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게임서 이기는 뇌 의사결정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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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미국 Yale University의 이대열 교수 연구팀은 원숭이 대상 실험을 통

해 전략적 선택을 할 때 의사결정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뇌 전전두엽

의 여러 부분(dorsomedial prefrontal cortex, dmPFC)이 활성화된

다는 결과를 발표

- 촬영하는 뇌의 부위: dmPFC,

ACCd, dlPFC 의 신경세포 확인

Ø 원숭이 3마리를 대상으로 컴퓨터 게임을 학습하여 퀴즈를 풀어내는 원숭이에게 보상으로 주스를

마실 수 있는 토큰을 주며, 원숭이와 경쟁관계인 컴퓨터가 원숭이의 행동패턴을 예측해 원숭이를

이기도록 프로그래밍한 실험을 진행함

Ø 게임에서 여러 번 진 원숭이는 토큰을 얻기 위해 컴퓨터를 속이기 시작했으며, 원숭이들은 컴퓨

터가 행동패턴을 예측해 대응할 경우 예측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원숭이의 뇌의 변화를 MRI

를 통해 확인한 결과, 특정 부위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됨을 확인함



2. fMRI로 확인한 식물인간 환자의 의식

Ø 영국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의 Adrian M.

Owen 교수팀은 뇌 손상으로 행동적 무반응 상태에 있

는 식물인간들에게 fMRI 장비속에 누워 알프레드 히치

콕의 영화를 보게 함. 16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었던

환자 한 명이 건강한 사람과 거의 흡사한 뇌활성 보임

을 확인

Ø 연구진은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 중 20%에서 의식이

있음을 시사하는 뇌활성 패턴을 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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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인의 뇌활성과 식물인간 환자의 뇌활성 비교



1. 영화 ‘제보자’로본 ‘줄기세포 3대스캔들’제보자집중분석

Ø 2004년 난자 기증 논란으로 흠집이 나기 시작한 황우석 박사의 배

아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을 모티브로 한 ‘제보자’가 개봉예정

Ø 그 외에도 2012년 강수경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줄기세포 스캔들,

오보카타 하루코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박사팀의 유도만능줄

기세포(STAP세포) 사건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처가 부족함

Ø 신진 연구자일수록 제보 방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부정

행위 처리 절차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신진 연구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Ø 출처 :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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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P 세포실험재현을위한실마리

Ø 논문 철회가 결정된 STAP 논문의 수석 공동저자인 찰스 바칸티(Charles Vacanti) 박사는 연구

재현에 대한 새로운 팁을 제시

Ø 연구팀은 최근 몇 달 동안 STAP 세포 생성에 대한 프로토콜을 수정하였으며, 높은 성공 가능성

을 보인다고 발표함

출처 :네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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