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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 Treatments for Degenerative Disc Disease
Young-Joon Kwon, M.D., Hyunchul Shin,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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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 low back pain is a common cause of disability causing major socioeconomic consequences. Recent
advances in disc biology and tissue engineering techniques enable a new emerging field of biologic treatments for
degenerative disc disease. These new treatment modalities aim to achieve structural and functional restoration of the
degenerated discs by introducing protein, cells, genetic modifications of resident disc cells or exogenous cultured
cells, and use of biomaterials. So far, these techniques have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treat degenerated discs in
preclinical setting, including in vitro or in animal studies. Application of these treatment modalities for degenerative
disc disease should be individualiz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sc degeneration. For the successful application in
clinical field, the biologic treatment should achieve the functional restoration of the disc, resulting in pain regulation.
Key Words: Intervertebral disc, Degeneration, Growth factor, Cell therapy, Gene therapy, Tissue engineering

서론
요통은 가장 흔한 근골격계 관련 증상으로 인구의
60~80% 정도에서 일생 중 어느 시기 동안에 경험을 하게
되며, 만성적인 경우 일상 생활과 노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
래한다.1,2) 이처럼 요통이 의료인을 찾는 주된 원인 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태 생리는 아직 명쾌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
며, 그 원인이 되는 구조물은 근육을 포함한 연부조직, 추
간판, 후관절, 척추체, 천장관절 등 다양하게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복합성과 다양성이 있지만 추간판의 변성이 만성
요통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되어 있다.
인체의 척추 기능 단위는 척추체와 서로 다른 조직학적
형태학적 특성을 가지는 추간판,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각각의 추간판은 내부의 수핵
(nucleus pulposus; NP)과 외부의 섬유륜(annulus fibrosus;
AF)으로 이루어진 원판형의 구조물이다. AF의 경우 주로
콜라겐(collagen)으로 이루어져 있고 장력(tensile strength)
을 제공하며, NP는 프로테오글라이칸(proteoglycan; PG)
을 주성분으로 하는 압력(compressive force)에 견딜 수 있
는 조직이다. Collagen의 경우 건조 중량의 80% 정도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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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2형으로 나뉘는 데, AF는 1형 collagen이 주성분이고
NP는 2형이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PG는 분자량의 크
기에 따라 aggrecan과 versican과 같은 고분자량군과 biglycan과 decorin등으로 이루어진 저분자량군으로 구분되는
데 후자의 경우 나이가 많거나 디스크 변성 정도가 심할 경
우 그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3,4) 디스크 생
물학의 영역에서 그 의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디스크 세포는 정상적인 생리 상태에서 collagen과 PG로
이루어진 세포 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의 합성
과 분해가 서로 동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항상성(homeostasis)을 보인다.5) 하지만 변성 상태에서는 이러한 평
형 상태가 깨짐으로써 ECM의 파괴 및 동반되는 섬유화에
의한 기능 부전이 일어난다. 디스크 변성의 원인은 매우 다
양한 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으로 나이, 유전적 요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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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스트레스와 같은 역학적인 요인, 그리고 안 좋은 생
활 습관 및 기타 질환(운동 부족, 담배, 혈관 질환, 감염 등)
을 포함한다.
ECM에 대하여 동화 작용(anabolic effect)을 나타나는
것들로는 insulin-like growth factor-1(IGF-1),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TGF-beta), 그리고 여러 종류의
bone morphogenetic protein(BMP) 들을 포함하는 성장 인
자(growth factor)가 대표적이며,6) 척삭세포(notochordal
cell)나7,8) 지방 조직 유래 혹은 제대혈 유래 간엽 줄기세포
(mesenchymal stem cell; MSC)들이 알려져 있다.9-12) 이에
반하여 이화 작용 (catabolic effect)를 보이는 것들로는 여
러 종류의 matrix metalloprotease(MMP)13,14)와 aggrecanase
와 같은 ECM의 분해 효소와 interleukin-1 beta(Il-1 beta)
와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alpha)와 같은 염증
유발 싸이토카인(cytokine)들이 있다.15-18) 또한 변성이 진
행 할수록 디스크 세포내에서 자멸사(apoptosis)나 노화
(senescence) 되는 비율이 증가하므로서19) 적절한 ECM의
합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관찰을 통하여 디스크 변성에 관한
생물학적 기전의 이해를 넓히고 최근까지 시도돼 온 생물
학적 치료법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생물학적 치료법
1. 개요
만성요통의 주 원인인 퇴행성 디스크 질환에 대한 치료
는 진통제를 포함하는 약물치료와 운동 재활치료와 같은
보존요법이 있으나 재발이 흔하고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
요하며, 또한 장기간의 투약에 따른 합병증의 발병 가능성
이 있다. 이러한 장기간의 보존적인 치료 후에도 효과가 없
는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된다. 수술적인 방법은 병든
디스크 조직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골편을 이식하여 고정하
는 고식적인 요추 유합술과 최근 시도되는 인공디스크 삽
입술이 있으나,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며 또한 수술에 따른
초기 및 후기 합병증의 병발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요추유
합술은 인접부 변성으로 추가적인 재수술을 요하는 경우
가 많고 이를 줄이기 위해 개발된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장
기추적 임상결과가 좋지 않아 최근 들어 잘 시행되지 않는
추세이다. 이렇듯 퇴행성 디스크 질환으로 인한 만성 요통
은 그 치료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고 이에 따라 보전
적인 치료 및 수술적인 치료의 대안으로 디스크 자체의 변
성을 억제하고 통증을 조절하고자 생물학적 치료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현재까지 시도된 생물학적 치료법들은 병소 유발 디스
크(들)만을 타겟으로 하여 국소 투여 주사의 형태로 이루
어져 왔으며, C-arm 유도하에 한번에 여러 병소에 대한 치
료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반복투여가 가능하므로 기존
의 보존적인 치료나 수술 치료법에 비하여 전신 투여에 따
른 부작용이 적고 술기가 최소 침습적이어서 치료의 접근
법에 있어서 타 치료법보다 개념적인 면에서 우위에 있다.
생물학적 제재를 통한 치료는 디스크 변성의 정도에 따
라 적절한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디스크 변성의 정도는 5단계로 나누어지는 데 육안에 따른
분류와 MRI 에 따른 분류가 있다. 육안 분류법은 다양한
변성이 진행된 68개의 사체 디스크를 육안 관찰하여 5단계
로 구분하여 정리 하였으며,20) 이 후 이 분류는 임상 적용
에 용이하게 MRI 촬영 후 5개의 Pfirmann 등급(Pfirmann
Grade)로 정리되었다.21) Pfirmann Grade에서 정상 디스크
는 Grade I 으로 정의되며 변성 증가의 정도에 따라 Grade
II부터 V까지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Grade II와 III는 초
기 변성, Grade IV를 중기 변성, 그리고 Grade V를 말기 변
성으로 정의한다. 초기 변성 단계의 디스크 질환은 growth
factor나 저분자량의 펩타이드(peptide) 등과 같은 단백질
치료제가 사용되며 중기 변성 단계에서는 세포 치료나 유
전자 치료가 시도된다. 마지막으로 변성이 심하게 진행된
말기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디스크 세포와 조직들이 망가
진 상태로 담체(scaffold)를 이용하여 여러 생물학적 치료
제재를 주입하거나 조직공학적인 방법으로 디스크 대체
조직을 사용하는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
2. 단백질
퇴행성 디스크 질환에서 생물학적 치료제로 growth factor를 사용하는 근거는 이화 상태인 디스크 세포의 대사
를 동화 상태로 바꾸어 디스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
다.22) Growth factor는 endocrine, paracrine, 그리고 autocrine mechanism으로 생체 내에서 작용을 하는데, 여러 다
양한 growth factor들과 관련 생물학적 제재들이 디스크 세
포의 성장과 분화 그리고 ECM 생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 중 처음 보고된 것은 TGF-beta로 개의 디스
크 세포에서 PG의 합성을 증가시켰으며,23) 이후 4일간의
TGF-beta 처리 후에 AF 세포가 증식되는 것이 인체 디스
크 세포 배양 실험에서 보고 되었다.24) IGF-1도 세포 실험
에서 디스크 세포의 증식과 ECM 합성을 유도하였으며, 배
양 시 AF세포의 세포사멸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였다.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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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growth factor들 중에서 BMP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BMP는 골 형성에 관여하는
인자이나 이들 중 일부는 연골 형성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28) BMP-2와 BMP-7은 주로 NP 세
포에 작용하여 PG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AF세포는 주로
BMP-2와 BMP-13에 반응하는 것으로 되어있다.27,28) 이처
럼 각종의 BMP들은 NP와 AF세포에 각기 다른 정도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환자에 따라 다른 BMP
를 사용하거나 각 BMP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BMP-2과 BMP-7은 척추 골유합을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데 디스크 재생에도 관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28-30) 이 중 BMP-7은 디스크 생물학적 치료
제로써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인체 재조합 BMP-7
으로 알려져 있는 osteogenic protein-1(OP-1)은 소의 NP
세포에서의 ECM 합성을 증가시키고,30) 토끼 디스크 세포
의 3차원 배양실험에서 PG 합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
였다.31) 또한 인체 세포 실험에서 ECM의 합성과 동반해서
세포 수의 증가를 유발하는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ECM
의 증가가 기존 세포의 활성에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포
의 증식으로 인한 것임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2) 아울러 AF 천자를 통한 토끼 디스크 변성 모델
에서 OP-1의 국소 디스크 내 주사가 변성디스크의 생화학
적 형태학적 구조를 회복시키고 생체 역학적인 기능도 복
원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33,34) 인체 재조합 BMP-14인
growth differentiation factor 5(GDF-5)도 관심을 끄는 생물
학적 제재이다. GDF-5는 디스크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35) 디스크 세포에서 ECM
합성을 유도하며 토끼 디스크 변성 모델에서 디스크 구조
를 회복 시키는 것이 관찰 되었다.36)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디스크 세포의 동화작용을 유발
시키는 growth factor와 반대의 개념으로 디스크의 항상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염증 유발 cytokine인 Il-1 beta 나
TNF-alpha 나 ECM 분해 효소인 MMP 나 agrecanase에 대
한 저해 물질을 사용하여 디스크의 변성을 억제(anti-catabolic)하고자 하는 실험적 시도들도 진행 중이다.16-18,37,38)
전술한 바와 같이 TGF-beta는 일반적으로 세포의 증식,
분화, 그리고 ECM 재생에 관여하는 다기능 조절작용에 관
여하는 growth factor이다. 하지만, TGF –beta의 과다 발현
이 ECM의 이화 효소(catabolic enzyme)인 MMP-13과 aggrecanase-1의 증가를 유도하여 변성 관절 조직에 악영향
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39) 통증성 퇴행성 디스크
질환 환자에서 TGF-beta와 그 수용체(receptor)의 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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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증가되어 있으며,40) 수핵 탈출증 보다 퇴행성 디스
크 질환에서 TGF-beta와 다른 cytokine들의 발현이 더 증
가 되어있다고 알려져 있다.41)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을 근
거로 해 보았을 때 디스크 변성을 조절에 있어 TGF-beta
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최근 활성형의 TGF-beta와 결합하
여 그 발현을 조절하는 합성 peptide가 발굴되었는데, 이
peptide는 TGF-beta의 서로 다른 두 개의 Smad pathway에
대한 조절 작용을 통하여 디스크 세포에 대한 동화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토끼 디스크 변성 모델에
서 그 치료효과가 증명되었다.42) 이 치료제는 변성 상태에
서 특이적으로 증가하는 growth factor를 타겟으로 하여 그
하류 시그널을 조절함으로써 효과를 보이는 질환 특이적
인 효력 기전을 가진다.
이와 같은 growth factor나 peptide들은 발표된 세포 실
험 및 동물 생체 실험 결과를 근거로 국내외에서 식약청의
허가 하에 퇴행성 디스크 질환 환자의 디스크 내 국소 주사
안정성 및 효력에 관한 임상 시험이 완료 혹은 진행 중이
다. 임상 시험에서는 우선 생체내의 안정성을 검증하게 되
며, 그 후 방사선학적, 임상적 효과를 MRI와 통증 및 기능
적 지표로 평가하게 된다.
전술한 다양한 단백질을 사용한 치료는 세포치료나 유
전자 치료와 비교해서 재조합 공정이나 단순 합성을 통하
여 생산된 물질을 시용하므로 감염의 위험이 없고, 최소 침
습적인 방법으로 직접 디스크 내로 주사를 통하여 이화 상
태인 디스크를 동화 상태로 바꾸어 주어 디스크의 항상성
을 회복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백질 분해
에 따른 효력 지속이 짧거나, 임상적으로 흔히 관찰 되는
중등도 이상의 변성에는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특히 BMP의 경우 적정 농도를 벗어난 경
우 염증 유발에 의한 요통의 증가나 골 형성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3. 세포 및 유전자
디스크의 변성이 좀 더 진행한 중기 변성의 경우 (Grade
IV), 단백질 치료제에 반응할 수 있는 디스크 세포의 수가
많이 감소하게 된다.43) 이런 상태에서 세포 치료나 유전자
치료가 유용한 치료 수단이 될 수 있다.
동물 모델에서 자가 디스크 세포의 이식술이 보고된 이
후에, 수핵 절제술 후 채취한 인체 디스크 세포를 배양한
후 재 투입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예비 연구가 보고되었
다.44) 이 후 무작위 대조군 비교 임상 시험(Euro DIS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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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되었으며, 2년 후 시행한 중간 분석에서 대조군 대비
의미 있는 방사선학적 임상적 지표의 호전을 관찰 할 수 있
었다.45,46)
간엽 줄기세포(MSC)는 자생 가능한 세포로써 뼈나, 연
골, 지방, 그리고 근육 조직 등으로 분화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0-12,47) MSC는 TGF-beta3 등으로 유도되면 디스
크 세포와 유사하게 분화하게 되는데,48) 자가 골수 간엽
줄기 세포(autologus 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
ABMMSC)는 토끼 변성 디스크에서 이식 후 48주간 생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49) 2010년 Yoshikawa등이 2명
의 수핵탈출증 환자에서 ABMMSC의 이식 후 디스크의 형
태학적 기능적인 회복을 보고하였다.50) ABMMSC는 임상
에서 채취 및 가공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위의 동물 및 인체
임상 결과들을 근거로 향후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
다.
최근에 다양한 조직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들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제대혈 유래 간엽 줄기세포의 경우
혈액암을 포함하는 혈액질환에 널리 사용되며,51,52)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에도 최근 사용되고 있다. 또한 퇴행성 디스
크 질환에 대한 적용을 위해 최근 토끼 퇴행성 디스크 절편
에 적용한 결과가 보고되었다.12) 이외에도 척삭세포(notochordal cell)나7,8) 지방 조직 유래 간엽 줄기세포를9,10,53,54) 사
용한 퇴행성 디스크 치료가 전임상 단계에서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세포 치료는 변성이 어느 정도 진행
한 중기 변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조직 배
양의 난이성 및 세포 획득의 난이성과 고비용 등이 임상에
서의 실제 사용 시에 난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유전자 치료는 치료 유전 물질(DNA나 RNA)을 병든 세
포나 조직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세포 내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여 부족하거나 유용한 단백질들을 생성하게 한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는 데 첫째는 viral vector를 사
용하는 생체 내 (in vivo) 유전자 치료법이고, 둘째는 타겟
세포를 분리 배양하여 외부에서 치료 유전자를 탑재한 후
다시 생체 내에 주입시키는 세포 내(in vitro) 치료법이다.
두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 데, 생체 내 치료법의 경우
viral vector를 사용하므로 감염 가능성에 따른 안정성의 문
제가 대두되나, 세포 배양 없이 쉽게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세포 내 치료법의 경우 치료 유전자 탑재 세포를 주
입하므로 기존의 세포나 조직에 추가적인 감염을 유발 시
키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인체 디스크 조직의 확보 및 배
양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
으로 전망된다.

디스크의 생체 내 유전자 치료는 Nishida 등이 토끼 모
델에서 TGF-beta1 유전자를 adenoviral vector에 탑재시켜
디스크에 직접 주입하여 활성형 및 전체 TGF-beta1과 PG
의 합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여줌으로
써55)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후 안정성 문제가 대
두되어 면역성 유발이 작아 좀더 안전한 adeno-associated
virus(AAV)가 주로 사용된다.56,57) 세포 내 치료법의 경우
치료유전가 탑재된 배양 디스크 세포를 사용하여 최근에
랫 모델에서 적용이 되었으며,58) 또한 소 관절 세포에 BMP
유전자를 탑재하여 NP세포와 함께 배양을 시킨 경우 PG
와 collagen 생성이 증가하는 것이 보고 되었다.59)
이처럼 유전자 치료는 아직 임상적용을 하기에 초기 단
계이기는 하나 치료 개념 상 강력한 효력을 보일 것으로 예
상되므로 중기변성 이상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
만 여전히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적절한 vector의 선
택과 신중한 적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직공학적 담체나 생체 물질
디스크가 매우 심하게 변성이 진행되어 광범위한 세포
손실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가 동반이 된 경우 단백질 제재
는 물론 세포 치료나 유전자 치료도 그 적용이 어렵다. 이
런 경우 생체 물질을 사용한 복합 치료가 불가피하며 기존
치료법의 효과 및 지속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직공
학적 담체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방법을 임상에 적
용하기 위하여는 체내 사용에 최적화되고 생체 역학적으
로도 적합한 조직공학적 담체나 생체물질을 발굴하는 것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된 디스크 생물학에 대한 정
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담체를 이용하여 기존 생물학적
치료 제재를 주입하는 연구나, NP나 AF 디스크 조직을 대
체 하고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생체 물질들을 사용한 연구
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60-64)
5. 전망
퇴행성 디스크의 병태 생리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연
구 기법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전술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치료법들이 발달되어 왔다. 큰 관점에서 보았
을 때 변성 디스크의 생물학적 치료는 1) 형태의 복원을 이
루는 구조적인 회복과 2) 통증의 조절을 포함한 기능적인
회복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시도된 대부분의 치료법들은 디스크 세포의
증식 및 활성화 에 따른 ECM의 재생을 통한 디스크 구조
의 회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구조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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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통증의 조절을 이룰 수 있다는 개념의 연구이지만,
최근 임상 시험들의 조기 결과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기능
적 회복의 정도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다. 이것은 이미 변성이 진행되어 있는 디스크 조직의 통
증 조절을 포함하는 기능적 회복이 단순한 구조적인 회복
과는 다른 기전으로 이루어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 변성 디스크 조직에서 과 발현되는 growth
factor 및 하류 시그널을 조절함으로써 기능적인 회복과 구
조적인 회복을 동시에 유도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42)
추가로 심한 변성이 진행한 디스크 질환의 경우 위의 생물
학적인 치료법들을 병행하거나 복합적으로 시행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는 안정성과 효율의 관점
에서 적절히 판단 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vertebral disc by the injection of growth factors. Eur
Spine J. 2008;17 Suppl 4:441-51.
7. Kim JH, Deasy BM, Seo HY, et al. Differentiation of intervertebral notochordal cells through live automated
cell imaging system in vitro. Spine. 2009;34:2486-93.
8. Hunter CJ, Matyas JR, Duncan NA. The Notochordal
Cell in the Nucleus Pulposus: A Review in the Context
of Tissue Engineering. Tissue Engineering. 2003;9:667.
9. Tapp H, Deepe R, Ingram JA, Kuremsky M, Hanley EN,
Gruber HE. Adipos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from the sand rat: 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 and
3D co-culture with human disc cells stimulate proteoglycan and collagen type I rich extracellular matrix.
Arthritis Research and Therapy. 2008;10:R89.

6. 결론
만성 요통을 주 증상으로 나타내는 퇴행성 디스크 질환
은 척추 의사가 임상 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대표적인 질환
이다. 보존적인 약물 치료부터 침습적인 고정 수술에 이루
기 까지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으나 어떤 선택이 최선인가
의 판단은 그다지 쉽지 않다. 물론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최적의 치료법이 있겠으나 디스크 구조 및 기능 회복을 목
표로 근본적인 치료를 시도하는 생물학적인 치료법이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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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us pulposus cells: configuration effect. Biochem
Biophys Res Commun. 2007;359:991-6.
11. Leung VYL, Chan D, Cheung KMC. Regene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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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디스크 질환에 대한 생물학적 치료
권영준, 신현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만성 요통은 일상 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초래하는 증상 중 하나로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이를 유발하는 대표적 질환이다. 최근에
디스크 생물학 및 관련된 조직 공학의 발전으로 변성 디스크에 대한 생물학적 치료가 시도되고 있다. 이 치료법은 성장인자를 포함
한 단백질, 세포 및 세포 유전자 주입, 그리고 조직공학적으로 생성 또는 발굴한 생체물질을 사용하여 변성 디스크에 대한 구조적 기
능적 회복을 시도하게 된다. 지금까지 이 치료법들은 세포 실험 및 동물 실험에서 의미 있는 치료 효과를 보여 주었으며, 최근 임상
에서의 적용이 시도 되고 있다. 퇴행성 디스크 질환은 다양한 병태 양상 및 진행을 보이므로 각각의 환자에게 개인화된 치료법들을
적용 시켜야 하며 특히 변성 디스크의 형태 및 구조적인 치료 외에 통증 조절을 포함한 기능적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색인 단어: 추간판, 변성, 성장인자,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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