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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건산업
애브비 '휴미라', 포도막염 치료 적응증 추가
미국 애브비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Humira)'에 대해 유럽에서
포도막염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적응증 추가
- EU집행위는 현재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약물들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이들 약물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2세 이상 소아 만성 비감염성
전부(前部) 포도막염 환자들이 휴미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 이번 조치로 휴미라는 EU 역내에서 2세 이상 소아환자들의 만성 비감염성
전부 포도막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일한 생물의약품으로 등장
- 앞서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지난해 5월 EU
집행위에 적응증 추가를 권고
- 홍채염으로도 불리는 포도막염은 안구의 홍채와 맥락막 및 섬모체 같은
포도막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방치할 경우 백내장과
녹내장 혹은 포낭 황반부종 등으로 진행되면서 시력 손상을 초래
※ 전체 소아 포도막염 환자들 중 25~30% 정도에서는 중증 시력 손상이 유발

- 따라서 소아 전부 포도막염은 조기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
- EU집행위의 이번 적응증 추가는 총 114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분류를 거쳐 휴미라와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를 병용토록 했을 때
나타난 효능 및 안전성을, 메토트렉세이트 및 위약을 병용한 대조군과 비교
평가하면서 진행된 ‘시케모어(SYCAMORE)’ 시험 결과에 근거
- 시케모어 시험에서 휴미라 및 메토트렉세이트 병용요법을 시행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안구 염증 조절 개선 효과가 월등히 뛰어난 가운데 치료
실패율과 부작용 발생은 훨씬 낮은 것으로 파악
- 애브비 측은 EU집행위의 적응증 추가 승인에 대해 지금까지 생물의약품
치료대안이 부재했던 소아 포도막염 환자들을 위해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음을 의미한다고 평가
-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6월 휴미라에 대해 소아환자들의
비감염성 만성 비감염성 전부 포도막염과 함께 후부(後部) 포도막염 적응증
추가도 승인

[Pharma Times,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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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PRAC, 서방형 '파라세타몰' 시장 철수 권고
유럽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PRAC)가 서방형 '파라세타몰(paracetamol)'의
시장 철수를 권고
- 파라세타몰은 성인과 소아의 통증 및 고열을 완화시키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의 별칭
- PRAC의 이번 권고는 서방형 파라세타몰이 체내에서 과도하게 복잡한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미처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다 복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
- 앞서 스웨덴 의약품 규제당국은 서방형 파라세타몰에 중독 위험이 있는 지
정식 조사해 줄 것을 PRAC에 요청
- 이에 따라 PRAC는 서방형 파라세타몰과 관련해 발표된 임상시험 결과와
연구 논문 및 중독 사례를 분석하고, 독성 관리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
- 그 결과 서방형 파라세타몰 중독에 따른 위험이 장기지속형 제제로 확보할
수 있는 이점보다 더 크다는 결론이 도출
- PRAC는 서방형 파라세타몰 중독 위험을 최소화거나, 혹은 이 약물이 포함된
치료를 불가피하게 계속 시행할 때 나타나는 중독 현상을 조정 및 관리 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표준화 방안을 찾는데도 실패
- PRAC 권고는 유럽상호인증국가별승인절차조정그룹(CMDh)에 제출돼 이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정리되면 이후 EU집행위원회가 최종 결정
- 한편 유럽의약품청은, PRAC의 권고와는 별도로, 서방형 파라세타몰은
체내에서 방출되는 방식 때문에 중독 시 속방형 제품에 대해 사용하는
통상적인 치료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
-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의 서방형 파라세타몰 복용 여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경우 언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해독제를 처방해야 하는지 등 판단에
영향을 미치면서 심각한 간 손상 또는 사망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
- 또한 진통제 트라마돌(tramadol)이 포함된 서방형 제품의 경우 트라마돌
중독에 따른 영향도 추가돼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

[Health Medicine Network,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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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 '파라가드' 매각 … 비핵심 자산 정리 착수
이스라엘 테바가 피임장치 '파라가드(Paragard)'에 대한 전권을 미국
쿠퍼서지컬(CooperSurgical)에 11억불에 매각, 비핵심 자산 정리에 착수
- 테바의 비핵심 자산 정리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내부 역량을 결집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업 전략
- 파라가드는 자궁에 삽입돼 1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피임장치로,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전 세계에서 1억6천800만불의 매출을 창출했으나
제네릭 등 의약품에 주력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비핵심 자산
- 매각에는 파라가드를 생산하는 미국 버펄로 공장을 넘겨준다는 내용도 포함
- 테바 측 고위 관계자는 쿠퍼서지컬이 여성건강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소비자들이 파라가드를 계속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
- 테바는 유럽 지사의 암 및 통증 사업부 자산도 추가 매각할 계획으로, 이
같은 비핵심 자산 정리를 통해 최소 20억불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뒤 수익 대부분을 부채 상환에 사용한다는 방침
- 이와 함께 자산 정리가 마무리되면 자사가 강점을 보유한 제네릭 및 특수
의약품 특히 중추신경계와 호흡기 부문에 전략적 초점을 맞출 계획으로,
지속적 가치 창출을 위해 투자를 강화할 예정
- 한편 테바 이사회는 덴마크 룬드벡의 최고경영자인 카레 슐츠(Kåre Schultz)를
차기 회장으로 내정했다고 공표
- 테바는 지난 2월 에레즈 비고드만(Erez Vigodman) 회장 퇴임 이후 주가가
12년 만에 최저치까지 하락하는 등 상황이 녹록치 않은 형편
- 테바는 현재 350억불 정도의 부채 상환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채에 허덕이게 된 데는 지난해 아일랜드 앨러간의 일반 의약품 사업
부문을 405억불에 인수한 것이 결정타
- 테바는 '16년 전년 대비 22억불 증가한 219억300만불의 매출을 기록
했으나 영업이익은 21억5천400만불로 오히려 12억불 감소

[Library For Smart Investors,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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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그니캡', 고형종양 환자 탈모 예방에 사용 가능
스웨덴 디그니타나(Dignitana)가 개발한 '디그니캡 쿨링
시스템(DigniCap Cooling System, 이하 디그니캡)'이
미국 FDA로부터 고형종양 환자의 탈모를 예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승인을 취득
- 디그니캡은 컴퓨터로 조종되는 냉각모로, 모자 안 차가운 액체 순환을 통해
두피를 냉각시키고 이에 따라 혈관이 수축돼 두피의 모낭세포까지 도달하는
화학물질의 양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
- 이런 냉각 작용은 화학물질의 부정적 영향을 경감시키면서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인 탈모를 예방
- FDA는 당초 디그니캡을 유방암 환자의 탈모 예방 용도로 승인한 바 있는데,
이번에 고형종양 환자의 탈모 예방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확대 승인
- 그러나 FDA는 모든 고형종양 환자에 디그니캡이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소아 환자 및 냉열 손상에 민감한 환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
- 디그니캡의 부작용으로는 냉각 효과로 인한 두통, 목과 어깨에서의 불편감,
한기와 통증 등
- 탈모는 화학요법으로 치료받는 암환자 특히 고형종양 치료에 있어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한꺼번에 빠지기도, 시간 경과에 따라 조금씩
빠지기도 혹은 점차 얇아지는 형태로도 진행
- 탈모가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항암 화학요법의
기피 요인으로 여겨져 온 현실을 감안하면, 탈모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디그니캡의 사용 확대는 고형종양 환자에게 반가운 소식
- 최근 전 세계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점차 화학요법 대비 부작용이 적은
표적치료나 면역 항암치료로 전환되는 추세이지만 높은 비용 등 문제로
대중화까지는 아직 요원
- 한편 영국 의료기기 업체 팍스만 쿨링(Paxman Cooling)도 디그니캡과
유사한 냉각모 ‘오비스 팍스만 탈모예방 시스템(Orbis Paxman Hair Loss
Prevention System)’을 개발, FDA에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

[Dignitana,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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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자장 MRI 기기 '마그네톰 테라' 유럽 CE 인증 취득
독일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초고자장 MRI 기기 '마그네톰
테라 7T MRI 스캐너(Magnetom Terra 7T MRI Scanner,
이하 마그네톰 테라)'가 유럽 CE 인증을 취득
- 마그네톰 테라는 공간 및 분광 해상도가 매우 높아
근골격계에 대한 영상 정보와, 알츠하이머 ․ 간질 ․ 다발경화증 등 신경질환과
관련된 뇌 대사 과정의 영상 정보를 기존 기기보다 훨씬 선명하게 제공
- 특히 뇌 영상에서 강력한 대조도로 선명한 화면을 제공, 예를 들어 기존
기기로는 불가능했던 간질 환자의 백질과 회백질 사이 분명한 구분이나,
다발경화 환자에서 인지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회백질 병변 구분이 가능
- 이와 함께 신호 대 잡음비, 조직 조영도도 기존 기기보다 월등
- 마그네톰 테라는 비침습적 개인맞춤 임상의학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

[Siemens Healthineers, 2017.09.20]

펜실베이니아대, 심부전 원인 새 단서 포착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연구팀이 심부전의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를 포착
- 연구팀은 펜심장조직바이오뱅크(Penn Heart Tissue Biobank)로부터 확보한
심근세포의 텔로미어(telomere) 길이를 측정한 결과, 심부전 환자의 경우 이
길이가 정상인에 비해 유독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
※ 텔로미어는 세포의 염색체 말단부가 풀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부분으로, 이 말단부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풀리면서 길이가 짧아지며 이에 따라 세포가 노화되면서 사망을 초래

- 또한 텔로미어 길이가 짧을수록 심장기능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
- 그러나 심부전 환자라도 심근을 제외한 다른 조직세포의 텔로미어 길이는
정상인과 비슷했는데, 연구팀은 이에 대해 심부전을 예방하려면 심근세포의
텔로미어 길이를 보호하는 작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평가
-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심장학회저널(Journal of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
게재

[Gears Of Biz,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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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홉킨스대, "세로토닌 결핍은 치매 결과 아닌 원인"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이 뇌 속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serotonin)의
결핍은 치매의 결과가 아닌 원인이라고 질병신경생물학(Neurobiology of
Disease)지에 발표
-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경도인지장애 환자 28명(실험군)과 일반인 28명(대조군)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검사와

함께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으로

세로토닌

운반체(SERT) 수치를 측정
※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과 판단력 등 인지기능이 동일 연령대에 비해 떨어진 상태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방치하면 치매로 이행될 가능성이 고조

- 연구팀은 PET 시 항우울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화학물질에 방사성 탄소
꼬리표를 부착해 피험자들에게 투여
- 이는 이 화학물질이 SERT와 결합하는 특성이 있어 PET가 방사성 탄소의
꼬리표를 추적하면 SERT 수치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
- 측정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SERT 수치가 최대 38% 낮음이 확인
-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에 신호를 보낼 때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분비하며, 이 과정이 완료되면 세로토닌 운반체인 SERT가 세로토닌을 되받아
처음 신호를 보낸 신경세포로 다시 전달
- 따라서 신경세포가 사멸되면 SERT도 없어지고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게
된다고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설명
- 연구팀은 인지기능 검사로 단어 목록을 보여주고 얼마나 기억하는 지
확인하는 캘리포니아언어학습검사(CVLT)와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제시하고
기억해 그려보게 하는 간편시공간기억검사(BVMT)를 시행
- CVLT(80점 만점)에서 실험군은 평균 40.5점, 대조군은 55.8점을 기록했으며
BVMT(36점 만점)에서는 실험군이 평균 12.6점, 대조군 20점
- 또한 전체적으로 인지기능 검사 성적이 저조하면 SERT 수치도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 실험군은 CVLT 성적이 대조군에 비해 37% 낮은 가운데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 신경세포의 SERT 수치도 18% 낮은 것으로 파악
- 이러한 결과는 세로토닌 결핍은 치매의 결과가 아닌 원인으로, 세로토닌
손실을 막는 방법을 찾아내거나 세로토닌 대체 물질을 개발하면 치매 진행을
지연 내지 중단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

[Neuro Central,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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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덴세대,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은 2형 당뇨병 위험↑"
덴마크 오덴세(Odense)대 연구팀이 다낭성 난소증후군(polycystic ovary
syndrome : PCOS) 여성은 2형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주장
- PCOS는 난소와 부신에서 남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생리불순 ․
체모과다 ․ 여드름 ․ 불임 등 증상이 발현되는 현상으로, 가임기 여성의
6~10% 정도가 겪는 것으로 추산
- 오덴세대 연구팀은 PCOS 치료를 받는 여성 1천160여명과 이들의 3배에
해당하는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 여성들의 보건자료를 비교 분석
- 그 결과 PCOS 여성은 일반 여성에 비해 2형 당뇨병 발병률이 4배나 높은
가운데, 당뇨병이 발병된 연령도 평균 31세로 일반 여성(35세)에 비해
4년이나 빠른 것으로 파악
- 이번 연구는 임상내분비학대사저널(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

[Endocrinology Advisor, 2017.09.14]

Metabolism)에 발표

일본 국민의료비 급증 … '15년 42조4천억엔 육박
일본 후생노동성이 '15년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된
의료비

총액(국민의료비)이

42조3천644억엔을

기록,

9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
- 이 규모는 전년보다 1조5천573억엔 늘어난 것이며, 국민 1인당으로 계산할
때도 33만3천300엔(1만2천200엔 ↑)으로 이 역시 9년 연속 사상 최고
-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계속되는 데다 의료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국민의료비가
매년 1~2% 정도 증가
- 그러나 '15년에는 증가율이 3.8%로 대폭 높아졌는데, 이는 공공보험이 처음
적용된 C형간염 치료제 등 처방 증가로 인해 6천985억엔 급증한 약국조제
의료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 일본 국민의료비 규모는 1990년에 20조엔을 돌파한 뒤 2013년에는 40조엔을
뛰어넘는 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

[朝⽇新聞,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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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이도, '킬러 윙크 젤 라이너' 자발적 리콜
일본

시세이도가

색조화장품

브랜드

인테그레이트(INTEGRATE)의

아이라이너 제품 '킬러 윙크 젤 라이너(Killer Wink Gel Liner : KWGL)'를
자발적으로 리콜
- 이번 리콜은 KWGL 제조 시 결함으로 인해 일부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
입자들이 들어갔음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
- 시세이도는 이들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로부터 피부 트러블 등 부작용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고됨에 따라 조사 작업에 착수
- 그 결과 생산 공정을 거치는 동안 일부 KWGL 제품의 카트리지 부분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
- 시세이도는 이들 제품을 사용할 경우 안구 주위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로트번호 제품들을 예외없이
리콜하기로 결정
- 리콜이 진행될 KWGL 제품의 로트번호는 BK999, BR610, GR750, BR650,
GY800, BR500, VI600, WT900, GD80, BK905로, 이들 제품은 일본
이외 중국과 홍콩 및 대만에도 공급
- 시세이도는 지난 2월에도 이번과 동일한 이유로 일부 KWGL 제품을 리콜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들을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
- 하지만 당시 대체되어 공급된 제품들마저 이번 리콜 대상에 포함
- 시세이도는 리콜 제품에 대한 환불 요구에 응하기로 한 뒤 대체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번 기회에 KWGL 제품 자체에 대한 생산 및 판매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
- 시세이도는 향후 화장품 등 다른 제품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품질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
- 한편 시세이도는 지난 여름 3개 자외선 차단제 제품에 대해 품질기준 미달을
이유로 리콜 조치를 단행

[The Standard,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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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유전자 치료제 '킴리아' 출시 임박
스위스 노바티스의 유전자 치료제 '킴리아(Kymriah)'가 미국 FDA로부터
3~25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 ALL)
환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승인을 취득,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예상
- ALL은 골수에서 미성숙 백혈병 세포가 대거 생성된 후 혈액 속으로
방출되면서 건강한 백혈구 ․ 적혈구 ․ 혈소판이 부족해지는 혈액암
- 킴리아는 키메릭 항원 수용체-T 세포(CAR-T) 기술이 적용된 신계열 T세포
면역 항암제
- 특히 비정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바꾸는 전통적 치료제들과는 달리
환자에게서 직접 채취한 T세포에 혈액암 세포를 공격해 사멸시키도록
명령하는 새로운 유전자를 넣어 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맞춤형 치료제
- 킴리아는 임상시험에서 치료 3개월 만에 전체 관해율 83%, 12개월째 전체
생존율 80%라는 유례없이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 가운데, 처음 치료받는
환자의 경우 5년 이상 백혈병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확인
- 노바티스는 미국에서 연간 600명 정도의 ALL 환자가 킴리아 대상일 것으로
추정, 일단 5곳부터 시작해 올 연말까지 총 35곳의 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
- ALL 환자가 킴리아 치료를 받으려면 일단 치료센터에서 혈액 T세포를
채취받아야 하며, 치료센터는 이를 냉동해 뉴저지주 모리스플레인즈에
위치한 노바티스 지사로 전송
- 그러면 노바티스 지사가 이 T세포에 새로운 유전자를 주입해 증식시킨 뒤
냉동한 다음 다시 치료센터로 보내 환자에게 주입하게 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이 과정에 20일 이상이 소요
- 노바티스는 킴리아 가격을 몇몇 희귀질환 치료제를 제외하면 최고가에
해당하는 47만5천불 정도로 책정할 방침
- 전문가들은 킴리아로 백혈병 치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
- 한편 노바티스는 킴리아 치료법의 적응증 범위를 확대, 또 다른 혈액암인
비호지킨 림프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말 FDA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

[BioWorld,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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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콘드리아 조절 통한 수명 연장 초파리 실험 성공
미국 캘리포니아대(UCLA) 연구팀이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를 조절, 수명을 연장시키는 초파리 실험에 성공
- UCLA 연구팀은 평균 수명 2개월인 초파리를 대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노화
․ 축적 ․ 제거와 관련된 단백질과 유전자를 조작하는 실험을 통해 초파리의
활동성과 지구력이 증가하면서 수명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
- 생명체는 나이가 들면 작고 둥근 미토콘드리아의 모양이 크고 길어지면서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며,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의해 제거되는
속도보다 축적되는 속도가 빠른 것이 일반적
- 그러나 UCLA 연구팀이 초파리 실험에서 손상돼 커진 미토콘드리아를 작은
조각으로 나눠 신속하게 제거되도록 유도한 결과, 초파리의 활동성과
지구력이 증가했으며 암컷의 경우 평균 20%, 수컷은 12%가 수명이 연장
- 연구팀은 초파리에서 나이가 들수록 활동성이 떨어지는 ‘Drp1’ 단백질에
주목, 생후 30일이 경과한 초파리에게 Drp1 단백질을 1주일 동안 주입
- 그러자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들이 작게 쪼개지고 신속하게 제거되면서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만이 남았음이 확인
- 아울러 ‘Atg1’이라는 유전자가 스위치-오프(switch-off)된 초파리의 세포에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제거되지 못함이 관찰됨으로써 이 유전자가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제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파악
- 연구팀은 Drp1을 통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의 제거 속도를 조절했을 때,
중년의 근육세포가 어린 근육세포와 같이 활력을 되찾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7일간의 조절만으로도 초파리의 건강을 증진하면서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충분했다고 설명
- 이번 실험 성공으로 인간에게도 미토콘드리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
- UCLA 연구팀은 향후 미토콘드리아의 노화 ․ 축적 ․ 제거와 관계된 단백질과
유전자를 퇴행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
-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지에 게재

[Futurism,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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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유발 유전자 변이 17개 발견
미국 23앤드미(23andMe)와 스위스 제넨테크 공동 연구팀이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 17개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지에 발표
- 공동 연구팀은 지난 '15년부터 파킨슨병 환자 2만6천35명과 정상인
40만3천190명의 유전자 데이터를 비교 분석,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17개의
유전자 변이를 새롭게 확인
- 이들 유전자 변이는 세포 잔해나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하는 리소좀
(lysosome)의

활동과,

세포

스스로

자신의

세포

소기관을

분해하는

자가소화작용 및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파악
- 이러한 판단은 이 같은 과정이 일어날 때 파킨슨병 환자에서 17개 유전자
변이가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높게 발현되었다는 데 근거
- 연구팀은 뇌에서 불필요한 물질을 없애거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 변이가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새로 확인됐다고 소개
- 따라서 이들 유전자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면 향후
파킨슨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파킨슨병은

80대

이상에서

3~4%

비율로

발생하는

뇌신경

장애로,

알츠하이머 같은 기억력 장애를 유발할 뿐 아니라 중뇌에 위치한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이 기능을 못해 몸의 운동 기능에도 이상이 초래
※ 뉴런은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에 따라 △콜린성 뉴런 △아드레날린성 뉴런 △도파민성
뉴런 △세로토닌성 뉴런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도파민성 뉴런은 외부 자극으로 인해 세포의
흥분을 일으키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분비

- 지금까지 의료계에서는 60세 이전에 발병하는 조기 파킨슨병은 LRRK2,
GBA, SNCA 등 유전자 변이가, 60세 이후 파킨슨병은 적어도 24개의
유전자 변이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발견으로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가 이보다 훨씬 많음이 확인
- 이번 17개 유전자 변이 발견에 앞서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팀은 ‘알파-시누클레인
(alpha-synuclein)’이라는 단백질이 뇌 속에서 자가면역 공격과 연관이 있는
T세포를 활성화시키면서 파킨슨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News Medical,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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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마커 'HSD17B4'로 수술 불필요 유방암 구별
일본 국립암연구센터 연구팀이 유전자 마커 'HSD17B4'를 이용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한 유방암을 구별할 수 있다고 일본암학회 학술총회에서 발표
- 유방암은 암세포의 특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
- 암연구센터 연구팀은 이 중 암세포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HER2’가 양성인
형태의 암에 주목
※ HER2가 양성인 암은 전체 암의 10~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 암연구센터 연구팀이 이러한 형태의 암을 유발하는 암세포에 대해 HER2의
활동성을 저해하는 분자표적약을 투여하고 관찰한 결과,

절반 정도의

세포에서 종양이 완전히 소멸되었음이 확인
- 연구팀은 이에 대해 인간이 보유한 2만3천여 전체 유전자 중 ‘HSD17B4’
유전자가 비활성화되면 종양이 소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개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근거, 유전자 형태에 따라 수술을 하지 않고도
유방암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연구팀은 HSD17B의 활성화 여부를 조사하고 마커로서의 유효성을 보다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 조만간 실제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에 착수할 계획
- 이를 위해 우선 전국 의료기관 30~40여 곳에서 1~3기 유방암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뒤

분자표적약을

3~6개월

투여하고 1개월간 방사선 치료를 실시할 예정
- 이후 종양이 소멸된 환자에 대해 HSD17B의 활성화 여부를 분석할 방침
- 암연구센터 연구팀은 HSD17B4 유전자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은 다른 형태의 유방암이나 다른 종류의 암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4년 후를 목표로 실용화 작업에 나설 계획
- 현재 일본에서는 매년 7만명 정도가 새롭게 유방암 진단을 받고 있으며,
초기 유방암의 경우 수술로 암세포를 적출하는 방법이 표준 치료로 권장
- 앞서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은 차세대 시퀀싱 기술을 이용, 희귀 유방암인
엽상종양(phyllodes tumor)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마커 ‘MED12’를 발견
※ 엽상종양은 유방암 종류 중에서 1% 이하로 관찰되지만, 종종 양성으로 나타나면서 특히
공격적인 특성을 보유

[Gansider,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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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세포 화합물 '앨저논', 다운증후군 유전자 작용 억제
일본 교토대 연구팀이 다운증후군 아동의 지적장애를 유발하는 유전자
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합물을 발견
- 교토대 연구팀은 신경세포를 만드는 717종의 화합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히 신경줄기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을 찾아내고, 이를 ‘앨저논(altered
generation of neuron : ALGERNON)’으로 명명
- 그 뒤 앨저논을 다운증후군 태아를 가진 어미 쥐에 임신 중기(임신 10~15일)
동안 하루 1회 경구 투여한 결과, 태아에서 대뇌피질 이상이 사라졌음이 관찰
- 또한 이렇게 태어난 새끼 쥐는 미로처럼 복잡한 길을 기억하는 실험에서도
정상 쥐와 같은 정도의 기억력을 보유하면서 행동하는 것으로 파악
- 교토대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앨저논이 다운증후군으로
지적장애를 유발하는 유전자의 과잉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추정
※ 다운증후군은 23쌍의 염색체 가운데 21번이 1개 많은 3개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과잉으로
작용, 신경세포가 생성되기 어렵고 지적장애가 초래

-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

[QLifePro, 2017.09.07]

머크KGaA, PDS와 종양학 빅데이터 연구 제휴
독일 머크KGaA가 글로벌 비영리 의료정보 분석 업체 프로젝트 데이터
스피어(Project Data Sphere : PDS)와 비공개 금액의 종양학 빅데이터 연구
제휴를 체결
- 이번 제휴로 머크KGaA는 PDS와 글로벌 종양학 빅데이터 연합(Global
Oncology Big Data Alliance : GOBDA)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
- GOBDA 프로젝트는 PDS의 디지털 플랫폼에 위치한 암 환자 데이터, 특히
비식별화된 환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
- 현재 해당 플랫폼에는 여러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10만명 정도의 암
환자 임상시험 데이터가 취합되어 있는 상태로, 머크KGaA는 GOBDA 아래
이들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면서 희귀 종양별로 더욱 세분화할 계획
- 머크KGaA는 PDS와의 종양학 빅데이터 연구 제휴로 암 치료 및 부작용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암 관련 임상시험이 최적화될 수 있기를 기대

[European Biotechnology,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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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형 수술기 '스텔스스테이션 ENT' 미국․ 유럽 승인
미국 메드트로닉의 위성항법장치(GPS)형 수술 내비게이션 기기
'스텔스스테이션 ENT(StealthStation ENT)'가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 승인을 취득
- 스텔스스테이션 ENT는 전자기의 방출체 주변에 설치되는 기기로,
전자기 추적 기술이 채택된 특수 소프트웨어가 내장
- 이 기기는 의료진이 환자의 귀, 코, 목에서 수술할 부위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ENT는 Ear, Neck, Throat의 약자

- 이는 마치 GPS를 이용해 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같은
기능으로,

스텔스스테이션

ENT는

수술할

부위를

고해상도

터치스크린

모니터 상에서 3D 구조로 제시
- 이 같은 기능은 일반 내시경과 크게 구별되는 특징으로, 스텔스스테이션
ENT는 의료진 수술을 집도하기 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데도 사용이 가능

[Medgadget, 2017.09.14]

애플워치, 심장질환 포착 기능 탑재 전망
애플워치에 장착된 센서에 부정맥 등 심장질환이 발생하는
조짐을 포착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될 전망
- 미국의 애플은 이를 위해 스탠퍼드대 임상전문가들 및 의료 IT
기업 아메리칸 웰과 비공개 금액의 연구 협력 계약을 체결
- 센서가 심장질환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감도와
정확도를 갖추면 애플워치는 상품 가치가 높아지면서 특히 심장질환 위험이
높은 예비 환자에게 필수적인 스마트기기가 될 것으로 예상
- 이와 관련, 팀 쿡 애플 CEO는 헬스케어 부문이 날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자사는 헬스케어 부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
- 애플워치는 지난 5월 미국의 스타트업 카디오그램(Cardiogram)이 시행한
실험에서 심박세동을 97%의 정확도로 포착

[Forbes,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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