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urology 한국어판 Vol. 8 No. 132

ARTICLES

아밀로이드 양성으로 처음 나타나거나 신경변성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양상들은 새로 발생하는 아밀로이드 
PET 양성 소견의 특징을 설명한다 
Amyloid-first and neurodegeneration-first profiles characterize 
incident amyloid PET po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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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아밀로이드 PET 양성과 관계있는 영상 소견과 인지 기능의 발생률을 추정하고 특성화하고자 하였다.

방법: Mayo Clinic Study of Aging 연구의 참가자 중 인지기능(cognitively normal, CN)이 정상이며 아밀로이드 

PET, FDG-PET과 MRI를 연속적으로 2번 이상 평가한 환자들을 분석하였다(n=207).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 12명의 

환자와 비교하였다. 

결과: 초기에 아밀로이드 음성이었던 123명의 CN 환자 중 26명이 아밀로이드 PET 양성이었으며, 아밀로이드 음성 69

명의 환자와 비교하면, task-free functional connectivity를 제외하고는 영상학적, 인구학적 또는 인지적 변수의 평균

은 차이가 없었다. 26명의 아밀로이드 양성 환자 중 11명은 초기에도 해마 용적 또는 FDG-PET소견에 이상이 있었다. 

결론: 인구 기반 코호트에서 70세가 넘는 CN 참가자의 아밀로이드 PET 양성의 발생률은 연간 13%이다. 15/26 (58%)

명의 환자에서 FDG-PET과 해마 용적에서 이상 소견이 아밀로이드 양성에 선행하여 나타났다. 그러나 11/26 (42%)명

의 우연히 발견된 아밀로이드 양성 환자들은 아밀로이드 양성에 선행하여 신경변성의 근거가 있었다. 이 11명은 기존에 

비알츠하이머 병리와 새로이 아밀로이드 경로에 들어선 타우-매개 신경 퇴행변성이 혼재되어 있는 환자일 수 있다. 

이러한 소견은 “아밀로이드-첫 번째”와 “신경변성-첫 번째” 생물표지자 프로파일 둘 다 무증상 AD에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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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아세포 성장인자 21은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민감한 생물표지자이다
Fibroblast growth factor 21 is a sensitive biomarker of mitochondri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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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1차 전문기관과 3차 의뢰기관의 미토콘드리아 질환이 있는 성인의 단면 코호트에서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생물표지자로서 

혈중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21 (fibroblast growth factor 21, FGF-21)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전향적으로 결정하고자 하였다.

방법: 5명의 성인 미토콘드리아 질환 환자, 20명의 미토콘드리아 질환이 아닌 신경근육질환 환자, 그리고 66명의 대조군

이 포함된 140명의 대상자를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에 모집하였다. FGF-21의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생물표

지자로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결정하기 위해 FGF-21의 혈중 농도를 고전적 생물표지자인 혈중 creatine kinase, 

lactate, pyruvate 그리고 lactate-pyruvate 비율과 비교하였다. 통계 분석을 통해 FGF-21의 생물표지자로서 전반적

인 신뢰도, 민감도, 교차비(odds ratio, OR)를 결정하였다. 

결과: 평균 혈중 FGF-21의 농도는 미토콘드리아 질환 환자에서 크게 상승되어 있었고,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GF-21은 다른 생물표지자와 비교 시 진단적 OR (45.7 [95% 신뢰구간=12.6-166.5], p＜0.0001)이 상당히 높

았고, 민감도와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nalysis에 따르면 질병의 가장 좋은 예측 인자였다. 잠재적 

교란변수를 제어한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에서 FGF-21은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인자였다.

결론: 이 전향적 연구는 혈중 FGF-21 수치가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민감한 생물표지자이며 고전적 표지자인 creatine kinase, 

lactate, pyruvate와 lactate-pyruvate 비율의 혈중 수치와 비교해도 가장 좋은 예측 인자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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