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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의 60-70%를 차지하는 만성 퇴행성 

신경질환이다. 알츠하이머병의 전형적인 병리학적 특성은 뇌 속의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라는 두 종류 단백질의 축적이다. 또한 이 두 

단백질은 실제로 인지기능의 이상이 느껴지는 시점보다 15년-20년전 

부터 뇌 속에 쌓이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두 단백질의 

축적을 증상발병 이전에 예측하고 신경세포의 손상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뇌 속의 아밀로이드 혹은 타우 단백질의 

축적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밀로이드-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혹은 타우-PET으로 한정적이다. 

본 연구는 혈액의 단백질을 측정하여 뇌 속 병변 (베타-아밀로이드 

혹은 타우 단백질)의 축적 유무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정상군, 경도인지 

장애군, 치매군의 혈액 바이오마커 농도를 각각 뇌 속 병변의 유무에 

따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혈중 내 베타-아밀로이드, 

아세틸콜린분해효소 (acetylcholinesterase), 아세틸콜린분해효소의 

활성도 (activity), 인 (phosphorus), galectin-3 binding protein 

(LGALS3BP),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galectin-3, 및 

타우 단백질 등의 농도가 뇌 속 병변이 쌓여있는 대상군에서 유의하게 

변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수신자 판단 특성 곡선 분석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nalysis)등을 시행하였고,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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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하면적 (area under curve; AUC)을 갖는 바이오마커 패널 (뇌 

베타-아밀로이드, 0.873 AUC, 80.8% 민감도, 79.8% 특이도; 뇌 타우, 

0.911 AUC, 80.0% 민감도, 90.2% 특이도)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혈액을 통한 뇌 속 병변 예측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예측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어: 알츠하이머병,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인산화 타우, PiB-PET, 

Tau-PET, 혈액 바이오마커,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인, LGALS3BP, 

ACE, galectin-3, Mixture of protease inhibitors and phosphatase 

inhibitors  

학번: 2013-2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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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및 약어 목록 

 

ACE: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AChE: acetylcholinesterase 

AD: Alzheimer’s disease 

AUC: area under curve 

Aβ: beta-amyloid 

BBB: blood brain barrier 

CI: cognitively impaired subjects  

CN: cognitively normal 

CSF: cerebral spinal fluid 

EDTA: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ant assay 

FDG: 18F-labeled fluoro-2-deoxyglucose 

Gal-3: galectin-3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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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ASE: Korean brain aging study for early diagnosis and 

prediction of Alzheimer's disease 

LGALS3BP: galectin-3 binding protein 

LP: lumbar puncture 

LRP: low density lipoprotein-related protein 1 

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PP: mixture of protease inhibitors and phosphatase inhibitors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NFT: neurofibrillary tangles 

P-gp: permeability glycoprotein 

PiB-PET: Pittsburgh compound B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RAGE: receptor for advanced glycan end product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ROI: region of interest 

SIMOA: single molecular array  

SUVR: standardized uptake valu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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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AD)은  치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성 치매의 대표적인 질병이다 (1). 특히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알츠하이머병의 환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알츠하이머병의 병리학적 특징으로는 환자의 

뇌조직에 베타-아밀로이드 (beta-amyloid peptide; Aβ)로 이루어진 

노인반 (senile plaque)과 세포 내의 과인산화 타우 단백질에 의한 

신경섬유 다발 (neurofibrillary tangle; NFT)이 응집되는 것이 있다 

(그림 1) (2, 3). 이 두 단백질의 축적은 시냅스의 퇴화, 세포 사멸, 

뇌면역반응계의 이상 등을 일으켜 인지기능의 저하를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으며 (4), 증상이 나타나기 15-20년 전부터 축적이 진행된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림 2) (5-8). 최근 들어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를 

검출 할 수 있는 Pittsburg compound B (PiB) 양성자 방사 단측 촬영 

(Pittsburg compound B-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iB-PET) 

기법 및 인산화된 타우를 검출 할수 있는 18F-AV-1451 타우 양성자 

방사 단측 촬영 (18F-AV-1451 Tau-PET) 기법이 개발되면서 

살아있는 인간에게서 뇌 속 단백질의 존재 유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6). 실제로 인지기능에 이상이 없는 인지기능 정상군임에도 불구하고 

뇌 속엔 베타-아밀로이드 혹은 타우 단백질이 이미 쌓여있는 

병리학적인 환자군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의사의 

임상학적인 판단만으로는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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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알츠하이머병의 진단 

기준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 임상학적인 판단으로만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것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인지기능의 

이상유무를 진단의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닌, 뇌 속 단백질의 축적 

유무를 통해 병리학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미국 NIH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었다 (9).  

살아있는 환자에서 뇌 속 단백질의 축적 유무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사후 뇌 조직 (post-mortem brain tissue)만을 활용하던 

기존 연구동향을 탈피하여 알츠하이머병 연구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10). 하지만 양성자 방사 단측 촬영의 경우 고가의 장비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하며,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인지기능 

정상군임에도 불구하고 뇌 속 병변이 있는 환자 (그림 2, 첫번째 노란색 

상자 시점에 해당)의 경우 병원 방문 및 영상 촬영에 제한이 있으며, 

치매환자의 경우 (그림 2, 두번째 하늘색 상자 시점에 해당)도 제한된 

병원에서만 본 영상 검사가 가능하여 혈액, 소변, 타액 등 체액을 

활용한 바이오마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뇌 속 단백질의 

축적 유무를 반영하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체액 바이오마커가 있다면 

간단한 체액검사로써 축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의 조기예측 및 치료전략 수집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체에서 유래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에는 직접적인 조직의 생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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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인체 유래 체액이 존재한다 (11).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바이오마커로써 살아있는 환자에게서 뇌 조직을 직접 얻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혈액, 소변, 타액, 눈물 등 인체 유래 체액을 

활용하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뇌 속 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고도 뇌 속의 단백질의 축적 유무를 반영하는 혈액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신경 퇴행성 질환의 바이오마커 

연구에서 표본으로 이용되는 체액은 대표적으로 뇌 척수액 (cerebral 

spinal fluid; CSF)과 혈액 (blood)이 있다 (12-14). 뇌 척수액은 

표본을 채취할 수 있는 체액 중 가장 직접적으로 뇌의 상태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15).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의 환자군에서 채취한 뇌 

척수액의 베타-아밀로이드 농도와 타우 단백질의 농도는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 및 타우 병변의 양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보고들이 

존재하며, 뇌 척수액을 통해 병변의 유무를 예상하는 정확도는 85%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16). 하지만 뇌 척수액을 채취하는 과정은 

요추천자 (lumbar puncture, LP)(17)라는 기법을 활용하는데, 이는 

매우 침습적 (invasive)인 방식이며 드물게 척수의 경막하 (subdural) 

또는 거미막하 (subarachnoid)의 출혈 (hemorrhage)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18). 따라서 특히 인지기능 정상군의 대부분은 

치매 검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 이므로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위해 

뇌 척수액을 뽑으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반면, 혈액의 

경우 채취하기가 매우 용이하여 환자에게 거부감이 없고, 비교적 덜 

침습적인 방법이므로 채혈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히 낮다. 물론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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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액과 뇌 조직의 연관관계가 혈액과 뇌 조직의 관계보다는 잘 알려진 

것이 사실이지만, 혈액의 경우에도 뇌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는 많은 

보고들이 존재해왔다 (그림 3) (19). 첫 번째로는 뇌막 장벽 

(meningeal barrier)을 통한 물질의 교환이 있다. 뇌막 아래에 존재하는 

거미막하 부분에는 모세혈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혈관을 통하여 뇌 

유연조직 (brain parenchyma)으로 물질이 통과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비교적 잘 알려진 뇌 혈관 장벽 (blood brain barrier; BBB)의 손상, 

혈관에 존재하는 수용체들을 통하여 실제로 뇌와 말초기관 (peripheral 

organs)들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하여 뇌 혈관 장벽의 붕괴가 일어나 뇌 속 

단백질과 혈중 단백질의 교류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21), 

최종당화산물 수용체 (receptor for advanced glycan end product; 

RAGE), 투과성 당쇄단백질 (permeability-glycoprotein; P-gp), 및 

저밀도 지질단백질 연관 단백질 (low density lipoprotein receptor- 

related protein 1; LRP1)등을 통해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출입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22). 또한 본 연구자는 알츠하이머병 쥐 

동물 모델에서 뇌 혈관 장벽이 손상되어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21). 

세 번째로는 혈관-뇌척수액 장벽 (blood-cerebrospinal fluid 

barrier)을 통해 물질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뇌 척수액은 뇌 간질액 

(interstitial fluid; ISF)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뇌 

유연조직으로 물질의 흐름이 이동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경교질세포 

(glial cells) 관련 림프액 배출경로 (glymphatic pathway)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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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과의 물질교류가 있다 (23). 이는 신경교질세포 중 성상세포 

(astrocytes)에 존재하는 Aquaporin 4 (Aqp4) 단백질의 도움으로 

혈액으로부터 뇌 간질액으로 물질이 빠져나와 배출되는 경로이며, 이는 

뇌 속의 유연조직내 단백질의 농도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23). 이와 

같이 혈액의 경우에도 뇌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다양한 근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샘플 채취가 용이한 혈액을 이용하여 

이를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특이성 및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는 바이오마커 

연구의 대상이 되는 환자군 선정의 관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아직까지도 혈액을 통한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 관련 연구는 뇌 

영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바이오마커 (뇌 속 단백질의 축적 유무를 

구별하는)를 찾는 연구보다 인지기능 정상군과 장애군을 구별하려는 

바이오마커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알츠하이머병 

연구자들의 포털 사이트인 www.alzforum.org의 메타 분석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다 (그림 4). YKL-40와 타우 

단백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바이오마커들은 높지 않은 메타 분석 효과 

크기 (meta-analysis effect size, < 1.1)를 보이고 있다. 이는 메타 

분석 결과의 주요 혈액 바이오마커들의 효율이 높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환자군의 선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인지기능 정상군임에도 불구하고 뇌 속엔 베타-아밀로이드 혹은 

타우가 쌓여있는 초기 알츠하이머병의 환자의 경우, 본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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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정상군으로 표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본 

연구는 병리학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바이오마커를 찾는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지기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뇌 속 

병변이 있는 경우 알츠하이머병 환자군으로 분류할 것이다), 환자군 

선정의 관점에서 메타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결과와는 차별화된 장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 본 연구는 혈액 내 보편적 (conventional)으로 알려진 

바이오마커 (혈액 내 베타-아밀로이드 혹은 타우 단백질) 이외에도 

단백질체학 (proteomics) 분석 및 질량분석법 (mass spectrometry)을 

통해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견하고 패널을 구축하였다. 최근 혈액 

바이오마커를 정리한 해설 논문 (review article) (24)에 따르면 

바이오마커의 연구 대상은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와 같은 보편적 마커 

(11%), 바이오마커 패널 연구 (47%), 새로운 마커 (38%), 유전적 

마커 (4%)로 나누게 되는데 (그림 5A), 본 연구는 유전적 마커를 

제외하고 모든 바이오마커 범주에 해당되는 연구를 포괄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 기법적인 측면 (그림 5B)에서도 본 연구는 

면역기법, 단백질체학, 질량분석법 등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활용할 

것이기에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바이오마커 연구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두개의 주제 (Part 1,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유무 

예측 바이오마커에 관한 연구; Part 2, 뇌 속 타우 축적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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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마커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그림 6.은 본 연구의 

가설을 모식도로 표현한 것이며 (병리학적으로 정상, pathologically 

normal, 뇌 속 병변이 없음; 알츠하이머병, 병리학적으로 질병, 뇌 속 

병변이 있음), 그림 7은 두 파트를 간략히 설명한 전체 연구 모식도이다.  

Part 1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서 나타나는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여부를 혈액 단백질을 통해서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7, 윗 부분 Part 1. 상자 참고). 먼저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뇌 

혈관 장벽의 붕괴, 뇌혈관내피세포의 최종당화산물 수용체, 투과성 

당쇄단백질, 및 저밀도 지질단백질 연관 단백질 등에 의하여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 된 바 있다 

(20, 22). 본 연구자가 Aging cell에 게재한 논문에서도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뇌 혈관 장벽의 붕괴 현상을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로 널리 사용되는 Tg6799 (5XFAD; 

Tg(APPSwFlLon, PSEN1*M146L*L286V) 6799Vas) 쥐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림 8) (21). 또한 같은 논문에서 뇌 혈관 장벽의 붕괴를 

회복시켜준다고 알려진 Annexin A1이란 항면역작용 단백질이 

알츠하이머병 환자 혈액 (혈청)에서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림 9) (21). 이는 알츠하이머병 환자군에서 뇌 혈관 장벽의 붕괴 

현상을 환자 샘플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혈액에서의 특정 단백질의 농도가 

알츠하이머병의 환자를 구별하는 바이오마커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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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혈액단백질의 농도를 통하여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 유무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Part 1에서는 크게 두가지 범주로 혈액 단백질의 측정을 진행하였다 

(그림 7, 윗 부분 Part 1. 상자 참고). 첫번째로는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되어있다고 알려진 보편적인 (conventional) 단백질 (혈장 베타-

아밀로이드 농도,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인 수치)들의 농도를 측정 후, 

이를 이용하여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 유무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다 (Part 1. SET1; conventional 

targets). Part 1에선 본 연구자가 사전 보고한 혈액 단백질들 (25-

27)의 농도를 증가된 환자수를 통해 추가로 측정하고 공변수를 

활용하여 재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합하여 바이오마커 패널 SET1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환자 혈액을 통한 단백질체학 분석을 

통해 바이오마커 후보군을 얻고, 이를 효소 결합 면역 침강 분석법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를 통하여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Part 1. SET2). 본 연구는 바이오마커들을 새롭게 

조합하고 재분석하여 최적의 바이오마커 조합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각 마커들을 조합하여 뇌 아밀로이드 축적 유무를 구별하는 

최적화된 바이오마커 조합을 찾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 수신자 

판단 특성 곡선 분석 등을 시행하였으며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갖는 

바이오마커 패널을 구축하여 이를 구현하였다.  

환자군은 총 511명의 실험자들을 두 가지의 요소 (뇌속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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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밀로이드 및 인지기능 저하 단계) 기준에 따라 6개의 세부 그룹으로 

분리하였다 (그림 10) (27). 여섯 개의 세부 그룹은 다음과 같다; 인지 

기능 정상/뇌 아밀로이드 없음 (cognitively normal/PiB-PET positive; 

CN+), 인지 기능 정상/뇌 아밀로이드 있음 (cognitively normal/PiB-

PET negative; CN-), 경도 인지 장애/뇌 아밀로이드 없음 (mild 

cognitive impairment/PiB-PET negative; MCI-), 경도 인지 장애/뇌 

아밀로이드 있음 (mild cognitive impairment/PiB-PET+; MCI+), 치매 

증상 보유/뇌 아밀로이드 없음 (clinically dementia/PiB-PET-; 

Dementia-), 치매 증상 보유/뇌 아밀로이드 있음 (clinically 

dementia/PiB-PET+; Dementia+). 실험적 분석은 PiB-PET 

negative 실험군 (CN-, MCI-, or Dementia-)과 PiB-PET positive 

실험군 (CN+, MCI+, or Dementia+)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림 

10). 본 연구에서는 뇌 아밀로이드 축적을 혈액 단백질 패널을 통하여 

예측하고, 이를 알츠하이머병의 조기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Part 2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서 나타나는 뇌 속 과인산화 타우 

축적여부를 혈액 단백질을 통해서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7, 아래 상자 Part 2. 부분 참고). 타우 단백질의 경우도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뇌 혈관 장벽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자를 비롯한 타 그룹 연구자들에 

의해 혈장내 타우 단백질의 농도가 뇌 속 타우 단백질의 축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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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28, 29). 본 연구에서는 전체 127 

명의 실험자들을 두 가지의 요소 (뇌속 타우 단백질 축적 유무 및 

인지기능 저하 단계) 기준에 따라 6개의 세부 그룹으로 분리하였다 

(그림 11). 여섯 개의 세부 그룹은 다음과 같다; 인지 기능 정상/뇌 

타우 없음 (cognitively normal/Tau-PET positive; CN-), 인지 기능 

정상/뇌 타우 있음 (cognitively normal/Tau-PET negative; CN+, 

경도 인지 장애/뇌 타우 없음 (mild cognitive impairment/Tau-PET 

negative; MCI-), 경도 인지 장애/뇌 타우 있음 (mild cognitive 

impairment/Tau-PET+; MCI+), 치매 증상 보유/뇌 타우 없음 

(clinically dementia/Tau-PET-; Dementia-), 치매 증상 보유/뇌 

타우 있음 (clinically dementia/Tau-PET+; Dementia+). 실험적 

분석은 Tau-PET negative 실험군 (CN-, MCI-, or Dementia-)과 

Tau-PET positive 실험군 (CN+, MCI+, or Dementia+)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림 11). 채취된 혈액으로부터 혈장을 분리하고 베타-

아밀로이드 1-42, 베타-아밀로이드 1-40, 타우 단백질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어서 각 마커들을 조합하여 뇌 타우 단백질 축적 유무를 

구별하는 최적화된 바이오마커 조합을 찾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 

수신자 판단 특성 곡선 분석 등을 시행하였으며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갖는 바이오마커 패널을 구축하여 이를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뇌속 

타우 단백질 축적을 혈액 단백질을 통하여 예측하고, 이를 

알츠하이머병의 조기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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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과 Part 2의 연구를 통하여, 알츠하이머병의 병리적 특성인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의 축적 유무를 예측하는 새로운 

바이오마커 패널을 구축 하였다. 이는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예측하고, 

신경세포의 손상에 대비하는데 있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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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 마커를 찾기 위한 연구과제인 

Korean Brain Aging Study for Early Diagnosis and Prediction of 

Alzheimer’s disease (KBASE) 과제의 일부로 수행되었으며, 

서울대학교 병원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기관에 의해 

연구의 타당성이 승인 되었다. 모든 참가자 혹은 그들의 법적 대리인은 

사전 설명 동의서를 받고 본 연구에 참여할 것임을 승인하였다.  

 

1. 실험 참가자 정보 

Part 1.  

본 실험은 511명의 참가자를 보유하였다.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인지기능 정상/뇌 아밀로이드 없음 (cognitively 

normal/PiB-PET positive; CN-, n = 249), 인지 기능 정상/뇌 

아밀로이드 있음 (cognitively normal/PiB-PET negative; CN+, n = 

41), 경도 인지 장애/뇌 아밀로이드 없음 (mild cognitive 

impairment/PiB-PET negative; MCI-, n = 75), 경도 인지 장애/뇌 

아밀로이드 있음 (mild cognitive impairment/PiB-PET+; MCI+, n = 

64), 치매 증상 보유/뇌 아밀로이드 없음 (clinically dementia/PiB-

PET-; Dementia-, n = 17), 치매 증상 보유/뇌 아밀로이드 있음 

(clinically dementia/PiB-PET+; Dementia+, n = 65) (그림 10).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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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는 심리학적 혹은 임상학적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혈액검사 및 뇌 

영상 검사 (MRI and PiB-PET)을 수행하였다. 또한 인지기능 검사로는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수행 후 해당 수치를 

활용하였으며, 환자들의 성별, 나이, 교육환경을 보정한 MMSE z 점수를 

최종 활용하였다.  

Part 2.  

본 실험은 127명의 참가자를 보유하였다.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졌다. 인지 기능 정상/뇌 타우 없음 (cognitively normal/Tau-

PET positive; CN-, n = 52), 인지 기능 정상/뇌 타우 있음 

(cognitively normal/Tau-PET negative; CN+, n = 15), 경도 인지 

장애/뇌 타우 없음 (mild cognitive impairment/Tau-PET negative; 

MCI-, n = 17), 경도 인지 장애/뇌 타우 있음 (mild cognitive 

impairment/Tau-PET+; MCI+, n = 11), 치매 증상 보유/뇌 타우 없음 

(clinically dementia/Tau-PET-; Dementia-, n = 6), 치매 증상 

보유/뇌 타우 있음 (clinically dementia/Tau-PET+; Dementia+, n = 

26) (그림 11). 모든 참가자는 심리학적 혹은 임상학적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혈액검사 및 뇌 영상 검사 (MRI and Tau-PET)를 

수행하였다. 또한 인지기능 검사로는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수행 후 해당 수치를 활용하였으며, 환자들의 성별, 나이, 

교육환경을 보정한 MMSE z 점수를 최종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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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 영상 데이터 

PiB-PET 촬영은 3.0 T PET-MR scanner (Biograph mMR scanner 

[Siemens, Washington DC, USA])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촬영 

기법은 이전에 보고된 논문에 기초하였다 (30). 참가자들은 

standardized uptake value ratio (SUVR) 값에 기초하여 PiB+ (베타-

아밀로이드 보유군)와 PiB- (베타-아밀로이드 미보유군)으로 나누어 

졌으며, 그 경계값은 4개의 ROI들 중 1개 이상에서 1.4보다 큰 값을 

가질 경우 PiB+로, 1.4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질 경우 PiB-로 

구별하였다 (31, 32). 18F-AV-1451 PET 스캔은 Biograph True 

point 40 PET/CT scanner (Siemens, Washington, DC, USA)를 

이용하여 10분간 수행되었으며, 촬영 기법은 이전에 보고된 논문에 

기초하였다 (28). 환자들은 알츠하이머병의 뇌 속 타우 단백질 축적에 

따른 구별방법인 Braak 단계에 따라서 먼저 4개의 그룹 (Braak 단계 0, 

Braak 단계 I/II, Braak 단계 III/IV, 그리고 Braak 단계 V/VI)으로 

나누어졌다 (33). 또한 Braak 단계에 따라 0-II와 III-VI 두 

그룹으로도 나누어 Tau-PET 양성 그룹과 음성 그룹을 구별하였다.  

FDG-PET (18F-labeled fluoro-2-deoxyglucose – PET)의 경우 

포도당 흡수율 (glucose uptake)을 확인함으로써 신경세포의 활성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고자 18F-FDG radioligands 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이 역시 기존 보고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 (28).  자기 공명 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의 경우 대뇌 측두엽의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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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pocampus)의 부피 혹은 대뇌 피질의 두께 (cortical thickness)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보고에 근거한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28).  

3. 채혈 

혈액은 정맥 천차 (venipuncture) 방식으로 오전 9시에 공복상태로 K2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튜브 (BD Vacutainer Systems, Plymouth, UK) 및 SST 혈청분리튜브 

(BD, Franklin Lakes, NJ, USA)에 채혈하였다. 먼저 혈장 (plasma) 

분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채취된 혈액 샘플은 상온에서 안정화 된 뒤, 

700Ⅹg 로 5분간 상온에서 원심 분리 하여 혈장 (plasma) 샘플을 

얻었다. 얻어진 혈장 샘플은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같은 조건으로 한번 

더 원심 분리 하였고, 잘 걸러진 혈장 상층액은 소분하여 -80℃에 즉시 

보관하였다. 혈청 (serum)의 경우엔 1300Ⅹg 로 10분간 상온에서 

원심 분리 하여 혈청을 수득 하였다. 얻어진 혈청 샘플 역시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같은 조건으로 한번 더 원심분리 하였고, 잘 걸러진 혈청 

상층액은 소분하여 -80℃에 즉시 보관하였다.  

4. 혈장 및 혈청 단백질 농도 측정  

혈장 베타-아밀로이드 농도의 경우 INNO-BIA plasma Aβ form 

키트(Innogenetics, Gent, Belgium)를 이용하여 bead를 기반으로한 

다중 타겟 효소면역측정법 (bead-based multiplex ELISA; X-MAP 

technology)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방식은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였다 (27). 또한 혈장의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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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단백질 분해 억제제 및 인산화 단백질 분해 

억제제의 혼합물 (mixture of protease inhibitors and phosphatase 

inhibitors; MPP)을 처리하였고, 이는 본 연구자가 기발표한 논문에 

자세히 기술되어있다 (27). 혈장 타우 농도의 경우 Total Tau 2.0 

(Quanterix, Lexington, MA, USA) 키트를 활용하여 SIMOA 기법 

(single molecular array)을 통해 측정하였다. 아세틸콜린분해효소, 

galectin-3 binding protein (LGALS3BP), Galectin-3, 및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은 효소면역측정법 (Enzyme-

Linked Immunosorbant Assay, ELISA)을 통해 측정하였고, 이 역시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였다. 측정된 단백질은 모두 

R&D system 사 (R&D system, MN, USA) 제품을 활용하였다. 

측정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혈장 혹은 혈청 샘플과 표준화된 

농도가 계산된 샘플들을 안티바디가 코팅된 웰에 투입하고, 37℃ 

배양기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세척 용액으로 세번 씻어 준 

다음, 바이오틴 항체를 넣어주고 다시 37℃ 배양기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세척 용액으로 다섯번 씻어 준 다음, horseradish 

peroxidase (HRP) – avidin 용액으로 바이오틴 항체에 결합을 

시켜주고 다시 37℃ 배양기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마지막으로 

TMB 용액을 넣어주고 5-10분 간 상온에서 배양한 후, 5분 내로 450 

nm 파장으로 플레이트를 읽어 단백질 농도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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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단백질 항원항체반응 기반 비색 측정법 (colorimetric method)  

혈청에서의 인 (phosphorus) 및 혈장에서의 아세틸콜린분해효소 

활성도 (Activity of acetylcholinesterase)는 단백질의 항원 항체반응이 

아닌 또 다른 비색 측정법을 활용하여 그 농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아세틸콜린분해효소의 활성도의 경우 아세틸콜린분해효소 기반 비색측정 

키트 제품 (abcam, Cambridge, UK)을 활용하였으며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였다. 간단히, 20X 5,5-dithio-bis-(2-

nitrobenzoic acid; DTNB)를 포함하는 아세틸콜린 반응 혼합물과 

아세틸콜린분해효소 표준 농도 샘플 및 혈장 샘플을 섞어주었다. 

DTNB의 경우는 혈장내의 아세틸콜린분해효소에 의해 

아세틸사이오콜린 (acetylthiocholine)이 분해될 때 생기는 사이오콜린 

(thiocholine) 농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었으며, 해당 키트는 이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아세틸콜린분해효소의 활성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해당 신호 강도는 410nm 파장대에서 측정하여 농도를 

결정하였고 측정시엔 PowerWave XS (BioTek, Vermont, USA) 장비를 

이용하였다. 또한 혈청 내 인 (phosphorus) 수치의 경우 무기 인이 

몰리브덴산 암모늄 (ammonium molybdate)과 반응하였을 때 

인몰리브덴산 (phosphomolybdate)이 형성되고 이것을 340/658 nm 

파장대에서 ADVIA 1800 Auto Analyzer (Siemens, USA) 장비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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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백질체학 (Proteomics) 분석 기법  

혈장의 단백질체학 분석을 위하여 tandem mass tag (TMT) labeling, 

pH 역상 액상 크로마토그래피 (mRP fractionation), N-당쇄펩타이드 

농축, 액상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 (liquid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 LC-MS/MS)이 수행되었다. 혈액내 풍부하게 

존재한다고 알려진 14개의 혈장 과량 단백질 (albumin, IgG, 

antitrypsin, IgA, transferrin, haptoglobin, fibrinogen, alpha-2-

macroglobulin, alpha1-acid glycoprotein, IgM, apolipoprotein AI, 

apolipoprotein AII, complement C3, 그리고 transthyretin)을 IgY14 

LC10 column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이용하여 면역 

고갈 (immunodepletion) 시켰고, Agilent 1260 Infinity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시스템 (Palo Alto, CA, USA)을 구동하였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혈장 샘플은 원심분리 필터 (CoStar, Cambridge, MA, USA)를 

이용하여 걸러졌고, 그 결과물은 BCA protein assay kit (Pierce, 

Rockford, IL)를 이용하여 농도가 측정되었다. BCA 결과로 인하여 10 

mg 의 혈장단백질이 IgY14 LC10 column에 투여되었고, 면역고갈된 

혈장은 Amicon Ultra-15 3K filter unit (Millipore, Billerica, MA, 

USA)를 이용하여 농축 되었다. 농축된 단백질은 DTT 용액 (10mM 

dithiothreitol in 6M urea)로 환원되었고, IAA 용액 (40 mM 

iodoacetamide in 6M urea)으로 염기화되었다. 이는 트립신-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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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1:50 (w/w)로 분해되었으며, 트립신으로 분해된 단백질은 6-plex 

TMT 시약 (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USA)으로 표기되었고, 

mRP fractionation이 진행되었다 (34). CN-, CN+, MCI+, Dementia+ 

샘플들은 (각 400 μg) 126, 127, 129, 130 TMT 용액으로 표기되었다. 

보편 대조 샘플 (universal reference sample)은 131 TMT로 

표기되었다. N-당쇄화펩타이드는 기존의 filter aided capture and 

elution (FACE) 방식 (34)을 통하여 증량되었고, Q Exactive orbitrap 

질량분석기 (Thermo Scientific) 및 개량된 nanoACQUITY를 통하여 

글로벌 및 N-당쇄 단백질체 분석이 완료되었다. LC-MS/MS의 분석은 

MS/MS 자료의 보정을 위해 후실험 단일 동위원소 질량 필터 및 정제 

방식 (postexperiment monoisotopic mass filtering and refinement; 

PE-MMR)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기존 보고에 근거하였다 (35). 

펩타이드는 오발견률 (false discovery rate, FDR) < 0.01 로 펩타이드 

스펙트럼 맞춤 (peptide spectrum matches)에 의해 검증되었고, 

CN-,CN+,MCI+,Dementia+ 각 그룹의 정량된 TMT 세기는 

주자료행렬 (master data matrix)에 결합되었다. 상대적인 펩타이드의 

정량은 보편 대조 샘플 (universal reference sample)과 비교하여 

결정되었으며, 3 반복 실험에서 얻은 t-test의 결과가 p < 0.1 (t-

test)이면서 >1.3 비율 변화 (fold change)를 만족하는 것을 유의한 

양적 차이를 보이는 펩타이드 (differentially expressed peptides; DE 

peptides)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두개 이상의 DE peptides를 보이는 

단백질을 유의한 발현 차이 단백질 (differentially expressed prot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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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s)이라고 정하였다.  

7. 통계 처리 분석 

모든 데이터의 통계처리는 Medcalc 17.2 (Medcalc Software, Ostend, 

Belgium)와 GraphPad Prism 7 (GraphPad Software, CA, USA)을 

이용하였다. 환자 인구 통계표 (Demographic data)의 범주형 데이터 

(성별, Apolipoprotein ε4 여부, 인지기능저하 상태 등)는 카이 제곱 

검정 (chi-square test; χ2 test)을 통해 분석하였고, 연속형 데이터 

(나이, 교육 수준, MMSE z 점수, 혈액 바이오마커 농도 등)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 후 사후분석 (post-hoc)으로 분석 

하였다. 또한 보정 변수를 보정 한 후, 두 변수의 관계를 알기 위하여 

편상관 분석 (partial correlation analysis)을 활용하였으며, 두 변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공분산 분석 (ANCOVA)을 이용하였다. 이어서, 

최적화된 바이오마커 조합을 찾기 위해 다변량 선형 회귀 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로지스틱 회귀 분석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수신자 판단 특성 곡선 분석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nalysis; ROC curve analysis)등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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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Part 1.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예측 모델 확립을 

위한 혈액 바이오마커 발굴 연구 

1. 기연구 내용의 적용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을 예측하기 위한 혈액 바이오마커는 

기존에 알츠하이머병과 연관이 있다고 잘 알려진 인자들 및 본 연구자가 

기연구를 통해 발표된 인자들을 활용하였다 (베타-아밀로이드 1-42, 

베타-아밀로이드 1-40,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아세틸콜린분해효소의 

활성도, 인 수치) (25-27). 베타-아밀로이드의 경우 타 단백질에 대한 

결합력이 크고, 열에 취약하며, 단량체가 쉽게 중합체로 변화하는 등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액 내에서 안정화된 측정 방법이 

필요하다 (36-38). 본 연구자는 단백질분해효소억제제 및 

인산화단백질분해효소 억제제의 혼합물 (mixture of protease inhibitors 

and phosphatase inhibitors; MPP)을 처리하여 혈장 내의 베타-

아밀로이드 농도를 안정적이게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림 12A) 

(27). MPP를 처리한 후 측정된 베타-아밀로이드의 농도를 MPP-

Aβ42, MPP-Aβ40라 하고, 그 비율을 MPP-Aβ42/40이라고 

칭하였을 때, MPP-Aβ40 및 MPP-Aβ42/40 비율이 PiB-PET+인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변화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림 12B) (27).  

본 연구에 사용된 또 다른 바이오마커는 아세틸콜린분해효소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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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도이다. 본 연구자는 Neurobiology of Aging (2019)에 

아세틸콜린분해효소 및 그 활성도가 인지기능이 정상이지만 PiB-

PET이 양성인 환자군에서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3A and 

10B) (30). 또한 알츠하이머병의 완화제로 쓰이는 도네페질 (donepezil) 

계열의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억제제를 복용한 환자군에게서 

아세틸콜린분해효소의 혈장에서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4, 왼쪽) (30). 하지만 아세틸콜린분해효소의 활성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림 14, 오른쪽) (30). 이는 도네페질을 복용하는 

환자군의 경우, 아세틸콜린분해효소를 혈액 바이오마커로 활용하기가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해당 연구는 인지기능 정상군 내에서 

PiB-PET 양성군을 예측하는 용도로만 아세틸콜린분해효소를 

바이오마커로 활용하였다 (30). 

본 연구에 사용한 마지막 바이오마커는 인 (phosphorus) 수치이다. 이 

역시 본 연구자가 보고한 바가 있으며, 인지기능 이상군 (cognitively 

impaired subjects; CI)내에서 PiB-PET의 양성도를 예측 (CI- vs 

CI+)하는데 유의한 바이오마커임이 보고된 바 있다 (그림 15) (26).  

본 연구는 기발표된 세 논문의 바이오마커들을 대상으로 재분석하여 

SET1 바이오마커 패널 (보편적 바이오마커 패널, conventional 

biomarkers)을 구축하였다 (그림 16). 이는 기발표된 세 논문의 

바이오마커들을 통합하고, 최적화된 바이오마커 패널을 확립하여 실용화 

하고자 하는 목표로 진행되었다. 전반적으로 각 논문에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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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수보다 더 많은 환자수를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나이 및 성별을 

보정하기 위해 공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가 

Neurobiology of Aging (2019)에 기발표한 논문의 내용 중, 혈중 

아세틸콜린분해효소가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억제제에 의해 증가하는 

현상은 Simpson’s paradox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특정 약물 복용과 같은 외부 효과에 의해 기존의 두 변수 (본 

연구에서는 아세틸콜린분해효소의 농도와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축적도에 해당한다)의 연관성이 교란받는 현상을 이야기 한다 (39). 

따라서 아세틸콜린분해효소 및 아세틸콜린 분해효소의 활성도를 

인지기능정상군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환자군에서 PiB-PET 양성 

예측 가능성을 구하기 위하여, 약물 복용 여부를 파악한 후 그를 

보정하기 위해 z 점수를 활용하였다. 이 보정 방식은 Simpson’s 

paradox를 제시한 참고 문헌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39). 인 수치의 

경우, 기발표된 논문에서는 인지기능 이상군 내에서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재분석 시에는 인지기능정상군도 포함하는 전체 

환자군에서 PiB-PET 양성 예측 가능성을 구하였다. 이렇게 기 검증된 

바이오마커들을 통해 재분석하여 통합한 결과는 SET1이라는 보편적 

마커 (conventional targets) 패널로 표기하였다 (그림 7, 위쪽 상자 

Part 1. 참고). 이는 SET2 마커와 구별하기 위함이고, SET2 마커는 

단백질체학 (proteomics)를 기반으로 하여 밝혀진 마커들이다. SET2 

마커들은 기존의 알츠하이머병 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다소 적지만, 본 

연구자의 단백질체학 분석 및 ELISA 기법을 통한 검증으로써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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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졌으므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인구 통계 자료  

전체 실험자는 5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7을 통해 환자의 인구 

통계 자료표를 제시하였다. 실험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인지기능 

정상/뇌 아밀로이드 없음 (cognitively normal/PiB-PET positive; CN-, 

n = 249), 인지 기능 정상/뇌 아밀로이드 있음 (cognitively 

normal/PiB-PET negative; CN+, n = 41), 경도 인지 장애/뇌 

아밀로이드 없음 (mild cognitive impairment/PiB-PET negative; 

MCI-, n = 75), 경도 인지 장애/뇌 아밀로이드 있음 (mild cognitive 

impairment/PiB-PET+; MCI+, n = 64), 치매 증상 보유/뇌 

아밀로이드 없음 (clinically dementia/PiB-PET-; Dementia-, n = 

17), 치매 증상 보유/뇌 아밀로이드 있음 (clinically dementia/PiB-

PET+; Dementia+, n = 65). 각 마커에 사용된 환자 샘플 n수는 그림 

17의 표를 통해서 제시하였다.  

3. 뇌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여부에 따른 SET 1 혈액 바이오마커의 

농도 비교 

먼저 MPP-Aβ42, MPP-Aβ40, MPP-Aβ42/40 비율의 값을 

이용하여 PiB-PET 양성/음성군을 비교하였다 (그림 18A). 기존의 본 

연구자가 제시한 MPP 처리 방식을 고수하되, 기존의 분석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 30여명의 증가된 환자수를 이용함과 동시에 공분산분석 

(ANCOVA)을 통하여 나이, 성별의 간섭을 통제한 상태에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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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 연구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MPP-

Aβ42도 PiB-PET 양성에서 유의하게 감소됨을 확인하였으며, 기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MPP-Aβ40, MPP-Aβ42/40 비율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8A).  

두 번째로 아세틸콜린분해효소 및 아세틸콜린분해효소 활성도를 

이용하여 PiB-PET 양성/음성군을 비교하였다 (그림 18B). 본 

연구자는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억제제가 혈장 내 아세틸콜린분해효소의 

농도를 급격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림 14) (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 z 점수를 활용하여 

아세틸콜린분해효소 복용군과 미복용군을 각각 보정한 후 공분산분석후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아세틸콜린분해효소는 PiB-PET-와 

PiB-PET+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으나 

아세틸콜린분해효소의 활성도는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림 18B). 이는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억제제로 인한 

아세틸콜린분해효소의 농도 및 활성도의 변화를 보정하였을 때, 

아세틸콜린분해효소의 활성도가 PiB-PET 양성/음성군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 쓰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인 (phosphorus) 수치를 혈청에서 측정하였다. 기 

연구에서는 인지기능이상군 (CI)에서만 자료를 활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체 환자군으로 측정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공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인 수치는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림 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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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뇌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정도 (SUVR)와 SET1 혈액 

바이오마커의 상관관계 분석 (편상관분석) 

SET1 혈액 바이오마커들과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 정도 

(global PiB-PET mean ROI, SUVR)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기 위하여, 

편상관분석 (partial correlation analysis)을 진행하였다. 공변수로는 

나이, 성별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그 결과, MPP-Aβ42, MPP-Aβ40, 

MPP-Aβ42/40 비율 모두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림 19A). 또한 아세틸콜린분해효소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아세틸콜린분해효소의 활성도와 인 수치의 경우 

유의성에 근접한 결과를 얻었다 (그림 19B 및 19C).  

5. SET1 혈액 바이오마커들의 뇌 베타-아밀로이드 축적량을 

종속변수로 두는 다중 선형 회귀분석  

독립변수 간 (혈액 바이오마커 및 공변수)의 연관관계 및 종속변수 (뇌 

베타-아밀로이드 축적량)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20). 이 분석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수간에 얼마만큼의 간섭 혹은 독립성이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분석 방법이다. 독립변수로는 

MPP-Aβ42, MPP-Aβ40, 아세틸콜린분해효소 z 점수, 

아세틸콜린분해효소의 활성도 z 점수, 인 수치, 성별, 그리고 나이를 

대입하였으며, 종속변수로 뇌-베타 아밀로이드 축적량을 대변하는 

연속변수인 Global Mean ROI (SUVR) 값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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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P-Aβ42, MPP-Aβ40, 아세틸콜린분해효소의 활성도 z 점수 가 

종속변수와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림 20, 노란색 음영), 

인 수치의 경우 유의성에 가까운 경향성을 보였다 (그림 20, 주황색 

음영). 이는 그림 19에서 보여주었던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며, 

각각의 유의한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정변수 (성별, 나이)에 의하여 각 바이오마커의 

종속변수를 향한 유의성이 교란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6. 종속 변수를 PiB-PET 음성/양성으로 설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ROC 커브 분석 (SET1)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혈액 바이오마커들의 실제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후 ROC 커브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21). 

예측하고자 하는 이분화된 변수 (PiB-PET 음/양성)를 종속 변수로 

놓은 뒤, ApoE 유전형질, MPP-Aβ42, MPP-Aβ40, 

아세틸콜린분해효소 z 점수, 아세틸콜린분해효소의 활성도 z 점수, 

그리고 인 수치를 독립 변수로 활용하였다. 성별 및 나이는 기본 보정 

변수로 활용되었다.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큰 유전적 요인 중 하나인 

ApoE 유전형질을 기본 독립변수로 놓고, 여기에 본 연구에서 검증된 

마커패널을 추가 변수로 도입하면서 얼만큼 유의하게 곡선하면적 

(AUC)가 증가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ApoE 유전형질 

단독으로는 0.769의 AUC 값을 가지는 반면, ApoE에 마커패널을 

추가하였을 경우 0.831의 높은 AUC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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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 단백질체학 기반 뇌 베타-아밀로이드 예측 혈액 바이오마커의 

추가 선정 (SET2)  

Part 1. SET2에서는 기존 SET1 바이오마커 패널 이외의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굴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림 22.에서 선별과정을 도식화 

해보았다. 먼저 40명의 환자 (10 CN-, 10 CN+, 10 MCI+, 10 

Dementia+)로부터 단백질체학 분석을 통하여 40개의 바이오마커 

후보군을 선별하였고, 이를 본 연구팀에서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2016)에 사전 보고한 논문 (40) 과의 비교를 통해 

최종적으로 두개의 바이오마커 LGALS3BP와 ACE를 선별하였다. 또한 

선별된 두 개의 바이오마커 뿐만 아니라, LGALS3BP의 결합단백질로 

알려진 Galectin-3 (Gal-3) 단백질도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 (세 

단백질을 다룬 논문이 현재 국제학술지에 revision 중이나 분석방법 및 

환자군 선정에 있어 다소 상이하다). 선정된 후보군들은 ELISA 방식을 

통하여 그 농도를 측정하여 바이오마커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그림 

22). ELISA를 통해서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MCI- 및 Dementia- 

환자도 같이 포함되었다. 선별된 세 가지 바이오마커 LGALS3BP, ACE, 

그리고 Gal-3의 농도는 PiB-PET- (CN-, MCI-, Dementia-)과 

PiB-PET+ (CN+, MCI+, Dementia+) 그룹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림 23A), 편상관분석 결과 세 단백질 모두 뇌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림 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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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1 과 SET2 바이오마커의 종합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ROC 

커브 분석을 통한 Part 1 최종 모델 확립  

SET1 및 SET2 바이오마커 패널의 뇌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 유무 

예측 효율성을 알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ROC 커브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24). 먼저 ApoE에 SET1 바이오마커들을 변수로 

추가하였을때, AUC 값이 매우 유의하게 향상됨을 그림 21. 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번에는 SET2 바이오마커도 같이 추가하여 ApoE 

변수로부터 얼마만큼 AUC가 유의하게 향상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ApoE에 SET1을 더한 것보다 SET2까지 함께 혼합하게 되었을 

때, 더 높은 AUC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림 24, AUC = 

0.873; 80.8% 민감도, 79.8% 특이도), ROC 커브의 유의성 비교 결과 

유의하게 AUC 값이 증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5).  

8. Part 1. 요약 

본 연구자는 Part 1. 과정을 통하여 SET1 및 SET2 바이오마커 패널을 

구축한 후, 최종적으로 뇌 베타-아밀로이드의 유무 예측을 위한 혈액 

바이오마커 모델을 확립하였다. 그림 26을 통해 Part 1.의 전반적인 

과정을 요약하였으며, 최종 모델은 AUC = 0.873, 80.8% 민감도, 79.8% 

특이도의 높은 효율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인지기능의 

이상유무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던 임상학적 방법론이 아닌, 

알츠하이머병의 병리학적 특성인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 유무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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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뇌 속 타우 축적 예측 모델 확립을 위한 혈액 

바이오마커 발굴 연구 

1. 기연구 내용의 적용 

뇌 속의 타우 축적을 예측하는 모델은 본 연구자에 의해서 Brain. 

(2019)에 기발표된 바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뇌 속의 타우 축적 

단계인 Braak 단계에 따라서 혈장 타우, 인산화 타우, 그리고 그것들과 

베타-아밀로이드 1-42와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7A). 또한 타우의 주요 축적 부분인 AD signature region (41) 에서의 

SUVR 값과의 상관관계도 확인하였다 (그림 27B). 또한 Tau-PET의 

양성/음성을 나누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그림 27C), 그 기준으로 나눈 

결과 Tau-PET 양성군에서 혈장 타우 관련 바이오마커들의 농도가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림 27D). 마지막으로, 뇌 타우 

축적정도와 혈중 타우 관련 바이오마커들의 상관관계를 3D 입체 영상 

(voxel-wise association)으로 표현하였을 때, 그 상관관계의 패턴이 

타우의 일반적인 축적 경향성과 일치함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림 28).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발표된 혈장 타우 관련 단백질 

바이오마커들을 기반으로 추가 실험 및 재분석을 진행하여 뇌 속 타우 

축적 모델을 최종적으로 구축하였다 (그림 29). 공변수 (나이, 성별) 

보정을 통해 결과값을 교란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하였고, 환자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추가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기존 위험인자로 밝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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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E 변수에 혈장 타우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추가시킴으로써, 뇌 속 

타우 단백질의 축적을 예측할 수 있는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2. 인구 통계 자료  

전체 실험자는 1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0).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인지 기능 정상/뇌 타우 없음 (cognitively normal/Tau-PET 

positive; CN-, n = 52), 인지 기능 정상/뇌 타우 있음 (cognitively 

normal/Tau-PET negative; CN+, n = 15), 경도 인지 장애/뇌 타우 

없음 (mild cognitive impairment/Tau-PET negative; MCI-, n = 17), 

경도 인지 장애/뇌 타우 있음 (mild cognitive impairment/Tau-PET+; 

MCI+, n = 11), 치매 증상 보유/뇌 타우 없음 (clinically 

dementia/Tau-PET-; Dementia-, n = 6), 치매 증상 보유/뇌 타우 

있음 (clinically dementia/Tau-PET+; Dementia+, n = 26). 측정된 

바이오마커의 상세 실험자 수는 그림 30 표에 기록되어 있다.  

3. 뇌 타우 축적여부에 따른 혈액 바이오마커의 농도 비교  

먼저 MPP-Aβ42, MPP-Aβ40, MPP-Aβ42/40 비율의 값을 

이용하여 Tau-PET 양성/음성군을 비교하였다 (그림 31). 기존의 

분석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 22명 증가된 환자수를 이용함과 동시에 

공분산분석 (ANCOVA)을 통하여 나이, 성별의 간섭을 통제한 상태에서 

새롭게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MPP-Aβ42 및 MPP-Aβ42/40 

비율이 Tau-PET 양성에서 유의하게 감소됨을 확인하였으며, MPP-

Aβ40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3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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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T-tau와 T-tau/Aβ42를 이용하여 Tau-PET 

양성/음성군을 비교하였다 (그림 31B). T-tau/Aβ42은 본 연구자에 

의해 Tau-PET을 예측하는데 있어 가장 유의한 마커였음이 기 

논문으로 증명된 바 있다 (28).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분석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 30여명의 증가된 환자수를 이용함과 동시에 공분산분석 

(ANCOVA)을 통하여 나이, 성별의 간섭을 통제한 상태에서 새롭게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T-tau는 유의성이 감소하여 Tau-PET-

와 Tau-PET+간의 유의한 경향성 (p = 0.1)만 갖게 되었지만, T-

tau/Aβ42는 강력한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31B).  

4. 뇌 타우 축적 정도 (SUVR)와 혈액 바이오마커의 상관관계 분석 

(편상관분석) 

혈액 바이오마커들과 뇌 속 타우의 축적 정도 (AD signature Tau-PET 

mean ROI, SUVR)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기 위하여, 편상관분석 (partial 

correlation analysis)을 진행하였다. 공변수로는 나이, 성별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그 결과, MPP-Aβ42, MPP-Aβ42/40, T-tau/ Aβ42 

비율 모두 뇌 속 타우 축적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림 

32).  

5. 뇌 타우 축적량을 종속변수로 두는 다중 선형 회귀분석  

독립변수 간 (혈액 바이오마커 및 공변수)의 연관관계 및 종속변수 (뇌 

타우 축적량)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33). 이 분석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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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변수간에 얼마만큼의 간섭 혹은 독립성이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분석 방법이다. 독립변수로는 MPP-

Aβ42, T-tau, 성별, 그리고 나이를 대입하였으며, 종속변수로 뇌-타우 

축적량을 대변하는 연속변수인 AD signature Tau-PET ROI (SUVR) 

값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MPP-Aβ42, Tau, 종속변수와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림 33, 노란색 음영). 이는 각각의 유의한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정변수 (성별, 나이)에 의하여 각 바이오마커의 종속변수를 향한 

유의성이 교란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6. 종속 변수를 Tau-PET 음성/양성으로 설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ROC 커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혈액 바이오마커들의 실제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후 ROC 커브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34). 

예측하고자 하는 이분화된 변수 (Tau-PET 음/양성)를 종속 변수로 

놓은 뒤, ApoE 유전형질, T-tau/ Aβ42를 독립 변수로 활용하였다. 

성별 및 나이는 기본 보정 변수로 활용되었다.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큰 

유전적 요인 중 하나인 ApoE 유전형질을 기본 독립변수로 놓고, 여기에 

본 연구에서 검증된 마커패널을 추가 변수로 도입하면서 얼만큼 

유의하게 곡선하면적 (AUC)이 증가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ApoE 유전형질 단독으로는 0.803의 AUC 값을 가지는 반면, ApoE에 

T-tau/ Aβ42을 추가하였을 경우 0.911 의 높은 AUC를 보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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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그림 34).  

본 연구자는 Part 2. 과정을 통하여 혈장 베타-아밀로이드 및 타우 

단백질을 이용한 바이오마커 패널을 구축한 후, 최종적으로 뇌 타우의 

축적 유무를 예측을 위한 혈액 바이오마커 모델을 확립하였다. 그림 

35을 통해 Part 2.의 전반적인 과정을 요약하였으며, 최종 모델은 AUC 

= 0.911, 80.0% 민감도, 90.2% 특이도의 높은 효율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인지기능의 유무로만 판단하였던 기 임상학적 진단의 

방법이 아닌, 알츠하이머병의 병리학적 특성 중 하나인 뇌 속 타우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Part 1 & Part 2.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및 타우 

단백질의 축적 예측 모델의 확립 최종 요약 

Part 1 & 2 를 통하여, 본 연구는 혈장 단백질들의 조합을 통한 뇌 속 

병변 예측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36에서는 최종 혈액 

바이오마커 패널의 AUC 및 특이도/민감도를 보여주며, 그림 37에서는 

전체 혈액 바이오마커들의 최종 농도 증감변화를 그림으로 요약하였다. 

본 연구 결과, 뇌 베타-아밀로이드 예측 곡선하면적 (AUC)은 0.873 

에 달하며 80.8%의 민감도와 79.8%의 특이도를 가졌고 (그림 36, 

왼쪽 녹색 부분), 뇌 타우 예측 곡선하면적 (AUC)은 0.911 에 달하며 

80.0%의 민감도와 90.2%의 특이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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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오른쪽 청색 부분). 이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두 원인 

물질의 뇌 속 축적을 혈액에서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혈액을 

통한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예측 및 병리학적 진단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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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병과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단백질체학으로부터 도출된 새로운 바이오마커 후보물질도 

검증함으로써, 혈중 바이오마커 개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교 환자군을 ‘인지기능의 이상 여부’가 아닌, 알츠하이머병의 병리학적 

특성인 ‘뇌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알츠하이머병은 인지기능이 정상임에도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인지기능의 이상이 있는 환자일지라도 

알츠하이머병이 아닐 수도 있기에 본 연구는 이러한 사항을 중점으로 

환자군 설정의 기준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혈액 바이오마커 

패널 개발 연구는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및 타우 단백질의 축적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링 및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이 되었기에, 

각 마커의 혈중 농도변화 기전에 대한 실험적인 분석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고찰 파트에서는 1) 각 마커가 

알츠하이머병 연구에 있어 갖는 의의 및 2) 각 마커의 농도변화를 

유발한 예상 메커니즘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이고, 3)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에 대해서 심층논의하고, 앞으로 본 연구자가 

나아가야 할 혈액 바이오마커 연구 계획에 대해 서술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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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혈액 바이오마커의 알츠하이머병 연구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혈액을 이용하여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거나 예측하려는 연구는 

이전부터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베타-아밀로이드의 경우 

뇌 혈관 장벽을 통한 단백질 수송 기작이 보고 되어졌고 (36), 

혈액에서 베타-아밀로이드를 측정하여 바이오마커로 활용하려는 시도 

역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하지만 혈장 내의 존재하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은 매우 불안정 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Transthyretin (TTR), Human serum albumin (HSA)을 비롯한 많은 

혈장 단백질은 베타-아밀로이드의 안정성을 교란 시킨다고 보고되었다 

(42, 43). 또한 혈장에는 혈구세포들이 분비한 단백질 분해 효소들도 

많이 존재한다 (44, 45). 따라서 본 연구자는 단백질의 안정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고, 단백질분해효소와 인산화 

단백질분해효소의 혼합물을 사용하여 베타-아밀로이드의 안정적인 

측정을 이뤄낼 수 있었다 (27).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MPP-Aβ42, 

MPP-Aβ40, MPP-Aβ42/40 비율 모두 PiB-PET 양성/음성을 

유의하게 구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세틸콜린은 신경전달물질의 하나로써, 아세트산과 콜린의 

에스터결합으로 이루어진 유기체이다 (46). 아세틸콜린분해효소는 

아세틸콜린을 분해하여 이것이 후시냅스에 전달되는 것을 방해한다. 

콜린성 기능저하 (cholinergic dysfunction)는 알츠하이머병의 병리적 

진행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써,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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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해 일어나는지 논란이 있다 (47). 본 

연구자는 혈장내에 존재하는 아세틸콜린분해효소 및 그것의 활성도가 

인지기능정상군에서 유의하게 PiB-PET 양/음성을 구별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저해제를 복용하였을때 

혈장내의 아세틸콜린분해효소의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5). 이는 특정 분자의 활성도를 저해하기 위한 약물 

투여가 오히려 그 분자의 양을 보상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본 

연구자의 결과뿐만 아니라, 혈액 바이오마커를 연구하는 다른 

연구진에게도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라고 생각된다.  

인 (phosphorus) 수치의 경우, 알츠하이머병과 연관된 보고가 거의 

없으나, 인지기능 이상의 치매군의 혈청에서 그 양이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48). 해당 보고는 본 연구자의 결과와 상이한데, 치매군의 

경우 알츠하이머병과 동일시 할 수 없으며, 베타-아밀로이드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인은 효소를 활성화 하거나 ATP 를 이용한 

물질대사에 대표적인 역할을 하므로, 혈액에 존재하여 매우 중요할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표적으로, 뇌증 (encephalopathy), 섬망 

상태 (delirium), 발작 (seizures)등 신경병리학적인 여러 질병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 수치가 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49, 50). 실제로 인으로 형성된 덴드리머 

(dendrimer)의 경우,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의 응집에 영향을 



76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51), 정상인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와 

CSF 에서 인 수치가 감소되어져 있음을 밝힌 보고도 존재한다 (52). 

본 연구자는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의 존재와 말초계의 인 수치를 

처음으로 연관지어 보고한 바가 있으며 (26), 이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 수치를 바이오마커 패널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로 활용하였다. 인 수치는 일반적인 건강검진 및 혈액검사를 통해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인과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의 

관계가 조금 더 밝혀진다면, 바이오마커로의 활용도가 매우 큰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혈장 베타-아밀로이드,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인 수치들 (SET1 바이오마커 패널)을 재분석 했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체학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바이오마커 패널 

(LGALS3BP, ACE, Gal-3) 구축을 진행하였다 (SET2 바이오마커 

패널). LGALS3BP 단백질은 세포외기질에 존재하는 당쇄화단백질로써, 

암세포의 증식에 관여하고, 세포의 물질대사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53). LGALS3BP 단백질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하여서는 보고된 바가 

없으며, 다만 본 연구팀에서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에 

2016년에 발표한 논문 (40)에서 LGALS3BP 단백질은 CN 대비 MCI 

혈청에서 감소된 것으로 발표된 바가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의 결과 

중 LGALS3BP 단백질을 바이오마커 물질로 선정하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GALS3BP와 결합한다고 알려진 galectin-3 단백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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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Galectin-3의 경우는 단백질체학 분석의 

결과에서 유의한 결과가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 이는 이 단백질의 특성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galectin-3는 다양한 물질들에 결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54), 혈장에 존재하는 과량단백질을 걸러주는 

단백질체학의 일부 단계에서 과량단백질에 결합되어 함께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MPP를 처리하기 이전인 혈장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단백질체학에서 후보 물질로 나오지 않은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경우에도 혈액의 

다양한 단백질들과 결합한다고 알려져 있고 (36) 특히 혈청알부민 

(human serum albumin; HSA)과 쉽게 결합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55). 따라서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처럼 galectin-3의 

경우에도 단백질체학의 분석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Galectin-3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보고를 살펴보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청에서 그 양이 증가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존재하며 (56, 57), 

직접적으로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와의 관계를 밝힌 논문은 없지만, 

인지기능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galectin-3는 외상성 뇌손상 (traumatic 

brain injury; TBI)에 의해 신경세포로부터 분비될 수 있고 (58), 

신경면역상태 (neuroinflammation)에서의 신경소교세포 (microglia)의 

활성도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59), 퇴행성 뇌질환 

(neurodegenerative disease)과 galectin-3는 분명한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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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단백질은 본래 안지오텐신 I을 II로 바꾸어주는 효소 단백질로써, 

혈압의 형성과 체액의 항상성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60, 61). 

ACE 단백질은 비교적 알츠하이머병과 연관된 다양한 보고들이 많이 

존재한다. ACE 단백질은 베타-아밀로이드 1-40를 분해함으로써 

그것의 세포독성 및 응집을 저해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62-64), 

알츠하이머병의 진행단계에서 신경세포에서의 ACE 단백질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보고도 존재한다 (65). 이는 알츠하이머병에서 뇌 속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농도가 증가하지만, 혈액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띄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또한 ACE 유전자의 변이형 (variant)인 

rs179975의 경우,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를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 

(66). ACE의 바이오마커에 관련된 연구도 알려져 있는데, ACE 

단백질의 혈청에서의 농도 및 활성도가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감소되어 

있다는 보고가 존재한다 (67). 하지만 해당 논문은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본 결과는 없는 상태여서, 본 연구자의 

결과가 더 진보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보고들은 ACE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의 실험결과를 보조하는 

보고들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SET1과 SET2 바이오마커 패널을 활용한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 여부 예측 모델뿐만 아니라, 뇌 속 타우 

축적 여부도 예측하기 위해 혈액 바이오마커 구축을 시도하였다. 혈액의 

Tau/Aβ1-42 비율을 이용하여 뇌 속 타우의 축적량을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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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최초로 보고하였다 (28). 이는 CSF에서만 바이오마커로 

활용되던 타우와 베타-아밀로이드의 농도비 (12)를 처음으로 적용한 

것으로, 단순 혈장 타우의 농도나 베타-아밀로이드의 농도보다 훨씬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로 보았을 때, 

ApoE만으로 이루어진 Tau-PET 양/음성의 예측능력보다 Tau/Aβ1-

42을 추가하였을 때 그 예측능력이 매우 크게 향상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혈장에서 타우 단백질의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성을 

띄고,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은 감소하는 경향성을 띄기 때문에, 

그것의 비 (ratio)인 경우, 더 유의한 결과값을 띄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각 혈액 바이오마커 농도 변화의 예상 기전 

(1) 혈중 베타-아밀로이드 (beta-amyloid) 

베타 아밀로이드는 크게 두가지 길이의 펩타이드 (베타-아밀로이드 1-

42와 1-40)가 존재한다. 이들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액에서 다른 

농도변화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밝혀졌다 (베타-

아밀로이드 1-42는 감소 경향성, 베타-아밀로이드 1-40는 증가 

경향성). 베타-아밀로이드 1-42는 1-40에 비해 알츠하이머병의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 (plaque)를 이루는 주요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 

독성을 일으키는 올리고머의 형성도 훨씬 빠르다고 보고되었다 (68). 

또한 뇌 속 병변이 생기기 시작하면, 핵심 단백질 (core protein)은 

대부분 베타-아밀로이드 1-42임이 알려져 있으며, 이는 병변의 생성을 

촉진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69). 따라서 플라크 형성의 초기엔 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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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아밀로이드 1-42가 빠르게 병변을 생성하려 할 것이고, 이는 

혈중 베타-아밀로이드 1-42가 RAGE 수용체를 통해 빠르게 뇌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혈중의 베타-아밀로이드 

1-42가 RAGE 수용체를 통해 뇌 속으로 흡수되어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의 형성을 촉진시킨다는 보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70), 이는 

혈중 베타-아밀로이드 1-42 농도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와 반대로 베타-아밀로이드 1-40의 경우, 뇌혈관장벽 

(blood brain barrier)을 통해 혈액으로 베타-아밀로이드를 배출하는 

LRP (low-density lipoprotein receptor-related protein) 수용체에 

대한 결합력이 베타-아밀로이드 1-42보다 강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71). 이는 베타-아밀로이드 1-42보다 1-40의 경우가 혈액으로 

배출하는 농도가 많음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베타-아밀로이드 1-40의 

농도가 알츠하이머병의 환자 혈액에서 증가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혈중 타우 (tau)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혈중 타우의 농도는 알츠하이머병에서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며, 타 연구그룹 들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다 (72-

74). 혈중 타우가 증가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나, 가능한 몇가지 가설은 존재한다. 첫번째로, 신경교질세포 (glial 

cells) 관련 림프액 배출경로 (glymphatic pathway)를 통해 혈중 

타우가 배출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75). 알츠하이머병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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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로 인해 혈중 타우가 증가한다고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뇌 속에서 

증가된 타우의 양은 알츠하이머병 초기에 glymphatic pathway를 

통해서 혈중으로 배출 될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로, 타우가 혈관의 

이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혈관의 신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변화시킨다는 보고가 존재하는데 (76), 이를 통하여 혈액 내로 뇌 속 

타우가 유입되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알츠하이머병 환자 유래 

신경세포의 발생학적 특성일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알츠하이머병 환자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진 신경 전구 세포 (Neural 

Progenitor cells) 단계에서부터 배양액 속으로 분비된 타우의 양이 

증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 (77). 이는 곧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경우 

매우 초기 단계부터 이미 혈중 타우의 농도가 증가 되어져 있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의 환자 

혈액에서의 타우 농도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혈중 아세틸콜린분해효소 (acetylcholinesterase)  

본 연구결과는 알츠하이머병 초기 환자에서 혈중 아세틸콜린분해효소 및 

그 활성도가 감소함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가 기발표한 

논문 이외엔 보고된 바가 없어 그 근거를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아세틸콜린분해효소가 혈액속에 존재하는 적혈구 (Red blood cells; 

RBC)에서 다량 발현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적혈구의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78), 적혈구의 수가 감소하였다는 보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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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따라서 이상이 생기거나 감소된 적혈구의 수에 의하여, 발현되는 

아세틸콜린분해효소의 양이나 활성도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혈중 인 수치 (Phosphorus) 

혈중 인 수치는 본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서 감소되는 양상을 

띄었다. 혈중 인 수치에 대해서 보고가 많지 않지만, 감소된 

Glucocorticoid에 의해서 말초계의 Ca/PO4 대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에 따라 혈액내의 PO4 농도가 감소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80). 또한 알츠하이머병에서 혈액 내 존재하는 말초 혈액 

단핵구 세포 (Peripheral mononuclear blood cells; PBMCs)의 

미토콘드리아 (mitochondria)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보고 (81)가 

존재하는데, 이는 ATP 대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혈중 인 수치의 감소를 유발하는데 원인이 될 수 있다.  

(5) 혈중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혈중 ACE는 본 연구에 의해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서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혈관 

시스템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ACE는 레닌-안지오텐신 

경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서 이 경로가 

망가져 있다는 보고가 있다 (82). 이 보고에 따르면, 망가진 레닌-

안지오텐신 경로에 따라 체내의 ACE의 발현정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베타-아밀로이드의 분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따라서 혈중 ACE의 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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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 안지오텐신 경로의 이상으로 인해 감소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6) 혈중 LGALS3BP  

본 연구에 따르면 혈중 LGALS3BP의 농도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감소 경향성을 보였다. LGALS3BP는 natural killer cell의 면역반응에 

관여한다는 보고에 따라서 그 경로를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실제로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에서 

LGALS3BP가 증가됨이 보고된 바 있는데 (83),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natural killer cell의 과도한 면역 반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였으며 natural killer cell의 면역 정도가 증가할수록, 혈중 

LGALS3BP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 

보았을때, 알츠하이머병에서는 natural killer cell의 면역계 노쇠 

(immunosenescence)가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84), 이것이 

LGALS3BP의 혈중 농도의 감소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7) 혈중 Galectin-3 

Galectin-3는 본 연구결과 알츠하이머병의 혈액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띄었다. Galectin-3는 매우 잘 알려진 면역 조절 단백질로써, 만성적인 

면역질환에서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85). 알츠하이머병도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해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만성 퇴행성 신결질환이며, 

최근 들어 뇌 내의 선천성 면역 (innate immune)에 관여하는 

미세아교세포 (microglia)의 역할이 주목 받는 등 (86) 알츠하이머병을 

만성적인 면역 질환으로 구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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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세아교세포 (microglia) 및 혈관의 내피세포 (endothelial 

cell)의 면역 활성화가 galectin-3에 의해서 조절 된다는 보고가 

존재하므로 (56, 88), 알츠하이머병에서 혈중 galectin-3가 증가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연구자로써 나아가야 할 방향 

본 연구자는 알츠하이머병의 환자군 선정, 연구기법, 바이오마커 단백질 

대상의 선정 등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를 두어 혈액 바이오마커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직까지 많은 한계점이 존재하기에 그에 대해서 서술해보고, 

바이오마커 관련 연구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 본 연구를 기반으로한 바이오마커 패널은 독립적인 2차 코호트 

(cohort)를 통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알츠하이머병 연구 코호트로써 500여명의 실험대상자를 

모집하였다. 하지만 타 인종의 혈액 샘플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샘플을 통해서는 검증한 바가 없다. 현재 구축된 바이오마커 패널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를 알기위해선 반드시 이러한 검증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두번째, 본 연구 결과와 같이 한 시점만을 관찰하는 단면연구 

(cross-sectional study) 뿐만 아니라, 종적연구 (longitudinal 

study)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진은 500여명의 

단면연구 코호트 이외에도 2년뒤에 후속 모집한 코호트를 보유하고 



85 

 

있으나, 아직 본 연구에서의 바이오마커들을 후속 모집 코호트에서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로써 밝혀진 다양한 혈액 

바이오마커들이 종적인 연구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지 추적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세번째, 보다 더 다양한 뇌영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신경퇴행이 진행되는 뇌의 

부위별로도 혈액 바이오마커와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MRI등과 같은 

신경퇴행성 마커들과의 연관관계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Global ROI를 활용하여 뇌의 전체적인 부위의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만을 관찰하였고, AD signature region이라는 타우의 

축적이 알츠하이머병에서 주요한 부분 (41)만을 영상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진이 발표한 Brain (2019) 논문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Tau/Aβ1-42와 뇌 타우의 축적의 상관관계는 뇌의 

부위별로 다를 수 있고, MRI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보다 더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진은 추후 연구를 통하여, 뇌의 

다양한 지역별로 혈액 바이오마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 

키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현재 바이오 업체와 

협력하여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을 위해 상용화 목적 키트를 제작 

중에 있으며, 진단 키트의 개발이 이루어져 알츠하이머병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조기에 방지하고, 인류의 삶에 큰 기여를 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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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는 혈액 바이오마커 연구를 진행하며 방대한 양의 샘플을 

이용한 실험과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데 큰 노력을 기하였으며, 

통계적인 분석에 예기치 못한 오류가 없도록 다양한 재분석 및 통제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본 연구자가 올바른 실험 결과를 

도출하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이를 통해 아세틸콜린 

분해효소에 관한 실험에서는 Simpson’s paradox를 유발하였던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의 효과가 교란변수 (confounding 

variable)임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이는 바이오마커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자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유의하게 도출된 실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이와 같은 통계적인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오마커 연구에서는 주어진 

결과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재검토 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자는 앞으로 

계속될 바이오마커 연구에서도 체계적이고 철저한 데이터 관리와 꼼꼼한 

실험을 통하여 올바르고 유의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반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조기예측에 사용될 

상용화된 키트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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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병리적 특성인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의 축적 유무를 혈액의 

바이오마커들을 통하여 예측하는 새로운 바이오마커 패널을 구축 할 수 

있었다. 뇌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 유무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 

패널은 0.873의 높은 곡선하면적 (AUC)과 민감도 (80.8%) 및 특이도 

(79.8%)를 가졌고, 뇌 타우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 패널도 역시 0.911 

의 높은 곡선하면적 (AUC)과 민감도 (80.0%) 및 특이도 (90.2%)를 

가졌다. 이는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예측하여 신경세포의 손상을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 속 병변 유무를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약물투여가 

가능하게 하여 알츠하이머병의 예방 및 치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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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lood-based biomarker for Alzheimer’s 

disease: Pre-screening beta-amyloid 

and tau deposition in the brain 

Jong-Chan Park 

Biomedic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lzheimer’s disease (AD) is the most prevalent neurodegenerative 

disease and the fastest growing dementia type in the elderly. 

Cerebral beta-amyloid (Aβ) deposition and neurofibrillary tau 

tangles have been considered as major pathological hallmarks, even 

if the exact mechanism of AD progression remains unclear. Abnormal 

Aβ or tau deposition is the earlist pathological event in AD which 

precede the onset of cognitive impairments by 15-20 years, 

therefore, it is really important to detect earlier before the start of 

synaptic dysfunction. However, it is hard to detect brain Aβ or t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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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using high priced amyloid-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or tau-PET imaging scanners.  

There are many incoming and outgoing routes for proteins between 

brain and blood, such as receptors on the brain endothelial cells, 

channels, transporters, and the breakdown of blood brain barrier 

(BBB). So, we have thought that the exist of brain Aβ or tau can be 

predicted by many blood proteins or various factors.  

This cross-sectional study included 511 participants for Pittsburgh 

compound B (PiB)-PET (Aβ-PET) positivity and 127 participants 

for Tau-PET positivity. Cognitively normal (CN), mild cognitive 

impairment patients (MCI), and dementia subjects were classified as 

two groups (with or without brain pathology) in each category. We 

performed enzyme-linked immunosorbant assay (ELISA), bead-

based multiplex ELISA (X-MAP technology), and single molecular 

array (SIMOA) to quantify plasma biomarkers-acetylcholinesterase, 

beta-amyloid, tau, galectin-3 binding protein (LGALS3BP),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and galectin-3. Also, we 

carried out other colorimetric analysis to measure the activity of 

acetylcholinesterase, and serum phosphorus concentration. Next, we 

perform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llowed by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nalysis (ROC curve analysis) to know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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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ion power of our biomarker panels. In conclusion, we 

suggest that our established blood-based biomarker panels can be 

used for the pre-screening cerebral amyloid (0.873 area under curve 

with 80.8% sensitivity and 79.8% specificity) or tau deposition 

(0.911 area under curve with 80.0% sensitivity and 90.2% specificity.  

----------------------------------------

Keywords: Alzheimer’s disease, beta-amyloid, tau, PiB-PET, 

Tau-PET, blood based biomarker, acetylcholinesterase, phosphorus, 

LGALS3BP, ACE, galectin-3, Mixture of protease inhibitors and 

phosphatase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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