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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침습 이미징 기법 이용 조기 알츠하이머 병 진단

Nature Nanotechnology(2014)
doi:10.1038/nnano.2014.254

해마 신경 세포에서 AβO 항체-나노 구조물(NU4MNS) 부착은
엄격히 AβOs 의존적임
: 형광-AβO(FAM-AβOs) 또는 대조 물질(Vehicle)로 처리된 해
마 세포가 NU4MNS로프로빙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어, 
NU4MNS는 AβO-특이적이고 AβO 의존적임을 보여줌(FAM-
AβOs: 녹색, NU4MNS: 빨간색, 같은 위치: 노란색)

Ø 알츠하이머병의 분자 병리를 이미지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아밀로이드섬유를표

적으로 하는탐침을 사용하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에 의한 것이지만, 이들섬

유들은 질병의 발생과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음

Ø 기억손실을 유발하는 조기 바이오 마커들은 아밀로이드베타(Aβ) 올리고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짐. 미국놀스웨스턴대학 William L. Klein 연구팀은

Aβ올리고머에 특이적이고, 매우민감한 분자 자기 공명 영상 대조탐침을 개발함

Ø 자성 나노구조물에 Aβ올리고머특이항체를 부착하여, 그 구조물이 자기 공명 영

상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세포 및 뇌 조직에서안정적이며, Aβ올리고머에 특이적

으로 결합하는 것을 보여줌. 또한, 알츠하이머 병 쥐 모델비강을 통해 이탐침을 투

여하여, 탐침이쉽게 해마 Aβ올리고머에 도달하고. 분리된 인간 뇌 조직샘플에서

도 대조군과알츠하이머병을 구별하는 자기 공명 영상 신호를 관찰함

Ø 신경독성 Aβ올리고머를표적으로 하는 이러한 나노구조물들은 신약의 효능을

평가하고, 궁극적으로는 조기알츠하이머병 진단과 질환 관리를 위해잠재적으로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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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체 내 신경회로 활성의 동시 조작 및 기록

Ø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Michael Häusser 연구팀은 여러뉴런의활성을 동시에 조작하고 기록하기

위해 생체 내 세포 수준의 해상도를 가진 전광(all-optical) 전략을 연구함

Ø 연구팀은두-광자 광유전적활성화 및 적색편이된옵신과칼슘지표단백질의 공동 발현을 통한칼슘이미

징을 동시에 수행함

Ø 공간 광변조기는 사용자가 선택한 수십개의 뉴런이 시공간적으로 정확하고 동시에 광유전적활성화가 일

어나게 하고, 또한 동시에빨리칼슘이미징은무시할만한 광학크로스토크(cross-talk)를 가지며고해상도

로네트워크전체범위가판독가능하게 함

Ø 쥐배럴피질을 통한증명 실험은 다른행동 상태에서 동일한 신경집단을 조사하고, 고유 기능에따른신경

회로앙상블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여주었고, 이러한접근방법은 쥐의 뇌에서 단일 세포 및 단일 스파이크

해상도로 기능적으로 정의된 신경 회로를 고배출율및 유동성을 가지며, 또한장기적 광학 조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전자 또는 바이러스접근법이 가지는 특이성 이상의 광유전적툴킷을확장시키는 것임

실험 목표의 개략도

Nature Methods(2014)
doi:10.1038/nmeth.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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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타민D 낮으면 뇌혈관질환 동반 가능성 높아
중앙대병원 박광열 교수팀, 비타민D 수치 저하와 뇌혈관 질환 관련성 규명

Ø 비타민D 부족과심혈관계 질환 발생과의 관련성이 그 동안꾸준히 제시돼왔지만 아직까지 뇌혈관 질환과 비타민D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논란이 적

지 않음. 이런와중에 비타민D 수치가떨어지면뇌혈관 질환 동반가능성이높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져주목받고 있음

Ø 중앙대병원 신경과박광열교수팀은 병원에입원한 759명의 뇌졸중또는 일시적으로 뇌졸중증세를 보인 일과성허혈발작 환자를 대상으로혈중비

타민D(25-hydroxyvitamin D) 수치와 뇌 MRI 검사 영상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Ø 연구팀은 뇌 MRI 검사 영상결과에서 뇌의 미세출혈이나증상없는 뇌졸중인 '열공성 뇌경색(lacune)' 및 '뇌백질허혈성변화(white matter 

hyperintensity)', '미세 출혈병변(microbleed)' 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혈중비타민D 수치가 25nmol/L 이하로떨어져있는 환자가 37% 인 것으

로확인됐으며, 이때열공성 뇌경색과심각한 뇌백질허혈변화 및 미세 출혈빈도가각각증가함을확인했다고 24일 밝힘

Ø 이번연구는 '비타민D 수치저하와 뇌혈관 질환의 관련성을규명(25-Hydroxyvitamin D Status Is Associated With Chronic Cerebral Small Vessel 

Disease)'를 주제로 뇌졸중분야최고권위지인 '스트로크(Stroke·뇌졸중)'2015년 1월호에 게재될예정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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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뇌암 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저해하는 약물 표적으로 기대되는 신호전달 기작

Ø UT Southwestern 메디컬센터의 과학자들이 뇌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신호전달 기작을 발견. 이번 연구는 보다 효과적인 뇌암 치료

제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연구팀의 결과에서는 가장 흔한 성인 뇌암이자 예후가 아주 나쁜 교모세포종(glioblastomas)에서

비정형(non-canonical)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신호전달 경로가 과다 활성화된 것으로 확인

됨

Ø 암세포에서 비정형 EGFR이 활성화되면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함. 또한 이 경로는 EGFR의 과다 발현이 주요 요인이 폐암이

나 유방암과 같은 다른 종류의 암에서도 적용되고 있다고 함

Ø 연구를 주도한 Amyn A. Habib 박사는 “비정상적인 EGFR 신호전달은 사람의 암에서 흔히 나타나는 주요 특징으로서 악성 세포의 성장에서

의 역할과 치료제의 표적으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

Ø Habib 박사는 “우리는 EGFR이 발현되는 뇌암 세포는 리간드가 없을 때에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이 더 커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

Ø 특히 EGF의 존재는 비정형 EGFR 신호전달의 스위치를 끄고 리간드 활성화 신호전달을 켜는 것으로 나타남. 비정형 EGFR 신호전달은 IRF3

라 불리는 전사인자의 활성화를 야기. IRF3 활성화는 정상적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면역 신호전달을 활성화시키지

만 암세포에서 활성화되었을 때에는 항암제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도움을 주게 됨. 따라서 IRF3 신호전달 네트워크가 암 치료의 새로운 표적

이 된다고 Habib 박사는 지적. 예를 들어서 소분자를 이용하여 IRF3 활성화를 차단하는 것이 종양 세포의 성장을 중단시키는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함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12-19

Nature Communications 5,
Article number:5811 doi:10.1038/ncomms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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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츠하이머성 치매 조기진단 신약 국내 허가

Ø 방사성의약품 생산업체인 듀켐바이오(대표이사 김종우)는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신약 '뉴라체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

았다고 22일 밝힘

Ø 뉴라체크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에서 사용하는 방사성의약품으로 독일의 제약사 바이엘 주도로 개발돼 피라말에서 상용화에 성공

해 올해 초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를 받음

Ø 듀켐바이오는 이들 제약사와 수입 독점계약을 맺고, 내년 4월부터 뉴라체크의 제조와 판매에 들어감

Ø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뇌 속에 신경 독성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여서 뇌세포를 사멸시켜 발생하는 질환으로 조기진단이

불가능. 뉴라체크는 주사제로 환자에게 투여한 뒤 PET/CT를 촬영해 뇌속의 베타-아밀로이드를 이미지로 영상화시켜 치매 환자의 뇌속에 베

타-아밀로이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음

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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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도 과학기술논문(SCI)통계(국내) 주요 내용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Ø 연구주체별 논문 발표현황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의 연구주체별 비중은 대학 73.04%, 정

부ㆍ출연기관 16.37%, 기업ㆍ민간연구기관 9.89%이며, 주저자 기준은

대학 83.98%, 정부ㆍ출연기관 10.89%, 기업ㆍ민간연구기관 4.85%의

비중을 차지함

Ø ‘13년 우리나라의 SCI 논문은 5,755종의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2,284개 기관에서 발표함으로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

※ (’04년) 3,201종 → (’13년) 5,755종,

(’04년) 1,191기관 → (’13년) 2,284기관

‘13년 우리나라의 SCI 논문 중 해외기관과 협력하여 공저한 논문은

전체의 29.29%인 15,023편으로 총 128개국의 연구자들이 참여

※ (’04년) 6,184편(25.43%) → (’13년) 15,023편(29.29%)

※ 자료 : SCI Web DB (Web of Science)

Ø 2013년 분야별 우리나라 논문 발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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