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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cle wasting is commonly seen in patients with sepsis as a consequence of the catabolic response in skeletal 

muscle. Muscle wasting can occur in cases that have an imbalance between degradation and synthesis of muscle 

proteins. Although decrements in the synthesis of muscle proteins may contribute to sepsis-induced muscle wasting, it 

has been recognized that increments in its degradation play a more essential role in muscle wasting. Muscle wasting 

in sepsis patients has some significant clinical consequences such as reduced ambulation and exercise tolerance, and 

an increased risk for pulmonary and thromboembolic complications. Several mechanisms have been proposed for sep-

sis-induced muscle wasting. Increased proteolysis via the ubiquitin-proteasome pathway and the calpains system is one 

of the principal mechanisms of muscle wasting induced by sepsis. Calpains are activated by calcium, which increases 

in patients with sepsis. The activation of the calpains system disrupts the sarcomere of the myofibrils, resulting in the 

release of myofilaments that are subsequently ubiquitinated and degraded by the 26S proteasome complex. Recent 

studies have suggested that transcriptional factors such as NF-κB and FoxO, and the apoptosis and autophagy-lyso-

some pathways may also be involved in sepsis-induced muscle wasting. This review briefly summarizes the con-

tribution of these mechanisms of muscle wasting in patients with sepsis and the possible therapeutic agents to tre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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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체의 근육량은 정상 으로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가 균

형을 이루어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단백질의 분해가 증가하

거나 합성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근 축이 일어나게 

된다. 근 축은 양결핍과 활동 하 외에도 암, 당뇨, 요독

증, 만성폐질환, 심부  그리고 AIDS 등과 같은 만성 소모

성 질환에서 흔히 찰되지만 패 증이나 수술, 외상, 화상 

같은 성 질환에서도 나타난다.1) 

  패 증과 같은 성 소모성 질환의 경우 근단백질의 분

해로 생성된 아미노산이 근육세포에서 분비되어 주요 조직

의 기능 유지를 한 역할을 하지만, 근단백질의 장기 인 

괴는 근 축을 일으켜 악 향을 미치게 된다. 패 증 환

자에서 근 축은 골격근의 근력 하  신체활동의 감소

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불용성 근 축(disuse atrophy)을 

유발하는 등 악순환을 야기시키며, 장기 인 침상안정으로 

인해 심부정맥 증과 폐합병증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한 기계호흡기 유지 환자에서 근 축으로 인한 호흡근의 

이상은 이탈을 어렵게 만들어 기계호흡기 련 합병증의 

빈도를 증가시킨다.2) 근 축이 패 증의 후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없지만 심부 ,
3) 요독증,4) 만성폐

쇄성 폐질환,5) 후천성 면역결핍증6) 등의 질환의 경우 근

축에 의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의 감소가 불량한 

후와 련이 있고, 낮은 체질량지수(즉, ＜18.5 kg/m2)를 가

진 환자는 질환의 증도와 계없이 높은 사망률을 보

인다고 알려져 있다.7) 

  환자 신경-근육병증(critical illness polyneuropathy or myo-

pathy)은 근육이나 신경계 질환이 이 에 없었던 환자에

서 생길 수 있는 신경-근육의 이상을 말하며, 패 증 는 



10  한 환자의학회지：제 25 권 제 1 호 2010

Fig. 1. Proposed mechanisms of 

muscle wasting in sepsis. 

FoxO: forkhead box O; 

GSK-3β: glycogen synthase 

kinase-3β; mTOR: mam-

malian target of rapamycin; 

MuRF-1: muscle ring finger; 

IGF-1: insulin like growth 

factor; NF-κB: nuclear 

factor κB; TNF-α: tumor 

necrosis factor.

다발성 장기부 이 있는 경우에 그 빈도가 증가하고 근

축과 사지마비까지 동반할 수 있다.
8) 넓은 의미로서 패 증

에 의한 근 축은 환자에서 생길 수 있는 근육병증의 일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환자 근육병

증보다는 패 증 자체와 련된 근 축의 기 에 해 알

아보고 근 축을 방할 수 있는 약제나 치료 략에 해 

간단히 언 하도록 하겠다. 

근 축의 기  

  패 증과 같은 성 소모성 질환에서 발생하는 근 축은 

단백질의 합성 감소보다는 분해 증가와 련이 더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지 까지 밝 진 단백질의 분해 기 으로 

ubiquitin-proteasome 경로와 calpain-calpastatin계, NF-κB와 

같은 사인자의 발 , 세포자멸사(apoptosis), autophagy-lyso-

some 경로 등이 있다(Fig. 1).1,9) 하지만 이런 기 은 패 증 

뿐만 아니라 근 축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에도 공통

으로 여하는 기 이라 할 수 있다. 

1) Ubiquitin-proteasome 단백질분해 경로의 활성화

  Ubiquitin-proteasome 경로는 패 증을 포함한 많은 소모성 

질환에서 단백질 분해를 일으키는 가장 요한 경로로서, 

ATP에 의해 ubiquitin과 결합된 단백질을 26S proteasome 복

합체가 분해하는 과정이다.10) 이 경로는 크게 2개의 과정으

로 나 게 되는데, 첫째는 분해될 단백질과 ubiquitin이 공유 

결합하는 합(conjugation) 과정으로 이는 ubiquitin-activating 

enzyme (E1)과 conjugating enzymes (E2s), ligases (E3s)라는 

효소들에 의해 매개된다. 두 번째는 19S 조  복합체와 20S 

단백질분해 핵심으로 구성된 거  복합체인 26S proteasome

이 ubiquitin 합이 이루어진 단백질을 인식하고 분해하는 

과정이다. 신경 단에 의한 근 축 동물 실험에서 밝 진 

ubiquitin ligase인 atrogin-1/MAFbx와 MuRF-1은 재까지 근

축과 련된 가장 요한 표식자로 알려져 있다.11) 

  동물  인체의 패 증 모델에서 근육내 ubiquitin-protea-

some 경로에 의한 단백질분해의 활성화가 밝 져 있다. 맹

장 결찰-천공(cecal ligation puncture)으로 유도된 패 증 쥐의 

긴발가락폄근(extensor digitorum longus)과 가자미근(soleus)에

서 20S proteasome의 활성과 발 이 약 2배 증가하 고,12) 

atrogin-1/MAFbx와 MuRF-1의 mRNA 발 은 10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3) 한 패 증으로 환자실에 입원

한 환자에서 얻은 호흡근과 하지근의 추출물에서 protea-

some 활성이 30%와 45% 정도 증가함을 보고하 다.14) 

  Ubiquitin-proteasome 경로의 활성이 패 증에 의한 단백질

분해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밝 지면서 proteasome 억

제제가 근 축을 방하는 좋은 치료 략이 될 수 있을 것

이라는 연구 발표가 되고 있다. Hobler 등15)은 맹장 결찰-천

공으로 유도된 패 증 쥐의 긴발가락폄근을 20S proteasome 

억제제인 N-acetyl-leucinyl-leucinal-norleucinal과 lactacystin을 

같이 조직배양하 을 때 단백질분해가 3배 정도 감소되는 

것을 보고하 고 Tawa 등16)도 패 증 쥐 모델에서 protea-

some 억제제가 단백질분해를 부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

하 다.

  Ubiquitin-proteasome 경로에 의한 단백질분해는 calpains 

체계라는 구 단계의 활성이 필수 이다. 우선 calpains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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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활성화에 의해 근단백질이 유리되고 이후에 ubiq-

uitin-proteasome 경로에 의해 최종 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17)

  패 증에서는 스트 스에 의한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계

의 활성화로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루코코

르티코이드가 ubiquitin-proteasome 경로의 활성과 련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ng 등18)은 쥐의 근육세포주를 

덱사메타손으로 자극한 경우에 단백질분해가 약 20% 정도 

증가하 고 cathepsin B, ubiquitin, proteasome subunit C3의 

mRNA 발 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스테로이드에 의한 근

축의 기 으로 ubiquitin-proteasome 경로가 작용할 것으로 

보고하 고, 맹장 결찰-천공에 의한 패 증 쥐에 덱사메타

손 억제제인 RU 38486을 투여하면 단백질 분해를 40% 이

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 졌다.19) 스테로이드

에 의한 근 축 기 으로 ubiquitin-proteasome의 활성 외에

도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1)의 생성 억제와 근육 

성장 억제인자인 myostatin의 분비 증가도 보고되고 있어, 

atrogin-1  MuRF-1과 같은 근 축에 여하는 유 자의 

사인자의 활성 조 과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0) 

IGF-1/insulin는 PI3K/Akt 경로를 매개로 하여 사인자인 

FoxO의 활성을 억제시키고, mTOR와 S6K에 의한 근육 성

장을 유도하며, 만성 심부  동물모델에서 IGF-1이 ubiquitin 

ligases의 발 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 져 있다.21)

2) Calpain-calpastatin 체계의 활성화 

  패 증에서 생기는 근 축의 기 으로 calpains 체계는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 져 있다.
17) Calpains은 칼슘 

의존성 non-lysosomal, cysteine proteases로서 기 상태에서는 

비활성 상태를 유지하지만 칼슘과 결합하여 활성화가 되고, 

체내 calpain 억제제인 calpastatin에 향을 받는다.22) cal-

pains의 활성은 세포내 칼슘 농도와 직 인 련이 있으

며 Smith와 Dodd23)은 쥐의 횡격막 조직을 칼슘으로 자극하

면 단백질분해가 증가하지만 calpain 억제제를 투여하는 경

우에는 단백질분해가 감소함을 보고하 다.

  패 증이 생기면 세포내 칼슘이 증가하고 이는 calpains 

체계를 활성화시켜 근단백질을 분해시킨다. Calpains는 근육

원섬유(myofibril)의 단백질을 분해하여 근 (sarcomere)을 

괴시키고, 이 게 분해된 액틴과 마이오신 같은 근단백질은 

순차 으로 ubiquitin-proteasome 경로에 의해 ubiquitin 합

과 26S proteasome 단백질분해 과정을 거친다.24) 

  Calpains 체계는 ubiquitin-proteasome 경로에 의한 단백질

분해 과정의 구단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근 축에 

련된 사인자나 조 유 자에 향을 미친다. PI3K/Akt 

신호 달 경로는 근단백질의 합성과 련이 있는데, cal-

pains 체계는 Akt의 인산화를 감소시켜 Akt 활성를 떨어뜨

리며 이에 따른 GSK-3β의 인산화를 감소시켜 근 축을 일

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GSK-3β의 활성은 패 증  

화상 손상의 경우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GSK-3β억

제제는 패 증 쥐모델의 골격근 조직과 덱사메타존 처리된 

근육세포주에서 단백질분해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

다.25,26) 한 PI3K/Akt의 활성 하는 술한 바와 같이 

FoxO 사인자의 인산화 감소와 그에 따른 FoxO의 활성 

하로 이어지는데27) 이 사인자는 근 축과 련된 유

자인 atrogin-1과 MuRF-1의 발 과 활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28) 그외 PI3K/Akt의 활성 하는 mTOR와 그 따른 

S6K의 활성에도 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mTOR는 근

단백질 합성을 감소시켜 근 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실제 패 증의 근육조직에서 calpain의 활성이 증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찾아 볼 수 있다. E.coli와 B. fragilis를 

쥐의 복강내 주입하여 패 증을 유도한 뒤 24시간  48시

간째 얻은 하지 근육의 추출물에서 calpain의 활성이 증가되

어 있고 칼슘에 한 calpain의 민도도 증가됨이 보고되었

다.30) 쥐의 정맥 내로 E.coli를 주입하여 장기간 패 증을 유

도한 실험에서 6일째 채취한 하지 근육의 추출물에서도 

m-calpain mRNA의 발 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Wei 등32)은 맹장 결찰-천공에 의한 패 증 쥐모델에서 16시

간 뒤에 얻은 긴발가락폄근과 가자미근 조직에서 calpain 활

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활성의 증가는 내인성 calpain 억제제

인 calpastatin의 활성 하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한 패 증 유도  2시간과 유도 후 8시간  12시간

에 calpain 억제제인 calpeptin을 투여하 을 때 calpain 활성

의 하와 함께 tyrosine의 분비 정도로 평가한 단백질분해

의 감소가 보고되었다.33) 이런 연구결과는 패 증에 의한 

근단백질의 소실은 calpain 활성의 증가와 그와 동반된 는 

calpastatin 활성의 감소와 련이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겠

다. 

  Calpain 체계의 활성은 패 증뿐만 아니라 근육 부하감약

(unloading)이나 장기간의 고정(immobilization), 고령, sarcope-

nia 등에서도 근 축을 일으키는 주요한 기 으로 알려져 

있다.24,34) 

3) NF-κB 사인자의 활성

  NF-κB (nuclear factor κB)는 IκB (inhibitor of κB)라는 

억제단백질에 의해 불활성 상태로 세포질 내에 존재하지만, 

IKK (IκB kinase)에 의해 IκB가 인산화되면, NF-κB가 활

성화되어 핵내로 이동하고 유 자의 사를 조 하게 된다. 

유 자이입으로 쥐의 근육세포내 IKKβ의 발 을 증가시면 

NF-κB의 활성증가과 그에 따른 심한 근 축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로 볼 때 여러 사인자들 에서 특히 NF-κB가 

단백질분해와 근 축에 련된 유 자 조 에 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35) 암이나 불용성 축, 신경 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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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물실험에서 NF-κB의 활성화가 찰되었고 패 증 모

델 동물의 골격근에서 측정한 NF-κ의 DNA 결합력의 증가

도 보고되었고 따라서 패 증을 포함한 근 축을 일으키는 

여러 질환에서 NF-κ의 역할이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36) 

  패 증에서 사이토카인 는 모카인의 증가가 NF-κB

의 활성과 련하여 근 축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된다. 근

육세포주를 TNF-α 는 INF-γ로 자극하면 NF-κB의 활성

이 증가하며, 단백질분해의 정도는 NF-κB의 활성도에 의

존하고,37) salicylate로 NF-κB를 억제하면 근 축을 막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8) 동물실험을 통해서도 NF-

κB 활성의 억제가 근 축을 막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맹

장 결찰-천공에 의한 패 증 쥐의 복강에 NF-κB의 억제제

인 curcumin을 주입한 후에 얻은 긴발가락폄근을 배양하

을 때 단백질분해가 약 50% 정도 감소하 고, 패 증 쥐의 

긴발가락폄근을 curcumin과 함께 약 2시간 정도 배양하 을 

때 ubiquitin-proteasome과 calpain, cathepsin L에 의한 단백질

분해가 약 40−50% 정도 감소하 고 그와 동시에 NF-κ

B/P38 의 활성도 감소하는 것이 보고되었다.39) Jin과 Li40)도 

쥐의 복강에 curcumin을 4일간 주입하고 지질다당질(lipolysa-

ccharide)로 패 증을 유도하 을 떄 curcumin 용량에 비례하

여 단백질 분해가 감소함을 찰하 고 근 축과 련된 

유 자인 atrogin-1 mRNA 발 이 감소됨을 보고하 다. 

  TNF-α나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NF-κB의 활성과는 련

없이 IGF-1 경로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41) 

4) 세포자멸사(apoptosis) 

　암이나 만성 심부 , 하지의 탈부하, 신경차단, 화상 등과 

같은 소모성 질환의 근육에서 세포자멸사가 찰되는 것으

로 보아 패 증에 의한 근 축에도 여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42) 근 축을 일으키는 패 증 환자의 근육에서 세

포자멸사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패 증과 련

된 주요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가 심근세포의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여 심근과 골격근의 단백질합성을 감소시키

고,
43) 맹장 결찰-천공에 의한 패 증모델 쥐로부터 얻은 장딴

지근(gastrocnemius)에서 DNA 분 화가 찰되었고 TNF-α 

억제제를 투여하면 DNA 분 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44) 

5) Autophagy-lysosome 

  Autophagy는 세포질내 구성 성분들을 lysosome으로 이동

시켜 분해하는 과정이며 세포의 분화와 항상성 유지를 

해 정상 으로 일어나는 상이다. 세포자멸사나 괴사와는 

다른 세포사멸(cell death)의 경로로서 최근 질병과의 계에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아 는 단식 등으로 

인해 세포의 에 지원이 부족한 경우 양분을 재활용하거

나, 병 인 상황으로 인해 손상된 단백질이나 소기 들 그

리고 세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45) Autophagy의 과정을 

보면 세포질 단백질 는 소기  등이 먼  이 막으로 둘

러싸여 autophagosome을 형성하고 이것이 lysosome과 융합

하게 되면 탐식된 세포질 단백질이나 소기 을 분해하게 

된다.46) 

  Pompe병이나 Danon병 같은 유  퇴행성 근질환이 au-

tophagosome과 lysosome의 융합 장애로 인해 비정상 인 단

백질이 과다 축척되는 것과 련이 있고,47) autophagosome의 

융합을 막은 약제인 chloroquine을 투입하게 되면 쥐와 인체

에 공포성 근병증(vacuolar myopathy)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 

autophagy가 근육질환의 발병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48) 

  단식으로 생체내 골격근에서 autophagy가 유도되었고49) 

신경 단에 의한 근 축 동물모델에서 근육내 autophagy의 

발 이 증가되었으며,50) ubiquitin-proteasome 경로에 의한 근

축과 련된 사인자인 FoxO3가 autophagy 련 유 자

의 발 도 조 할 수 있고,51) leucine 결핍으로 인한 단백질

분해에 autophagy의 활성이 주요한 경로로 밝 져 있다.52) 

이런 연구 결과는 패 증을 포함한 근 축을 일으키는 질

환에서 autohphagy-lysosome 경로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으며 autophagy의 증가가 단백질분해를 일으키는 

주요 기 이거나 근 축을 보상하기 한 반응으로 생각할 

수 있다. Ubiquitin-proteasome 경로는 ATP에 의해 ubiquitin

이 합된 단백질만을 분해하는 특이 인 단백질분해 과정

이지만 autophagy-lysome 경로는 세포질내에 손상된 단백질

을 비선택 으로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치료  근 

  근 축을 일으키는 소모성 질환에서 근 축을 치료 는 

방하기 한 약제나 방안에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패 증만을 상으로 한 임상연구나 동물실험은 아

직 미비한 실정이다. 

  패 증과 같은 성 소모성 질환에서 상 인 양결핍 

상태가 래되므로, 양소의 과잉공 이 근육내 단백질 소

실을 보상하여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Streat 등53)은 수술후 패 증 환자에서 과다한 

양공 (2,750 kcal/d, 127 g의 아미노산/일, 10일간)을 유지

하 으나 단백질 소실을 감소시키지 못하 음을 보고하

다. 

  루타민은 액내에 가장 많은 아미노산이며 패 증과 

같은 성 증 질환이 생기면 근육에서 유리되어 다른 조

직의 단백질합성을 한 주 에 지원으로 이용된다. 쥐의 

하지근육내 루타민 함량은 근단백질 합성의 정도와 비례

하 고,54) 정상인에서 루타민을 정맥주사하면 단백질합성

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 져 있다.55) 그러나 외상환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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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ossible Therapeutic Agents in Muscle Wasting Conditions

Agents Effects and mechanisms of action Animal studies and human clinical trials   

GH, IGF-1 Increases skeletal muscle mass and myogenesis.

Prevents muscle atrophy by PI3K/Akt-mediated

 inhibition of FoxO and atrogin-1/MuRF-1.
57)

Viral mediated expression of IGF-1 improves muscle mass 

and strength in young mice, and prevents age-related 

muscle change in old mice.
58)

Clenbuterol Protein synthesis ↑, protein degradation ↓59) Increases protein content and muscle mass in old rats.60)

Increases muscle mass in muscular dystrophy.
61)

Myostatin Negative regulator of muscle growth and development. Myostatin-null mice increase muscle mass and strength, and 

have more strong regeneration capacity from injury.
62)

IL-15 Protein synthesis ↑, protein breakdown ↓but 

no effects on differentiation or proliferation of 

myoblast.
63) 

Inhibits skeletal muscle wasting in hepatoma-bearing rats.64)

Increases diaphragm cross sectional area in dystrophic mus-

cle of mouse (mdx mouse).
65)

Specific proteasome 

 inhibitors

Muscle degradation↓ Inhibit muscle proteolysis in septic rats.
15,16)

No significant reductions of diaphragm mass and protein 

content in endotoxemia mice.66)

Anabolic steroids Regulate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satellite cell.67)

Counteract loss of muscle mass in HIV-infected men with 

low and normal testosterone level.68)

Oxandrolone improves lean body mass and muscle strength 

in severely burn.
69) 

루타민 투여가 단백질합성과 분해에 유의한 향은 없었

으나, 환자에서 조기에 루타민이 포함된 경구 양보충

은 기계호흡기 유지기간과 재원기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6) 이외에 근 축을 일으키는 여러 질환에서 근

축의 치료 는 방에 효과 일 것으로 기 되는 약제들

에 한 기 과 련 연구결과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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