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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근위축증은 근육 자체의 질병 또는 중증 만성 질병들(암 악액질, HIV/ AIDS, 만성심부전증,
만성폐색성폐질병, 패혈증 등)에 의해서 근육 질량 및 기능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다.
근위축증에 의한 근육 손상은 단기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 불편하고, 장기적으론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질병 치료에서 근위축증 유무는 치료 방법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후 및 치료 효과까지 변화시킨다. 따라서 근위축증 관련 진단은 임상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지만, 예방제 혹은 치료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근위축증을 유발하는 중증 질병과 그 요인들 그리고 근위축증 기작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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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평균적으로 사람 전체 체중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근육은 뼈, 인대와 함께 몸을 지지하고
움직이게 한다. 따라서,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의 손상은 단기적으로 움직임의 불편을 초래하고, 장
기적으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어 의료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1, 2]. 근육량과
힘이 감소하는 근위축증은 근육 질병들(근손상, 신경 손상, 유전적 질병)을 포함하여 다양한 만성 질
병들(암악액질, AIDS, 만성심부전증, 만성폐색성폐질병(COPD), 패혈증 등)과 과도한 약물 사용
(Corticosteroid 계열 약물)에서 발생하게 된다 [3-13]. 발병 원인은 다양하나, 근위축증이 생기면, 근
섬유의 단면적, 근핵수, 단백질 함량 및 근육힘이 감소하고, 피로도 및 인슐린 저항성은 증가한다
[14, 15]. 여러 질병에 의해 나타나는 근위축증은 질병의 발병률 및 사망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병
원의 임상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임상 진단은 근육량의 이미지화나 근육의 기능테스
트를 통해 측정되며 DXA, MRI, CT, Inbody (생체 전기 임피던스)가 근위축증 진단에 사용된다 [5]. 잘
알려진 임상 진단법과는 달리 근위축증을 효과적으로 치료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기초연구 분야에선 치료 혹은 예방을 목적으로 한 표적 단백질, 호르몬, 영양 연구 등
이 진행되고 있다.
단백질의 저장소인 근육은 근육량에 따라 질병 치료의 방법이 달라지고 치료 예후와 치료
효과가 달라진다 [16]. 대부분의 근위축증은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의 평형이 깨진 상태로 단백질 합
성의 감소 혹은 유비퀴틴-단백질 분해조절 시스템(Ubiquitin-proteasome system)과 오토파지
(autophagy)에 의한 단백질 분해에 의해서 나타난다 [17, 18]. 근단백질의 감소는 근섬유의 감소로
인한 근육 힘의 감소로 이어지며, 마이토콘드리아의 감소는 실질적인 근육 기능 감소로 직결된다
[19, 20]. 본 보고서에서는 근위축증을 유발하는 중증 질병과 그 요인들을 살펴보고, 근위축증을 일으
키는 공통 기작 및 중증 질병과 근육에 시도된 임상시험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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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
2.1. 중증 질병들의 근위축증
근육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발병 초기부터 근육의 조직, 효소, 기작들을 손상시켜 근위축증을
직접 유도한다 [21, 22]. 이와는 달리 중증 질병에서는 병이 진행됨에 따라 근위축증이 나타난다. 대
부분의 중증 질병들은 공통적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와 함께 단백질 분해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고 근위축증을 가속화시킨다. 중증 질병에 의해 근위축증이 생긴 환자는 근위축증이 없는 환자
들에 비해 약물 부작용에 대한 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기 때문에, 근위축증을 가지고 있는 환
자들은 고농도의 약물 및 복합 약물로 치료할 수 없으며 향후 다양한 치료 방법이 제한된다 [23,
24]. 따라서, 중증 질병에 의해 생긴 근위축증은 질병 치료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며 사망률과 직결되
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증질병과 함께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2.1.1. 암 악액질(Cancer Cachexia)

그림 1. 암 악액질에서의 근위축증.

암 악액질은 암이 진행되는 동안 대사장애와 식욕 상실로 체중감소가 일어나는 다인성 질병
이다 [25-27]. 임상적으로 암 악액질은 항암치료의 효능을 감소시키고 사망률을 높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와 함께 치료 관리를 한다 [28, 29]. 악액질에서 나타나는 근위축은 암이 진행됨에 따라 전신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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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 근육 피로로 나타나며, 암 말기에는 폐의 근육까지 감소하여 호흡 부전으로 이어지고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30, 31]. 일반적으로 근위축증에서 단백질 합성과 단백질 분해의 불균형은 암 악액질의
중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암에 의해 생기는 식욕부진 혹은 식욕 억제는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암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단백질 분해를 증가시킨다 [32, 33]. 암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인자들 중 TNFa, IL-6, TGF beta 계열인 Myostatin과 Activin이 혈액에서 많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
다 (그림 1). 암에 의해서 TNFa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주로 암환자의 근감소가
생길 때, 주로 높게 발현한다 [34].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TNFa 항체 연구에선 항암 치료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지만, 근위축증엔 영향을 주지 않았다 [35, 36]. 또 다른 염증 인자인 IL-6는 악액질 동물
모델에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체중 감소를 가속화 시켰으며, 이때, IL-6 수용체 항체는 근단백질
분해를 억제하여 악액질을 막았다 [37, 38]. 염증에 의해서 유도된 Myostatin과 activin은 항체와 약
물을 통해서 억제되며, 세포 및 동물 모델에서 암 악액질에 의한 근위축증을 예방한다. 최근,
Myostatin과 activin을 억제하는 항체 및 약물의 안정성을 포함한 임상연구는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
에 있다.
2.1.2. HIV/ AIDS
AIDS는 영양 이상, 비정상적인 사이토카인의 생성, 내분비계(호르몬)의 이상으로 근위축증을
유발하며, 과도한 단백질 분해는 근단백질 손실의 주요 원인이다 [6].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 AIDS 환
자는 휴식기의 에너지 소비량이 일반인에 비해 10-35% 가량 높으며 남성에게서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39]. 이와 관련한 연구에선, 남성 AIDS 환자에게서 증가하는 사이토카인인
TNFa가 근육량과 단백질 분해에 영향을 미치는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밝혔다
[39]. 그러나, 왜 남성 AIDS 환자에게서만 TNFa가 증가하는 원인은 아직 연구 중에 있다. 공통적으
로, HIV/ AIDS 감염은 뇌하수체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cortisol을 증가 시켜 근육
의 단백질 분해를 유도하고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여 근위축증을 일으킨다 [40](그림 2). HIV/ AIDS로
인한 근위축증은 다양한 인자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치료법이 연구가 연구되었다. 필수아
미노산인 L-글루타민과 L-아르기닌을 보충제로 투여받은 환자들은 8주 동안 평균 체중이 2.2kg 증가
했으며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41]. 앞서 언급한 남성에서 감소된 테스토스테론을 증가
시키는 것도 중요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을 환자에게 투여한 임상시험도 있다. 예상대로
체중 증가는 여성보다 남성 환자에서 주로 관찰되었으며, 남녀 모두에게서 경미한 부작용(여드름과
여성형 유방 등)만 보고되었다 [42].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성장호르몬 요법은 호르몬의 적정 농
도와 기간에 따라 근육과 체중이 증가시켰으나 근육통, 관절통증,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다 [43]. 사
이토카인의 증가는 여러 질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약물을 통한 TNFa의 억제는 혈액
내의 TNFa을 억제하고 몸무게도 증가시켰다 [44]. 최근, 약물 치료와 식이 요법을 병행한 운동 요법
이 근육량과 근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요법 중 하나로써 임상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45]. 일반인들에게 웰빙이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 부터, 운동은 부작용이 없고 모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가장 좋은 약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질병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적당한 수준의 운동을 WHO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다. 운동에서 고강도의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 시켜 높은 효과를 보이지만, 근육과 몸에 피로가 쌓이고 과도하면 근손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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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다. HIV/ AIDS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저강도, 중강도 운동이 부작용 없이 환자의 상태를 호전
시키고 체중, 근육량, 근력을 증가시킨다 [46]. HIV/ AIDS 환자에서의 근위축증은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환자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다.

그림 2. HIV/ AIDS 에서의 근위축증.

2.1.3 만성심부전증
노인의 약 20%에서 발생하는 만성심부전증은 55세 이후로 남성의 경우 10년마다, 여성의
경우 7년마다 발병률이 두 배로 증가한다 [47]. 만성심부전 환자는 호흡곤란과 피로도로 인해 운동
능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질도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 심부전은 수축기능이 저하된 수축기 심부
전과 수축기능은 정상이고 확장기능이 장애인 확장기 심부전으로 나뉜다 [48]. 박축률은 좌심실의
수축 기능의 지표로 사용되며 박출률에 따라 박출률이 35-40% 이하인 박출률 감소 심부전과 박출
률이 50% 이상인 박출률 보전 심부전이 나뉘게 된다. 두 환자군 모두에서 근력, 걷기, 산소 소비가
더 낮은 것이 보고되었다 [49]. 만성심부전증 환자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활성, 낮은 단백질 합성,
성장 호르몬의 저항성 그리고 레닌-엔지오텐신-알도스테론의 과잉활성을 보이며 이로 인해 유비퀴틴
프로테아좀, 자가포식, 근세포 세포 사멸의 증가로 근위축증이 생긴다 [9]. 다른 질병에 의한 근위축
증과 달리 만성심부전에 의한 근위축증은 제 I 형 근육 섬유의 감소가 특징이다 [50]. 심장이상으로
인한 산소 공급 부족은 근육의 마이토콘드리아 구조 및 기능과 마이토콘드리아 관련 효소 활성을
감소시킨다 [51]. 따라서 심부전 환자의 근육은 해당 대사가 증가되고 마이토콘드리아에 의한 산화
적 대사는 감소된다. 산소 부족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a, IL-6, IL-1b를 증가시키고 이 증가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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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카인은 근위축증의 신호전달 기작을 활성화 시킨다 [52]. 근육의 수축에 중요한 베타수용체는
심장에선 심박출량 및 수축률을 조절하고 근세포에 단백질 합성과 근육 성장을 활성화시킨다. 심부
전증환자에선 베타2수용체(Beta 2 Adrenergic receptor)의 발현이 감소하고, 근위축증이 유발된다
[53]. 심부전증환자는 심장 수축을 잃어 혈압과 혈류량이 감소되고 신장에서 레닌이 분비되어 안지
오텐신1(Ang I)이 생성된다. 안지오텐신1은 폐와 말초세포를 지나 안지오텐신2(AngII)가 생성되며, 이
는 부신피질이 알도스테론을 분비하도록 자극한다. 혈액 내의 Ang II 증가는 근육 특이적인 유비퀴
틴 프로테아좀의 활성에 의해서 근단백질의 분해를 증가시킨다 (그림 3). 심장질병은 사망률과 직접
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치료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심장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는 운동
이 쉽지 않지만, 운동 요법은 부작용이 없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이다. 운동에는 마이토콘드리아의 활
성과 지구력을 늘리는 유산소 운동과 근섬유를 증가시키고 근육의 크기를 커지게 하는 근력 운동이
있다. 만성심부전증 환자에서 유산소 운동은 근육에서 유비퀴틴 프로테아좀의 활성과 myostatin을
감소시키고, 근육 운동은 근섬유를 증가시키고 근력과 지구력을 증가시킨다 [54]. 호르몬 요법에서
테스토스테론 요법은 여러 연구를 통해 6분 걷기, 왕복 걷기, 산소 소비 등이 기본 근육 기능들을
증가시켰고, 식욕 호로몬인 그렐린(Ghrelin) 또한, 산소 소비, 근력, 제지방량을 증가시켰다 [55, 56].
베타2 아드레날린 작용제는 오래 전부터 FDA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근육 합성과 혈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표적인 베타2 아드레날린 작용제인 Clenbuterol은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57]. 현재는 식욕 유도제, 지속적인 운동, 호르몬을 포함한 단백질 합성제를 동시에 투여하
는 복합적 치료가 임상적으로 제안되고 있으나,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알기 위해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3. 만성심부전증에서의 근위축증.

중증 질병에 의한 근위축증의 연구 동향

손영훈

Page 6 / 20

2.1.4. 만성폐쇄성폐질병(COPD)

그림 4. 만성폐쇄성질병에서의 근위축증.

만성폐쇄성폐질병(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은 기도와 폐에 심각한 손상
을 일으켜 과도한 염증이 생기는 진행성 폐질병으로, 폐 조직의 파괴에 의한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과 관련된 기침, 숨 가쁨 증상을 보인다. COPD는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 주요 사망 원인으로 흡연,
유해물질의 흡입, 대기오염과 먼지, 천식 및 유전적 요인으로 생긴다 [58]. COPD의 환자의 약 40%는
근육 양과 기능이 감소된 근위축증이 나타난다. 타 중증 질병과 마찬가지로 COPD는 점진적인 근육
소모가 일어나며 결과적으론 운동능력 상실로 인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사
망률도 증가시킨다 [59]. 실제 임상적으로도 허벅지 혹은 대퇴근의 감소가 COPD의 사망 예측 인자
로 확인되었다 [60]. COPD의 환자에서는 해당과정이 주요한 제 2형 근육의 비율이 증가하고, 마이토
콘드리아가 주요한 제 1형 근육은 감소한다 [61]. 만성적 폐 손상에 의해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증은
염증, HIF-1 및 산화 스트레스로 의해 근위축증을 유발한다 [62]. 흡연에 의한 폐 손상 연구에선 1형
근육의 크기와 기능, 미토콘드리아의 활성 감소 등이 보고되어 있다 [63]. 근육의 피로는 산소의 양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심장 및 폐 질병으로 인한 혈액의 산소 순환의 제한이 근육 피로도를
올리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산소에 민감한 근섬유의 감소와 당에 민감한 근섬유의 증가는 질
병에 대한 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64]. 높은 근육 피로와 짧은 호흡으로 인해 유발되는 숨 가쁨은
신체활동을 감소 시켜 또 다른 근위축을 유발한다. 근육은 계속 움직이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근
육 자체가 작아지는데, 이런 일들은 골절에 의한 깁스 환자에게서 쉽게 볼 수 있다. 저산소증은 단
백질 합성에서 중요한 mTOR 경로를 직접 손상시키고, 근세포 분화 마커인 MyoD도 억제하여 장기
적으론 골격근 재생을 막거나 느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65]. 이와 함께 저산소증으로 유발되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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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6 및 TNFa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단백질 분해의 활성을 증가 시켜
근육세포의 세포 사멸, 자가포식을 활성화시켜 근위축을 가속화한다 (그림 4). COPD 환자에서 지구
력 운동과 근력 운동은 근육량과 근력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신 염증을 감
소시킨다 [66]. 산소요법은 증상이 심한 COPD 환자 중 호흡곤란, 산화스트레스, 염증을 줄이고 운동
능력을 증가시킨다 [67]. 호르몬, 항염증제 등 다양한 임상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2.1.5 패혈증
패혈증은 감염에 대한 전신 염증 반응이 조절되지 않는 복잡한 질병으로, 급성 다장기 부전
으로 진행되어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패혈증은 모든 감염된 장기 및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감염 부위는 폐, 복부, 혈관, 신장 및 비뇨기관 순으로 나타난다 [68]. 패혈증 환자의 세균 감염률을
보면, 그람 음성과 양성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다. 참고로 그람 음성의 대표인 슈도모나스종과 대장
균, 그람양성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세균이다 [69]. 패혈증은 모든 중증 질병의 마
지막에 나타나며, AIDS, 암, 당뇨를 포함하는 모든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세균 감염성이 증가한다.
패혈증의 징후로는 발열(혹은 저체온증), 빈맥, 빈호흡, 모세혈관으로 인한 피부 얼룩 등이 있다. 혈
액에선 젖산 농도 증가, 백혈구 감소증, 혈장 C 반응성 단백(C reactive protein)과 칼시토닌 농도 증
가, 요기능, 간 효소 기능 감소가 보인다. 이와 함께, 저혈압과 저관류 및 장기부전이 일어나면 패혈
증으로 분류한다.

그림 5. 패혈증에서의 근위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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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환자에선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게 되는데, 패혈증이 나타나는 환자의 근육 생검에
선 미토콘드리아의 호흡 사슬 복합체 I(respiratory chain complex I) 활성이 감소하고 ATP 수치가 낮
아져 근육 안의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장애를 나타낸다 [70]. 패혈증에서 장기부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는 전신염증은 사이토카인에 의해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모든 장기 손상을 초래한다. 최근 연
구 결과에선 패혈증 환자에서 근육의 양과 기능이 전신 염증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감
염에 의한 전신염증을 낮추기 위해서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강력한 약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corticosteroid) 계열인 데사메타손(dexamethasone), 하이드로코르티손(hydrocortisone), 플루드로코
리티손(Fludrocortisone)이다. 이 약들은 모든 종류의 사이토카인을 빠르게 감소 시켜 사이토카인에
의해 나타나는 모든 장기부전을 멈추게 한다 [71]. 그러나, 스테로이드는 장기적으로 근위축증을 유
도하기 때문에 적정한 농도와 투여 기간이 중요하다. 세균 감염은 면역성의 감소도 중요한 원인이나
혈액 내 당의 증가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슐린을 투여하여 당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근육에서의 단백질 합성을 일시적으로 증가 시켜 당을 분해 할 수 있다 [72]. 패혈증 관련 연구는
임상뿐만 아니라 기초에서도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극복할 획기적인 약물이나 치료
방법은 없다.
2.1.6 약물 부작용
모든 장기와 마찬가지로 근육도 혈액을 통해서 산소 및 영양분을 전달받게 되는데, 체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근육은 혈중 약물에 의해 부작용이 쉽게 나타난다. 단순히 피로도 증가, 근량,
근력의 감소는 여러 질병에 의해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약물부작용으로 판단하기엔 쉽지
않다. 스타틴(statin)은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낮추고 심장마비와 뇌졸증을 줄이나 소화장애, 간 손상
및 근육통, 근육경직, 근력 상실 등을 유발한다. 기초연구에선 스타딘에 의한 근위축증의 마커로서
크레아틴 카이네이즈(CK), 젖산 탈수소 효소(LDH), microRNA 499-5p가 언급되었지만, 임상적 진단으
로 검증되진 않았다 [73]. 페니실린 계열인 페니실라민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되어 왔으나, 염증
성 근위축증을 유발한다. 페니실라민은 어깨 및 골반통, 연하 곤란과 드물지만, 심근에도 영향을 준
다는 임상적 사례가 있다.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선 페니실라민의 투약을 중단하면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나, 완벽한 회복은 1년 이상이 걸린다. 페니실라민의 약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코르티코이드 계열의 약물을 소량 투여하고 유산소 및 근력 운동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4]. 그러나, 페니실라민에 의한 근위축증의 발병기전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치료는 사실상 어렵다. HIV 치료에 쓰이는 지도부딘(zidovudine)은 바이러스의 DNA
의 복제를 막으나, 장기치료 중 근육의 마이토콘드리아 손상을 일으켜 근육의 약화 및 피로를 증가
시킨다. 지도부딘에 의한 근위축증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약물 치료 중단, 항염증제 및 스테로이드
및 L-카르니틴(carnitine) 투여가 있다 [75]. 다양한 암에 사용되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억제제들
(tyrosine kinase inhibitors, TKI)은 세포 성장, 분화, 대사, 세포사멸까지 광범위하게 관련된다 [76]. 현
재 보고된 바에 의하면, 신장 질병, 류마티스 관절염과 암에서 좋은 효과를 내지만, 일반세포와 근육
의 모든 신호 전달 체계 및 대사에 영향을 미쳐 운동 능력 저하, 피로도 상승 및 통증을 증가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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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TKI에 의한 근육 손상의 임상적인 치료법은 계속 시도 중에 있으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약물성 근위축증은 약물의 복합적인 사용(중증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약물의 조합)을 피
하고, 적절한 농도로 가능한 짧게 투여하며 환자들에게 근위축증을 인지시켜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근위축증을 유도하는 약물들은 다른 약물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근육을 손상
시키고 근위축증을 유도하므로 표준화된 치료법이 필요하지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연구 및 임상 연구는 아직까지 풀어야 할 숙제이다.

2.2. 근위축증을 일으키는 공통 기작들
체세포 분열이 끝난 조직(postmitotic tissue)인 근육은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 근세포의 죽음
과 분화, 염증에 관련 기작 등에 의해서 근육량 감소로 근위축증이 일어난다. 근위축증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세포 신호전달 기작들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근위축증 치료뿐만 아니라 이를
유발시키는 병의 예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2.1. 유비퀴틴 프로테아좀 E3 ligases (Ubiquitin-proteasome E3 ligases)
단백질 분해의 대부분은 Ubiquitin (Ub)이 단백질에 붙게 되고 proteasome에 의해 이루어진
다. 아래 표 (표 1)에 나와 있는 근육 특이적인 E3 ligases는 전사 인자, 대사, 구조, 발달 등의 근육
관련 단백질들을 분해한다 [77].

표 1. Ubiquitin ligases 와 표적 단백질들.
Ubiquitin ligases

Target proteins

Muscle atrophy F-Box (Atrogin-1, MAFbx)

Actin, Tinin, Calsarcin-1, Myo D, elF3F

Muscle RING finger 1 (MuRF1)

Myosin heavy chain (MHC), Myosin light chain (MLC), troponin 3

Trim32

Thin filament (actin, tropomyosin, troponin), actinin, desmin

Nedd4

MTMR4, FGFR1, Notch1

Cbl-b

Insulin receptor substrate I (IRS)

KLHL40

Filament protein

KBTBD13

Z-disc proteins

단백질의 분해는 무조건적으로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기 쉬우나 실상은 근육을 유지하고 움
직이는데 필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면 근위축증이 생기고 근육 재생이 떨어져
도리어 근육 기능 및 대사가 저하되어 근육 질병이 생긴다. 따라서 proteasome과 ubiquitin ligases의
무조건적인 억제보단 선택적인 조절이 필요하다 [78]. 근육 특이적인 E3 ligases은 앞서 소개한 것들
이외에도 계속해서 발견,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적인 분야에서 발견된 E3 ligases에 중증 질병을
나타내는 환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어떤 조건에서 생기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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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Autophagy (오토파아지, Atg)
세포에서 다양한 자극들(세포 스트레스, 영양 부족 및 기아,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활
성화되는 Atg는 단백질, 세포소기관의 손상과 세포 내의 쓰레기 및 병원체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
다. 주로, 비선택적 분해를 하는 Atg는 선택적인 분해도 가능하며, 비정상적인 근육 내의 소기관들을
분해한다. 실제로 세포의 에너지원을 생성하는 마이토콘드리아의 경우, 활성산소(ROS)에 축적 및 기
능 상실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Atg에 의해 제거된다 [79]. 근위축증 및 근육 이상이 일어날 때, 세포
내에서 Autophagosome 형성이 이미 관찰되었지만, Atg가 근육 보호를 위하여 생기는 방어기작인지
아니면 병을 일으키고 근육을 파괴하는 기작인지는 아직까지도 확실하지 않다. 최근 연구에서 근육
특이적으로 autophagy가 없는 쥐는 근육량과 근력 감소를 보였다 [80]. 이는 Atg가 근육량과 기능에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Atg는 일반적으로 영양 불균형에 의한 영양 혹은 에너지 부족이 일어날
때 유도가 된다.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Akt의 활성이 감소하고, AMPK가 활성이 되면, FOXO가 활성
화하면서 mTOR가 활성이 떨어져 Atg가 작동된다 [81]. Atg의 과도한 작동은 근섬유를 손상시키고
장기간 지속될 때 근육 위축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려져 있다. Atg가 근단백질 또는 소기관들의 손상
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손상된 요인이 축적되어 근육 손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Atg의 적절한
조절이 근육의 항상성을 위해 필요하다.
2.2.3. IGF-Akt 신호전달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은 인슐린과 함께 세포와 조직을 성장, 재생시킨다. 이는 근
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IGF1은 근육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조절하며, 단백질 분해를 억제한다
[82]. 일반적으로 알려진 세포신호전달은 IGF1은 그 수용체인 IGF-1 수용체와 결합하여 활성화가 되
면 그 하위 인자인 IRS (insulin receptor substrate)가 활성화 된다. 활성화된 IRS는 PI3K
(phosphatidyl inositol-3-kinase) - PDK1 - Akt의 신호전달을 활성화시킨다. 신호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허브 중 하나인 Akt는 FOXO를 억제시켜 단백질 분해를 막고, mTOR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과 GSK3b (glycogen synthase kinase 3b)를 통해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시킨다. Akt는 GTP
와 결합하여 RheB을 활성화시키며, 이는 mTORC1을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렇게 유도된 mTORC1은
p70S6K를 인산화시켜 결과적으로는 리보솜 단백질 S6를 통해 단백질을 합성하게 한다. 이때, 전사
인자인 FOXO는 근단백질을 특이적으로 분해하는 Ubiquitin ligase인 Atrogin-1 와 MuRF1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Atg의 중요한 인자인 LC3 (microtubule-associated protein light chain 3)를 증가 시켜 단
백질을 분해한다. 대부분의 중증질병에선 정확한 기작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단백질 합성이 감소되
어 있다.
2.2.4. 염증성 사이토카인
손상된 조직의 염증반응은 기본적인 현상으로 근조직의 손상에서도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염증신호는 손상에 대한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일시적인 염증성 사이토카인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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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만성적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근육 재생과 회복을 막으며 도리어 근위축증을 유발한다. 손상
된 근조직에선 근조직에 있는 Macrophage는 CXCL1, CCL2, DAMPs를 분비하여 면역 세포들인
Leukocytes, Monocytes, Macrophages를 모이게 한다. 면역 세포 중 Neutrophils은 최초로 침투하는
염증 세포 중 하나로 초반에 TNFa, IL-1B, IFNr, TGF-B1, IL12를 분비한다. 손상된 근육에선
Macrophage는 점점 증가하게 되고 MCP1을 분비하여 추가적으로 Macrophage를 더 모아 염증성사
이토카인 생성(M1 type)과 근육 재생(M2 type)을 활성화한다 [83].
근위축증을 유발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몇 가지를 서술해보면, TNFa는 전사인자인 NF-kB의
활성을 통해 Ubiquitin E3 ligases (MuRF1)을 활성화시켜 단백질을 분해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NF-kB
가 양성적인 피드백에 의해서 다시 TNFa, IL-1, IL-6를 조절하며 지속적으로 근위축증을 유발하는 것
이다 [84]. TWEAK은 주로 proteasome뿐만 아니라 Atg도 유도하여 근위축증을 일으키는데 fibrosis의
유발과 관련 있는 MMP-9도 함께 활성화시킨다 [85]. IL-6는 재생 및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나,
염증성 요인으로 작용을 할 때는 IGF-1과 호르몬을 줄이고 ubiquitin과 cathepsin을 증가 시켜 근육
성장을 막는다 [86]. TGF-b는 근육 분화 및 성장에 관련되는 myogenin의 전사적 활성 및 분화를 막
으며 콜라젠을 통해서 fibrosis를 유도한다 [87]. IL-17은TNFa, IL-6, IL-1b, CXCL1, CCL2, CCL7, CCL20,
MMP3, MMP9을 자극하여 사이토카인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고 이로 인해서 만성적인 염증을 유도하
여 염증성 근위축증을 유도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88]. 질병에서 증가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조
직의 재생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과도한 분비에 의한 손상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 유발과 치료에서 사이토카인 역할을 알기 위해선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2.2.5. Myostatin & Glucocorticoid (GC)
TGF-b 계열인 Myostatin은 근육의 성장을 저해하는 조절자로써 근육에서 주로 발현되고 분
비된다. 동물과 사람에서 Myostatin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 비정상적으로 근육 비대가 발생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근위축증을 포함하여 여러 근육질병에서 Myostatin는 증가되어 있으며,
Myostatin의 증가는 근육의 단백질 분해 가속화와 근세포의 분화 및 단백질 합성 감소를 유발한다.
Myostatin 활성은 단백질 분해 경로인 FOXO1 - Ubiquitin ligase를 활성화하고, Smad2와 Smad3을
활성화시켜 Smad4와 결합한 후 MyoD/Myogenin을 억제하여 분화를 감소시킨다. 이와 함께, Akt의
활성을 감소 시켜 mTOR와 GSK3b을 억제하고 단백질 합성을 줄인다 [89].
Glucocorticoid (GC)는 스트레스성 호르몬으로 대부분의 조직에서 GC 호르몬의 수용체를 가
지고 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액에서 GC가 증가하면 근육세포 내에 GC의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이
는 핵으로 들어가 직접적으로 REDD1, KLF15, FOXO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REDD1과 KLF15는 mTOR
을 억제하고, FOXO는 Atrogin-1과 MuRF1을 통해 근위축증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GC는 IGF1-IRS1Akt을 억제하여 단백질 합성을 줄인다. GC와 유사한 합성된 GC인 Dexamethasone (DEX)는 병원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2주 이상 사용할 경우 근위축증을 유발한다 [90].
Myostatin과 GC는 공통적으로 근위축증을 유발하는 효과를 보이나, 신호전달 기작은 다르다. 따라서
위와 관련된 기작 연구는 다양한 근위축증을 유발하는 질병에 새로운 치료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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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중증 질병으로 나타나는 근위축증은 일반 근육 질병들과 다르게 쉽게 치료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가 아닌 여러 기전들이 동시에 활성화되어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중증 질병의 시작부터 근위축증이 나타나지 않고, 질병이 진행된 후에 나타나 치료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중증 질병에 의한 근위축은 근육에 의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근위축증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하나의 약물을 통한 질병의 완화 및
완치는 기대할 수 없다. 이를 대변하듯 중증 질병 및 근육과 관련된 임상시험을 보면, 초기에는
약물 하나의 효과만을 보았으나, 현재는 복합 치료(약물, 식이&영양, 운동 등)가 늘어나고 있다 (표
2).
이런 복잡한 질병과 증상을 극복하고자, 아직은 초기 단계이나 많은 연구자들이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으로 질병과 약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학문과 기술 융합을 통해 중증
질병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근위축증이 치료되기를 기대해 본다.

표 2. 중증 질병에 의한 근위축중의 임상시험.
Title

Interventions

Link

GTx-024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1355484

Phase III Study of the Effect of GTx-024 on
Muscle Wasting in Patients With 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Lenalidomide for Lean Body Mass and Muscle
Strength in Inflammatory Cancer Cachexia
Syndrome

Lenalidomide
(Revlimid®)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1127386

Evaluating the Combined Intervention of
Nutritional Supplementation (Remune) and

Remune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4131426

N-Acetylcysteine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0196885

Vitamin D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3144128

Exercise in Patients With Cancer Cachexia
Effect of an Antioxidant on Cancer-Cachectic
Patients Undergoing Exercise Training
암액질

Vitamin D for Muscle Metabolic Function in
Cancer Cachexia
Flexi Band Resistance Training Versus EMS
Exercise in Patients With the Diagnosis of
Malignant Diseases

specific strengthtraining devices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4067167

Resistance

Protein-rich Nutritional Therapy Combined With

Training, High-

Time-efficient Exercise in Cancer Therapy

intensity interval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4065815

training

Improvement of Neuromuscular Function,

Dietary

Fatigue and Quality of Life by Optimizing

Supplement:

Muscle Building and Nutrition in Colorectal

Over physical

Cancer: a Pilot Study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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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Exercise Training on Angiogenesis and
Cachexia in Lung Cancer Patients

Exercise training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1136083

Physical Therapy,

Ultrasound in Evaluating Muscle-Glycogen

Questionnaire

Content in Cancer Patients

Administration,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3982082

Ultrasound

Non-Invasive Assessment of Skeletal Muscle
Loss in Cancer Patients - Phase II

Oral deuterated
3-methylhistidine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1694602

(D-3MH)

Angiotensin Receptors and Age Related
Mitochondrial Decline in HIV Patients
Cellular Mechanisms for Metabolic Dysfunction
in HIV

Valsartan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2606279

Avandia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0006185

Beet Juice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3485248

People Living With HIV/AIDS, Nitrate, Endotelial
Function, Arterial Stiffness and Skeletal Muscle
Oxygenation
Pharmacokinetic Study of Cabotegravir and
Rilpivirine Long-acting Intramuscular Injections
HIV /

in Healthy Adult Participants

AIDS

The Effects of Anabolic Steroids and Protease
Inhibitors on People Living With HIV/AIDS

Cabotegravir,
Rilpivirine

Testosterone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4371380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0202241

Creatine

Effects of Creatine and Resistance Exercise

monohydrate,

Training in People With HIV Infection

Resistance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0484627

exercise

Pilot, Opened, Randomized Clinical Trial to
Assess the Efficacy of Duloxetine in the
Treatment of Fibromialgy in Patients With

Duloxetine, QD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0552682

Melatonin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3894683

Infection by HIV 1+
Effect of Melatonin on Cardiovascular and
Muscle Mass and Function in Patients With
Heart Failure
Iron Stores and Skeletal Muscle Metabolism in

Ferric

Chronic Heart Failure

carboxymaltose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2737995

Testosterone Improves Exercise Oxygen Uptake,
Insulin Resistance and Muscle Strength in
만성심부전증

Testosterone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0512408

Resveratrol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3525379

Elderly Patients With Chronic Heart Failure
Evaluating the Clinical Efficacy of Resveratrol in
Improving Metabolic and Skeletal Muscle
Function in Patients With Heart Failure
The Effect of Nicotinamide Riboside on Skeletal
Muscle Function in Heart Failure Subjects
The Effect of Neprilysin (LCZ696) on Exercise
Tolerance in Patients With Heart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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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tinamide
Riboside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3565328

(Vitamin B2)
Neprilysin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3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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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acy and Safety Study of Tesamorelin i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Tesamorelin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1388920

Subjects With Muscle Wasting
Eicosapentaenoic Acid and Protein Modulation to
Induce Anabolism i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Eicosapentaenoic
Acid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1624792

Study to Evaluate the Safety and Efficacy of 13
Weeks of the Selective Androgen Receptor
Modulator (SARM) GSK2881078 in Chronic

GSK2881078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3359473

BYM338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1669174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만성폐쇄성

BYM338 i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폐질병

Disease (COPD) Patients With Cachexia
Nutritional Rehabilitation i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Patients With Muscle
Atrophy

Dietary
supplementation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1344135

Cholecalciferol Supplementation in Strengthening
Inspiratory Muscles in Cholecalciferol-Deficient
Patients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Vitamin D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2877641

Fosinopril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1014338

Lorcaserin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2523690

Disease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ACE)-Inhibition
and Mechanisms of Skeletal Muscle Weakness i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Evaluating Muscle Weakness Improvement With
Lorcaserin in ICU
Whey vs Casein to Combat Post-inflammatory
Protein and Muscle Waste in Acute Disease

패혈증

Casein, Whey,
Lecuine-enriched

Effects of Free Fatty Acids and 3-hydroxybutyrate

Endotoxin, US

on Protein, Glucose, Lipid Metabolism and

standard

Intracellular Signals.

reference E.coli

Electrical Muscle Stimulation in the Development
of Acquired Weakness in Patients With Severe
Sepsis and Septic Shock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3319550

whey

Conventional
physical therapy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1752348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3765489

IgM-enriched

The Impact of IVIG Treatment on Critical Illness

Intravenous

Polyneuropathy and/or Myopathy in Patients

Immunoglobulins

With MOF and SIRS/Sepsis

, Human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1867645

Albumin

A Phase 1 Dose-Escalation Study of LY2495655,
an Anti-Myostatin Monoclonal Antibody, in

LY2495655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1524224

PINTA 745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1958970

Patients With Advanced Cancer
Myostatin

A Randomized, Double-blind, Pilot Study of
PINTA 745, an Anti-myostatin Peptibody, in
Patients With End Stage Renal Disease Who
Require Maintenance Hemodialysis and Have
Protein Energy W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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