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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ZXPSET㶹0LWRFKRQGULDOUHVSLUDWRU\FKDLQGHIHFW/DFWLFDFLGRVLV1HZERUQ

미토콘드리아에 관련된 질환은 최근 35년 전부터 문

류되며, 모두 신생아 시기에 심한 뇌기능 장애를 초래한

헌에 보고되어 왔으며, 많은 질환들이 미토콘드리아 대

다. 미토콘드리아는 포유동물의 모든 유핵 세포에서 발

사과정의 결함에 기인됨이 밝혀졌다. 원래“미토콘드리

견되는 필수적 세포내 기관으로, 주된 기능은 정상 세포

아 근병증”
으로 보고되었지만, 현재 이 질환의 임상적 범

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방산과 당의 산화를

주가 확장되어 다발기관을 다양한 조합으로 포함하며, 어

통하여 ATP의 형태로 대량 생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호

1

떤 연령층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토

기성대사에 의존적인 조직인 뇌, 근육, 및 심장이 영향받

콘드리아 대사 질환은 세 가지의 주요 군으로 지방산 산

기 쉽다.

화장애, 피루브산염 대사장애 및 호흡사슬 결함으로 분

1

성장하는 신생아는 에너지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에
너지대사의 결함에 영향받기 쉬워 지방산 산화나, 피루

주관책임자：남궁란, 120-752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전화：(02) 361-5510·전송：(02) 393-9118
E-mail：ranng@yumc.yonsei.ac.kr

브산염 대사 및 호흡사슬 등의 결함으로 초래되는 미토
콘드리아 대사질환은 신생아기에 종종 발현되기도 한다.
신생아기에 공통적인 증상은 근력저하, 기면, 수유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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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호흡곤란, 성장부전, 정신신체지연, 경련 및 구토 등
1

이다.

진단의 단서는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의 산화환원 상
태를 반영하는 지표인 혈장 젖산의 증가(>2.5mM), 젖
산 대 피루브산염 비>20, 뇨 케톤체의 측정과 그 molar
ratios의 증가(케톤체 비율>2)로 한다. 확진은 특수효소
검사나 분자유전분석에 준한다.
이 질환은 어떤 연령층에서도 시작될 수 있지만 생후
1개월 이전의 발병은 소아에서 진단된 호흡사슬 결함
100례 중 36%에 해당되며, 44%는 1개월에서 2세 사
이에 발병하며, 20%는 2세 이후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2

되고 있다. 치료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신생아는 첫 수
일 혹은 생후 수개월 내에 사망한다.
저자 등은 신생아에서 심한 대사성 산증과 동반되어
혼수, 호흡부전, 간 기능장애, 신부전증 등 다발성 장기

)LJ*HQHUDODSSHDUDQFHRISDWLHQW

기능부전을 보이며, 고 젖산혈증(>2.5mM), 증가된 젖산/
피루브산염 비(>20), 케톤뇨 등이 확인되어, 미토콘드리
아 호흡사슬 결함으로 진단된 1례를 보고한다.

어져 있었고(Fig. 1), 대천문은 확장되고 팽대 되었으며,
봉합선이 벌어져 있는 등 뇌압 상승 증후가 현저하였다.

᷾ಡ

흉곽의 모양은 정상이었고 대칭적이었으며 자발 호흡은
관찰되지 않았고, 심잡음은 청진되지 않았다. 복부는 팽

환 아：강○○ 아기, 생후 17일, 남아.

만되지 않았고, 장음은 감소되어 있었으며, 간이 2횡지

주 소：무호흡, 전신 강직성 경련.

만져졌다. 사지 소견에서 부종, 원선이나 만곡족은 없었

출생력 및 가족력：환아는 재태기간 39주 5일에 자

다.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의식상태는 혼수 상태였으며,

연 분만된 첫째 아기로 출생시 체중은 3,240gm(25~

양측 동공이 산대되고 대광 반사가 없었다. Babinski 반

50 백분위수), 신장은 58cm(97 백분위수 이상), 두위

사는 양성이었고, 심부전 반사는 항진되어 있었으며, 모

는 37cm(90~97 백분위수)이었으며, 주산기 가사, 신생

로 반사는 소실되어 있었다.

아 황달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가족력상 부모 혹은 가
계에 유전적 질환이나 특이 사항은 없었다.

검사소견：동맥혈 검사에서 pH 6.6, PaCO2 16.3mmHg,
PaO2 186.8mmHg, 염기과잉 -33mM, 산소포화도 97%

임신력：임신 중 산모는 약물복용이나 특이할 만한 병

로 심한 산증을 보였으며, 음이온차이(anion gap) 48.4
3

력은 없었다.

였다. 말초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19,600/mm (중성구

현병력：생후 7일에 장염으로 3일간 타 병원에서 입

37%, 임파구 58%, 단핵구 1%), 혈색소 11.7g/dL, 혈

원치료 받고 퇴원 후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다가 내원

소판 604,000/mm 이고, 혈청 전해질 검사상 Na 146

3

+

+

-

HCO3

당일 BCG 접종 후 보채다가 갑작스러운 전신 강직성

mEq/L, K 6.4mEq/L, Cl 90mEq/L,

경련과 무호흡이 발생하여 응급실 경유하여 입원하였다.

혈당 174mg/dL의 소견을 보였다. 혈청 Na 은 입원 11

이학적 소견：내원 당시 환아는 혼수 상태였으며, 혈

병일에 170mEq/L까지 증가되었다. 생화학 검사상 BUN/

압 66/39mmHg, 중등도의 탈수 소견 보였고, 활력 증

Cr 50/2.8mg/dL, SGOT/SGPT 508/257IU/L, 암모니

후로 체온은 36.7℃, 심박수 160회/분, 자발 호흡은 없

아 584μg/dL로 증가되어 신기능 장애와 간기능 장애

었고, 체중은 3,230gm이었다. 급성 병색으로 전신이 늘

소견을 보였다. PT 30%, PTT 70.1초로 연장되어 있

5mEq/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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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WKK\GURFHSKDOXV

었고, FDP>1：64로 양성이었고, D-dimer 양성이었으

  



며, fibrinogen 105mg/dL로 저하되어 파종성 혈관내 응
고의 소견을 보였다. 뇌파검사는 총 4회 시행했고, flat
EEG 소견을 보였다.
방사선소견：입원 1일에 시행한 뇌 전산화 단층 촬영
에서 광범위한 뇌부종과 경천막뇌탈출 소견을 보였고,
제 10 병일에 추적검사 결과 양측 반구에 뇌허혈 소견이
관찰되었다. 90일째 수두증 동반된 뇌실질의 광범위한
파괴 소견을 보였다(Fig. 2).
치료 및 경과：산혈증은 중탄산염 대량 투여 후 입원
20시간째 pH 7.58, 염기과잉 -6.8mM로 회복되었고,

)LJ8ULQHRUJDQLFDFLGDVVD\VKRZVPDVVLYHHOHYDWLRQV
RIODFWDWHS\UXYDWHDQG2+EXW\UDWHZLWKVHYHUH
NHWRQXULD(K\GUR[\EXW\UDWH)ODFWDWH：2+
EXW\UDWH：S\UXYDWH：K\GUR[\EXW\UDWH

고암모니아 혈증은 나트륨벤조산 의 정맥투여와 락투로
즈 관장 후 입원 22시간째 40μg/dL로 회복되었다. 경

톤뇨(3-hydroxybutyrate/acetoacetate ratio 증가)와

련 조절 위해 항경련제 투여하고, 무호흡증으로 호흡기

젖산, 피루브산염, 2-OH butyrate 등이 증가되었고(Fig. 3),

치료를 시작하였다. 지지요법으로 뇌압상승 조절을 위해

혈장 아미노산 검사에서는 알라닌 2,237nmol/mL(참고

만니톨을 정맥 내 투여하고 유지 요법을 시행하였으며,

치：131.0-710.0nmol/mL)로 증가되어 미토콘드리아

수액 제한 및 이뇨제 사용으로 수분 균형을 음성으로 유

호흡 사슬 결함을 시사하는 소견이었다. 근 생검상 불균

지하였다. 파종성 혈관내 응고 소견을 보여 신선동결혈

일 적색근육섬유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장 및 foy를 투여하면서 보전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전

미토콘드리아 호흡 사슬 결함 진단 하에 티아민 20mg/

신 강직 발작을 보여 phenobarbital, phenytoin 및 va

day, 리보플라빈 20mg/day, 아스코르빈산 400mg/day,

lproic acid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반복적인 발작이 지속

coenzyme Q 30mg/day, L-carnitine 1.6g/day 등을

되었으며, 뇌압 조절 후 발작이 호전되었다.

투여하는 등 대증 요법을 하였으나 이미 광범위한 뇌의

내원당시 음이온 차이가 48.4로 선천성 대사질환 의심

파괴로 만성적 식물인간 상태로 진행되어 임상증상의 호

하에 시행한 검사에서 젖산 24.0mmol/L(참고치 0.5~

전은 보이지 않았다. BUN/Cr 상승 소견 및 전해질 불

2.2mmol/L), 피루브산염 0.424mmol/L(참고치 0.03~

균형 소견을 보이며, SGOT/SGPT 상승 및 PT/PTT 연

0.08mmol/L)이었으며, 젖산/피루브산염 비가 55.6으로

장 소견을 보이는 등 다발성 장기 기증부전 소견을 보였

20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었다. 뇨유기산 검사상 심한 케

다. BUN/Cr은 입원 16병일에 18.8/1.0으로 회복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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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OT/SGPT는 입원 8병일에 59/43 IU/L로 감소되었다.
뇌사 판정을 위해 시행한 뇌파검사에서 flat EEG 소

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젖산, 피루브산염, 알라닌 농도의
6

증가와 함께 젖산/피루브산염 비의 증가를 보인다.

견을 보였고, 뇌간 기능 검사 상 동공 산대 소견과 자발

본 증례의 경우 무호흡과 동반된 중증의 산증, 급성신

적인 안구두부반사(oculocephalic movement)가 관찰되

부전, 간기능부전 등의 다발성 장기기능 부전을 보이고

지 않았고, calory 검사시 안구의 편위(caroric-indu

있어 선천성 대사이상을 의심하였고, 상기 언급한 검사

ced eye movement)가 보이지 않았으며, 무호흡 검사

를 시행하여 미토콘드리아 호흡 사슬 결함을 진단하게

상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았으나, 좌측 안구의 각막반사

되었다. 이는 국내에서 신생아기에 진단된 미토콘드리아

및 팔과 다리가 움직이는 자발 운동을 보이는 등 뇌사 판

호흡사슬 결함의 첫 번째 증례이다.

정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고, 만성적 식물인간 상태로 판정

그 외 불균일 적색근육섬유가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의

되었다. 자발 호흡을 보이지 않아 인공 환기 요법을 지속

조직학적 표지자이긴 하지만 불균일 적색근육섬유가 없

적으로 유지하며, 수유와 총정맥 영양을 시행하는 등의 대

다고 해서 배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불균일 적

증요법을 시행하였으나 만성적인 식물인간 상태가 유지되

색근육섬유는 호흡 사슬결함 환자의 소수에서만 발견되

던 중,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입원 4개월째 사망하였다.

어 지며,

7,8

본 증례의 경우에도 불균일적색근육섬유의 소

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Łₑ

뇌증의 경우 뇌 조직의 전반적인 손상이 유발되고 이
차적인 뇌실의 확장이 관찰된다. 미토콘드리아 뇌증의 경

1987년부터 1996년까지의 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우, 대칭적으로 피질하 조직의 손상을 볼 수 있으며, 기

조사에 의하면 아동기의 미토콘드리아 호흡사슬 결함은

저핵, 시상, 뇌간과 소뇌의 roof 핵에 특징적으로 위치한

3

4.7/100,000의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드물게는 해면 뇌증과 신경망의 이완과 희박화와 같

복잡한 신경학적 증상과 동반되며 연관이 없는 여러 장

은 소견을 보일 수 있다. 본 증례에서도 광범위한 뇌조

기와 계통의 이상을 보이는 경우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직의 손상이 진행되었고 이차적인 뇌실의 확장을 보였다.

6

4

의심해야 하며, 선별검사로는 혈중 젖산, 피루브산염, 케

호흡사슬의 생화학적 결함은 두 가지 유전적 근원(nu

톤체와 molar ratio가 사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고젖

clear DNA와 mitochondrial DNA)에 의하기 때문에

산혈증(>2.5mM), 증가된 젖산/피루브산염 비(>20), 증

어떤 양식에 의해서도 유전이 가능하다. 모계 유전되는

가된 케톤체 molar ratio(>2)를 보이는 경우 호흡사슬결

유전적 질환은 replicative segregation과 역치효과 두

5

5

함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 확진을 위해서는 효소 분

가지 방식에 의해 결정되며 임상적 발현은 어느 연령에

석과 방사선 기질의 산화, 미토콘드리아내 산화 환원 균

서도 가능하며, 진행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Re

형의 분석, ATP 합성 등과 같은 기능성 검사를 시행할

plicative segregation은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내에서 독

5

수 있으며, 뇨중 유기산 분석 또한 유용한 진단 방법이
4

립적인 단위로 행동하기 때문에 세포 복제 과정에서 딸
세포로 무작위적으로 분리되며, 그 결과 개개의 난자는

될 수 있다.

피루브산염 대사에 결함이 있을 경우 피루브산염치의

정상 순서의 미토콘드리아 DNA(mtDNA)만을 가질 수

증가를 보이며, 피루브산염이 젖산, 알라닌과 평형을 이

도 있고, 반대로 비정상적 순서의 mtDNA만을 가지거나,

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젖산 산증이 발생하게 된다. 호

혼합 상태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역치효과는 돌연

흡사슬을 포함하는 일차적 결함에 의해 산화-환원 전위

변이 mtDNA 부하가 역치에 도달하게 되면 세포의 기

(oxidation-reduction potential)가 지장 받을 경우 증

능장애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각각의 역치는 돌연변이에

가된 젖산에 의해서 젖산/피루브산염 비가 20이상으로

따라, 각각의 조직과 장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증가하게 된다. 피루브산염 탈수소효소 결핍 환자의 경

다. 가장 흔하게 침범되는 장기로는 중추 신경계, 제 1

우 젖산, 피루브산염, 알라닌 농도는 증가하나 젖산/피루

형 골격근, 심근, 췌장 도세포, 간, 신장이 있다. 본 증

브산염 비는 정상인 반면, cytochrome C oxidase 부족

례에서는 간기능부전, 신기능부전 소견이 있었고, 골격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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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호전이 지속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complex Ⅱ 결

과 심근은 침범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돌연변이율(mutation fixation

함 근병증의 경우 리보플라빈(100mg/day)의 투여가 도

rate)은 핵유전자에 비해 10~20배 가량 높은데 이는 미

움이 되기도 한다. 산소 유리기에 의한 손상 방지를 위

토콘드리아 내에서 발생하는 자유래디칼이 돌연변이 유

해 아스코르빈산(2~4g/day)을 투여할 수 있다. 식이요

발성이 매우 높다는 것과 미토콘드리아 내의 DNA 복구

법으로는 고지방-저탄수화물 식이가 추천되며, 산화 환

기전이 취약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노화 과정에 따라

원 과정의 손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고탄수화물 식이는

역치를 넘어서는 미토콘드리아 돌연변이의 누적이 발생

대사 부담이 크므로 정맥 영양과 고열량 식이를 피하고,

9

대증요법을 동반한 저탄수화물 식이가 추천된다.

할 수 있다.

즉, 미토콘드리아에 의해 부호화되는 유전자에 의해 대

ₙŁྙ⨭

사이상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mtDNA 돌연변이의 임상
적 양상은 해당 조직에서의 mtDNA 돌연변이 정도, mt
DNA 돌연변이 자체의 심각성 정도, 해당 조직 혹은 장
기의 에너지 필요량과 기능적 예비량, 체세포 mtDNA
돌연변이의 연령 관련성 축적, 환경적 영향에 의해 발생
9

하게 된다.

중증의 조기발현형 미토콘드리아 대사질환을 시사하는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신생아를 진찰하는 의사는 미토콘
드리아 질환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을 찾아
내기 위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하며,
이 질환을 보인 신생아의 경우 친척들에서 신경학적 혹은
다발성 전신적 문제들이 발생한 경우 미토콘드리아 질환
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
한 이 질환의 조기진단이 이들 가족에 대한 유전상담에
1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예후 예측 인자로
돌연변이 mtDNA의 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양호한 예
2

후를, 80% 이상인 경우 불량한 예후를 예견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호흡사슬 결함에 대한 만족할만한 치료는
없으며, 대증치료는 대체로 병의 경과에 별다른 영향을
11

주지는 못한다.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약

제나 처치를 금하고, 대증요법, 조인자의 보충, 산소유
리기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손상방지 및 식이요법 등을
11

시행한다.

항경련제로 sodium valproate은 호흡사슬을

억제하며, 간기능 저하의 위험이 있어 사용하지 못한다.
tetracycline과 chloramphenicol은 미토콘드리아의 단
백질 합성을 저해하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병의 진
행 과정 중 이환되는 조직의 범위가 증가되므로 장기 이
식은 권장되지 않는다. 미토콘드리아 호흡사슬의 네가지
효소군중 complex Ⅲ 결함의 경우 Vit K3(40~160mg/
day), 혹은 coenzyme Q10(80~300mg/day) 투여를 통

4,# 6XH&0+LUDQR0'L0DXUR6'H9LYR'&1HRQDWDO

SUHVHQWDWLRQV RI PLWRFKRQGULDO PHWDEROLFGLVRUGHUV6H
PLQ3HULQDWRO㶺㶹
5,# 0XQQLFK$5RWLJ$&KUHWLHQ'6DXGXEUD\-0&RU
PLHU95XVWLQ3&OLQLFDOSUHVHQWDWLRQVDQGODERUDWRU\
LQYHVWLJDWLRQVLQUHVSLUDWRU\FKDLQGHILFLHQF\(XU-3H
GLDWU㶺㶹
6,# &KLQQHU\3)7XUQEXOO'0(SLGHPLRORJ\DQGWUHDWPHQW
RI PLWRFKRQGULDO GLVRUGHUV $P - 0HG *HQHW 㶺
㶹
7,# 1LVVHQNRUQ$=HKDULD$/HY')DWDO9DOHYVNL$%D
UDVK9*XWPDQ$HWDO0XOWLSOHSUHVHQWDWLRQRIPLWR
FKRQGULDOGLVRUGHUV$UFK'LV&KLOG㶺㶹
8,# 0XQQLFK$5XVWLQ3&OLQLFDOVSHFWUXPDQGGLDJQRVLV
RI PLWRFKRQGULDO GLVRUGHUV $P - 0HG *HQHW 㶺
㶹
9,# 'H9LYR '& 'L0DXUR 6 0LWRFKRQGULDO GLVHDVH ,Q㶹
6ZDLPDQ.($VKZDQ6HGLWRUV3HGLDWULFQHXURORJ\3UL
QFLSOHVDQG3UDFWLFHUGHG1HZ<RUN㶹0RVE\㶺
S
:,# &KHQ<7'HIHFWVLQPHWDEROLVPRIFDUERK\GUDWHV,Q㶹
%HKUPHQ5(.OLHJPDQ50-HQVRQ+%HGLWRUV1HO
VRQWH[WERRNRISHGLDWLFVWKHG3KLODGHOSKLD㶹:%
6DXQGHUV&R㶺S
;,# .LUE\'0&UDZIRUG0&OHDU\0$'DKO++0'H
QQHWW;7KRUEXUQ'55HVSLUDWR\FKDLQFRPSOH[,GH
ILFLHQF\㶹DQXQGHUGLDJQRVHGHQHUJ\JHQHUDWLRQGLVRU
GHU1HXURORJ\㶺㶹
<,# &KULVWRGRXORX-*HQHWLFGHIHFWVFDXVLQJ PLWRFKRQGULDO
UHVSLUDWRU\FKDLQGLVRUGHUVDQGGLVHDVH+XPDQ5HSUR
GXFWLRQ㶺VXSSO㶹
43,# *URSPDQ$/'LDJQRVLVDQGWUHDWPHQWRIFKLOGKRRGPL
WRFKRQGULDOGLVHDVHV&XUU1HXURO1HXURVFL5HS㶺
㶹
44,# &KDEURO%0DQFLQL-&KUHWLHQ'5XVWLQ30XQQLFK$
3LQVDUG1&\WRFKURPH&R[LGDVHGHIHFWIDWDOKHSDWLF
IDLOXUHDQGYDOSURDWH㶹DFDVHUHSRUW(XU-3HGLDWU㶺
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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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ǎྙⅩಾ=

미토콘드리아 대사질환은 지방산 산화장애, 피루브산염 대사장애 및 호흡사슬 결함으로 분류되는데, 호흡
사슬 결함의 신생아기 임상증상은 반복적인 무호흡, 경련이 동반된 혼수, 선천성 젖산혈증, 긴장저하, 간
기능부전, 비후형 심근증 등이며, 진단은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의 산화환원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인 혈
장의 젖산, 피루브산염, 케톤체의 측정과 그 molar ratios로 한다. 본 저자등은 신생아에서 심한 대사성
산증과 동반되어 혼수, 호흡부전, 간기능장애, 신부전증 등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소견을 보이며, 젖산 산
혈증(>2.5mM), 증가된 젖산/피루브산염 비(>20), 케톤뇨 등이 확인되어 선천성 대사이상 중 미토콘드
리아 호흡사슬 결함으로 진단된 1례를 보고한다.
ᵲᝍ݉ᨕ：미토콘드리아 대사질환·신생아·젖산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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