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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 Treatment of Spinal Cord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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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research trend of biomaterials for spinal disease was summarized with an emphasis on molecular
therapy for spinal cord injury. Cytokines, cell therapy and biomaterials are future perspectives for treatment of spinal
cord injury. But there is no promising result in clinical trial setting so far. Adult stem cells, embryonal stem cells and
recently iPS(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are widely investigated for cell therapy of spinal cord injury. But ideal
cell is not yet determined. Research of biomaterials for cord injury is in the beginning. There is no conclusive data of
stem cell therapy in cord injury in terms of effectiveness of improving neurologic deficits. But results of clinical trial
showed the feasibility and safety of cell therapy. The combined treatments with cytokines, cells, and biomaterials will
be a new modality of biological treatment in spinal cord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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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생물학적 제제와 척수 손상

척수 손상의 첫 기록은 기원전 2000-3000년 경 이집트
파피루스에 “치료되지 않는 병”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환자의 감각, 운동 마비와 소변 기능 상실 등 비교적 자세
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 후 히포크라테스가 척추 견인을 사
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척수 손상에 대한 첫 수술적 기록
은 7세기 경에 후궁절제를 통한 감압술이 시행되었다는 기
록이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역시 “치료되지 않는 병”으
로 남아 있었다. 척수 손상의 치료는 수술적 치료, 이차 손

생물학적 제제는 크게 신경세포 성장 촉진인자, 억제인
자 제거제, 세포 치료제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종류와
기전에 대하여 알아 보고 자 한다.

상을 막는 약물의 개발, 신경 기능의 보존 및 합병증 발생
을 막기 위한 재활 치료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역시 손상
된 신경의 복원과 재생을 위한 치료법은 아직 개발되어 있
지 않다. 1996년 Olson 등이 슈반세포를 손상된 척수 신경
에 이식하여 척수 신경 기능의 향상이 보고되면서 세포 치
료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90년
대 후반부터 중주추신경의 재생이 가능하다는 실험적 증
거가 나오면서 척수 손상의 재생을 위한 실험적 치료가 시
도되는 단계에 와 있으나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 이다. 이
러한 척수 신경의 재생을 위하여 여러가지 생물학적 제제
가 개발되어 오고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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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세포 성장 촉진인자
신경세포 성장촉진인자는 척수 손상 부위의 신경세포
의 생존을 증가시키고 신경축삭의 재생을 촉진시킨다.
NGF(nerve growth factor), BDNF(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NT-3(neurotropin-3)와 같은 성장 촉진인
자는 손상으로부터 신경세포의 생존능력을 강화 시킴이
증명되었다. 신경세포 성장촉진인자는 축삭의 성장을 촉
진할 뿐 아니라 신경 전달물질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중
요 효소의 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척수 손상으로 인한 신
경연접의 감소에 따른 신경전달 물질의 감소에 보상작용
을 한다. BDNF와 NT-3를 동시에 주입하여 희돌기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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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척수 손상 치료용 생물학적 제제
신경 성장인자

NGF (nerve growth factor)
BDN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NT-3 (neurotropin-3)
FGF (fibroblast growth factor)

성장 억제인자 차단제

Chondrotinase ABC
Anti-NOGO Ab
Anti-Rho inhibitor

Stem cell

Embrionic stem cell
Adult stem cell

Bone marrow, Umbilical cord, Neural stem cell

iPS cell
Non-stem cell

OEG (Olfactory ensheathing glia)
Schwann cell

myelination 촉진현상이 관찰된다. FGF는 손상된 신경의
생존을 촉진시키는 효과 이외에도 손상조직의 혈관 재생
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신경세포의 성장촉진인자
와 FGF의 동시 투약은 손상조직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신
생 혈관의 숫자를 증가시키고 신경기능의 회복을 촉진시
킨다. 이 성장 촉진인자는 세포이식과 병용 투여로 축삭의
재생이 더욱 증대된다는 보고가 있어 이들 물질의 효과적
전달이 중요 실험 목표가 되고 있으며 최근의 논문 중에서
이러한 촉진인자를 분비하는 유전적 조작이 가해진 세포
의 이식이나 nanoparticle을 이용한 지속적 전달 방법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 축삭 재생 억제인자의 차단제
척수손상 후 손상 부위내의 신경축삭의 재생은 매우 어
렵다. 중추신경계는 말초신경과 달리 염증반응이 낮으며
macrophage등의 침윤이 떨어져 손상된 조직의 부산물이
많이 남아있게 된다. 이 중에 축삭의 성장을 억제하는 대
표적인 물질이 myelin associated protein 인데 이는 손상된
myelin 이나 oligodendrocyte의 사멸과정에서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단백질에 대한 중화항체가 개발되어 동물
실험에서 항체 투여 시에 축삭의 재생이 촉진된다는 보고
가 있다. 또한 축삭 재생을 억제하는 matrix protein들이 손
상된 조직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물질이
CSPG이다. 이 다당류는 reactive astrocyte에서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의 여러 논문에서 이 다당류를 분해하
는 효소(Chondrotinase ABC)를 투여하여 축삭의 재생이
유도된다는 보고 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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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포 치료제
척수손상 재생을 위한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며, 최근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중추신경계의 자
체 재생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재생이 이루어 지지 않는 환
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필요한 세포, 신경조직, 생
화합물을 손상된 척수 신경 조직에 이식하는 방법이다. 이
식된 세포는 손상 받은 신경 세포를 보충하고, 축삭의 재생
을 도우며 재생이 어려운 환경을 재생을 촉진 시키는 환경
으로 변화 시키고, 새로운 neural circuit을 형성시킬 것으
로 기대된다.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이식세포로는 슈
반세포, olfactory ensheathing cell(OEG), 성체줄기세포, 태
아 신경세포 및 배아줄기세포 등이다.
슈반 세포는 말초 신경의 myelination에 관여하는 세포
이고 신경 손상 시에는 그 Phenotype이 변해서 증식을 하
고 염증세포의 침윤을 도우며 손상된 말초신경의 축삭 재
생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 세포는 척수 손상의 세포
이식 실험에서 가장 먼저 연구된 세포로 자가 이식이 가능
하며 세포의 배양이 비교적 용이하며 손상된 축삭의 재생
을 일으키지만 손상된 신경 조직내의 재생 억제 환경을 극
복하지 못하고 재생된 축삭이 손상부위를 통과하지 못한
다는 것이 여러 실험적 결과로 보고되고 있다.
OEG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신경 세포가 turn over하
는 olfactory system에 존재하는 glial cell로 primary olfactory neuron을 guide하는 세포이며 olfactory bulb에서 secondary neuron에 연결해 주는 세포이다. 배아줄기세포와
는 달리 종양형성 가능성이 없으며, 자가세포이식 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세포의 정확한 분리 배양에 논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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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있는 상태이다. 동물실험의 양호한 결과를 바탕으
로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호주, 포르투갈 및 중국에서 만성기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으로 일부에서는
신경증상의 개선을 보고하고 있다.
배아줄기세포는 노화현상 없이 자기분열과 증식 및 다
양한 종류의 자손세포를 만들어내는 다형성능(pluripotency)를 가지는 세포로서 상실기(blastocyst)의 inner cell
mass로부터 분리한 세포이다. 배아줄기 세포는 이론적으
로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며, retinoic acid를 처
리하면 신경세포로의 분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분화를 유
도한 세포를 척수 신경 손상동물의 신경조직 내에 이식하
면 대부분 신경세포로 분화되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이식
후 신경기능의 회복촉진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
지 세포 채취과정의 윤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
며, 끊임없는 자기분열 능력으로 인한 종양의 발생 위험,
면역 거부 반응의 문제로 아직까지 임상 이용에는 많은 어
려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의학기술의 발전여부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이식세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태아 신경세포는 배아줄기세포에 비해 안전하며 성체
세포에 비해 분화능이 뛰어나며 실제 동물 실험에서 신경
세포로의 분화가 확인되었으며 신경 축삭의 재생에도 효
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포 채취의 안정성이 떨
어지며 면역 거부 반응을 극복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성체 줄기 세포는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 존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충분한 양의 세포는 골수 조직과 제대혈
에서 얻을 수 있으며 일부 지방 조직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 세포의 최대 장점은 자가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임상에 적용될 수 있으며 척수 손상 동물
모델에서 신경 축삭의 재생, 신경 기능의 호전이 여러 차례
보고된 상태이며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몇몇 기관에서 임
상 시험 허가가 나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
직 신경학적 호전을 일으키는 정확한 기전이 불분명하며,
분화 능력에 대해 해결 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4. 세포 치료제와 척수 손상
1) 척수 손상에서 이식 세포의 기능
척수 손상에서 세포의 이식이 신경 기능의 호전을 가져
오는 기전에 대해서는 첫째, 척수 손상조직에 이식된 세포
는 신경세포 혹은 myelin 생성세포로 분화되어 기능회복
을 촉진시킨다. Chopp등은 척수손상 조직에 이식된 골수

세포로부터 신경세포 특이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하였고,
Sasaki등은 골수 세포가 myelin 형성을 촉진하는 것을 검증
하였다. 배아 줄기 세포와 태아 신경 세포 역시 이식 후 신
경 세포로의 분화가 확인되었다. 둘째, 이식된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세포외 기질(extracellurar matrix)이 축산재생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Hofastetter 등은 척수손상 부위에
이식한 골수세포가 신경으로 분화하기 보다는 신경축삭
의 재생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고 슈반 세포나
OEG에서는 신경 축삭의 재생에 효과적인 기질의 분비가
확인되었다. 셋째, 이식한 세포에서 분비되는 각종 cytokine이 기존에 척수 내에 존재하는 endogenous stem cell의
분화와 분열을 자극하거나 축삭의 재생을 촉진시켜 신경
기능 회복을 촉진 시킨다. 본 저자도 실험실 환경에서 골수
세포의 분비 물질이 배부신경절 세포의 신경돌기의 성장
을 촉진 시키고 신경 세포의 생존을 증가 시키는 실험 결과
를 보고하였으며 가능성이 있는 cytokine과 growth factor
를 분석하였다.
2) 이상적인 이식 세포와 가능성이 있는 세포들
위에서 언급한 기능을 모두 갖춘 세포가 가장 이상적인
세포이며 여기에 자가 이식이 가능하여 면역문제가 없으
며, 이식 효과를 걷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분리, 배양될 수
있으며, 세포 분열 기전과 분화과정이 명확히 확인되어 종
양형성의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세포여야 한다. 아직까지
어떤 세포도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 시키지는 못하고 있으
며 위에 열거한 모든 세포들이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임상 시험이 가능 해서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될 수 있
는 세포로는 OEG, 골수유래 줄기세포, 제대혈 유래 줄기
세포, 태아 신경 세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Summary and Prospective
척수 손상뿐 아니라 뇌혈관 질환, 파킨슨씨 병등 다양
한 신경계 질환에 대한 세포 치료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세포 치료의 임상적 적용에 대해서는 논란
이 많은 상태이다. 그 첫째는 세포 치료의 안전성의 문제이
다. 광범위한 동물 실험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대형
동물 특히 영장류 동물 모델의 실험적 결과의 과학적 근거
는 미흡한 상태이다. 세포 치료의 안전성의 문제는 개별 세
포 치료제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와 적용하려는 질병의 심
각성, 다른 대체 치료법의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
이다. 둘째는 세포 치료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이다.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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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에서 신경 기능의 호전이 곧 세포 치료제의 효용
성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세포 치료의 유효성은 임
상 시험을 통해서만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포
치료제의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질병에 대한 대체 치
료법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세포 치료의 임상 시험을 통
해 그 효능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완
전 척수 손상이나 더 이상의 신경학적 기능의 호전을 기대
할 수 없는 고정된 척수 손상의 경우는 임상 시험의 대상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제는 세포 치료제 이식의 부
작용의 문제이다. 세포 치료제 자체의 안전성은 있다고 판
단되어도 이식 방법에 따른 신경학적 손상 가능성이나 이
식 된 세포가 신경 조직 내에서 원하지 않는 조직으로 분화
하거나 비 정상적인 neural circuit를 구성하여 신경인성 통
증의 발생이나 강직을 악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척수 손상에 대한 세
포 치료의 임상적 적용은 한정된 환자 군에서 소수의 환자
에게 시행하는 연구자 임상 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객관적
인 평가 기준에 따라 유효성이 평가된 후에 본격적인 임상
시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척수 손상이 세포 치료만으
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는 회의적이다. 척수 손상의 경우
소실된 세포의 충원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척수 신경계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신경 회로가 만들
어져야 하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밝혀진 세포 치료의 효과
는 손상 부위에 이식하였을 때 이식 주변부에 신경 섬유의
증가와 ascending sensory system이 일부 복원되는 결과만
보고된 상태이다. 사람 운동계의 대표적 tract인 추체 회로
(corticospinal tract) 신경 섬유의 재생은 아직 보고되지 않
고 있으며 효과적인 synapse 형성 역시 보고되지 않은 실정
이다. 현재 척수 신경 재생 실험은 세포 이식과 더불어 다
른 치료와의 병용 요법에 대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신경
성장인자, 재생 억제 인자의 차단제의 효과적인 병용 투여,
또한 복합 세포의 이식 실험들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 결
과가 주목된다. 척수 손상의 치료는 큰 전환점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년간 척수 수술 기법의 발전, 이차 손상을 차
단하고 신경을 보호하는 약제의 개발, 남은 신경 기능을 이
용한 효과적인 재활 치료, 척수 손상의 후유증을 방지하는
치료의 발전으로 척수 손상 환자의 수명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호전된 것은 사실이다. 근본 적인 치료인 척수 신경의
재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줄기 세포의 이
식을 비롯한 세포 치료의 등장은 보다 근본적인 치료의 가
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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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손상 치료용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김긍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척수 손상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물 제제로는 약물 제제, 세포 치료제, 지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생체 재료들을 들 수
있다. 약물 제제로는 신경 성장 촉진 인자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 신경 재생을 억제하는 물질을 차단하는 제제가 있다. 세포 치료제로
는 다양한 세포들이 이용되어 왔는데 줄기 세포로는 배아 줄기세포, 성체 줄기 세포가 주로 이용되어 오다 최근에는 역분화 줄기 세
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신경 지지체 역할을 할수 있는 생체 재료는 아직 연구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런
다양한 생물학적 제제의 병용 치료 방법이 손상된 척수 신경을 재생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색인 단어: 척수 손상, 성장 촉진인자, 억제인자 차단제, 세포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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