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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장 따라 쥐가 움직인다, 국내서 첫 성공
[사이언스샷] 신경세포의 나노나침반이 회전하면서 운동 방향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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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세포에 생긴 나노나침반 단백질(주황색)이 자기장에 따라 회전하면서 전기를 띤 이온들을 세포
안으로 통과시키는 모습의 상상도. 그 결과 신경신호가 전달되고 행동이 유발된다./IBS

자석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해 동물의 행동을 원격 조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
내에서 나왔다. 뇌과학 연구는 물론 장차 파킨슨병과 뇌종양 같은 난치병 치료에도 활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의학연구단 천진우 단장(연세대 교수)과 이재현 연구위원(연세대
고등과학원 교수) 연구진은 29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에 “자기장을 이용해 뇌의 운
동신경을 무선으로 원격 제어하는 ‘나노 자기유전학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IBS 천진우 단장 연구진이 자가장으로 동물의 행동을 제어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 자기장을 우뇌에
가하면 신경세포에 있는 나노나침반이 움직이면서 신경신호가 전달되고 왼발의 동작이 세진다. 결국 쥐는
반시계방향으로 돈다. 좌뇌에 자기장을 가하면 시게방향으로 돈다./IBS

◇자기장으로 쥐의 회전 방향 통제
기술의 핵심은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에 반응해 움직이는 이른바 ‘나노나침반’ 단백질이다.
지구의 자기장에 따라 나침반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듯,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나노나침
반에도 회전하는 힘이 발생한다.
연구진은 쥐에게 외부 유전자를 주입해 뇌에 있는 운동신경에서 나노남침반 단백질이 생성되
도록 했다. 뇌 영상을 찍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유사한 장비로 쥐의 뇌 주위에 자기장을
걸어준다. 이러면 운동신경에 있는 나노나침반이 움직이면서 전기를 띤 이온이 오가는 통로가
열린다. 그 결과 신경신호가 전달되고 운동능력이 촉진된다.

자기유전학 작동 원리. 신경세포에 나노나침반 단백질(왼쪽 네모 안 파란색)을 생성시키고 자기장을
걸어주면, 회전하는 힘이 발생하면서 이온 통로가 열린다. 칼슘 이온들이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신경신호가 전달되면서 동작을 유발한다./IBS

실험은 원형 자기장 발생 장치 안에 쥐를 두고 진행됐다. 우뇌는 몸의 왼쪽, 좌뇌는 오른쪽의
동작을 제어한다. 쥐의 우뇌에 자기장을 가하자 나노나침반이 작동하면서 반대쪽인 왼발의 운
동신경이 활성화됐다. 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았다. 운동능력은 5배나 향상됐다.
반대로 좌뇌의 나노나침반에 자기장을 가하면 오른발 운동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쥐가 시계방
향으로 돌았다. 약물이나 전기 자극을 주지 않고 자석의 힘만으로 쥐의 행동을 제어하는 데 성
공한 것이다.

개요: 자기장으로 뇌기능 제어하는 나노기술

◇광유전학에 버금가는 도구로 발전 기대
이번 연구 결과는 동물의 뇌기능을 연구하는 새로운 도구를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천진우
단장은 “광유전학이 뇌과학 연구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과 같이 자기유전학도 같은 성
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광유전학은 빛을 쪼여 신경세포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녹조류에서
빛을 전기로 바꾸는 단백질을 동물의 신경세포에 이식했다. 덕분에 빛을 쪼이면 원하는 대로
신경세포를 제어할 수 있다. 천 단장 연구진은 빛 대신 자기장으로 신경세포를 제어하는 자기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광유전학에서는 빛을 전달하는 광섬유를 동물의 뇌에 연결해야 하지만 자기장을 이용하면 그
런 불편이 없다. 전선 없이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로 뇌 기능을 실험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천진우 단장은 “자기장은 인체 침투력이 좋기 때문에 파킨슨병과 암 같은 난치병 치료에도 활
용될 수 있다”며 “자기유전학 기술이 뇌의 작동 원리 규멍과 질환 치료 등 뇌과학의 새로운 지
평을 열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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