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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에서 Optic Atrophy 1 발현   

감소가 미토콘드리아에 미치는 영향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Granular Corneal Dystrophy Type 2 또는 

Avellino corneal dystrophy)은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beta induced gene (TGFBI)에 점 돌연변이(point mutation)

로 발병되는 우성유전 질환이다. 이 질환의 병리 기전은 변이 

TGFBI단백질 응집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각막에 축적되어 점차 

시력저하를 가져오는 것이다. 최근 이 질환의 각막실질세포에서 산

화적 스트레스와 미토콘드리아 이상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에서 나타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상변화의 기전을 미토콘드리아의 생성(biogenesis)과정 연구를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결과로 전자현미경과 형광현미경적 관찰

을 통하여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형

태가 정상 각막실질세포보다 짧은 막대형태로 변하는 단편화 현상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융합 단백질인 

OPA1 과 Mfn1 발현이 정상세포에 비해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

실질세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또 다른 

융합단백질인 Mfn2와 분열 단백질인 DRP1 과 FIS1의 발현에는 차이

가 없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 반응 에 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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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complex들 중 complex I (NADH-ubiquinone oxidoreductase)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이 결과들은 shRNA 을 이용

하에 OPA1 발현을 감소시킨 정상 각막실질세포에서도 유사한 변화

가 관찰되었다. 이 들의 결과들을 종합하여보면 감소된 OPA1의 발

현은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에서 나타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상을 

일으키는 주 요인으로 판단된다.  

 

 

 

 

 

 

 

 

 

 

 

 

 

-------------------------------------------------------------- 

핵심 되는 말: 미토콘드리아 이상,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

질세포, 미토콘드리아 융합과 분열, OPA1, Mfn1, 미토콘드리아 산

화인산화 과정 Complex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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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에서 Optic Atrophy 1 발현 감

소가 미토콘드리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응 권>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이가현 

 

 

I. 서론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세포 소 기관으로

서 융합(fusion)과 분열(fission)의 반복 과정을 통해 그 형태와 

기능을 유지한다.1 융합은 미토콘드리아의 외막에 존재하는 

Mitofusins 1(Mfn1)과 Mitofusins 2(Mfn2) 그리고 내막에 존재하는 

OPA1의 발현들에 의해 조절되며, 미토콘드리아를 길게 연결시켜 관

형형태를 유지 시킨다.1,2 특히 OPA1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융합

뿐 아니라 내부구조인 크리스테(cristae)의 형태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3. 이와 달리 미토콘드리아의 짧은 막대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분열은 Fission1 (Fis1) 과 Dynamin-related protein (DRP1) 단백

질들이 관여한다4,5. 미토콘드리아의 융합과 분열 단백질들의 발현 

변화는 미토콘드리아의 이상을 일으키고, 이 유전자들의 돌연변이

는 미토콘드리아의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6 그 대

표적인 예로서 3번 염색체 우완에 위치하는 OPA1의 점 돌연변이는 

Autosomal Dominant Optic Atrophy 1 라고 하는 시신경 유전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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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밝혀졌다.6,7 OPA1는 GTPase domain 을 가지며, 미토콘드

리아의 membrane potential 유지에 관여하며 아폽토시스 세포사멸

과정에서는  cytochorome c 방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었

다.3,8,9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은 노화와 관련된 

많은 질환의 원인으로 규명되어졌다.10,11 대표적으로 산화적 스트레

스에 의한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은 노화의 원인인 백내장12, 녹내장13

과 신경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 병14, 파킨스씨 병15 및 프리온 질

환16 등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Granular Corneal Dystrophy Type 2)은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beta induced gene (TGFBI) 에 

점 돌연변이(R124H: 코돈 124 위치에 히스티딘이 아르기닌으로 치

환)가 원인인 우성유전 질환이다.17-19 이 질환의 병리형태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변이 TGFBI 단백질이 각막 내에 축적되어, 그로 인

해 혼탁의 정도가 증가하여 시력이 감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18-20 최근 연구로 이 질환 각막실질세포는 항산화 효소인 

catalase의 감소로 oxidative stress의 증가21, 미토콘드리아의 이

상22, 단백질과 세포 소 기관을 분해하는 autophagy의 기능의 저하

로 변이 TGFBI 단백질이 세포질 내에 축적됨23 등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에서 

나타나는 미토콘드리아 이상 현상을 분자 세포생물학적 접근을 통

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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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와 방법 

 

1. 재료 

각각 정상(wild type: WT)과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의 동형접합

자(homozygote: HO)와 이형접합자(heterozygote: HT) 각막으로부터 

각막실질세포를 분리 배양하고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 

(hTERT) 유전자를 도입(transfection) 발현시켜 만들어진 세포 주

(Cell lines)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OPA1 short hairpin RNA 

(Santa Cruz Biotechnology, Delaware, CA, USA), Polybrene® 

(Sigma-Aldrich, St.Louis, Mo, USA), puromycin (Santa Cruz 

Biotechnology, Delaware, CA, USA)을 사용하였고, 웨스턴 블롯으

로 사용된 1차 항체(primary antibody)인 OPA1 (BD Bioscience 

pharmingen, Milan, Italy), Mfn1 와 Mfn2 (NOVUS Biological, 

Littleton, CO, USA 와 Abcam, Cambridge, MA, USA), DRP1 (Cell 

Signaling, Beverly, MA, USA), Phospho-DRP1 (Cell Signaling, 

Beverly, MA, USA), FIS1 (IMGENEX, San Diego, CA, USA), TOM20 

(Santa Cruz Biotechnology, Delaware, CA, USA)을 구입 사용하였

다. 2차 항체 (secondary antibody)로는 anti-mouse IgG, anti-

rabbit IgG (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USA)를 구입 사용 

하였다. 웨스턴 블롯의 감광을 위하여 ECL (SuperSignal West Pico 

Chemiluminescent Substrate) kit (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USA)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미토콘드리아 분리를 위해 

mitochondrial isolation kit (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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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살아 있는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형태를 관찰하기 위해 MitoTraker® Green FM (Invitrogen, 

Carlsbad, CA, USA)을 사용하였다.  

   

2. 각막 실질 세포 배양 

각막 실질 세포 주는 100 μg/ml streptomycin 과 10% (w/v) 

fetal bovine serum (FBS)을 포함하는 Dulbe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Corning cellgro, Manassas, VA, USA)을 

사용하였고, 37°C 의 5% CO₂와 95% 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3. 웨스턴 블롯 

세포의 lysis는 RIPA buffer(150 mM NaCl, 1% NP-40, 0.5% 

deoxycholate, O.1% SDS, 50 mM Tris-HCL, Ph7.4, protease 

inhibitor)를 이용하여 용해한 뒤 10,000 Ⅹg, 4℃에서 10분간 원

심 분리하여 상층 액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상층 액은 BSA (bovine 

serum albumin) (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USA)방법으로 

단백질 정량 하였고, 분석을 위해 단백질 20~50 ㎍을 SDS-PAGE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esis) 하

에서 전기영동하였다. 그 후 전기영동으로 분리된 단백질들을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 (MilliporeCorp., Bedfod, MA, 

USA)에 CAPS(3-[Cyclohexylamino]-1-propanesulfonic acid) buffer

하에서 전이(transfer)하고, TBS-T (0.02 M Tris 와 0.15 M NaCl, 

0.1% Tween20 ph7.5)로 3분간 세척 후, 5% non-fat milk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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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로 1시간 동안 상온에서 차단(bloking) 하였다. 차단

(bloking)된 membrane을 항체와 4oC에서 8~12시간 반응시켰다. 항체

가 반응된 membrane을 10분씩 3번 TBS-T로 세척하였다. 세척된 

membrane을 상온에서 60분간 이차항체와 반응시킨 후 10분씩 3회 

세척하였다. 세척된 membrane은 ECL kit (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USA)로 발광하여 X-ray film (AGFA, Mortsel, 

Belgium) 에서 노출 후 현상하였다.  

 

4.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미토콘드리아의 형태 분석 

정상과 제 2 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를 0.1 M Phosphate 

buffer(pH 7.4)으로 조성이 된 Karnovsky's fixative(2% 

Glutaraldehyde, 2% Paraformaldehyde, 0.5% CaCl2)로 6 시간 동안 

전 고정한 후 0.1 M Phosphate butter 로 2 시간 세척(washing) 후 

1% OsO4 (0.1 M phosphate buffer 로 만듦)로 1 시간 30 분 후 고정 

하였다. 고정 된 시료(sample)는 0.1 M phosphate buffer 로 10 분

간 세척 후, 에탄올 50%, 60%, 70%, 80%, 90%, 95%, 100% 순으로 

각각 10 분씩 탈수(Dehydration)한다. 그 후 Propylene oxide 에 10

분간 치환 하고, EPON (Epoxy resin) mixture (EPON 812, MNA, 

Dodecenyl succinic anhydride, DMP-30 epoxy curing agent 

accelerator)과 Propylene oxide 를 1:1 로 섞어 24 시간 동안 반응 

한 후 건조기에서 35℃ 6 시간, 45℃ 12 시간, 60℃ 24 시간 포매

(embedding)한다. 건조기에서 꺼낸 Block 을 trimming 한다. Ultra-

microtome 을 이용하여 조직을 0.25 μm 두께로 semi-thi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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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후 절편을 1% toluidin blue 로 stain 하여 광학현미경

으로 관찰한 다음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부위를 정하여 

re-trimming 한 후 80 nm 정도 두께로 ultra thin-section 한다. 

ultra thin-section 한 절편을 copper grid 에 올려놓고 uranyl 

acetate(6%)와 lead citrate 로 double stain 을 한 후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JEM-1011, JEOL, Tokyo, 

Japan) 80Kv 으로 미토콘드리아를 관찰 후 촬영하였다. 

 

5. 미토콘드리아 분리(Mitochondrial isolation) 

정상과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1×106)를 이용하여 

mitochondrial isolation kit (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USA)방법에 의해 Mitochondria isolation reagent A를 800 ㎕ 넣고, 

아이스에 2분 동안 반응한 뒤, mitochondria isolation reagent B

를 10 ㎕ 넣고 다시 아이스에 5분 동안 반응하였다. 다음 단계로 

mitochondria isolation reagent C를 800 ㎕ 넣고, 700xg, 4℃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pallet은 버린다. 그 후 상층 액만을 

12000xg, 4℃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세포질(상층 액)과 미토콘

드리아(pallet)를 얻는다. 순수한 미토콘드리아만을 분리하기 위해 

pallet만을 mitochondria isolation reagent C를 500 ㎕넣고, 

12000xg, 4℃에서 5 분간 원심 분리한 다음, 상층 액을 버리면, 순

수한 미토콘드리아(pallet)만이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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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미토콘드리아의 염색과 형광현미경적 관찰 

미토콘드리아의 형태를 관찰하기 위해 6-well plate 에 세포

(1×104)를 24 시간 동안 37℃ 의 5% CO2, 95% O2 조건에서 배양하였

다. 그 후에 MitoTraker® Green FM (Invitrogen) 300nM 이 희석된 

배양액을 넣고 30 분 동안 37℃ 의 5% CO2, 95% O2 조건에서 배양한다. 

형광현미경을(OlympusTH4-200, Tokyo, Japan) 이용하여 살아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형태를 분석 후 촬영을 하였다. 

 

7. shRNA 를 이용한 OPA1 발현 억제 

OPA1 shRNA 와 non-target control shRNA (Santa Cruz)를 사용하

여, infection 하기 전 세포(1×104)를 12-well plate 에 배양한다. 

12 시간 후, 1ml 당 5 ㎍/ml 의 polybrene 과 20 ㎍/ml 의 shOPA1 이 

섞인 배양액을 넣어준다. 이틀 뒤, 6-well plate 또는 60 mm dish

에 1:3 비율로 계대 배양하고, 다음 날 selection 을 위해 

puromycin 을 10 ㎍/ml 을 넣었다. 24 시간 후, 100 μg/ml 

streptomycin 과 10% (w/v) fetal bovine serum (FBS)을 포함하는 

Dulbe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Corning cellgro, 

Manassas, VA, USA)을 넣고, 37°C 의 5% CO₂와 95% O2 조건에서 배

양 하였다.  

 

 

 

 



10 

 

8. 결과의 통계학적 분석 

반복 실험을 한 결과를 Student’s t-test, One-way ANOVA 이용

하여 유의성을 분석 하였다(*P<0.05, **P<0.001, ***P<0.0001). 모

든 데이터는 Graph pad prism soft ware version 5.0(Graph pad 

soft ware INC. San Diego, CA)를 이용한 평균값(mean)과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S.D)값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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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에서 변화된 미토콘드리아

의 형태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정상(WT)과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동형 

접합자(HO) 각막실질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형태를 관찰하였다. 정상 

각막 실질 세포의 전체 미토콘드리아의 형태 중 짧은 미토콘드리 

아가 36.62 ±3.75% (1A와 1E) 존재하는 반면 제2형과립형각막 이

상증 각막 실질 세포 에서는 86.70±7.89% 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그림 1C 와 1E). 정상 각막실질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크리

스테 경우 접힌 내막이 연결되어 있지만(그림 1B), 제 2형과립형각

막이상증의 경우 접힌 내막의 구조가 끊어진 비정상 형태가 관찰된

다(그림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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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미토콘드리아의 형태. (A,B) 정상 

각막실질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형태. (C,D)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에서 변화된 미토콘드리아 형태. (B) 접힌 내막의 구

조가 연결된 정상 각막실질세포 미토콘드리아의 크리스테의 구조. 

(D) 접힌 내막의 구조가 끊어진 비정상적인 크리스테를 가진 제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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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확대사진 에서 

관찰됨. (E) 각각의 다섯 종류의 정상(WT)과 제2형과립형각 막이상

증(HO) 각막실질세포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개수를 평균값

(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산출하여 결과로 

표시.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One-way ANOVA 검정을 통하여 수행하

였다(***p<0.0001, **p<0.001, *p<0.05). 원본 확대: Χ2000 (A와 

C), Χ500 (B 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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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 미토콘드리아의 단편화  

미토콘드리아의 형태의 변화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정상 각막

실질세포와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Mitotracker green FM으로 염색한 후,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그 결과, 정상 각막실질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형태는 긴 관형의 

구조인(그림 2A) 반면에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의 미

토콘드리아 형태는 대부분 단편화된 형태로 관찰 되었다(그림 2B) 

 

 

그림 2. 미토콘드리아의 단편화. 정상 각막실질세포와 제2형과립형

각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를 Mitotracker green FM (300 nM) 염색한 

후 30분 동안 37℃에서 배양한 뒤 형광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음. 

(A) 정상 각막실질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긴 관모양이 서로 연결된 

그물 구조 형태. (B)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의 미토

콘드리아의 단편화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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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질 세포에서 감소된 OPA1의 발현  

OPA1 발현이 미토콘드리아의 단편화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세 종류의 정상과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의 각막실질세

포(한 종류의 이형접합체 세포 주, 세 종류의 동형접합체 세포 주)

에서 OPA1과 GAPDH 의 단백질을 웨스턴 블롯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OPA1 단백질 발현이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그림 3A 와 3B). 

 

 

그림 3. 미토콘드리아의 융합 단백질인 OPA1의 발현. (A) 정상(WT)

과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동형접합자(HO), 이형접합자 (HT)에서 

OPA1, GAPDH 단백질을 웨스턴 블롯으로 분석. (B) OPA1 발현의 감

소 값은 GAPDH로 정량화 하고, image J software 를 이용하여 수치

화 함. 결과는 세 번의 독립적인 실험을 통하여 이들의 평균값

(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산출하여 결과로 

표시하였다. 실험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Student's t-test 검정을 

통하여 수행하였다(**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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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토콘드리아의 생성(biogenesis)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의 변화

된 발현   

미토콘드리아의 융합과 분열에 관여하는 다른 단백질들도 제2형

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이상에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들의 발현을 웨스턴 블롯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융합 단백질인 Mfn1 발현은 OPA1 과 마찬가지로 제2형과립형각

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현 감소가 나타났

다. 또 다른 융합단백질인 Mfn2 와 분열 단백질인 DRP1과 FIS1은 두 

군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그림 4A 와 4B).  

 

 

그림 4. 미토콘드리아의 융합과 분열 유도 단백질들의 발현. (A) 

미토콘드리아의 융합 단백질인 Mfn1과 Mfn2 그리고 분열 단백질인 

DRP1, FIS1의 웨스턴 블롯 분석 결과 Mfn1 발현 만이 감소. (B) 미

토콘드리아의 융합 과 분열을 유도하는 단백질들의 발현 값을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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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인 GAPDH 단백질로 보정하고 image J software를 이용하여 

수치화함. 결과는 네 번의 독립적인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평균값(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산출하여 

결과로 표시하였다.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Student's t-test 검정

을 통하여 수행하였다(**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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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리된 미토콘드리아에서 Mfn1과 OPA1의 단백질들의 변화 

발현이 변화된 단백질들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작용되기 때문에 미

토콘드리아를 분리한 뒤, 미토콘드리아 내에 존재하는 OPA1과 Mfn1 

단백질들의 양을 웨스턴 블롯으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제2형과립

형각막이상증 동형접합자 각막실질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OPA1과 

Mfn1의 발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OM20은 미토콘드리아의 분리를 확인하는 표지(Maker) 단백질로 사

용하였다(그림 5). 

 

 

그림 5.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감소된 OPA1과 Mfn1의 발현. 정상 각

막실질세포(WT)와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동형접합자 각막실질세포

(HO)로부터 각각 미토콘드리아를 분리한 후, 전체 세포의 cell 

lysates와 분리된 세포질은 30 μg을 분리된 미토콘드리아는 3 μg

을 각각 사용하여 SDS-PAGE 후 OPA1, Mfn1, GAPDH와 TOM20 단백질

들의 양을 웨스턴 블롯으로 분석 하였다. 분리된 제2형과립형각막

이상증 각막실질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도 감소된 OPA1과 MFN1이 

관찰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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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hRNA으로 OPA1 발현이 감소된 정상 각막실질세포에서 변화된 미

토콘드리아의 형태와 관련 단백질들의 발현 변화 

정상 각막실질세포에 OPA1단백질의 감소가 미토콘드리아에 미치

는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shRNA을 이용하여 정상세포의 OPA1 발현

을 감소시켰다(그림 6A, lane 3). 그 결과 감소된 Mfn1 단백질의 

발현이 동반되어 나타났다. 다른 미토콘드리아의 융합과 분열에 관

련된 단백질들의 발현의 차이는 없었다(그림 6A). 또한 정상 각막

실질세포에 비해 shRNA로 OPA1이 감소된 각막실질세포에서 미토콘

드리아의 단편화된 형태가 나타났다(그림 6B).  

 

 

그림 6. shRNA로 OPA1을 감소시킨 정상 각막실질세포에서 미토콘드

리아의 형태와 융합과 분열관련 단백질들의 변화. (A, lane 3) 

shRNA으로 OPA1 발현의 감소가 유도됨. (A, 위에서 두 번째 결과에

서 lane 3) OPA1 발현이 감소된 세포에서 Mfn1의 발현 감소가 동반

되어 나타남. (B) shRNA control을 발현하는 세포와 shRNA OPA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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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하는 세포를 MitoTraker® Green FM (300 nM)처리하고 37℃의 

5% CO₂와 95% O2 조건에서 30분 동안 배양한 후, 염색된 세포를 형

광 현미경(Olympus TH4-200)으로 관찰 한 후 영상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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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

적 인산화 반응 분석 

OPA1 발현이 감소된 특징을 가지는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

실질세포에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하여 ATP합성에 관여하는 

complex들의 발현을 웨스턴 블롯으로 분석하였다(그림 7A). 그 결

과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에서 complex I 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감소 차이를 보였다(**P<0.001)(그림 7B). 

 

 

그림 7.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 반응에 관여하는 complex 

I~V 단백질들의 변화를 웨스턴으로 블롯 분석. (A)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 반응 단백질의 발현을 웨스턴 블롯으로 분석. (B)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에서 complex I 단백질의 발현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의 차이를 보이지만 다른 complex 단백

질들의 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이 결과

는 세 번의 독립적인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평균값(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산출하여 결과로 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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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Student's t-test 검정을 통하여 수행

하였다(**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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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에너지원인 ATP을 합성하는 중요한 세포 소 기관으로 미토콘드리

아는 융합과 분열 과정으로 형태와 기능을 조절하고 자신의 DNA를 

보호하며 세포사멸과정에도 참여한다.1,2 이러한 사실들은 미토콘드

리아의 손상이 나타나는 질병연구를 통하여 밝혀져 왔다.2,6,24 특히 

노화와 산화적 스트레스가 주 원인인 퇴행성 신경 질환은 미토콘드

리아 연구와 그 기능을 밝히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24,25 제2형과립

형각막이상증의 병리적 특징 또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막의 혼

탁과 시력의 저하가 악화될 뿐 만18,19,26 아니라 병리기전으로서 산

화적 스트레스21와 미토콘드리아 이상들이22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질환에서 나타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상기전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었다.  

본 연구는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미토콘드리아 형태 이상들을 분자 세포생물학적 접근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미토콘드리아 융합단백질인 OPA1의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원인으

로 발병하는 시신경 질환인 Autosomal Dominant Optic Atrophy124에

서 미토콘드리아는 불완전 융합과정으로 분절화가 나타난다고 보고

되었다.28 또한 이와 같은 미토콘드리아의 이상은 시신경세포의 퇴

화원인으로 규명되었다.27,28 현재까지 본 연구에서 밝혀진 미토콘드

리아의 이상은 OPA1의 돌연변이가 원인은 아니지만 이 질환과 유사

하게 OPA1의 감소와 분절된 미토콘드리아가 발견되었다. 이 결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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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같은 안과적 유전질환이기는 하지만 각각 다른 유전자의 돌연변

이가 유사한 미토콘드리아의 이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

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첫 번째로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의 환

자의 시신경세포에서도 미토콘드리아의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시신경세포에서도 미토콘드리아의 이상이 나타난다면 제

2형과립형각막이상증의 환자에서도 시신경 퇴화가 나타나는가? 세 

번째로 이러한 시신경세포의 퇴화는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의 병리

기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제2형과립형각막

이상증에서 시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원인은 무엇인가? 

흥미롭게도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의 원인 단백질인 TGFBIp을 과 

발현시킨 마우스에서 시신경 퇴화가 나타난다는 보고는29 적어도 이 

가정들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 두 질환

들 사이에 상관관계는 아직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흥미로운 과

학적 숙제로 남아있다.   

OPA1의 발현은 또한 아폽토시스 과정을 유도하는 cytochrome c 

방출과 연관되어있다.3 이는 감소된 OPA1이 아폽토시스 세포사멸을 

유도 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정상보다 산화적 스트레

스에 의해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의 각막실질세포가 아폽토시스 세

포사멸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막의 환경이 악화되었을 때 OPA1의 감

소는 아폽토시스 세포사멸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의 각막실질세포는 OPA1발현의 감소뿐만 

아니라 Mfn1의 발현 감소가 동반되었으며 shOPA1으로 OPA1 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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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시켰을 경우 Mfn1 단백질 발현의 감소와 미토콘드리아의 분절

화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마도 알려진 바와 같이 OPA1의 감소가 

Mfn1감소를 유도하고 결국 미토콘드리아의 융합을 저하30시켰을 가

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OPA1은 미토콘드리아의 형태뿐만 아니라 기

능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9,28,31,32 이들의 영향은 산화적 

인산화 기능을 하는 복합 단백질체인 complex들과 OPA1이 미토콘드

리아의 내막에 존재하기 때문이며 OPA1의 발현은 이 복합체 단백질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복합

단백질 complex I의 감소원인은 아마도 감소된 OPA1의 발현이 직접

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의 각막실질세포에서 여

러 가지 미토콘드리아의 이상들을 발견하였지만 본 연구에 그 기능 

등(ATP합성 등)의 변화는 측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복합단백질 

complex I의 발현 감소가 NADH–ubiquinone oxidoreductase의 활성

을 감소시켜 결국 ATP의 합성 즉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떨어트렸

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사실상 미토콘드리아의 이상 현상과 기전들을 어느 정

도 규명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과학적 질문인 OPA1의 감소기

전이 무엇인가라는 중대한 의문점을 낳았다. 따라서 앞으로 이 기

전의 규명은 미토콘드리아의 생물학적 지식과 질병을 이해하고 치

료하는데 중요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명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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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제2형과립형각막이상증 각막실질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의 형태학

적 이상은 미토콘드리아의 융합에 관련된 단백질인 OPA1과 Mfn1의 

감소가 연관되어있었다. 또한 이들의 변화는 미토콘드리아의 ATP 

합성에 관여하는 complex I의 발현을 감소시켜 결국 미토콘드리아

의 기능손상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미토콘드리아의 이

상과 변화는 아마도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는 제2형

과립형각막이상증을 설명하는 단서와 치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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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decreased Optic Atrophy 1 expression on mitochondria of 

corneal fibroblasts from granular corneal dystrophy type 2 

 

 

Ga-Hyun Lee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Eung Kweon Kim) 

 

 

GCD2 is an autosomal dominant disease and characterized by 

accumulation of mutant transforming growth factor-β-induced protein 

(TGFBIp) in corneal stroma. It has been found altered mitochondrial structure 

and activity in primary corneal fibroblasts from GCD2 patients. To further 

confirm these mechanisms, we investigated mitochondrial biogenesis 

associated with mitochondrial fusion and fission in GCD2 corneal fibroblasts. 

Ultrastructural analysis by electron microscopy shows significantly increased 

fragmentation of mitochondrial network compare with Wild Type (WT) 

corneal fibroblasts. Furthermore, in GCD2 corneal fibroblasts western blot 

show reduced level of optic atrophy 1 (OPA1) and Mfn1 proteins, which is 

related in mitochondrial fusion network, whereas the expression levels of 

other mitochondrial fusion-related protein, Mfn2, and those of mitochond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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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sion-related proteins DRP1 and FIS1,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CD2 and WT corneal fibroblasts. Moreover, complex I (NADH-

ubiquinone oxidoreductase) of the mitochondrial respiratory chain was 

significantly down-regulated in GCD2 compared with that of WT corneal 

fibroblasts. To further confirm that loss of OPA1 trigger abnormal 

mitochondrial dynamics, we investigated whether OPA1 silencing using a 

shRNA technique would induce mitochondria fragmentation in WT corneal 

fibroblasts. We found simiar fragmentation of mitochondrial network in 

shRNA treated cells as that observed in GCD2 corneal fibroblasts. 

In conclusion, our results suggest that abnormal mitochondrial dynamics 

via down-regulation of mitochondrial fusion proteins would be involved in the 

pathogenesis of GC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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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ochondrial respiratory complexes I to 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