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차 시각 피질 흥분성 시냅스 강도의 기능적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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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내 흥분성 연결 강도가 피라미드 신경세포 발화와
유사성을 보여주는 실험 프로토콜



시냅스 연결 강도는 신경세포들 사이의 발화에 영향을 미침. 대뇌 피질 신경세포들 사이 흥분성 연결 강도는 약한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 강도를 포함
100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다양함. 하지만 다양한 대뇌 피질 영역에서 이렇게 연결 강도가 다르게 분포됨이 관찰이 되지만, 기능적 의미는 아직 잘 알
려져 있지 않음. 또한, 연결 강도가 신경계 반응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지역적 미세 회로에서 강하고 약한 입력들이 어떻게 정보처리에 기여하는
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음



스위스 바젤 대학 Thomas D. Mrsic-Flogel 박사 연구팀은 쥐 일차시각피질(V1)의 2/3층(L2/3) 피라미드 신경세포들 사이 연결 강도가 간단한 규칙
-소수의 강한 연결은 가장 상관있는 반응의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면, 약한 연결은 상관없는 반응의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일어남-을 따름

을 확인함. 게다가 연구팀은 강력한 상호 연결이 비슷한 공간수용장 구조를 가진 세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약한 연결은 수적으로는 강한 연결을 훨씬
능가하지만, 각 신경세포는 소수의 신경세포에 의한 강한 입력에 따른 지역적인 흥분 대부분을 받음을 확인함. 이러한 드물지만 강력한 입력은 반복
되는 흥분을 지배함으로써, 불균형적으로 특성 선호와 선택성에 기여함을 확인함


이러한 연구 결과는 흥분성 연결 강도의 복잡한 조직화가 신경 반응과 유사함 보여주고, 대뇌 피질 미세회로에서의 드물고 강한 연결이 자극-특이적
반응 증폭을 중재함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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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억을 조절하는 성상세포 아데노신 수용체 A2A 와 G-결합 신호전달

Nature Neuroscience
DOI:10.1038/nn.3930



성상세포들은 다양한 G 단백질-연결 수용체를 발현하고 학습이나 기억과 같은 인지 기능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인지 기능에서 성상 세포 G
단백질-연결 수용체의 역할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음



미국 UCSF Lennart Mucke 박사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병 (AD)을 가진 인간의 성상 세포에서 G 단백질-결합 수용체 A2A의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발
견함. 이들 수용체들의 조건부 유전자 제거는 어린 쥐 및 노화 쥐의 장기 기억을 강화 시키고, 장기 기억에 요구되는 즉각적-초기 유전자 Arc(혹은

Arg3.1로 알려짐)수준을 증가시킴을 확인함. 또한, 성상 세포 G 결합 신호전달의 화학유전학적(chemogenetic) 활성화는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쥐의 장기 기억을 감소시킴을 확인함. AD를 가진 인간에서처럼 인간 아밀로이드 전구 단백질(hAPP)를 발현하는 노화 쥐에서도 성상세포 A2A 수용체
의 수준이 증가함이 확인됨. 수용체의 조건부 유전자 제거는 노화 hAPP 쥐의 기억을 증가시킴을 보여줌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억에서 성상세포 G 결합 수용체의 제어 기능을 보여주고, AD와 연관된 성상세포 A2A 수용체 수준 증가가 기억 상실에 기여함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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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억을 조절하는
성상세포 아데노신 수용체 A2와
G-결합 신호전달
알츠하이머 병(AD)을 가진 인간에서 성상세포 A2A 수용체 발현이
증가함을 보여주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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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를 향한 편도체 신경세포의 계획 활성

Nature Neuroscience
DOI:10.1038/nn.3925

원숭이의 보상-획득 행동 실험
(Reward-saving behavior in
monkeys)



최고의 보상은 주로 여러 단계를 거친 계획 및 의사 결정을 통해 획득될 수 있음



영국 캠브리지 대학 Wolfram Schultz 박사 연구팀은 원숭이를 이용 자가 정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적 계획을 따라가는 여러 단계 선택 작업 실
험을 설계함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원숭이가 자가 제어 행동을 하는 동안, 편도체 신경 세포들이 여러 시도에 앞서서 특정 보상을 획득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활성
을 보이고, 이러한 예비 활성은 계획이 형성 될 때, 초기 시도에서 시작되어 보상 획득 때까지 단계적으로 재등장하고, 쉽게 새로운 시퀀스로 업데이
트됨을 확인함. 또한, 오류를 포함한 행동을 예측하고, 일반적으로 지시된 행동을 하는 동안 사라짐을 확인함



이러한 연구 결과는 편도체 신경세포의 계획 활성이 목표 지향적 행동의 특징인 내적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데 기초가 됨을 보여줌으로써, 내적으로
형성된 목표를 향한 행동을 안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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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포도·호두 등에 건망증 억제 성분"<미 연구팀>

Scientific Reports
DOI: 10.1038/srep08075



미국 텍사스 A&M 대학 의과대학 재생의학연구소 신경과학실장 아쇼크 셰티 박사는 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레스베라트
롤이 뇌의 기억중추인 해마(hippocampus)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의학뉴스 포털 메디컬익스프레스
(MedicalXpress)가 4일 보도. 일단의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만 장기간에 걸쳐 레스베라트롤을 투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셰티 박사는 말함



레스베라트롤이 투여되지 않은 쥐들은 생후 22-25개월 사이에 공간 학습 능력은 대체로 유지되었으나 새로운 공간을 기억하는 능력은 크게 저하됨.

반면 레스베라트롤을 먹은 쥐들은 공간 학습과 기억 능력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이 쥐들은 신경생성(neurogenesis: 신경세포의 생성과 성장)
이 대조군 쥐들에 비해 거의 2배나 많았음. 이 쥐들은 또 해마의 만성 염증도 대조군 쥐들에 비해 가벼웠고 미세혈관 기능이 크게 개선돼 혈류가 좋아
짐


이 쥐실험 결과는 중년 말기에 레스베라트롤을 꾸준히 섭취하면 노년에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셰티 박사는 설명 . 그의 연구
팀은 레스베라트롤이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분자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이 연구결과는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온라인판에 게재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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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는 스트레스에 강할까? 뇌에 답 있다
美 듀크大, 화 난 얼굴에 편도체 반응하면 스트레스 취약

화를 내거나 험상궂은 얼굴을 했을 때 편도체(붉은색 부분)가
활성화될수록 스트레스, 우울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듀크대 제공



요나 슈바츠 미국 듀크대 박사팀은 350명을 대상으로 한 기능성자기공명영상(fMRI) 자료와 4년 간 추적조사를 토대로 편도체의 활성도와 우울증 발
병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고 ‘셀’ 자매지인 ‘뉴런’ 4일자에 발표함



연구팀은 우울증 병력이 없는 대학생 750명에게 화 난 사람, 무서운 표정을 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들의 뇌에서 일어난 반응을 fMRI로 촬영.
특히 감정에 큰 관여를 하는 편도체의 활성도에 주목함



이어서 연구팀은 3개월 간격으로 e메일 조사를 통해 4년 간 실험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정도, 우울증 정도를 확인했다. 처음 실험에 참가했던 750명
중 350명이 조사에 응함. 그 결과, 화 난 사람의 얼굴을 보고 편도체가 강하게 활성화될수록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우울증을 겪게 되는 빈도가 늘어나
는 것으로 확인함. 슈바츠 박사는 “뇌를 관찰하는 것만으로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취약한지 알 수 있게 됐다”며 “편도체의 활성을 완화하
는 신약을 개발해 우울증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출처: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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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자치료제 시장전망 및 임상시험 동향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BioINdustry No.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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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자치료제 시장전망 및 임상시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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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자치료제 시장전망 및 임상시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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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연구개발 주요성과 및 2015년 추진 계획 (의료기기분야)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PD ISSUE REPORT SPECIAL -16 의료기기 [Medical Device]



01. ’14년 연구개발 분야 및 주요성과

가. 주요 연구개발 분야
•
•
•
•

신시장 창출형 중대형 의료기기 개발
고령화시대 대비 선도기술 개발
R&D 생태계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R&D 결과의 IP화 및 상품화로 기업 수익성 확대

나. 주요 성과

①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기술개발
•
초음파 영상 유도 HIFU 치료시스템 개발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주), 서울대병원, 사이넥스,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연세대학교)
•
MR 호환 PET 시스템 개발, 일체형 PET/MR 영상처리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서강대학교 산학
협력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병원, 아이솔테크놀로지)
•
검진용 삽입관(5mm, 일회용)과 시술용 삽입관(8mm)의 교환 장착이 가능한 HD급 3D 전자내시경 시
스템 개발(㈜엠지비엔도스코피, (주)지스마트글로벌, (주)현주인테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전
기연구원, KAIST, 한국광기술원)
•
초고속 OCT 이미징 연동 전안부 펨토초 레이저 정밀시술 시스템 개발(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광
주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루트로닉, ㈜휴비츠, 오즈텍)
②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기술개발
•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근력보조 시스템 개발(LG전자㈜, ㈜모아텍,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 한국
과학기술연구원, 국립재활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전자부품연구원)
•
고령환자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및 낙상발생 방지를 위한 기기 개발(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
림의료기, 비앤알(주)
•
비혈관용 국소약물방출 스텐트 및 혈관용 고탄성-고순응성 스텐트 개발(인하대병원, ㈜태웅메디칼,(주)
바이오알파 )
•
인체용 수면 무호흡 방지 양압호흡기 개발(㈜멕아이씨에스, 연세대, 삼성서울병원)

자기공명기(MRI) 안에 위치시켜
양전자단층촬영(PET) 영상과 MR
영상을 순차 또는 동시에 얻을
수 있는 PET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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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연구개발 주요성과 및 2015년 추진 계획 (의료기기분야)
③ 의료기기, 병원-기업 상시연계 R&D시스템 구축
•
병원과 기업이 의료기기를 공동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병원 내에 상시 R&D 연계ㆍ협력 시스템* 구축
* (병원) 아이디어 제시ㆍ컨설팅ㆍ임상시험 / (기업) R&Dㆍ사업화 추진
•
3개 병원에 상시연계 R&D 시스템을 설치
* 방사선ㆍ비전리 진단치료기기(분당서울대병원), 생체현상측정기기(고려대 안암병원), 체외진단용기기
(서울성모병원)
•
(기대효과) 병원의 임상경험 및 아이디어를 기업의 R&D와 긴밀히 연계하여, 한국형 의료기기 성공 사례
창출
④ 의료현장 수요기반 진단/치료기기 기술개발
•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국내 주요 질환 진단/치료용 의료기기관련 기술 개발 지원
•
세부과제
- 치료용 나노입자 기반 실시간 혈전 영상화 기술개발 및 검증(전북대)
- 수술시 미세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광학적 신경 검출 장치의 개발(고려대)
- 영상유도 최소절제 암수술을 위한 스마트 고글 개발(고려대)
- 타액을 이용한 역류성 인후두염 진단용 종이 면역스트립 센서 및 측정기 개발(경희의료원)

뇌동맥류 치료를 위한 고탄성 및
고순응성 판형 스텐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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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연구개발 주요성과 및 2015년 추진 계획 (의료기기분야)


02. ’15년 연구개발 추진 계획

가. ’15년도 주요이슈
•
•
•
•

개정된 기술인증 규정 도입에 따른 시험방법 및 평가 강화(IEC 60601-1 3rd Edition, CE MDD (의료기기 지침))
FTA 협상에 따른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
중국 등 개도국의 기술추격에 따른 국산제품과 가격ㆍ품질 경쟁 심화
국내 의료기기산업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산업육성 프로그램 개발 필요

나. ’15년도 과제기획 기본방향
•
•

•
•
•
•

신시장 창출형 중대형 융합 의료기기 개발
고령화시대 대비 선도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유도
R&D 생태계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원천형과 제품형을 연계형 과제로 추진
제약 및 ICT 등과 관련한 타 산업분야 중견기
업의 의료기기산업 진출유도 확대
국가 R&D결과의 조속한 국내외 시장출시 지
원체계 제공(KEIT, 식약처 및 KTL MOU를 통한
인허가지원 강화)

다. 중점 추진방향(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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