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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과 소아의 뇌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뇌 종양은 

그 근본적인 원인과 병인 기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치료법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정호 교수팀은 인간의 뇌의 

발달 및 노화과정에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돌연변이를 연

구하여 소아 뇌종양 및 성인 악성 뇌종양을 일으키는 돌

연변이의 기원, 분자유전학적 병인기전 및 새로운 치료법

을 제시하는 연구 성과를 내었다. 

● 성인 악성 뇌종양의 근본 원인 규명과 새로운 치료법 제시

교모세포종은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종중 하나로, 암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수술적 

치료가 가장 중요하지만 수술만으로 치료할 수 없고 항암

치료, 방사선치료, 표적항암제 등이 사용 중이나 아직도 

그 치료법이 묘연한 암이다. 연구팀은 교모세포종 유발 

돌연변이가 암 부위가 아니라, 암에서 멀리 떨어진 뇌실

하영역 부위에서 기원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 하

였다. 

교모세포종의 근본 원인을 규명한 획기적 연구 결과로, 

기존 치료법과 연구의 한계를 뛰어 넘어 암이 존재하지 

않는 뇌실하영역에서 암이 시작된다는 새로운 발상으로 

교모세포종 치료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 될 것으로 예상된

다. (2018 Nature 게재)

난치성 뇌전증(간질) 동반 소아 뇌종양의 근본 원인 규명

과 새로운 치료법 제시

소아 뇌종양은 성인 뇌종양에 비해 난치성 뇌전증이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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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동반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소아 뇌종양에서 특이적

으로 난치성 뇌전증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으

며 현존하는 항 뇌전증 약물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치성 뇌전증을 일으키는 소아 뇌종

양의 근본 원인과 뇌전증 발생의 원리를 규명해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였다. 

●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수술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소아 뇌종양 

기반의 난치성 뇌전증 치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2018 Nature Medicine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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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교수팀은 뇌 종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의 기원과 

새로운 병인 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하였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는 연구 성과를 내었다.

1.  교모세포종은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종중 하나로, 암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치료법이 

묘연한 암이다. 연구팀은 교모세포종 유발 돌연변이는 암 

부위가 아니라, 암에서 멀리 떨어진 뇌실하영역 부위에서 

기원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였고 이는 기존 치

료법과 연구의 한계를 뛰어 넘어 암이 존재하지 않는 뇌실

하영역에서 암이 시작된다는 새로운 발상으로 교모세포

종 치료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 

Nature 게재). 

2.  소아 뇌종양은 성인 뇌종양에 비해 난치성 뇌전증이 빈번

하게 동반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나 난치성 뇌전증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으며 현존하는 항 뇌전증 

약물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팀은 난치성 뇌전증을 일으키는 소아 뇌종

양의 근본 원인과 뇌전증 발생의 원리를 규명해 새로운 치

료법을 제시하였다. (2018 Nature Medicine 게재). 

그림 2. 뇌전증을 유발하는 소아 뇌종양 환자의 조직을 분석 후 생물학적 모델링을 하는 과정과 뇌전증 발생 기전.

그림 1.   교모세포종 환자의 종양, 정상, 뇌실하 조직을 
얻어 변이 분석 후 생물학적 모델링을 하는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