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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노인 여성의 백혈구에서 측정한 미토콘드리아 DNA 양과 

우울증과의 관련성 

 

최근 노인 인구에서 우울증과 자살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위적으로 스트레스를 가해 만든 우울증 동물 모델에서 우울증이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계에 관여하는 효소의 감소와 관련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여성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전반적 지표라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deoxyribonucleic acid(DNA) 양과 우울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Yonsei Cognitive Aging Study(YCAS) 참가자 중 신경계 질환이 없고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의 여성 1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백혈구 

내 미토콘드리아 DNA 양은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우울증 평가는 15 항목으로 구성된 축약형 노인 우울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평가 점수가 8점 이상이거나 항우울제를 복용중인 

대상을 우울군으로 정의하였다. 그 밖에 인지기능과 신체활동 능력, 공복 

혈당, 혈중 지질 수치, 코티솔, dehydroepiandrosterone-sulfate(DHEA-

S) 등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우울군이 정상군에 비해 백혈구 내 미토콘드리아 DNA 

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71.5(사분위수 범위 42.7~116.0) vs 

107.3(사분위수 범위 51.7~202.1), p=0.028). 또한 우울군이 대조군에 

비해 허리둘레가 두껍고, 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활동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각각 p=0.008, 

p=0.041, p=0.002).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나이와 허리둘레, 

당뇨병 유병 여부, 혈중 코티솔, 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 신체활동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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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만성통증 유무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도 적은 미토콘드리아 DNA 

양이 우울증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도비 0.45, 

p=0.025). 

본 연구 결과 60세 이상의 노인 여성에서 적은 백혈구 미토콘드리아 

DNA 양이 우울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이 노인 우울증의 한 기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다양한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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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여성의 백혈구에서 측정한 미토콘드리아 DNA 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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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이 덕 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무 영 

 

 

Ⅰ. 서론 

 

1. 우울증의 역학, 진단기준, 위험인자 

 

최근 들어 우울증과 이로 인한 자살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주요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은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의 조사에서는 평생 유병률이 

4% 정도인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1  주요 우울증의 진단과 관계 

없이 한 번 이상의 기분 삽화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4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또한 2001 년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우울증은 여러 가지 질병 중 4 번째로 사회적, 

신체적 장애를 많이 유발하는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우울증을 

앓은 사람 중 10~15%가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질환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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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4 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third edition : DSM－IV)에 따른 

우울증의 진단 기준을 살펴 보면, 주요 우울증의 진단은 2 주일 

이상 우울한 정동, 흥미의 상실, 식욕의 감소나 증가, 불면이나 과다 

수면, 정신 운동성 초조나 지체, 피로나 활력 상실, 무가치감, 

사고력의 감소,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중 5 개 이상이 동시에 

있으며 이중 우울한 정동이나 흥미의 상실 중 하나는 꼭 있어야 

하며, 더불어서 이 증상들이 사회적, 직업적으로 기능장애를 가져올 

때 우울장애의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기분 부전증은 적어도 2 년 

동안 하루 대부분 지속되는 만성적인 우울한 기분이 있으며 식욕 

부진 및 과식, 불면 및 수면과다, 기력의 저하, 자존심 저하, 집중력 

감소, 절망감 등의 증상이 동반될 때 진단을 내린다. 4  

출생 시기별 코호트에 따른 우울증의 유병률을 분석해 보면 서양 

자료와 우리나라 자료 모두에서 최근에 태어난 젊은 사람들에서 

우울증의 유병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고, 이는 우울증이 향후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5  

주요 우울증의 위험인자를 살펴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2 배 

정도 우울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밖에 낮은 

연령의 코호트, 이혼이나 별거, 우울증의 가족력, 어렸을 때 부모를 

잃거나 파괴적인 양육환경, 부정적인 스트레스 사건이나 만성적인 

스트레스 환경, 여성에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의 부재, 도시 

지역 거주 등이 알려져 있다.1  

 

2. 노인 우울증의 역학 및 특징 

 

2007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19 세 

이상 성인의 12.7%가 2 주 이상 우울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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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이러한 비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하여 60 세 이상 

노인의 20% 이상이 과거 2 주 이상의 우울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6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 년도 사망원인 분석에 

따르면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 만 명 당 26 명으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이어 4 번째로 흔한 사망 원인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자살률의 연령별 추이를 살펴보면 나이가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증가하여 60 대의 경우 10 만 명 당 47.2 명, 70 대는 

72.0 명, 80 대 이상에서는 112.9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7 

노인 우울증의 특징은 에너지의 감소, 수면장애, 식욕 및 

체중감소와 신체적 증상의 호소, 인지기능의 감퇴 및 불안, 초조가 

특징적이다. 현재 노인 우울증은 약물치료를 비롯한 정신치료 및 

전기경련요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치료되어 증상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잘 정립된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노인 

우울증은 신체적 질환과 일차적인 연관이 있으며, 인지기능장애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에서 우울증과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는 치매, 정신분열병, 건강염려증, 수면장애, 알코올 

중독증 등을 들 수 있다. 노인에서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악화시키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하면 자살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진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8  

 

3. 우울증의 발생 기전 

 

우울증은 다양한 경과와 치료 반응을 보이며, 아직까지 그 발생 

기전이 정립되지 있지 않은 한가지로 정의하기 힘든 질환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단가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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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가설, 스트레스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 축의 기능 

부전 등을 들 수 있다.9 

쌍생아 연구를 통해 조사된 우울증 발생에 미치는 유전적 요인의 

영향은 37%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증상이 심각하고, 재발이 잦은 우울증은 다른 유형의 우울증에 비해 

유전적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세로토닌 운반 유전자의 

promotor 영역 (serotonin-transporter–linked polymorphic region, 

5-HTTLPR)의 변이가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 보고가 

있으며,12 대규모 전향적 연구 결과 이러한 변이가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발생을 매개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13 양육 환경과 같은 환경적 인자가 후생유전학(epigenetic) 

기전을 통해 우울증과 관련될 수 있음이 동물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14  

노르아드레날린-세로토닌 시스템은 뇌의 심부에서 기원하여 

뇌의 거의 모든 부위로 뻗어 나가며 감정, 인지, 행동 등 뇌의 주요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신경계의 시냅스에서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과 같은 단가 아민 신경전달물질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이 우울증의 초기 치료제로 등장하면서, 우울증의 원인으로 

단가 아민 부족 가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로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ositron-emission tomography)을 이용한 

최근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의 뇌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을 분해하는 단가아민 산화효소 (monoamine oxidase)의 

활성이 30% 증가해 있음이 보고 된 바 있다.15 또한 상완동맥과 

속목정맥에서 단가아민 대사물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우울증 

환자의 뇌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대사물의 생산이 감소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16  



 

- 7 -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대뇌피질과 변연계의 편도체에서 

인지·평가되며 그 신호는 시상하부로 전달된다. 스트레스 신호를 

받은 시상하부는 부신피질자극호르몬 유리호르몬(corticotrophin 

releasing hormone, CRH)을 분비하여 뇌하수체의 수용체를 

자극하고, 이러한 자극에 의해 분비된 부신피질자극호르몬 

(adrenocorticotropic hormone, ACTH)은 부신 피질에서 코티솔 

분비를 촉진하다. 혈액으로 분비된 코티솔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 

음성 되먹이기전을 통해 CRH 와 ACTH 분비를 감소시킴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코티솔과 CRH 가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심각한 우울증 환자에서 혈장 코티솔과 

뇌척수액, 변연계에서의 CRH 의 증가가 흔히 관찰된다. 또한 심한 

우울증 환자의 반수에서는 덱사메타손에 의한 CRH 의 분비 억제가 

관찰되지 않는다. 항우울제에 의한 증상 호전은 이러한 시상하부-

뇌하수체-부신피질축의 기능 회복과 관련되어 있음도 우울증의 

신경 내분비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코티솔의 

증가가 신경 세포의 증식을 억제 할 수 있음 이 보고된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이 우울증 환자에서의 해마 크기 감소를 설명하는 

기전으로 제시되고 있다.17  

 

4.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질병과의 관계 

 

미토콘드리아는 유산소 환경에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 

세포의 주 에너지원인 adenosine triphosphate(ATP)를 생산해 

내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세포내 소기관이다. 이러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은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 I-V 와 두 개의 전자 운반체, 

코엔자임 Q10 과 cytochrome C 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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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사멸(apoptosis)과 칼슘이온의 조절 등 세포의 

생명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18 

이러한 배경 하에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질병과의 관계가 광범위 

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그 결과 미토콘드리아 DNA 에 선천적 

이상이 있는 유전질환 이외에도 전반적인 노화는 물론 제 2 형 

당뇨병과 신경 퇴행성 질환, 심혈관계 질환, 암 등과 같은 주요 

질환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과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져 

있다.19 

 

5. 미토콘드리아 DNA 양의 의의 

 

세포에서 관찰되는 미토콘드리아 DNA 양이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안정성과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을 반영하는 지표임이 

알려져 있다.20 선천적으로 미토콘드리아 DNA 양이 부족하여 

근력감소와 hypotonia, 발달 장애를 보이는 mitochondria DNA 

depletion 이란 유전 질환이 알려져 있고,21 미토콘드리아 DNA 

양의 저하가 제 2 형 당뇨병과 22 미세알부민뇨, 23 유방암, 24 

대장암,25 신세포암 26 과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6. 연구 목적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합성과 분비, 재흡수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세포내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우울증과 관련이 있으리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위적으로 스트레스를 가해 만든 우울증 동물 모델에서 

우울증이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계에 관여하는 효소의 감소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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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보고가 있으나,27 사람에서 우울증과 미토콘드리아 기능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희박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노인 

여성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전반적 지표라 할 수 있는 백혈구 

미토콘드리아 DNA 양과 우울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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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Yonsei Cognitive Aging Study(YCAS)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YCAS 는 2008 년 노인의 인지기능과 관련된 

요인 분석을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노인 복지관과 보건소를 통해 

모집한 200 여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YCAS 참가자 중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며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가 없는 60 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상적으로 치매를 진단받은 사람이나 

간이정신상태 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점수 

10 점 이하의 심각한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뇌혈관질환이나 

신경퇴행성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하루 30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 심의위원회의 승인 하에 시행되었다. 

 

2. 문진 및 신체 계측 

 

문진을 통해 나이, 교육 정도, 직업, 흡연력, 음주력, 규칙적인 

운동 여부, 과거 질병력과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조사하였다. 

Fanics FE-810(Fanics, Ansan, Korea) 기기를 이용하여 신장과 

체중을 측정한 후 체질량 지수는 체중(kg)/키(m)2 으로 계산하였고, 

허리둘레는 직립자세에서 늑골의 가장 아래 부위와 골반장골능 

사이의 가장 가는 부위를 측정하였다. 평균 주 1 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를 음주군으로 정의하였고, 관절염 등의 조절을 위해 규칙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 만성 통증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고혈압은 고혈압 병력이 있거나 혈압이 140/90 mmHg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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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 심장 질환은 허혈성 심질환이나 심부전, 부정맥이 있는 

군으로 정의하였다. 

 

3. 혈액검사 

 

8시간 이상 금식한 후 colorimetry 방법에 의해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holesterol), 공복 

혈당을 측정하였으며, 우울증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혈중 

코티솔과 dehydroepiandrosterone-sulfate(DHEA-S)도 함께 

측정하였다. 당뇨병은 당뇨병력이 있거나 공복혈당이 126 mg/dL 

이상인 경우로, 이상지질혈증은 지질 강하제를 복용중이거나 

총콜레스테롤이 240 mg/dL 이상 또는 중성지방이 200 mg/dL 이상 

또는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40 mg/dL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4. 우울증 평가 및 기타 설문 

 

우울증 평가는 15 항목으로 구성된 축약형 노인 우울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를 이용하였다. 축약형 

GDS 는 1983 년 Yesavage 등이 처음 개발하였다.28 이후 축약형 

GDS 의 30 문항이 노인들에 적용하는데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 따라 문항 수를 15 개로 줄인 축약형 GDS 가 도입되었으며, 

축약형 GDS 는 기존의 GDS 와 상관도가 높고,29 우울증 선별의 

민감도와 특이도에 있어서도 유사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30 본 연구에서는 축약형 GDS 의 한국어판 타당도 연구 결과에 

따라 축약형 GDS 점수 8 점을 절단점으로 이용하였다.31 우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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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전에 검사 방법에 대해 충분히 교육 받고 검사 방법에 

대해 토의한 2 명의 전문 의료 인력이 시행하였다. 인지기능 평가는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를 사용하였으며, 일상생활 기능 평가는 

일상생활 기능평가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5. 백혈구 미토콘드리아 DNA 양의 측정 

 

백혈구의 미토콘드리아 DNA 의 양적 지표로서 미토콘드리아 DNA 

copy number 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간 정량 중합효소 

연쇄반응(real time PCR)을 이용하였다.32 이는 핵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 ß-globin 과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ND1 을 real time PCR 을 

이용해 정량하여 상대적인 mtDNA 양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real 

time PCR 은 ABI PRISM 7000 Sequence Detection System 

(Applied Biosystems)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ß -globin 의 forward 

primer 는 5’-GAAGAGCCAAGGACAGGTAC-3’이고 reverse primer 는 

5’-CAACTTCATCCACGTTCACC-3’ 이며, mitochondrial ND1 

gene 의 forward primer 는 5’-AACATACCCATGGCCAACCT-

3’이고 reverse primer 는 5’-AGCGAAGGGTTGTAGTAGCCC-

3’이다. 95℃에서 300 초간 denaturation 한 후 95℃에서 0.1 초, 

58℃에서 6 초 그리고 72℃에서 18 초를 40 회 반복하였다. 각각 

유전자의 DNA 양이 20 ng 에 도달하는 PCR cycle 수를 threshold 

cycle number(Ct)로 정의하고 미토콘드리아 DNA copy number 를 

2 ΔCt (ΔCt = Ctß-globin- CtND1)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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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활동능력 평가 

 

보행 기능 평가를 위해 3m 를 걸어간 후 180 도 회전하여 다시 

3m 를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고, 하지 근력을 평가하기 

위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5 회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평형기능은 한쪽발의 뒤꿈치에 다른 앞발을 일렬로 

붙인 상태로 서있는 시간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대상군을 각 

평가항목의 성적에 따라 4 군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군에 1 점, 가장 우수한 군에 4 점을 배정하여, 3 가지 항목 

점수의 합을 신체활동능력 평가 점수로 활용하였다. 

 

7. 통계 분석 

 

축약형 GDS 점수가 8 점 이상 이거나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중인 대상을 우울군으로, 나머지를 대조군으로 정의하고, 

우울군과 대조군의 임상적 특징을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T 검정 

또는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명목형 변수에 대해서는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해 비교하였다. 백혈구의 미토콘드리아 DNA 양과 우울증 

사이의 독립적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AS 9.1 통계 패키지(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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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74.7±5.88 세였다. 백혈구의 

미토콘드리아 DNA copy number는 중앙값이 92.4(사분위수 범위 

44.3~188.1)로 측정 되었으며, 대상자의 39.4%가 우울군으로 

분류되었다. 약 14%의 대상이 만성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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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142)* 

변수 

나이(세) 74.7±5.88 

체질량지수(kg/m2) 25.3±3.32 

허리둘레(Cm) 88.3±8.44 

수축기 혈압(mmHg) 132.9±18.52 

이완기 혈압(mmHg)  74.2±11.18 

공복 혈당(mg/dL)  98.3±24.08 

총콜레스테롤(mg/dL) 189.9±36.36 

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 24.4±3.86 

신체활동능력 점수 1  7.5±2.41 

우울증 56(39.4) 

고혈압 병력 78(54.9) 

당뇨병 병력 19(13.4) 

지질 강하제 복용   8(5.6) 

만성통증 20(14.1) 

현재 흡연   9(6.3) 

음주   4(2.8) 

규칙적 운동 71(50.0) 
* Data are presented as means±standard deviation or median with IQR 

(25th–75th percentile) for continuous variables, number(%) for 

categorical variables 

1 Physical performance score is recorded as the sum of walking speed 

score(1-4), chair stand score(1-4) and balance score(1-4). So the best 

physical performance recorded as 12, and the worst recorded a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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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울군과 정상군 간의 임상적 특성 비교 

 

우울군의 백혈구 미토콘드리아 DNA 개수는 71.5(사분위수 범위 

42.7~116.0)로 대조군의 107.3(사분위수 범위 51.7~202.1)에 비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p=0.028). 또한 우울군이 대조군에 

비해 허리둘레가 두껍고(90.6 ± 8.39 vs 86.8 ± 8.18), 체질량 

지수가 큰 경향(25.9 ± 3.65 vs 24.9 ± 3.05)을 보였다(각각 

p=0.008, p=0.087). 우울군의 K-MMSE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활동능력도 유의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각각 p=0.041, p=0.002). 그 밖에 우울군이 대조군에 

비해 혈중 코티솔은 높고(9.5 ± 3.45 vs 8.9 ± 3.22), DHEA-s는 

낮은(31.2(사분위수 범위 21.6~55.3) vs 41.0(사분위수 범위 

20.7~65.4)) 경향을 보였다(각각 p=0.235, p=0.260). 또한 

우울군에서 당뇨병(19.6% vs 11.6%)과 만성통증(19.6% vs 10.5%)의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각각 

p=0.283, p=0.197). 그 밖에 나이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유병 여부, 흡연, 음주, 운동, 정규 교육 여부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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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s of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depression 

group and control group*. 

우울군 (N=56) 정상군 (N=86) p 

나이 (세) 74.8 ± 4.90 74.6 ± 6.46 0.831 

체질량지수 (kg/m2) 25.9 ± 3.65 24.9 ± 3.05 0.087 

허리둘레 (Cm) 90.6 ± 8.39 86.8 ± 8.18 0.008 

mtDNA copy number 71.5(42.7~116.0) 107.3(51.7~202.1) 0.028 

코티솔 (μg/dl) 9.5 ± 3.45  8.9 ± 3.22 0.235 

DHEA-S (μg/dl) 31.2(21.6~55.3) 41.0(20.7~65.4) 0.260 

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 23.6 ± 3.92 25.0 ± 3.76 0.041 

신체활동능력 점수 6.8 ± 2.07  8.0 ± 2.49 0.002 

고혈압 33(58.9) 59(68.6) 0.317 

당뇨병 11(19.6) 10(11.6) 0.283 

이상지질혈증 29(51.8) 47(54.7) 0.871 

심장질환 6(10.7) 9(10.5) 1.000 

만성통증 11(19.6) 9(10.5) 0.197 

현재 흡연 5(8.9) 4(4.7) 0.317 

음주 1(1.8) 3(3.5) 1.000 

규칙적 운동 27(48.2) 44(51.2) 0.864 

정규교육 31(55.4) 49(57.0) 0.986 

Abbreviations: mtDNA, mitochondrial DNA ; DHEA-S, 

dehydroepiandrosterone-sulfate 

*Data are presented as means±standard deviation or median with IQR 

(25th–75th percentile) for continuous variables, number(%) for categorical 

variables. P-values are calculated by the t-test, Wilcoxon’s rank sum test 

(continuous variables) or χ2 –test, Fisher exact test (categoric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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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토콘드리아 DNA copy number와 우울증과의 관련성  

 

백혈구의 미토콘드리아 DNA copy number가 우측으로 편향되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10을 밑으로 한 로그 값 (Log mtDNA)을 

취해, 관련 변수와 함께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나이와 허리둘레, 당뇨병 유병 여부, 혈중 코티솔, K-MMSE 

점수, 신체활동능력 점수, 만성통증 유무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도 

적은 백혈구 미토콘드리아 DNA copy number가 우울증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도비 0.45, p = 0.025). 그 밖에 

나이가 적거나, 허리둘레가 두꺼운 경우 또는, 인지기능이나 

신체활동능력이 감소해 있는 경우가 우울증과 독립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 =0.043, p =0.040, p =0.022, 

p=0.019)(Table 3). 만성통증이 있는 경우 우울증을 가지고 있을 

위험도가 3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학적 

유의하지는 않았다. (우도비 2.92, p=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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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independent 

clinical variables associated with depression.  

변수 우도비 95% 신뢰구간 p 

Log mtDNA 0.45 0.23 – 0.91 0.025 

나이 0.92 0.86 – 1.00 0.043 

허리둘레 1.05 1.00 – 1.10 0.040 

당뇨병 1.19 0.42 – 3.32 0.744 

코티솔 1.05 0.93 – 1.18 0.435 

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 0.88 0.79 – 0.98 0.022 

신체활동능력 점수 0.81 0.67 – 0.96 0.019 

만성 통증 2.92 0.99 – 8.63 0.052 

Abbreviations: Log mtDNA, Log transformed mitochondrial DNA 

copy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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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 결과 노인 여성에서 적은 미토콘드리아 DNA 양이 우울증과 

독립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알아 본 기존 연구로 실험 

쥐에 40일 동안 음식 또는 수분 공급 제한, 활동 제한, 물에 빠뜨리기, 

고립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가해서 만든 우울증 동물 모델에서 대뇌와 

소뇌의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 복합체 I, III, IV의 활성도가 감소됨이 

보고된 바 있다27. 또한 주요우울증의 병력이 있고, 미코콘드리아 

기능장애의 증상을 가진 환자들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근육 생검을 

통해 알아 본 결과 우울증 군에서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계 효소와 미토콘드리아의 ATP 생산 속도가 감소되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33 그러나 이 연구는 대조군 선정시 환자군과 성별, 연령 

등의 짝짓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혼란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어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여성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전반적 지표라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 양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백혈구의 미토콘드리아 DNA 양이 

우울증과 독립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백혈구의 미토콘드리아 DNA 양 외에 허리둘레가 

우울증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만이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34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노인 우울증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흔히 동반될 수 있다는 사실과 

신체활동능력이 우울증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기존 연구들과35-37 

일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비록 통계학적 유의성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만성통증과 우울증의 관련성도38,39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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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노인 우울증의 치료에 있어 

항우울제 처방뿐 아니라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통한 비만 조절과 

신체활동능력의 개선, 만성통증 관리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당뇨병, 심장질환과 우울증과의 뚜렷한 관련성이40,41 

보여지지 않은 것은 해당 질환의 진단이 주로 문진에 의존해 이루어져 

정확성이 떨어진 것과 연구 대상의 수가 많지 않아 통계학적 검정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나이 증가에 따른 우울증이나 자살률의 증가를 보고한 기존 연구 

결과와7,42 달리 본 연구에서는 관련 변수를 통제한 후에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우울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70대 이상의 우울증상 경험률이 60대에 비해 낮은 것을 보고한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6.  이러한 사실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나 비만도, 인지기능, 신체활동능력, 만성통증 여부 등 노화에 

따른 생리학적 변화를 보정한다면 나이가 우울증의 위험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나아가 노화에 따른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노인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 ATP를 생산하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세포 에너지 요구량의 95% 이상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3 우리 몸에서 뇌와 같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조직은 많은 수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으며,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로 인한 에너지 공급 저하에 좀 더 취약 할 수 

있다.44 이러한 배경 하에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의 손상이 양극성 

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의 병태 생리의 중요한 

요소로 제기되고 있다.45 또한 최근 우울증 병태생리의 가설로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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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염증-시토카인 경로도 우울증과 미토콘드리아 기능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한 고리가 될 수 있다.46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 진행되어 미토콘드리아 DNA 양과 우울증 

간의 원인-결과 관계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점 외에도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 대상이 수도권의 사회복지시설과 보건소에서 

모집한 60세 이상의 여성만으로 이루어져 본 연구 결과를 일반 인구 

집단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미토콘드리아 기능 

평가의 표준으로 알려진 근육 생검을 시행하지 않은 점과, 우울증 평가가 

단축형 GDS와 항우울제 복용 여부 만으로 이루어진 점도 연구의 

제한점이다. 그러나 단축형 GDS는 노인에서 우울증의 선별검사로 

94%의 민감도와 73%의 특이도를 보이는 도구로31 인정받고 있으며, 본 

연구는 지역사회 인구를 대상으로 비침습적으로 측정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우울증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인 최초의 연구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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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 결과 60세 이상의 지역사회 노인 여성에서 백혈구의 

미토콘드리아 DNA 양이 우울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이 노인 우울증의 한 기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다양한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 

 

 

 

 

 

 

 

 

 

 

 

 

 

 

 



 

- 24 - 

 

참고문헌 

1. Cho MJ, Lee JY. Epidemiology of Depressive Disorder. J 

Korean Med Assoc 2003;46:772-81. 

2. Cassem EH. Depressive disorders in the medically ill. An 

overview. Psychosomatics 1995;36:S2-10. 

3. Guze SB, Robins E. Suicide and primary affective disorders. Br 

J Psychiatry 1970;117:437-8. 

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Task Force on 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 DSM-IV.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5. Klerman GL, Weissman MM. Increasing rates of depression. 

JAMA 1989;261:2229-35. 

6.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 

National Health Statistics. Seoul; 2008. 

7.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Statistical Year Book of 

Moratality. Seoul; 2009. 

8. O'Neil M. Depression in the elderly. J Contin Educ Nurs 

2007;38:14-5. 



 

- 25 - 

 

9. Belmaker RH, Agam G. Major depressive disorder. N Engl J 

Med 2008;358:55-68. 

10. Sullivan PF, Neale MC, Kendler KS. Genetic epidemiology of 

major depression: review and meta-analysis. Am J Psychiatry 

2000;157:1552-62. 

11. Kendler KS, Gardner CO, Prescott CA. Clinical characteristics 

of major depression that predict risk of depression in relatives. 

Arch Gen Psychiatry 1999;56:322-7. 

12. Eaton WW, Shao H, Nestadt G, Lee HB, Bienvenu OJ, Zandi P. 

Population-based study of first onset and chronicity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Arch Gen Psychiatry 2008;65:513-20. 

13. Caspi A, Sugden K, Moffitt TE, Taylor A, Craig IW, Harrington 

H, et al. Influence of life stress on depression: moderation by a 

polymorphism in the 5-HTT gene. Science 2003;301:386-9. 

14. Weaver IC, Cervoni N, Champagne FA, D'Alessio AC, Sharma S, 

Seckl JR, et al. Epigenetic programming by maternal behavior. 

Nat Neurosci 2004;7:847-54. 

15. Meyer JH, Ginovart N, Boovariwala A, Sagrati S, Hussey D, 

Garcia A, et al. Elevated monoamine oxidase a levels in the 

brain: an explanation for the monoamine imbalance of major 

depression. Arch Gen Psychiatry 2006;63:1209-16. 



 

- 26 - 

 

16. Lambert G, Johansson M, Agren H, Friberg P. Reduced brain 

norepinephrine and dopamine release in treatment-refractory 

depressive illness: evidence in support of the catecholamine 

hypothesis of mood disorders. Arch Gen Psychiatry 

2000;57:787-93. 

17. MacQueen GM, Campbell S, McEwen BS, Macdonald K, Amano 

S, Joffe RT, et al. Course of illness, hippocampal function, and 

hippocampal volume in major depression. Proc Natl Acad Sci U 

S A 2003;100:1387-92. 

18. Chan DC. Mitochondria: dynamic organelles in disease, aging, 

and development. Cell 2006;125:1241-52. 

19. Johannsen DL, Ravussin E. The role of mitochondria in health 

and disease. Curr Opin Pharmacol 2009;9:780-6. 

20. Clay Montier LL, Deng JJ, Bai Y. Number matters: control of 

mammalian mitochondrial DNA copy number. J Genet Genomics 

2009;36:125-31. 

21. Macmillan CJ, Shoubridge EA. Mitochondrial DNA depletion: 

prevalence in a pediatric population referred for neurologic 

evaluation. Pediatr Neurol 1996;14:203-10. 

22. Lee HK, Song JH, Shin CS, Park DJ, Park KS, Lee KU, et al. 

Decreased mitochondrial DNA content in peripheral blood 

precedes the development of non-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 Diabetes Res Clin Pract 1998;42:161-7. 



 

- 27 - 

 

23. Lee JE, Park H, Ju YS, Kwak M, Kim JI, Oh HY, et al. Higher 

mitochondrial DNA copy number is associated with lower 

prevalence of microalbuminuria. Exp Mol Med 2009;41:253-8. 

24. Fan AX, Radpour R, Haghighi MM, Kohler C, Xia P, Hahn S, et 

al. Mitochondrial DNA content in paired normal and cancerous 

breast tissue samples from patients with breast cancer. J 

Cancer Res Clin Oncol 2009;135:983-9. 

25. Lin PC, Lin JK, Yang SH, Wang HS, Li AF, Chang SC. 

Expression of beta-F1-ATPase and mitochondrial transcription 

factor A and the change in mitochondrial DNA content in 

colorectal cancer: clinical data analysis and evidence from an 

in vitro study. Int J Colorectal Dis 2008;23:1223-32. 

26. Xing J, Chen M, Wood CG, Lin J, Spitz MR, Ma J, et al. 

Mitochondrial DNA content: its genetic heritability and 

association with renal cell carcinoma. J Natl Cancer Inst 

2008;100:1104-12. 

27. Rezin GT, Cardoso MR, Goncalves CL, Scaini G, Fraga DB, 

Riegel RE, et al. Inhibition of mitochondrial respiratory chain in 

brain of rats subjected to an experimental model of depression. 

Neurochem Int 2008;53:395-400. 

28. Yesavage JA, Brink TL, Rose TL, Lum O, Huang V, Adey M, et 

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 28 -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 Psychiatr Res 

1982;17:37-49. 

29. Alden D, Austin C, Sturgeon R. A correlation between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long and short forms. J Gerontol 

1989;44:P124-5. 

30. Lesher EL, Berryhill JS. Validation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Short Form among inpatients. J Clin Psychol 

1994;50:256-60. 

31. Cho MJ, Bae JN, Suh GH, Hahm BJ, Kim JK, Lee DW, et al. 

Validat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orean Version(GDS)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1999;38:48-63. 

32. Wong A, Cortopassi G. Reproducible quantitative PCR of 

mitochondrial and nuclear DNA copy number using the 

LightCycler. Methods Mol Biol 2002;197:129-37. 

33. Gardner A, Johansson A, Wibom R, Nennesmo I, von Dobeln U, 

Hagenfeldt L, et al. Alterations of mitochondrial function and 

correlations with personality traits in selected major 

depressive disorder patients. J Affect Disord 2003;76:55-68. 

34. Luppino FS, de Wit LM, Bouvy PF, Stijnen T, Cuijpers P, 

Penninx BW, et al. Overweight, obesity, and depress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Arch Gen Psychiatry 2010;67:220-9. 



 

- 29 - 

 

35. van Ojen R, Hooijer C, Bezemer D, Jonker C, Lindeboom J, van 

Tilburg W. Late-life depressive disorder in the community. I. 

The relationship between MMSE score and depression in 

subjects with and without psychiatric history. Br J Psychiatry 

1995;166:311-5, 9. 

36. Alschuler KN, Theisen-Goodvich ME, Haig AJ, Geisser ME. A 

comparis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perceived 

disability, and physical performance in persons with chronic 

pain. European journal of pain 2008;12:757-64. 

37. Yanagita M, Willcox BJ, Masaki KH, Chen R, He Q, Rodriguez 

BL, et al. Disability and depression: investigating a complex 

relation using physical performance measures.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006;14:1060-8. 

38. Harris NL. Chronic pain and depression. Australian Family 

Physician 1999;28:36-9. 

39. Castro M, Kraychete D, Daltro C, Lopes J, Menezes R, Oliveira 

I. Comorbid anxiety and depression disorders in patients with 

chronic pain. Arq Neuropsiquiatr 2009;67:982-5. 

40. Arima H, Miwa M, Kawahara K. The prevalence of co-morbid 

depression among employees with type 2 diabetes in a 

Japanese corporation: a descriptive study using an integrated 

health database. J Med Dent Sci 2007;54:39-48. 



 

- 30 - 

 

41. Malhotra S, Tesar GE, Franco K.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cardiovascular disorders. Curr Psychiatry Rep 

2000;2:241-6. 

42. Alves de Rezende CH, Coelho LM, Oliveira LM, Penha Silva N. 

Dependence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ores on age, 

nutritional status, and haematologic variables in elderly 

institutionalized patients. J Nutr Health Aging 2009;13:617-21. 

43. Boekema EJ, Braun HP. Supramolecular structure of the 

mitochondrial oxidative phosphorylation system. J Biol Chem 

2007;282:1-4. 

44. Calabrese V, Scapagnini G, Giuffrida Stella AM, Bates TE, 

Clark JB. Mitochondrial involvement in brain function and 

dysfunction: relevance to aging, neurodegenerative disorders 

and longevity. Neurochem Res 2001;26:739-64. 

45. Rezin GT, Amboni G, Zugno AI, Quevedo J, Streck EL. 

Mitochondrial dysfunction and psychiatric disorders. 

Neurochem Res 2009;34:1021-9. 

46. Maes M. The cytokine hypothesis of depression: inflammation, 

oxidative & nitrosative stress (IO&NS) and leaky gut as new 

targets for adjunctive treatments in depression. Neuro 

Endocrinol Lett 2008;29:287-91. 

 



 

- 31 - 

 

Abstract 

 

Leukocyte mitochondrial DNA content is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older women. 

 

Moo Young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uk Chul Lee) 

 

Depression and suicide in older adults are serious social problems. In 

an animal model of depression, which is induced by chronic stress, 

brain mitochondrial function is decrea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mitochondrial DNA content of peripheral 

blood leukocyte is related to depression in community dwelling older 

women. 

A total of 142 community dwelling old women who can carry out daily 

life independently were analyzed in this study. Mitochondrial DNA 

(mtDNA) copy numbers were measured using real-time PCR methods. 

Depression was assessed by the 15-item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Depressive cases defined as the subjects whose GDS score 

was ≥ 8 or who were taking anti-depressant medication. We also 

measured cognitive function, physical performances (gait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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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stand times, tandem standing times) and metabolic and 

endocrine factors.  

The depression group had a significantly lower mtDNA copy number 

than the control group (71.5(IQR 42.7~116.0) vs 107.3(IQR 

51.7~202.1), p=0.028). And 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K-MMSE) score and physical performance score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depression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respectively, 23.6 ± 3.92 vs 25.0 ± 3.76, p=0.041; 6.8 ± 2.07 vs 8.0 

± 2.49, p=0.002). After adjustment for confounding factor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tDNA copy number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depression (odds ratio 0.45, p=0.025). 

We demonstrated that low leukocyte DNA content is related to 

depression in community dwelling older women. It is suggested that 

mitochondrial dysfunction may be a mechanism of geriatric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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