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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당 연도 추진 현황
Ⅰ-1 기술개발 추진 내용
- 파킨슨병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뇌 질환이지만 아직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치료
법이 없어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파민 신경의 괴사로 인한 시상핵
(thalamus)의 억제가 파킨슨병의 운동 이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왔지만, 본 연구팀은 최
신 광유전학 기술을 이용하여 시상핵 신경의 억제가 아닌 억제성 입력에 의해 집단적으로 반발
하는 ‘반발성 흥분’을 통해 운동 이상이 나타남을 증명하였다.
- 본 연구팀은 선행 연구를 통해 증명한 ‘억제 후 반발성 흥분 이론’을 치료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은 반발성 흥분을 보이는 시상핵 신경의 수를 적절하게 조절한다면 파킨슨병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반발성 흥분을 보이는 시상핵 신경의 수를 최신 신경학적
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조절하고자 한다. 세부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상핵 신경세
포들의 집단 반발성 신경활동 조절을 위한 모자이크 억제기법을 개발한다. 둘째, ‘모자이크 억제
기법’을 통한 파킨슨 증상회복을 파킨슨 모델 생쥐 및 영장류에 적용하여 검증한다.
1) 시상핵 신경집단의 반발성 흥분활동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원천기술 개발
1-1) 모자이크 억제기법 개발
- 첫 번째로 뇌 전반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시상핵 신경세포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경세포를 죽이지는 않으면서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만을 막아 신경 신호의 전달을 억제하는 tetanus toxin을 사용했다.
- 생쥐 뇌의 시상핵 신경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바이러스 전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tetanus
toxin을 발현시킨 결과, 알려진 연구 결과와 같이 운동회로의 과도한 억제로 인해 운동 이상이
유도됨을 관찰하였다 (그림 1).

그림 1. Tetanus toxin을 이용하여 운동
시상핵의 출력 신호를 과도하게 억제했을 때
관찰되는 운동 이상

그림 2. 신경 집단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제어
할 수 있는 모자이크 억제기법의 개략도

- 이에 두 번째로 적절한 수의 신경세포만 억제하기 위해 tetanus toxin의 발현 정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팀은 라파마이신에 의존적으로 Cre 재조합효소가 활
성화되는 Dimerizable Cre (DiCre) 시스템을 이용했다 (Jullien et al., 2003; Jullien et al.,
2007). 라파마이신 투여 농도와 투여 기간을 조절함으로써 Cre 재조합효소의 활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Cre 의존성 tetanus toxin 발현 시스템과 결합하면 신경세포 억제 정도를

체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림 2).
1-2) 모자이크 억제기법의 생체 외 구현
- 1차년도 연구를 통해 in vitro 수준에서 모자이크 억제기법의 성공적인 구현을 확인하였다. 라파
마이신에 의한 표적 유전자의 발현 조절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라파마이신의 투여농도와 투
여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 표적 유전자의 발현량 또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그림 3. 생체 외 모자이크 억제기법 구현:
라파마이신 투여 농도와 투여 기간에 따른 표적 유전자 발현량 조절
1-3) 생체 내 도입을 위한 바이러스 시스템 확립
- tetanus toxin과 DiCre를 동물 모델에 적용하고 모자이크 억제기법의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서는 바이러스 전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질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신경세포에 특이
적으로 작용하는 adeno-associated virus (AAV)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바이러스를 생쥐의 시상
핵에 주입하여 효과적인 발현을 확인하였다 (그림 4).

그림 4. 생체 내 모자이크 억제기법을 위한 바이러스 시스템 확립

2) 시상핵 신경 활동 조절을 통한 운동 이상 완화 검증
1-1) 광유전학적 생쥐 파킨슨병 모델에 도입 및 효과 검증
- 생쥐 모델에 광유전학 방법을 적용하여 시상핵으로 들어가는 억제성 입력을 증가시키면, 반발성
흥분 현상을 통해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이 나타난다. 모자이크 억제기법에서 가정한 것처럼 파
킨슨병 모델 생쥐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시상핵 활동을 적절히 억제하였을 때 실제로 운동 증상
이 완화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시상핵에 tetanus toxin을 발현하는 생쥐
그룹에서 빛 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파킨슨병 운동 증상이 감소하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5).

그림 5. 파킨슨병 모델 생쥐에서 과도한 시상핵 활동을 적절히 억제하였을 때 나타나는
운동 증상 완화 효과

Ⅰ-2 해당 연도 추진 실적
가. 당초 연구 목표
1차 년도 연구의 주요 목표는 반발성 흥분 활동을 보이는 시상핵 신경 집단을 적절하게 억제할 수
있는 기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세부 목표는 아래 두 가지 항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시상핵 신경집단의 반발성 흥분활동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원천기술 개발
- 반발성 흥분을 보이는 신경세포의 수를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모자이크 억제기법’을 개발한
다.
- 모자이크 억제기법을 동물 모델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 전달 시스템을 확보하고 생체 내
에 도입한다.
2) 시상핵 신경 활동 조절을 통한 운동 이상 완화 검증
- 파킨슨병 모델 생쥐에서 시상핵의 과도한 흥분성 출력신호를 억제하였을 때 운동 이상 완화 효
과를 확인한다.

나. 연구수행 달성 정도
목

표

달성도(%)

시상핵 신경집단의 반발성
흥분활동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원천기술 개발
시상핵 신경 활동 조절을
통한 운동 이상 완화 검증

내

용

80%

모자이크 억제기법 개발

100%

모자이크 억제기법의 생체 외 구현

100%

생체 내 도입을 위한 바이러스 시스템 확립

30%

모자이크 억제기법의 생체 내 구현

50%

생쥐 파킨슨 모델에 도입하여 증상 완화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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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차년도 계획
가. 결론
- 본 연구팀은 1차 년도 생체 외 실험을 통해 ‘모자이크 억제기법’이 실제로 표적 유전자
발현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모자이크 억제기법에서 사용하는 치료
콘셉트의 일부를 파킨슨병 모델 생쥐에 도입하여 운동 증상의 완화 효과를 확인하였다.
1차 년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모자이크 억제기법을 완성한 후, 파킨슨병 동물 모델
에 도입하여 반발성 흥분을 보이는 신경세포의 수를 체계적으로 줄였을 때의 치료 효능
을 입증한다면 환자치료를 위한 획기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 차년도 계획
1) 시상핵 신경 집단의 활동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원천기술 확립
- 1차 년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모자이크 억제기법을 완성하고 생쥐 뇌 내에 도입한다. 생쥐
의 시상핵에서 원하는 정도의 신경세포 집단에만 선택적으로 신경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최적

의 프로토콜 (바이러스 주입량, 바이러스 역가, 발현 기간 등)을 확립하고자 한다. 신경세포를 이
용한 실험을 통해 tetanus toxin과 DiCre를 결합한 모자이크 억제기법이 신경 활동을 효과적으
로 억제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 또한, 생쥐 시상핵에서 정밀한 조직학적 분석을 통해 모자이크
억제기법의 생체 내 조절 가능성을 확인한다.
- 라파마이신 의존적으로 활성도를 보이는 DiCre 뿐만 아니라 빛에 의해 활성화되는 여러 재조합
효소를 이용하여 다양한 플랫폼 기술을 고안한다. 이를 통해 여러 뇌 영역의 신경 활동을 효과적
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뇌 질환에 응용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 현재까지 도파민 신경세포들의 사멸로 인해 야기되는 신경회로 변화와 운동 증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다. 뇌 내로 렌즈를 삽입하여 수백 개의 신경세포 활성 변화
를 관찰할 수 있는 최신 이미징 기술을 통해 다양한 행동에 따라 변화하는 시상핵 신경 집단의
활성을 관찰하고자 한다 (그림 6). 이를 통해 시상핵의 운동 정보 코딩 메커니즘을 정립하고 복
잡한 운동회로 (기저핵-시상핵-대뇌피질)와 운동기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전을 밝힌다.

그림 6. 운동 시상핵의 운동 정보 코딩 메커니즘 정립
2) 동물 모델을 이용한 모자이크 억제기법의 파킨슨병 치료 효과 검증
- 본 연구팀에서 보유한 생쥐 파킨슨병 모델 (광유전학적 유도, 유전학적 유도)에 모자이크 억제기
법을 적용하여 파킨슨병 치료 효과를 검증한다. 파킨슨병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운동 증상을
느린 운동, 강직증, 진전증 등으로 나누어 모자이크 억제에 따른 완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다.
- 정밀한 조직 이미징 방법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모자이크 억제 정도에 따른 운동 증상 완화 정
도의 차이 또한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동정한다 (그림 7).

그림 7. 모자이크 억제 정도에 따라 예상되는 운동 증상 차이를 나타낸 개략도

Ⅳ. 기타 * 변경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