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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과 만성 통증 상호작용에서 두 가지 장기 강화

Neuron 85, January 21, 2015

Ø 만성 통증은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안은 통증의 감각을 강화시킬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재강화 상호작용을매개하는시냅스성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정확히알려져있지 않음

Ø 중국 Xi’an Jiaotong 대학 Min Zhuo 연구팀은 전측대상피질(ACC)에서

두가지장기 강화(LTP) 유형(kainate 수용체를필요로 하는시냅스전 유형

(pre-LTP), N-methyl-D-aspartate 수용체(NMDAR)를필요로 하는시냅

스후 유형(post-LTP))을 연구함

Ø pre-LTP는 adenylyl cyclase(AC), protein kinase A(PKA) 및 과분극-활성

화 cyclic nucleotide-gated 채널(HCN)을 포함하는메케니즘을 통해 나타

남을확인함

Ø 흥미롭게도, 만성 통증과불안두가지 모두는 pre-LTP를 감소시킴. 생체

HCN 차단제 ZD7288의 ACC로의 미세 주입은불안을완화하고, 진통 효과

가 있음을입증함

Ø 이러한 연구 결과는 ACC에서두가지 유형의 LTP가불안과 만성 통증사이

의 상호작용을매개하는메커니즘임을 보여줌

어떻게시냅스 가소성이
만성 통증과불안
사이의시너지 상호
작용을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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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SD95 분해와 기억에 영향을 주는 GAPDH sulfhydration

Molecular Cell 56, 786–795, 
December 18, 2014

Ø CBS 이형 쥐(cbs+/-) 및 CBS 또는 IL-1R 중하나가손실된 신경세

포에서, IL-1β 유도 PSD95 손실이 GAPDH sulfhydration 수준감

소와 함께회복됨을 보여주고, cbs+/-쥐의 PSD95 손실 감소가 IL-

1β에 의해 유도되는 인지장애및 신경행동을 개선시킴을 보여줌

Ø 이러한 연구 결과는 GAPDH의 sulfhydration이 뇌에서 사이토카

인에 의한 기억장애의 생리 학적인 결정인자임을 보여줌

Ø 염증성 사이토카인 인터루킨-1β(IL-1β)의 유도는 다양한 신경 질환 및 뇌손상과 관련된 기억장애에서중요한역할을 함

Ø 미국 조지아 리젠츠대학 연구팀은 뇌에서 IL-1β에 의해 유도되는 기억장애가시스타티오닌베타-합성 효소 (CBS)에 의해 만들어지는황화수소 (H2S)

에 의해매개됨을입증함

Ø H2S는 수상돌기에서 sulfhydration를 통해 GAPDH를변형시켜 E3 리가제 Siah와의 결합을촉진함. 그 후, Siah는중요한시냅스 구조 분자인 PSD95

에 결합하여 유비퀴틴화를 통해 PSD95가 분해되게 함

IL-1β가척추손실을야기시키는 모델



4

3. 뇌 신경세포활동 실시간 보여주는 형광단백질센서 개발
KIST 연구진 "뇌 정보전달 실시간시각화 형광센서 '봉우리' 개발" 

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8일 뇌과학연구소브래들리베이커박사팀이 뇌 신경세포의 세포막에서 발현해 전압변화를측정하고 이에따라 형광을

내는 단백질 바이오센서 '봉우리'를 개발했다고 밝힘

Ø 봉우리는 뇌 신경계가활동할때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전압변화등전기적활동을시각적 신호로 전환해 형광으로 보여주는센서. 봉우리는센서로

측정된 광학적 신호가 산봉우리 모양을닮아서붙여진 이름

Ø 봉우리는 신경세포 세포막에서 발현해 전압변화를측정하는 4가지 단백질(S1∼S4)과 이 전압변화에따라 형광을 내는 단백질(SE A227D)로 구성

Ø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신경과학저널'(Journal of Neuroscience) 온라인판 7일자에 게재 출처: 연합뉴스

뇌 신경세포활동 실기간으로 보여주는
형광단백질센서 '봉우리’

뇌 해마에서 '봉우리' 센서가 작동하는 모습. 
윗사진왼쪽은 해마에서봉우리센서가
발현해 형광을 내는 모습. 
아래사진은 뇌 자극전과 자극 8밀리초 후
신경세포막(해마 0.5 cm X 0.5 cm)의 전압
변화를색변화로 나타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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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뇌손상 재활치료운동기능회복이유 밝혀
또다른부분이역할 대신…PET로혈류변화차이확인

Ø 뇌졸중등으로 뇌의 일부가손상되어잃게 된운동기능이 재활치료로회복되는 이유는손상된 부분이 하던역할을 다른부분이 대신해주고 있기때문

인 것으로 밝혀짐

Ø 일본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연구팀은 보다 효과적인 재활요법 개발로 이어지는 연구성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Ø 연구팀은 원숭이 실험을 통해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에서 발달해 있는 대뇌피질에서근육으로운동지령을 내리는 '일차운동피질' 가운데손의운동기

능을담당하는 부분을 약물로손상시키고손가락으로 물건을잡는움직임을 마비시킴. 마비직후부터 재활요법을 실시하고운동기능이회복되기까지

뇌의 작용을혈류변화로측정하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으로 조사함

Ø 재활요법을 통해손가락으로 물건을잡는 기능이회복되자 뇌 정상부분의혈류가증가하고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손상된지 1~2개

월 후에는 일차운동피질에서떨어진장소에 있는 '운동피질복측부'라는 영역이, 3~4개월 후에는 일차운동피질의손상부분에 가까운영역이각각활

발하게 작용하고 있음을확인

Ø 이두영역의활동을막는 약물을투여하자 마비가 재발한점에서두영역의활발한활동이 물건을잡는움직임을회복시키는데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함

Ø 연구팀은 "환자의 외견적움직임으로만판단해온재활치료의 효과를 뇌의활동을 보고 유효한지 여부를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출처: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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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암진단 후 3개월 내 뇌졸중위험↑"<미국 연구팀>

Ø 미국웨일코넬의과대학 신경과전문의배벅내비박사는새로이암진단을받은 환자는 3개월안에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했다고헬스데이 뉴스가 7일 보도

Ø 66세 이상의 유방암,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 췌장암환자의메디케어(65세 이상노인 의료보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암진단을받지 않은같

은 연령대노인들에 비해 뇌졸중발생률이현저히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내비박사는 밝힘

Ø 암환자의 뇌졸중발생 위험은 화학요법, 방사선치료등항암치료의 강도가 가장높은시기인암진단 후첫 3개월 동안이 가장큰것으로 밝혀짐. 암

종류별로는 말기에 진단되는 경우가많은폐암, 췌장암, 대장암환자의 뇌졸중발생률이 가장높음. 암세포가 전이되기 전에 발견되는 경우가많은 유

방암, 전립선암환자는 뇌졸중발생률이 가장낮음

Ø 이유는따로 분석해 보지 않았지만암자체와항암치료가혈관과혈액응고시스템에 영향을 미쳐혈관이 경화되기때문으로 보인다고 내비박사는추

측. 따라서 의료진은암환자가 뇌졸중전조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예의주시할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함

Ø 이 연구결과는 '신경학회보'(Annals of Neurology) 최신호(1월7일자)에 게재

출처: 연합뉴스

Ann Neurol 7 JAN 2015
DOI: 10.1002/ana.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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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울증, 결국 뇌세포가 원인이었어!
美아이오와大, MRI 영상 분석…뇌세포 대사활동 문제 밝혀내

Ø 존웨미 미국 아이오와대 의대 정신과교수팀은 조울증환자의 대뇌백질과소뇌에서 산성도가높아지고 포도당성분이줄어든상태를 나타내는 신호

를 포착했다고 6일 밝힘

Ø 지금까지 조울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뇌세포의 대사활동이 조울증과 관련있을거라고추정만했을뿐구체적인근거는찾지못함

Ø 웨미교수팀은 ‘T1ρ-MRI’라는 자기공명영상(MRI) 장치를 이용해서 조울증환자 15명과 일반인 25명의 뇌를촬영함. 이장치는 세포의 대사활동 결과

로 생성되는 부산물에민감하게반응하는장치

Ø 뇌 영상을 비교한 연구진은 조울증환자들의 대뇌백질과소뇌에서 MRI 신호가 강해지는현상

을확인. 이 신호는 해당부위의 산성도가높아지거나 포도당농도가낮아질때나타나는 것으

로 뇌세포의 대사활동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함

Ø 특히소뇌의 경우 조울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목한 적이없는 부위여서 학계의 관심을 모으

고 있음. 지금까지 학자들은 주로 전두엽부위를집중적으로 연구해옴

Ø 만약소뇌에서 일어나는 뇌세포 대사활동이 조울증에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판명되면

조울증치료제로쓰이는 리튬을 대신할 물질을찾는데도움을줄것으로 전망됨.리튬이 인체

에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기때문

Ø 웨미교수는 “리튬이소뇌의 뇌세포 대사활동에 도움을줘서 조울증환자의증상을안정시키

는 것으로 밝혀지면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물질을찾아낼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출처: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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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과학기술 주요트렌드 & 아이디어 출처:생명과학정책연구센터

Ø Science, Nature, Forbes에서 발표한 2015년 전망

• 기초/공통 : 감염성 바이러스 연구 및 유전체 연구 지속추진과프랜시스크릭 연구소, 앨런세포과학 연구소등새로운연구소출현주목

• 의약품 : 개인의 특성을 분석한맞춤의학, 유도만능줄기세포 및 에볼라 약물·백신의 임상시험등을 주목

• 의료기기 : 몸에 부착하여 신체변화를측정하는웨어러블센서, 각종조직(뼈, 장기등)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등을 주목

• 의료서비스 : 게임과헬스케어를접목시킨어플리케이션, 원격지에 있는 의사로부터 진단 및 치료를받는 원격의료서비스등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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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IH 2014 Research Highlights
Clinical Advances

Prevention, Diagnosis, and Treatment of Human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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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sing Medical Advances 
Findings with Potential for Enhancing Human Health

2. NIH 2014 Research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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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from the Lab 
Noteworthy Advances in Basic Research

2. NIH 2014 Research Highlights

출처: NIH Research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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