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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icacy and safety of intrathecal autologous bone marrow-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MSCs) treatment for patients with ALS.

Methods: After a lead-in period for 3 months, 22 patients were treated with MSCs twice at an interval of 1 month. After 

initial MSCs injection, all patients were followed up for 3 months and their disease course, clinical characteristics were 

assessed. Disease status of patients were analyzed with ALS functional rating scale-revised (ALSFRS-R) for primary 

outcome measure, and additional clinical findings after treatment were all collected for secondary outcome measure and 

safety. Age and disease-duration matched patients with ALS were selected as a control group.

Results: During the follow-up period, MSCs treatment yielded a significant lesser change of ALSFRS-R score, compared 

to control group (1.54 vs 3.56, p<0.01). Moreover, the slop of decline of ALSFRS-R was significantly lower during the 

follow-up period, compared to the lead-in period in MSCs treatment group (2.68 vs 1.54, p=0.04), whereas the slopes 

during the two periods were not different in the control group (3.15 vs 3.56, p=0.37). MSCs treatment was well tolerated 

except for occurrences of transient headache, low back pain, and myalgia.

Conclusions: Our results show that intrathecal MSCs injection can slow disease progression and might be used as a 

disease modifying modality as an alternative treatment choice in patients with 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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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위축성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은 대뇌와 척수의 상위 운동신경세포(upper motor neuron)와 

하위 운동신경세포(lower motor neuron)의 사멸에 의한 난치성, 

비가역 신경퇴행성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 운동신경원 

질환이다.1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신경성장인자(neuronal growth factor)의 부족과 

신경염증(neuroinflammation)이 중요한 발병 원인으로 주목

받고 있다.2 특히,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쥐모델이나 실제 환자의 



김현영 백진영 박희경 최미란 윤현수 김경숙 김승현

대한신경과학회지 제27권 제2호, 2009164

Figure 1. Study flow.

운동신경세포 주변에서 활성화된 미소교질세포(microglia), 성

상교질세포증(astrocytosis), 림프구의 침윤이 관찰되었으며,3,4 

줄기세포치료는 이러한 병리학적 이상을 변화시키려는 치료법

이다.5

질병의 경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뚜렷한 약제가 없어 근위

축성측삭경화증은 줄기세포치료의 주요 대상질환이 되고 있

다.6,7 특히, 최근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에서 중간엽줄기세

포(Mesenchymal stem cells, MSCs)를 이용한 연구에 의하면 

중대한 이상 반응 없이 줄기세포 치료는 신경염증을 완화시키고 

성장인자를 분비함으로써 운동신경세포의 생존을 연장시킨다는 

결과들이 있어 줄기세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8-10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소수의 환자에게 적용한 예에 불과하

며, 객관적인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

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들은 검증된 임상척도를 이용하여 동

일한 상태의 환자들을 대조군으로 선정하고 치료 전,후의 임상

경과를 비교함으로서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

며, 줄기세포에 대한 효과에 근거해 치료에 대한 반응군을 분류

하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줄기세포치료 후 환자에

게 나타나는 모든 임상 양상들을 확인하여 유효성과 함께 이상

반응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1. 대상

1) 줄기세포치료군

줄기세포치료를 위한 대상군은 루게릭병 클리닉에 내원한 환

자 중 El Escorial revised criteria11에 합당한 근위축성측삭

경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질병경과가 비슷한 환자군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포함기준으로 (1) 

El Escorial revised criteria, probable 이상, (2) 25~80세, 

(3) ALS functional rating scale-revised (ALSFRS-R) 20점 

이상, (4) 자가 도보나 보호자 도움 하에 외래에 방문할 수 있는 

경우, (5) 본인 및 보호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환자를 선정하였

으며, (1) El Escorial revised criteria, suspicious 이하, (2) 기

관절개술이나 위루술을 받은 환자, (3) Forced vital capacity 

(FVC) 20% 이하, (4) 심한 내과적 질병이 합병된 환자, (5) 지

난 3개월 이전에 다른 임상연구 약물을 투여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6) 악성 종양이 의심되거나 심인성 쇼크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대상군에서 제외하였다.

2007년 1월 이후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총 35명의 치료대상

환자가 등록되었다. 등록된 환자 중 3명은 골수채취 시작 전에 

동의서를 철회하였으며, 1명은 2차 입원 당시 질병의 자연경과

에 의한 호흡근력 약화와 폐렴이 악화되어 호흡정지로 사망하

였다. 현재까지 총 22명의 환자가 유효성 평가를 위한 3개월 

추적관찰이 완료되었다.

2) 대조군

본원 루게릭병 클리닉에서는 환자의 질병 경과에 따라 1개월 

내지 2개월 간격으로 환자의 정기 검진을 실시하며 임상경과 관

찰을 위해 ALSFRS-R 척도를 측정한다. 환자들 중에 줄기세포

치료에 동의하지 않으나 치료군과 동일한 포함기준과 제외기준에 

합당한 경우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나이와 증상 발생 시점이 

비슷한 환자들을 선정한 결과 총 32명의 대조군이 성립되었다.

2. 줄기세포치료

1) 전체 임상연구 과정

도입기(lead-in period) 3개월과 추적관찰기(follow-up 

period) 3개월을 포함하여 총 6개월간 환자의 경과를 관찰하였

다(Fig. 1). 줄기세포치료를 위해 개개인 환자별로 2개월의 준

비과정이 소요되었으므로 1차 골수채취 2개월 전, 즉 1차 줄기

세포치료 3개월 전(-3 months)이 대상군 등록 및 연구시작 시

점이 되었다. 채취된 골수에서 충분한 양의 중간엽줄기세포 획

득에 1개월이 소요되었으므로 1차 골수채취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이 1차 줄기세포 투여시점이 되었으며, 이 시점(0 month)

을 기준으로 하여 도입기와 추적관찰기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

하였다. 한 달 간격으로 2차례 줄기세포치료를 하였으며 1차 줄

기세포치료 시점(0 month) 이후 3개월간 환자의 임상경과를 

관찰하였다.

임상연구 기간 내에 Rilutek 용량의 변경이나 시작, 중단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근력이나 침분비의 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약제들 또한 용량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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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제나 coenzyme Q, 크레아틴과 같은 건강보조약제의 사용 

및 용량 변경은 허락되었다.

이상의 모든 연구과정은 본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교육 제

2006-339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청(생물의약품팀-47호, 생물

의약품안전팀-16002)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작되었으며, 환자

들이 충분히 임상연구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의서와 설명

문에 승락한 경우에 줄기세포치료군으로 등록되었다.

2) 줄기세포의 획득

본 연구에 사용된 성체 중간엽줄기세포의 획득과정은 다음과 

같다. 환자 본인의 엉덩뼈 능선부위에서 두 차례(-1 month, 0 

month)에 걸쳐 골수채취를 하였다. 밀도기울기(density gra-

dient)를 이용하여 단핵구를 분리하였으며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용액으로 두 차례 세척하였다. 이후 

20만/cm2 농도로 seeding하여 5% 이산화탄소, 37℃ 환경을 

유지하였다. 3일 후 플라스크에 부착되지 않은 세포를 제거하

였으며 일주일에 두 번씩 배양액을 교체해 주었다. 10~12일 후 

부착된 세포의 증식을 위해 0.25% trypsin/EDTA를 이용하여 

세포를 플라스크 표면에서 탈락시켜서 4만/cm2 농도로 seed-

ing하고 증식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최종적으로 2차 계대배

양을 마친 중간엽줄기세포를 치료에 이용하였으며, 치료 직전 

외부 독소, 세균 및 바이러스검사, 핵형 분석, 염색체 변이검사, 

세포표면항원검사를 통해 줄기세포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환

자에게 적용되었다.

3) 줄기세포치료 방법

줄기세포의 투여는 L2-3 수준에서 경질막내주사(intra-

thecal injection)를 사용하였으며, 한 달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 kg당 1×106개의 세포를 5 mL의 자가 척수액에 희석

하여 약 2분간 주입하였다. Mannitol을 정맥내 투여하여 혈액

뇌장벽 투과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12 줄기세포 투여 후 Tren-

delenburg 자세를 하여 줄기세포가 흉추 및 경추 부위까지 도

달하게 하였다.

3.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1) 일차 유효성 평가

줄기세포치료군 환자들에서는 1개월 간격으로 도입기 3개월

과 추적관찰기 3개월 동안의 ALSFRS-R 변화를 관찰하였다. 

ALSFRS-R 척도는 기존 연구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성이 확립

된 한글판 ALSFRS-R을 사용하였다.13 대조군에서도 3개월 단

위로 나누어 ALSFRS-R 점수를 확인하였으며, 줄기세포치료

군과 대조군 사이의 점수 변화량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각 

3개월 동안의 점수 차이를 대조군에서의 점수 변화 차이와 비교

하였다. 또한, 치료군 내에서의 변화량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줄기세포치료시점(0 month)을 기준으로 하여 치료 전후 3

개월 사이의 점수 변화량 차이를 분석하였다.

2) 이차 유효성 평가

줄기세포치료군 환자 중에서 치료에 대한 반응 유무를 파악

하고, 치료반응군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치료 전 3개월, 도입기 동안의 ALSFRS-R 점수 변화량에 비해 

치료 시작 후 3개월, 추적관찰기 동안의 점수 변화량이 상대적

으로 낮아서 질병경과의 완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반응

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전체 줄기세포치료군 중에 치료반응환자

의 비율을 확인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줄

기세포 투입 후 환자가 나타내는 객관적, 주관적 임상양상을 정

리하여 유익한 반응들을 기술 분석하였다.

3) 이상반응 확인

1차 골수채취 시점을 포함하여 1,2차에 걸친 줄기세포치료와 

추적관찰기 동안 환자가 호소하거나 나타내는 이상반응들을 모

두 확인하였으며, 증상들의 지속시간과 정도를 파악하였다.

4. 통계적 처리

줄기세포치료군과 대조군 간의 인구통계학적 차이 유무를 

확인하고자 Student T-test와 Chi-square 검정을 사용하였

으며, 줄기세포의 유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줄기세포치료군과 

대조군 간의 비교에는 Mann-Whitney u test를 줄기세포치료

군 내에서 치료 전후 비교에는 Wilcoxon singed rank test를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에는 SPSS version 12.0을 사용하였고, p value가 

0.05 미만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결  과

1. 줄기세포치료군과 대조군의 인구통계학적 분석(Table 1)

줄기세포치료군 22명과 대조군 32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

적 차이 유무를 확인한 결과, 나이, 성별, 증상시작 부위를 포

함한 증상의 경과기간, Rilutek의 복용유무, 환자등록시점의 

ALSFRS-R 점수에서 통계학적 차이가 없어, 양 군이 동일한 

조건의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가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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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em cell and control groups

Stem cells group (No=22) Control group (No=32) p value
Age at baseline (years) 54.1±10.4 54.3±7.1 0.92
Sex (M/F) 14/8 19/13 0.78
Onset region (No) Bulbar (2) Upper limb (15) Lower limb (5) Bulbar (5) Upper limb (18) Lower limb (9) 0.64
Symptom duration (months)   21.3±13.8   21.1±12.2 0.95
Number on rilutek treatment 13 25 0.13
Diabetes Mellitus (No) 4 6 0.96
Hypertension (No) 7 8 0.58
Height (cm) 163.6±7.7 163.3±7.3 0.89
Weight (kg)   63.5±10.6   62.2±10.1 0.64
ALSFRS-R score at baseline   40.7±3.7   40.6±2.4 0.94
M; male, F; female, No; number, ALSFRS-R;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Functional Rating Scale-revised

Table 2. Comparison of ALSFRS-R scores between the lead-in and follow-up periods after stem cell treatment

Serial No.
ALSFRS-R score at the time of Changes of ALSFRS-R

Response
- 3 mo. 0 mo. + 3 mo. -3 ~ 0 (lead-in period) 0 ~ +3 (follow-up period)

Pt 1 36 25 25 11 0 Yes
Pt 2 33 31 28 2 3 no
Pt 3 43 41 38 2 3 no
Pt 4 36 32 28 4 4 no
Pt 5 45 44 44 1 0 Yes
Pt 6 44 39 35 5 4 Yes
Pt 7 41 39 39 2 0 Yes
Pt 9 45 40 35 5 5 no
Pt 11 38 34 28 4 6 no
Pt 12 43 43 45 0 -2 Yes
Pt 13 42 41 39 1 2 no
Pt 14 40 39 39 1 0 Yes
Pt 15 43 39 39 4 0 Yes
Pt 16 44 44 44 0 0 no
Pt 17 41 39 35 2 4 no
Pt 18 46 42 41 4 1 Yes
Pt 19 40 37 35 3 2 Yes
Pt 20 35 33 33 2 0 Yes
Pt 23 45 45 44 0 1 no
Pt 24 41 40 41 1 -1 Yes
Pt 25 37 35 35 2 0 Yes
Pt 26 37 34 32 3 2 Yes
Pt; Patient, ALSFRS-R;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Functional Rating Scale-revised 

Figure 2. The difference in the changes of ALSFRS-R between stem 
cell and control groups (Bar indicates standard error).

2. 유효성 평가

1) 일차 유효성 평가 결과(Fig. 2)

줄기세포치료군의 도입기 3개월과 추적관찰기 3개월의 

ALSFRS-R점수 변화량은 각각 평균 2.68점, 1.54점이었으며, 

대조군의 초기 3개월과 후기 3개월의 변화량은 각각 3.15점, 

3.56점이었다. 줄기세포치료군과 대조군 사이의 점수 변화량이 

치료 전 3개월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37) 치료 후 

3개월간에는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 줄기

세포치료군 내에서의 치료 전후 비교에서도 점수 변화량이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어 줄기세포치료에 의해 질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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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 The changing patterns of ALSFRS-R scores in two patients. A; responder (patient 12), B; non-responder (patient 3).

Table 3. Additional clinical findings after stem cell treatment

Serial No. 1 2 3 4 6 7 12 14 15 16 17 18 19 20 23 24 25 26 
Improvement of upper limb power + + + + + + + + + 
Improvement of lower limb power + + + + + 
Improvement  of axial muscle power + 
Improvement of bulbar funciton + + + + 
Improvement of spasticity + 
Decreased  fasciculation + + + + + + + + + 
Decreased  drooling + 
More comfortable breath + + + 
Increased muscle bulk + + + 

Table 4. Comparison between responders and non-responsers
Responders (No=13) Non-responders (No=9) p value

Age at baseline (years) 57.8±9.7 48.5±9.1 0.60
Sex (M/F) 8/5 6/3 0.81
Onset region (No) Bulbar (1) Upper limb (9) Lower limb (3) Bulbar (1) Upper limb (6) Lower limb (2) 0.96
Symptom duration (months) 21.8±14.0 20.6±14.2 0.65
Number on rilutek treatment 9 4 0.25
ALSFRS-R score at baseline 40.6±3.5 40.7±4.2 0.79
M; male, F; female, No; number, ALSFRS-R;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Functional Rating Scale-revised

진행이 완화되었음이 확인되었다(p=0.04).

2) 이차 유효성 평가 결과

도입기 3개월과 추적관찰기 3개월 사이의 ALSFRS-R 점수 

변화를 비교하여 치료반응군을 정의하였을 때 총 22명의 줄기

세포치료군 환자들 중 13명(59.1%)의 환자가 질병경과의 완화

를 경험하였다(Table 2). Figure 3은 치료반응군(Fig. 3-A)과 

치료미반응군(Fig. 3-B)의 대표적인 예에 대한 ALSFRS-R 점

수변화양상을 그래프화한 그림이다.

Table 3은 줄기세포치료 이후 환자에게 나타나는 객관적, 주

관적 호전양상을 나열한 것이다. 표에서 열거한 봐와 같이 근력

의 향상뿐만 아니라 강직, 근육다발수축, 침흘림의 감소를 나타

냈으며, 호흡이 보다 편안해졌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2명의 환자(Serial No. 12, 24)들에서는 상하지근력의 향상이 

뚜렷하여 ALSFRS-R 점수의 향상을 보였다. 이 중 1명(Serial 

No.12)은 위축된 손근육량이 오히려 증가되어 있었으며 글쓰기

와 수저, 젓가락의 사용 능력이 향상되었다.

치료반응군 13명의 나이, 성별, 증상시작 부위, Rilutek의 

복용유무를 확인한 결과 미반응군과의 인구학적 특징에서 차이

는 없었다(Table 4).

3. 이상반응

줄기세포 치료 후 환자가 호소하는 이상반응은 모두 4가지 

종류로 38℃ 이하의 미열, 근육통, 요통과 두통이었다. 전체 22

명의 줄기세포치료군 중에서 미열은 11명, 근육통 9명, 요통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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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3명에서 나타났다. 이상의 이상반응들은 줄기세포 투여 약 

6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에 발생되었으며, 모든 환자들에서 약 

2일 후에 자연소실되었다. 이외의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난 

예는 없었다.

고  찰

비가역적인 질병의 진행을 보이는 근위축성측상경화증의 특

징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새로운 치료법으로서 줄기

세포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는 치료군의 대상자수가 

적고 이중맹검법을 이용한 대조군 연구가 아니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줄기세포치료가 질병의 경과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59%의 

환자가 치료반응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줄기세포치료 이후 환자

가 여러 기능의 호전을 나타내고 있어, 연속적인 줄기세포 반복 

투여에 의해 임상경과의 호전이 더욱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줄기세포는 크게 배아 혹은 태아줄기세포(embryonic or 

fetal stem cell)와 성체줄기세포(adult stem cell)로 분류된다. 

배아 혹은 태아로부터 추출된 줄기세포는 특히 뛰어난 증식과 

분화능력, transdifferentiation 능력으로 여러 질환에 걸친 대

체 치료법으로 대두되고 있으나,14 윤리적인 문제와 종양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실제 환자 연구에 큰 제한점이 되고 있다.15 이

러한 문제점들로 최근에는 종양의 발생가능성이 없고 윤리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줄기세포의 장점을 극대화시

키고 면역거부반응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환자 본인의 자가 

중간엽줄기세포를 사용하였다.

중간엽줄기세포는 다양한 종류의 시토카인과 성장인자들을 

분비한다.16 이러한 능력은 골수의 미세환경과 조혈작용을 조율

하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17,18 또한 다발성경화증, 알쯔하이

머병 등의 다양한 신경계질환에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21-23 

중간엽줄기세포에 의해 발현되는 시토카인으로는 IL-1, IL-6, 

IL-8, MIF, MCP-1 등이 있으며 성장인자들로는 VEGF, GM- 

CSF 등이 있다.18,24 이러한 시토카인들과 성장인자들은 신경염

증을 완화시키고 신경재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신경

보호효과에 의해 신경계의 손상과 회복에 관여하게 된다.25-28

Rilutek 이외에 공인된 치료법이 없는 현실로 인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줄기세포치료의 주요 표적질환이 되고 있다.7 

Janson 등은 2001년에 3명의 환자에게 말초혈액기원의 CD34+ 

줄기세포를 시도한 임상 예를 보고하였으며,29 Mazzini 등은 9

명의 환자에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연구를 진행

하였다. T7-9 수준에서 수술적으로 척수를 개방하여 줄기세포

를 직접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환자의 임상경과를 관

찰한 결과, 4명의 환자에서 효과가 있었으며 일시적인 신경뿌

리병증 증상 이외의 이상반응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8-10 이러

한 연구들은 줄기세포치료법을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에게 

최초로 적용시켜 유용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들로서 큰 의

의를 가지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로 

2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통계분석을 시도하였

다. 둘째, 두 차례의 줄기세포치료를 통하여 치료효과의 지속성

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mannitol을 이용하여 혈액뇌장벽 

투과성을 높임으로써 시토카인과 성장인자들의 중추신경계 도

달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적 의의는 없었으

나 효과가 있는 치료반응군을 조사함으로써 줄기세포에 유용성

을 보이는 환자군을 구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줄기세포의 유용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뿐

만 아니라 환자에서 나타나거나 호소하는 반응들을 확인해 보

았다. 특히, 근력의 향상과 함께 근육다발수축이 감소하여 일상 

생활 수행이 용이해진 예들이 있으며, 이러한 호전 양상들은 

여러 시토카인과 성장인자 분비능력이 있는 줄기세포가 열악한 

운동신경세포의 미세환경을 개선시킴으로서25-28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한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줄기세포가 투여된 

환자군에서 일시적인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며, 이는 세포의 경

질막내 주입에 따른 일시적 뇌막자극증상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결과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이러한 반응들은 약 2일 후 자연 

소실되는 것이 확인되어 줄기세포 주입에 따른 중대한 이상반

응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줄

기세포는 성체에서 얻어진 자가 골수세포에서 추출된 것으로 

종양의 발생가능성이나 이식거부반응은 없다고 추정한다.

본 연구는 추가 진행될 줄기세포치료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

자주도 임상연구로서 줄기세포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

한 연구결과이다. 연구자주도 임상연구의 특성상 충분한 대상

환자수를 확보하지는 않았으며, 치료반응군의 정의가 연구자의 

주도에 의해 정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줄기세포

를 이용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의 적용 연구로서는 최초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향후 진행될 임상시험을 위한 치

료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자 한다. 첫째, 줄기세포치료에 

대한 유효성이 개별 환자별로 차이가 났던 점을 염두하여 개별 

줄기세포의 특성들, 특히 시토카인, 성장인자들의 분비능력과 

임상적 경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며, 둘째, 추적관찰기

를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줄기세포치료의 효

과유무를 판단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줄기세포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여 횟수, 용량에 따른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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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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