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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의는 Robert Warrtenberg를 기념하기 위한 강의이다. 그는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수련을 

받고 1935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San Francisco의 University of California에서 학자와 교육자로서의 제 2
의 경력을 시작하였다.1 
  미토콘드리아 질환2에 대해 확인된 첫 보고 후 15년 뒤, 미토콘드리아 DNA (mitochondrial DNA, 
mtDNA)의 첫 병리적 돌연변이에 대한 보고3,4 후 25년이 지났으므로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신경학을 돌아보기에 적절한 시기로 여겨진다.  
  시작하기에 앞서, 20억 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점차 증가하는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 적응한 프로테오박

테리아(proteobacteria)가 태고의 진핵세포(eukaryotic cells)를 점령하고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는 영

구적인 공생균(endosymbionts)이 되는 과정을 밟는다.5 세균은 숙주 세포에 그들의 DNA를 이동시켰고, 이
것은 모든 진핵세포가 두 가지 종류의 DNA인 고유의 핵 DNA (nuclear DNA, nDNA)와 mtDNA를 가지

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것은 박테리아 공생의 유물이지만 화석은 아니다.
  비록 미토콘드리아가 nDNA에 암호화된 1,700개의 단백질을 이용하여 수많은 기능을 도와주지만, 
adenosine triphosphate (ATP) 형태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Figure 1은 대사연료(피루브산 운송을 통한 carbohydrate, carnitine-acylcarnitine shuttle을 통한 fatty acids)의 

진입점을 보여주는 미토콘드리아의 대사를 매우 간략하게 나타낸 구조도이다.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탈수소

효소 복합체에 의한 피루브산과 β-산화고리(β-oxidation spirals)에 의한 fatty acyl-CoAs의 산화는 공동복합

체(common compound)인 아세틸조효소(acetyl-CoA)를 만들어내고 이것은 Krebs 회로에서 추가적으로 산

화된다. Krebs 회로의 탈수소효소와 β-산화경로에서 유래한 전자들은 4개의 단백질 복합체(I to IV)와 2개의 

작은 수송체(코엔자임 Q10 [C0Q10]과 cytochrome c)로 구성된 전자 운송고리로 하강한다. 전자들의 이러한 

수평적인 흐름과 함께 미토콘드리아 모체에서 내부 미토콘드리아 막(inner mithochondrial membrane, IMM)
을 거쳐 막 사이 공간으로 흐르는 양자의 수직 흐름이 존재한다. 이것은 전기화학적 양성자 기울기

(electrochemical proton gradient)를 만들고 이것은 ADP를 ATP로 전환시키는 양자의 흐름을 역전시키는 

데 사용되는 훌륭한 회전 운동인 복합체 V (ATP synthase)의 구동에 사용된다. 전자 수송 사슬과 ATP 
synthase (호흡사슬로 알려진 것과 함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붉은 색으로 강조하였다: 1) 이것은 미토콘드

리아 대사에서 ATP가 생성되는 “주된 기능을 하는 끝부분”이고; 2) 이것은 세포에서 nDNA뿐만 아니라 

mtDNA에도 필수적인 유일한 대사 경로이기 때문이다.
  호흡사슬과 mtDNA의 상호의존성은 Figure 2에 나타내었는데, 13개 단백질이 암호화된 mtDNA는 그들

의 생성물과 같은 색으로 표시하였고, 모두 호흡사슬의 하위 단위로서 7개는 복합체 I, 1개는 복합체 III, 
3개는 복합체 IV, 그리고 2개는 복합체 V에 속한다. 그러나 복합체 II의 모든 4개의 하위 단위를 포함한 

호흡사슬의 대부분의 단백질은 nDNA에 암호화되어 있다.
  Figure 3에 나타낸 것처럼, mtDNA는 매우 작은 분자(nDNA의 30억 염기 쌍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16,569 염기 쌍)이다. 13개 단백질이 암호화된 유전자 외에, mtDNA는 2개의 ribosomal RNA (rRNA) 유전

자와 rRNA와 단백질이 암호화된 유전자 사이에 배치된 22개의 transfer RNA (tRNA) 유전자를 가지고 있

다. 특히, mtDNA에는 인트론(introns)이 없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작은 mtDNA는 병리적인 점 돌연

변이들(가장 최근의 보고로 계산한다면 261, Figure 3)로 복잡해졌고, 수백 단위의 결손이 추가되었다.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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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돌연변이는 단백질이 암호화된 유전자에 영향

을 주었지만 단백질 합성 자체에 더 큰 영향을 주

었다. 상자 표시는 서로 다른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한 임상적 특성을 보여주는데, mitochondrial 
encephalomyoathy, lactic acidosis, and strokelike 
episodes (MELAS), myoclonus epilepsy and ragged- 
red fibers (MERRF), neuropathy, ataxia, retinitis 
pigmentosa (NARP) maternally inherited Leigh 
syndrome (MILS), Leber hereditary optic neuropathy 
(LHON)나 가족성 양측성 선조체 괴사(familial bilateral 
striatal necrosis)가 여기에 속하는 증후군들이다.

mtDNA와 연관된 질환이 많아지면서 4가지 주

요 측면에서 멘델의 유전학과는 다른 미토콘드리

아 유전학에 관심이 모아졌다. 첫째, mtDNA 점 돌

연변이(단일 결손은 대개 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모계유전이다: 수정 시에 모든 미토콘드리아와 모

든 mtDNA는 난모세포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병

리적 mtDNA 돌연변이는 모체로부터 그들의 남아

와 여아를 포함한 모든 자손으로 전달된다. 그러나 

오직 여성만이 그것을 그들의 자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 유전학은 집단 유전학

이다. 왜냐하면 각 상염색체의 2개의 대립 유전자 

대신에 수천 개의 mtDNA의 사본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대부분의 mtDNA와 연관된 질환은 변이

된 것과 정상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공존하며 이

것은 이종조직성(heteroplasmy)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이종조직성에 대한 논리적 추론은 호흡사

슬에서 질병이 발현되려면 한계수치의 변이된 

mtDNA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문턱효과, threshold 
effect). 이 병리적 한계는 조직이 의존하는 산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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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에 따라 조직마다 다양하며, 뇌와 골격근이 자

주 영향을 받는 이유(미토콘드리아 뇌근병증)와 이

러한 질환이 신경과학자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이

유를 설명해준다. 네 번째는, 유사분열분리(mitotic 
segregation)는 조직에 따라서 세포가 분열될수록 

변이된 mtDNAs (돌연변이 부하)의 수가 변할 수 

있음을 뜻하고, 따라서 mtDNA와 연관된 질환의 

유전형과 임상적 표현형은 시간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6,7

이러한 관점에서, 유전적 분류가 제시되었고



Neurology 한국어판 Vol. 7 No. 46

(Table 1), 이것은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2가지 그룹

으로 나누었다: 1) mtDNA 변이(대부분은 모계에

서 유전되지만 산발성도 가능)에 기인한 질환; 그
리고 2) nDNA 변이에 기인한 질환으로 멘델의 유

전을 따르는 것.
mtDNA의 돌연변이는 단일 대규모 결손(예, 한 

환자는 오직 1가지 종류의 재배열을 가짐)과 점 돌

연변이를 포함한다. Table 2는 mtDNA와 연관된 6
가지 질환의 임상적 양상을 모아놓은 것이다: 단일 

결손과 관련된 2가지(Kearns-Sayre syndrome [KSS]
와 Pearson syndrome); 서로 다른 tRNAs의 점 돌

연변이와 연관된 2가지(MELAS and MERRF); 그
리고 2가지(NARP와 MILS)는 단백질 코딩 유전자

인 ATPase 6와 같은 한 돌연변이와 연관이 있다. 
이 표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다. 첫 번째는 미토콘

드리아와 mtDNA는 매우 흔하기 때문에 신체의 

모든 조직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mtNDA
와 연관된 질환이 자주 다계통성 양상을 보이는 것

을 설명한다. 두 번째 요점은 임상적 표현의 늪에

도 불구하고 몇몇 mtDNA 돌연변이는 명확하고 

임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증후군을 야기하는데 

이것은 표에 강조하여 나타내었다.
모든 mtDNA 연관성 질환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은 지루할 수 있어 MELAS를 대표로 선택하였

는데 그 이유는 비교적 흔하고 일반적으로 매우 심

각하기 때문이다. MELAS는 tRNALeu(UUR)의 돌연

변이(m3243A>G)에 의해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주요 뇌혈관의 분포를 따르지 않고 주로 후두엽과 

측두엽에 흔하게 발생하는 조기 발병 뇌졸중으로 

반쪽시야결손, 편측마비나 피질시각상실이 특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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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종종 선행하는 발작이나 편두통에 이어서 

뇌졸중이 발생하는데, 특징적으로 일시적이지만 

반복적이며 이러한 반복누적 효과는 파괴적으로 

수명을 단축시킨다. 젖산산증(lactic acidosis)은 뇌

실(CSF)과 뇌실질 모두에서 젖산염 정점(lactate 
peak)을 보이는 뇌 1H 자기공명분광법(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mtDNA 연관성 질환의 다른 측면을 기술하기 

위해 MELAS로 다시 돌아가겠다. 첫째, 이러한 질

환의 가장 적합한 표준 진단법으로서 근육 생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Figure 4는 4가지 조직

화학법으로 염색한 MERRF 환자의 근육조직의 일

련의 단면을 보여준다: modified Gomori trichrome, 
succinate dehydrogenase (SDH), cytochrome c oxi-
dase (COX), 그리고 SDH와 COX를 조합한 것. 
Trichrome은 전형적인 불균일적색근섬유(ragged 
red fibers)8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보여준다. 
이것은 SDH 염색(“ragged-blue” fibers)보다 더 잘 

나타내어 주는데 SDH (호흡사슬의 복합체 II)는 

모두 nDNA로 암호화되어 있고 이것은 mtDNA 
돌연변이로부터 안정적이고 미토콘드리아 풍부성

의 좋은 표지자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3가지 촉매

작용을 하는 하위단위가 mtDNA로 암호화되어 있

는 COX는 호흡사슬 기능의 좋은 표지자이며 

COX 음성의 불균일 적색/청색 근섬유로 나타난

다. 마지막으로 나의 동료인 Eduardo Bonilla는 

COX와 SDH 염색을 동시에 시행했을 때 COX 염
색이 정상 섬유에 염색되어 갈색으로 나타나고, 반
면 COX-음성이거나 COX 염색이 부분적으로 되

지 않는 섬유들은 푸른색 SDH에 염색되어 빛이 

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4가지 염색은 체크보드 

패턴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이종조직성의 숨길 수 

없는 특징이다: 가늘고 긴 융합 근육섬유에서 돌연

변이 부하는 섬유의 길이를 따라 균일하지 않고, 
인접한 분절 단면의 돌연변이 mtDNA의 양은 매

우 다양할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 유전학으로 mtDNA 연관성 질환

의 몇몇 중요한 양상이 설명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종조직성의 정도의 차이(70%에서 90%)는 ATPase 
6로 인한 같은 종류의 돌연변이(m. 8993T>G)가 종

종 같은 가계에서 2개의 다른 증후군을 발생시키는

지 쉽게 설명한다: 비교적 양성이면서 늦은 나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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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하는 질환으로 신경병증(neuropathy), 운동실

조(ataxia)와 색소망막염(retinitis pigmentosa) (NARP) 
또는 유아기나 아동기의 Leigh syndrome의 신경영

상학적 그리고 신경병리학적 양상이 동반되는 매

우 파괴적인 신경퇴행성 질환(MILS).9,10

2000년도에 나는 “mtDNA의 돌연변이: 최악의 

상황인가?”를 공동 기술하였다.11 이것은 이후에 명

확해졌는데 mtDNA 연관성 질환을 모두 이해하기

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다.12 이미 복잡한 mtDNA 
질병지도에 새로운 병리적 돌연변이들이 추가되고 

있다(Figure 3). 매우 정교한 차세대 서열분석에 경

의를 표하며, 건강한 사람은 동종조직성적(homo- 
palsmically)으로 정상(예, 즉 정상 mtDNAs만을 

품는)이라는 개념은 보편적인 이종조직성(universlsal 
heteroplasmy)으로 대체되었다.13 개별적인 취약성, 
조직 선택성, 그리고 때때로 발생하는 동종조직성 

병적 mtDNA 돌연변이의 가역성은 수수께끼로 남

아있다.14,15 mtDNA 연관성 질환에서 후성유전학

의 역할(epigenetic factors)은 명확하지 않지만,16 적
어도 하나의 후성유전적 요소인 에스트로겐으로부

터 보호되는 효과가 부족한 것은 LHON에서 남성

의 이환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준다.17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토콘드리아 유전학

의 규칙이 mtDNA 연관성 질환의 몇몇 특성을 설

명하지만 “전형적인” 이종조직 질환의 발병기전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간단히 말해서, 왜 KSS는 

MELAS와 다르고 MELAS는 MERRF와 다른가? 
세 가지 모두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생성과 ATP 생
산장애가 원인이다: 증후군의 개성보다는 표현형

의 동질성을 기대하는 것이 논리적이지만-가끔 표

현형이 겹치지만-이것은 그렇지 않다. 하나의 가

능한 설명은, 특히 뇌에서 서로 다른 돌연변이는 

서로 다른 공간 분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개념은 Eduardo Bonilla와 Kurenai Tanji가 

수행한 면역조직학 연구로 확증되었다. MELAS를 

다시 예로 들면, Figure 5는 연질막 세동맥에서 

mtDNA-암호화된 단백질인 COX II의 발현이 어

떻게 nDNA-암호화된 iron-sulfur Rieske protein 
(Fes)보다 더 많이 감소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며, 
m3243A>G MELAS 변이가 이러한 혈관에 많을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발견은 MELAS가 궁극적으로는 미토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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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아 미세혈관 또는 대혈관병증이기 때문에 이

해가 된다.20 그러나 다른 변이들의 독특한 공간적 

분포는 무엇이 이들을 뇌의 다른 영역 침범으로 이

끄는지 알 수 없다. 
도발적인 질문은 전형적인 MELAS와 같이 

tRNA의 점 돌연변이에 의한 mtDNA 연관성 질환

이 예방이 가능한지이다. 나의 동료인 Darryl De 
Vivo와 나는 우리의 첫 MELAS 환자-뇌졸중이 여

러 번 발생한 후 10세에 사망한21-의 증상이 없는 

자매가 결혼을 하고 “내가 병에 걸릴 아이를 갖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하죠?”라고 질문했을 때 이

와 같은 딜레마에 봉착했다. 산전에 m3243A>G 
MELAS를 완벽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만, mtDNA가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는 방법

은 있다. 돌연변이가 있는 보인자의 난모세포를 남

편의 정자와 체외수정시킨다. 접합체의 전핵을 주변 

세포질을 가능한 적게 포함하여 제거하고 핵이 적출

된 정상 기증자의 난모세포에 이식한다(Figure 6). 
이식 후 태아는 생물학적 부모의 핵 유전자와 돌연

변이 mtDNA가 없는 기증자의 세포질 및 미토콘

드리아를 가지게 된다. 인간이 아닌 영장류에서 난

모세포 방추사-염색체 복합체를 이식하는 실험에

서 새끼는 건강하고 모계의 mtDNA가 없었다.22 
수정이 되거나 수정이 되지 않은 단위생식으로 활

성화된 인간의 난모세포를 이용한 실험이 영국23과 

미국24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유망

하다. 윤리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인간에서도 시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진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는 세균으로서 독

립성을 상실하고 현재는 중요한 기능의 대부분을 

핵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멘델의 유전을 따르는 

미토콘드리아 질환이 많고 다양하다(Figure 7). 병
원성 돌연변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어도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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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래의 질환이 존재한다. 1) 호흡사슬의 하위 단위

가 암호화된 유전자(direct hits), 2) 호흡사슬의 조

립 단백질이 암호화된 유전자(indirect hits), 3) 
mtDNA 무결성과 복제에 필요한 유전자(mtDNA 
maintenance), 4) mtRNA 전사에 필요한 유전자, 5) 
IMM의 인지질 조성을 조절하는 유전자, 그리고 6) 
미토콘드리아 역학에 관련된 유전자. 

전체 엑솜 서열분석(whole-exome sequencing)의 

시대가 도래했고, 더 좁게 표적화된 “mitoexome 
sequencing”25이 한 번에 대략 1,700개의 핵 유전자

가 암호화되어 있는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의 서열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mitoexome sequencing은 새

로운 변종이 있는 모든 6개 질환의 갈래를 이미 풍

족하게 하였고,26-28 새로운 갈래, 즉 아직 예상치 못

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변화를 밝히는 것도 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각 질병의 범주에서 다양한 임상 발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세부적인 지질 환경과 

미토콘드리아 역학의 결함을 고려하기 전에 각 그

룹의 현저한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반적으로, 호흡사슬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강타(direct or indirect hits)는 영아나 소아에 영향

을 주고 Leigh syndrome (LS)으로 발현되며 이것

은 자라고 있는 신경계에 에너지 공급장애가 발생

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보여주는 것이다.29 mtDNA 
유지 보수의 결함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1) mtDNA 결손 증후군으로 생애 초기에 

근육병증, 간 뇌질환 또는 뇌근병증으로 발현되고; 
2) 다발성 mtDNA 결손으로 대개는 진행성 외안근 

마비(progressive external ophthalmoplegia, PEO)-plus
와 동반된다.29-31 이러한 유전자 사이 소통의 질환은 

mtDNA 복제의 결함(polymerase γ와 helicase T 
winkle [gene PEO1]의 촉매화에 의한)이나 미토콘

드리아 내부의 뉴클레오사이드(nucleoside) pool의 

항상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고, 이것은 여러 유전자

에 의해 조절된다.31 

우리는 mtDNA 결손과 다발성 mtDNA 결손이 

종종 같은 환자에서 공존하며 같은 유전자의 결함

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질환

의 또 다른 특성은, 비록 그들이 명백하게 멘델의 

법칙을 따르지만 이종조직성과 문턱효과 같은 미

토콘드리아 유전학의 여러 특성을 공유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근육생검은 불균일 청색섬유와 COX-
음성 섬유로 구성된 체크보드 패턴을 보인다. 

mtRNA 전사에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면(initiation, elongation, and release factors, 
plus translational activators and specific tRNA base 
modifiers)32-34 mtRNA 전사의 결함은 임상적으로 

다양하고 빠르게 커지는 질환의 범위를 아우른다. 
대부분의 환자가 영아 또는 소아이고 종종 LS 또는 

LS 유사질환과 다발성 호흡사슬 효소의 결함이 동

반된다.34,35 
2002년까지 IMM의 지질 환경의 유일한 결함은 

Barth증후군과 X-linked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증, 
IMM의 주요 인지질 요소인 cardiolipin의 비정상

적인 구성이나 결핍을 야기하는 tafazzin (TAZ) 유
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한 심장병이었다.36-38

지난 몇 년 동안, 다른 인지질을 침범하는 4가지 

새로운 실체가 소개되었고 지질 환경이 호흡사슬

의 매듭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이 명확하게 기술되었다(Table 3). 
Sengers증후군 역시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증과 선

천성 백내장의 임상양상이 동반된 심장병이다.39 

adenin nucleotide translocator 1 (ANT1)이 환자의 

근육에 없지만 그 유전자는 정상이라는 사실이 발

견되었고, 그 수수께끼는 acylglycerol kinase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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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되어 있는 AGK 유전자의 돌연변이27를 보여

준 전체 엑솜 서열분석으로 해결되었다. AGK는 

diacyl-과 monoacylglycerol이 phosphatidic acid (PA) 
또는 인지질 합성의 중요한 중간 매개물인 lyso-
phosphatidic acid (LPA)로 인산화되는 것에 촉매

작용을 한다. ANT1이 손실되는 것은 PA와 LPA 
수치의 감소에 따른 2차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PA
는 또한 cardiolipin의 전구체로 비교 가능한 임상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Barth증후군과 생화화적 유

사성이 있다.
Rostrocaudal muscular dystrophy와 choline kin-

ase beta (Chkb)40가 암호화되어 있는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 자발적인 돌연변이 마우스 품종은 유

사한 변화(거대 미토콘드리아가 섬유 주변부로 전

치)가 근육에 발생하는 인간의 선천성 근이영양증

에서 이에 상응하는 유전자(CHKB)에 변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시한다.41,42

MEGDEL이라는 약자는 3-methylglutaconic acidu-
ria type IV, 난청과 LS-유사 뇌병증으로 특성화되

며 전체 엑솜 서열분석에서 SERAC1에 돌연변이

가 나타난 증후군을 의미한다.43

마지막으로, 소아에서 근육 파괴와 미오글로빈

뇨(myoglobinuria)가 반복되는 증후군은 열성 질환

이 있을 때 자주 나타나고 알려진 선천성 대사장애

와 관련이 적으며 phosphatidic acid phosphatase의 

근육-특이적 동형 단백질이 암호화되어 있는 LPIN1

의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4

미토콘드리아와 소포체가 물리적, 기능적 관계

를 가지는 곳으로 알려진 미토콘드리아-연관-연질

막(mitochondria-associated membrane, MAM)으로 

불리는 구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MAM은 두 소기관 사이의 지질교환, 콜레스테

롤 합성, 칼슘 신호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역학

과 관계가 있다.45 Table 3에 나타낸 지질 환경 질

환 5개 중 2개는 MAM을 포함한다: CHKB 결핍

에 의한 megaconial mitochondrial myopathy42와 

MEGDEL의 결함이 있는 유전자 SERAC1은 MAM
에 위치하고 인지질 교환을 조절한다. 게다가 몇몇 

형태의 원발성 측삭경화증(결함이 있는 유전자는 

ERLIN2)46과 청소년기 근위축측삭경화증(결함이 

있는 유전자는 SIGMAR1)47은 MAM의 일부인 지

질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고,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기전에 MAM 기능장애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는 근거가 늘어나고 있다.48

미토콘드리아는 매우 역동적인 기관으로 micro-
tubular tracks를 타고 세포 주변을 움직이고(Figure 8), 
그들의 근원이 세균임을 상기해 본다면, 융합과 분

열을 주기적으로 반복한 결과, 광범위한 관상구조

나 기존의 미토콘드리아 상에 더 가까운 분리된 개

체가 된다. 이러한 쉴 틈 없는 활동성은 축삭돌기

와 수상돌기를 포함한 세포 전체에 충분한 에너지

를 공급하고, 자가 소화적으로 손상 받은 미토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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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를 제거하는 mitophagy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를 질적으로 조절하는데 이러한 것은 특히 신경세

포에 중요하다.49.50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미토콘드리아 역학의 결

함을 밝혀냈는데,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모두 특히 

취약했다. 이 질환의 임상적 스펙트럼에는 지배적 

시신경위축, Charcot-Marie-Tooth 신경병증의 다

양한 형태와 보통염색체 우성유전성 강직하반신마

비(autosomal dominant hereditary spastic paraplegia), 
중심핵근육병증(centronuclear myopathy) 그리고 

시신경위축이 동반된 소두증(microcephaly with 
optic atrophy)이 포함된다(Table 4).51,52

중요한 것은, 미토콘드리아의 융합과 분열은 독

립된 기능이 아니고; OPA1과 MFN2의 돌연변이로 

인한 다발성 mtDNA 결손이 동반된 PEO-plus증
후군에서 알려진 것처럼 에너지 대사 및 mtDNA 
유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53-56 비록 

일차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병

기전에 미토콘드리아 역학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

은 주목할 만하다.50,57

mtDNA-연관성 질환과 figure 7에 나타낸 여러 

카테고리의 멘델 유전을 따르는 질환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의심되는 미토콘드리아 질환에 대해 정

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가공할 만한 도전임이 자

명하다. 이러한 일에서 신경학자에게 도움을 주고 

이 연구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우리는 Columbia 
University에 기반을 두고 미토콘드리아 질환에서 

우수한 18개 센터를 아우르는 North American 
Mitochondrial Disease Consortium (NAMDC) (http:// 
rarediseasenetwork.epi.usf.edu/namdc/)을 운영하고 

있다.
C. Miller Fisher로부터 인용한 것으로 마무리하

자면 다음과 같다: “강조하고 싶은 말은 바로 적절

한 멘토와 함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58 미토콘드리아 질환에 대한 

나의 흥미-더 나아가 나의 모든 학문적 경력-에 있

어 나는 나의 멘토, Lewis P. Rowland에게 매우 감

사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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