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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은 뼈에서 질량(bone mass)이 감소되고 

미세 구조가 손상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 정

의되며1), 진단은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으로 측정한 

요추와 대퇴골 부위의 골밀도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폐경기 이후의 여성과 50세 이상의 남성에서 

T-점수를 기준으로 -2.5 이하를 골다공증으로 판단하

며 T-점수 -1.0~-2.5를 골감소증으로 판단한다2). 취

약성 골절의 과거력이나 가족력, 알코올 섭취, 흡연

과 같은 골다공증 관련 위험 요인이 없는 폐경기 이

전의 건강한 여성과 50세 미만의 남성에서는 Z-점수

를 기준으로 하여 -2.0보다 낮은 경우, 골밀도가 연

령 기대치 이하라고 진단한다3). 

골다공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성 골절 중 척추 

골절과 고관절 골절은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취약성 

골절에 비하여 사망률이 더 높은 편이다4). 골다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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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 mineral density (BMD) is a major diagnostic marker for bone health. A 44-year-old male had BMD of 0.81 
g/cm2 (Z-score: -3.1) in lumbar spine scan and 0.54 g/cm2 (Z-score: -2.7) for femoral neck from regular medical 
checkup in Apr 2020. He had no other specific medical conditions except hyperlipidemia and alcohol was a single 
risk factor for fracture according to Fracture Risk Assessment Tool. After he was diagnosed with liver-kidney 
deficiency and treated for 20 weeks with Jeopgol-tang originally patented for promoting fracture recovery, lumbar 
spine BMD increased by 13.6 % (0.92 g/cm2, Z-score: -2.1) and femoral neck BMD by 22.2% (0.66 g/cm2, Z-score: 
-1.8) compared with those of Mar 2020. Herbal medicine treatment for tonifying liver and kidney to improve BMD 
warrants further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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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령대를 막론하고 여성에서 이환율이 더 높지만 

고관절 골절 이후 사망률은 남성에서 더 높다5). 골다

공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골절은 환자에게 사회적, 

경제적인 부담을 주므로6)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골

절 위험 평가 도구(fracture risk assessment tool, 

FRAX)로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취약성 골절이 발

생할 위험도를 대퇴골경(femoral neck) 골밀도 수치 

T-점수와 골절 발생에 영향을 주는 인자(연령, 성별, 

키, 몸무게, 본인의 취약성 골절 관련 과거력, 부모의 

고관절 골절 관련 과거력,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제제

(glucocorticoid agents) 복용, 관절 류머티즘, 이차 

골다공증, 흡연,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고려하여 평

가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7). 미국 국립 골다공증 

재단(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은 취약성 

골절을 경험한 환자를 FRAX® (web version 4.2; 

University of Sheffield, UK)로 평가하여 그 결과가 

10년 이내 주요 골다공증 골절 확률 20% 이상이거

나 고관절 골절 확률 3% 이상인 경우 골다공증 치료

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8), 현재 FRAX로 세계 

60여 개 국가 구성원의 골절 확률을 평가할 수 있다. 

취약성 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골다공증 환자이거나 

FRAX 평가 결과 골절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경우,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예방함으로써 향후 골절이 발생

하지 않도록 골밀도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다공증의 약물적 치료에는 주로 골 흡수 억제제

인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s), 에스트로겐

(estrogen), 칼시토닌(calcitonin) 등을 활용하고 예방

에는 칼슘, 비타민 D 복용, 운동과 같은 비약물적 치

료를 우선하되 약물을 활용한다면 비스포스포네이트

를 일차치료제로 선택한다8). 그러나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에서 제일 먼저 고려되는 약물인 비스포스포네

이트는 악골 괴사, 위장장애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

기도 하고, 복약 순응도도 낮아 골다공증으로 인한 

취약성 골절을 완화시키지 못한다는 보고도 있다9). 

이에 비해 비약물적 관리법은 부작용은 비교적 적으

나 골밀도 수치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10).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 하면서도 

골밀도 수치 개선 효과가 있는 한의학적 치료가 대안

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골다

공증 환자에서 플라세보, 무처치군, 기존 약물 치료

에 비하여 한약 치료가 골밀도 수치를 뚜렷하게 개선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11) 최근 폐경기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비교임상

시험에서 플라세보 배정군과 비교하였을 때 청아원

(靑娥元) 배정군에서 T-점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

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12). 그러나 골다공증 이전 예

방적 차원에서 연령 기대치 이하로 진단받은 남성 환

자의 골밀도 수치를 한약 치료로 개선한 사례는 드물

다. 이에 2년간 골밀도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연령 기

대치 이하의 Z-점수를 기록하였으나 한약으로 치료

하여 골밀도 수치와 FRAX 평가 결과가 개선된 사례

가 있어 환자의 동의와 경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고하는 바이다(KHSIRB-21-090(EA)). 

증 례

1. 인구학적 정보: 2020년 9월 현재 만 44세 사무직 

남성

2. 주소증: 2018년 3월과 2020년 4월 DXA로 측정

하여 연령 기대치 이하로 나타난 골밀도 수치

3. 과거력/가족력:

1) 2016년 3월 경기도 OO 내과 영상의학과 의원

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후 고혈압약(Fimasartan 

60mg qd)을 복용하기 시작하여 현재도 복용하

고 있음. 

2) 2019년 8월 동일한 의원에서 총콜레스테롤 

216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43.7mg/dL, 저

밀도 콜레스테롤 134mg/dL 및 중성지방 

159mg/dL로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아 고지혈증

약(rosuvastatin 2.5mg qd) 복용 시작하여 현재

도 복용 중. 

3) 이차성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병력,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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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관련 과거력과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제제 

복용력 없음 (Table 1). 

4) 골다공증 및 고관절 골절 관련 가족력 없음.

4. 현병력: 2020년 9월 현재 만 44세인 사무직에 종

사하는 남성으로 키 179.2cm, 체중 93.8Kg, 체질

량지수 29.2Kg/m2(2018년 3월, 만 41세, 키 

179.4cm, 체중 91.9Kg, 체질량지수 28.6Kg/m2)

로 과체중, 복부비만 상태임. 

1) 2018년 03월 05일 경기도 OO 내과 영상의학

과 의원에서 DXA (OsteoSys, Seoul)로 측정

하여 요추 부위(L1-L4) 골밀도 수치 0.85g/cm2 

(Z-점수: -2.7), 대퇴골경 골밀도 수치 0.67g/cm2 

(Z-점수: -1.7)로 “연령 기대치 이하” 상태로 

진단받음. FRAX 평가 결과, 10년 이내 주요 

골다공증 골절 확률 3.4%, 고관절 골절 확률 

0.9%로 예측됨 (Table 2). 진단 후 칼슘 제제를 

처방받았으나 복용하지 않음.

2) 2020년 04월 25일 경기도 OO 내과 영상의학

과 의원에서 2018년과 동일한 DXA로 측정하

여 요추 부위(L1-L4) 골밀도 수치 0.81g/cm2 

(Z-점수: -3.1), 대퇴골경 골밀도 수치 0.54g/cm2 

(Z-점수: -2.7)로 “연령 기대치 이하”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골밀도 수치가 2년 전과 비

교하여 더 낮아짐. FRAX 평가 결과, 10년 이

내 주요 골다공증 골절 확률 6.5%, 고관절 골

절 확률 3.5%로 높아짐 (Table 2).

5. 사회력

1) 음주: 1주일에 4-5회 음주하며 1회에 막걸리 

1500mL 섭취하는데 이는 하루 3단위 이상 알콜 

섭취(more than 3 units of alcohol consumption 

per day)의 위험인자를 만족하는 수준임.

2) 담배 및 기타 기호식품: 해당 사항 없음

6. 계통적 문진: 

1) 대변: 1일 2-3회 정상변

2) 소변: 1일 7-8회 정상

3) 한열: 더위 타는 편

4) 피부: 정상

5) 한출: 정상

6) 식욕: 정상

7) 소화: 양호

8) 수면: 불규칙 천면(淺眠), 다몽(多夢), 하루 7시

간 수면

9) 구갈: 없음

7. 한방치료: 2020년 4월 25일부터 20주 동안 접골

탕 1첩을 1일 2회 복용함 (Table 3, Fig. 1).

8. 평가도구: DXA, FRAX

9. 치료 경과: 접골탕을 복용한 후 2020년 9월 12일 

예전 건강 검진에서 측정하였던 기기와 동일한 

DXA로 측정하여 요추 부위(L1-L4) 골밀도 수치 

0.92g/cm2 (Z-점수: -2.1), 대퇴골경 골밀도 수치 

0.66g/cm2 (Z-점수: -1.8)로 2020년 4월 검사 결

과와 비교하여 요추 골밀도 수치가 13.6%, 대퇴

골경 골밀도 수치가 22.2% 개선되었음. FRAX 

평가 결과, 10년 이내 주요 골다공증 골절 확률 

3.7%, 고관절 골절 확률 1.0%로 개선되었음 

(Table 2, Fig. 1).

Table 1. The Results of Thyroid Function Test, Common 
Blood Counter and Biochemistry

Result Reference range

Thyroid test

TSH 1.013 0.35 - 5.5 uIU/mL

FT4 1.20 0.89 - 1.76 ng/dL

CBC

Hemoglobin 14.6 13 – 17 g/dL

Liver function test

AST 24 < 40 U/L

ALT 31 < 41 U/L

Renal function test

BUN 13.5 5 – 20 mg/dL

Creatinine 0.7 0.5 – 1.2 mg/dL

Electrolytes

Calcium 9.7 8.6 – 10.0 mg/dL

Phosphorus 3.9 2.5 – 4.5 mg/dL

The above tests were performed in August 2019.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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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of Bone Mineral Density and Other Risk Factors

March 2018 April 2020 September 2020

Age 41 43 44

Body weight (Kg) 91.9 93.8 93.8

Height (cm) 179.4 179.2 179.2

Body mass index (Kg/m2) 26.8 29.2 29.2

DXA results

L1 BMD (g/cm2) 0.68 0.63 0.77 

L2 BMD (g/cm2) 0.83 0.73 0.89 

L3 BMD (g/cm2) 0.90 0.91 0.98 

L4 BMD (g/cm2) 0.95 0.92 1.00 

L1-L4 BMD (g/cm2) 0.85 0.81 0.92 

L1-L4 Z-score -2.7 -3.1 -2.1

Femoral Neck BMD (g/cm2) 0.67 0.54 0.66

Femoral Neck Z-score -1.7 -2.7 -1.8

Femoral Neck T-score -2.2 -3.1 -2.2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FRAX

Previous fracture - - -

Parent fractured hip - - -

Current smoking - - -

Glucocorticoids - - -

Rheumatoid arthritis - - -

Secondary osteoporosis - - -

Alcohol 3 or more units/day Yes Yes Yes

FRAX results

The 10-year Probability of Major Osteoporotic Fractures 5.9% 13% 6.0%

The 10-year Probability of  Hip Fractures 2.8% 9.1% 2.7%

BMD, bone mineral density; DXA, dual X-ray absorptiometry; FRAX, fracture risk assessment tool; L, lumbar spine. One whose Z-score of 
BMD is lower than -2.0 is considered to have low BMD for his/her age. The 10-year probabilities of major osteoporotic and hip fractures were 
calculated following the way of FRAX® (web version 4.2; University of Sheffield, UK) using T-score of femoral neck bone BMD measured with 
DXA and risk factors (i.e., sex, age, weight, height, history of previous fragile fracture, parent fractured hip, and oral administration of 
glucocorticoids, present illness of rheumatoid arthritis and disorders associated with osteoporosis, current smoking, and daily consumption of 
3 alcohol units or more). This patient had only one risk factor, i.e., daily consumption of 3 alcohol units or more.

Fig. 1. Timeline of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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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치료 과정 중의 환자의 기술: 이 환자는 30대 중

반인 2010년~2011년 경기도 OO 내과 영상의학

과 의원에 배우자와 건강 검진을 위하여 방문하

여 함께 골밀도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를 받았음. 

이때 골밀도 수치가 낮은 편이라는 검사 결과를 

듣고 이후 1~2년마다 한 번씩 간헐적으로 골밀

도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를 받아왔음. 2018년 골

밀도 수치가 연령 기대치 이하로 낮다고 진단받

고 칼슘 제제를 처방받았으나 칼슘 제제로는 골

밀도 수치 개선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한약 치료를 받기로 하였음. 접골탕 복

용을 시작한 후 피로감이 개선되고 이상반응도 

없어서 막연히 골밀도도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

며 복용 기간 동안 비교적 꾸준히 복용하였다고 

함. 음주를 줄이고 운동을 권하는 등 생활 습관

을 교정하도록 권고하였음. 직업 상 음주를 줄이

지는 못하였으나 일주일에 1회 두세 시간 자전거

를 타면서 피로감이 더 개선되었음. 칼슘 제제와 

비타민 D를 한약과 함께 복용하라고 했으나 한

약만으로 치료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한약

만 복용하였음.

고 찰

이 환자는 2020년 9월 현재 만 44세의 사무직 남

성으로 FRAX에서 골절 관련 위험요소로 알려진 요

소들 중 음주 외에 취약성 골절 관련 과거력이나 가

족력이 없다. 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중 하나인 글

루코코르티코이드 제제를 복용하지 않았고 혈액 검

사 결과로부터 이차성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신장질

환, 갑상선질환과 간질환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 

환자는 일차성으로 골밀도 수치가 연령에 비하여 낮

은 것으로 보인다13). 2018년 DXA로 측정하여 골밀

도 수치가 연령대보다 낮다는 진단을 받았고, 골밀도 

관련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4월에

는 요추 골밀도 수치 0.81g/cm2 (Z-점수: -3.1), 대퇴

골경 골밀도 수치 0.54g/cm2 (Z-점수: -2.7)로 더 저

하되었다. 이후 20주 동안 접골탕을 복용하고 2020

년 9월 DXA로 측정한 결과 2020년 4월과 비교하여 

요추 골밀도 수치는 13.6% 개선되었고 대퇴골경 골

밀도 수치는 22.2% 개선되었다.

골다공증은 원인, 기전 및 증상을 고려하였을 때 

한의학의 骨痿로 볼 수 있다. 骨은 腎主骨, 腎生骨髓

의 腎과 관련이 있으며, 골다공증은 보통 腎虛, 腎陰

虛, 腎陽虛, 肝腎虧虛, 脾腎兩虛 등으로 변증하므로 腎

虛로 포괄된다14). 접골탕은 당귀, 천궁 20g, 황기, 인

삼, 구기자, 만삼 8g, 속단, 석곡, 보골지, 토사자, 녹

Table 3. Composition and Daily Dose of Jeopgol-tang

Herbal name Medicinal herb name Weight (g)

當歸 Angelica gigas 20

川芎 Cnidium officinale 20

黃嗜 Astragalus membranaceus 8

人蔘 Panax ginseng 8

枸杞子 Lycium barbarum Linné  8

蔓蔘 Codonopsis pilosula 8

續斷 Dipsacus asperoides C. Y. Cheng et T. M. Ai 4

石斛 Dendrobium nobile Lindley 4

補骨脂 Psoralea corylifolia 4

兎絲子 Cuscuta chinensis 4

鹿茸 Cervus elaphus Linné 4

Jeopgol-tang was orally administered twice daily in the form of water-based decoction (120 mL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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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4g으로 구성된 처방으로 원래는 골절의 회복을 

촉진하는 목적의 생약재 조성물로 특허를 받았다15, 

16). 당귀와 천궁은 補肝, 補血和血, 活血行氣하고, 황

기, 인삼, 만삼은 補中益氣하며, 구기자, 속단, 석곡, 

보골지, 토사자, 녹용은 공통적으로 補肝腎, 續筋骨의 

효능이 있다. 즉 처방을 구성하고 있는 본초의 효능

을 종합하여 보면 접골탕은 補肝腎하므로 肝腎俱虛의 

양상을 띠는 골다공증에 적용해 볼 수 있다15,16). 이 

환자는 골밀도 수치를 저하시키는 명확한 원인 질환 

없이 골밀도 수치가 낮고 淺眠, 多夢의 수면 양상을 

보여 肝腎俱虛로 변증하여 접골탕을 처방하였다. 

남성의 골다공증은 이차성으로 인한 경우가 더 많

으나13) 이 환자의 경우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에서 

특별한 원인 질환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2019년

부터 고지혈증약(rosuvastatin 2.5mg qd)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저용량의 스타틴을 복용하면 골다공증 발

생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와는 달리17) 관찰 

기간 동안 골밀도 수치가 더 낮아졌다. 음주 관련 사

회력과 사무직 남성의 골밀도 수치가 낮다는 연구 결

과로부터18) 이 환자의 근무 형태와 음주량이 2020년 

4월 연령 기대치 이하로 측정된 골밀도 수치에 일정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 발표된 골다공증 한약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폐경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12) 폐경기 여

성과 고령층 치료 결과에 대한 메타분석이므로 결과

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11). 그동안 폐경기 여성이

나 고령층의 골밀도 수치를 한약 치료로 개선하는 연

구는 다수 발표되었으나 연령 기대치 이하로 골밀도 

수치가 낮다고 진단받은 중년 남성이 한약 치료로 개

선되었다는 증례 보고는 드물며19) 여기에 이 증례의 

가치가 있다.

이 증례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증

례 보고는 전반적으로 CARE 지침(CAse REporting 

guidelines)에 따라 작성되었으나20) 장기적인 추적 

보고가 되지 않아서 한약 복용을 중단한 이후에 개선

된 골밀도 수치가 유지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향후 DXA로 측정하여 경과를 추적해 보아야 할 것

이다. 둘째, 접골탕 복용 후 골밀도 수치가 개선되었

다고는 하나 요추 부위에서는 아직 Z 점수가 -2.1로 

연령대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요추 

부위 Z-점수만 보았을 때 연령 기대치 이하의 골밀

도 수치가 확실히 개선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

나 대퇴골경 부위의 Z-점수는 -1.8로 개선되었다는 

점과 남성에서 사망률이 더 높은 고관절 발생의 위험

도를 낮추었다는 점에서 이 증례의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같은 약물 치

료,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같은 내분비 대사 질환, 소

화기 질환, 신장 질환 등 2차성으로 골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하다21). 본 환자는 이차성 골다

공증의 원인 중 하나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제제를 

복용하지 않았고 혈액 검사 결과 상 이차성 골다공증

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질환, 갑상선질환과 간질환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후향적 증례보고이므로 2차성 골다공증을 배제하기 

위한 약물, 질환 등에 대해 세밀하게 계획된 검사 및 

조사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여 2차성 골다공증의 가능

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넷

째, 본 논문은 증례 보고이므로 접골탕의 골밀도 수

치 개선 효과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향후 대

규모 관찰연구나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으로 접골

탕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 약

DXA로 측정한 요추 부위와 대퇴골경의 골밀도 

수치가 2년간 지속적으로 연령대 평균 이하였던 중

년의 사무직 남성 환자가 접골탕을 복용하고 골밀도 

수치가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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