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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우울증에서 사이토카인-세로토닌 상호작용에 의한 신경변성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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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wing body of evidence suggests that major depression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productions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such as IL-1, IL-6, IL-12 or TNF-alpha and increased concentrations of prostaglandin E2 and negative-regulatory 
cytokines such as IL-4 or IL-10. In major depression, interactions among brain 5-HT levels, the activity of its autoreceptors, 
and that of postsynaptic receptors play a critical role in mood changes and depression. Recently, the link between cytokines 
and serotonergic turnover has been explored. Cytokines such as IL-1, IL-2 and IFN-gamma reduce the production of 5-HT by 
stimulating the activity of indoleamine-2,3 dioxygenase (IDO), an enzyme which convert tryptophan, the precursor of 5-HT to 
kynurenine. The kynurenine is metabolized into quinolinic acid (quinolinate) and kynurenic acid (kynurenate), an excitotoxic 
NMDA receptor agonist and the antagonist of three ionotropic excitotatory aminoacid receptors, respectively. The cytokine-
serotonin interaction through IDO that leads to the challenge between quinolinate and kynurenate in the brain may finally 
induce the neurodegeneration in depression. The neurodegeneration hypothesis of depression can explain how people cope 
with psychological or physical stress at different stages according to severity and duration of stress and why major 
depression develop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4;43(4):386-392) 
 
KEY WORDS：Serotonin·Cytokine·Neurogenesis·Neurodegeneration·IDO·Depression. 

 

 

서     론 
 

우울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구성된 뇌 질환이다. 우울증은 

여러 유전자가 연관되는 복합적인 유전 질환일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유전자들의 변이들이 각각의 가계에서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1) 또한, 비유전적 요인들도 중요하다. 우

울증은 스트레스에 대한 유전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에서 

이혼, 사별 등의 부정적인 생활사건 혹은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 등의 외적 스트레스 혹은 바이러스, 뇌졸중, 자가면역

질환 등의 내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다.2) 가령, 아동기에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를 받았거나 

혹은 부모 상실을 경험한 사람에서 성년기에 우울증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인간 발달상의 

결정적 시기에 부정적 경험과 결부되어 개인의 유전적인 

소인이 생물학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표현형을 만들고, 

차후의 스트레스에 대한 역치를 낮추어 우울증으로 발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3) 따라서 우울증의 원인을 단

지 정신사회적 혹은 생물학적 이라는 극단적으로 단순화

된 모델보다 양자를 통합한 모델이 우울증의 복잡성을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울증의 생물학적 연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reserpine을 복용한 고혈압 환자의 약 15% 정도에서 심각

한 우울증을 일으킨다는 우연한 발견으로부터 시작되었

다. 차후의 연구를 통해 reserpine은 뇌 시냅스의 단가아민 

함량을 감소시켜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러한 소견들을 토대로 발전된 우울증의 첫 생물학적 가설

이 단가아민 고갈가설(monoamine depletion hypothesis)4) 

이다. 이 가설은 우울증이 단가아민 신경전달물질의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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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하, 특히 시냅스에서 세로토닌(serotonin；이하 5-

HT)과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이하 NE)이 고

갈되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설은 시냅

스에서 5-HT 혹은 NE을 고갈시키는 파라다임을 통해 그 

관련성이 더욱 복잡하다는 것이 밝혀졌다.5) 최근에는 시냅

스 수준의 신경전달물질의 농도의 변동이나 수용체 변화

의 수준을 넘어 우울증의 신경화학적 불균형을 세포 혹

은 분자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스트레스, 우울증, 그리고 항우울제의 작용 기전에 관여되

는 구조 가소성(structural plasticity) 혹은 뇌신경 적응

(neuronal adapta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 다시 말

해, 스트레스로 인한 특정 뇌 부위의 세포내 신호전달 경

로의 장애와 신경원 적응의 실패가 우울증 등의 스트레스

와 연관된 질환을 유발하게 되며, 항우울제는 이를 회복

시키는 역할을 한다.7) 가령, 심한 스트레스는 해마의 위축

과 사망 뿐만 아니라 신경조직발생을 억제하여 해마의 구

조적 변화와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데, 우울증도 유사한 

기전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세포내 신호전달 경로는 스

트레스와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신경원 위축 및 세포 사망

과 신경조직발생을 조절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신경영상술과 세포병리학의 발전으로 인해 우울증에서 해

마, 대뇌피질, 편도 등의 뇌 조직의 구조와 기능의 장애가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울증에서 해마뿐만 아니라 대

뇌피질 특히 전두엽 피질이 우울증의 병태생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밝혀졌다.8,9) 

스트레스는 면역계, 신경전달물질계, 신경내분비계, 및 

중추신경계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이러한 시스템들

의 상호작용이 우울 증상을 발현시키고, 지속시키며, 종결

하는 역할을 한다.10) 이들 시스템들은 서로 해부학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밀접한 상호작용을 갖는다. 가

령, 중추신경계는 자율신경계와 신경내분비계를 통해 면역

계를 조절하고 반면에, 면역계는 면역 세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을 통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행동 혹은 

감정을 조절한다.11) 따라서 면역계는 내적 혹은 외적 스트

레스를 인식하는 감각 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면역

계는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정보를 중추신경계와 내분비계

로 전달한다. 많은 연구들은 내적 혹은 외적 스트레스에 의

한 사이토카인 계의 장애가 취약성이 있는 개인에서 우울 

증상의 발현과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이토카인 

가설을 제안하고 있다.12-18) 더욱이, 사이토카인의 장애는 

우울증의 병태생리와 가장 관련이 높은 두 가지 생물학적 

체계 즉,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 축과 카테콜아민/

교감신경계의 활성의 한 원인일 수 있다. 특히, 사이토카

인은 세로토닌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

이 일부 우울증 환자의 신경생물학과 병태생리에 관여할 

것으로 최근 제안되었다.19)  

저자는 우울증과 세로토닌계의 관련성을 기술하고, 우울

증에서 사이토카인계의 병태생리적 역할을 설명하였으며, 

세로토닌과 사이토카인계간의 상호작용 및 우울증에서의 

역할을 재고하여, 우울증의 사이토카인-세로토닌 상호작용

에 의한 신경변성 가설(neurodegenerative hypothesis)

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세로토닌과 우울증 
 

우울증의 단가아민 가설(monoamine hypothesis)은 우

울증의 원인과 병태생리를 뇌의 단가아민 신경전달물질들, 

가령,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의 감소와 기능의 

저하로 설명하고 있다.4) 이 가설과 부합하여, 우울증의 경

향이 있는 사람들은 취약한 세로토닌 계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0) 그러한 증거들로는 우울증 환자에서 

세로토닌의 순환(turnover)이 증가되어 시냅스내에 세로토

닌이 고갈되고, 이로 인해 5-HT2 수용체가 상향조정(up-

regulation)되며,21) 우울증 환자의 혈액에서 세로토닌의 전

구체인 트립토판의 농도가 감소되어 있고,22) 트립토판이 결

핍된 음식의 투여가 기분을 저하시키고,23) 반면에 트립토

판 투여는 우울증상을 개선시킨다는 보고24)가 있다. 

세로토닌 계는 신경원의 말단에 위치한 자가수용체(aut-
oreceptor) 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25) 자가수용체는 

그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시냅스전(presynaptic) 자가수용

체와 수상돌기에 위치한 체성축삭돌기(somatodendritic) 

자가수용체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전자는 세로토닌의 분비와 

합성에 관여하고, 후자는 세로토닌의 점화(firing) 혹은 순

환(turnover)에 관여한다. 시냅스전 자가수용체는 주로 

5-HT1B 혹은 5-HT1D이며, 체성축삭돌기 자가수용체

는 5-HT1A 수용체라고 명명되었으며, 이들 수용체가 차

단되면 세로토닌의 유리와 순환이 증가되어 세포외 세로토

닌 함량이 증가되어 항 우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26) 가

령, 5-HT1A 수용체 길항제인 pindolol을 선택적 세로토

닌 재흡수 억제제와 병합투여한 경우에 치료반응이 나타

나는 시기를 단축시켰다는 보고27)가 있다. 5-HT1B 혹은 

5-HT1D 자가수용체는 복측봉선핵(dorsal raphe nucleus) 

에 위치하고 있으며 뇌에서 세로토닌 함량을 조절한다.28,29) 

세로토닌 신경원은 봉선핵에서 기시되어 전두엽과 기저

핵에 신경전달되어있다. 전두엽으로 전달되는 경로가 아마

도 기분의 조절에 관련이 있고, 기저핵으로 전달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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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5-HT2A 수용체에 의해 운동기능, 강박사고, 강박행

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30) 항우울제의 장

기투여는 5-HT2A 수용체 결합부위(receptor binding)를 

감소시키고, 5-HT2C 수용체의 탈감작(desensitization)

을 유발하였다는 보고가 있다.31) 따라서 5-HT2A와 5-

HT2C 수용체가 우울증의 병인에 관련이 있다.32) 또한 

postsynaptic 5-HT1A 수용체도 중요하다. 내측봉선핵

(median raphe nucleus)에서 복측해마(dorsal hippocam-
pus)로 연결되는 경로는 만성적이고 피할 수 없는 스트

레스에 대한 저항을 강화시키는데 5-HT1A 수용체가 이 

경로의 주된 역할을 한다.33) 또한 주요우울증에서 5-HT1A 

수용체의 결합능(binding potential)이 저하되어 있고, 

항우울제의 장기투여는 둔마된 5-HT1A 기능을 보상하

였다.34)  

종합하면, 우울증은 뇌의 다양한 세로토닌 수용체들간에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이토카인과 우울증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펩타이드이며, 면

역세포간의 정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사이토카인은 단

핵 혹은 대식세포와 림프구에서 주로 분비되지만, 또한 신

경원, 내피세포, 성상세포 혹은 소교세포 등의 뇌세포에서

도 분비된다.35) 사이토카인에 대한 수용체들은 면역계뿐만 

아니라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를 포함한 많은 다양한 

조직에 위치하고 있다. 가령, IL-1, IL-2, IL-6, TNF-α

의 수용체들은 해마와 시상하부에 고밀도로 위치하고 있

다.36,37) 특정한 정신 기능 혹은 정신 질환에 대한 사이토카

인에 의한 중추적 역할은 사이토카인의 특별한 기능에 의

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의 수용체의 중추신경계

에서의 위치와 관련이 있다. 일차적으로 청반핵, 해마, 전

전두엽 피질 그리고 시상하부 등의 중추신경계 구조물이 

중추 사이토카인의 영향을 받는 구조물이며, 이러한 구조

물은 심리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생물학적 과정과 관련이 

있다.8)  

많은 임상적, 실험적 연구들은 내적 혹은 외적 스트레스

에 의한 사이토카인 계의 장애가 취약성이 있는 개인에서 

우울 증상의 발현과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이토

카인 가설을 제시되었다.12-16,38) 이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

들로서 최근의 뇌-면역계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

은 사이토카인과 우울증간의 관련성에 대해 몇가지 중요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동물실험 혹은 인체에 주입

된 사이토카인이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였다. 가

령, 간염 혹은 암 치료를 위해 투여된 IL-2 혹은 IFN-α

는 피로감, 무감동증(apathy), 정신지연(mental slowing), 

무쾌감증(anhedonia), 절망감(helplessness), 불쾌감(dy-
sphoria)을 유발하였으며,39) 실험동물에게도 마찬가지로 

IL-1, IL-6, IFN-γ 등의 사이토카인을 주입하면 무쾌감

증, 절망감, 식욕저하, 사회적 위축, 정신운동지연, 수면, 학

습, 기억의 변화가 유발되었다.40) 둘째, 우울증에서 IL-

1, IL-6, IL-12, TNF-alpha 등의 pro-inflammatory 

cytokines의 증가, prostaglandin E2의 증가, negative 

immuno-regulatory cytokines이 증가되었다.41) 셋째, 사

이토카인은 우울증의 병태생리와 가장 관련이 높은 두 

가지 생물 학적 체계 즉 hypothalamic-pituitary adrenal 

(HPA) 축과 카테콜아민/교감신경계 활성과 관련이 있다. 

사이토카인들은 hypothalamic corticotropin-releasing 

hormone(CRH), pituitary adreno-corticotropic horm-
one(ACTH), adrenal steroidogenesis를 자극하여 HPA 

axis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42-44) 세로토닌의 전구물질

인 tryptophan에서 kynurenine으로 대사시키는 indolea-
mine-2,3-dioxygenase(IDO)를 활성화시켜 뇌에서 세

로토닌 합성을 결핍시킨다.45,46) 넷째, 항우울제가 면역세포

에서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하거나 혹은 사이토카인 수

용체의 길항제로 작용하여 우울 증상을 호전시킨다. 실제

로, 항우울제는 단구세포(monocyte) 혹은 대식세포(mac-
rophage)에서 분비되는 pro-inflammatory cytokines의 

유리를 억제하고, 화학주성(chemotaxis)의 억제자로서 작

용을 하며, anti-inflammatory cytokines 생산을 증가시

킨다.47) In vitro 연구에서 clomipramine, sertraline, tra-
zodone 등의 항우울제가 치료범위의 용량에서 IFN-γ의 

억제와 IL-10의 증가를 통해 억제적 면역 효과를 나타내

었다.48) 또한, clomipramine, imipramine, 혹은 citalopram 

등의 항우울제는 lipopolysaccharide으로 유발된 IL-1β, 

IL-6, TNF-α 생산을 현저하게 억제하였고, T 세포에서 

분비되는 IL-2와 IFN-γ도 항우울제에 의해 분비가 억

제되었다.49) 한 동물실험에서는 쥐에게 항우울제를 투여하

였을 때 여러 뇌 부위 -시상하부, 해마, 전두엽, 간뇌- 에

서 IL-1β mRNA 농도보다 IL-1 receptor antagonist 

mRNA 농도가 6~112배까지 현저하게 증가되었다.50)  

초기에는 우울증에서 HPA 축의 활성화에 의한 코티졸

의 과다분비가 면역기능을 억제할 것으로 생각했으나,51) 

최근에는 만성적 스트레스 혹은 우울증에서 면역세포의 글

루코코티코이드 수용체 기능이 억제되어 면역세포가 코티

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

과는 세포성 면역 기능의 증가로 인한 pro-inflamm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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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kines의 과다분비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52) 이에 대

한 증거로서 IL-1β과 IL-6 등의 pro-inflammatory cy-
tokines가 시상하부의 부뇌실핵(paraventricular nucleus)

으로 부터 CRH의 분비를 자극하여, HPA 축을 활성화시켜 

ACTH와 글루코코티코이드의 분비를 촉진시키며, 또한 

IL-1은 글루코코티코이드 수용체가 세포질에서 세포핵 내

로 이동을 방해하여, 글루코코티코이드 수용체를 매개하

는 유전자의 전사를 억제하였다.10,52) 이러한 결과는 사이

토카인이 글루코코티코이드 수용체의 기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글루코코코티코이드 저항(glucocorticoid resis-
tance)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소견들은 사이토카인이 우울증의 병태생리와 항

우울제 작용기전에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사이토카인-세로토닌 상호작용과 우울증 
 

사이토카인은 또한 특정한 중추신경계 구조물과 특정한 

신경전달 물질에 특이적으로 작용한다. 가령, IL-1의 말초 

주입은 시상하부와 해마에서 노르아드레날린 순환의 증가, 

해마와 전전두엽 피질에서 5-HT 순환의 증가, 그리고 전

전두엽 피질에서 도파민 순환을 증가시킨다.53) 특히, pro-

inflammatory cytokines는 말초 및 중추 5-HT system

에 깊은 관련이 있다.54,55) 동물실험에서 IL-1β, IFN-γ, 

TNF-α 등의 pro-inflammatory cytokines을 말초적으

로 혹은 중추적으로 주입하면 시상하부, 해마, 피질 등의 

뇌 부위에서 세포외 5-HT 농도를 증가시킨다.56) 또한, 

IL-1β에 대한 수용체가 세로토닌 신경원에서 발현되며, 

또한 IL-1β가 신경원과 교 세포부터 분비될 수 있음이 

밝혀져 있다.35) 더욱이, in vitro 연구에서 IL-1β가 5-HT 

재흡수를 통해 세로토닌 신경전달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5-HT 수송체(transporter)의 활성을 증가시켰다.57) 

만약 이러한 상황이 중추 세로토닌 신경원에서 발생했다면, 

IL-1β 투여는 시냅스 연접부에서 세로토닌 수송체의 활

성의 증가로 인해 세로토닌 재흡수가 증가되어 세로토닌 

기능을 저하시켰을 것이다.  

또한, IL-2 TNF-α, 혹은 IFN-γ 투여를 받고있는 암 

환자에서 혈중 트립토판 함량의 감소가 유발된다.58,59) 사

이토카인에 의해 트립토판 함량이 저하되는 기전으로는 첫

째, 식욕부진을 유발하는 TNF-α 등의 사이토카인에 의

해 음식의 섭취량이 줄어들고 이로인해 트립토판의 체내 

유입이 저하되거나,60) 둘째, IL-1, IFN-γ 등의 사이토카

인이 트립토판의 대사를 촉진시키는 indoleamine-2, 3-

dioxygenase(이하 IDO)의 활성을 증가시켜61,62) 트립토

판의 대사를 증가시킬 수 있다. IDO는 L-tryptophan외에

도 L-hydroxytryptophan, 5-HT, melatonin에도 작용

을 하며,55) 내장, 폐, 태반, 뇌에 분포되어 있다. 현재까지 

IL-1, IL-2, IFN-γ, TNF-α, IL-12 등이 IDO 활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63-65) 

트립토판은 IDO에 의해 kynurenine으로 대사되고, 다시 

kynurenine-3-monooxygenase, kynureninase, kynu-
renine aminotransferase 효소에 의해 각각 3-hydroxy-
kenurenine, anthranillic acid, kynurenate로 대사된다

(Fig. 1). kynurenine-3-monooxygenase와 kynureni-
nase 효소는 IFN-γ와 TNF-α에 의해 활성화된다. anth-
ranillic acid는 다시 quinolinic acid로 대사되는데, qui-
nolinic acid(quinolinate)는 excitotoxic NMDA receptor 

agonist로 작용을 한다.66) 반면에, kynurenic acid(kynu-
renate)는 ionotropic excitatory aminoacid receptor 

들에 대한 antagonist 으로 역할을 한다.67) 최근에 NMDA 

수용체는 항우울제의 표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NMDA 수용체를 통한 흥분독성은 신경변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8,69)  

이러한 결과들은 사이토카인과 세로토닌간에 밀접한 관

련이 있으며, 이 둘의 상호작용에 의해 중추 5-HT이 결핍

되고, 신경변성을 일으키는 quinolinic acid와 신경보호적 

역할을 하는 kynurenic acid의 불균형이 유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울증에서 신경변성 가설 
(Neurodegeneration Hypothesis) 

 

우울증은 반복적으로 발병하는 질환이며, 진행되면서 삽

IL-1 
IL-2 
IFN-gamma 
TNF-alpha 

Tryptophan 5-HT 

Kynurenine 

Anthranillic acid 

NAD 

Kynurenate 

3-hydroxykenurenine 

3-hydroxyanthranilate 

Quinoliate 

Kynurenine  
aminotransferase Kunureninase 

Kunurenine-3-monooxygenase 

IDO 

Kunureninase 

3-hydroxyanthranilate 
oxygenase 

Quinolinate  
phosphorybosyltransferas

+ 

Fig. 1. Cytokine-Serotonin interaction through indoleamine-2,3 
dioxygenase (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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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간의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70) 우울증은 특

히 노인에서 흔한데, 특히 양로원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만

성적 내과적 질환들-관상동맥질환, 당뇨병, 파킨슨씨 병, 

뇌졸중, 암-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71-73) 따라서 우울증은 

노인, 만성적인 내과적 질환, 그리고 만성적 스트레스와 연

관성이 있다. 그러나 모든 노인에서 혹은 만성 질환을 가

진 사람에서 다 우울증이 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

한 개인간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

한 차이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설이“우울

증의 사이토카인-세로토닌 상호작용으로 인한 신경변성 

가설”74)이다(Fig. 2).  

심리적 스트레스(psychological stress)는 트립토판의 

결손을 유발하여, 기분의 변동을 일으킨다. 이 시점에서 세

로토닌 합성과 다양한 세로토닌 수용체의 발현의 변동으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것이 한 개인이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처하려는 첫번째 시도이다. 그러나 심리적 스

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pro-inflammatory cyto-
kines이 증가되기 시작한다. 신체적 스트레스(physical st-
ress) 혹은 만성적 질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pro-infla-
mmatory cytokines이 증가된다. pro-inflammatory cyto-
kines의 증가는 보상기전에 의해 anti-inflammatory cyto-
kines의 증가를 유발하여 그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

이다. 이것이 두번째 시점이 된다. 그러나 그 균형이 깨지

면 pro-inflammatory cytokines이 과다하게 증가하게 되

고, 동물에서는 sickness behavior가, 인간에서는 우울증

의 증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pro-inflammatory 

cytokines의 증가로 인해 IDO 효소가 활성화되고, 트립토

판에서 kynurenine으로 대사되는 과정이 가속화될 것이

다. 이 결과로 인해 뇌의 세로토닌 함량은 저하될 것이고, 

우울증에 취약한 사람을 우울증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

이다. 종국에 가서는 트립토판의 대사는 복잡한 과정을 거

쳐 결국 신경변성을 유발하는 quinolinate와 신경보호의 역

할을 하는 kynurenate가 뇌에서 생성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의 중요한 대처 전략으로, 신경퇴화와 신경보호의 균

형을 유지하는 시점이 된다. 정상적으로 신경변성 과정은 

어느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에서 혹

은 심한 스트레스 이후에 혹은 만성 질환을 앓는 경우는 

pro-inflammatory cytokine과 anti-inflammatory cyto-
kines의 균형이 깨지고, 트립토판에서 kynurenine으로 대

사되는 과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뇌의 세로토닌 함량이 저

하되게 되고, 신경퇴화와 신경보호의 균형마저 깨지게 되

면 신경퇴화로 진행되게 되고, 해마, 전두엽 등의 여러 뇌 

부위에서의 신경변성은 인지기능 및 기억능력 등의 장애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신경변성은 뇌의 모든 

가능한 대처 전략을 방해함으로써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고, 

불응성 우울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우울증에서 신경변성은 우울증 환자에서 해마의 용적이 

감소되어 있다는 고해상도의 3차원 자기공명영상에서 지

지되었다.75,76) 특히, 이들 연구들에서 해마의 용적의 감소

가 우울증을 앓은 총 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여러 차례의 우울 삽화를 겪으면서 글루코코티코이

드 신경독성에 의해 매개된 점진적인 과정의 결과로 인한 

비가역적인 해마 위축이 발생되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이러

한 과정에는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시상하부-뇌하수체-

부신피질 축의 활성화로 인한 글루코코티코이드의 증가는 

당 운반자의 발현을 감소시켜 세포내로 당 흡수를 저하시

킴으로서 세포내 대사의 저하와 신경독성을 유발하거나 글

루코코티코이드가 글루타메이트를 증가시켜 칼슘 흥분독

성을 유발하여 신경원을 파괴할 수 있다.77) 따라서 스트레

스로 인한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 축의 활성화에 의

한 코티졸의 과다분비에 의한 신경독성은 신경변성 과정

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78,79) 

우울증의 신경변성 가설은 한 개인이 스트레스의 강도와 

기간에 따라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해 어

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노인 혹은 만성 질환에

서 어떻게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가를 설명할 수 있다.  

 

미래의 연구 방향 
 

우울증의 사이토카인-세로토닌 상호작용에 의한 신경퇴

화 가설은 아직은 초보적 단계에 있으며, 향후 가설의 입증

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우울증의 동물모델과 임상연

구를 통해 트립토판 대사 경로와 이에 관여된 많은 효소

들과 물질들의 우울증에서의 역할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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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eurodegeneration hypothesis of major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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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이토카인-세로토닌 상호작용이 우울증 이외의 다

른 신경정신과적 질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심 단어：세로토닌·사이토카인·신경조직발생·신경변

성·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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