 회복된 환자 군보다

(n=16) 외과적 술식이 필요한 환자군이 더 많았다(n=60). 이는 MRONJ 치

료에 외과적 술식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MRONJ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하여도 많은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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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 왔다(Choi, Lee, Yoon, Min, & Lee, 2017; Troeltzsch et al., 2016). 

약물 복용의 종류, 투여 경로, 투여 기간, 기저질환 등은 MRONJ 발병률과 밀

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Fliefel, Tröltzsch, Kühnisch, Ehrenfeld, & Otto, 

201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약물 종류 또는 투여 경로나 기저질환과 치료 

기간, 외과적 술식 횟수와의 상관관계를 찾지 못하였다. MRONJ 발병 관련한 

치과 질환으로는 치아 관련(치아 발치, 치주염)질환이 가장 높은 비율로 차지

하였으며(51.3%), 그 다음으로는 임플란트 관련(임플란트 식립, 제거 또는 

임플란트 주위염)질환이 30.3%, 무치악(denture에 의한 자극, 대합치에 의한 

자극, 자연적인 발생)부위 발생이 18.4%를 차지하였다. 과거 연구들에서는 

치아 발치에 의한 MRONJ 발병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무치악 부

위의 자연적 발생 또는 denture에 의한 자극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Choi 

et al., 2017; Fliefel et al., 2015). 하지만 최근 임플란트 식립이 증가함에 따

라 임플란트 관련 MRONJ 발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Troeltzsch et al., 2016).  

보존적 치료만 진행한 그룹(Conservative 그룹)과 외과적 치료를 진행한 그

룹(Surgical 그룹) 간의 비교 분석에서는 발생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

서는 통계학적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Conservative 그룹에서 더 

낮은 연령 군을 보였으며 이는 젊은 연령일수록 보존적 치료만으로 치료될 가

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p=0.083). MRONJ 발병 위치는 Conservative 그룹

에서 상악 구치부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Surgical 그룹에서는 하악 구치

부가 높은 비율을 가졌다(p=0.006). 즉 상악 구치부에 MRONJ 발병 시, 보

존적 치료만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상악이 

하악보다 골 밀도가 낮아 더 혈액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며, 골 대사가 원활

하여 회복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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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ONJ치료에 있어서 외과적 술식 뿐만 아니라 보조적 요법 또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Sim et al., 2020). Teriparatide(TPTD)는 골 조직 직접적

으로 작용하는 동화물질(anabolic agent)인 parathyroid hormone의 재조합 

단백질로, 골 형성을 자극하고 bone remodeling activity를 증가 시킨다

(Hodsman et al., 2005). 또한 골다공증 약물을 대체하면서 MRONJ를 치료

할 수 있는 요법으로 2002년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gency에서 

치료 허가를 받았다(File & Deal, 2009). MRONJ치료에 있어서 TPTD를 투

여한 그룹과 투여하지 않은 그룹의 치료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

으며, TPTD를 투여한 그룹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K. Kim et al., 

2014; Y.-D. Kwon, Lee, Choi, Lee, & Kim, 2012; Morishita et al., 2020). 

한 연구에서는 MRONJ치료 시작 6개월 후 변화양상을 보았을 때 TPTD치료

를 한 그룹에서 더 좋은 회복 양상을 보였으며(K. Kim et al., 2014), 다른 연

구에서도 TPTD치료 그룹의 75.9%에서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Morishita et al., 2020). 하지만 MRONJ치료에 있어서 TPTD치료 유무에 

따른 외과적 술식의 차이, 치료 기간에 대한 비교연구는 부족한 양상이다. 본 

연구는 총 치료기간 동안 시행한 외과적 술식(부골적출술, 소파술 등)의 횟수

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TPTD치료 그룹의 경우는 평균 1.26회로 최대 3회의 

외과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Non-TPTD 그룹에서는 평균 1.82회로 최대 5

회의 외과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지만(p=0.059), 이는 MRONJ치료에서 TPTD와 병행 시 조금 덜 침습적인 

치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총 치료기간은 Conservative 그룹에서는 평균 6.125개월이며 TPTD그룹에

서는 평균 5.5개월, Non-TPTD그룹에서는 6.75개월로 상대적으로 TPTD치

료그룹에서 더 짧은 치료기간을 가졌다. Surgical 그룹도 마찬가지로 TPTD그

룹에서는 평균 8.67개월, Non-TPTD그룹에서는 10.33개월로 투여 그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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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짧은 치료기간을 가졌다. 하지만 Conservative 그룹, Surgical 그룹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91, p=0.507). Surgical 그

룹의 경우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회복되지 않을 시 외과적 치료

를 진행하여, Conservative 그룹보다는 상대적으로 총 치료기간은 오래 걸렸

다. 추가적으로 Surgical 그룹에서 외과적 술식를 시작한 시점부터 완치되기

까지의 기간을 측정하였다. TPTD치료 그룹은 외과적 치료 시작부터 완치까지 

평균 3.89개월이 소요되었으며, Non-TPTD그룹은 평균 6.64개월이 소요되

었다. 상대적으로 투여 그룹에서 더 짧은 치료기간을 가졌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0). 이는 teriparatide치료가 외과적 술식과 병

행될 때 상대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Doh등에 따르

면 teriparatide의 적용은 necrotic bone이 주변 vital bone으로부터 분리되는

데 효과적이라 하였으며(Doh et al., 2015), 이러한 작용이 MRONJ 치료기간

과 외과적 술식의 감소를 도모한다고 볼 수 있다.  

골다공증 및 MRONJ과 관련하여 골의 생성과 파괴에 작용하는 골 표지자 수

치의 변화에 관하여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Y. D. Kwon, Ohe, Kim, 

Chung, & Park, 2011; Peisker et al., 2018). CTX, osteocalcin, P1NP, 25-

OH-Vitamin D, parathyroid hormone, calcium, Inorganic P는 골 생성과 파

괴에 관여하는 중요한 biomarker들로 골다공증 약 복용과 MRONJ 발병은 

이러한 인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Y. D. Kwon et al., 2011). 특히, CTX의 

경우 MRONJ의 발병 예측의 중요한 인자로 가장 대표적인 골 표지자 이지만

(Marx et al., 2007), CTX외에도 많은 인자들의 분석으로 MRONJ진단과 치

료 예후를 예측 할 수 있다(Peisker et al., 2018). 또한 MRONJ치료에 있어

서 단순 골다공증 약물의 중단 또는 대체와 teriparatide치료간의 골 표지자 

변화 양상은 bone remodeling의 활성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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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X는 단백기질의 카르복시 말단에서 유래한 펩타이드 조각으로 골다공증 

환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표적인 골 흡수 표지자이다. 장기간의 비스

포스포네이트의 복용은 혈중 CTX 수치를 감소시키며 이는 MRONJ 발병률을 

증가시킨다(Marx et al., 2007). Osteoblast에서 분비되는 비콜라겐성 단백질 

중 하나인 osteocalcin과, 마찬가지로 Osteoblast에서 생성되는 펩타이드 조

각인 Procollagen type 1 N-terminal propeptide(P1NP)도 골 형성에 관여하

는 인자들로 골 대사와 관련한 민감한 인자들이다(Kuo & Chen, 2017; 

Takada et al., 2019). 많은 연구에서 MRONJ치료시 teriparatide 주입 후 

CTX, osteocalcin, P1NP의 수치 값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으며(Doh et 

al., 2015; Jung et al., 2017; K. Kim et al., 2014; Krege, Lane, Harris, & 

Miller, 2014), 이는 골 대사가 더욱 활성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 또한 TPTD 

그룹과 Non-TPTD 그룹에서 둘 다 CTX, Osteocalcin, P1NP의 수치가 증가

하였다. TPTD그룹에서 CTX와 Osteocalcin에서 더 높은 상승 값을 보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P1NP의 경우는 두 그룹 다 수치

가 상승하였지만 Non-TPTD그룹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TPTD 그룹에서 P1NP검사를 시행한 횟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더 많은 환자 수에서 검사를 시행할 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혈액 내 Vitamin D의 양을 측정하는 검사인 25-OH-Vitamin D도 골 대사의 

중요한 인자로 작용되고 있으며(K. Kim et al., 2014), Hokugo등에 따르면 

Vitamin D결핍은 MRONJ발병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하고 있다(Hokugo et al., 

2010). 본 연구에서도 두 그룹에서 25-OH-Vitamin D값이 통계학적으로 유

의미하게 상승하였다. 하지만 Cosman등에 따르면 teriparatide치료시 오히려 

25-OH-Vitamin D수치는 감소하며, 1,25-OH-Vitamin D 수치 값이 증가한

다고 보고하고 있어(Cosman, Dawson-Hughes, Wan, & Krege, 2012),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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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Calcium과 인의 대사를 조절하며 조골세포에 작용하여 골 생성을 자극하는 

중요한 호르몬인 Parathyroid hormone(PTH)은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 중

요한 인자 및 치료 방법 중 하나이다(Crandall, 2002). 장기간의 비스포스포

네이트 복용은 체내 parathyroid hormone의 수치를 감소한다고 하였다

(Nakamura et al., 2017). 하지만 본 연구에 경우 MRONJ치료를 진행하면서 

골다공증 약물의 중단 또는 대체가 필요하였지만 치료 후에도 두 그룹 다 

PTH 수치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두 그룹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MRONJ치료와 PTH 수치 변화양상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골 구성에 중요한 인자인 Calcium과 Phosphorus의 혈액 내 수치

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혈액 내 Calcium 수치가 낮으면 MRONJ 발병률이 

증가된다고 보고되며(Heim et al., 2017), 본 연구에서도 TPTD그룹에서만 혈

액 내 calcium 수치의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 MRONJ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TPTD적용 후 영구적인 hypercalcemia 합

병증이 드물게 발생함이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Thiruchelvam, Randhawa, Sadiek, & Kistangari, 2014). Inorganic P수

치와 MRONJ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 hydroxyapatite의 

구성요소이며 세포와 세포 기질의 중요한 인자인 phosphorus또한 골 표지자

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치료 전후 간의 

Inorganic P 수치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의 TPTD적용 그룹과 비 적용 그룹에서 치료기간의 차이 및 수술 

횟수의 차이는 MRONJ치료에서 TPTD적용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임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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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골 표지자 검사를 통한 골 대사 활성도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teriparatide는 MRONJ치료에 있어서 부가적인 치료방

법으로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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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비스포스포네이트 또는 denosumab치료를 받고 있는 골다공증 환자 중 76명

(여자 73명, 남자 3명)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MRONJ로 진단되어 치료를 진행하였다. 보존적 치료 또는 외과적 치료를 진

행하였으며, 환자에 따라 teriparatide치료를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았다. 총 

치료기간, 외과적 치료기간, 외과적 술식의 횟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골 대사

와 활성도를 측정하는 골 표지자 검사 - CTX, Osteocalcin, P1NP, 25-OH-

Vitamin D, Parathyroid hormone, calcium, Inorganic P -를 시행하여, 치료 

전 후 teriparatide치료 유무에 따른 골 표지자의 변화양상을 측정하였다.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하악 보다 상악에서 외과적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으로 회복되는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6). 또한 보존적 치료

만 진행한 환자 군은(평균 72.19세) 외과적 치료까지 진행한 환자 군(평균 

75.92세)보다 낮은 연령대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p=0.083).  

 

2. 보존적 치료만 진행한 그룹(Conservative 그룹)에서 TPTD치료를 시행하

지 않은 그룹(Non-TPTD)보다 TPTD치료를 시행한 그룹(TPTD)에서 더 

짧은 치료기간(6.75개월 > 5.5개월)을 보였다. 또한 외과적 치료를 진행한 그

룹(Surgical 그룹)에서도 TPTD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그룹보다 TPTD치료를 

시행한 그룹에서 더 짧은 치료기간(10.33개월 > 8.67개월)을 보였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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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룹 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Conservative 

group: p=0.591, Surgical group: p=0.507).  

 

3. 외과적 치료를 진행한 그룹에서 수술 시행 후부터 완치까지의 기간을 측정

한 결과, TPTD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그룹보다 TPTD치료를 시행한 그룹에서 

더 짧은 외과적 치료기간(6.64개월 > 3.89개월)을 보였다. 또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0). 수술 횟수도 TPTD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그룹에서 더 많은 수술 횟수를 보였다(평균 1.82회 > 1.26회). 하지만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9).  

 

4. TPTD그룹과 Non-TPTD그룹에서 치료 전후 골 표지자 변화양상을 측정

하였다.  

가. CTX, osteocalcin, 25-OH-Vitamin D는 두 그룹 다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으며, TPTD그룹에서 더 높은 상승 값을 보였다(p<0.01)  

나. P1NP는 두 그룹 다 상승하였지만, Non-TPTD그룹에서만 통계학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졌다(p=0.012).  

다. Parathyroid hormone 수치는 두 그룹 다 비슷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TPTD : p=0.090, Non-TPTD : p=0.091). 

라. 두 그룹 다 Calcium, Inorganic P 수치가 상승하였다. 하지만 TPTD

그룹에서 calcium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p=0.001). 

 

이상의 결과는 MRONJ 치료에서 TPTD의 적용은 전체 치료기간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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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외과적 치료와 병행될 때 수술 기간, 술식의 횟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부가적인 치료방법으로 판단된다. 또한 TPTD를 

적용하지 않은 MRONJ치료와 비교하였을 때 치료 후 골 형성과 흡수, 골 구

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골 표지자인 CTX, Osteocalcin, 25-OH-Vitamin 

D, calcium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승을 보였다. 이는 골 대사의 활성을 

도모하고 MRONJ치료의 효과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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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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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j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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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ministration of teriparatide(TPTD) shows good clinical outcomes 

in previously refractory 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s(MRONJ). Bone turnover markers, factors involved in bone formation 

and resorption, is used to measure the activity of bone metabolism and is 

an important factor that assess the onset of MRONJ and the prognosis for 

treatment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difference in treatment dura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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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surgical procedures and the change in the bone turnover marker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eriparatide in MRONJ patients. 

Seventy-six patients who diagnosed with MRONJ and resolved after 

treatment were classified as conservative treatment and surgical 

treatment, the application of teriparatide. Patients’  MRONJ related 

characteristics, duration of treatment, number of surgical procedures and 

changes in bone turnover marker - serum C-terminal telopeptide cross-

link of type 1 collagen(CTX), osteocalcin(OC), procollagen type 1 N-

terminal propeptide(P1NP), parathyroid hormone(PTH), 25-OH-Vitamin 

D(25(OH)D), calcium and inorganic P - at the first visit and completion of 

treatment were measured. 

In the result, the rate of recovery by conservative treatment without 

surgical operation was higher in the maxilla than mandible, an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06). In all groups, the total 

treatment period was shorter in the group that applied TPTD than that did 

not apply TPTD.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5). In surgical group, the groups that applied TPTD has a 

shorter surgical treatment period than that did not apply TPTD, an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3). Both TPTD group and 

Non-TPTD group, CTX, OC and 25(OH)D level before and after treatment 

was significantly elevated, and higher in TPTD group(p<0.01). P1NP level 

increased in both groups, but only in Non-TPTD group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12). PTH level decreased in both 

groups,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a and P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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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d in both groups, but only Ca level in TPTD group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p=0.000). 

In conclusion, The application of TPTD in MRONJ treatment can shorten 

the treatment period during surgical treatment and is expected to act as 

an important factor in predicting the effect of MRONJ treatment by 

promoting the activity of bone metabo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