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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훈련이 루게릭병 환자들의 호흡근 부전현상에 미치는 효과 

안범수1, 서상훈2, 백일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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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루게릭병(또는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은 운동 뉴런(motor neuron)

의 퇴화로 인해 골격근에 마비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이

다[1]. 루게릭병 환자들은 발병 후 3-5년 이내에 호흡근의 약화로 사망

한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드물게 스티븐 호킹스 박사처럼 발병 후 10년 

이상 생존하는 환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치료를 통해서 수명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한다[2]. 루게릭병 환자들 중에서 유전으로 인해 

발생한 루게릭병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superoxide dismutase1 (Sod1) 효

소의 93번째 아미노산이 Glutamate에서 Alanine으로 변형(G93A mu-

tant)되어 질병이 시작되는 케이스이다[3]. G93A mutant의 경우(SOD1-

G93A), 유전자 변형된 쥐(mouse와 rat 모두)가 개발되어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루게릭병 질환을 일으키는 기전을 밝히는 데 매우 유

용하게 활용되고 있다[4]. 

루게릭병 환자의 사인은 대개의 경우(~80-90% 이상) 호흡 부전이다

[5].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들이 잠자는 사이 호흡근의 수축 운동이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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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면서 환자의 산소 교환이 중단되고 그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6]. 루게릭병 환자들은 폐렴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현

저히 높은데 이 역시 호흡근육이 약해져서 폐에 축적된 병원균을 재

채기를 통해서 제거하지 못해서 폐렴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5], 실제로 

루게릭병 환자들의 경우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10-20%에 이른다

[7]. 호흡근의 약화는 사망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 호흡근이 약해지는 것을 인지한 환자는 불안감으로 시

작해서 추후에는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다[8]. 여기에 더해 신

체 활동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문제도 환자의 외부 활동에 제약을 

주고 사회 활동을 제한한다. 예를 들면, 5분 동안 걷기도 한 번에 수행

할 수 없어 수차례 멈춰 숨 고르기를 해야 하는 환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사교 모임에 나가거나 기분 전환을 위한 가벼운 조깅은 거의 불

가능에 가깝다. 호흡근의 수축 운동은 들숨(inspiration)과 날숨(expi-

ration)으로 나뉘는데 횡경막(diaphragm)이 두 가지 운동 모두에서 

70% 이상의 힘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사전 연구에서, 유전자 변형

된 쥐를 활용해서 횡경막의 약화를 일으키는 원인인 산화적 스트레스

를 방지하는 시도가 있었고, 저산소 훈련방법(intermittent hypoxia 

training)을 시도했다. 한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에서는 

횡경막 전기자극(diaphragm pacing) 시도가 있었다. 저산소 훈련방법

의 한계는 효과가 일시적이고, 횡경막 전기자극의 임상실험은 루게릭

병 환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해 중단되었다. 중요한 점은 운동훈련

은 저산소 효과(hypoxia)를 이끌어낼 수 있고 또한 증가된 호흡은 횡

경막 근육에 운동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안전하게 저산소 훈련방

법과 횡경막 전기자극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훈련이 루게릭병 환자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

비한 상태이다. 

이번 산화적 스트레스가 횡경막의 약화현상을 일으키는 기전에 대

한 고찰에서 시작해서, 기존에 시도되었던 루게릭병 환자에 대한 치료

적 시도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운동이 루게릭병 환자들의 호흡근 약

화현상에 줄 수 있는 보호 작용의 기전에 대해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루게릭병 환자들이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추후의 중요한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연구 방법

PubMed에서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exercise training’, ‘dia-

phragm weakness’, ‘diaphragm pacing’, ‘intermittent hypoxia’ 등의 키

워드를 활용해 검색을 했고, 검색된 논문들 중에서 peer-review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선별했다. 결과적으로 1987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사례연구들을 선별했고, 그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총 37편

을 정리하고 분석했다.

본  론

1. 산화적 스트레스

1)  활성산소와 항산화 효소(reactive oxygen species and antioxidant 

enzymes)

루게릭병 환자들에서 그동안 보고된 골격근 약화 원인은 중 대표적

인 한 가지가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이다[3]. 산화적 스트레

스란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생산 비율이 항산화 효

소(antioxidant enzymes)에 의한 제거 비율보다 현저히 높아 체내에 축

적된 활성산소의 양이 증가된 현상이다[9]. 즉, 산화적 스트레스는 

ROS와 항산화 효소 간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산화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과도한 ROS의 생

산이다. 사전 연구들은 루게릭병에서 미토콘드리아와 NADPH oxidase

를 통한 활성산소의 생산이 증가한다고 이미 보고한 바 있다 [4,10-13].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은 항산화 효소의 감소이다. 

ROS는 주변에 위치한 단백질, 지질, DNA와 반응해서 손상을 입힐 수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 세포는 superoxide dismutase (SOD)를 발현

한다. SOD는 초산화물을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로 변환시키

는데, 과산화수소 역시 세포기관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골격근

에는 과산화수소를 물로 중화시키는 중요한 효소들이 존재한다.

 

2) 산화적 스트레스와 항산화 효소가 호흡근에 미치는 영향

그동안 여러 연구들에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횡경막의 

근 위축현상(atrophy)과 골격근의 근 수축력약화(contractile dysfunc-

tion)를 가져온다고 보고되었다[5,10,14-19]. 중요한 점은 실제로 사전연

구에서 루게릭병 환자의 척수와 골격근에서 활성산소의 레벨이 현저

히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따라서, 활성산소의 근원을 밝혀내고 

그것을 제거/감소시키는 것이 루게릭병 환자의 호흡근력을 보존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나아가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열쇠

가 될 수 있다. 

2. 루게릭병의 기전에 대한 연구

앞서 논의된 만큼 활성산소의 근원인 미토콘드리아와 Nox가 활성

산소의 근원 중 하나라는 자료가 발표되었고, 추후 연구들은 유전자 

변형된 쥐들을 활용해서 이 근원들을 비활성화/제거시키거나 또는 항

산화 효소를 증가시킴으로써 산화적 스트레스를 방지하려고 노력했

다[11,13,20,21].

1)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 활성산소  

최근 연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한 활성산소의 수치가 루게릭

병이 있는 척수와 뇌간에서 현저히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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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바탕으로 미토콘드리아에 생성된 활성산소를 줄이려는 몇 차례

의 시도가 있었다. 한 연구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 국한된 카탈라아제

(mCat)를 과다발현한 쥐를 생성해 Sod1-G93와 교배했다. 교배된 쥐에

서 운동뉴런의 퇴화현상을 줄였지만, 그것이 쥐의 수명을 연장시켜주

지는 못했다[22]. Petri et al. [20]은 SS-31이라는 세포막을 투과할 수 있

는 항산화제를 주입한 Sod1-G93A쥐에서 과산화수소에 의한 세포자

멸사(apoptosis)를 감소하고 수명도 증가(~10%)시켰다는 결과를 보고

했다. 유전자 조작해 카탈라아제를 증가시킨 쥐와 약물투입한 쥐의 반

응이 다르게 나온 이유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 없다. 한 가지 가능성은 

카탈라아제는 과산화수소만을 제거하지만 다른 oxidative modifica-

tion (예를 들면 lipid peroxidase와 peroxinitrite 등의 독성을 가진 분자

들)을 제거하지 못한다. 반면에 SS-31은 과산화수소를 제거하고, 활성

산소에 의한 세포의 손상을 감소시킴으로써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복원시켰다[20,23]. 추후 연구에서 SS-31의 효과를 다시 검증해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SS-31이 루게릭병이 있는 횡경

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아직 연구된 바가 없기에 이 역시 하나의 

추후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2) NADPH oxidase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NADPH oxidase (Nox)는 미토콘드리아와 함께 중요한 활성산소의 

근원지 중 하나이다. 실제로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들에서 Nox2 효소

의 높은 활성도가 발표되었고, 이 효소의 활성화가 높은 환자들의 경

우 낮은 환자들보다 호흡근의 근수축력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Nox2 효소의 중요성을 암시한다[13]. Wu et al. [24]은 Nox2 효

소에서 직접적으로 초산소체를 발생시키는 gp91phox를 유전적으로 

제거한 쥐와 SOD1-G93A 쥐를 교배했다. 이 쥐들에서 운동뉴런의 퇴

화현상이 감소하고, 신경근접합부(neuromuscular junction, NMJ)에 보

이던 붕괴현상도 호전되었다. 중요한 것은 gp91phox-/- 쥐에서 수명이 

10%가량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 Harraz et al. [11]은 

G93A mutant쥐에 apocynin을 주사했다. Apocynin은 Nox를 선택적으

로 비활성화를 시키는 약물이다. 흥미롭게도 약물을 투여한 쥐는 약

물을 투여받지 않은 쥐보다 수명이 연장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약물의 

농도가 높을 수록 수명이 더욱 증가되는 dose-response가 관찰되었다. 

이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산화적 스트레스가 루게릭병의 운동뉴런과 

골격근의 약화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Nox가 활성산소의 주된 근원이라고 암시한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반

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는 점이다. Seredenina et al. [21]의 

최근 연구에서 Nox2 효소를 유전적(gp91phox-/-)으로 비활성화시키는 

것이 루게릭병을 가진 쥐(Sod1-G93A)의 수명을 연장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자들은 또 Perphenazine과 Thioridazine이라는 약물을 

주입해서 Nox2를 비활성화시켰으나, 역시 쥐들의 수명은 연장되지 않

았다. 왜 유전적인 방식과 약물을 통한 Nox2 비활성화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 가지 가능성은 수명연구에 사

용된 쥐의 유전적 배경(genetic background)이 달라 약물 등의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 Nox를 선택적

으로 비활성화시키는 것이 실제로 루게릭병의 치료에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는 더욱 많은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 

3) 간헐적 저산소 훈련방법(intermittent hypoxia training) 

간헐적 무호흡은 소위 수면 중 무호흡 현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

고 또한 심장병을 비롯한 만성질환에서도 관찰된다. 불과 수년 전까지

만 해도 간헐적 무호흡증은 질환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Dale 

et al. [14]은 최근 ‘예상 밖에도’ 간헐적 무호흡이 횡경막을 비롯한 호흡 

근육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흥미롭게도 

간헐적 무호흡 훈련이 루게릭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역시 발

표되었는데, Nicholes et al. [17]은 말기단계의 쥐들을 간헐적 무호흡에 

노출시킴으로써 횡경막을 비롯한 호흡근 운동을 자극했다. 그 결과 횡

경막의 운동뉴런(phrenic nerve)에서 뉴런의 개체 수가 대조군에 비해

서 더욱 많았다. 이것은 운동 자극이 세포자멸사(apoptosis)를 감소시

켜서 운동 뉴런과 근육을 약화되는 현상으로부터 보호했음을 보여주

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간헐적 무호흡 운동 훈련의 단점은 

그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점에 있다[5,17].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는 

아직 실험을 실시한 적이 없지만, 무호흡이 지속될 경우 환자의 신진대

사에 악영향을 줘서 다른 질병을 양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루게릭병

에서 어느 정도의 무호흡 운동 훈련이 악영향을 가져오지 않고 횡경막 

근육을 보호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의 임상 실험이 필요한 연구 과제

라 할 수 있다.

3. 루게릭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적 접근방법

1) Diaphragm pacing (phrenic nerve pacing) 

호흡근의 약화가 루게릭병 환자들의 사망 원인에 대부분을 이루고, 

또한 그것이 환자들의 삶의 질과 수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 횡

경막 치료를 위한 그동안 매우 적극적인 시도가 있어 왔다. 그 중에서 

최근에 임상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적용된 경우는 횡경막 전기 자극이

다[16]. 횡경막 전기 자극법은 diaphram pacing 또는 phrenic nerve pac-

ing으로 알려져 있는데, 환자의 횡경막 주변에 전기극을 부착한 후에 

주기적으로 전기적으로 자극을 주어 횡경막의 수축운동을 연장하는 

시도이다. 하지만, 환자들에 실시한 실험들(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2014

년과 2015년)은 안전성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진행 중이던 두 가지 

임상실험 모두 현재로서는 중단된 상태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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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루게릭병 환자들에 대한 운동훈련(exercise training)

Diaphragm pacing과 간헐적 저산소 훈련방법은 모두 횡경막의 운

동을 증가시킴으로써 운동훈련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문

제는 두 가지 접근방식은 일시적인 효과와 안정성이라는 한계를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한편, 지속적인 exercise training (운동 훈련)은 간헐

적 저산소 훈련방법의 목표인 저산소 효과(hypoxia)와 횡경막 자극법

이 목표로 하는 횡경막 근육의 운동 효과(diaphragm pacing)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1)�운동훈련과�산화적�스트레스

운동훈련이 골격근에서 발생하는 근감소증과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보고는 그동안 충분히 발표되었다[25-27]. 예를 들면, 플로

리다 대학의 Scott Powers는 유산소 운동훈련(60-70% predicted VO2max, 

1 hour/bout, 5 times/week)을 8주간 쥐들에게 도입했는데, 이 쥐들의 

횡경막은 장기간의(12시간) 산소호흡기 의존(mechanical ventilation)에 

의한 근 약화현상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았다[28]. 또한 심장병을 가

진 쥐들에서도 유산소 훈련이 횡경막 근육을 약화 현상으로부터 보호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27]. 운동이 근육을 질병으로부터 보

호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지만, 항산화 

효소의 활성화가 관련이 있다고 예측된다[28]. 한 예로, 운동이 SOD와 

카탈라아제를 비롯한 항산화제를 증가시킴으로써 근육을 보호한다

는 보고가 있다[28]. 앞으로 진행될 연구들에서는 항산화 효소들 중에 

무엇이 실제로 증가되어 근육을 보호하는지, 각각의 항산화 효소의 기

여도는 어떤지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 연구를 감안할 때 운

동이 루게릭 환자들의 호흡근 약화 현상을 방지하고 삶의 질과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루게릭병에서�훈련�강도별�효과

운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많은 질병에서 근거가 보

고되었다[25,26]. 예를 들어, 심장병 환자나 암 환자들(대표적인 경우 

유방암)에서 운동이 환자들의 근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고, 강화된 

호흡근이 환자의 운동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수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25,26,29]. 

이와 같은 사전 연구를 토대로 운동이 루게릭병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예측가능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결과는 도움이 되는 경우

[26,30]와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31,32]. 그동안의 동물을 대상으로 한 

기초과학 연구를 살펴보면(Table 1), 고강도의 운동(22 m/min, 45 min/

day, 5 d/week)은 오히려 골격근의 약화 현상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

왔고 실제로 쥐들의 생존율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보였다[31]. 중강도 

운동의 경우(16 m/min, 45 min/day, 5 d/week), 생존율에는 영향을 주

지는 않았으나 질병의 시작점을 늦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32]. 

저강도 운동 훈련(13 m/min, 30 min/day, 5 d/week)은 질병의 시작점을 

늦추고 수명을 8%가량 증가시키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30]. 

이와 같은 사전 연구는 운동의 강도에 따라서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보여진 세 가지 연구는 모두 달리기 운

동의 효과를 테스트한 것이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수영 훈련의 효과

를 테스트했다. 수영 훈련을 한 쥐들에서 운동뉴런의 퇴화가 지연되었

고, 수명이 ~20%가량 증가하는 놀라운 효과도 발견되었다[33]. 이 연구

들은 운동강도와 유형에 따라서 운동 훈련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동물 연구의 단점은 종목별효과를 측정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 동물 연구는 또한 저항 운동의 효과를 테스트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즉, 쥐를 대상으로 인위적으로 실행하는 저항 운

동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웨이트 트레이닝과는 분명한 거

리가 있다.

(3)�루게릭병�환자들에서�운동훈련�유형별�효과�

과거 수년간 루게릭병 환자들은 운동을 삼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유는 과도한 운동신경(motor neuron)과 근육의 사용이 오히려 질병

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동을 삼가

함으로써(physical inactivity) 오히려 골격근 약화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고, 그것은 환자들이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더욱 빨리 휠체어에 의존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특정 강도의 운동과 종목이 특별히 루게릭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

Table 1. Basic science research using animal models of ALS    

Strain Subjects Training methods Effects of exercise training Source

G93A Mouse 
 (7 wk old)

Male: 7/14 (Ex/Sed)
Female: 7/11 (Ex/Sed)

High intensity running on treadmill
13-22 m/d, 45 min/d, 5 d/wk (8-10 wks)

Increased disease progression, 
 life span decreased (male mice only)

Mahoney et al. [31]

G93A Mouse 
 (8 wk old)

Male: 13/13 (Ex/Sed)
Female: 11/10 (Ex/Sed)

Moderate intensity running on treadmill
16 m/d, 45 min/d, 5 d/wk (8 wks)

No impact on life span.
Disease onset delayed (female only)

Veldink et al. [32]

G93A Mouse 
 (7 wk old)

Male: 15/17 (Ex/Sed)
Female: 15/15 (Ex/Sed)

Low intensity running on treadmill
13 m/d, 30 min/d, 5 d/wk (10 wks)

Life span increased, -8% (male only) Kirkinezos et al. [30]

G93A Mouse 
 (10 wk old, male)

Ex1: 25/25 (swim vs. floating)
Ex2: 20/25 (treadmill vs. sed) 

Swim: flow 51/min vs. no flow (7 wks & longer)
Treadmill: 13 vs 5 m/min speed

Life-span increased by -20% (swimming)
Motor neuron degeneration attenuated

Deforges et al. [33]

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Ex, exercise; Sed, sed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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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운동 훈련을 루게릭병 환자들에게 적용시킨 연구 중 randomized, 

blinded study를 실행한 연구들과 근력훈련을 실시한 두 가지의 사례

연구가 요약되었다(Table 2). Drory [34]는 환자들에게 걷기, 수영, 조깅 

등의 가벼운 운동을 시킴으로써 운동기능의 향상이 된 것을 확인했

다. 이 연구의 경우, 환자들의 호흡근 약화 현상을 보전하기 위해 BI-

PAP 이라는 호흡근 보조기구를 사용했다. Pinto [18]는 트레드밀에서의 

저강도 운동을(동맥혈 산소압 9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 PaO2 >90%) 

통해서 호흡근의 기능을 향상시킨 결과를 얻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루게릭 환자들 중 질병이 상당히 진전되어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환자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Cheah et al. [10]은 루게릭병 환

자들을 대상으로, respiratory trainer라는 호흡근 운동기구를 사용해

서 호흡근 운동 훈련을 시켰다. 그 결과 환자들의 호흡기능이 향상되

었고 6분간 걷는 거리도 증가하는 등 운동능력도 함께 발전했는데, 이

것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Dal Bel-

lo-Hass [35]는 루게릭병 환자들에게 저항운동을 6개월간 실시했는데, 

대조군과 비교해서 3개월째부터 운동기능의 유의미한 향상을 보여주

었다. 최근 연구에서, Lunetta et al. [15]은 유산소운동과 무산소운동을 

병행하는 훈련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환자들의 골격근 약

화 현상을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저항훈련을 실시한 두 

가지 사례연구가 제시되었는데 두 가지 사례 모두에서 훈련된 근육에

서 근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36,37]. 다만, 하지 근육에서는 

근력의 향상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상지 근육에서는 유의미한 향상

을 보여주었다[36,37]. 상지 근육과 하지 근육에서 다른 효과를 보인 이

유는 훈련프로그램이 강조하는 운동부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앞으로의 연구에서 상지와 하지에 모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고안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유산소 운동과 저항운동이 환자들의 운동능력에 도움이 된다는 연

구도 있지만, 이번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

과도 있다. 또한 위에서 실시한 운동들은 저강도와 중강도의 운동이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미 루게릭 병의 말기

에 도달한 환자들의 경우,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마저도 환자들의 건

강에 해로울 수 있다. 요가, 타이치, 아쿠아 테라피 등 스트레칭이 되거

나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질병이 발전된 환

자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근력에 피로를 느꼈을 때 운동을 중지하고 휴

식을 취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아직까지 어떤 강도의 운동이 루게릭

병 환자들에게 가장 적합한지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연

구는 환자의 질병 정도에 따라 적절한 운동강도와 운동의 타입(웨이

트, 사이클, 런닝, 요가 등)까지 더욱 세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Table 2. Clinical trials in ALS patients    

Sex (Male/Female) Subjects Training methods Effects of training Source

Training: 14 (8/6)
Control: 11 (6/5)

Average 60 years 
Within 20 months 
 after onset

Individual aerobic exercise training performed
30 min/bout, 3 times/wk for one year
Control: maintained daily activities

Exercise performance and quality of life 
were improved in the exercise group with 
respiratory muscle assistance. 

Drory et al. [34]

Training: 8 (6/2)
Control: 12 (8/4)

Training: 62 ±14 yr
Control: 64 ±16 yr

Treadmill running, Intensity: higher than 90% PaO2

30 min/bout, 3 times/wk for 6 months
Control: stretching activities

Exercise training improved respiratory mus-
cle function and other limb muscles in ALS 
patients.

Pinto et al. [34]

Case study 
 (Female)

56 yrs old subject
22 months after onset
(comparison to 
 a matched control)

Strength training
Upper extremity training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2 sets of 10 repetitions/week 
 (4-5 days/week for 3 months)

Improvement in static strength training in 
14 muscle groups
Decreased in 4 muscle groups

Bohannon et al. 
 [36]

Case study (Male) 46 year old subject
Within 1 year of onset

Strength training
Combined arm and leg exercise training
50% max, 30 minutes/day, 5 minutes work followed 
 by 5 minutes of rest, (4 days/week for 6 weeks)

Respiratory muscle function unchanged
Muscle function upper extremities en-
hanced, but lower extremities did not bene-
fit from strength training of this 6-week ex-
ercise regimen.

Sanjak et al. 
 [37]

Training: 9 (male)
Control: 10 (male)

Training: 54 ±9.8 yr
Control: 53.4 ±9.5 yr

Respiratory muscle training (6 months)
Training: Progressive increase in resistance 
Control: Used the same equipment without resistance

Respiratory muscle force and pulmonary 
function were improved in the training group. 
6 minutes walking distance was also in-
creased. 

Cheah et al. 
 [10]

Training: 30 (21/9)
Colntrol: 30 (17/13)

Training: 61±10 yr
Colntrol: 60±10 yr
Within 2 years 
 after onset

Aerobic exercise Cycle ergometer, 60% VO2max, 
 20 min/bout
Resistance training 3 RM/ major leg muscle groups
20 min/bout, 3 times/wk for 6 months 
Control: Maintained activities required for daily life

No impact on life span, but exercise training 
delayed muscle weakness in ALS patients.

Lunetta et al. 
 [15]

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RM, repetition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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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종설 논문의 목표는 루게릭병 환자들에서 보이는 호흡부전 현상

이 치료와 운동을 통해서 호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전연구를 통

해서 제시하고 추후의 연구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루게릭병 환자들이 

호흡근 약화현상을 겪는 원인은 산화적 스트레스이다. 본 종설 논문은 

사전 동물연구에서 활성산소의 근원인 미토콘드리아와 NADPH oxi-

dase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호흡근의 약화현

상을 방지하고 동물들의 수명을 증가시킨 연구가 보여주었다. 활성산

소를 감소시키는 다른 하나의 방법은 활성산소의 매개체인 산소를 감

소시키는 것인데, 이는 간헐적 무산소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실제

로 간헐적 무산소 훈련이 호흡근에서 발생하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

소시키고 루게릭병 쥐의 호흡근을 강화시킨다는 사전연구가 있었지

만, 그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루게릭병 환자들에게 적용되

었던 치료법으로 개발된 방법이 횡경막 전기 자극(Diaphragm pacing)

이다. 횡경막 전기 자극 방법은 횡경막 근육에 운동을 시킴으로써, 운

동의 효과인 항산화 효소를 증가시킴으로써 산화적 스트레스는 감소

시키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었으나, 안정

성의 문제로 인해 진행 중이던 임상실험들은 중지하게 되었다. 한편, 

운동훈련은 간헐적 무산소 훈련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저산소 현상

을 발생시키고(hypoxia), 또한 횡경막 전기 자극 방법의 목표인 호흡근 

운동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운동훈련이 골격근에서 발생하는 근감소증과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보고는 그동안 충분히 발표되었다[25-27]. 운동이 루게

릭병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예측가능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결

과는 도움이 되는 경우[26,30]와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31,32]. 본 논문

의 동물 연구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저강도와 중강도 훈련의 경우 루

게릭병 쥐들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 고강도의 훈련은 오히

려 악영향을 미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환자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밝혀진 바 없으나, 가벼운 신체활동(걷

기, 수영, 조깅)이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하지만 저항운동 훈련

의 효과는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알려진 한 편의 논문의 

경우 저항 운동 프로그램이 상지의 근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주었지

만, 하지근육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또한, 운동훈련의 효과는 질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향후 임상연구

에서 질병의 정도별, 운동의 빈도와 강도별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앞으로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활

발한 연구활동으로 말미암아 루게릭병 환자들의 삶의 질과 수명이 향

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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