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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 및 인지 능력을 증진시키는 신경전달계 제어 기술

이 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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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of Neurotransmitter System to Improve Memory and Cognition

Chang-H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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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뇌에는 모두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며 이들은 각각 주위의 다른 신경세포들

과 평균 1만개 정도의 시냅스(synapse)라고 하

는 부위로 연결되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시냅스를 통하여 신경세포들 사이에

긴밀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때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경전달물질(neuro-

transmitter)이다. 신경세포들은 신경전달물질을

방출하여 수용체(receptor)를 자극시키고 이를

통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인간의

두뇌가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은 바로 시냅스의

연결강도를 지속적인 화학적, 전기적 자극을 통

하여 강화하는 과정으로 이를 장기강화(long-term

potentiation, LTP)라고 하며 이러한 지속적 자

극을 통한 시냅스간의 신경전달 네트워크가 강

화되는 시냅스의 특성을 시냅스가소성(synaptic

plasticity)이라고 한다. 

신경전달물질에 의하여 시냅스(synapse)에서 정

보 전달이 화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20

세기 초에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신경전달물질

에 대한 정의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

키는 경우를 한정한다. 첫째는 시냅스에 존재하

며 전기적, 화학적 자극에 의하여 방출되어 작

용한 후 이를 종결시키는 기구가 존재하여야 한

다. 즉 신경전달 물질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존

재하며 신경 종말부에서 트랜스포터(transporter)

에 의해 흡수, 시냅스소포(synaptic vesicle)내로

저장되는 신경전달물질의 흡수(uptake)가 이루어

져야한다. 둘째는 신경자극에 동반하는 방출 작

용을 일으켜야 한다(예, 개구리 심장에서의 미주

신경 자극에 동반하는 아세틸콜린의 방출). 세

번째로는 시냅스에서의 작용 및 역할이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 신경세포에 적용했을 때 신경

자극에 의해 생성된 것과 아주 동일하며, 같은

이온기구에 의해 야기되는 시냅스 막 전위 변화

를 발생시키고 적절한 길항제(antagonist)가 존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물질에 대한 특이적 수

용체(receptor)가 존재하여야 한다. 현재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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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신경전달물질(표 1)로는 아세틸콜린

(acetylcholine, ACh), 놀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NA), 도파민(dopamine, DA), 가바(GABA), 글라

이신 및 글루타민산 등이 있다. 한편 신경전달

물질과 유사하나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신경조절물질(neuromodulator)이 존재한다. 이들

은 시냅스를 매개로 직접 작용하지 않으며, 체

액 내에 존재한다. 신경기능을 변화시키는데 충

분한 농도로 작용부위에 도달하며 생체 내에서

그 물질의 농도를 변화시키면 신경기능이 변화

한다. 신경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 이상

의 지속적 작용 부위가 존재하며 그 물질에 대

한 불활성화 기구가 존재한다. 신경세포에 직접

적용하면 본래 존재하였던 그 물질의 농도증가

와 같은 변화를 초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신경조절물질로는 에피네프린, 페닐에

틸아민, 아스파라긴산, 타우린, 아데노신, 에스트

로젠, 프로스타그란딘 및 아라키돈산 등이 있다.

신경세포내외의 신경전달 물질의 이동은 시냅스

막(synaptic membrane)상에 발현된 이온채널 이

외에도 전달체(transporter)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신경계에서 트랜스포터는 시냅스 간극에서 유리

된 신경전달물질을 시냅스전세포(presynaptic cell)

나 신경교세포(glial cell)로 흡수하여 시냅스후세

포(postsynaptic cell)의 지속적인 흥분을 조절한

다. 소포성 아세틸콜린 전달체(vesicular acetylcho-

line transporter)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재순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 전달체가 부

족할 경우 기억력 및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을 생쥐에 유전자 조작을 가하는 일련의 실험

표 1. 주요 신경전달 물질(neurotransmitters)

종류 신경전달물질 존재부위 기능 관련질병 관련약물

아민 아세틸콜린
(ACh)

자율신경계

중뇌신경계

선분비

(간, 소화액분비), 평활근

이나 골격근의 수축 및 이

완, 기억

소화성궤양, 

치매

항궤양제

(pirenzepine), 항치매제
(tacrine)

세로토닌
(5-HT)

중뇌신경계 감정, 수면 감정장애, 환각 항울약
(imipramine)

카테콜아민 도파민(DA) 중뇌신경계

(선조체, 측좌핵)

정신, 운동 정신분열증, 

파킨슨병

항정신제

(haloperidol) 항파킨슨약
(L-dopa)

놀에피네프린
(NA)

자율신경계

(교감신경)

중뇌신경계

평활근, 심근 수축, 감정, 

의식, 식욕

감정장애 항울약
(desipramine)

아미노산 글라이신
(Gly)

중뇌신경계 운동신경기능제어 경련 경련약
(strychine)

가바(GABA) 중뇌신경계 수면, 골격근 긴장도 경련 수면약(barbital)

트란키라이저
(benzodiazepine)

근이완약
(baclofen)

글루타민산
(Glu)

중뇌신경계 기억 신경세포사 항경련약, 신경세포사

억제약
폴리펩타이드Substance P (SP) 중뇌신경계 통각전달, 장관수축 소염제

엔케팔린
(Enk)

중뇌신경계 통각억제, 장관수축억제 진통제
(morphine)

가스 일산화질소
(NO)

내장, 중뇌신경계

(소뇌 등)

혈관확장, 기억 신경세포사 항협심증약
(nitroglyc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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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소포성아세틸콜린 전

달체는 신경단위 세포에 존재하면서 아세틸콜린

이 소포로부터 방출되거나 반대로 저장되는 과

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이러한 아세

틸콜린의 저장 기능은 향후 신호 전달에 필요한

아세틸콜린을 보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포성아세틸콜린 전달체의 기능이상은

정상적인 아세틸콜린의 공급을 저해하여 뇌의 기

억손실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아세틸콜린

전달체 발현 유전자를 결핍시킨 생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인지 기능이 저하됨을 확인하였다.

기억력 및 학습에 관여하는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는 뇌신경질환에 의한 뇌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대

량 방출 시 수용체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흥

분성 세포독성을 야기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

기 위하여 시냅스간극으로 방출된 신경전달물

질은 다음의 몇 가지 기구에 의하여 제거, 불

활성화된다. a)시냅스전 축삭종말(presynaptic

axon ending)로의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uptake),

b)시냅스 주위에 존재하는 글리아세포(glial cell)

로 흡수, 분해, c)시냅스막에 존재하는 효소에

의한 분해(acetylcholinesterase, monoamine oxidase),

d)막-결합전달체(membrane-bound transporter)에

의한 여분의 신경전달물질의 제거 등이다. 

신경전달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시냅스전 축삭종말(presynaptic axon ending)

로부터 방출된 각종 신경전달물질이 결합하는

수용체(receptor)이다. 신경전달물질 수용체란

(receptor) 신경전달물질을 인식하고 결합함으로

써 생화학적, 생리학적 변화를 유발하는 특정의

분자구조를 지닌 것으로 정의되며 수용체에 결

합하는 신경전달물질, agonist 및 antagonist에

의해 분류된다. 신경전달물질 수용체는 그 구조

적 특징과 세포내 정보전달 기구에 따라서 G

단백질 결합형 수용체 및 이온채널내장형수용

체로 나뉜다. G단백질 결합형수용체에는 무스

카린성아세틸콜린 수용체(muscarinic acetylcholine

receptor), 아드레날린수용체(adrenergic receptor),

도파민수용체(dopamine receptor), 히스타민수용

체(histamine receptor)등이 있다. 이들 수용체는

모두 G단백질과 기능적으로 공역하며 아데닐산

싸이클라제(adenylate cyclase)나 포스포리파아제

C(phospholipase C) 등의 2차전령(second mes-

senger)를 통해 작용한다. 이온채널 내장형 수

용체에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 nACh receptor), 글라이

신 수용체(glycine receptor), 글루타민산 수용체

가 있다.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민산에

결합하는 글루타민산 수용체는 NMDA 수용체

(N-methy-D-aspartate receptor), AMPA 수용체

(α-amino-3-hydroxy-5-methyl-4-isoxazol-propionic

acid receptor), 카이닌산수용체(kainate receptor)

등이 있으며 수용체 분자내에 내장된 이온채널

과 신경전달물질이 직접 결합함으로써 채널이

오픈되어 각 수용체에 특이적인 이온이 세포내

로 유입하여 흥분성 시냅스후 전위(excitatory

postsynaptic potential, EPSP)를 일으킨다. NMDA

수용체는 특히 인간의 기억력 및 학습기능과

관련이 있다. 해마의 신경회로의 대부분은

NMDA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글루탐산을 신

경전달물질로 사용한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상된 NMDA 발현을 가지고 있는 생

쥐가 수중미로(water maze) 실험에서 더 영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 세로토닌수용체,

GABA 수용체, 퓨린수용체 등은 서브타입에 의

해 G단백질 작동수용체와 이온채널내장형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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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 및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신경전달계 제어방법

1. Acetylcholinesterase(AChE) 저해제를 이용한

기억력 향상

노인성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병으로부터

유발되는 기억력 및 학습능력의 상실 등 인지

기능 장애는 대뇌 기저부의 아세틸콜린성 신경

세포의 손상에서 비롯된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muscarine acetyl-

choline receptor)에 대한 효능제(agonist), 아세틸

콜린 생성촉진제,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 저해제

등 여러 가지 작용기전에 따라 아세틸콜린성

신경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약물들

이 개발되어 왔다. 특히 노인성 치매에 의한 기

억력 저하원인이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아세틸콜린에스

그림 1. 이온채널내장형수용체 및 G단백질결합형 수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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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라제 저해제 등을 이용한 방법이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아세틸콜린에스

터라제 저해제로 tacrine이 개발되어 있으나 위

장장애와 같은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천연 식물소재로부터 저해활성소재를 탐색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의 활성화를 통한 기억력

향상 

장기기억 형성(long term potentiation, LTP)을

용이하게 하는 기억력 증진제를 개발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현재 벤즈아미드

(benzamide) 유도체로써 글루타메이트가 뉴런의

AMPA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엠파

킨(ampakines)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엠파킨

은 주의력의 지속시간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기존의 중추신경흥분제와는 달리

불쾌감이나 수면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엠파킨의 주요 기

전은 AMPA 수용체를 자극하여 탈분극을 증가

시키고 이로 인하여 NMDA 수용체가 활성화

되어 장기기억의 형성을 촉발시킨다. 최근에는

AMPA 및 NMDA 수용체에 직접적으로 작용

하는 화합물이외에도 mGlu(G-protein-coupled

metabotropic glutamate)수용체라는 제3의 글루

타메이트 수용체를 대상으로 기억력 및 인지

기능 결손 환자의 치료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노인성 치매로부터 유발되는 기억력 감퇴,

인지능력의 저하 및 학습능력의 저하는 대뇌기

저(cortex)부의 acetylcholine 성 신경세포의 손

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치료제로 acetylcholine receptor agonist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현재 다양한 muscarine

성 효능약이 개발되어 있으나 만성 불면증 및

위장장애 등 일부 부작용 등이 나타나고 있어

그림 2.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의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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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중에 뛰어난 acetylcholine receptor

agonist를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3. 기억력을 활성화시키는 식품성분들

인간의 기억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중

의 성분으로 플라보노이드(flavonoid)가 있다. 인

간의 두뇌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플라보노이

드로는 콩에서 발견되는 이소플라본(isoflavones),

차와 코코아, 붉은 포도주에서 발견되는 플라바

놀(flavanols), 그리고 안소시아닌(anthocyanins)

등이 있으며 그 작용 기전은 이소플라본의 경

우 뇌에서 에스트로젠의 작용을 모방하며 플라

바놀과 안소시아닌은 미토젠 활성 단백질 키나

아제(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경로와 PI3키나아제 (phosphoinositide 3-kinase,

PI3 kinase)/Akt 신호전달 단계 반응과 같은 뉴

런의 신호전달 경로와 상호 작용한다. MAPK

와 PI3 kinase 경로 둘다 뇌의 해마와 피질에

서 기억 저장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 들 경로의 kinase 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기억과 학습을 증진시키는 잠재력을 갖는다. 또

한 기억과 연관된 유전자의 발현에 관련되는

CREB(cAMP response element binding)과 같

은 단백질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kings college london 연구팀에 의

하면 브로콜리, 감자, 오렌지, 사과 및 무에 함

유되어 있는 성분들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

다. 본 연구팀은 과일 및 채소에 함유되어 있

는 성분들이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파

괴시키는 효소인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를 저해

한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다. 

기대효과

현재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이 앓고 있으

며 앞으로도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그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노인성치매는 사

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전체 치

매 환자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

은 아직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

나 산화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뇌신경 세포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고

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천연물로부터 아세틸콜린에스터라

제 저해제 및 수용체 활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작용제(agonist) 및 길항제(antagonist)의 탐색 그

리고 기억력, 인지기능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

에 관련된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기능들을 탐

색하고 이로부터 선정된 천연식물 소재들을 이

용하여 기억력 및 인지기능 증진용 특수용도용

식품으로 개발할 경우 국민보건 및 국가 경제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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