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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the soft and rigid extents, tissues are mainly divided into two groups in mammals, soft tissues 
including heart, lung, kidney and brain, and hard tissues including tendon, cartilage, teeth and bone. Among 
various tissues, bone, a dynamic rigid organ, is continuously remodeled by the opposing functional activity 
between bone formation by osteoblasts and bone destruction by osteoclasts. Bone protects the soft tissues and 
provides mineral reservoirs, which can supply the mineral needs of other soft tissues to normally maintain cellular 
function. While calcification in bone is an important action to fundamentally support the body and protect the 
soft tissues, calcification in soft tissues, including the heart, aorta, kidney, lung and spleen, results in severe 
organ damages, eventually causing sudden death. A growing body of evidence indicates that the osteoporotic 
patient who are aging, post-menopausal, diabetes and chronic kidney disease simultaneously represent a high 
clinical incidence of soft tissue calcification, illustrating a link between soft tissue calcification and bone 
decalcification (osteoporosis). This study will review what is currently known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bone decalcification and soft tissue cal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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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체의 장기는 견고한 정도에 따라 크게 연조직(뇌, 심장, 

동맥, 신장, 허 , 췌장 등)과 경조직(치아, 연골, 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진화론  에서 경조직의 발달은 수상생

물에서 육상생물로의 진화과정에서 발달하 을 것이다. 수

상생물은 물을 매체로 하여 생명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다

양한 양소와 무기질을 흡수할 수 있는 반면에 육상생물은 

외부의 음식물을 작운동으로 이들을 섭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조직 의 치아는 육상생물에서 발달하 을 

것이다. 한 육상생물은 보행운동에 합한 구조로서 몸을 

지탱하고 골격을 유지하기 해서 골이 발달하 을 것이고, 

골과 골 사이의 충격을 완화하기 해서 연골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경조직 에서 치아와 연골은 재생능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골은 생성과 괴가 지속 으로 일어나는 역동 인 

기 으로 재생능력을 가지고 있다. 유기성분(단백질 등)과 

무기성분(칼슘, 인, 셀 늄 등)으로 구성된 단단한 기 인 

골은 조골세포(osteoblasts)에 의해서 새로운 골을 생성하

고, 골세포(osteoclasts)에 의해서 오래된 골을 제거한다

(1,2). 두 세포간의 일련의 과정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는 골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연조직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단단한 

골 내부의 골수는 생명체 유지에 요한 세포(면역세포, 

기세포, 골세포 등)들을 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골을 구성하는 다양한 무기질은 골이 괴될 때 방출되며 

류를 통해서 다른 연조직에 제공된다. 결론 으로 골은 

육상생물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종합하건데 골은 골격 유지로 몸을 지탱하고 연조직 기 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연조직 기 에 무기질을 공 하고 요한 

세포를 외부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장고 역할을 수행한다.

경조직인 골과 연조직은 해부학 으로 서로 결합된 형태

로 존재하고 무기질을 서로 주고받는 상호 한 계가 

있는 반면에 두 조직의 기원이 되는 기세포에서는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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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연조직을 구성하는 세포[근아세포(myoblasts), 섬유

아세포(fibroblasts), 지방세포(adipocytes) 등]들은 간엽 

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의 분화로 형성된다. 

한, 골 형성을 담당하는 조골세포도 간엽 기세포로부터 

유래된다(3). 반면에 골을 괴하는 골세포는 조  기세

포(hematopoietic stem cell)로부터 분화된다(3). 즉, 골은 기

원이 다른 기세포로부터 분화된 두 세포(조골  골세

포) 사이의 조합으로 형성된다.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특정 

질환이나 환경(노화, 고 압, 동맥경화, 만성신부 증, 당뇨

병, 흡연 등)에 노출되면 “연조직 세포가 칼슘을 축 할 수 

있는 조골세포로 분화(trans-differentiation)될 수 있다.”라

고 보고하고 있다(4). 무기질이 축 된 연조직 세포의 석회

화(calcification)는 치명 인 기능상실을 유도한다. 본 총론

에서는 다양한 유 자 조작 동물모델과 임상  연구결과를 

토 로 골다공증(osteoporosis)으로 야기되는 골 탈석회화

(decalcification)와 연조직 석회화에 한 연계성에 하여 

논하고, 이의 두 질환을 억제할 수 있는 처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연조직  경조직 세포의 분화

다분화 능력(pluripotency)이 있는 기세포는 하  단계

의 세포로 분화가 진행될수록 이의 능력을 상실하는 특징이 

있다(5). 연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와 경조직을 형성하는 세포

는 기세포로부터 분화되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Fig. 1). 연조직을 이루는 근아세포, 섬유아세포, 지방세포 

등은 간엽 기세포로부터 유래된다. 한 연골을 형성하

는 연골세포(chondrocytes)와 골을 생성하는 조골세포도 

간엽 기세포로부터 분화된다(6). 하지만 골의 흡수를 담당

하는 골세포는 면역세포(T cell, B cell, dendritic cell, 

macrophage 등)의 유래가 되는 조  기세포로부터 분화

된다(1). 골 항상성을 담당하는 두 세포는 각각 다른 기세

포로부터 유래된다. 결론 으로 연조직을 이루는 세포와 면

역세포는 각각 다른 하나의 기세포부터 유래되지만 골 조

직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기세포로부터 분화된 두 세포 

간의 조합으로 항상성을 유지한다.

골 리모델링

골은 콜라겐을 비롯한 다양한 유기성분과 칼슘, 인, 셀

늄 등의 무기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골의 겉 표면은 매우 

딱딱한 피질골(cortical bone)로 내부는 비교  부서지기 쉬

운 지질골(trabecular bone)로 구성되어 있다(7). 골의 약 

80%는 피질골로 이루어져 있고, 흔히 골 리모델링이 일어나

는 경우에 지질골이 가장 먼  생성과 괴가 진행된다. 이

처럼 골은 생성과 괴가 역동 으로 일어나는 기 으로 성

인의 경우 일 년에 약 10% 정도가 리모델링된다. 계산상으

로 약 10년 동안에 체 골은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것이다. 

골 리모델링은 이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와 괴하는 골세

포의 조율로 유지된다. 조골세포는 연조직 세포의 기원이 

되는 간엽 기세포로부터 분화되고, 콜라겐과 지지단백

질(matrix protein)을 생성하고 이곳에 다양한 무기질 축

으로 calcium phosphate(hydroxyapatite) 형태로 존재하는 

칼슘화된 단단한 골을 형성한다(8,9). 반면에 골세포는 면

역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조  기세포로부터 분화되고, 

골 흡수부 에 단백질 분해효소의 분비로 지지단백질을 해

체시키고, 동시에 산성화 유도로 석회화된 골을 탈석회화 

하여 무기질을 유리한다(10,11). 골세포에 의해서 유리된 

무기질은 을 경유하여 연조직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구

성하는 세포의 생존, 성장  활성을 유도한다.

골 형성 조골세포는 이의 상반된 기능을 담당하는 골세

포의 분화를 직 으로 조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 

1). 조골세포는 다양한 osteogenic factor(parathyroid hor-

mone, TNF-α, vitamin D3, prostaglandin E2 등)에 의해서 

골세포의 분화를 조 하는 요한 사이토카인(RANKL;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κB ligand, M-CSF; 

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을 발 하고, 이들 

Fig. 1. The origin of soft tissues and hard tissues. Bone is 
maintained by a delicate balance between bone-forming osteo-
blasts and bone-resorbing osteoclasts. Osteoblasts and osteo-
clasts originate from different stem cells. The osteoblasts are dif-
ferentiated from mesenchymal stem cells that are capable of dif-
ferentiating into the cells consisting of soft tissues. On the other 
hand, the osteoclasts are derived from hematopoietic stem cells 
that are able to differentiate into immune cells. The binding of 
RANKL and M-CSF, which are paracrine factors expressed on 
osteoblasts, to their receptor RANK and c-fms that are located 
on the membrane of osteoclast precursors initiates osteoclast dif-
ferentiation and consequently induces the specialized multi-
nucleated giant cells, bone-resorbing mature osteoclasts. 
Summarizing, bone homeostasis is tightly regulated by the com-
bination between osteoblasts and osteoclasts originated from dif-
ferent stem cells. Abbreviation: RANKL, receptor activator of 
NF-κB ligand; RANK, receptor activator of NF-κB; M-CSF, 
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 c-fms, macrophage col-
ony-stimulating factor/colony-stimulating factor-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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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oordination between hard tis-
sue (bone) decalcification (osteoporosis) 
and soft tissue calcification. Bone functions 
as a mineral deposit. The minerals released 
from osteoclast-mediated bone resorption 
circulate through the blood vessel and are 
used to maintain the normal function of soft 
tissues (heart, aorta, lung, kidney and pan-
creas, etc). However, the patient with aging, 
post-menopausal, diabetes and chronic kid-
ney disease had the excessive bone loss 
(osteoporosis) and soft tissue calcification at 
the same time, meaning that there is a close 
connection between two diseases. Calcificati-
on in soft tissues results in severe organ 
damages, eventually causing the death.

사이토카인은 각각 골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RANK

와 c-fms 수용체를 경유하여 골세포의 분화를 매개한다

(12-14). 골 구세포인 단핵 식세포는 이들 사이토카인

의 자극으로 거  다핵세포(≥100 nuclei)인 골세포로 분

화되고 궁극 으로 골 흡수능을 가지게 된다. 골 내의 조골

세포는 약 3개월 내지 1년 5개월 정도로 생존기간이 긴 반면

에 골세포는 7주 정도의 짧은 생존기간을 가진다(15,16). 

부분의 골 질환은 평균수명이 짧은 골세포의 활성에 의

해서 좌우된다. 골세포 분화나 활성 감소로 인해서 상

인 조골세포의 활성증가로 골화석증(osteopetrosis)이 유도

되고, 반면에 골세포의 분화  활성증가는 골다공증을 

유발한다. 부분의 골 질환은 다양한 질병(노화, 염증성 질

환, 사성 질환, 호르몬 이상, 골 이성 암 등)에 노출되면 

골다공증의 형태로 나타난다(17). 결론 으로 흔히 임상  

측면에서 나타나는 골다공증은 짧은 생존기간으로 골 리모

델링을 빠르게 조 할 수 있는 골세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재 많은 과학자들은 골다공증을 치료할 

목 으로 골세포의 분화와 골 흡수능을 조 할 수 있는 

다양한 약제개발에 을 맞추고 있다.

연조직의 석회화 과정

, 림 , 골격근, 지방, 섬유성 연결조직, 유방조직 

등의 다양한 연조직에서 암으로 진행되는 동안에 흔히 석회

화가 일어나는 상을 찰할 수 있다(18). 암으로 이된 

세포의 특징 의 하나로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다

분화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조직을 이루는 

세포(근아세포, 섬유아세포, 지방세포)는 암세포로의 이

로 다분화 능력을 획득하고, 이로 인해서 골을 형성하는 조

골세포와 유사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 연조직을 이루는 

세포가 다분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면 다른 

형질을 가지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기원이 같은 간엽 기세포로부터 분화된 연조

직 세포와 조골세포 사이에서는 상호 횡간의 분화(trans- 

differentiation)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정 질병에 

노출된 상황 하에서 연조직 세포들은 비정상 으로 유사 조

골세포로 분화되어 석회화 병변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기

세포의 기원이 다른 조  기세포부터 분화된 면역세포나 

골세포가 조골세포로의 분화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결론 으로 같은 기세포를 공유하는 세포들 사이에서는 

횡간 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기세

포로부터 유래된 세포들 사이에서는 상호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노화, 고 압, 동맥경화, 당뇨병, 만성신부 증 등의 질환

에 노출된 평활근 조직(심장, 동맥), 허 , 신장, 췌장을 

비롯한 다양한 연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조골세포의 골 

형성 과정과 유사한 석회화 상이 진행될 수 있다(4,19,20). 

정상 인 조건에서는 각각의 연조직 세포와 골 조직 조골세

포로 분화된 형태로 존재하고, 비정상 인 환경으로 진행됨

에 따라 연조직 세포들이 조골세포와 유사한 세포로 분화되

어 칼슘을 축 하는 상을 보인다. 특히 임상 인 측면에서 

에 존재하는 인의 농도가 격히 높은 때 연조직 세포의 

석회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궁극 으로 연조직 

장기의 칼슘 축 에 의한 석회화는 치명 인 장기손상을 유

발한다(Fig. 2). 따라서 연조직 석회화에 한 정확한 기  

규명으로 이를 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제제 개발이 실히 

요구된다.

경조직 탈석회화(골다공증)와 

연조직 석회화의 연 성

임상 결과와 다양한 유 자 결함을 가지는 다양한 모델에

서 골 탈석회화(골다공증)와 연조직 석회화는 한 연계

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첫째, 골다공증과 연조직 석회

화는 공통된 특정 질환에 노출된 환자에서 발병한다. 비타민

(vitamin K, D) 결핍, 노화, 사성 질환(만성신부 증,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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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호르몬 이상(여성의 경우 폐경기), 흡연과 같은 환경

인 요인에 의해서 이의 두 가지 병변이 동시에 유도되는 경

우가 빈번하다(21-23). 특히 한 vitamin D 공 은 조골

세포의 칼슘축 을 매개하여 골다공증을 억제할 수 있으므

로 상 으로 연조직의 석회화를 일 수 있다. 따라서 두 

질환이 동시에 발병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골다공증에 

한 치료는 연조직 석회화의 발병률을 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조직 석회화 환자는 부분 골 도의 감소 상을 

보이고, 이나 연조직 내에 무기질(칼슘, 인) 함량이 높

다. 골 질환 에서 가장 흔한 골다공증은 골 괴 골세포

의 높은 활성으로 래되고, 이의 결과로 골을 구성하는 많

은 단백질과 무기질이 해리되어 골 조직의 체 양이 어들

게 된다. 의 높은 무기질은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유리된 

것으로 추정되고, 비정상 인 조건 하에서는 의 미네랄

이 연조직 세포의 정상 인 사과정에 이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몸 밖으로 정상 인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포 

내에 축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 까지 연조직 세포의 

석회화에 한 정확한 기 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연조직 

세포 내의 높은 농도의 인은 세포사멸(apoptosis)을 유도하

고, 이로 인해서 변성된 단백질에 칼슘이 축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셋째, matrix Gla protein(24), osteopontin 

(25), klotho(26), osteoprotegerin(27) 유 자 결손 마우스는 

골다공증과 동맥 석회화로 진행된 병변을 보인다. 한 유

자에 의해서 이의 두 병변이 동시에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은 

두 질환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골다

공증과 동맥 석회화 에서 한 질환을 치료할 목 으로 

약물을 처리하 을 때 다른 병변도 더불어 감소함을 확인하

다. 를 들어 골다공증 치료목 으로 bisphosphanate를 

처리 시에 동맥과 심장의 석회화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28), 동맥경화나  콜 스테롤 함량을 여서 

동맥 석회화를 억제하기 한 statin 약물에 의해서 골다

공증이 억제되는 상을 찰할 수 있었다(29). 이를 종합해 

보건데, 특정 질환, 환경  요인과 비타민 결핍으로 경조직

인 골 손실과 더불어 연조직 석회화가 동시에 발병하는 것으

로 여겨진다. 골 손실로 유리된 다양한 무기질은 생체 내에

서 정상 인 순환과 배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연조직에서 

비정상 으로 축 되어 석회화 상을 보인다. 골다공증과 

연조직 석회화는 서로 연계성이 있으므로 한 가지의 약물로 

두 질환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연조직 기 의 석회화 억제 방안

임상 결과와 유 자  동물모델에서 미루어보건 , 경

조직 탈석회화와 연조직 석회화는 발병에 있어서 많은 공통

을 가지고 있어, 치료에 있어서도 상호 연계성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두 질환을 방하고 억제할 수 있

는 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vitamin D, K와 같은 

양결핍으로 두 질환이 래되므로 이들 양소의 한 

섭취로 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의 경우에 폐경기

에 어들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두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므로 폐경기 이후에 한 호르몬 유지가 

요하다. 셋째, 골다공증과 연조직 석회화는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두 질환 에서 한 가지 질환이 발병하는 기에 

극 인 치료로 다른 병변의 발병률을 일 수 있다. 마지

막으로 생체 내의 활성산소종은 연조직 석회화를 매개할 뿐

만 아니라 골 흡수를 담당하는 골세포의 자극으로 골다공

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생체 내의 높은 

항산화능 유지는 두 질환의 발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

는 α-lipoic acid는 높은 항산화능이 있어 동맥 석회화를 

일 수 있고, 더불어 골다공증을 억제할 수 있다(30,31).”라

는 결과로 미루어보건 , 충분한 항산화제 섭취로 이의 두 

질환을 방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요   약

여러 단백질과 다양한 무기질(칼슘 등)을 함유한 단단한 

기 인 골은 정상 으로 다른 연조직 세포로 무기질을 공

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비타민 결핍, 노화, 폐경기  사

성 질환 등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유발되고 동시에 다양한 

연조직(심장, 동맥, 신장, 허 , 췌장 등)의 석회화가 빈번

히 유도된다. 같은 간엽 기세포로부터 유래되는 연조직

을 구성하는 세포와 조골세포 사이에서는 상호 횡간의 분화

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연조직 세포는 칼슘 축 으로 

골을 형성하는 조골세포와 유사한 세포로 분화될 수 있다. 

연조직을 이루는 다양한 연조직 장기의 칼슘 축 으로 인한 

석회화는 치명 인 장기손상으로 생명을 할 수 있으므

로 극 인 방과 치료가 요할 것이다. 골다공증과 연조

직 석회화는 상호 한 연계성이 있어 한 가지의 질병이 

진행되면 다른 질병이 연속 으로 발병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 질병에 한 극 인 치료가 필요하다. 향후 고속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이의 두 질환의 격한 증가가 상되

므로, vitamin K와 D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질을 균형 으로 

조 할 수 있는 식습 과 다량의 항산화제를 함유한 음식물 

섭취로 이의 질환을 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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