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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체의 골대사는 뼈조직에서 칼슘과 인 등 뼈 성분이 

빠져나가는 골흡수작용과 뼈조직이 보충되어 새로운 뼈가 

형성되는 골형성 작용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 두 작용의 

균형으로 인체내의 골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

한 균형이 깨져 조직 형태학적으로 단위 용적당 골기질이 

감소되는 것을 골다공증이라 한다 (주명숙 등, 1999). 

Wronski 등 (1989)에 따르면 골다공증은 원인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인 에스트로겐 

결핍은 난소를 절제함으로써 비교적 일정한 정도의 골다공

증을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 난소절제술은 흰쥐에 있어서 

해면골의 골아세포와 파골세포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파골

세포의 활동성이 골아세포의 활동성보다 증가하여 골질량

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된다 (Dike 등, 1994). 

본 연구에서는 난소 절제술과 칼슘제거 식이요법을 수

행한 쥐 해면골을 살아있는 상태로 생체 내 미세단층촬영 

시스템으로 촬영하였다. 비파괴 수치해석 방법과 유한요소 

모델에 기초하여 형태학적 및 생체기계학적 특성을 8 주간

의 실험으로 골다공증기전과 전이 분포를 추적조사하였다. 
 

2. 실험방법 
 

1. 형태학적 특성 

실험에 사용되는 쥐는 임의로 난소절제술과 

칼슘제거식이요법을 병행한 군 (난소절제군), 칼슘제거 

식이요법만 시행한 군(칼슘제거군), 정상군으로 분류 

되었다. 생체 내 미세 전산단층 촬영시스템 (Skyscan-1076, 
Skyscan, Belgium)을 사용하여 쥐의 2 차원 요추 데이터를 

획득하였고, CT-An (Skyscan, Belgium)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쥐 척추 해면골의 수 (Tb.N), 해면골의 간격 (Tb,Sp), 
해면골의 용적분율 (BV/TV,%), 골밀도 (BMD.%), 해면골의 

두께 (Tb.Th), 구조적 모델지수 (SMI) 등 쥐 요추의 

해면골의 형태학적인 변화를 계산하였다. 이상적인 

SMI 값은 plate 에서 0 이고 rod 구조에서는 3 이다. 

 

2. 기계적 특성 

BIONIX 3.3 (CANTiBio Co., Kore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 차원 단면 촬영영상을 3 차원 voxel 구조로 

변환시켰다. Hypermesh 7.0 (Altair Co. US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 차원 voxel 구조에서 가상적인 압축력을 가하기 

위한 모델로 재건하였다. 본 연구의 유한요소모델은 

물성치로 12.5 GPa (E)과 0.3 (υ)을 적용하였고 (Kinney 등, 

2000), 등방성 구조를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유한요소모델에 구속 조건을 인가하고, 탄성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3 차원 모델의 상단부에 0.05%의 변위를 

가하도록 하중 조건을 부가하였다. ABAQUS 6.5 (HKS, In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전산 모의 압축실험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의 생체 내 미세 단층 촬영 

시스템으로 촬영된 2 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해면골의 

구조적 수치를 얻었고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가상압축 

실험을 통해 골다공증이 유발된 쥐 요추 해면골의 

형태학적 및 기계학적인 특성을 평가하였다. 0 주차에서 

8 주차까지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난소절제군, 칼슘제거군 

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BV/TV 값이 작아지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난소절제군에서 확연하게 큰 경향을 

보였으나, 정상군에서는 4 주차에서 낮아졌다가 8 주차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Fig. 1). 해면골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들인 Tb.Sp 는 난소절제군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해면골 사이의 간격이 가장 멀어졌음을 나타냈고, 

SMI 는 이상적일 때 0 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데 

난소절제군과 칼슘제거군 에서 3 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  

골미네랄밀도 (Bone mineral density, BMD)는 정상군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씩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으나 

난소절제군과 칼슘제거군에서 0 주에서보다 8 주에서 더 

낮은 수치가 관찰되었다 (Fig. 2). 유한요소해석방법을 

이용하여 얻은 구조적 탄성계수는 정상군에서 BV/TV 와 

같이 4 주차에 낮아졌고 8 주차에 다시 증가하였다. 

난소절제군과 칼슘제거군에서 0 주에서 보다 8 주에서 더 

낮은 수치가 관찰되었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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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V/TV 변화. (A) 정상군 (B) 난소절제군 (C) 칼슘제

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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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MD 변화. (A) 정상군 (B) 난소절제군 (C) 칼슘제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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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구조적 탄성계수의 변화. (A) 정상군 (B) 난소절제군 

(C) 칼슘제거군 

 
4.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 사용된 쥐는 6 주령 쥐로 사람의 성장기에 

해당되는 나이로 골다공증이 잘 유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한점으로 두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골다공증이 일

어날 것이라고 가정된 난소절제군과 칼슘제거군은 4 주차

에서 뼈의 형태적 수치들인 BV/TV,  Tb.Th,  Tb.N 의 수치

의 변화폭이 작아 성장기에 있어서 골손실이 크게 발생되

지 않았다고 생각되고 8 주차에서는 확연하게 골손실이 발

생됨을 관찰할 수 있다. 정상군 4 주차에서 BV/TV, Tb.Th, 
Tb.N 의 수치가 감소하였다가 8 주차에서 다시 증가하였는

데 이는 4 주차 실험과정이 성장기에 있어서 뼈의 흡수와 

생성을 반복하는 시기에서 뼈의 흡수단계에 해당되기 때문

이라 생각된다 (Stephen 등, 2001). 

선행 연구(고창용 등, 2007)에서는 쥐 요추의 4 번에서

만 해면골의 구조적, 기계적 특성을 관찰하였지만, 본 연

구에서는 요추의 1 번에서부터 6 번까지 관찰하여 요추의 

몇 번에서 골다공증이 발생되고 어디로 전이되는지 살펴 

보았다. 총 8 주에 걸쳐 요추의 해면골 변화를 추적관찰하

였고 구조적 특성에서 난소절제군과 칼슌제거군은 뼈의 양

과 관련된 특성인 BV/TV, Tb.Th, Tb.N 이 작아 지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각 요추 별로 구분해서 관찰해보면 요추

3 번과 4 번에서 가장 큰 특성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쥐의 요추 3 번과 4 번에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의 변형이 크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

음 2 번과 5 번의 데이터변화가 크게 변화함으로 이후 전이

되는 방향은 2 번과 5 번으로 전이가 된다고 생각된다. 1

번과 6 번은 나머지 요추들과는 달리 특성의 변화가 작아 

골다공증이 발생되기는 하지만 심화된 3 번, 4 번과는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BMD 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상군의 경

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난소절

제군과 칼슘제거군에서는 BMD 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골다공증이 척추의 무기질 밀도에

도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유한요소모델을 이용

하여 측정한 구조적 탄성계수는 뼈의 부피 변화와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 곡선을 나타내며 8 주차의 난소절제군에서 

현저히 감소한다. 구조적 탄성계수는 뼈를 구성하고 있는 

해면골의 양에 따라 값이 변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의 쥐를 실험 대상으로 하여 기존

의 연구들과는 달리 4 주에서 완전한 골다공증이 발생하지

는 않았지만 8 주에서는 골다공증의 증상이 확연하게 나타

났다. 성장기의 쥐로 실험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요추 

3 번과 4 번에서 골다공증 기전이 일어나고 2 번과 5 번으로 

전이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또한 향후 실험에서 요추 

몇 번에서부터 골다공증이 발생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고 장

기간에 걸쳐 관찰할 것이며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의 변

화가 척추 추간판 변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서도 실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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