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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는 인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과학자들의 이

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는 또한 연구원들

이 각종 질병 및 질환을 보다 잘 이해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질병이나 상해로 손상된 신체 조직을 언젠가

는 줄기세포로 대체할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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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そ⁍�종류의 표본을 수집합니까?

>  㼅➡�어떻게 채취합니까?

>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  저べ᜵�어떤 이익이 주어집니까?

>  저㈁�세포조직으로부터 채취된 세포계와 저의 개인 정보가 연결되어

처리됩니까? 혹은 이후에 조금이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저의 세포조직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조직이나 세포계가 다른 연구 과

제에도 사용됩니까?

>  저의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조직이나 세포계를 다른 연구원들과 공유

합니까?

>  저의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조직이나 세포계를 동물과 관계되는 다른

연구에 사용됩니까?

>  저의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조직이나 세포계가 타인 체내로 이식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연구߂��ӝࣁನ�ܐী�೧�؊�ঌҊ�र�҃ 
국제 줄기세포 연구회는 closerlookatstemcells.org를 통해 줄기세포 

연구와 치료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stemcells.nih.gov

에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연구참여 여부는 본인의 결정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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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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ӝࣁನۆ�무엇입니까? 
세포는 모든 생명체의 구성 요소이며, 각 유형의 세포는 인체 내에서 서로 다

른 역할을 합니다. 줄기세포는 특별한 유형의 세포로, 줄기세포가 발전하여 

피부 세포, 내장 세포, 적혈구 세포와 같은 특정 체세포가 만들어 집니다.

일부 줄기세포는 분화해 각종 신체 세포로 발전할 수 있지만, 일부 줄기세포

는 기능이 제한되어 특정 세포로만 발전하고 모든 유형의 세포로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골수 안의 줄기세포는 적혈구 세포, 백혈구 세포 및 다른 

혈액 세포로만 발전할 수 있고 피부 세포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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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에서 배양되는 줄기세포들을 “줄기세포계”라 부른다. 한 조직에서 

비롯한 한 그룹의 세포가 세포계입니다(예: “생검 표본”이라 부르는 혈액 

표본이나 근육에서 채취한 조직). 한 세포계 내의 각 세포는 모체인 조직 표본

과 동일한 유전자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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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화하여 자신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실에서 배양되는 줄기세

포계는 오래 생존하며, 심지어 모체의 수명보다 오래 생존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형의 신체 세포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직 표본을 기증한 사람의 유전자와 동일한 유전자 정보를 지닙니다.

연구에 사용되는 줄기세포의 유형은 어떤 종류입니까? 
과학자들이 연구에 사용하는 줄기세포에는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  첫째는 실험실에서 줄기세포로 만들어지는 체세포(예: 피부 세포나 혈액 세

포)로 이를 유도만능줄기세포(iPS 세포)라 부릅니다. 학자들은 유도만능줄

기세포가 어떤 유형의 신체 세포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둘째는 신체에서 자연 생성되는 줄기세포로 체세포 또는 성체줄기세포라

부릅니다. 이 세포는 모든 유형의 신체 세포로는 발전할 수 없지만 특정 체

세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체 줄기세포는 실험실에서 배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셋째는 배아줄기세포(ES 세포)로 배아가 실험용 접시에서 극히 작은 세포

덩어리일 때 즉, 발전 초기의 배아에서 만들어 지는 줄기세포입니다. 배아줄

기세포는 각종 체세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배아줄기세포를 만드

는데 사용되는 배아는 아기를 갖기 위해 인공수정 치료(체외수정)를 받은

사람에게서 구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수정 치료를 받은 후 남은 배아를 연

구 기관에 기증합니다. 그러나 일단 줄기세포계를 만들 목적으로 사용된 배

아는 더 이상 인공수정 치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ҳਗٜ�ӝࣁನী�ҙबਸ�оח�ਬח 무엇입니까  
줄기세포 연구는 인체의 작용, 질병의 진행 및 질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과학자들의 보다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줄기세포에 관

한 연구는 또한 연구원들이 각종 질병 및 질환을 보다 잘 이해하고 새로운 치료

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질병이나 상해로 손상된 신체 

조직을 언젠가는 줄기세포로 대체할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ӝࣁನ�োҳী�ଵৈೡ�҃�위험과 이익은 무엇입니까? 
줄기세포 연구는 연구 대상자 본인에게 당장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래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제공과 관련된 위험은 제공하는 표본의 유형(예: 혈액채취, 피부생검, 

볼 면봉채취, 골수 생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구진이 참여 절차에 대해서

는 물론, 동의를 받기 전에 관련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

하의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줄기세포계에는 유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귀하의 

신분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가 실수로 타인들에게 공유될 수 있

는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없도록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연구원

들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연구 참여 여부는 본인의 결정사항입니다.  
연구에 참여할 때는 이에 필요한 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연구진이 연구 대상자

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줄 것입니다. 연구진은 참여 동의서를 받기 전

에 연구 목적과 가능한 위험 및 이익 에 대해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입니다. 

연구 절차, 관련 위험, 가능한 이익은 동의서 양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자가 조급함이나 압

박감을 느껴서는 안됩니다. 연구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의사, 즉 본인

의 선택사항 입니다.

연구 참여자(혹은“연구 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격을 존중하도록 하는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