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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 질환의 피로와 피로도
통일된 분류법의 제안

Fatigue and fatigability in neurologic illness
Proposal for a unified taxonomy

피로는 다발경화증,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외상뇌손상과 뇌졸중을 포함한 신경계 질환에서 흔하다. 이러한 질

환에서 피로는 능력 상실 및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한다. 피로의 능력 상실에 대한 악영향은 명백

하지만, 피로의 병태생리학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며, 현재 시행되는 치료는 피로를 효과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한

다. 피로에 대한 연구는 용어 및 평가방식으로 인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임상 및 연구에서 피로와 

피로도의 특징적인 측면에 대한 새로운 평가방식과 통일된 분류법을 제안한다. 이 분류법은 현재 피로와 피로도

에 대한 병태생리학적 지식과 현상학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 분류법을 활용하고 피로와 피로도의 

특징적인 면을 다루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피로에 대한 평가와 보고를 보다 명료하게 하고, 개선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다. 우리는 피로를 평가하는 몇 가지 평가법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하고 우리의 모델에 기반하여 많은 연구

에서 발생한 의문점이 다양한 평가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또한 이 분류법을 적용하고 인증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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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는 신경과에서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이다. 피로의 병태생리학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심지어 “피로”라는 용어는 표준화된 정의나 측정방법이 없다. 막연하게 정의된 증상을 비특이적

으로 대상화하여 시행하는 현재의 치료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피로가 주관적

인 느낌을 나타내고 피로도가 객관적인 수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현재 용어사용의 문제

점에 대해 논의하고 통일된 분류법을 제시하기 전에 신경계 질환에서 피로의 유병률과 영향, 그리고 치료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우리는 분류법의 사용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면서 그것이 현재 피로를 평가하는 

방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며 향후 연구를 위한 길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신경계 질환에서 피로의 유병률과 영향 

지역사회 및 일차 의료연구에서 5%~45%가 쇠약 증상으로 피로를 호소하였고 2%~11%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1-5 모든 연구에서는 아니었지만 몇몇 연구에서 이 비율은 나이에 따라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6 피로는 심혈관 질환과 암, 염증관절염 및 골관절염과 같은 만성 질환에서 흔하다.7-10 
따라서 신경계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로 관련 연구는 적절한 대조군을 정하고 피로와 연관된 동반 

질환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피로가 신경학적 경과에 영향을 미칠 때 더욱 중요하다.
다발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11 

파킨슨병(Parkinson disease, PD),12 
외상뇌손상,13 

중증근무력증

(myasthenia gravis, MG),14 
뇌졸중,15 

근위축측삭경화증
16
과 소아마비증후군

17(Table 1)을 포함한 많은 신경계 

질환에서 피로의 유병률은 연령과 장애를 고려하여 예측한 것보다 높았다. 이 연구들은 피로가 졸림,18 
우

울,19 
무감동

20
과 구분되며 여러 질환에서 약물,21 기분장애,19 또는 수면장애

18
로 인한 이차 증상이 아니라 

신경계 질환의 일차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피로는 MS,22 PD,23 뇌졸중
24
과 같은 

다양한 질환에서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감안하더라도 환자의 기능장애와 관계가 있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

다. MS 환자의 40%가 강직이나 위약과 같은 증상보다 피로가 가장 장애를 유발하는 증상이라고 보고하였

다.25 이와 유사하게, PD 환자의 1/3에서 피로가 장애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증상이라고 보고하였다.26 
피로의 치료는 기저 질환을 치료하는 것과 대증적 치료로 구분될 수 있다. MS의 질병조절 치료

(disease-modifying treatments in MS)27-29
와 MG의 면역조절 및 콜린성 약물 치료

30
는 피로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레보도파 치료가 PD 환자의 피로 유병률을 감소시킨다는 몇몇 근거가 제시되었지

만 피로에 대한 레보도파의 효과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있다.31,32 Table 2는 대증적 치료를 한 연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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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준다. 몇몇 긍정적인 연구들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효과크기가 작고 개별 환자에게 적

용 시 효과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거나 임상에서 

일관성이 없었다.33 MS 환자에서 아만타딘

(amantadine)과 아스피린처럼 효과를 보인 치료

가 있었지만 약물연구는 주로 정신자극제에 초

점을 두었다.34,35 피로에 있어 항우울제의 효과를 

이야기할 때 항우울제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을 분리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36 피로에 대한 

비약물학적 치료는 운동, 마음 챙김 훈련(mind-
fulness training)과 에너지 관리법이 있으며 주로 

MS 환자에서 이루어졌다.37-40 이러한 연구는 몇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지만 널리 적용되지

는 않았다.

현재 사용되는 피로 용어의 문제점 

피로가 역학적으로 명백히 중요하지만 적절한 

정의를 포함한 근본적인 의문들은 해결되지 않았

다. 여러 연구가 피로를 정의하는데 실패하였는데, 
아마도 그 정의가 모두에게 명확하게 알려져 있다

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을 것이다. 심지어 

피로를 정의한 연구에서조차 정의의 범위가 상당

히 넓다.41 피로에 수식어를 더하여 이 문제를 해결

하려는 시도는 용어에 대한 표준이 없기 때문에 한

계가 있다. 예를 들면, “중추 피로”는 피로의 주관

적 보고, 인지작업의 수행감소, 동기의 변화, 피로

가 중추 신경계 기능에 미치는 영향, 또는 피로도

의 중추 신경계 원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12,42-44 명확한 용어와 개념의 체계가 없으면 명

확한 의사소통, 과학적 진보와 효과적인 치료의 개

발이 제한된다. 기억의 종류(e.g., 작업기억[working 
memory] 및 절차기억[procedural memory])과 기억

의 과정(e.g., 인출[retrieval]과 부호화[encoding])를 

구분하는 것처럼, 기억이라는 분야는 흔하게 사용

하는 단어를 엄격한 과학적 분류체계로 변환한 것

이 과학적 진보로 이어진 고무적인 예이다. 

통일된 분류법에 대한 제안 

생명과학에서 사용되는 피로라는 용어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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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 정의할 수 없다. 오히려 피로의 고유한 

도메인을 식별하고 관련 증상과 구분하는 것이 중

요하다. 우리의 분류법은 연구나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기반으

로 하고 있다.
1. 피로인가 아니면 연관된 현상인가?
2. 지각의 문제인가 아니면 수행의 문제인가?
3.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4. 확인할 수 있는 유발원인이 있는가?
5. 작업수행에 영향을 주는 특정 도메인이 있는가?

이것이 피로인가 아니면 연관된 현상인가? 

피로나 피로도에 대한 지각의 변화는 질병의 일

차 또는 이차적인 발현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차

적 원인으로 약물 치료나 만성통증, 신체적 상태 

악화, 빈혈, 호흡장애, 우울증과 수면 질환이 있다.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에서 이러한 원인에 대해 확

인하고 이를 치료하는 것은 중요하다. 임상이나 연

구에서 피로와 유사한 졸림, 우울증 및 무감동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증상과 피로

가 임상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상호작용하

지만 이것은 별개의 현상이다. PD에서 졸림과 피

로 사이에 명백한 구분이 있어 각각 다른 요인에 

따라 치료를 할 필요가 있으나, MS에서는 피로와 

수면 사이에 더 복잡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45,46 심
지어 주요 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증을 잘 치료한 이후에도 피로가 지속된다는 

보고들이 많다.47 연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감정과 

졸음에 대한 평가를 공변량으로 하여 피로를 이와 

연관된 현상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수행의 문제인가? 

피로에 대해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피로를 지각하는 것과 수행 피로도이다. 피
로를 지각하는 것은 주관적인 권태, 힘들다는 느낌

의 증가, 노력과 실제 수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 또

는 탈진과 관련이 있다.42,44,48 이와는 반대로, 피로

도는 기준치와 비교하여 변화된 주어진 시간 동안 

작업을 수행하는 정도 혹은 기계적으로 계산된 수

행결과 수치로 정의된다. 피로나 피로도를 지각하

는 것은 별개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독립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Lou 등31은 PD 환자에서 운동수

행 능력의 객관적인 감소와 환자가 지각하는 피로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

하게, MS 환자에서 장기간 시행된 테스트에서 객

관적인 인지수행 능력의 변화는 환자가 지각한 피

로의 변화와 관련되지 않았다.49.50 피로도와 피로를 

호소하는 것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임상연구의 

중요한 목표이지만 쉽지는 않다. 

이것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피로와 피로도를 자각하는 것은 장시간 지속되

는 일을 하거나 집중을 요하는 활동을 할 때 나타

나는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이다. 건강한 성인이 장

시간 운동을 할 때 피로와 피로도를 자각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며 일시적인 현상이고 휴식을 취하면 

사라지며 일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신
경계 질환과 같은 몇몇 질환에서 피로와 피로도를 

자각하는 것은 만성적이고 운동이나 휴식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장애를 유

발한다.51 환자들은 종종 신경계 질환에 이환된 후 

그들이 느끼는 피로가 예전보다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보고한다.52 임상연구에서 피로의 유병률에 

대해 말할 때 피로는 만성적이거나 무능케하는 임

상증후군을 의미한다. 피로나 피로도를 자각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에서도 일어나므로, 임상적 의의를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임상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는 정해진 것이 없다. 한 가지 일반적인 방법은 설

문조사를 통해 특정 점수를 초과하는 것을 기준으

로 피로를 정의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피로도를 

양적으로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대조군과의 유의

한 통계적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 신경계 질환의 

피로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만성 피로증후군이

나 주요 우울장애에 사용되는 질적 기준이 임상연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53,54 피로와 피로도 모두를 

평가할 때, 추후 연구들은 생태학적으로 유효한 활

동수준, 장애 또는 삶의 질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가

장 적절한 검사양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확인할 수 있는 유발원인이 있는가?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로와 피

로도의 자각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이 확인되었

다. 이러한 인과요인을 논할 때 먼저 피로와 피로

도의 자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구분하고 각

각의 관련 인자를 확인해야 한다: 피로를 자각하는 

것의 현상학에 기반을 둔 항상성과 생리적 요인, 
그리고 해부학에 기반을 둔 피로의 중추성 요인과 

말초성 요인(Figure). 개인이 경험하는 피로는 이러

한 인자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측

면에서 분류법의 목적은 특정 신경계 질환에서 어

떤 인자가 가장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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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항상성 요인. 항상성은 개체가 안정된 기능 상태

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통제변수의 차이를 제한하는 피드백

과 피드포워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

서 피로를 자각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고 

남용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개체를 보호하는 방

법으로 항상성에 기여한다. 근육이 피로를 느끼게 

하는 데는 여러 대사적 자극이 있는데 근육의 글리

코겐과 크레아틴인산(phosphocreatine)의 고갈 및 

유산염의 축적, pH, Pi, K+, 암모니아와 ATP가 낮

은 것들이 포함된다.55,56 최근 특정 종류의 후근신

경절 신경원이 특히 낮은 pH, ATP와 암모니아에 

반응하고 다른 통증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57 중추 신경계에서는 뇌의 글리코

겐 고갈과 뇌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 그리고 암모

니아 및 염증성 시토카인(특히 IL-6)이 축적되는 

것과 세로토닌이 상승되고 도파민이 감소하는 것

이 잠재적으로 피로를 지각하는데 기여한다.58-60,e1 
동물모델은 시상하부가 기아와 갈증에서 하는 역

할과 유사하게 에너지 조절과 피로를 인지하는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e2 전두엽과 기저핵을 

포함한 뇌의 다른 영역들도 항상성 인자 및 다른 

신호와 관계있는 행동을 조절하는데 있어 중요하

다.43 하나의 가설은 이러한 중추 신경계의 구조물

이 “중앙지사(central governor)”와 같이 작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제한하고 잠재적인 에너지 붕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e3 
피로가 시상하부 병변과 관계 있을 수 있지만, 

환자들은 종종 하루주기리듬(circadian rhythm)과 

내분비장애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가 직접

적으로 이 병변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이 분열되는 것

은 증상성 피로와 관계있는 다른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e4,e5 PD와 MS에서 피로와 노력에 대한 자

각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e6,e7 이러한 차이가 에

너지 조절의 변화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심리적 또

는 생리적 인자의 변화를 반영하는지 알기는 어렵

다. 정확한 에너지 측정을 이용한 연구는 신경계  

질환에서 항상성 요인이 피로를 자각하는데 어떠

한 역할을 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e8

정신적 요인. 건강한 사람에서 피로와 피로도의 

자각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 요인에는 노력의 지각

과 기대, 친근함, 동기유발, 시간적 피드백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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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드백, 각성과 감정 등이 있다.e9-e12 이러한 요

인, 특히 노력을 지각하는 것은 건강한 성인이 운

동과 인지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차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e13 이와 

유사한 심리적 과정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피로

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PD에서 우울

한 기분은 피로와 종종 연관되어 있다.12 이와 유사

하게, 소아마비증후군 환자에서 피로와 상행망상

체활성계 병변의 관계는 이 질병에서 각성이 피로

의 어떤 측면을 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

다.e14

말초성 요인. 건강한 사람과 동물에서 근육과 신

경근이음부, 그리고 말초신경의 생리적 변화는 피

로도에 기여하며 중추 신경계와 말초 신경계의 해

부학적 구분에 의하면 말초성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전각세포의 축삭이 중추 신

경계 외부에 있지만 세포체가 중추 신경계의 일부

로 여겨지는 혼란을 야기한다. 대신에, 수축요인

(contractile factors)과 활성요인(activating factors)
이라는 용어는 근육과 활성신호를 제공하는 말초

성 메커니즘을 구별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수축요인으로는 수축-흥분 연합 해제의 

파괴, 십자교(cross-bridge) 기능의 변화, 칼슘전도

도의 변화와 세포 내 저장된 에너지의 소실이 있

다.41,e15,e16 말초 신경계와 근육의 병적인 변화 역시 

피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경계 질환에 특징

적인 병리기전은 근육의 활성 실패(당원축적 질환

과 사립체근병증), 신경근이음부에서 아세틸콜린

의 고갈(MG), 그리고 운동전도차단(다초점운동신

경병증)이 있다.30,e17,e18

중추성 요인. 운동과 인지작업을 하는 동안 피로

도는 중추성 기전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건
강한 사람에서 두개경유자기자극(transcranial mag-
netic stimulation, TMS)과 신경자극을 이용한 신경

생리학 연구는 운동작업을 하는 동안 피로도와 관

계 있는 운동피질과 척수흥분성의 변화를 보여주

었고,e19-e22 중추성 충동이 부족한 것은 작업 시 발

생하는 피로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제시한

다.e23,e24 TMS 연구는 MS에서 피로를 인지하는 것

이 피로를 유발하는 작업 후 발생하는 피질 흥분성

의 지연성 정상화 및 전운동촉진장애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e25,e26 
Chaudhuri와 Behan43은 피로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정상적인 기저핵과 전두엽 구조물과 관계

가 있으며 지속적인 집중은 측두엽과 관계가 있음

을 제안하였다. 이 가설은 신경계 질환의 병리적 

연구 및 신경영상 연구와 일치한다.e27 MS에서 피

질 두께, 병변 크기, 전두엽과 시상 또는 기저핵의 

위축, 그리고 이 영역에서 백질의 연결성을 포함한 

해부학 MRI는 자가로 보고한 피로 및 피로도와 상

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e28-e31 fMRI의 측

정량은 작업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운동영역과 비

운동영역 모두에서 활성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것은 운동과 인지작업에서 측정한 피로

도와 관계가 있었다.e32,e33 이러한 활성 증가는 성능

을 감소시키는 변화를 보상하지 못해 발생하는 보

상적 활성화를 나타낼 수 있다. 

작업수행에 영향을 주는 특정 도메인이 있는가? 

피로도와 피로의 순간적인 인지를 측정할 때 피

로도를 유도하는데 사용된 작업과 수행을 검사하

는 도메인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수행 도메인

의 예로는 지속적인 수축과 반복적인 움직임, 숙련

된 과정, 작업기억, 지속적인 집중과 언어 유창성이 

포함된다. 비록 각성과 같은 몇몇 요인이 다양한 

도메인에 걸쳐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부분

은 도메인에 특이적이다. 예를 들면, 운동과 인지작

업은 각각 다른 생리적 요인에 따라 각각 다른 강

도와 비율로 피로도를 유발한다. 명확한 운동작업 

내에서도 약간의 수행전략의 차이는 피로도의 비

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e23 이러한 차이는 생물학

적, 그리고 임상적 의의가 있다. 예를 들면, MG에

서 피로도 측정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지속적인 시

각주의인지 아니면 반복되는 운동 동작인지에 따

라 다를 수 있다. 

예   시 

이러한 분류법을 제시하는 주된 목적은 피로에 

대한 임상연구의 명확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

하기 위해서이다. 첫째, 피로와 피로도의 자각을 연

관된 현상으로부터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의

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임상연구에서 임

상적으로 의미 있는 피로/피로도와 생리적으로 정

상적인 피로/피로도를 구분하는 방법을 명시할 필

요가 있다. 셋째, 피로/피로도에 기여하는 여러 인

자들이 있으며, 특정 작업으로 유발된 피로/피로도

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과 작업을 분

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분류법의 유용성을 설명하기 위한 적용 사례

를 제시한다. 아래 두 가지 논문 제목을 비교해 보

자: 1) “근육디스트로피에서 말초성 피로”와 2)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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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디스트로피에서 지속적으로 근육이 수축되어 있

는 동안 근력의 피로도와 연관된 수축성 요인들”. 
두 번째 제목이 더 유익하고 정확하다. 논문을 작

성할 때 이 분류법을 참고하면 신경계 질환의 피로

와 관련된 연구문제를 더 명료하게 하고 과학적 커

뮤니케이션을 개선할 수 있다.  

측정법의 적용

피로의 지각. 피로에 대한 대부분의 임상적 연구

는 피로의 자각을 평가하는 자가-보고 척도를 이용

한다. 유효한 척도들은 순간적 (상태) 인지, 만성적 

특성(기질 인지), 피로가 기능에 미치는 영향, 관련

된 증상의 평가(e.g., 권태), 피로의 차원(e.g., 정신 

vs 육체) 그리고 중증도를 포함하여 피로를 측정하

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e34 몇몇 척도는 특정한 인

구를 대상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척도가 일반

적 척도보다 더 좋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e35 여러 

척도들을 구분하는 특징으로는 중등도와 중증의 

피로(e.g., Fatigue Severity Scale)를 구분하는 명확

한 기준점이 있는 것과 임상적 중재에 필요한 시간

에 따른 변화를 민감하게 보여주는 것(e.g., 
Modified Fatigue Impact Scale)이 있다.39,e36 운동에 

대한 두려움(운동공포증)과 노력을 인지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e37,e38 
환자들이 피로를 최소한으로 느끼기 위해 활동을 

줄이기 때문에 임상연구에서 활동수준에 대한 피

로 인지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피로도. 피로도는 장시간의 과제를 하는 동안 지

속적인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수행감소를 정량화

하거나 독립된 피로유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

할 때 수행 전과 직후에 실시하는 탐색작업의 수행

을 비교하여 우선적으로 측정(또는 평가)하게 된다. 
운동 도메인에서 힘, 속도, 정확성이 감소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지만 피로도는 운동중재를 시행 후 

peak force (torque)가 감소하는 것으로 정량화한

다.e39-e41 인지 도메인에서 피로도는 지속적인 과제

수행 또는 인지적으로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 

전과 직후에 주어진 탐색작업에서 보인 시간에 따

른 반응시간이나 정확도의 감소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피로도 측정의 차이는 대상집단에서 얻어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피로도가 등

척수축(isometric contraction)을 하는 동안 peak 
force의 감소로 정량화될 때는 노인이 젊은 성인보

다 수행의 감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적 수

축(dynamic contraction)을 하는 동안 peak torque

의 감소로 피로도를 측정하면 이와 반대되는 결과

를 보인다.e44 특정 신경계 질환에 있어 작업의 차이

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지만, 초기 작업의 선택은 

건강한 성인의 작업에 기원한 자료와 현재 질환의 

신경생리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인과 요인. 피로와 피로도 자각에 대한 유효한 

평가방법이 확인되면 실험주의자는 인과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대사평가, 근전도검사, TMS, fMRI, 
구조적 MRI, PET, EEG, 자기뇌파검사 그리고 근

적외분광법(near infrared spectroscopy)을 포함한 

여러 기술이 수축을 하는 동안 일어나는 변화를 감

시할 수 있다.e28,e33,e45-e49 유효한 작업과 피로의 지표

를 선택하기 위해, 그 기술은 대상이 되는 인구가 

경험한 피로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생리적 변수를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실험 디자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할 수 있는 연관 인자나 보상

적 인자와 구별되면서, 피로도와 인과관계가 있는 

요인을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원인 인

자는 단순히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

감소와 상관관계를 나타내야 하고, 다른 변수를 조

절하였을 때도 수행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하며 

특정한 조치를 취했을 때 피로도를 변화시킬 수 있

어야 한다. 
특히 피로에 대한 지각을 검사하는 임상연구는 

우울, 통증, 위약과 졸음과 같은 중요한 변수를 고

려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Valko 등e50은 MS에서 

질병의 중증도와 우울이 자가 보고한 피로와 연관

되어 있고 질병의 이환기간과 약물은 졸음과 관련

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임상연구에서 피

로와 피로도의 자각과 동시에 생리적 인자를 검사

하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포함하는 것은 중요하다. 
Lou 등31은 파킨슨 환자들이 호소하는 피로감이 피

로도나 운동피질 활성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판

단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인지적인 방법을 함께 평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은 

인지적, 항상성, 정신적 요소가 피로의 지각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미래의 연구에 대한 권고사항

피로에 대한 미래의 연구는 명확하게 정의된 용

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분류법을 사용하

기를 권하지만 연구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기록해

야 한다.
1. 피로와 피로도가 어떻게 정의되며, 조작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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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된 증상과 구분되는가

2. 문제는 피로의 자각인가 아니면 수행피로도

인가, 또는 둘 다인가

3. 양적(e.g., 피로척도의 점수, 만성) 또는 질적

(e.g., 예측 불가능하고 휴식으로 개선되지 않는) 기
준이 임상적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가

4. 어떤 인과론적 또는 기계론적 인자를 조사하

였고, 이것이 피로의 지각과 피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5. 어떤 과제로 피로도를 유도하였으며 어떻게 

성능의 변화를 정량화하였는가

미래 연구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1. 신경계 질환에서 어떤 생리적, 객관적 수행 

또는 항상성 변화가 피로에 대한 자각을 증가시키

는지 결정

2. 특정 신경계 질환과 관련된 피로의 구성요소

에 대해 유용하고 경제적이며 특별한 평가방법의 

개발

3. 특정 인구나 개인에게 다양한 종류의 피로와 

요인들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 인자의 상대

적 중요도를 정의하고 치료의 방향을 정하는데 있

어 피로도 총집(fatigue battery)이라는 개념은 유용

하다.
4. 피로의 지각 및 피로도와 관계있는 중추성 인

자를 이해하기 위한 신경영상, 신경생리, 그리고 신

경병리적 평가의 적용

5. 신경계 질환이 있는 인구에서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피로를 확인, 등급화 

및 모니터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

6. 특정 신경계 질환에서 이론적, 경험적 연구에 

기반을 둔 피로에 대한 치료 전략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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