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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COPD는 폐기종과 만성세기관지염으로 나뉘며 대표적인 사망원인 질환이다. 대표적인 원인물질은 흡연이며 흡연
과 같은 해로운 분진의 흡입에 의한 산화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염증반응으로 인해 폐조직의 파괴가 COPD의 주요
병인기전이다. COPD의 치료제는 기도폐쇄나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파괴된 폐조직을 재생하는 치료제는 존재하
지 않는다. 간엽줄기세포는 여러 조직에서 분리 가능하며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간엽줄
기세포의 항염증성, 면역조절능, 재생능 등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질환 동물모델과 환자에게서 간엽줄기세포의
치료효과를 확인한 여러 연구가 있다.
COPD에서 간엽줄기세포의 치료효과평가는 COPD 동물모델과 COPD 환자에서 시도되었다. COPD 동물모델은
흡연, 엘라스테이즈, VEGF 저해제를 이용하여 만든다. 흡연과 엘라스테이즈 동물모델은 골수, 지방조직 유래 간엽줄
기세포를 정맥, 기관 내 투여를 시도하였고 모두 간엽줄기세포의 COPD 치료효과를 확인하였다. COPD 환자에서
줄기세포의 치료효과 검증은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인다. 동종 줄기세포를 혈관 내 투여한 경우 치료효과가 없었으며
G-SCF로 전처치 후 골수에서 얻은 자가 단핵세포는 COPD 환자에서 치료효과를 확인하였다.
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COPD 치료는 동물모델에서 모두 성공적이었다. 임상시험에서 간엽줄기세포 혈관 투여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으나 COPD 치료효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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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COPD의 치료는 기도폐쇄, 염증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질환에 의해 파괴된 폐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
치료제가 전무한 상태이다. 줄기세포는 항염증, 면역조절능, 조직재생 등 여러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COPD에
서 역시 치료효과를 증명한 여러 연구가 있다. 본 종설은 COPD의 세포치료제로서 줄기세포의 연구 현황을 보고하고
자 한다.
2. 본론
1) COPD의 병인기전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은 폐기종과 만성세기관지염으로 나뉘는 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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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세계사망원인 5위에 이르는 대표적인 사망원인 질환이다 . COPD의 주된 원인물질은 흡연이며, 흡연 외에
작업 중 발생하는 먼지나 대기오염에 의한 미세먼지 등의 공기 중 해로운 분진의 흡입이 원인이며, 흡입한 분진에
2-4
의한 산화스트레스, 지속적인 염증반응이 COPD의 주된 병인기전이다 . 폐기종은 산화스트레스와 염증반응에 의해
증가한 protease 활성이 폐조직 내 세포외기질을 파괴시키고 폐세포의 세포사멸을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파괴된 폐조
직을 말한다. 현재 COPD의 치료는 기도폐쇄나 염증을 감소시키는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으나5 한 번 파괴된 폐조직을
재생하는 치료는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간엽줄기세포

간엽줄기세포는 줄기세포의 한 종류로 윤리적 문제가 없어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의료분야의 적용도
상대적으로 쉽다. 약 40년 전 골수에서 섬유아세포와 유사한 모양의 비조혈모세포를 분리하였고 이러한 세포가 콜로
니 형성능이 있으며 뼈, 기질, 조혈조직 등으로 분화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6,7. 간엽줄기세포는 골수 뿐 아닌 제대혈,
8
태반, 지방조직 등 여러 조직에 존재하여 분리 가능하다 . 간엽줄기세포는 1) plastic adherence, 2) 표면 마커로는
세포 표면에 CD73, CD90, CD105가 발현되고 CD14, CD34, CD45, MHCII의 발현이 되지 않고, 3) self-renew와
분화능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8.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는 대표적으로 항염증반응, 면역조절능, 조직재생능으로 알려져 있다. 줄기세포에서 분비하
는 prostaglandin 2, TGF-β1, IL-10는 줄기세포의 항염증반응과 면역조절능을 가능하게 한다. 때문에 다양한 염증질
환 동물모델에서 줄기세포가 치료효과가 있고 면역질환에서 역시 줄기세포의 치료효과를 증명하였다9-11. 줄기세포는
또한 성장인자와 케모카인을 분비하여 세포의 증식이나 신생혈관재생에 관여하며 주로 줄기세포에서 분비하는 hepatocyte growth factor (HGF), epithelial growth factor (EGF), basic-fibobalst growth factor (FGF-2),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등이 이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8.
3) COPD 동물모델에서 간엽줄기세포의 치료효과

COPD의 동물모델은 흡연, 엘라스테이즈, VEGF-저해제를 이용하여 만들며 주로 흡연과 엘라스테이즈를 이용한
동물모델을 사용한다. 흡연은 COPD의 주된 원인물질이므로 이를 이용한 동물모델은 사람의 COPD와 가장 유사한
병인기전으로 만들 수 있으나, 4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한 번 파괴된 폐조직은 다시 재생이 되질 않는
사람과 다르게 흡연 유도 동물모델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 재생되는 단점이 있다12. 엘라스테이즈 모델은
1∼2주면 동물모델이 만들어 지고 엘라스테이즈의 농도에 따라 질환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으나 사람의 COPD
13
병인기전 중 일부에 제한적인 질환 모델이다 .
흡연 유도 COPD 동물모델에서 간엽줄기세포의 치료효과는 다양한 연구에서 검증되었다(Table 1). 대표적인 연구
로 흡연한 DBA/2J마우스에 지방조직 유래 간엽줄기세포를 정맥 투여한 결과 흡연에 의한 염증반응은 감소하고 폐세
14
포의 세포사멸이 감소하였고 폐조직 파괴(폐기종)도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 또한 Rat 흡연 동물모델에서 역시 골수
유래 간엽줄기세를 정맥 투여하여 폐기종의 감소, 폐세포의 세포사멸 감소를 확인하여 줄기세포의 치료효과를 관찰하

Table 1. MSCs therapeutic effects in cigarette smoke induced COPD animal model
MSCs source

Animal model

Route/dose/time

Outcome/mechanism

Ref.

Intravenously/3×105/12,
14 wk 째, 2회
6
5
Intravenously/6×10 (BMC), 6×10
(BM-MSC)/24 wk 째, 1회

Rat BM-MSC

11 wk smoking in rat

6
Intratracheal/6×10 /7 wk 째, 1회

Decrease in Inflammation, apoptosis
BM suppression
Decrease in apoptosis
Increase in cell proliferation
Paracrine effects of MSC
Decrease in proinflammatory
cytokine, protease
Increase in growth factor

14

Rat BMC, BM-MSC

16 wk smoking in
DBA/2J mice
24 wk smoking in rat

Human-M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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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SCs therapeutic effects in elastase induced COPD animal model
MSCs source

Animal model

BM-MSC

0.01 U/g body mass in C57BL/6
mice
4.0IU in C57BL

BM-MSC

Route/dose/time
Intratracheal/5×105/2 wk 째, 1회
6
Intravenously/2.8×10 /3 wk 째, 1회

Outcome/mechanism
Decrease in IL-1β
Increase in HGF, EGF and SLPI
Decrease in MMP9
Infusion of MSC into lung tissue

Ref.
17
18

Table 3. Stem cell therapeutic effects in COPD patient (Clinical trial)
MSCs

Route/dose/time

Allogenic MSC

Intravenously/100×10 /four
monthly infusion
8
Intravenously/1×10 /kg/1회

Autologous
BM-MC

6

Study design

Outcome

Placebo controlled, randomized trial 62 patient
Follow-up: 2 years after the first infusion
G-SCF s.c injection before the BM harvest 4
patient
Follow-up: 3 years after infusion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FT or quality of life
Improvement in spirometry

Ref.
19
20

였다15. 해당 연구에서는 줄기세포 배양액 역시 줄기세포와 같은 치료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여 줄기세포에서 분비하
는 물질이 질환의 치료에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흡연에 의한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는 TNF-α,
IL-1β, IL-6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능과 metallo matrix protease (MMP)의 감소, VEGF, TGF-β1과 같은
성장인자의 증가에 의해 나타난다고 한다16.
엘라스테이즈 유도 COPD 동물모델에서의 간엽줄기세포 치료효과 역시 여러 연구에서 검증되었다(Table 2).
C57BL/6J 마우스에 엘라스테이즈로 유도한 COPD 동물모델에서 골수 유래 줄기세포를 기관지로 투여하여 치료효과
를 관찰하였고 이는 IL-1β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 감소, HGF, EGF 등의 성장인자 증가, secretory leukocyte
peptidase inhibitor (SLPI)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17. 또한 골수 유래 줄기세포를 엘라스테이즈로 유도한
18
COPD 동물모델에 정맥투여하여 폐조직 파괴와 MMP의 감소를 확인한 연구도 있다 .
VEGF-저해제로 유도한 COPD 모델은 VEGF의 신호전달체계 저해를 통한 세포사멸이 유도되는 동물모델로 COPD
병인기전 중 극히 일부의 가설에 부합하는 동물모델이다. 하지만 해당 동물모델에서 지방 조직 유래 간엽줄기세포를
14
정맥주사하였을 때 폐세포의 세포사멸 감소에 의한 폐포직 파괴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
4) 줄기세포 치료효과의 임상시험

COPD 환자에서 간엽줄기세포의 치료효과를 임상시험 완료한 연구는 현재 두 가지이다(Table 3). 62명의 환자에
위약 대조군을 포함하고 동종 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한 무작위 연구에서 간엽줄기세포의 전신 투여 후 2년 동안 관찰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동종 간엽줄기세포는 환자에 안전하고 부작용은 없지만 pulmonary function test (PFT)나
19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는 못하였다 . 이외에 4명의 COPD 환자에 자가 골수 단핵세포를 투여하여 줄기세포의 치료효
과를 시도한 임상시험도 진행되었다20.
3. 결론
COPD 동물모델에서는 동물의 종(mouse, rat), 동물모델의 종류, 투여한 간엽줄기세포의 기원, 간엽줄기세포의
투여 방법, 투여 용량은 차이가 있으나 모든 연구에서 간엽줄기세포는 COPD 동물모델에서 치료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COPD 환자에서 간엽줄기세포는 임상시험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 치료효과가 불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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