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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ogenic osteomalacia

Yong-Koo Park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An unusual and rare presentation of osteomalacia results from the paracrine effect of a local-
ized bone or soft tissue neoplasm. In this syndrome, known as tumor induced osteomalacia
or oncogenic osteomalacia, a neoplasm synthesizes and secretes a circulating compound,
known as phosphatonin, which acts on the kidney leading to phosphate wasting. Oncogenic
osteomalacia can be caused by a wide variety of neoplasm, although they are usually primary
soft tissue or bone tumors. Most commonly the causative neoplasm is a benign or low -grade
malignant vascular or fibrous tissue tumor. Complete removal of the offending neoplasm com-
pletely reverses the osteomalacia. If successful, the osteomalacia resolves. However, incom-
plete removal of the neoplasm necessitates treatment with phosphate and Vitamin D3 to ame-
liorate the skelet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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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성골연화증

종양성골연화증(oncogenic osteomalacia), 혹은 종양기원성

골연화증은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저인산혈성구루병과 유전적 형

태가 유사한 질환으로, 신장에서 인산염-소모를 특징으로 하는

부종양성 증후군이다. 1947년에 McCance1가 처음으로 기술했으

나, 1959년이 되어서야 Prader (Fig. 1)에 의하여 종양이 이 질

환의 기본원인이라고 밝혀졌다.2 이 첫 보고 후에, 많은 임상적,

실험적 연구로, 종양이 생산하는 체액성 요소들이 심한 생화학적

또는 형태학적으로 골격의 변화를 초래하는 종양성골연화증을 유

발한다고 추측하게 되었다. 종양성골연화증은 매우 드문 질환으

로, 약 130예 정도 보고되었다. 그 발병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저

인산혈증과 정상 인산염 항상성 기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론

종양성골연화증은 보통 50세 이후 성인에서 발견되지만 어느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 이런 환자들은 장기간

지속되는 근육과 뼈의 통증을 호소한다.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

타난 후 합병증으로 재발성 골절이 나타난다. 종양성골연화증을

가진 소아들은 구루성 질환의 특징인 걸음걸이이상, 성장장애,

골격기형 등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 이 사성 증후군은 잠재기

간(latent period)이 길다는 것이 특징으로, 증상이 발생한 때부

터 정확하게 진단될 때까지 평균 2.5년 이상 걸린다.3 또한 진단

이 된 후 원인 종양을 발견하는 데까지는 평균 5년이 걸린다.4 진

단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신장에서 인산염 소모성 증후를 유발하

는 질환과 감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종양성골연화증 환자에서

저인산혈증과 뼈질환의 가족력이 없는지를 확실하게 찾아보는 것

이 중요하다. 원인이 되는 종양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주 상

검사와 함께 광범위하고 연속적인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

요하다. 

종양성골연화증의 생화학적 특징으로는 낮은 혈청 내 인산염

과 인산뇨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근위 신세뇨관에서 인산

염의 재흡수가 감소되어 발생한다. 원래 저인산혈증에서는 칼시

트리올[1,25(OH)2D]이 증가하여야 하나, 이 종양성골연화증의

경우에서는 칼시트리올의 혈중치가 낮거나 비정상적으로 정상범

위를 유지한다. 저인산혈증의 정도는 매우 심하여 보통 0.7-2.4

mg/dL 정도이다.3 그러나 혈청 칼슘과 25-수산화비타민 D는

부분 정상이고, 간혹 부갑상선호르몬(parathyroid hormone,

PTH)만이 증가하여있다.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는 일반적으로

증가된다. 더 광범위하게 근위 신세뇨관의 결함이 있으면, 당뇨

와 아미노산뇨가 동반된다. 골 조직검사상 무기질침착의 이상을

보인 심한 골연화증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신장의 인산염 소모

와 칼시트리올 합성 이상으로 무기질 침착이 부족하게 되고, 골

절이 유발된다.3,5 만약 치료하지 않으면 심한 골연화증으로 척추

와 갈비뼈 뿐 아니라 장골의 골절도 유발되며 흉벽 기형과 호흡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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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박용구

진단검사의학적 소견으로는 종양성골연화증이 의심되는 환자

를 평가할 때는 공복시 혈청 인산, 칼슘,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

크레아티닌, PTH, 혈청 1,25(OH)2D의 혈중치를 측정해야 한

다. 추가적으로, 24시간 소변으로 인산염, 크레아티닌, 칼슘, 아

미노산, 포도당도 측정한다. 신세뇨관의 인산염 청소율을 알기 위

해 신세뇨관의 인산염 재흡수에 한 역치(tubular reabsorption

of phosphate, TRP)를 계산한다. 진단이 쉽지 않을 때에는 조

직검사를 위해 테트라사이클린으로 표지된 장골능 골생검이 필

요하다. 조직검사상, 무기질침착이 지연되어 유골면이 현저하게

증가되어 나타난다(Fig. 2).

상검사상 전신 단순촬 으로는 골연화증을 나타내는 소견으

로 전신적인 골감소증, 가상골절, 엉성한 잔기둥을 볼 수 있다.

종양성골연화증을 가진 소아에서 방사선 촬 을 하면 골단이 확

되어 나타나고, 그 밖의 구루병의 특징을 볼 수 있다. 99테크네

슘 신티그래피에서는 전반적인 골격의 섭취율, 즉“superscan”

과 골절부위의 국소적인 섭취율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단순촬

은 골연화증의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로 골연화

증의 근본 원인을 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치료를 위해서는 종양을 완전히 절제하여야 하므로, 종양성골

연화증에서 문제를 일으킨 종양을 발견하고, 종양이 어디에 발생

하 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증후군을 일

으키는 간엽성 종양들은 흔히 크기가 작고, 성장이 느리며, 또한

해부학적으로 특이한 장소에 발생하므로, 전통적인 상 기술로

는 종양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생체 외의 연구

에서 많은 간엽성 종양들이 소마토스타틴 수용체(somatostatin

receptors, SSTR)6를 발현한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111In-pentetreotide 신티그래피(옥트레오타이드 스캔), 즉 방사

선 표지된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를 이용하는 주사 기술로 종양성

골연화증을 가진 몇몇 환자에서 이 종양들을 성공적으로 발견한

보고가 있다.4,7 SSTR을 발현하는 간엽성 종양들은 종양성골연

화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철저한 상검사를 시작하

기 전에 이 증후군에 한 조심스런 생화학적 확진이 필요하다.6

자기공명 상 또는 컴퓨터 단층촬 과 같은 전통적인 상검

사에선 종양이 전신에 분포된 것이 발견되었어도, 종양성골연화

증에서 흔히 원인이 되는 종양이 머리 쪽과 사지에서 자주 발견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별진단으로는 종양성골연화증과 유사한 임상증상을 보이는

일반적인 골연화증과는 다르게, 종양성골연화증 환자들은 혈청

칼슘, 혈청 25-수산화비타민 D, PTH, 요산뇨(감소된 TRP)는

정상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종양성골연화증은 생화학적으로 X

염색체 연관성 저인산혈성 구루병(X linked hypophosphatemic

rickets, XLH), 보통염색체우성 저인산혈성 구루병(autosomal

dominant hypophosphatemic rickets, ADHR)과 같은8 저인산

혈성 구루병의 몇몇 유전적 형태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 XLH와

ADHR 환자들은 다양한 연령 에 발생하기 때문에 저인산혈증

을 가진 환자에서는 가족력이 중요하다. 종양성골연화증은 체

적으로 수년이 지나야 원인이 되는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

다. 그러므로 종양성골연화증과 저인산혈성, 비타민 D 저항성 구

루병의 유전적 형태 사이의 구분이 어렵다. 혈청 섬유모세포성장

인자(fibroblast growth factor, FGF)-23은 일반적으로 종양성

골연화증 환자에서 증가되어 있지만 일부 XLH환자에서도 증가

되어 있다. 혈청 FGF-23이 정상이라고 해서 종양성골연화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9,10 종양성골연화증의 진단은 원인이 되는

종양을 발견하고 그 종양을 완전히 절제한 후에 증후군이 사라져

야 가능하다. XLH와 ADHR에서 결함이 있는 PHEX와 FGF-

23 유전자에 한 유전학적 검사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때 도

움이 될 수 있다.11

다른 유전성 신장 인산염-소모성 증후군, 고칼슘뇨증을 동반한

유전성 저인산혈성 구루병(hereditary hypophosphatemic rick-

ets with hypercalciuria, HHRH)은 뼈 통증, 골연화증, 근쇠약

증과 같은 특징들이 임상적으로 종양성골연화증과 유사하지만,

Fig. 2. Undecalcified bone section shows widened osteoid seam
(red color), which is a characteristic histological finding in osteo-
malacia (green color: calcified bone) (undecalcified bone section,
Goldner’s modified Masson’s trichrome staining).

Fig. 1. Andrea Prader.
23 December 1919-
3 Jun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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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적 검사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두 가지 증후군 모두 신

장의 인산 재흡수가 감소되어서 생긴 저인산혈증이 특징이다. 그

러나 HHRH 환자들은 칼시트리올이 상승되어 있고 고칼슘뇨증

을 보여 종양성골연화증, XLH, ADHR과 구분할 수 있다.8,12

최근에, 신장의 인산염 소모에 의해 이차적으로 저인산혈증과

골감소증, 신결석증을 보인 두 환자에서, 신장형 IIa 나트륨-인산

염 협동운반체 유전자(sodium-phosphate co-transporter gene:

NPT-2)의 이형접합체, 우성저해성, 변이가 발견되었다. 종양성

골연화증에서 현저하게 보이는 뼈 통증과 근쇠약증의 증상은

NPT-2 변이를 가진 경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이런 환

자에서는 고칼슘뇨증과 칼시트리올의 상승이 관찰되어 종양성골

연화증 환자들과 쉽게 감별할 수 있다.13

병리학적으로 종양성골연화증과 관련 있는 중배엽 종양의 특

징은 성장이 느리고, 복합적이며, 여러 조직학적 소견을 보여 그

특징에 따라 네 가지 군으로 나눌 수 있다: 1) 인산뇨성 중배엽

종양, 혼합성 결합조직형(phosphaturic mesenchymal tumor,

mixed connective tissue type, PMTMCT), 2) 골모세포종 유

사 종양, 3) 골 형성 섬유 유사 종양, 4) 비골형성 섬유 유사 종

양14이다. PMTMCT 아형이 가장 흔하며 종양성골연화증에 관

련된 간엽성 종양의 거의 70-80%를 차지한다.14,15 육안적으로 이

러한 간엽성종양은 노란 황회색의 종괴로서 흔히 석회화부위와

때로는 골형성을 동반하기도 한다(Fig. 3). 현미경 소견상 가장

특징적인 소견은 비교적 균일하며, 작은소세포 암종보다는 약간

크기가 큰 종양 세포가 미만성으로 증식하고 있으면(Fig. 4),

부위에 따라서 방추세포, 파골세포유사한 거 세포가 출현하고

(Fig. 5), 혈관외피종양과 유사한 풍부한 모세혈관부위가 관찰된

다(Fig. 6).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모양의 석회화한 기질(Fig.

7)이 관찰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소견은 종양성골연화증을 특별

한 임상병력 없이도 진단하는데 조직학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소견 중 하나이다. 연골 유사 기질, 화생뼈의 혼합물이며 연부조

직과 뼈에 똑같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양성이지만, PMTMCT

의 악성형도 보고되었다.

Fig. 3. Cut surface of the phosphaturc mesenchymal tumor shows
gray white solid appearance with foci of bone formation with calci-
fication.

1 2 3 4 5

Fig. 4. Photomicrograph of the phosphaturic mesenchymal tumor
showing monotonous spindle cells having ovoid nuclei with fine
chromatin pattern.

Fig. 5. There are numerous osteoclastic type giant cells in phospha-
turic mesenchymal tumor.

Fig. 6. One of the characteristic histological findings is hemangio-
pericytic vascular pattern.



이런 종양은 FGF-23을 풍부하게 발현하여 면역탁본법18과 면

역조직화학법15,19으로 FGF-23단백을 증명할 수 있다(Fig. 8). 보

고에 따라서, PMTMCT종양 21예 중 17예에서 FGF-23단백 발

현을 검출 가능했다고 보고하고 있다.15 방추세포 내의 과립형 세

포질은 가장 잘 염색되며 FGF-23의 근원으로 간주된다. 특히

이 간엽성 종양의 경우는 크기가 작고, 성장이 더디며, 우리 신체

의 체간부에서 주로 발견된다. 장골, 비인두, 부비동, 사타구니4

와 같이 다양한 해부학적 위치에서 발견되었지만 이 종양들은 사

지와 팔다리 뼈에 가장 흔히 발생한다.15 종양이 발생한 부위를 정

확하게 찾아내는 일은 부분 오래 걸리고 고된 일이긴 하지만,

일단 발견된 후에는, 해부학적으로 종양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완전한 절제가 어렵다. 성공적인 종양 발견을 위해서는 세

심한 신체검사와 경과관찰 및 주기적인 상검사가 필요하다.

종양성골연화증이 체적으로 양성 간엽성 종양에 의해 생기

기는 하지만, 이 증후군은 다양한 암종,20,21 신경섬유종증,22 선모

반증후군과도 동반된다. 골에 발생하는 여러 종양 또는 종양성

병변에서도 종양성골연화증이 동반되는데, 섬유성이형성증이 가

장 흔하며, 그다음으로 혈관외피세포종, 그외에도 골육종, 연골

아세포종, 거 세포종23과도 관련이 있다. 병변의 다원성과 전체

종양을 완전하게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로 인해 몇몇 경우에서는

수술 후 생화학적 방사선학적 호전을 말하는 것은 불가하다.22,24

병태생리적으로 통상 X 염색체, 보통염색체 우성 저인산혈성 구

루병의 발견과 종양성골연화증과 관련된 종양에서 새로운 인산

염-조절 유전자의 발견으로, 지난 수년간 유전성, 후천성 저인산

혈증에 해 분자적 생화학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 중 첫째, 이중 결함으로, 신장 인산염 소모와 비정상적 비타

민 D 사와 연관하여, 종양성골연화증의 기초적인 병태생리는,

비타민 D 합성 결함이 저인산혈증에 한 반응인 칼시트리올의

보상적 상승을 둔하게 하고 또한 신장의 인산염 재흡수를 억제함

으로써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저인산혈증이다. 현저한 저인산혈

증은 근육통과 쇠약, 골연화증, 골절을 야기한다. 실험적으로, 중

배엽 종양이 생산하는 체액성 요소, 즉“포스파토닌”이 종양성골

연화증에서 발견되는 생화학적, 골격의 결함을 유발한다. 종양

추출물은 생체 밖에서 인산염의 수송을 억제할 수25-29 있고 생체

내에서 인산뇨와 저인산혈증을 일으킨다.30 이종 이식된 종양에

서 얻어진 추출물은 배양된 신장세포에서 신장의 25-수산화비타

민 D-1- -수산화효소 활성을 억제한다.31 이 후, 종양 조직을 완

전하게 절제한 후에는, 혈청 인산염과 칼시트리올이 정상화되고,

신장의 인산염 소실은 역전되며, 마침내는, 골의 재무기질침착이

일어난다.

둘째, FGF-23으로서 과거 몇몇 보고에서는 종양배양 또는 종

양 추출물이 인산염 운반을 억제한다고 하 으나, 배양한 종양세

포가 천천히 자라고 배양과정에서 인산염의 배출을 억제하는 활

성이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종양에 의해 생산되는, 인산뇨

를 유발하는 물질의 동정이 어려웠다. 종양성골연화 종양에서

높게 발현되는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몇몇의 연구자들은,17,43,44 이

런 종양에서 생산되는, 인산뇨 유발물질로 생각되는 몇 개의 후

보 유전자를 발견하 다. 이런 유전자 중 하나가 FGF-23으로,

FGF-23은 새로운 FGF로서 보통염색체우성 저인산혈성 구루병

에서 위치적 클로닝으로 발견된 결함 유전자와 동시에 발견되었

다.34 종양성골연화증 종양에서는 FGF-23이 비교적 높게 발현되

나,17,18,33 정상 조직에서는 낮은 정도로 나타난다.34

적합한 배지와 정제된 FGF-23은 신장 근위 세뇨관 상피세포

의 모형인 주머니쥐 신장 세포(opossum kidney cells: OK)에

서 인산염의 수송을 억제할 수 있다.16,35 FGF-23을 쥐에 주입하

면, 혈청 인산염은 감소되고 인산의 배출률은 증가한다.33,36 쥐에

FGF-23 진핵 형질전환 된 중국 햄스터 난소(Chinese hamster

ovary, CHO)세포 이종이식을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장

의 인산염 청소율은 증가되면서 저인산혈증을 나타내며 골 무기

질침착이 감소되고 혈중 칼시트리올의 감소와 함께 신장 25-수

산화비타민 D-1- -수산화효소의 발현이 감소된다.33 FGF-23이

과도 발현되게 형질전환 된 쥐는 사람의 종양성골연화증과 유사

하게 생화학적, 골격의 이상을 나타낸다.37 거꾸로, FGF-23이 부

 4 박용구

Fig. 7. There are flocculated calcification. Fig. 8.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using fibroblast growth factor
23, there are some positive staining cells. 



족한 쥐는 고인산혈증, 칼시트리올의 상승, 고칼슘혈증의 생화학

적인 이상과 함께, 성장지연과 일찍 죽는 양상을 보인다.37

사람의 혈청에서도 혈중 FGF-23이 측정된다.9,10 종양성골연화

증을 가진 개개인에서 FGF-23의 혈중농도가 높지만 종양을 완

전 절제한 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러나, 종양성골연화증을

가진 어떤 사람에서는 정상이거나 단지 약간만 상승되어 나타나

는데 이는“포스파토닌”이 균일하게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좀더 중등도이긴 하지만 XLH에서도 혈청 FGF-23이 상승되어

나타난다.9,10

FGF-23은 또한 ADHR의 발병기전에 중요하다. 4개의 관련

이 없는 ADHR 가족 내에 이환 된 구성원에서 176 또는 179 자

리에 두 개의 아르기닌 잔기 중 하나에서 과오돌연변이가 발견되

었다.34 이 과오돌연변이의 집단은 활성형 변이이다. 이렇게 변이

된 아르기닌 잔기는 공통 프로단백질 전환효소 절단 RXXR 모

티프에 위치하고 있어, FGF-23의 분해를 막고 그 결과로 FGF-

23 작용을 지속시키며 항진시킨다.16,36,38 또한 이런 FGF-23은 자

연적인 FGF-23보다 Npt-2 유전자 발현과 25-이수산화비타민

D-1- 수산화효소 단백을 감소하는 능력39면에서 생물학적으로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39,40 

여러 실험을 통해서, FGF-23이 XLH의 발병기전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알려져 왔다. XLH는 M13메탈로프로테아제 효소

를 코드화하는, PHEX유전자의 변이에 의해 발생한다.41 XLH의

발병기전에 있어서, 내재성 조골세포 결함42과 체액성 요소43-45 등

을 통하여, PHEX의 기질이 종양성골연화증을 일으키는 체액성

요소의 하나라고 간주된다. PHEX의 내인성 기질은 알려져 있

지 않다. 그러나 실험적 증거의 우위 면에서 보면, 모든 연구자

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47 FGF-23이 PHEX에 의해 절단

된다고 생각된다.16,46

FGF-23이 별개의 세 가지 신장의 인산염 소모 질환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종양성골연화증에서, 종양은

FGF-23을 생산하며 FGF-23은 근위 신세뇨관에서 인산염의 초

기의 세뇨관 재흡수와 25-수산화비타민 D-1- -수산화효소를 억

제시켜 저인산혈증과 골연화증을 야기한다. ADHR에서, FGF-

23은 변이로 인해서 생물학적 활성이 증가되고, 단백분해에 한

저항을 가지게 되며, 마찬가지로, 저인산혈증, 인산뇨, 골 기형,

구루병을 일으키게 된다. XLH에서 PHEX는 변이가 일어나고

그 결과 기질로 생각되는 FGF-23을 자를 수 없게 되어, FGF-

23이 혈중에 축적되므로 근위 신세뇨관에서 인산뇨를 유발한다.

FGF-23이 이런 드문 신장의 인산염 소모성 질환에서만 중요한

지, 그렇지 않으면 생리학적 인산염 항상성의 중요한 조절인자인

지에 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다른“포스파토닌”물질들 중 두 번째“포스파토닌”후

보로서 곱슬머리 관련 단백4 (frizzled related protein 4, sFRP4)

을 들 수 있다.48 FRPs는 유인 수용체로서 작용해서 Wnt 신호

전달을 방해하는 물질 중 하나이다. Wnt 신호전달은 특히 골격

과 신장의 발달에 중요하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골 질량 증가

에 관련된 아래 두 가지 질환이 공동수용체인 LRP5를 통한 Wnt

신호전달의 활성 또는 억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LRP5의 활성변

이는 보통염색체 우성 높은 골 질량 형질을 유발하고,49,50 반면에

LRP5의 무수한 억제변이는 골다공증 가성신경아교종 증후군에

서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Wnt 신호전달의 조절이, 무기질 이온

항상성을 포함한, 골 질량의 결정요인을 조절하는데 중요하다.

sFRP4가 인산뇨를 유발할 수 있다는 몇몇 보고가 있다. sFRP4

는 배양한 신장 상피세포에서 인산염의 수송을 억제한다. 그리

고 큰 쥐와 작은 쥐에 융합시켰을 때 인산의 배출률을 감소시키

며, 장기간 노출시켰을 때, sFRP4는 저인산혈증에 의해 야기되

는 25-수산화비타민 D-1- -수산화효소의 보상성 증가가 둔화된

저인산혈증을 일으킨다. sFRP4가 종양성골연화증 환자의 혈청

에서 증가되어 있는지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다. 

또 다른 포스파토닌 후보는 기질 세포 외 인당단백질(matrix

extracellular phosphoglycoprotein, MEPE)/오스테오레귤린으

로, 최근에, 세포 외 기질 단백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고 골수와

분화된 골모세포에서 높게 발현되는 분비단백으로 알려졌다.32

세 가지 독립적인 연구에서 MEPE가 종양성골연화증과 관련된

간엽성 종양에서 높게 발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17,32,33 MEPE-

결함 쥐는 골 무기질침착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골 도가 증가

된 반면, 종양성골연화증에서 MEPE가 과도발현 된 경우에 골

무기질 침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MEPE가 골 무기질침

착의 중요한 억제 조절인자라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로서는, ME-

PE가 직접적으로 인산염 수송을 억제한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

나 MEPE가 PHEX의 기질일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46

이 종양성골연화증의 최종적인 치료는 종양을 완전히 절제하

여 빠르게 생화학적인 변화를 교정하고 골의 재무기질화를 유발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양성골연화증이 진단된 후에도 종

양을 찾을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절제된 채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전립선 암처럼 종양성골연화증과 함께 악성종양이 존재하는 경

우, 완전한 절제는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이 질

환의 내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현재 실제로는 칼시트리올과 함께 인산을 공급하면서 종양성

골연화증을 치료하고 있다. 인산을 공급함으로써, 진행되고 있는

신장의 인산 소모를 줄이고, 칼시트리올의 공급하여 불충분한 신

장의 1,25-이수산화비타민 D의 생산을 되돌리고 위장관의 인산

염재흡수를 항진시킨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에게 인산염(2 g/day)

과 칼시트리올(1-3 g/day)을 나누어 공급하면서 치료한다.3

어떤 경우에는, 칼시트리올만 주는 것으로도 종양성골연화증에

서 나타나는 생화학적인 이상을 호전시키고 골연화증을 치료하

기도 한다. 증상을 호전시키고, 공복시 인산을 낮은 정상범위로

유지시키고,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를 정상화시키며 이차적 부갑

상선 기능항진증을 조절하고 고칼슘혈증이나 고칼슘뇨증이 유발

되지 않도록, 치료와 약물의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적절한 치료

를 한다면, 근육과 뼈의 통증을 호전시키고 골연화증도 나아질

수 있다.

종양성 골연화증  5



고용량의 칼시트리올과 인산치료에 의한 합병증을 감시하는

것도 예기치 않던 고칼슘혈증, 신석회화증, 신결석증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다. 부갑상선 자율성이 종양성골연화증의 몇 가지 경

우에만 보고되었지만, 사실 인산치료가 부갑상선 기능에 자율성

이 생기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발생률은 인산치료(단

독 또는 비타민D와 함께)가 길어질수록 높을 것이다. 치료의 안

전성과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해 3-6개월 간격으로 혈청과 소변

의 칼슘, 신기능, 부갑상선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좋다. 

생체 외와 생체 내에서 옥트레오타이드는 많은 신경내분비 종

양에 의한 호르몬 분비를 억제한다고 보고되어 왔다. 몇몇 간엽

성 종양에서 옥트레오타이드에 결합하는 SSTRs가 발현된다는

사실은 종양성골연화증과 남아있는 종양이 있는 몇몇 환자들에

서 옥트레오타이드로 치료를 시도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한

예에서 옥트레오타이드 50-100 g을 피하로 하루 세 번 치료할

경우, 저인산혈증이 교정되고 인산뇨가 호전되었으며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가 감소되었다.7 그러나, 두 명의 다른 환자에서는

200 g을 하루 세 번 8주 동안 치료했지만 혈청 인산과 칼시트

리올은 증가하지 않았고 세뇨관의 인산염 재흡수도 여전히 감소

되어 있었다.4 종양성골연화증에서 옥트레오타이드 치료는 제한

적이고 혼합된 경험이 보고되기 때문에, 현재의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매우 심한 환자에서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 론

종양성골연화증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 저혈인산염, 신장으로

인산염의 소실, 저혈청 비타민 D3을 임상적 특징으로 한다. 종양

에서 인산염을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게하는 물질을 분비하여, 전

체적으로 신체내에 인삼염이 감소하게 되고, 골연화증이 발생하

게 된다. 조직학적으로 종양은 주로 간엽성 종양으로, 다양한 형

태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표적인 조직학적 소견으로는 특

징적인 혈관외피세포종양과 유사한 혈관 변화와, 간엽세포의 변

화, 석회화, 파골세포성거 세포가 나타나는 것이다. 최근에 종

양에서 인산염의 소변에 분비를 촉진하는 물질인 FGF-23이 증

명이 되어, 이 FGF-23이 종양의 주된 원인 물질의 하나라고 밝

혀졌다. 종양성골연화증의 치료는 원발종양을 완전하게 제거하

는 것이나, 간혹 종양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인산염

이나, 비타민D3의 추가적인 치료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 종설에

서는 이러한 종양의 병태생리 및 조직학적 소견과 치료에 관하

여 문헌고찰과 함께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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