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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구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사업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뇌 연구를 위한 시체 일부의 병원 밖 제공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어서 국내 사후 뇌조직을 활용한 뇌질환 연구는 국외에 비해 늦은 실정이다. 이에 학계 요구로 2021년도 시체해부법 일부가
개정되어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받은 ‘의과대학,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밖으로 시체 일부 제공이 가능하여 치매 등 뇌신경질환 환자 사후 뇌조직을
연구목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되었다. 질병관리청 뇌질환연구과는 2016년 치매뇌조직은행 구축 사업을 시작하여 2021년 현재까지 치매뇌은행을 4개소로
확장 운영중에 있으며, 2021년 7월 기준 전뇌조직 135례를 수집하였고 1,141명의 뇌 기증희망 동의자를 모집하였다. 또한 신경병리기반의 치매진단표준화
연구를 통해 치매 진단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매뇌은행은 국내 기초 임상 연구자들에게 뇌조직 및 관련 임상정보와 인체자원을
포함하는 고도화된 뇌연구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치매 연구 활성화 및 치매 예방 진단 치료기술의 조기 실용화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검색어 : 치매, 치매뇌은행, 뇌조직, 시체해부법, 임상정보

들어가는 말

임상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보이지만, 실제 병리학적으로는
알츠하이머병이 아닌 경우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

전 세계적으로, 아직 치료 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치매를

치매 연구 통계 결과에서, 치매 환자의 사후 뇌부검 진단에 따른

포함한 퇴행성 뇌질환들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조기 진단기술 및

치매 임상 진단의 부정확성이 22.3%로 나타났으며(미국 National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정보를 충분히 가진 치매환자 뇌

Alzheimer Coordinating Center), 우리나라는 부검이 이뤄지고 있지

조직 수집 및 체계적인 활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미국, 네덜란드

않아 임상 진단의 정확성 통계 수치조차 없으며 한국인 치매유형도

등 해외에서는 많은 증례의 전뇌 조직을 보유, 이를 활용한

파악이 안 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 치매 치료기술의 조기

치매진단·치료기술개발과 컨소시엄 및 협업 연구 등을 지원하고

실용화를 위해서는 우선 치매 환자의 사후 뇌부검을 통한 정확한

있으나 국내의 뇌 자원 보유나 활용 수준이 모두 낮은 편이다.

병리진단을 통해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치매 진단도구 검증 등의

또한, 치매를 포함한 퇴행성 뇌신경계 질환 들의 확진은

치매진단법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1].

사후 뇌조직 병리검사가 중요한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망 후,

알츠하이머병은 임상증 상이 발현되지 않는 비임상증 상

부검을 통한 병리진단 확진까지 이어지지 않고 임상적인 진단만

시기에 아밀로이드 및 타우가 축적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

실시되고 있어 신약 개발 임상시험, 바이오마커 검증 등 뇌질환

‘예방적 치료’의 목적으로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지표 개발 연구가

관련 치료제 개발에 제한이 있다. 치매는 복합 병리형태로 발병하여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생화학적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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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standard’는 CSF (cerebral spinal fluid) 아밀로이드와 타우의

및 보존 프로토콜, 뇌자원 구득과 관련된 공통 동의서 양식 및

농도 측정이다. 그러나 CSF는 침습적 요추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양관리체계(안) 마련 등의 표준화된 뇌은행 공통 운영체계를

혈액에서 아밀로이드를 비롯한 다양한 바이오마커 개발 노력이

구축해오고 있으며, 현재 국내 신경병리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이루어져 왔으나 지금까지 임상 적용 가능한 혈액 알츠하이머병

뇌조직 수집 절차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을

바이오마커는 개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예방적 치료의 개념 도입과

기획하고 있다. 또한 치매뇌은행 협의체는 뇌 조직 활용을 통한

함께 알츠하이머 진단 및 발병 예측용 바이오마커 개발을 위한

국내 뇌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외부기관과 공동연구 협력 확대하고,

연구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임상활용이 가능한 바이오마커

안정적인 치매뇌은행 운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개발을 위한 다양한 뇌 연구자원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 법 개정에 따른 치매뇌자원 분양 준비
시체해부법 개정법률안이 2021년 4월 시행되었다. 이에

몸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시체제공기관은 기증자
혹은 유족의 동의를 받아 구득한 뇌자원을 병원 밖 연구자에게

1. 치매뇌은행 구축 및 운영 현황

연구 목적으 로 시체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치매뇌은행 4개소 모두 시체제공기관 허가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1) 치매뇌은행 소개

중에 있으며, 뇌자원 분양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치매뇌은행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치매 특화된 뇌은행을 통해

뇌조직 분양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방법은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국가 치매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6년 8월 치매뇌은행 사업을

누리집 내 치매뇌은행 포탈(http://nih.go.kr/biobank/cmm/main/

시작하였다. 현재 구축·운영 중인 4개소는 뇌연구자원 수집과

brainMainPage.do?menuNo=1&link=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뇌은행별 뇌영상을 활용한 신경병리기반 치매진단표준화
연구, 뇌부검 레지스트리 구축 및 체액 바이오마커기반 치매진단
표준화 등 특성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치매뇌은행 4개소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표준화된 뇌부검

표 1. 치매뇌은행 현황
치매뇌은행

사업기간

사업내용

삼성서울병원
서상원/김희진 교수

2016~

- 치매 뇌구득 및 뇌기증희망자 등록
- 신경병리기반 치매진단 개선연구
- 뇌영상기반 치매진단표준화 지침 개발

서울대학교병원
박성혜 교수

2017~

- 치매 뇌구득 및 뇌기증희망자 등록
- 뇌부검 신경병리 연구
- 뇌자원관리 기술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부산대학교병원
김은주 교수

2018~

- 치매 뇌구득 및 뇌기증희망자 등록
- 신경병리기반 치매진단 개선연구
- 체액기반 치매진단 표준화 지침 개발

명지병원
한현정 교수

2021~

- 치매 뇌구득 및 뇌기증희망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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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뇌은행 자원 현황

＞ 50대 12.8% ＞ 90대 5.% 순이다(그림 4).
현재까지 수집되어 병리진단 판독을 마친 뇌조직 중 치매환자

1) 뇌질환 환자 사후 뇌조직

뇌조직이 약 54.1%, 퇴행성뇌질환(Parkins’s disease (PD), Multiple

치 매 뇌 은 행 4 개 소 는 뇌 기 증희 망 동의 자 를 대 상 으 로
뇌연구자원(임상연구자료, 뇌영상, 인체자원)을 수집하고, 사후
뇌부검으로 뇌를 구득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현재 뇌 기증 희망
동의자 1,141명(그림 1) 및 뇌기증자 뇌구득 총 135례(그림 2)를

system atrophy (MSA),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PSP)
등) 뇌조직 약 36.5%, 정상을 포함한 기타 질환자 뇌조직은 약
9.4%로(그림 5), 수집한 사후 뇌조직의 과반수가 치매환자 것으로
향후 치매연구에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되나, 자원 보유수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확보하였다.
치매뇌 은행 뇌기증자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6 6 % 로
여성(34%)보다 약 2배가량 높았으며(그림 3), 뇌기증한 분들의
나이는 70대가 35.9%로 제일 많았고, 60대 26.9% ＞ 80대 15.4%

치매뇌은행 4개소에서 수집되는 뇌조직은 치매뇌은행 표준
뇌부검 프로토콜 절차에 따라 수집 및 관리되며[2], 수집되는 공통
뇌부위 및 치매뇌은행별 보유 자원 현황은 치매뇌은행 포탈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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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뇌기증자 뇌구득 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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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뇌기증자 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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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뇌기증자 나이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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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웹기반 임상연구 관리시스템(iCReaT)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보관중인 인체자원과 임상정보는

2) 뇌기증희망 동의자 인체자원

분양 포탈에 나와 있는 분양절차를 통해 분양받을 수 있다.

치매뇌은행은 뇌 기증을 희망한 동의자중 인체자원 수집 및
연구에 동의한 분들의 인체자원(혈액, DNA, CSF) 뿐만 아니라

3) 치매뇌은행 자원 활용 성과

뇌영상(amyloid-PET, Tau-PET, FTD-PET), 신경심리검사,

시체해부법 개정 전, 치매뇌은행 사업을 통해 구 득 된

혈액검사, 유전자 검사 등을 시행하며 장기 추적 조사를 통해

뇌자원은 치매뇌은행 수행기관과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활용

고도화된 인체자원을 수집 보관하고 있다. 2016년부터 수집된

가능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목적으로 뇌조직을 활용하여

혈액, 혈장, DNA, 및 뇌척수액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기탁되고

총 22건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그림 7), 이중 논문 18편은 SCI급

있으며, 인체자원과 관련된 임상정보 및 뇌영상 정보는 질병관리청

뇌과학 전문 저널에 게재되었다. 이미 국외에는 사후 뇌직을 활용한

54.1% 치매
36.5% 퇴행성뇌질환
9.4% 기타질환

Total=100
그림 5. 뇌질환별 뇌조직 분포(%)

그림 6. 치매뇌은행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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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뇌연구자원 활용기관 분포(%)

그림 8. 치매뇌은행 뇌자원 활용 성과

치매 분야 연구논문 게재 건수가 2018년도에 254건으로, 이에

안정적이고 지속 적인 국내 뇌 연구자 원 수집 강화 를 위해

비해 국내 연구 논문 게재 수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나

치매뇌은행 확장 및 외부기관과의 연구 협력을 통해 뇌 기증 희망

2016년도 치매뇌은행 구축 3년 후부터 뇌자원 활용성과가 급격히

동의자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치매 환자의 특성에

증가되어(그림 8), 실제로 뇌조직이 외부연구자에게 분양된다면

맞는 치매진단·치료 기술 개발 및 기초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뇌자원의 활용성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라 기대된다.

치매극복을 위한 국가 치매관리정책 수립의 근거 마련에 이바지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국가정책에 맞추어 치매에 대한 질병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맺는 말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국내 치매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치매뇌은행 사업
홍보 강화 및 뇌 조직뿐만 아니라 뇌영상 및 임상정보를 포함하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의
증가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2016년 8월부터 치매 연구를 위한
고도화된 뇌연구자원 수집 활용체계를 마련하여 국내 치매

뇌 연구자원과 치매관련 연계자료의 통합 공유 플랫폼 구축도

연구를 활성화하고 치매 진단법 및 치료제의 실용화연구를

필요하다. 이러한 치매연구 인프라 를 바탕으 로 치매환자의

촉진하고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뇌은행 사업」을

고도화된 뇌 연구자원을 활용한 치매 조기 진단기술 및 치료제

수행하고 있다.

개발과 기초임상연구의 연계를 통하여 치매 예방·진단·치료기술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2021년 7월까지 4개 치매뇌은행에서 뇌구득 135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뇌질환연구과는 치매뇌은행 사업을

뇌기 증희망 동의 자 1 ,1 41명 을 확보하 였으 며 협의 체 를

통해 고도화된 뇌 연구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목적의 뇌자원

통해 표준화된 뇌은행 공 통 운영체계를 구 축·운영하고

분양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뇌조직 분양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있 다 . 또 한 연 구 재 현 성·실 효 성 있 는 고 품 질 의
뇌연구자 원 제 공 을 위한 ‘연구 목 적 시체 제 공기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화된 뇌 연구자원 수집, 관리

표준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시체제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및 분양절차를 위한 시체제공기관 표준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 도록 치매뇌 은행 포탈 에 공개하 였다.

고품질의 재현성 높은 뇌 연구자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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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사점은?
치매뇌은행 사업을 통해 국내 치매연구 활성화에 필요한
뇌연구자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뇌연구자 원 관리 및
분양체계를 통해 국가 치매관리정책 수립에 필요한 치매
연구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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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21 operating status of the National Brain BioBank of Korea (NBBK)
Choi Ji-Young, Jo Chulman, Koh Young-Ho
Division of brain research, Department of Chronic Disease Convergence Research, Korea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s the number of dementia patients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aging of the population, investment in research projects
to overcome dementia is increasing. However, since the law restricts the provision of parts of cadavers outside the hospital
for brain research, the development of neuroscience using postmortem brain tissue in Korea has been less advanced than
that of overseas countries. Accordingly, part of the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was revised in 2021 due to
the demands of the scientific community, and a revised law was implemented on April 8 2021, allowing the provision of
“corpse parts from medical schools and hospitals” to outside institutions, which have been approved as corpse donor
institutions. As a result, postmortem brain tissues, including tissues from decedents who had neurological disorders such as
dementia, can be used for research purposes. Since 2016, the division of brain disease research,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in Korea (KNIH) started the NBBK, the Dementia Brain Tissue Construction Project to support dementia research in
Korea, and currently, there are four hospitals involved. As of July 2021, there were 135 cases of whole brain tissue collection,
and 1,141 people consented to donate their brains for research purposes. The NBBK aims to improve the accuracy of
dementia diagnosis through the standardization of research for neuropathology-based dementia diagnosis. Furthermore,
the NBBK intends to revitalize domestic dementia research and support the early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for the
prevention, diagnosis, and treatment of dementia by providing advanced resources for brain research, such as brain tissues
and related clinical information, as well as human resources in Korea.
Keywords: Dementia, The National Brain BioBank of Korea (NBBK), Brain tissues,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Clinical information

Table 1. Operating status of the National Brain BioBank of Korea (NBBK)
NBBK network

Project period (year)

Project contents

Samsung Medical Center
Professor Sang-Won Seo
/Professor Hee-Jin Kim

2016~

- Collection of brain tissue and enrollment of applicants for brain donation
- Research on improvement of neuropathology-based dementia diagnosis
- Development of standardization guidelines for dementia diagnosis based on
brain 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rofessor Sung Hye Park

2017~

- Collection of brain tissue and enrollment of applicants for brain donation
- Development of standard guidelines for brain autopsy facilities and operation
-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for brain resourc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rofessor Eun-Joo Kim

2018~

- Collection of brain tissue and enrollment of applicants for brain donation
- Research on improvement of neuropathology-based dementia diagnosis
- Development of standardization guidelines for dementia diagnosis based on
bio-fluid

Myongji Hospital
Professor Hyun Jeong Han

2021~

- Collection of brain tissue and enrollment of applicants for brain donation

www.kdca.go.kr 2684

주간 건강과 질병•제14권 제38호(2021. 9. 16.)

150

1000
800

Brain donor

Consenter for brain donation

1200

600
400

100

50

200
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Year

Year

Figure 1. The number of consenters for brain donation

Figure 2. The number of brain donors

33.9% Female
66.1% Male

Gender

Age

Total=100

Total=100

Figure 3. The Gender of brain donors (%)

1.3%
1.3%
1.3%
12.8%
26.9%
35.9%
15.4%
5.1%

Figure 4. The percentage of brain donors by age

54.1% Dementia
36.5% Neurodegenerative disease
9.4% Others

Total=100

Figure 5. Postmortem brain tissue as classified by neuropathological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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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National Brain BioBank of Korea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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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institutions utilizing human brain resources

Figure 8. The number of annual published papers
supported by the National Brain Bio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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