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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유발생 근위축
최명애 1)

이것은 임상적으로 사지둘레의 감소， 근육분해산물

1.근위축의개요

의 소변배설， 근력저하로 명백해진다 (Sandler，
근위축은 근세포의 크기가 저하된 것으로， 근육

1986).

의 근원섬유 숫자가 감소하여 골격근 질량이 시간경

활동 및 체중부하의 저하로 인한 근육의 변화는

과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침상안정 4 시간 이내 급속히 시작되어 (Kasper，

(최명애 등，

Talbot , & Gaines , 2002) , 부동의 초기 단계 에서 가장

2003). 골격근은 체중의 40%를 차지하

며，골격근의 단백분해가증가되고단백합성이 감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LeBlanc

하여근위축이초래된다-

1997) , 근위축의 대부분이 부동 첫 2주 내에 발생한

이러한 근위축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활동저하

다{Stevens

et 머 ,

et al., 2004; Vandenbome et al., 1998).

(inactivity) , 탈신경 (deneπation) , 영양결핍， 스테로

활동이나 체중부하가 저하되면 골격근은 단백

이드등이 있다.본고에서는근위축을원인별로설명

분해를 증가시키고 단백합성을 저하시켜 골격근질

하고 스테로이드 투여에 의해 유발되는 스테로이드

량이 줄며 (Booth

유발성 근위축을구체적으후다루기로한다.

Booth, 1981) 활동이 저하된 지 72시간 후 단백분해

& Seider, 1979; Tucker, Seidéπ，&

과정에 의해 근섬유의 크기가 14~17% 저하된다

(Booth, 1982; Lindobe & Platou, 1984).

1) 활동저등 Klnactivity)

이처 럼 활동저하는 근육작용과 근육에 가해지

침상안정， 활동저하， 석고붕대 적용， 신경지배의

는 부하 둘 다를 저하시켜 수축성 단백질의 합성을

상실(탈신경)에 의해 근육사용이 줄어들면 근질량의

저하시키고단백분해를증가시키며 침상안정이 1 일

상실을 초래하며， 이러한 상태가 1-2개월간 지속될

8g의 단백분해를 유발한다. 부동근육에서 근원섬유

경우근육의 크기가정상크기의 반으후줄어든다. 침

단백농도가 저하되었고(Jokl

/염f정 동안 하지의 항중력근이 가장 영향을 받으며

& Konstadt ,

1983;

Maier et al., 1976) 뒷다리 부유 후 가자미근의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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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함량이 저하되었으며 (Steffen &

육에 가해지는 부하를 1-5주간 저하시킨 후 족저굴

Musacchia,

1984), 비 콜라겐 단백 질(non-collagen protein) 이 선

곡근(plantar

택적으로 감소했다.7 일간의 뒷다리 부유 모형 에 의

적이 유의하게 저하되었음을 보고하였다(최명애，

해 활동저하를 유도한 쥐에서 활동저하 3 일 만에 가

1991 a; 최명애， 박상철， 고창순， 1992 , 1994;

자미근의 단백질합성속도가 21% 저하되었고，단백

Desplanches et al., 1987; Mussacchia et al., 1980;

질 분해 속도는

Templeton et al., 1984; Templaton et al., 1988;

100% 증가하였다 (Loughna ，

flexor muscle)의 질량과 근섬유 횡단면

Winiarski & Pe따son， 1987). 14일간의 뒷다리 부유

Goldspink, & Goldspink, 1986).
입원환자들은주로침생f정을하게 되므로근

에 의해 쥐의 가자미근과족척근의 질량이 정상에 비

육작용과 근육에 가해지는 부하 중 한 가지 요소의

해 50.14%， 67.32%로 현저하게 감소했고， 가자마근

제한이 있거나 두 가지 요소 모두의 제한이 있다. 또

과 족척근의 둘레가 각각 5 1. 72%， 66.67%로 현저하

한 병원환경은 활동이 가능한 환자의 일상생활동작

게 감소하였다{최명애 &안숙희， 1992).

수준을 감소시켜 골격근 위축 발생 위험을 크게 한

석고붕대 적용은 신체 활동과 체중 부하둘다를

다. 최명애(1 991 )의 보고에 의하면 입원기간동안 주

저해하여 근위축을 유발시키며 근육이 위축되면 근

로 침상안정을 하였던 내과환자들의 하퇴둘레가 입

세포의 크기가 줄어들고 수축력 또한 감소하게 된다

원 3 일째부터 대퇴둘레가 입원 7 일째부터 각각

(Lindboe & Platou, 1982). 동물 모형을 이용한 연구

3. 25%, 6.94% 감소하였고 하지근력은 입원 후 14일

에서 석고붕대를 적용한지 6시간 후부터 근육의 단

째가 입원 당일에 비해

29.09% 저하되었다 Ba1aya

백합성 속도가빠르게 저하되며 골격근의 질량과수

in Sadler & Vemikos, 1986)은 30 일간 침상

축성 단백질의 상설 역시 부동 후 첫 3 일에서 13 일

등(Cited

안정을하는동안사지굴근및신근의근전도변화를

동안에 발생한다{B∞th，

연구한 결과 30 일간의 침상안정 후 전기적 활동이

한 부동으로 2 주 이내에 근위축이 발생하였으며

1/2로줄었고대퇴둘레가유의하게 저하되었음을보

(Muller, 1970; Ri dgeway, 1974)

고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입원에 의한 활동저하로 하

절과발목관절을고정시켰을때고정후 2 일에서 10

지근에 위축이 초래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일 사이에 비복근， 대퇴사두근 및 외측광근의 질량이

침상안정이 체중부하근육에 미치는 효과를 모

1977) 석고붕대 적용에 의

현저하게 감소하였고(Booth，

석고붕대로 무릎관

1977) 6용주의 석고붕

방하는 뒷다리부유방법을 이용하면 뒷다리에 체중

대 고정으후 경축이 초래되며 고정 후 3-7 일부터 근

부하가 없고 뒷다리 사용이 제한되므로 뒷다리근의

력이 감소한다(Pasty

위축을 유발시킬 수 있다 쥐의 뒷다리를 부유시켜

에 4주간 석고붕대를 적용한 결과 석고붕대 적용 뒷

쥐뒷다리근에 위축이 유발됨을근질량의 저하， 횡단

다리의 가자미근의 길이가 석고붕대 비적용 뒷다리

면적의 저하(Desplanches

et al., 1987; Mussacchia,

의 가자미근의 길이에 비해 짧아졌으며 족척근의 길

Deavers, Meininger, & Davis , 1980; Templeton et a1.,

이는 차이가 없었고 가자미근과 족척근의 툴레는 정

1984; Templeton et al., 1988; Winarski & Pearson,

상치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Gossman， Rose,

1987) , 단백 함량의 감소 (Steffen & Musacchia ,

Sahrmann, & Katho!i, 1986).

1984)로증명하였으며 쥐의 뒷다리근을부유시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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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nie, 1982).

쥐의 뒷다리

하지골절환자에서 하지석고붕대 제거 후 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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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대 적용측대퇴，하퇴둘레 및 하지근력이 정상측에

소하였고 환측과 정상측의 가자미근에서

비해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나타났다{최명애 &박미

섬유 횡단면적， 환측과 정상측의 족척근과 비복근에

정，

1993; 최명애， 박미정，& 채영란， 1994). 최명애

서 TypeII 근섬유 횡단면적이 감소하였으며 근원섬

등(1 994)은 하지골절환자의 석고붕대제거 후 석고

유단백질함량은환측비복근과정상측가자미근에

붕대 적용하지의 근력은물론정상하지의 근력도유

서 저하되었다고하였다.

의하게 감소한 것을관찰하였다

Type 1

근

뇌졸중 유발 쥐를 대상으후 이루어진 안경주 동

채영란과 최명애(1 994)는 고관절전치환술 환자

(2000)의 연구에서는 뇌허혈 발생 7 일 후에 환측의

에서 수술 후 환측하지의 대퇴둘레가 수술 후 14일

가자미근， 족척근 및 비복근 근육 무게가 각각

에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정상하지의 대퇴와 하퇴둘

2 1. 5%, 13 .2%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TypeII 근

레 모두 수술 후 3 ， 7， 10， 14일에 수술 전날에 비해 유

육인 족척근과 비복근의 근육무게 감소가 더 현저했

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환측하지의 근력이 수술 후 3,

다고 하였다.Choe 등(2004)은 뇌졸중 발생 7 일후 환

7, 10, 14 일에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측과 정상측 뒷다리근에 위축이 유발되며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환자에서 수술 후 2주， 4주의

육이

환측 대퇴 근육변적이 수술전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

래되었다고하였다

하였다(연효정， 2006).

2.7%,

Type 1 근

TypeII 근육에 비해 근위축이 더 현저하게 초

Dattola

등(1 993)은 뇌졸중 발병 후 1 개월 이상

경과한 편마비 환자의 비복근을 생겸하여 TypεII 근
섬유의 직경이 작아지고크기도감소한 것으로보고

2) 탈신경 (Denervation)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가나타난 원인을 피질척수로

골격근의 발달과 기능은 중추신경계와 하위운

(corticospinal tract)의 단절로 인해 Type lI 운동 뉴런

동신경이 완전하게 연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하

을 지배하는 운동신경 이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설명

위 운동신경의 신경지배가상실되면그선경이 지배

하였다.

하든 근섬유에 위축이 발생된다(최명애 등， 2002).

Kenji 등(1 997)의 연구에서는 하지 편마비 환자

뇌졸중의 경우 TypεII 근섬유를지배하는신경의 지

21 명을 대상으혹 외측광근에서 생검을 실시하여 근

배가 상실되면 그 신경세포에 의해 지배를 받는 근섬

섬유직경을분석한결과 TypeII 근섬유의 위축발생

유에 탈신경 근위축이 유발된다 뇌졸중으로 인해 마

을 보고하였다. Jorgensen과

비된 경우 근섬유의 직경이 감소하며， 이는 시간이

중 발생 후 2개월에 환측 하지 근육 무게가

경과함에 따라 더욱 악화되고(Scelsi

소실되었음을관찰하였다.

et 꾀.， 1984) 마

Jacobson(200 1)은 뇌졸
6% 이상

비된 측의 하지둘레와 근섬유 단면적은 정상측에 비

좌골신경이 탈신경된 쥐의 가자미근과 장지신

해 감소하는 근위축이 발생한다( Chokroverty,

근의 근원섬유단백질 함량과근육의 횡단면적이 감

Reyes, Rubino, & Barron, 1976)

소되었고 근원섬유 단백질 함량이 작을수록 근육의

안경주와최명애 (2002)는쥐에 뇌허혈을유발시
킨 후 뇌허혈 발생 7 일 후에

Type 1 근육인 가자미근

과 TypeII 근육인 족척근과 비복근의 근육무게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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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면적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Taylor
없ndaria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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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양결핍(Undernutrition)

섭취량의 37%만을 7일간 섭취시킨 후 가자미근， 족

골격근이 가장 중요한 단백질 저장고이며 신체

척근 및 비복근의 근육 무게， 족척근과 비복근의

내 단백질과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부위 (Oldfors，

Type 1 근섬유 비율 및 횡단면적이 유의하게 작은

Maier, & Sourander, 1983) 이므로 단백질-열량 결핍

것을 규명하였다(김지윤， 2005). Sieck 동{1989)은 4

상태가 되면 근육의 단백질이 이화되어 근위축이 초

주간 식이섭취를 1/3로 제한한 실험에서 비복근의

래된다.

근육단면적이 대조군의 53.6%로유의하게 저하되

영양섭취가 부족하면 신체는 먼저 간에 저장된

었고 Type 1 , II 근섬유모두단면적이 감소되는데

글라코겐(glycogen)을 분해한다. 간에 저장된 글리

특히 Type II 근육의 위축이 현저함을 관찰했다

코겐함량은간무게의 10% 정도로한정되어 있어서

Dekhuijzεn 됩 1995)은 6주간 영양섭취를 25%로 제

(곽재욱， 1996),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모두 소모

한한 결과 근질량이 40%까지 줄어들었고

한 후에는 당선생(밍uconeog며lesis) 과정을 통해 근

Almurshed와 Grunew때d(2000b)의 30 일 동안 73%

육단백질을분해하며 신체 요구량을충족시키는보

로식이섭취를제한한쥐 실험에서는족척근과가자

상기전이 일어나게 된다t최명애， 신기수， 이은주，&

미근의무게가각각 12%， 6%씩감소했고，단백질함

안경주， 20이). 따라서 지속적인 영양섭취 저하는 근

량은 족척근에서 14% 감소했다.

안경주 등(2000)의 연구에서 뇌졸중 유발 직후

육 단백질의 점차적인 소설로 근위축{muscle aπ0-

7 일이 경과한 급성기 쥐에서 뒷다리근에 근위축이

phy)을초래한다.

영양섭취 저하는근육의 크기 및 횡단면적을감

유발되었고근위축의 원인이 식사섭취량저하에 의

소시키고(Lanz， Donahoe , Rogers , & Ontell , 1992;

한 영양 결핍 임을 제시하였다. Larea 등{1992)은 암

Lewis & Seick, 1992), 단백 질 함량의 저하{Mosoni

환자의 영양 불량 시 근육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

et al. , 1996)와 근력상설(Nishio & Je멍 eebhoy， 199 1)

므로화학요법을받는환자에서 음식 섭취로 얻은 열

을유발한다. 또한 영양섭취 저하는근섬유 구성 조

량이 부족한 경우 에너지를 체내 단백에서 얻게 되고

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빠르게 수축하는 근섬유

이는 골격근의 분해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공고요법

(Type II fiber)로 구성 된 속근(fast-twitch muscle) 이

을받는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은공고요법의 근

서서히 수축히는 근섬유{Type 1 fiber)로 구성된 지

간을 이루는 anthracycline계 항암제와 cytarabine의

근(slow-twitch muscle)보다 위축이 현저하게 일어난

치료로 발생되는 가장 일반적 부작용인 식욕부진， 오

대Almurshed & Grunewald, 2000b; Prezant et al.,

섬， 구토 등으로(강영숙 등， 1997; 문창훈 등， 1998;

1994). Henriksson(1 990)은 영양섭취 저하 시 Type

민우성 등， 1992) 식이섭취량이 감소되어 영양불량

II 근섬유가 Type 1 근섬유에 비해 더 크게 영향을

상태가 된다{조근자， 1993). 이러한 영양불량과 이에

받아 TypeII 근섬유 횡단면적이 감소된다고하였다.

따른 신체활동 저하 상태가 근위축을 유발한다(Al

이재훈과 김숙희(1 981)의 연구에서도 3주간 영

M멍id & McCarthy, 2001; Baracos, 2001). 성인 급성

양섭취를 저하시킨 결과 근육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서 공고요법 후 상박근육면적，

였는데， 특히 주로 TypeII 근섬유로 이루어진 족척

하퇴근육면적 및 하지근력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

근과 비복근에서의 감소가 현저하였다. 쥐에서 정상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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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환자에서 공고요법 후 영양상태 불량으로 근위축

1992)

이 발생되었음을 제시한다{인영아， 2005).

(ske1etal mus c1 e

과다한

투여로 골격근소모

glucocorticoid

wasting)가 나타나고(Hickson &

Davis, 1981; Khalid et 머.， 1982) 근질량 상실은 주로
Type II 근육에 발생 한다 (Fa1duto ， Young , &

II. 스태로이드유발생근위축

Hickson, 1992a; Hickson et al., 1981 , 1984, 1986;
Seene & VI11l, 1982; 최명애

1932년 Cus뻐19 에 의해 스테로이드 과잉투여에

1. 스테로이드 유발성 근위축의 정의
스테로이드(steroid)는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

자가 변역질환의 치료와 장기이식 후 변역억제요법

에 이용되어 왔으나 장기간 투여하면 스테로이드의
이화작용에 의해 근질량이 감소되는 근위축을 유발
한다-(TOl1l10

&홍해숙， 2001).

et al. , 1996; Dec ramer, Laquet, Fagard,

& Rogiers, 1994). 스테로이드의 투여로 근질량， 근
섬유 횡단면적 및 근원섬유 단백질 함량이 저하되는
것을스테로이드유발성 근위축이라한다.

의한 골격근 소모가 최초로보고된 이래 (Czerwinski，

Kurowski , O’Nell, & Hickson, 1987)

스테로이드에

의해 초래되는 근위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왔다.
스테로이드 투여 후 지근섬유{slow-twitch

mus-

c1 e fiber)로 이루어진 Type I 근육은 거의 영향을 받
지 않으나 속근섬유{fast-twitch
어진

musc1e fiber)로 이루

TypeII 근육은 선택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cramer， L때uet，

Fagard, & Rogiers ,

1994). 그러므혹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2. 스테로이드(Steroid) 투여에 의한

근지구력의 변화보다도 최대 근력을 발생시키는 능

큰위촉발생

력을소설하게된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근육생리 실험실에서 쥐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부산피질에서 분비되며
이 중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πicoid)는 면역반

에게 Dexamethasone을 투여하여 근위축이 유발됨

응의 조절， 포도당， 지방 및 단백 질 대사의 조절， 그리

을 규명하였다. Dexamethasone을 체중 kg당 4mg의

고 항염증 반응의 조절 등에 관여한다.

용량으로 1일 1 회 7 일간 피하주사 한 결과 족척근 및

Cortisone ,

hydrocortisone , prednisone , triamcinolone , dexamethasone

등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속하며， 이들

믿댈은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 내로 들어가 수용체

비복근의 무게， 근원섬유단백질함량이 유의하게 감
소하였고(최명애，

1998) 체중 kg당

5mg의 용량으로

1일 1 회 7 일간 피하주사 하여 족척근과 비복근 무게
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최명애 등， 20이， 2002a)

와 결합하여 작용을나타낸다
스테로이드(steroid)는 항염증 작용과 면역억제

효과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여러 질병에 대한
치료의t물로사용되어왔으나，스테로이드투여로체

중저하와 근질량 감소 등의 부작용이 유발되며

근원섬유 단백질함량， 족척근의
비복근의

Type I ， II 근섬유나

TypeII 근섬유 횡단면적이 유의하게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대최명애， 신기수， 안경주，& 이은
주，

2002b). Dexamethasone을 체중 kg 당 5mg의 용

(Czerwinski , Kurowski , 0 ’NeU , & Hickson , 1987;

량으로 1 일 1 회 10 일간 피히주사한 결과 가자미근，

Rannels & Jefferson , 1980; Shapiro & Simmons ,

족척근， 비복근무게가유의하게 감소하였고(최명애，

- 23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최정안，& 신기수， 1997) 어린 쥐에게 체중 kg당

3. 스테로이드 투여로 인한

5mg의 용량으혹 1 일 1 회 7 일간 주사하여 족척근과

근위축의발생기전

비복근의 근육무게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대최명애 등， 2002c)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에서 수축성 단백질인 마

Dexamethasone 투여에 의한 뒷다리근의 근육무

이오신(myosin) 이 glucocorticoid에 반웅한다는 것이

게감소는직접적인골격근상실로인해근위축이유

증명되었으며 cortisol acetate 치료는 근세포단백질

발되었음을제시한다(Kh외id et 때.， 1982). 이러한골

중 가장 많은 마이오신 isoform profile을 변화시킨다

격근의상실은아미노산유출증가나단백질합성속

(Kurowski , Zak, & Hicksone , 1987). Dexamethasone

도 저하와 관련되며(Khan， 1993), 혈중 glucocorti-

투여가 myofibrillar proteinase 활동을 증가시 켜

coid의 농도증가는 단백질 합성저하와 단백질 분해

branched c뼈m 뻐피10 acid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함

증가를 통해 근위축을 유발하는 것으로(Czerwinski，

으로써

Kurowski, O’Nell, & Hickson, 1987) 설명될 수 있다

Glucocorticoid를 투여한 동물에서 족척근의 마이오

Triamcinolone이나 cortisone을 투여하는 동물에

신 heavy chain 합성 속도가 감소함을 확인하여

서 점 진적으로 근육무게가 감소하였고 (Trice &

(Seene & Al ev, 1985) 스테로이드가 단백질 합성 저

Engel , 1966) Hickson 등(l 984)은 corhsone acetate를

하에 직접적인작용을한다는것을제시하였다.

근위축을

가져온다 (Khan ， 1993).

주사하여 체중과 근육무게가 저하되었음을 관찰하

장기간의 glucocorticoid 투여는 골격근에서 포

였다(Hickson， Kurowski , Capaccio , & Chatterton ,

도당흡수를 억제하여 간접적으로근육단백질분해

1984).

를 야기하며， 직접적으로 세포질내에 스테로이드와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자에게 저용량의 스테

결합하는 수용체가 있어 근육의 리보소옴{ribosome)

로이드를 6개월간 투여하여 호흡근과 대퇴 사두근

작용을 저하시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한다(Shin et

의 근력 감소를 확인하였다(Decramεr， Lacquet ,

때 , 2000) 단백분해가 일어니눈 상태에서 골격근은

Fagard, & Rogiers, 1994). Nava 등{1996)은 쥐를 대

glutamine을 빠른 속도로 유리하며(마1dreus， 1985;

상으혹 methylprednisolone을 1 일 8야19!kg의 용량

Rennie et al. , 1989) glucocorticoid 유발성 근위축 동

으로 5 일간 투여하여 호흡근과 사지근의 질량이 크

안 glutamine의 이동은 총 아미노산의 약 25-30%에

게상실한결과를토대로단기간이라도많은양의스

해당된다{Marliss et al., 1971) 또한 단백질을 대사

테로이드를 투여하면 근질량이 감소한다고 제시하

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근육 밖으로 아미노산을 이동

였다

시키는 glutamine의 생산을 자극하는(Mezzarobba et

저용량의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장기간 투여

al. , 2003) glutamine synthetase(GS)의 활성을 증가시

할 때 근력이 저하되고 근질량이 감소하였고， 이 러한

키며 골격근의 GS mRNA expression 증가와 GS 효

현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더 현저하게 나타나 스

소활성이 glucocorticoid에 의한 위축과 병행한다고

테로이드의 축적효과가 있었으며， 그것이 결국 운동

하였다-(Hickson， Wegrzyn, Osbome , & Karl , 1996).

수행능력을제한시키는결정적인요인이 될수있다
고 하였대Made1，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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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이 트레드밀 훈련에 의해 25-50% 경감되었음을

4. 스태로이드 유발성 근위촉 경감방안

확인하였다. Falduto 등(1 992a)의 연구에서 운동이
스테로이드 유발성 근위축 경감 방안으로 저항

스테로이드에 의해 유발되는 myosin heavy chain의

운동(Gar따ler et al. , 1980) 이나 지구력운동(최명애，

분해를줄이고 TypeII 근육에서 단백질분해 감소가

최정안， 신기수， 1997; Czerwinski , Kurowski ,

근원섬유 단백질 함량의 증가에 기여함을 제시하였

0 ’Neill , & Hicksone , 1987; Falduto , Young &

다

Hickson, 1992b) 이 현재까지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
단백질 합성작용이

최명애 등(1997)은 dexamethasone을 체중 kg당

있는 것으로 알려진

5mg의 용량으로 투여하는 동안 분당 10m 속도로

DHEA( dehydroepiandrosterone)의 사용을 시도하고

10。 경사의 treadmill 에서 1 회 20분， 1일 3회 60분간

있다.

10 일에 걸쳐 운동을 부하시켜 dexamethasone 투여
에 의해 유발된 쥐의 가자미근， 족척근 및 비복근의
근육무게 감소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1) 운동
운동에 의해 골격근에 가해지는 부하량이 증가
할 경우골격근의 단백질 합성이 증가되어 근섬유의

직경이 커짐으로써 근비대가나타나게 된다{장용우，

2000; Rommel et al. , 2001). 운동이 근비대를 일으키
는 것은 활동이 단백이화호르몬에 대한 감수성을 낮
추며(Goldberg & Goodman, 1969), 수축활동이 단백
질 분해를 억제히는(Fu1ks

& Goldberg, 1975) 것으로

설명된다.

스테로이드 유발성 근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방
안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기간 중에 지구력 훈

련을 실시하여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박상준，

이민철， 김세종， 1999; 최명애 등， 1997; 최명애，

1998; 최명애， 홍해숙， 2001; Falduto , Young , &
Hickson, 1992b). Falduto 등(1 992a)은 지구력 운동
이 glucocorticoid 에 의해 진행 되는 근위축을 막고 이

러한 효과는 주로 속근(fast-twitch muscle) 의 fast

twitch fiber type 에서 일어나며 스테로이드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마이오신 heavy chain 분해를 줄임으
로써 질량 상실을 막는다고 설명하였다. Hickson 등
(1 984)은 glucocorticoid 투여 쥐의 비복근과 족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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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amethasone을 체중 kg당 4mg의 용량으로 투여
하논 동안 분당 1 아n 속도로 10。 경사의 σeadmill 에

서 1 회 20분， 1일 3 회 %분간 7 일에 걸쳐 운동을 부

하시켜 dexamethasone 투여에 의해 유발된 쥐의 가
자미근， 족척근 및 비복근의 감소된 근육무게와근원

섬유 단백질 함량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최명애，

1998). 최명애와 홍해숙(2001)은 스테로이드 투여
동안의 규칙적인 지구력 운동이 스테로이드 투여로

유발된 TypeII 근육의 위축을 경감시킬 수 있음을보

고하였다
스테로이드 유발성 근위축의 또 다른 해결방안
으로스테로이드 투여가끝난후 회복기에 운동을부

하시켜 근위축의 회복을 촉진시키려는 시도가 최명
애 등(2oo2a， 2oo2b) 에 의해 이루어졌다. 최명애 동
(2oo2a)은 어 린 쥐를 대상으로 dexamethasone을 체
중 kg당 5mg의 용량으후 7 일간 투여 후， 회복기에

10。경사의 σ'eadmill 에서 l 회 20분 1 일 3 회 60분간 7

일에 걸쳐 1 일 1000min의 속도로 시작하여 2 일， 3 일
에는 12m/min， 4 일， 5 일에는 14m/min, 6 , 7 일에는

15m/min 속도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운동을 부하
시킨 결과 TypeII 근위축이 경감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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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HEA(dehydroepiandrosterone)

기에 최명애 동(2002a)의 방법과 동일하게 낮은 강

Dehydroepiandrosterone(DHEA;3βhydroxy-5-

도의 규칙적인 운동을 부하시켜 스테로이드 유발성

androsten-17 -one)은 코티졸(cortiso1), 안드혹스테네

위축이 나타난 족척근과 비복근의 회복을 촉진시킬

디왼androst밍ledione)，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

수 있었다(최명애， 신기수， 안경주，& 이은주，

에스트라디윌estradi이)， 에스트론(esσone) 등과 함

2oo2b).

께 합성되는 C-19 스테로이드 호르온으혹， 부신 망

스테로이드 투여 전 지구력훈련을 실시하여 근

상대 (zona reticularis) 에서 대부분 생산된다.

위축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Fa1duto 등(1 990 ，

1992a, 1992b), Hickson 됨 1984) 에 의해 시도되었

DHEA는 주로 간에서 황산화가 일어나 Dl正A

S(DHEA su1fate) 형 태로 전환되어 혈액내를 순환하

다. Falduto 팀 1990)은 주당 5 일씩 12주에 걸쳐 운동

속도와 시간을 점차 증가시켜 마지막 4주째에 8도
경사에서 분당 28m속도로 110-120분간 운동을 실시
하고 훈련 마지막 10 일 동안 cortJ. sone acetate를 체중
kg당 100mg 투여하여 비복근과 족척근의 근질량 감
소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분당 31m속도로 1 일 90분

간 주당 5 일씩 12-16주에 걸쳐 운동을 실시한 후 마
지막 11 일동안 cortJ. sone acetate를 체중 kg당 100mg
투여하여 fast-twitch red fibers 의 GS 효소활성과
mRNA가 35-70%로 감소하였다{Falduto， Young,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간， 지방조직， 근육， 골 조직，
뇌 조직 등의 세포에서 작용한디퍼errington， 1998)
DHEA의 반감기는 대부분의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유사한 15-30분이고 혈중 DHEA 농도는 남성이 여
성보다 약 10--20% 더 높게 나타난다. DHEA-S의 반
감기는 약 7-10 시간이며 혈청 DHEA-S 의 농도는
DHEA 의 300-500 배로 높게 유지된다 (Fa1any，
Comer， D。이ey，

&

Hickson, 1992a, 1992b). 1 일 100분 주당 5 일 13-15
주 동안 운동을 실시하여 8주부터 5도 경사에서 분
당 31m속도로 운동을 실시하였고 훈련 마지막 12 일
동안

면서 안드로겐(androgen) 이나 에스트로겐(esσogen)

1934년 Butenandt가 DHEA를 처음 소변에서 검
출한 이 래 1957년

Kurowski , Capaccio, & Chatterton , 1984)

동， 성별의 차이， 연령 증가에 따른 감소 등을 보고하
였다. 이후 많은 연구들을 통해 혈중 DHEA 농도 및

분비는개인마다차이가심하며，성별뿐만아니라질
병 상태， 흡연， 유전적 요인 등에 의해서도 영호탤 받

Czerwinski 등(1 987)은 glucocorticoid를 투여하기

음이 밝혀졌대정윤석， 1997)

전에 11 일간 운동을 실시한 쥐에서 근위축이 25-

60% 예방되었음을관찰하였다.

동물과 인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
DHEA는 항암효과， 면역기능 증강(Swenson et al.,

In vivo 실험 뿐 아니라 In viσo 실험도 이루어졌
으며 cu1tured myotube를 반복적으혹 자극하여 dex-

amethasone 처리세포의 근섬유직경의 감소를 막고
단백 질 함량의 상실을 줄일 수 있었다(Andrews ，

1985).

Migen 등은 말초혈액 에서 DHEA

를 분리하였고 최초로 DHEA 혈장 농도의 일과성 변

cortiso1 acetate를 체중 kg당 10아ng 투여하여

비복근과 족척근의 근질량 감소를 줄였다-(Hickson，

& G1att, 1995)

1995), 신경계 활성화작용， 단백질 합성 촉진 작용이
있으며 지질 대사를 개선시켜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당뇨병 및 비만증 발생을 막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 DI-正A는체지방을감소시키고단백질합성을증
진시켜 체단백질을 증가시킨다(Nestleζ Bar1asc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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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ore , & Bl ackard , 1988; Tagliaferro , Davis ,
Truchon, & Hamont, 1986). 미국 식품의약국(Food

1989) 것으로 설명된다.
DHEA를

1일 1 00mg씩 6개월간 경구로 투여한

and Drug Adrr뻐lSσation， FDA) 에서 DHEA를 의사

결과무지방체중이 증가하고무릎 신전 및 굴곡근육

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의 장력이 증가하였으며， m

over the counter(OTC)

의약품

으로허가하고 있다(정윤석， 1997).

Dexamethasone 치료 시 발생하는 근위축에서

V1VO

실험에서 DHEA를

전처치하고 dexamethasone을 투여했을 경우

dex-

amethasone의 작용 부위 에 부분효현제(partial

ago-

DNA 분절화가 현저 히 증가동}는 양상이 나타나는

nist)로 작용하여 dexamethasone의 단백분해 효과를

dexamethasone과 DHEA를 동시에 처치한 경우에는

억제승댄 것으로 제시하였다(Blauer，

DNA 분절화가 유의하게 감소되어 단백질 합성이

& Bemton, 1991).

증진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이후(Araneo &
Dayn않，

1995), DHEA와 근위축 회복과의

관련 가능

Poth, Rogers,

Dexamethasone 투여시 DHEA 병용투여가 dexamethasone에 의해 유발된 Type

II

근위축을경감시

성이 제시되면서 m표A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

키며 DHEA를 미리 투여하거나 dexamethasone과

다.

동시에 투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대최명
DHEA의 단백질 합성 증진 효과에 관해서는 동

애 등，

2002b).

DHEA는 g1ucocorticoid의 근육이화

물과인체를대상으로많은연구가이루어져왔다 인

작용을 감소시키 며(Robinzon &

Cuto1o, 1999) glu-

체의 15%는단백질로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65%가

cocorticoid에 길항한다{Canning，

Groenhuis, Wit, &

골격근에 포함되어 있고 골격근에서 근육세포의

Drehage , 2000; Li, Wen, M따tin，& \\에itworth， 1996;

2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McArd1e

Suitters et al. , 1997).

et

al. , 1996), DHEA의 단백질 합성 증진작용은 곧격근
질량 증가로 나타난다.

동물을 대상으혹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결과 어

Tagliaferro 등(1 986)은 쥐 20

린 쥐에서는 1eucine 에 의해 근육 단백질 합성 자극

마리를대상으로 11 주간 0.6%DHEA 혼합사료를제

이 변화되지 않으나 성인 쥐와 늙은 쥐에서는

공한 결과 DHEA 투여군의 수분과 체단백질이 대조

1eucine 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회복 속도도 어린 쥐

군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최병애 등

에 비해 느리다고 보고도1 어(Lieu et 며.， 2004) 스테로

(2001a)은 dexamethasone을 투여받는

Wistar rat 15

이드를투여 받는 성인과노인에서 근위축의 문제가

마리를 대상으로 DHEA를 7 일간 체중 kg당 5mg의

더 심각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안경주(2002)는

용량으로 경구투여한 결과 m표A를 동시에 투여한

노화와 함께 스테로이드 투여로 인한 근위축이 진행

군의 족척근과 비복근 무게가 dexamethasonε만 투

된다면운동조차수행하기 어려우므로단백질동화

여한 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m正A의 사용을 제안하

DHEA의 근육단백질 합성증진 작용은 제내에
서

insulin-1ike growth factor- I (IGF- I )을

였다. 최명얘 등(2002b)은 임상치료를 위해

dexam-

활성화시

ethasone을 투여하고 있는 시기에 대부분의 환자에

탄백질

서 근위축이 발생되며 이러한근위축의 발생으로환

동화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

자가체중부하도할수없는상태에서는운동을적용

(testosterone)으로의 전환이 증가되는(Griggs

하는데 어려웅이 있으므로 이때 D田A를 투여하여

키거나{Fryburg

et al., 1995; Homsby, 1977)

et al.,

-27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근위축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위축의 정도를 사정하고 운동을 부하하여 근위축으

로부터의 회복을증진시키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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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eroid induced muscle atrophy
Myoung-Ae Choe l)

Muscle aσophy is defmed as a decrease in muscle mass , cross-sectional are a, and myofibrillar protein content. Causes inducing muscle aσophy may be inactivity, denervation , undemutrition and steroid
Inactivity may decrease protein synthesis and increase protein breakdown of skeletal muscle. The muscle

atrophy due to inactivity was induced by bed rest, hindlimb suspension, cast , total hip replacement arthroplasty,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Denervated atrophy may be induced by the loss of innervation
from lower motor neuron. The atrophy was apparent in the lower limb of hemiplegic patients following
ischemic stroke and in the hindlirnb ofischemic stroke rats. Protein breakdown ofskeletal muscle in the undernourished state results in muscle atrophy. Th e atrophy due to undemutrition was evident in cancer and
leukemia patients and in the undemourished rats.
Steroids have been used to treat allergies , inflammatory diseases , autoinunune diseases and to inhibit
immune function following transplantation. Steroids may induce

musclε aσophy

by

protεin

breakdown of

skeletal muscle. Muscle Physiology Laboratoryat College ofNursing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ved that
dexamethasone may induce hindlirnb muscle atrophy in rats and exercise and DHEA may attenuate hindlirnb
muscle atrophy induced by the steroid in rats.
Nurses working with patients undergoing steroid treatrnεnt nεεd to be cognizant of steroid induced muscle
aπophy.

Th ey need to assess whether muscle atrophy is being occurred during and after the steroid treatrnent

Moreover, they need to apply exercise and DHEA to the patients undergoing steroid treatrnent in order to
attenuate the steroid induced muscle atr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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