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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치매 초기 진단…고령화 시대 국민건강·복지 증진 기여"

"

혈액 내 알츠하이머병 검출시스템 개략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
팀과 건양대 문민호 교수 공동연구팀이 혈액 검사로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억 상실·인지 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은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어 정확한 조기 진단으로 증상의 진행을 늦추는 게 최선이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 혈액에서 마이크로RNA(miRNA)의 일종인 miR-574가 매우 증가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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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물의 유전자 발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RNA(리보핵산) 일종으로, 크기가 매우
작아 엑소좀(세포 간 정보교환을 위해 분비되는 나노미터 단위 크기의 세포 소기관) 등 전달체를
통해 뇌혈관 장벽(BBB)을 통과할 수 있다. 이 과정 등을 분석하면 간접적으로 뇌 질환의 진행 정
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겔 구조체의 진단시스템은 추가적인 첨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이도 고
감도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가 검출될 때 형광 현상이 나타나 알츠하이머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임은경 박사는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우수
한 점"이라며 "노인성 치매 초기 진단과 예후 모니터링 분야에 활용해 고령화 시대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오센서 분야 국제저널인 '바이오센서스 앤드 바이오일렉트로닉
스'(Biosensors and Bioelectronics)에 지난달 12일 온라인 게재됐다.
mi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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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혈액 이용한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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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건양대 의대 공동 연구진이 개발한 측정장비로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모습. 혈
액에서 뽑아낸 특정 마이크로RNA를 판별한다. 생명공학연구원 제공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으로 불리는 노인성 치매를 발병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혈액을 분석하
는 방식으로, 뇌척수액을 뽑아 분석하는 기존 진단법보다 환자의 고통과 공포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
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임은경 박사와 건양대 의대 문민호 교수가 구성한 공동 연구진은 혈액 검사를 통해 초기 알츠하이
머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고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바이오센서스 앤드 바이오일렉트로
닉스’ 최신호에 실렸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 상실과 인지 장애 현상을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다. 확실한 치료법이 없어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해 최대한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이다.
현재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몸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와 ‘인산화 타우 단백질’이라
는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물질들을 확인하려면 뇌척수액을 뽑아야 한다. 환자에게 고통과 공포를
준다. 특히 이 물질들은 알츠하이머병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서야 검출되는 특징이 있다. 알츠하이머병 초기에는 진단
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혈액 내에 알츠하이머병 징후를 알려주는 물질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마이크로RNA의 일종인 ‘miR-574’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 집중해 이 물질을 판별하는 기술을 고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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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 통한 바이오마커 검출시스템 마련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 플랫폼 개략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과 건양대학교 의
과대학 문민호 교수 공동연구팀은 혈액 검사를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
을 개발했다. 향후 효율적인 치매 환자의 관리 및 치료 전략 개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 상실과 인지 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로, 오늘날까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
어 조기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병환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 아밀로이드-베타(amyloid-beta) 펩타이드(peptide)와 인산
화-타우(phosphorylated tau) 단백질을 바이오마커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뇌척수액이 있어
야 하는 등 환자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

이를 대체하기 위해 혈액 내 치매에 대한 정보를 담은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연구가 각광받고 있다. 특
히 마이크로RNA(miRNA)는 크기가 매우 작아 엑소좀 등의 전달체를 통해 뇌혈관 장벽(Brain blood
barrier, BBB)을 통과할 수 있어 이를 분석하면 간접적으로 뇌 질환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miRNA의 일종인 miR-574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고, 이를 검
출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이드로겔 구조체로 된 진단시스템은 내부에 CHA(Catalytic
Hairpin Assembly) 기반의 형광 신호 증폭 프로브(probe)를 장착해 추가적인 첨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
이도 고감도로 유전자를 검출하도록 했으며, 해당 바이오마커 검출 시 형광 현상이 발생해 알츠하이머 치
매의 발병 여부를 진단하도록 설계했다.
공동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우수한 점이다”라며 “차후 노인성 치매의 초기 진단과 예후 모니터링 분야에 활용해 고령화 시대의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바이오센서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IF 10.257) 4월 12
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정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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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로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
생명연과 건양대 공동연구팀
2022-05-12 11:48:00 게재

국내 연구진이 혈액 검사를 통한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은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과 건양대
학교(총장 이철성) 의과대학 문민호 교수 연구팀이 혈액검사를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상실과 인지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다.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어 정확한 조기 진단을 통해 병환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 진단에는 아밀로이드-베타 펩타이드와 인산화-타우 단백질을
바이오 마커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뇌척수액이 있어야 하는 등 환자 부담이 커 혈액 내 치매에 대한 정보를 담은 바이
오 마커를 발굴하는 연구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RNA는 크기가 매우 작아 엑소솜 등의 전달체를 통해 뇌혈관 장벽(BBB)을
통과할 수 있어 이를 분석하면 간접적으로 뇌 질환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공동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마아크로RNA의 일종인 마아크로R-574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고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빠르게 이상 징후를 확인, 효과적 치료와 환자 케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번 연구결과는 바이오센서 분야 국제저널 온라인판에 지난달 12일 게재됐다.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혈액 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차후 노인성 치매의 초기진단과 모니터링분야에 활용, 고령
화 시대 국민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www.naeil.com/wp-content/themes/naeilnews/news_view_pop.php?id_art=423066

1/2

HOME

 문화/레저  과학

생명硏 임은경 박사 연구팀,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 플랫폼 개발에
성공
 김형근 기자 |

 승인 2022.05.11 12:34

혈액 검사를 통한 초기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 검출 시스템 개발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및 효율적 치매 환자 관리 기여 기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연구팀이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 플랫폼 개발에 성공했다. 왼쪽부터 생명연의 임
재우 박사과정, 임은경 박사. [사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뉴스퀘스트=김형근 과학전문 기자】 국내 연구진이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 플랫폼 개
발에 성공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이하 생명연)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
과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문민호 교수 공동연구팀은 혈액 검사를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병
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치매 환자의 관리 및 치료 전략 개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 상실과 인지 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로, 오늘날까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어 조기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병환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
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 아밀로이드-베타(amyloid-beta) 펩타이드
(peptide)와 인산화-타우(phosphorylated tau) 단백질을 바이오마커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
나 이를 위해서는 뇌척수액이 있어야 하는 등 환자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혈액 내 치매에 대한 정보
를 담은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연구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RNA(miRNA)는 크기가 매우 작아 엑소좀 등의 전달체를 통해 뇌혈관 장벽
(Brain blood barrier, BBB)을 통과할 수 있어, 이를 분석하면 간접적으로 뇌 질환의 진행 정
도를 파악할 수 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miRNA의 일종인 miR-574가 크게 증가함을 확
인하고,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하이드로겔 구조체로 된 진단시스템은 내부에 *CHA(Catalytic Hairpin Assembly) 기반의
형광 신호 증폭 프로브(probe)를 장착하여 추가적인 첨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이도 고감도
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CHA 이론: 두 가지 준안정성을 갖는 DNA 구조체를 이용하여 효소 또는 열 조절 없이 실
온에서 자가 신호 증폭을 통해 고감도의 유전자 검출이 가능한 기술
해당 바이오마커 검출 시 형광 현상이 발생하여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공동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우수한 점”이라며 “앞으로 노인성 치매의 초기 진단과 예후 모니터
링 분야에 활용하여 고령화 시대의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바이오센서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바이오센서 및 바이오일렉트로닉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4월 12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되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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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원, 혈액검사로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한다

등록 2022.05.11 14:53:44

기사내용 요약
건양대와 공동연구 통해 바이오마커 검출 시스템 개발
효율적 치매 환자 관리 기대,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

[대전=뉴시스] 혈액 내 알츠하이머병 유래 마이크로RNA 검출시스템 개요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과 건양대
학교 의과대학 문민호 교수 연구팀이 혈액검사를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
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상실과 인지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다.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어 정확한 조
기 진단을 통해 병환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 진단에는 아밀로이드-베타 펩타이드와 인산화-타우 단백질을 바이오 마커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뇌척수액이 있어야 하는 등 환자의 부담이 커 혈액 내 치매에 대한 정보를 담은
바이오 마커를 발굴하는 연구가 각광받고 있다.

이 중 마이크로RNA는 크기가 매우 작아 엑소솜 등의 전달체를 통해 뇌혈관 장벽(BBB)을 통과할 수 있
어 이를 분석하면 간접적으로 뇌 질환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공동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마아크로RNA의 일종인 마아크로iR-574가 크게 증가함
을 확인하고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이드로겔 구조체로 된 진단시스템은 내부에 CHA(Catalytic Hairpin Assembly) 기반의 형광 신호 증

폭 프로브가 장착돼 추가적인 첨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이 고감도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다.

CHA기술을 활용하면 두 가지 준안정성을 갖는 DNA 구조체를 이용해 효소 또는 열 조절 없이 실온에서
자가 신호 증폭을 통해 고감도의 유전자 검출이 가능하다.

해당 바이오 마커 검출 시 형광 현상이 발생해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혈액 검사를 통해 빠르게 이상 징후를 확인, 효과적 치료와 환자 케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오센서 분야 국제저널(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IF 10.257) 온라인판에 지난달 12
일 게재됐다. 논문명 miRNA sensing hydrogels capable of self-signal amplification for early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교신저자 생명연 임은경 박사·건양대 문민호 교수, 제1저자 UST
생명연캠퍼스 임재우 박사과정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혈액 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차후 노인성 치매의 초기진단과 예후 모니터링분야에 활용, 고령화 시대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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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알츠하이머 '혈액'으로 간단 진단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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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건양대학교, 새로운 알츠하이머병 진단 플랫폼 개발

생명연과 건양대학교 공동연구팀이 혈액으로 알츠하이머를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사진=생명연]

혈액으로 초기 알츠하이머를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은 임은경 바이오나노연구센터 박사연구팀과 문민호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팀이 공동으로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 상실과 인지 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다.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어 조기의 정확한 진
단을 통해 병환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 아밀로이드-베타 펩타이드와 인산화-타우 단백질을 바이오마커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뇌척수액이 있어야 하는 등 환자의 부담이 크다.
공동 연구진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miRNA의 일종인 miR-574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고,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진단시스템은 하이드로겔 구조체로 돼있다. 내부에 CHA(Catalytic Hairpin Assembly) 기반의 형광 신호 증
폭 프로브(probe)를 장착해 추가적인 첨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이도 고감도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특징이다. 해당 바이오마커 검출시 형광 현상이 발생해 알츠파이머 치매의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설
계했다.
임은경 박사는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우수한 점"이라며 "차
후 노인성 치매의 초기 진단과 예후 모니터링 분야에 활용해 고령화 시대의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내용은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에 지난 4월 12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김지영 기자

orghs12345@hellodd.com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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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로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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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바이오마커 검출 시스템 개발
"효율적 치매 환자 관리 기여 기대"
국내 연구진이 혈액 검사로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과 건양대 의과대학 문민호 교수 공동연구
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 혈액에서 마이크로RNA(miRNA)의 일종인 miR-574가 크게 증가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 상실과 인지 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지만, 오늘날까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다. 이에 조기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병환의 진행을 늦추는 게 최선이다.
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겔 구조체의 진단시스템은 내부에 추가적인 첨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이도 고
감도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 검출 시 형광 현상이 발생,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
록 설계됐다.
임은경 박사는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우수한 점"이라
며 "노인성 치매 초기 진단과 예후 모니터링 분야에 활용해 고령화 시대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성과는 바이오센서 분야 세계적인 저널인 '바이오센서스 앤드 바이오일렉트로닉스'(Biosensors
and Bioelectronics)에 지난달 12일 온라인 게재됐다.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 플랫폼 개략도. 사진=생명연 제공

휴대용 형광측정기를 통한 초기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 검출 모습. 사진=생명연 제공

정인선 기자

jis@daejonilbo.com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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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휴대용 진단장치 개발...초기 '혈액' 검사만으로 알아낸다

알츠하이머 휴대용 진단장치 개발...초기 '혈액' 검사만으로 알아낸
다
2022.05.11 16:13:11 / 신제인 jane@ddaily.co.kr

관련기사
국내 연구진, 손상된 위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 밝혀내..."위암 치료에 도움"
라인, 정규직 채용 연계형 여름 인턴십 공개 모집
네이버, CJ대한통운과 협업 강화…“당일·새벽배송 시범운영”
위메이드플레이, 1분기 실적 ‘주춤’…“재도약 원년 삼겠다”
삼성SDS, “글로벌 물류 대란, 디지털 플랫폼으로 돌파”

- 생명공학연구원 임은경 박사팀, 휴대용 알츠하이머 진단장치 개발
- 혈액 샘플 진단장치에 넣으면, 형광빛으로 병 유무 확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혈액 검사만으로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는 장치가 개
발됐다.
현재까지 알츠하이머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어 초기에 발견해 진행을 늦추는 것 만이 방법이
다. 이번에 개발된 장치는 별도의 고가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크기도 작아 휴대성까지 갖췄다.
이를 이용하면, 환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알츠하이머를 진단하고 초기에 치료 가능할 것으로 기
대를 모은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임은경 박사팀과 건양대 의과대학 문민호 교수팀은 혈액에 형광빛을 비춰
알츠하이버 여부를 측정하는 휴대용 장치를 개발했다고 11일 전했다.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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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휴대용 진단장치 개발...초기 '혈액' 검사만으로 알아낸다

그동안 알츠하이머는 뇌척수액을 통해서만 검사할 수 있어 환자들의 고통과 부담이 컸다. 연구
진은 혈액 검사만으로도 알츠하이머병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에 돌입했
다.
그 결과,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miRNA의 일종인 'miR-574'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임은경 박사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miR-574가 일반인
보다 4배 이상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치에는 혈액 속 특정 miRNA가 많을 경우 형광빛을 내는 원리가 이용됐다. 하이드로겔 구
조체로 된 진단장치의 내부에는 특정 유전자 유무를 알아내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형광 신호
증폭 측정장치가 장착됐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첨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이도 고감도로 유전자
를 검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된 장치가 효율적인 치매 환자 관리 및 치료 전략 개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추가적 임상 결과를 확보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
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바이오센서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바이오센서스 앤 바이오일렉트로
닉스(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온라인 판에 4월 12일 발표됐다.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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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경제신문 디지털타임스

기사 주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51202101231731001

피검사로 알츠하이머 진단한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 입력: 2022-05-11 19:55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과 건양대 문민호 교수 공동연구팀이 혈액 검사
로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억 상실·인지 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은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어 정확한
조기 진단으로 증상의 진행을 늦추는 게 최선이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 혈액에서 마이크로RNA(miRNA)의 일종인 miR-574가 매우 증가하는 사실을 확인
하고,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했다.
miRNA는 생물의 유전자 발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RNA(리보핵산) 일종으로, 크기가 매우 작아 엑소좀(세
포 간 정보교환을 위해 분비되는 나노미터 단위 크기의 세포 소기관) 등 전달체를 통해 뇌혈관 장벽(BBB)을 통
과할 수 있다. 이 과정 등을 분석하면 간접적으로 뇌 질환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겔 구조체의 진단시스템은 추가적인 첨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이도 고감도로 유전자
를 검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가 검출될 때 형광 현상이 나타나 알츠하이머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
했다.
임은경 박사는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우수한 점"이라며 "노
인성 치매 초기 진단과 예후 모니터링 분야에 활용해 고령화 시대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DigitalTime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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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알츠하이머, 희망은 조기 발견뿐…韓연구진,
혈액검사법 개발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1111031722762&type=1

2022.05.11 12:00
기사주소 복사

/사진제공=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내 연구진이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 플랫폼을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과 건양대 의대 문민호 교수 공동연
구팀은 혈액 검사를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는 기억 상실과 인지 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다. 아직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만큼, 정확한 조기 진단으로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게 치료의 핵심이다.
기존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위해선 '아밀로이드-베타 펩타이드와 인산화-타우 단백질을 바이오마
커(생체 변화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해 왔지만, 이는 뇌척수액에서 추출해야 해 환자의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혈액에 담긴 치매 정보의 바이오마커 연구가 활발하며, 특히 마이크로
RNA(miRNA) 분석을 통한 간접적인 뇌 질환 정도 파악 기법이 주목받고 있다.

https://news.mt.co.kr/newsPrint.html?no=2022051111031722762&type=1&gu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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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국내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miRNA의 일종인 miR-574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하고,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했다.
특히 하이드로겔 형태의 진단시스템은 고감도 유전자 검출이 가능한 'CHA(Catalytic Hairpin
Assembly)' 이론 기반의 기술을 적용, 문제의 바이오마커가 검출되면 형광 현상으로 알츠하이머 치
매의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임은경 박사는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우수한
점"이라며 "앞으로 노인성 치매의 초기 진단과 예후 모니터링 분야에 활용해 고령화 시대의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바이오센서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바이오센서스 앤드 바이오일렉트로닉스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지난달 12일자 온라인판에 계재됐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
기술개발사업,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기초의과학선도연구센터,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UST Young Scientist사업, 생명연 주요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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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루루 작심한 파격노출, "레이싱 모델이 불쌍할 정도"

HOME > 건강 > 신경과

혈액 검사 통한 초기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 검출
시스템 개발
이재혁 기자  / 기사작성 : 2022-05-11 13:15:21

임은경 박사 "차후 노인성 치매의 초기 진단과 예후 모니터링 분야 활용 기대"

▲ 임재우 박사과정과 임은경 박사(사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과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문민호 교수 공동연구
팀은 혈액 검사를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 상실과 인지 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로, 오늘날까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어
조기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병환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 아밀로이드-베타(amyloid-beta) 펩타이드(peptide)와 인산화-타
우(phosphorylated tau) 단백질을 바이오마커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뇌척수액이 있어야 하는 등
환자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https://mdtoday.co.kr/news/print.html?newsid=43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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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루루 작심한 파격노출, "레이싱 모델이 불쌍할 정도"

이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혈액 내 치매에 대한 정보를 담은 바이오마
커를 발굴하는 연구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RNA(miRNA)는 크기가 매우 작아 엑소좀 등의 전달체
를 통해 뇌혈관 장벽(Brain blood barrier, BBB)을 통과할 수 있어, 이를 분석하면 간접적으로 뇌 질환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miRNA의 일종인 miR-574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
고,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에 개발된 진단시스템은 하이드로겔 구조체로 된 진단시스템으로 내부에 CHA(Catalytic Hairpin
Assembly) 기반의 형광 신호 증폭 프로브(probe)를 장착해 추가적인 첨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이도 고감도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바이오마커 검출 시 형광 현상이 발생해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
했다.
공동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우수한 점”이라며, “차후 노인성 치매의 초기 진단과 예후 모니터링 분야에 활용해 고령화 시대의 국민 건강
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바이오센서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IF 10.257) 4월 12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원천기술개발사업,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
업, 기초의과학선도연구센터,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UST Young Scientist사업, 생명연 주요사업의 지원으
로 수행됐다.

[저작권자 © 메디컬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s://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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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혈액검사 통한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 플랫폼’ 개발
생명연·건양대 공동연구팀, 초기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 검출 시스템 개발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과 효
율적 치매 환자 관리 기여 기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입력 : 2022-05-11 15:24:46

임은경 박사(왼쪽)와 임재우 박사과정. 생명연 제공

그림.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 플랫폼 개략도. 생명연 제공

국내 연구진이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과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문민호 교수 공동연구팀은 혈액검사를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치매 환자의 관리 및 치료전략 개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많이 발병하는 노인성 치매의 일종으로 인지 장애와 기억 상실이 대표적 증상
이다. 오늘날까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어 조기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병환의 진행을 늦추는 것
이 치료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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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 아밀로이드-베타(amyloid-beta) 펩타이드(peptide)와 인
산화-타우(phosphorylated tau) 단백질을 바이오마커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뇌척수액이
있어야 하는 등 환자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혈액 내 치매에 대한 정보를 담은 바이
오마커를 발굴하는 연구가 각광받고 있다.

그림. 혈액 내 알츠하이머병 유래 mircoRNA 검출시스템 개략도. (a) 유전자 검출 프로브의 하
이드로젤 내부 고정화. (b)자외선을 이용한 하이드로젤의 제작. (c)하이드로젤 형태에 따른 다
양한 활용 가능성. (d)광 리더기 또는 휴대용 리더기를 이용한 하이드로젤의 형광 측정. 생명
연 제공

특히 마이크로RNA(miRNA)는 크기가 매우 작아 엑소좀 등의 전달체를 통해 뇌혈관 장벽(Brain
blood barrier, BBB)을 통과할 수 있어, 이를 분석하면 간접적으로 뇌 질환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miRNA의 일종인 miR-574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고, 이
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이드로겔 구조체로 된 진단시스템은 내부에 CHA(Catalytic Hairpin Assembly) 기반의 형광 신호 증
폭 프로브(probe)를 장착해 추가적인 첨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이도 고감도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도록 했다. CHA 이론은 두 가지 준안정성을 갖는 DNA 구조체를 이용해 효소 또는 열 조절 없이
실온에서 자가 신호 증폭을 통해 고감도의 유전자 검출이 가능한 기술이다.
해당 바이오마커 검출 시 형광 현상이 발생하여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공동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우수한 점”이라며 “차후 노인성 치매의 초기 진단과 예후 모니터링 분야에 활용해 고령화
시대의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바이오센서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바이오센서스 앤 바이오일렉트로닉스(Biosensors
and Bioelectronics(IF 10.257)’ 4월 12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교신저자는 생명연 임은경 박사와
건양대 문민호 교수, 제1저자는 UST 생명연캠퍼스 임재우 박사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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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혈액검사만으로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플랫폼 개발
하이머 조기 진단 및 예후 모니터링 분야에 활용. 고령화 시대의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 기대

알츠

이지은 기자

2022년 05월 12일 (목) 13:12

110

가

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과 건양대학교 의과대
학 문민호 교수 공동연구팀은 혈액 검사를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
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치매 환자의 관리 및 치료 전략 개발에 크게 이바
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왼쪽부터 임은경 박사, 임재우 박사과정(이미지 출처=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번 연구는 바이오센서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IF 10.257) 4월 1
2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되었다. (논문명 : Microfluidic device for one-step detection of breast can
cer-derived exosomal mRNA in blood using signal-amplifiable 3D nanostructure / 교신저자 :
생명연 임은경 박사‧건양대 문민호 교수 / 제1저자 : UST 생명연캠퍼스 임재우 박사과정)
알츠하이머병은 기억 상실과 인지 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로, 오늘날까지 효과적인 치료 방법
이 없어 조기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병환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 아밀로이드-베타(amyloid-beta) 펩타이드(peptide)와
인산화-타우(phosphorylated tau) 단백질을 바이오마커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뇌척수
액이 있어야 하는 등 환자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혈액 내 치매에 대한 정보를 담은 바이오
마커를 발굴하는 연구가 각광받고 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miRNA의 일종인 miR-574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고, 이
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혈액 내 알츠하이머병 유래 mircoRNA 검출시스템 개략도(이미지 출처=한국생명공학연구원)
https://www.brainmedia.co.kr/MediaContent/MediaContentView.aspx?MenuCd=BRAINSCIENCE&contIdx=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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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겔 구조체로 된 진단시스템은 내부에 CHA(Catalytic Hairpin Assembly) 기반의 형광 신호
증폭 프로브(probe)를 장착하여 추가적인 첨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이도 고감도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바이오마커 검출 시 형광 현상이 발생하여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여부
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유전자 검출 프로브의 연쇄 작용 검증(이미지 출처=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임상 시료를 통한 유전자 검출 시스템 검증(이미지 출처=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휴대용 형광 측정기의 구조 및 측정 결과(이미지 출처=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공동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우수한 점”이라며, “차후 노인성 치매의 초기 진단과 예후 모니터링 분야에 활용하여 고
령화 시대의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 원천기술개발사업,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기
초의과학선도연구센터,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UST Young Scientist사업, 생명연 주요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글. 이지은 기자 smile20222@gmail.com | 사진 및 자료출처=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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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검사만으로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
생명공학연·건양대 연구팀, 조기 분석 시스템 개발
고광본 선임기자 2022-05-11 15:02:04 라이프
알츠하이머, 예방

사진 제공=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내 연구팀이 혈액 검사로 조기에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11일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소속 임은경 박사 연구팀과 문민호 건양대 교수 공동 연구팀
이 혈액 검사로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억 상실, 인지 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은 조기 진단이 특히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명확
한 치료 방법이 없어 증상을 늦추는 것만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마이크로리보핵산(miRNA)의 일종인 miR-574가 증가하는 사실을 확
인하고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 miRNA는 생물의 유전자 발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RNA의 일종으로 크기가 매우 작아 엑소좀(세포 간 정보 교환을 위해 분비되는 나노미터 단위 크기의 세포 소기
관) 등 전달체를 통해 뇌혈관 장벽(BBB)을 통과할 수 있다. 이 과정 등을 분석하면 간접적으로 뇌 질환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달 12일 바이오센서 분야 국제 저널인 ‘바이오센서스 앤드 바이오일렉트로닉스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에 게재됐다. 임은경 박사는 “노인성 치매 초기 진단과 예후 모니터링 분야
에 활용해 고령화 시대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NewsView/NewsPrint?Nid=265XFGBL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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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검사만으로 알츠하이머 정확히 예측한다
입력 : 2022-05-11 15:25 ㅣ 수정 : 2022-05-11 15:38

▲ 혈액검사로 알츠하이머 조기 검사
픽사베이 제공
치매는 존엄한 노년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점점 기억을 잃게 만들고 인지 장애를 유
발시키는 치매는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지만 50~70%가 알츠하이머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약물이 없어 조기 진단을 통한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센터, 건양대 의대 공동 연구팀은 혈액 검사만으로도 초기
알츠하이머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분석화학 분야
국제 학술지 ‘바이오센서스 앤드 바이오일렉트로닉스’에 실렸다.
현재 알츠하이머 진단을 하는데는 의료진의 문진이나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베
타 단백질이나 타우 단백질의 축적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의사의 문진은 정확한 진행 정도를 파악
하기 쉽지 않고 뇌 속 치매 단백질 축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뇌척수액을 뽑아야 해 환자의 불
편함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환자의 불편함을 덜면서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팀은 마이크로RNA(miRNA)는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면 뇌질환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혈액을 분석한 결
과 일반인과 달리 miRNA 중 하나인 miR-574가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하이드로겔에 형광 신호 증폭물질을 장착해 고감도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키트를 개
발했다. 이 키트으로 혈액을 분석했을 때 형광 현상이 나타나면 알츠하이머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임은경 생명공학연구원 박사는 “기존 알츠하이머 검사는 이미 치매가 한참 진행된 뒤에나 가능하다
는 단점이 있지만 이번 연구는 혈액 검사만으로 빠르게 이상 징후를 확인해 효과적인 치료와 환자 케
https://www.seoul.co.kr/news/seoulPrintNew.php?id=202205115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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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점이 있지만 이번 연구는 혈액 검사만으로 빠르게 이상 징후를 확인해 효과적인 치료와 환자 케
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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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검사로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한다
생명연 연구팀, 관련 플랫폼 개발
2022년 05월 11일 (수) 오후 12시 00분 01초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혈액 검사로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았는 플랫폼이 나왔다. 알츠하이머병은 아직 치료제가 없
어 빨리 발견해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가장 큰 대처 방법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과 건양대(총장 이철성) 의과대학 문민호 교수 공동연
구팀은 혈액 검사를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효율적 치매 환자 관리와 치료 전략 개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혈액 내 알츠하이머병 유래 mircoRNA 검출시스템 개략도. [사진=생명연]
알츠하이머병은 기억 상실과 인지 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이다. 오늘날까지 효과적 치료 방법이 없어 조기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병환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 아밀로이드-베타(amyloid-beta) 펩타이드(peptide)와 인산화-타우(phosphorylated
tau) 단백질을 바이오마커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뇌척수액이 있어야 하는 등 환자의 부담이 큰 컸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miRNA의 일종인 miR-574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고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이드로겔 구조체로 된 진단시스템은 내부에 CHA(Catalytic Hairpin Assembly) 기반의 형광 신호 증폭 프로브(probe)를 장착, 추
가적 첨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이도 고감도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다.
CHA 이론이란 두 가지 준안정성을 갖는 DNA 구조체를 이용해 효소 또는 열 조절 없이 실온에서 자가 신호 증폭을 통해 고감도의
유전자 검출이 가능한 기술을 말한다.
해당 바이오마커를 검출할 때 형광 현상이 발생해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공동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우수한 점”이라며
“앞으로 노인성 치매의 초기 진단과 예후 모니터링 분야에 활용해 고령화 시대의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논문명 : miRNA sensing hydrogels capable of self-signal amplification for early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는
바이오센서 분야의 국제 저널인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4월 12일자 온라인 판에 실렸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본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기사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2. 5. 22. 오전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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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임은경 박사·건양대 문민호 교수' 연구팀, 초기 알
츠하이머병 진단 플랫폼 개발
혈액 검사 통한 초기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 검출 시스템 개발

권혁진 기자 hjkwon@yakup.com 입력 2022.05.11 19:29 수정 2022.05.11 19:38

▲좌측부터 건양대학교 문민호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국내 연구진이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이하 생명연)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과 건양대학교
(총장 이철성) 의과대학 문민호 교수 공동연구팀은 혈액 검사를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치매 환자의 관리 및 치료 전략 개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 상실과 인지 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로, 오늘날까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26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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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조기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병환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 아밀로이드-베타(amyloid-beta) 펩타이드(peptide)와
인산화-타우(phosphorylated tau) 단백질을 바이오마커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뇌척수액이 있어야 하는 등 환자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혈액 내 치매에 대한 정보를 담은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연구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RNA(miRNA)는 크기가 매우 작아 엑소좀 등의 전달체를 통해 뇌혈관 장벽(Brain blood
barrier, BBB)을 통과할 수 있어, 이를 분석하면 간접적으로 뇌 질환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miRNA의 일종인 miR-574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고,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하이드로겔 구조체로 된 진단시스템은 내부에 CHA(Catalytic Hairpin Assembly) 기반의 형광 신호
증폭 프로브(probe)를 장착하여 추가적인 첨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이도 고감도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바이오마커 검출 시 형광 현상이 발생하여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공동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우수한 점”이라며, “차후 노인성
치매의 초기 진단과 예후 모니터링
분야에 활용하여 고령화 시대의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이번 연구는 바이오센서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IF 10.257) 4월
12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논문명 : miRNA sensing hydrogels capable of self-signal
amplification for early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 교신저자 : 생명연 임은경 박사‧건양대
문민호 교수 / 제1저자 : UST 생명연캠퍼스 임재우 박사과정).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26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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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기정통부 원천기술개발사업,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기초의과학선도연구센터,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UST Young Scientist사업, 생명연 주요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취소

인쇄하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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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 플랫폼 개발


전한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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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임은경 박사, 임재우 박사과정. [사진=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과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문민호 교수 공동연구팀이 혈액 검사를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 상실과 인지 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로, 오늘날까지 효과적인 치료 방
법이 없어 조기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병환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 아밀로이드-베타(amyloid-beta) 펩타이드(peptide)
와 인산화-타우(phosphorylated tau) 단백질을 바이오마커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뇌척수액이 있어야 하는 등 환자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혈액 내 치매에 대한 정보를 담은 바
이오마커를 발굴하는 연구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RNA(miRNA)는 크기가 매우 작아 엑소좀 등의 전달체를 통해 뇌혈관 장벽(Brain
blood barrier, BBB)을 통과할 수 있어, 이를 분석하면 간접적으로 뇌 질환의 진행 정도를 파악
할 수 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miRNA의 일종인 miR-574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고,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이드로겔 구조체로 된 진단시스템은 내부에 CHA(Catalytic Hairpin Assembly) 기반의 형광
신호 증폭 프로브(probe)를 장착해 추가적인 첨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이도 고감도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바이오마커 검출 시 형광 현상이 발생해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번 연구는 바이오센서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지난 4월 12
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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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연구진, 혈액 검사만으로 초기 알츠하이머 잡아냈다

韓연구진, 혈액 검사만으로 초기 알츠하이머 잡아냈다
기존엔 MRI로 확진하지만…조기 진단 어려워
알츠하이머 환자 혈액 속 마이크로RNA 검출

알츠하이머병엔 아직 치료제가 없다.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만 나와 있다. 가능한 한 조기에 발
병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사진 셔터스톡]

국내 연구진이 혈액 검사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조기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간 알츠하이머병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로 확진했지만, 병이
깊어진 뒤에야 판단 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산하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과 건양대 문민호 교수 공동 연구팀이 혈액 검사를 바탕으
로 한 알츠하이머병 진단법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 혈액에서 마이크로RNA의 일종인 miR-574가많이 늘어난다는 점에 착안, 이를 검출하는 진단법을 개발했다. 해당 유전자
를 검출하면 검출기에서 형광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검출 과정에서 환자 혈액 외에 첨가물을 넣는 등의 별도 과정은 필요 없다.
마이크로RNA는 생물의 유전자 발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RNA의 일종이다. 크기가 매우 작아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분석하면
간접적으로 뇌 질환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임은경 박사는 “노인성 치매 초기 진단과 예후 모니터링 분야에 활용해 고령화 시대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오센서 분야 국제저널인 ‘바이오센서스 앤드 바이오일렉트로닉스’(Biosensors and Bioelectronics)에 지난달 12일 게재됐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나이키 공식 온라인 스토어
나이키닷컴

https://economist.co.kr/2022/05/11/bioHealth/bio/202205111759248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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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치매’ 혈액으로 간단히 찾아
낸다


세종 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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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硏, 초기 '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 플랫폼 개발
임은경 박사ㆍ문민호 교수팀, 혈액검사로 바이오마커 고감
도 검출
초기 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 플랫폼이 개발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팀과 문민호 건양대의대 교수팀 등 공동연구팀은 혈액
검사를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 플랫폼 개략도.출처=생명연.

현재 혈액내 치매에 대한 정보를 담은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연구가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RNA
는 크기가 매우 작아 엑소좀 등의 전달체를 통해 뇌혈관 장벽 통과가 가능해 이를 분석하면 간접적으로 뇌질
환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공동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miRNA의 일종인 miR-574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하는 한
편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하이드로겔 구조체로 된 진단시스템은 내부에 CHA 기반의 형광 신호 증폭 프로브(probe)를 장착해 추가 첨
가물이나 별도 과정없이 고감도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바이오마커 검출시 형광 현상이 발생
해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임은경 박사는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우수한 점”이라며
“차후 노인성 치매의 초기 진단과 예후 모니터링 분야에 활용해 고령화 시대의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바이오센서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IF 10.257) 4월 12일
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세종 윤국열 기자

kyyun33@econovill.com

저작권자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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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내 알츠하이머병 유래 mircoRNA 검출시스템 개략도>

국내 연구진이 혈액 검사로 알츠하이머병을 조기 진단하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향후 효율적인 치매 환자 관리, 치료 전략 개발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임은경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연구원팀이 문민호 건양대 의대 교수팀과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아밀로이드-베타 펩타이드와 인산화-타우 단백질을 바이오마커로 사용해 알츠하이머를 진단했는데, 뇌척수액이 있어야 하는 등
환자 부담이 컸다.
혈액 내 치매 정보를 담은 바이오마커 발굴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RNA(miRNA)는 크기가 매우 작아 엑소좀 등 전달체를
통해 뇌혈관 장벽(BBB)을 통과할 수 있어, 이를 분석하면 간접적으로 뇌 질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연구팀은 환자 혈액에서 miRNA 일종인 'miR-574'가 매우 증가함을 확인하고, 이를 검출하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이드로겔 구조체로 된 진단시스템은 내부에 CHA(Catalytic Hairpin Assembly) 기반 형광 신호 증폭 프로브를 장착, 추가
첨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이 유전자를 고감도 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을 형광 여부로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임은경 연구원은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를 고감도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우수한 점”이라며 “차후 노인성 치매 초기
진단과 예후 모니터링 분야에 활용해 고령화 시대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바이오센서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바이오센서스 앤 바이오일렉트로닉스' 4월 12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과기정통부 원천기술개발사업,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기초의과학선도연구센터,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UST 영 사이언티스트 사업, 생명연 주요 사업 지원으로 수행됐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https://www.etnews.com/20220511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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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혈액으로 초기 진단 가능해질 수도
생명연 연구진 뇌척수액 대신 혈액으로 초기 진단 기술 개발
임효인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2-05-11 16:59

혈액 내 알츠하이머병 유래 mircoRNA 검출시스템 개략도. 생명연 제공

국내 연구진이 치매의 일환인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에 혈액만으로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추가 임상 결과를 확보한다면 실용화까지도 가능한 단계로 효과적인 치매 관리가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11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에 따르면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과 건양대 의
과대학 문민호 교수 공동연구팀은 혈액 검사를 통해 알츠하이머를 초기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했다.
알츠하이머는 기억 상실과 인지 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어 조기 진단
을 통해 진행을 늦추는 게 현재로선 유일한 대응책이다.
알츠하이머를 진단하기 위해선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와 인산화 타우 단백질을 바이오 마커로 사용
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엉덩이뼈 위쪽 요추에서 뇌척수액을 주사로 추출해야 해 환자의 고통
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www.joongdo.co.kr/web/print.php?key=2022051101000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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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이를 대체하는 기술로 혈액 내 치매 정보를 담은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알츠하이머 환자의 miRNA의 일종인 miR-574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검출하는 진단 시스템
을 개발했다. 하이드로겔 구조체로 된 진단시스템은 내부에 CHA 기반 형광 신호 증폭 프로브를 장착해
추가 첨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이 고감도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의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우수한 점"이라며 "차후 치매 초기 단계와 진단, 예방에 활용과 고령화 시대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 "실용화를 위해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의 시료를 보를 통해 유의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
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바이오센터 국제 저널 '바이오센서스 앤 바이오일렉트로닉스'에 4월 12일 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임효인 기자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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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내 알츠하이머병 유래 mircoRNA 검출시스템 개략도(사진=한국생명공학연구원)

충남일보 김태진 기자] 국내 연구진이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향후 효율적인 치매 환자의 관리 및 치료 전략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은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이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문민호
교수와 혈액 검사를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
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 상실과 인지 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로, 오늘날까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
어 조기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병환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 아밀로이드-베타(amyloid-beta) 펩타이드(peptide)와 인산
화-타우(phosphorylated tau) 단백질을 바이오마커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뇌척수액이 있어
야 하는 등 환자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혈액 내 치매에 대한 정보를 담은 바이오마커
를 발굴하는 연구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RNA(miRNA)는 크기가 매우 작아 엑소좀 등의 전달체를 통해 뇌혈관 장벽(Brain blood
barrier, BBB)을 통과할 수 있어 이를 분석하면 간접적으로 뇌 질환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miRNA의 일종인 miR-574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고, 이
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이드로겔 구조체로 된 진단시스템은 내부에 CHA 기반의 형광 신호 증폭 프로브를 장착해 추가적인 첨
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이도 고감도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 시스템은 바이오마커 검출 시 형광 현상이 발생해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임은경 박사는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우수한 점”이라
며 “향후 노인성 치매의 초기 진단과 예후 모니터링 분야에 활용해 고령화 시대의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바이오센서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바이오센서스 앤드 바이오일렉트로닉스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온라인 판에 지난 4월12일 실렸다.
김태진 기자

memory444444@nate.com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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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형광측정기를 통한 초기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 검출 모습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
이 건양대 의대 문민호 교수 연구팀과 혈액 검사를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
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 상실과 인지 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로, 오늘날까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어 조기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병환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
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 아밀로이드-베타 펩타이드와 인산화-타우 단
백질을 바이오마커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뇌척수액이 있어야 하는 등 환자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miRNA의 일종인 miR-574가 크게 증가함을 확
인하고,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이드로겔 구조체로 된 진단시스템은 내부에 CHA(Catalytic Hairpin Assembly) 기반의 형
광 신호 증폭 프로브를 장착해 추가적인 첨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이도 고감도로 유전자
를 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바이오마커 검출 시 형광 현상이 발생해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임은경 박사는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우수한 점”이라며 “차후 노인성 치매의 초기 진단과 예후 모니터링 분야에 활용하여 고령
화 시대의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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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글자크기

줄간격

인쇄하기

취소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혈액검사만으로 알아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1 12:00 수정 : 2022.05.11 14:11

생명공학연구원 임은경 박사팀, 휴대용 진단장치 개발
혈액 샘플을 진단장치에 넣으면 형광빛으로 유무 확인

생명공학연구원 임은경 박사팀이 개발한 알츠하이머 진단장치는 정상인의 혈액인
경우(왼쪽 사진) 형광빛을 내지 않으며,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혈액일
경우 형광빛이 나온다. 생명공학연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임은경 박사팀과 건양대 의과대학 문민호 교수
팀이 혈액 검사만으로도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 연
구진이 개발한 장치는 형광 측정이 가능한 휴대용 장치로 개발해 별도의 고가 장비
없이도 빠르게 검사할 수 있다. 즉, 혈액 속 특정 miRNA가 많을 경우 형광빛을 비추
면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임은경 박사는 11일 "혈액 검사를 통해 빠르게 이상 징후를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치료와 환자 케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진단 장치는 실제 환자의 혈액을 이용해 성능을 테스트했다"며 "실용화를 위해 개
발된 시스템으로 추가적인 임상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면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알츠하이머병은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어 초기에 발견해 병환 진행을 늦
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진단법은 뇌척수액을 검사하는 것 뿐이어서 환자
들의 고통과 부담이 컸다.

https://www.fnnews.com/print/20220511111100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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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생명공학연구원 임은경 박사(뒤)와 임재우 박사과정생이 실험실에서 휴대용 알츠하
이머병 진단장치를 테스트하고 있다. 생명공학연구원 제공
연구진은 혈액 검사만으로도 알츠하이머병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
해 연구했다. 그결과,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miRNA의 일종인 'miR-574'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실제 정상인 8명과 알츠하이머병 환자 8명의 혈액을 이용해 장치를 테스트했다. 임
은경 박사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miR-574가 일반인
보다 4배 이상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이드로겔 구조체로 된 진단장치는 내부에 특정 유전자 유무를 알아내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형광 신호 증폭 측정장치를 장착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첨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이도 고감도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
도록 만들었다.
연구진은 이 장치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치매 환자의 관리 및 치료 전략 개발에 크
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바이오센서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바이오센서스 앤 바이
오일렉트로닉스(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온라인 판에 4월 12일 발표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https://www.fnnews.com/print/20220511111100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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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한 방울로 ‘치매’ 초기부터 잡는다-프린트화면

피 한 방울로 ‘치매’ 초기부터 잡는다
2022-05-11 12:01

임은경(뒷쪽) 박사 연구팀이 휴대용 형광측정기로 초기 알츠하이머 바이오마커를 검출하고 있다. [한국생명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알츠하이머(치매)를 발병 초기에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진단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과 건양대 의과대학 문민호 교수 공
동 연구팀은 혈액검사를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상실과 인지 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로, 오늘날까지 효과적인 치료방법
이 없어 조기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병환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 아밀로이드-베타 펩타이드와 인산화-타우 단백질을
바이오마커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뇌척수액이 있어야 하는 등 환자의 부담이 크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혈액 내 치매에 대한 정보를 담은 바이
오마커를 발굴하는 연구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RNA는 크기가 매우 작아 엑소좀 등의 전달체를 통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
이를 분석하면 간접적으로 뇌질환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miRNA의 일종인 miR-574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고 이
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

biz.heraldcorp.com/common_prog/newsprint.php?ud=2022051100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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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한 방울로 ‘치매’ 초기부터 잡는다-프린트화면

연구진이 휴대용 형광측정기로 초기 알츠하이머 바이오마커를 검출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하이드로겔 구조체로 된 진단 시스템은 내부에 형광 신호 증폭 프로브(probe)를 장착해 추가적인
첨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이도 고감도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으며 바이오마커 검출 시 형광 현상
이 발생해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임 박사는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우수한 점”이
라며 “차후 노인성 치매의 초기 진단과 예후 모니터링 분야에 활용해 고령화 시대의 국민건강과 복
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바이오센서 분야 국제 학술지 ‘바이오센서 & 바이오일렉트로닉스’ 4월 12일자 온
라인판에 게재됐다.

Copyright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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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소

생명연, 혈액검사로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시스템 개발
"노인성 치매 초기 진단…고령화 시대 국민건강·복지 증진 기여"
입력 : 2022.05.11 12:00:06

혈액 내 알츠하이머병 검출시스템 개략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과 건양대 문민호 교수 공동연
구팀이 혈액 검사로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1일 밝
혔다.
기억 상실·인지 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은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 방법
이 없어 정확한 조기 진단으로 증상의 진행을 늦추는 게 최선이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 혈액에서 마이크로RNA(miRNA)의 일종인 miR-574가 매우 증가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했다.
miRNA는 생물의 유전자 발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RNA(리보핵산) 일종으로, 크기가 매우
작아 엑소좀(세포 간 정보교환을 위해 분비되는 나노미터 단위 크기의 세포 소기관) 등 전달체
를 통해 뇌혈관 장벽(BBB)을 통과할 수 있다. 이 과정 등을 분석하면 간접적으로 뇌 질환의 진
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겔 구조체의 진단시스템은 추가적인 첨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이도
고감도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www.mk.co.kr/news/print/2022/4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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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가 검출될 때 형광 현상이 나타나 알츠하이머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임은경 박사는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우수
한 점"이라며 "노인성 치매 초기 진단과 예후 모니터링 분야에 활용해 고령화 시대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오센서 분야 국제저널인 '바이오센서스 앤드 바이오일렉트로닉
스'(Biosensors and Bioelectronics)에 지난달 12일 온라인 게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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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검사로 초기 알츠하이머병 판별
생명공학연구원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및 효율적 치매 환자 관리 기대”
기사입력 : 2022.05.12 08:37

해당 바이오마커 검출 시 형광 현상(오른쪽)이 발생하여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현대건강신문] 국내 연구진이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과 건양대의대 문민호 교수 공동
연구팀은 혈액 검사를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였다고 밝혔
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 상실과 인지 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로, 오늘날까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어 조기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병환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 아밀로이드-베타 펩타이드와 인산화-타우 단백질을 바이오
마커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뇌척수액이 있어야 하는 등 환자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혈액 내 치매에 대한 정보를 담은 바이오마
커를 발굴하는 연구가 각광받고 있다.

www.hnews.kr/news/print.php?no=5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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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이크로RNA(miRNA)는 크기가 매우 작아 엑소좀 등의 전달체를 통해 뇌혈관 장벽(BBB)을 통과
할 수 있어, 이를 분석하면 간접적으로 뇌 질환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miRNA의 일종인 miR-574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고,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하이드로겔 구조체로 된 진단시스템은 내부에 CHA 기반의 형광 신호 증폭 프로브(probe)를 장착하여
추가적인 첨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이도 고감도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바이오마커 검출 시 형광 현상이 발생하여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공동 연구책임자인 생명연 임은경 박사는 “혈액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우수한 점”이라며 “차후 노인성 치매의 초기 진단과 예후 모니터링 분야에 활용하여 고령
화 시대의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바이오센서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영향력지수=10.25
7)’ 4월 12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되었다.
[현대건강신문 기자 health@hnews.kr]
<저작권자ⓒ현대건강신문 & www.h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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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 플랫폼 개발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5.19 05:00

(사진=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국내 연구진이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병 초기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과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문
민호 교수 공동연구팀은 혈액 검사를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 상실과 인지 장애를 동반하는 노인성 치매로 오늘날까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어 조기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병환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
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 아밀로이드-베타(amyloid-beta) 펩타이드
(peptide)와 인산화-타우(phosphorylated tau) 단백질을 바이오마커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를 위해서는 뇌척수액이 있어야 하는 등 환자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혈액 내 치매에 대한 정보를 담
은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연구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RNA(miRNA)는 크기가 매우 작아 엑소좀 등의 전달체를 통해 뇌혈관 장벽
(Brain blood barrier, BBB)을 통과할 수 있어 이를 분석하면 간접적으로 뇌 질환의 진행 정
도를 파악할 수 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miRNA의 일종인 miR-574가 크게 증가함을 확
인하고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이드로겔 구조체로 된 진단시스템은 내부에 CHA(Catalytic Hairpin Assembly) 기반의 형
광 신호 증폭 프로브(probe)를 장착해 추가적인 첨가물이나 별도 과정 없이도 고감도로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바이오마커 검출 시 형광 현상이 발생하여 알츠
하이머 치매의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은경 박사는 "혈액 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를 고감도로 검출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차후 노인성 치매의 초기진단과 예후 모니터링분야에 활용,
고령화 시대 국민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슈밸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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