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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연구목적: 현재까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는 없는 실정이다. 최

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파괴된 조직을 재생하는 근본적인 방법

으로 중간엽줄기세포 치료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간엽줄기세포는 골수나 지방조

직 등 다양한 조직에 존재하고, 제대의 구성 조직인 Wharton’s jelly 에서도 중

간엽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다. 동물실험을 통해 밝혀진 pioglitazone 의 중간엽

줄기세포의 재생능력의 강화효과를 바탕으로 Wharton’s jelly 에서 추출한 중간엽

줄기세포에 pioglitazone 의 전처치 여부가 치료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 검증

하고자 한다.

연구재료와 연구방법: 마우스를 대상으로 엘라스타아제의 기도내 투여와 담배연기

흡입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동물모델을 만들어 준비한다. 제대의 Wharton’s jelly

로부터 중간엽줄기세포 (WJMSCs)를 추출하여 pioglitazone 을 전처치한 군과 전처

치를 하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2 가지 만성폐쇄성폐질환 마우스모델에 정맥내로 투

여한다. 이후 1 주째에 폐를 적출하여 폐조직의 현미경관찰을 통해 마우스 폐기종

동물모델의 폐기종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형광광학영상을 이용하여 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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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 투여된 pioglitazone 을 전처치한 중간엽줄기세포가 정상 폐에 정착이 되는 지

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WJMSCs 이 두 종류의 마우스 폐기종모델에서 폐기종의 재생 효과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엘라스타아제 유도 폐기종모델에서 mean linear intercepts

(MLI)이 pioglitazone 으로 전처치한 WJMSCs 군과 전처치하지 않은 군에서 각각

59.02±2.42 ㎛ (n=6), 72.80±2.87 ㎛ (n=6)으로 측정되어 pioglitazone 전처치가

재생에 더 효과적임을 (p<0.01) 관찰하였다. 담배연기 흡입 폐기종모델에서는 MLI

가 대조군, pioglitazone 전처치한 WJMSCs 군과 전처치하지 않은 군에서 각각

51.65±1.36 ㎛, 38.97±0.61 ㎛, 41.25±0.98 ㎛ (n=6)로 WJMSCs 이 대조군에 비

해서 유의하게 재생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p<0.001) pioglitazone 전처치여부

에 따른 폐기종 재생효과에는 차이가 없었다 (p=0.0715).

결론: 엘라스타아제 유도 폐기종 동물모델에서 pioglitazone 을 전처치한 WJMSCs

투여는 전처치를 하지 않은 WJMSCs 투여에 비해서 폐기종의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중심단어: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pioglitazone, Wharton’s jelly, 

mesenchymal stem cell, emphys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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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만성폐쇄성폐질환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COPD)은 유해 입자나

가스에 의해서 기도와 폐포가 손상되어 지속적인 호흡기 증상과 완전히 회복되지 않

는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흔한 질환이다 1). COPD 는 세계적으로 이환과 사망의

주요원인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증상 및 기류제한은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독성 입자나 가스 등에 의미 있는 노출 후

에 소기도 염증이 (예, 폐쇄성 세기관지염) 생기고 폐포가 파괴되어 (폐기종) 발생한

다. COPD 의 치료는 예방접종과 재활치료 등의 비약물요법과 기관지확장제, 항염

증제 등의 약물치료가 있다. 현재까지의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고 악화의 위험을 감

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나 질병의 경과를 늦추거나 파괴된 폐조직을 복구하지는 못

한다. 최근 이러한 만성 진행성 폐질환에서 파괴된 조직의 재생을 목적으로 줄기세

포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줄기세포는 미분화세포로 자가 재생이 가능하고, 하나의 세포에서 발생한 클론성

을 지니며 다른 종류의 세포나 장기로의 분화가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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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심장, 뇌, 간, 폐 등의 장기의 재생에 줄기세포치료가 효과적임을 보고하였

다 4-8). 줄기세포는 수정란의 발생초기에 얻게 되는 배아줄기세포와 발생과정 후 얻

게 되는 성체줄기세포로 분류되고 성체줄기세포는 조혈모세포와 중간엽줄기세포로

나뉜다. 배아줄기세포는 초기에 전형발육능 (totipotentiality)를 보여 모든 종류의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가 가능하여 관심을 끌었으나 기형발생가능성과 면역원성을

보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 년경에 골수에서 부착성이 없는 조혈세포와 함께 부착성이 있는 세포가 발견

되었고 이후 중간엽줄기세포 (mesenchymal stem cell, MSC)로 명명되었다 9).

(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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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ypes and sources of stem cells.

중간엽줄기세포는 비조혈 다분화 기질세포이고 하나의 배엽층에서 유래하는 조직

으로 분화할 수 있고, 특정 시험관내 조건하에서는 신경세포, 췌장세포, 간세포, 심

근세포로 전환분화 (transdifferentiation)를 할 수 있다 10). 중간엽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가 가지는 기형발생가능성과 면역원성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

어, 현재 재생을 위한 세포 치료 실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중간엽줄기세포

는 골수, 지방조직, 골격근, 윤활막, 비장, 흉선, 폐, 양수, 제대혈, 제대를 포함한 많

은 조직에서 분리될 수 있으나, 중간엽줄기세포의 원천으로 골수가 가장 많이 이용

된다 11). 중간엽줄기세포는 이렇듯 신체의 다양한 곳에 존재하지만 구별되는 특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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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가 없어 분리와 식별은 복잡하다. 2006 년에 International society for cellular 

therapy 에서 중간엽줄기세포를 식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배양용기에 부착되어 증식되어야 한다. 둘째, 특정 세포표면 항원으로 CD105, 

CD73, CD90 이 존재하여야 하며 조혈모세포 항원인 CD45, CD34, CD14, CD11b, 

CD79α , CD19 또는 HLI-DR 항원 등은 없어야 한다. 셋째, 시험관 내에서 골모세

포, 지방세포, 연골모세포로 분화 할 수 있어야 한다 12).

최근 20 여년에 걸쳐서 COPD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중간엽줄기세포의 치료효과

가 연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 엘라스

타아제, 담배연기, papain 을 이용한 폐기종 동물모델에서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와 지방조직유래 중간엽줄기세포는 성공적으로 손상된 폐조직을 재생하는 효과를

보였다 13-15). 그리고 제대혈에서 유래한 중간엽줄기세포의 정맥내 투여를 통해서 폐

기종 마우스모델의 파괴된 폐포의 재생능력과 함께 재생을 위한 최적 세포수를 결정

할 수 있었다 16). 중간엽줄기세포의 효과를 보기위한 COPD 동물모델연구의 주요 내

용을 표로 정리하였다. (Table 1.)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간엽줄기세포 임

상연구는 현재까지 4 개가 완료되어 보고되었다 17-21). 임상연구 중에서 가장 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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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된 연구는 미국에서 수행한 다기관 이중맹검무작위대조시험으로 6 개기관에서

참여하였고 62 명의 중등도 이상의 COPD 환자를 입적하여 동종 골수유래 중간엽줄

기세포 (Prochymal®)의 정맥내 투여의 안정성과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17). 용

량은 1 회 주사에 1.0X108 개의 세포를 1 개월간격으로 4 개월동안 투여하였고 처음

투여 후 2 년간 경과관찰 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중간엽줄기세포 투여와 관련된 중

증 또는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아 안전성은 확인하였으나 효과

를 보는 주된 지표인 폐기능이나 삶의 질은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사후비교분

석에서 기저 C-반응단백질이 높았던 환자가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 받은 경우 C-

반응단백질의 빠른 감소가 관찰되어 중간엽줄기세포가 항염증작용을 한다는 추측을

할 수 있었다 17). 중간엽줄기세포의 COPD 임상연구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다.

(Table 2.)

최근 중간엽줄기세포 중에서 제대의 Wharton's jelly 에서 유래한 중간엽줄기세

포 (Wharton’s jelly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WJMSCs)의 특성이 보고

되었고, 다양한 질환들에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확인과 함께 효과적인

세포치료를 위한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22-24). WJMSCs 은 골세포, 연골세포 및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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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로 분화할 수 있고 25,26), 실험실 배양에서 골수나 지방조직에서 유래한 줄기세

포보다 분열능력이 더 좋고 26) 상대적으로 분화가 덜 된 상태로 여겨진다 27). 이러한

특성으로 세포치료제 연구에 WJMSCs 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 WJMSCs 은 또한

골수나 다른 조직에서 유래하는 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CD29, CD44, CD73, 

CD90 와 CD105 를 발현하고 조혈세포의 표지자인 CD34, CD45 와 조직적합항원

인 CD14, CD31 과 CD33 은 발현하지 않는다 28,29). 본 연구에서는 WJMSCs 을 이

용하여 동물모델에서 폐기종의 치료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동물모델에서는 중간엽줄기세포의 투여로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된 반면에 임상연

구에서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이러한 효과 차이의 원인으로 투여된 중간엽줄기

세포의 용량이 적은 점, 폐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점, 중간엽줄기세포가 생체

내에서 생존율이 낮은 점, 중간엽줄기세포의 효능이나 생물학적 활성이 낮은 점 등

이 고려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간엽줄기세포의 생존율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 줄기세포에 저산소, 열, 영양 결핍, 유전자 조작 등의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고, 생물학적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 염증성 환경을 유발할 수 있는 전달물질

(INF-γ , TNF-α , IL-1, 케모카인, 류코트리엔 등)이나 pioglitazon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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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ylcysteine, tetrandrine 등을 첨가해 볼 수 있다 30). Pioglitazone 은 peroxi-

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s-g (PPAR-g)의 작용제로 지방세포의 분화

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31) PPAR-g는 중간엽줄기세포에서도 표현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pioglitazone 을 이용한 PPAR-g의 활성화가 세포가 분화하는 동

안 중간엽줄기세포의 표현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동물실험

을 통해서 중간엽줄기세포의 효능 강화효과를 확인하였다 32). 또한 최근 연구결과

Pioglitazone 으로 강화된 지방줄기세포가 일반 지방줄기세포에 비해서 폐기종 마

우스모델에서 치료효과를 증가시키고 성장인자의 생산을 늘리는 결과를 보였다 33).

본 연구에서는 중간엽줄기세포의 효능 강화를 목적으로 pioglitazone 을 중간엽줄기

세포에 혼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엘라스타아제와 담배연기에 의해서 유도된 폐기종 마우스 모델에

서 pioglitazone 으로 전처치한 WJMSCs 의 치료효과를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pioglitazone 으로 전처치한 WJMSCs 이 정맥으로 투여되었을 때 마우스모델 체내

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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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연구방법

1. 세포 획득과 pioglitazone 전처치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서울아산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제대에서 Whar-

ton’s jelly 를 얻었다. Wharton’s jelly 에서 중간엽줄기세포(WJMSCs)는 다음에 기

술한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제대에서 혈관을 제거한 후에 작은칼을 이용해서

Wharton’s jelly 를 포함한 조직을 박리하여 작은 분절로 만든다. 박리된 조직 분절

은 10% fetal bovine serum (FBS)과 항생제를 함유한 Minimum essential medi-

um, alpha modification (α -MEM)와 함께 100mm 세포배양접시에 담고 가습된

37℃, 5% CO2 배양기에 두고 1 주간 배양시킨다. 배양된 조직 분절은 0.05% 트립탄

-EDTA (Gibo Life Technologies)로 처리하고 0.45 ㎛ 세포 strainer 를 통과시켜

WJMSCs 를 얻는다. (Fig. 2) 중간엽줄기세포는 유세포분석기를 이용하여 CD73, 

CD90, CD105 의 세포표면 표지자가 양성이고 CD45 표지자가 음성인 것을 확인하

여 식별하였다. (Fig. 3) 분리된 WJMSCs 은 5 회 계대배양을 한 후에 동결 보관하였

고 실험을 위해서 해동한 후에 추가로 계대배양 후 8 회 계대배양한 WJMSCs 을 이

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pioglitazone 으로 강화된 WJMSC (pioWJMSCs)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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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 위하여 WJMSCs 이 포함된 배지에 3μ molL-1 pioglitazone 을 혼합하여 1 주

간 유지하였다.

Fig. 2 Microscopic image of Wharton’s jelly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Fig. 3 Flow cytometry identification of Wharton’s jelly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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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동물

7 주령의 C57BL/6 암컷 마우스를 Orient Bio (Seongnam, Korea)에서 구매하여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실험동물연구실에서 specific pathogen-free (SPF) 조건에서

수용하였다. 모든실험은울산대학교동물실험위원회의승인을받아수행하였다.

3. 두 종류의 마우스 폐기종모델의 유도

1) 엘라스타아제 유도 폐기종모델은 0.6U 의 돼지 췌장 엘라스타아제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를 기관으로 투여하여 만들었다 16). 1 주후에

1x104 개의 pioWJMSCs 이나 1x104 개의 WJMSCs 를 꼬리정맥 내로 주사

하였다. 14 일째에 마우스를 희생하여 폐를 적출하였고 조직학적 분석을 위

해 슬라이드를 만들었다.

2) 흡연유도 폐기종모델은 6 개월간 주 5 회 8.5mg 의 타르와 0.9mg 의 니코틴

이 함유된 상업적으로 구매한 담배 (Camel, R. J. Reynolds Tobacco Com-

pany, USA)의 연기를 흡입하도록 하여 만들었다 14). 담배연기 흡입 6 개월

후 마우스에 1x104 개의 pioWJMSCs 이나 1x104 개의 WJMSCs 를 꼬리정

맥 내로 주사하였고, 1 주후에 희생하여 폐를 적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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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설계

Fig. 4 Experimental design for the study of therapeutic effects of pioglita-

zone-augmented Wharton’s jelly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pioWJM-

SCs) in emphysema animal models.

IV denotes intrave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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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과 폐기종 정량

얻어진 폐조직은 0.5% 저융점 정제우무로 부풀렸고 4% 포르말린으로 고정을 하

고 파라핀으로 처리하여 6-㎛두께로 절단하여 이후 헤마톡실린-에오신염색을 하여

슬라이드를 준비하였다. 준비된 슬라이드의 각 폐조직 단면의 폐기종의 중증도 평가

는 mean linear intercept (MLI)방법으로 하였다 34). 제작된 슬라이드의 폐기종 평

가는 2 명의 연구원이 맹검방법으로 진행하였고, MLI 는 한 슬라이드에서 100 배율

로 5 장의 사진을 찍고 1 장의 사진에서 4 구획의 수를 세어 평균을 구하여 계산하였

다. (Fig. 5)

Fig. 5 An example of mean linear intercept method for evaluation of em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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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 severity in an elastase-induced emphysema model.

After counting the number of intersections between grid line and alveolar 

septum, the mean linear intercept value was calculated by the GraphPad 

Prism program. Numbers and arrows denote intersections between grid line 

and alveolar sep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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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광광학영상 (fluorescence optical imaging)

정맥내 투여된 pioWJMSCs 의 폐로 이동과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형광광학

영상 분석을 사용하였다 35). pioWJMSCs 의 표시자로 Quantum dots (QDs (Q-

Tracker 80)) 세포 표시 키트 (Invitrogen)를 이용하였다. pioWJMSCs 를 성장배지

200μ L 에 현탁상태로 만들어 10 nM QDs 용액을 첨가하여 표시하였다. 60 분후에

QDs 로 표시된 세포를 성장배지로 두차례 세척하였다. QDs 800 으로 표시된

3X105 개의 pioWJMSCs 은 100 ㎕의 식염수로 현탁상태로 만들어 마우스의 꼬리정

맥을 통해서 주사하였다. 마우스를 1, 4, 24 와 72 시간째에 희생하였고 폐의 영상은

IVIS Spectrum Pre-clinical In vivo Imaging System (PerkinElmer, Waltham, 

MA, USA)로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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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간 특이 Alu 순서 (human-specific Alu sequence)를 이용한 pioWJMSCs 세포

추적

100 ㎕의 생리식염수에 3X105 개의 pioWJMSCs 가 포함되도록 희석하여 마우스

의 꼬리정맥을 통해서 주사하였다. 마우스는 정주 후 1, 4, 24 와 72 시간째에 희생

하였고 폐를 적출한 이후에 genomic DNA extraction kit (Qiagen, Duesseldorf, 

Germany)를 이용하여 genomic DNA 를 추출하였다. 폐에 발견된 세포수를 추정하

기위해 pioWJMSCs 을 이용하여 표준화된 곡선방법을 수행하였다. 정량중합효소연

쇄반응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qPCR)은 이전에 기술한 방법으

로 수행하였다 35). 중합효소연쇄반응은 LightCycler® 480 SYBR Green I Master 

(Roche)를 이용하여 95℃에서 15 초동안 70℃에서 1 분동안 40 회를 반복하여 증

폭되도록 하였다. 중합효소연쇄반응은 LightCycler 480 (Roche)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길잡이 순서는 Alu, 5’-CGAGGCGGGTGGATCAT-GAGGT-3’

와 5’-TCTGTCGCCCAGGCCGGACT-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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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GraphPad Prism ver. 5 프로그램 (GraphPad Software Inc., La 

Jolla, CA, USA)을 이용하였고, 각 결과의 수치는 평균 ± 표준오차로 표기하였다.

각 폐기종 모델에 pioWJMSCs 의 효과연구에서는 각 실험군당 마우스의 개체 수는

6 마리였고 mean linear intercept 를 비교하였다. 각 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Mann-Whitney U 검정을 적용하였다. pioWJMSCs 의 폐내 추적관찰연구에서는

각 군당 개체 수는 3 마리였고, 형광광학영상의 결과인 형광세기와 정량중합효소연

쇄반응 결과를 통한 각 폐의 세포수를 Mann-Whitney U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모

든 통계분석은 p-value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

다.



17

결 과

1. 엘라스타아제 유도 폐기종 모델

기도내 엘라스타아제를 투여한 폐기종 마우스 모델에서 1 주후에 폐기종 중증도

지표인 mean linear intercept (MLI)는 43.55±1.9 ㎛에서 92.57±4.56 ㎛로 증가

되어 (p<0.0001) 심한 폐손상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WJMSCs 나 pioWJMSCs 를 투

여 받은 엘라스타아제 유도 폐기종 마우스 모델에서 MLI 는 각각 72.80±2.87 ㎛와

59.02±2.42 ㎛로 유의하게 폐기종 정도가 감소하였다. Pioglitazone 전처치유무에

따라 분석했을 때 pioglitazone 전처치군이 전처치하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폐

기종 감소 효과를 보였다 (p<0.01).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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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therapeutic effects of pioglitazone-augmented Wharton's jelly de-

rived mesenchymal stem cells (pioWJMSCs) on lung regeneration in elas-

tase-induced emphysema mice.

A. Morphometric analysis of the mean linear intercept.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 ± SEM, (n=6).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differences are indicated. 

(**p<0.01, ***p<0.001, ****p<0.0001), B. Hematoxylin and eosin (H&E) 

stained lung tissue sections on day 14. ((− ) control: no elastase, Elastase: 

0.6U of elastase, Elastase+WJMSCs: elastase+1x104 WJMSCs, Elas-

tase+pioWJMSCs: elastase+1x104 pioWJMSCs) Scale bars, 0.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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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배연기 흡입에 의해 유도된 폐기종 모델

6 개월간의 담배연기 흡입에 유도된 폐기종 마우스 모델에서 MLI 가 35.43±0.8

㎛에서 51.65±1.36 ㎛로 증가되어 유의한 폐손상을 확인하였다 (p<0.0001).

WJMSCs 이나 pioWJMSCs 을 투여 받은 군은 MLI 가 각각 41.25±0.98 ㎛와

38.97±0.61 ㎛로 투여 받지 않은 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01). 하

지만 pioglitazone 전처치 여부에 따라서 폐기종 정도는 차이가 없었다 (p=0.0715).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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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therapeutic effects of pioglitazone-augmented Wharton's jelly de-

rived mesenchymal stem cells (pioWJMSCs) on lung regeneration in smoke-

induced emphysema mice.

A. Morphometric analysis of the mean linear intercept.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 ± SEM, (n=6).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differences are indicated. 

(***p<0.001, ****p<0.0001, ns=not significant), B. Hematoxylin and eosin 

(H&E) stained lung tissue sections after 7days of injection. ((− ) control: no 

smoke, SM: smoke only, SM+WJMSCs: smoke+1x104 WJMSCs, 

SM+pioWJMSCs: smoke+1x104 pioWJMSCs) Scale bars, 0.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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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우스에 pioWJMSCs 정주 후 추적

1) Quantum dot (QD)로 표시한 형광영상

정주한 pioWJMSCs 의 폐내에 분포를 추적하기 위해 pioWJMSCs 에 QDs 를 표

시하였다. QDs 로 표시한 pioWJMSCs 를 마우스에 정주한 후에 1, 4, 24, 72 시간

에 광학영상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의 형광 세기를 분석하였다. 형광신호는 4 시간까

지 검출되었고 서서히 약화되어 72 시간 이후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대조군에

서는 모든 시간대에서 형광신호가 검출되지 않았다.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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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racking of pioglitazone-augmented Wharton's jelly derived mesen-

chymal stem cells (pioWJMSCs) after intravenous injection in the lung.

A. The fluorescence images of the lung from (− ) control mice or quantum 

dots (QDs) labeled pioWJMSCs-intravenously injected mice at 1, 4, 24 and 

72h. Representative images are shown (n=3). B. Radiant efficiency of the 

lung from negative control mice or QDs labeled pioWJMSCs-intravenously 

injected mice at 1, 4, 24 and 72h.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differences are 

indicated.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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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특이 Alu 순서를 이용한 추적

정맥내 투여된 pioWJMSCs 의 상대적 양을 측정하기 위해, pioWJMSCs 를 정주

한 마우스와 정주하지 않은 마우스의 폐에서 추출된 genomic DNA 를 실시간 중합

효소연쇄반응을 수행하여 정량하였다. 정량중합효소연쇄반응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pioWJMSCs 10, 102, 103, 104, 105 갯수로부터 유전체 DNA 10ng

을 기준으로 회귀 r2 값 곡선을 계산하였다. (Fig. 9A) 결정된 곡선을 정맥내로 투여

된 pioWJMSCs 의 폐내의 세포수를 결정하는 표준곡선으로 사용하였다. 정주 1 시

간후에 약 1,500 개의 pioWJMSCs 가 폐내에서 검출되었고 24 시간까지 관찰할 수

있었다. 정주 72 시간 이후에는 pioWJMSCs 이 폐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Fig.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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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quantification of the amount of intravenously injected pioglita-

zone-augmented Wharton's jelly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pioWJM-

SCs) in the lung.

A. Standard curve to evaluate the determination of pioWJMSCs in the lung. B. 

The amount of pioWJMSCs in the lung from pioWJMSCs-injected mice or 

control mice were calculated based on standard curve.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 ± SEM, (n=3).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differences are indicated.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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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를 통해서 폐기종 마우스모델에 인간 제대에서 추출한 중간엽줄기세

(Wharton’s jelly mesenchymal stem cells, WJMSCs)의 투여가 파괴된 폐조직의

재생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고 pioglitazone 을 전처치한 WJMSCs (pioWJM-

SCs) 치료군이 전처치를 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엘라스타아제로 유도된 폐기종 마

우스모델에서 폐기종의 재생효과가 더 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형광광학영상 (flu-

orescence optical image)과 인간 특이 Alu 순서 정량중합효소연쇄반응 (human-

specific Alu sequence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하여 정

맥내로 투여된 pioWJMSCs 의 정상 마우스 폐내에서 시간에 따른 양적 변화를 측정

하여, pioWJMSCs 투여 후 1 시간째에 가장 많은 세포가 폐내에서 관찰되었고 72

시간 이후에는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이전 동물 실험연구의 폐기종에 대한 중간엽줄기세포의 재생

효과를 재확인하였다. Shigemura 등 36)이 처음으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를 동물모델에 적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돼지 췌장 엘라스타아제

로 쥐에 폐기종을 유도하고 7 일째 정맥내로 지방유래중간엽줄기세포 (접착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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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CD44+/CD90+/CD45-)를 투여하여 14 일째에 분석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지

방유래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 받은 군에서 폐포와 내피구조가 복원되었음을 면역조

직화학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치료군에서 의미 있는 증식세포의 증가와 자멸세포수

의 감소를 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가스교환과 운동 내성의 향상을 관찰하였다. 이후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는 다양한 생체내 실험 13,14,37-43)과 메타분석 44)이 발표되었다.

또한 최근 보고에 따르면 지방조직 유래 줄기세포 (adipose-derived stem cells, 

ASCs)와 ASCs 유래 나노소포 (ASCs-derived nanovesicles)가 마우스 폐기종모

델에서 폐 재생에 치료효과가 있고 성장인자의 생산을 증가시킴을 보여주었다 33,45).

각각의 연구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였다. 중간엽줄기세포의 원천, 투여방식

(정맥내 주사 또는 기관내 주입), 투여용량, 투여횟수, 투여시기, 효과를 평가하는 기

간 등의 다양한 변수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치료 요법의 효과에 대한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16,39,46,47). 하지만 중간엽줄기세포의 낮은 용량에서도 폐

구조가 호전되었고, 조직에 폐기종이 확립된 상태에서 치료가 늦더라도 여전히 효과

가 있어 46) 동물 폐기종 모델에서 중간엽줄기세포가 폐기종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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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엽줄기세포의 이러한 재생효과의 명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간엽줄

기세포를 정맥이나 기관지로 투여했을 때 실제 폐에서 정착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중간엽줄기세포가 상피세포로 직접 분화가 될 가능성은 낮

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15,48). 대신에 여러 연구에서 중간엽줄기세포가 주변분비작용

을 통해서 COPD 의 치료에 필수적인 항염증, 면역조절, 조직복구 효과를 보임을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형광광학영상과 인간특이 Alu 순서를 이용하여 pioWJM-

SCs 을 추적한 결과 1 시간째에 폐내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고 72 시간에는 관찰되

지 않아 pioWJMSCs 이 폐내에서 정착되어 직접 분화되어 효과를 보였다기 보다는

주변분비작용을 통해서 폐기종을 호전시킨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주변분비 작용 중에서 항염증 작용은 다양한 인자를 분비하여 나타나는데, 

프로스타글란딘 E249), 인터루킨-1050) 등의 항염증 전달물질의 증가와 인터루킨-1

β , 인터루킨-6, 종양괴사인자, 인터페론-g, indoleamine-pyrrole 2,3-

dioxygenase, 간세포성장인자, 산화질소, 케모카인 (C-C motif) 리간드 2 등의 염

증 전달물질의 감소를 14,51) 통해서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

진다. 중간엽줄기세포에 의한 면역조절효과는 세포간 접촉 과정을 통해 국소 전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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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52,53). 세포접촉을 통한 중간엽줄기세포의 면

역조절작용 기전으로 세포부착분자 (cell adhesion molecules, 예를 들어

CD274/programmed death ligand 1, vascular cell adhesion molecule-1, ga-

lectin-1 등)의 분비, T 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감소, Treg 의 T2 분율의 증가 54)와

자연살해세포의 억제 55)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마우스 폐기종 모델에서 혈관내피성

장인자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와 같은 성장인자의 중요한 역

할을 보여주었고 37,56), 개 폐기종 모델에서 섬유모세포성장인자-2 (fibroblast 

growth factor-2, VEGF-2)에 의해 정착한 줄기세포의 재생을 강화하는 결과를 보

여 조직 복구의 효과를 보여 주었다 57). (Fig. 10)

본 연구에서 사용된 WJMSCs 은 제대로부터 분리된 원시간엽세포로 골수나 지방

조직유래 줄기세포와 같은 다른 조직에서 유래하는 줄기세포에 비해서 더 젊은 세포

로 인식되고 아래 기술한 내용과 같은 특징이 있어 치료적으로 응용하는 데 주목할

만한 원천으로 여겨지고 있다. WJMSCs 은 중간엽줄기세포를 추출하는 효율이 골수

나 지방조직에 비해서 더 나음이 보고되었고 58-60), 증식 능력이 좋고 61) 다량의 성장

인자를 생산할 수 있으며 62) 면역원성이 적음이 보고 되었다 63). 그리고 다른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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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의 중간엽줄기세포에 비해서 더 원시적 성격을 가지고, 기형발생의 위험이 적고

생존기간이 길며 윤리적 문제가 없고, 세포를 모으는데 비침습적이고 기술적으로 간

단하다. 신생아 조직으로부터 유래한 WJMSCs 은 성숙한 중간엽줄기세포에 비해 젊

은 유전형과 표현형을 보여 기존의 조직환경에 더 나은 적응력과 항염증, 면역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여겨진다 64,65). WJMSCs 을 이용한 폐질환에 대한 동물실험

은 블레오마이신 유도 폐손상 마우스모델 66), 대장균 유도 급성 폐손상 마우스모델

67)과 지질다당질 유도 마우스 모델 68)등 에서 시행되었고 항염증과 면역조절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WJMSCs 을 이용한 임상연구는 1 형과 2 형 당뇨병 69,70), 전신

홍반루프스 71), 후기발생 출혈방광염 72) 등의 질환에서 시행되었고 전신투여로 안정

성과 효과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WJMSCs 을 이용하여 COPD 환자를 대

상으로 안정성과 효과를 조사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WJMSCs 을 이용하여 폐기

종의 치료효과를 확인한 동물실험연구로는 최초로 이루어진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줄기세포치료가 동물모델에서는 효과가 뚜렷한 반면에 임상연구에서는 효과가 명

확하지 않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효과 차이의 원인으로 투여된 중간엽줄기세포의 용량이 적은 점, 폐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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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점, 중간엽줄기세포가 생체내에서 생존율이 낮은 점, 중간엽

줄기세포의 효능이나 생물학적 활성이 낮은 점 등이 고려되고 있다. 또한 골수가 중

간엽줄기세포의 가장 좋은 원천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증자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줄기세포의 수와 증식능력은 떨어진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제대에서 WJMSCs 을 추출하여 사용하였고 WJMSCs 의 치료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pioglitazone 으로 전처치한 WJMSCs 투여를 시도하였다. Pioglitazone 은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s-g (PPAR-g)의 작용제로 지방세포

의 분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 PPAR-g는 중간엽줄기세포에서도 표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pioglitazone 을 이용한 PPAR-g의 활성화가 세포가 분화

하는 동안 중간엽줄기세포의 표현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Shinmura 등 32)은 pioglitazone 으로 전처치한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심근경

색 동물모델에 이식하여 심조직이 복구됨을 보고하였고 또한 실험실내 연구에서

pioglitazone 이 PPAR-g의 활성화를 통해서 인간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심근

으로 전환분화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Werner 등 73)은 pioglitazone 이 관상

동맥질환 환자의 골수에서 유래하는 endothelial progenitor 세포의 기능과 수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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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킨다고 보고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pioglitazone 의 동맥경화의 치료효과의 하나

의 기전을 설명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최근에 Vosough 등 74)은 2 명의 간경

화환자에게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이식과 함께 pioglitazone 을 경구로 복용한 결

과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동시 투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Pioglitazone 이 줄

기세포에 대한 효과의 기전은 명확하지 않지만 PPAR-g의 활성화가 Cx43 표현을

증가시켜 중간엽줄기세포의 생존과 치료효과를 강화시킨다는 결과의 연구 75)가 있

고 동물폐기종 모델에서 pioglitazone 을 전처치한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가 혈관

내피성장인자와 같은 성장인자의 증가를 보여 pioglitazone 이 주변분비 효과를 증

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33).

본 연구에서는 pioWJMSCs 이 엘라스타아제 유도 폐기종모델에서는 WJMSCs 과

비교하여 폐기종 감소효과가 더 있었지만 흡연유도 폐기종모델에서는 두 군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이는 폐기종모델의 차이에 의할 가능성이 고려된다. 흡

연유도 폐기종 모델은 엘라스타아제 유도 모델에 비해서 만성적 경과의 모델로서 줄

기세포에 pioglitazone 의 전처치는 급성 폐 손상에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폐기종 동물모델에서 흡연유도 모델은 엘라스타아제 모델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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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폐기종의 정도가 약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있음에도 실험의 개체수가

적어서 치료효과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COPD 환자 치료를 위한 pioWJMSCs 의 향후 임상연구를 위해서 정맥내 투여된

pioWJMSCs 의 체내 분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에 정맥내로

투여된 pioWJMSCs 의 폐내 분포를 추적하기 위해서 QDs 표시 키트를 이용한 형광

광학 영상분석과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한 인간특이 Alu 순서를 수행하였다.

pioWJMSCs 정주후에 1 시간째에 pioWJMSCs 가 폐내에서 최대한 검출되었고 72

시간 이후에는 pioWJMSCs 이 폐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pioWJMSCs 이 폐내에서 정착되어 직접 분화되어 치료효과를 보이

기 보다는 주변분비작용을 통해서 효과를 나타낸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판단된다.

형광광학영상을 이용하는 경우 조직에서 QDs 가 표시된 세포의 분포를 추적하는

데 용이하다. QDs 는 살아있는 세포에 독성이 없고 안정적이고 높은 민감도의 형광

을 가지며 임상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76,77).

본 연구에서는 형광광학영상을 이용한 줄기세포의 추적과 함께 마우스 폐내에 존

재하는 pioWJMSCs 을 인간 특이 Alu 순서를 포함한 정량적 중합효소연쇄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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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시간대 별로 정량화 하였다. pioWJMSCs 정주후에 1 시간째에 가장 많은

수의 pioWJMSCs 가 관찰되었고 72 시간 이후에는 폐내에 존재하는 pioWJMSCs 

수가 대조군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 Alu 순서는 인트론내에서 흔히 발견되고 매우

높은 복제수로 (~500,000 copies)로 인간유전체에 존재한다 78). 인간 특이 Alu 순

서를 포함한 정량적 중합효소연쇄반응은 매우 민감하고 특이적이고 분석속도가 빠

를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 마우스의 폐에서 인간유전체를 검출하는데 사용

되었다 79,80). 본 연구에서 수행한 줄기세포의 추적방법은 줄기세포연구를 좀 더 활

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로 본 연구는 예비실험으로 임상연구로 나아가기 전에

충분한 개체 수에서 반복적이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혈액이나 폐포세

척액 등의 검체에서 세포 종류나 시토카인, 케모카인 등의 생물학적 표지자를 분석

하지 않아 pioglitazone 전처치여부가 어떤 기전으로 추가적인 폐기종의 감소효과

를 나타내었는 지 추정하기 어렵다. 향후 추가적인 기전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WJMSCs 의 폐내 분포 추적에 정상 마우스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폐기종 동물모델에

서의 줄기세포의 폐내 분포를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4

결 론

Pioglitazone 으로 강화된 Wharton’s jelly 에서 유래한 중간엽줄기세포 (WJM-

SCs)는 엘라스타아제로 유도된 폐기종 동물모델에서 pioglitazone 으로 전처치하지

않은 WJMSCs 에 비해 더 나은 폐기종 치료효과를 보여주어 향후 임상연구에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5

참고문헌

1)   Vogelmeier CF, Criner GJ, Martinez FJ, Anzueto A, Barnes PJ, Bourbeau 

J, et al. Global Strategy for the Diagnosis,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2017 Report. GOLD Executive Summary. 

Am J Respir Crit Care Med 2017;195:557-82.

2)   Lozano R, Naghavi M, Foreman K, Lim S, Shibuya K, Aboyans V, et al. 

Global and regional mortality from 235 causes of death for 20 age groups in 

1990 and 2010: a systematic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0. Lancet 2012;380:2095-128.

3)   Kolios G, Moodley Y. Introduction to stem cells and regenerative 

medicine. Respiration 2013;85:3-10.

4)   Cho GS, Fernandez L, Kwon C. Regenerative medicine for the heart: 

perspectives on stem-cell therapy. Antioxid Redox Signal 2014;21:2018-31.

5)   Donega V, Nijboer CH, van Velthoven CT, Youssef SA, de Bruin A, van 

Bel F, et al. Assessment of long-term safety and efficacy of intranasal 

mesenchymal stem cell treatment for neonatal brain injury in the mouse. 

Pediatr Res 2015;78:520-6.

6)   Zhao DC, Lei JX, Chen R, Yu WH, Zhang XM, Li SN, et al. Bone marrow-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protect against experimental liver fibrosis in 



36

rats. World J Gastroenterol 2005;11:3431-40.

7)   Zhu Y, Chen X, Yang X, Ei-Hashash A. Stem cells in lung repair and 

regeneration: Current applications and future promise. J Cell Physiol 

2018;233:6414-24.

8)   Matthay MA, Goolaerts A, Howard JP, Lee JW. Mesenchymal stem cells 

for acute lung injury: preclinical evidence. Crit Care Med 2010;38:S569-73.

9)   Friedenstein AJ, Petrakova KV, Kurolesova AI, Frolova GP. Heterotopic 

of bone marrow. Analysis of precursor cells for osteogenic and 

hematopoietic tissues. Transplantation 1968;6:230-47.

10)   Barzilay R, Melamed E, Offen D. Introducing transcription factors to 

multipotent mesenchymal stem cells: making transdifferentiation possible. 

Stem Cells 2009;27:2509-15.

11)   Iyer SS, Co C, Rojas M. Mesenchymal stem cells and inflammatory lung 

diseases. Panminerva Med 2009;51:5-16.

12)   Dominici M, Le Blanc K, Mueller I, Slaper-Cortenbach I, Marini F, 

Krause D, et al. Minimal criteria for defining multipotent mesenchymal 

stromal cells.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Cellular Therapy position 

statement. Cytotherapy 2006;8:315-7.

13)   Katsha AM, Ohkouchi S, Xin H, Kanehira M, Sun R, Nukiwa T, et al. 

Paracrine factors of multipotent stromal cells ameliorate lung injury in an 



37

elastase-induced emphysema model. Mol Ther 2011;19:196-203.

14)   Huh JW, Kim SY, Lee JH, Lee JS, Van Ta Q, Kim M, et al. Bone marrow 

cells repair cigarette smoke-induced emphysema in rats. Am J Physiol Lung 

Cell Mol Physiol 2011;301:L255-66.

15)   Schweitzer KS, Johnstone BH, Garrison J, Rush NI, Cooper S, Traktuev 

DO, et al. Adipose stem cell treatment in mice attenuates lung and systemic 

injury induced by cigarette smoking. Am J Respir Crit Care Med 

2011;183:215-25.

16)   Kim YS, Kim JY, Huh JW, Lee SW, Choi SJ, Oh YM. The Therapeutic 

Effects of Optimal Dose of Mesenchymal Stem Cells in a Murine Model of an 

Elastase Induced-Emphysema. Tuberc Respir Dis (Seoul) 2015;78:239-45.

17)   Weiss DJ, Casaburi R, Flannery R, LeRoux-Williams M, Tashkin DP. A 

placebo-controlled, randomized trial of mesenchymal stem cells in COPD. 

Chest 2013;143:1590-8.

18)   Ribeiro-Paes JT, Bilaqui A, Greco OT, Ruiz MA, Marcelino MY, Stessuk 

T, et al. Unicentric study of cell therapy i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pulmonary emphysema. Int J Chron Obstruct Pulmon Dis 2011;6:63-

71.

19)   Stolk J, Broekman W, Mauad T, Zwaginga JJ, Roelofs H, Fibbe WE, et al. 

A phase I study for intravenous autologous mesenchymal stromal cell 



38

administration to patients with severe emphysema. QJM 2016;109:331-6.

20)   de Oliveira HG, Cruz FF, Antunes MA, de Macedo Neto AV, Oliveira GA, 

Svartman FM, et al. Combined Bone Marrow-Derived Mesenchymal Stromal 

Cell Therapy and One-Way Endobronchial Valve Placement in Patients with 

Pulmonary Emphysema: A Phase I Clinical Trial. Stem Cells Transl Med 

2017;6:962-9.

21)   Stessuk T, Ruiz MA, Greco OT, Bilaqui A, Ribeiro-Paes MJ, Ribeiro-

Paes JT. Phase I clinical trial of cell therapy in patients with advance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follow-up of up to 3 years. Rev Bras 

Hematol Hemoter 2013;35:352-7.

22)   Kim DW, Staples M, Shinozuka K, Pantcheva P, Kang SD, Borlongan CV. 

Wharton's jelly-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phenotypic characterization 

and optimizing their therapeutic potential for clinical applications. Int J Mol 

Sci 2013;14:11692-712.

23)   Hammam OA, Elkhafif N, Attia YM, Mansour MT, Elmazar MM, 

Abdelsalam RM, et al. Wharton's jelly-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combined with praziquantel as a potential therapy for Schistosoma mansoni-

induced liver fibrosis. Sci Rep 2016;6:21005.

24)   Rachakatla RS, Marini F, Weiss ML, Tamura M, Troyer D. Development 

of human umbilical cord matrix stem cell-based gene therapy for 



39

experimental lung tumors. Cancer Gene Ther 2007;14:828-35.

25)   Romanov YA, Svintsitskaya VA, Smirnov VN. Searching for alternative 

sources of postnatal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candidate MSC-like 

cells from umbilical cord. Stem Cells 2003;21:105-10.

26)   Karahuseyinoglu S, Cinar O, Kilic E, Kara F, Akay GG, Demiralp DO, et 

al. Biology of stem cells in human umbilical cord stroma: in situ and in vitro 

surveys. Stem Cells 2007;25:319-31.

27)   Carlin R, Davis D, Weiss M, Schultz B, Troyer D. Expression of early 

transcription factors Oct-4, Sox-2 and Nanog by porcine umbilical cord 

(PUC) matrix cells. Reprod Biol Endocrinol 2006;4:8.

28)   Choudhery MS, Badowski M, Muise A, Harris DT. Comparison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derived from adipose and cord tissue. Cytotherapy 

2013;15:330-43.

29)   Wang HS, Hung SC, Peng ST, Huang CC, Wei HM, Guo YJ, et al. 

Mesenchymal stem cells in the Wharton's jelly of the human umbilical cord. 

Stem Cells 2004;22:1330-7.

30)   Silva LHA, Antunes MA, Dos Santos CC, Weiss DJ, Cruz FF, Rocco PRM. 

Strategies to improve the therapeutic effects of mesenchymal stromal cells in 

respiratory diseases. Stem Cell Res Ther 2018;9:45.

31)   Yamauchi T, Kamon J, Waki H, Murakami K, Motojima K, Komeda K, et 



40

al. The mechanisms by which both heterozygous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gamma (PPARgamma) deficiency and PPARgamma agonist 

improve insulin resistance. J Biol Chem 2001;276:41245-54.

32)   Shinmura D, Togashi I, Miyoshi S, Nishiyama N, Hida N, Tsuji H, et al. 

Pretreatment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with pioglitazone improved 

efficiency of cardiomyogenic transdifferentiation and cardiac function. Stem 

Cells 2011;29:357-66.

33)   Hong Y, Kim YS, Hong SH, Oh YM. Therapeutic effects of adipose-

derived stem cells pretreated with pioglitazone in an emphysema mouse 

model. Exp Mol Med 2016;48:e266.

34)   Thurlbeck WM. Measurement of pulmonary emphysema. Am Rev Respir 

Dis 1967;95:752-64.

35)   Kim YS, Kim JY, Shin DM, Huh JW, Lee SW, Oh YM. Tracking 

intravenous adipos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in a model of elastase-

induced emphysema. Tuberc Respir Dis (Seoul) 2014;77:116-23.

36)   Shigemura N, Okumura M, Mizuno S, Imanishi Y, Nakamura T, Sawa Y. 

Autologous transplantation of adipose tissue-derived stromal cells 

ameliorates pulmonary emphysema. Am J Transplant 2006;6:2592-600.

37)   Guan XJ, Song L, Han FF, Cui ZL, Chen X, Guo XJ, et al. Mesenchymal 

stem cells protect cigarette smoke-damaged lung and pulmonary function 



41

partly via VEGF-VEGF receptors. J Cell Biochem 2013;114:323-35.

38)   Li X, Zhang Y, Yeung SC, Liang Y, Liang X, Ding Y, et al. Mitochondrial 

transfer of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to

airway epithelial cells attenuates cigarette smoke-induced damage. Am J 

Respir Cell Mol Biol 2014;51:455-65.

39)   Antunes MA, Abreu SC, Cruz FF, Teixeira AC, Lopes-Pacheco M, 

Bandeira E, et al. Effects of different mesenchymal stromal cell sources and 

delivery routes in experimental emphysema. Respir Res 2014;15:118.

40)  Li Y, Gu C, Xu W, Yan J, Xia Y, Ma Y, et al. Therapeutic effects of 

amniotic fluid-derived mesenchymal stromal cells on lung injury in rats with 

emphysema. Respir Res 2014;15:120.

41)  Liu HM, Ma LJ, Wu JZ, Li YG. MSCs relieve lung injury of COPD mice 

through promoting proliferation of endogenous lung stem cells. J Huazhong 

Univ Sci Technolog Med Sci 2015;35:828-33.

42)   Zhen G, Liu H, Gu N, Zhang H, Xu Y, Zhang Z. Mesenchymal stem cells 

transplantation protects against rat pulmonary emphysema. Front Biosci 

2008;13:3415-22.

43)   Longhini-Dos-Santos N, Barbosa-de-Oliveira VA, Kozma RH, Faria CA, 

Stessuk T, Frei F, et al. Cell therapy with bone marrow mononuclear cells in 

elastase-induced pulmonary emphysema. Stem Cell Rev 2013;9:210-8.



42

44)   Liu X, Fang Q, Kim H. Preclinical Studies of Mesenchymal Stem Cell 

(MSC) Administration i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LoS One 2016;11:e0157099.

45)   Kim YS, Kim JY, Cho R, Shin DM, Lee SW, Oh YM. Adipose stem cell-

derived nanovesicles inhibit emphysema primarily via an FGF2-dependent 

pathway. Exp Mol Med 2017;49:e284.

46)   Kennelly H, Mahon BP, English K. Human mesenchymal stromal cells 

exert HGF dependent cytoprotective effects in a human relevant pre-clinical 

model of COPD. Sci Rep 2016;6:38207.

47)   Tibboel J, Keijzer R, Reiss I, de Jongste JC, Post M. Intravenous and 

intratracheal mesenchymal stromal cell injection in a mouse model of 

pulmonary emphysema. COPD 2014;11:310-8.

48)   Loi R, Beckett T, Goncz KK, Suratt BT, Weiss DJ. Limited restoration of 

cystic fibrosis lung epithelium in vivo with adult bone marrow-derived cells. 

Am J Respir Crit Care Med 2006;173:171-9.

49)   Nemeth K, Leelahavanichkul A, Yuen PS, Mayer B, Parmelee A, Doi K, 

et al. Bone marrow stromal cells attenuate sepsis via prostaglandin E(2)-

dependent reprogramming of host macrophages to increase their interleukin-

10 production. Nat Med 2009;15:42-9.

50)   Gupta N, Su X, Popov B, Lee JW, Serikov V, Matthay MA. 



43

Intrapulmonary delivery of bone marrow-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improves survival and attenuates endotoxin-induced acute lung injury in mice. 

J Immunol 2007;179:1855-63.

51)   Zhen G, Xue Z, Zhao J, Gu N, Tang Z, Xu Y, et al. Mesenchymal stem 

cell transplantation increases expression o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in papain-induced emphysematous lungs and inhibits apoptosis of lung 

cells. Cytotherapy 2010;12:605-14.

52)   Gao F, Chiu SM, Motan DA, Zhang Z, Chen L, Ji HL, et al. Mesenchymal 

stem cells and immunomodulation: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Cell 

Death Dis 2016;7:e2062.

53)   Yagi H, Soto-Gutierrez A, Parekkadan B, Kitagawa Y, Tompkins RG, 

Kobayashi N, et al. Mesenchymal stem cells: Mechanisms of 

immunomodulation and homing. Cell Transplant 2010;19:667-79.

54)   Han KH, Ro H, Hong JH, Lee EM, Cho B, Yeom HJ, et al. 

Immunosuppressive mechanisms of embryonic stem cells and mesenchymal 

stem cells in alloimmune response. Transpl Immunol 2011;25:7-15.

55)   Sotiropoulou PA, Perez SA, Gritzapis AD, Baxevanis CN, Papamichail M. 

Interactions between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and natural killer cells. 

Stem Cells 2006;24:74-85.

56)   Muyal JP, Muyal V, Kotnala S, Kumar D, Bhardwaj H. Therapeutic



44

potential of growth factors in pulmonary emphysematous condition. Lung 

2013;191:147-63.

57)   Morino S, Nakamura T, Toba T, Takahashi M, Kushibiki T, Tabata Y, et 

al. Fibroblast growth factor-2 induces recovery of pulmonary blood flow in 

canine emphysema models. Chest 2005;128:920-6.

58)   Weiss ML, Medicetty S, Bledsoe AR, Rachakatla RS, Choi M, Merchav S, 

et al. Human umbilical cord matrix stem cells: preliminary characterization 

and effect of transplantation in a rodent model of Parkinson's disease. Stem 

Cells 2006;24:781-92.

59)   Fraser JK, Wulur I, Alfonso Z, Hedrick MH. Fat tissue: an 

underappreciated source of stem cells for biotechnology. Trends Biotechnol 

2006;24:150-4.

60)   Pittenger MF, Mackay AM, Beck SC, Jaiswal RK, Douglas R, Mosca JD, 

et al. Multilineage potential of adult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Science 

1999;284:143-7.

61)   Amable PR, Teixeira MV, Carias RB, Granjeiro JM, Borojevic R. Protein 

synthesis and secretion in human mesenchymal cells derived from bone 

marrow, adipose tissue and Wharton's jelly. Stem Cell Res Ther 2014;5:53.

62)   Yoon JH, Roh EY, Shin S, Jung NH, Song EY, Chang JY, et al. 

Comparison of explant-derived and enzymatic digestion-derived MSCs and 



45

the growth factors from Wharton's jelly. Biomed Res Int 2013;2013:428726.

63)   Weiss ML, Anderson C, Medicetty S, Seshareddy KB, Weiss RJ, 

VanderWerff I, et al. Immune properties of human umbilical cord Wharton's 

jelly-derived cells. Stem Cells 2008;26:2865-74.

64)   Baksh D, Yao R, Tuan RS. Comparison of proliferative and multilineage 

differentiation potential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derived from 

umbilical cord and bone marrow. Stem Cells 2007;25:1384-92.

65)   Wu LF, Wang NN, Liu YS, Wei X. Differentiation of Wharton's jelly 

primitive stromal cells into insulin-producing cells in comparison with 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s. Tissue Eng Part A 2009;15:2865-73.

66)   Moodley Y, Atienza D, Manuelpillai U, Samuel CS, Tchongue J, 

Ilancheran S, et al. Human umbilical cord mesenchymal stem cells reduce 

fibrosis of bleomycin-induced lung injury. Am J Pathol 2009;175:303-13.

67)   Kim ES, Chang YS, Choi SJ, Kim JK, Yoo HS, Ahn SY, et al. Intratracheal 

transplantation of human umbilical cord blood-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attenuates Escherichia coli-induced acute lung injury in mice. Respir 

Res 2011;12:108.

68)   Li J, Li D, Liu X, Tang S, Wei F. Human umbilical cord mesenchymal 

stem cells reduce systemic inflammation and attenuate LPS-induced acute 

lung injury in rats. J Inflamm (Lond) 2012;9:33.



46

69)   Hu J, Yu X, Wang Z, Wang F, Wang L, Gao H, et al. Long term effects of 

the implantation of Wharton's jelly-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from the 

umbilical cord for newly-onset type 1 diabetes mellitus. Endocr J 

2013;60:347-57.

70)   Liu X, Zheng P, Wang X, Dai G, Cheng H, Zhang Z, et al. A preliminary 

evaluation of efficacy and safety of Wharton's jelly mesenchymal stem cell 

transplantation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Stem Cell Res Ther 

2014;5:57.

71)   Wang D, Li J, Zhang Y, Zhang M, Chen J, Li X, et al. Umbilical cord 

mesenchymal stem cell transplantation in active and refractory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a multicenter clinical study. Arthritis Res Ther 

2014;16:R79.

72)   Wang Y, Chen F, Gu B, Chen G, Chang H, Wu D. Mesenchymal stromal 

cells as an adjuvant treatment for severe late-onset hemorrhagic cystitis 

after allogene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Acta Haematol 

2015;133:72-7.

73)   Werner C, Kamani CH, Gensch C, Bohm M, Laufs U. The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gamma agonist pioglitazone increases 

number and function of endothelial progenitor cells i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and normal glucose tolerance. Diabetes 2007;56:2609-15.



47

74)   Vosough M, Moossavi S, Mardpour S, Akhlaghpoor S, Azimian V, 

Jarughi N, et al. Repeated Intraportal Injection of Mesenchymal Stem Cells in 

Combination with Pioglitazone in Patients with Compensated Cirrhosis: A 

Clinical Report of Two Cases. Arch Iran Med 2016;19:131-6.

75)   Hou J, Wang L, Hou J, Guo T, Xing Y, Zheng S, et al.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 Promotes Mesenchymal Stem Cells 

to Express Connexin43 via the Inhibition of TGF-beta1/Smads Signaling in a 

Rat Model of Myocardial Infarction. Stem Cell Rev 2015;11:885-99.

76)   Yukawa H, Mizufune S, Mamori C, Kagami Y, Oishi K, Kaji N, et al. 

Quantum dots for labeling adipose tissue-derived stem cells. Cell Transplant 

2009;18:591-9.

77)   Yukawa H, Watanabe M, Kaji N, Okamoto Y, Tokeshi M, Miyamoto Y, et 

al. Monitoring transplanted adipose tissue-derived stem cells combined with 

heparin in the liver by fluorescence imaging using quantum dots. Biomaterials 

2012;33:2177-86.

78)   Batzer MA, Deininger PL. Alu repeats and human genomic diversity. Nat 

Rev Genet 2002;3:370-9.

79)   Nicklas JA, Buel E. Development of an Alu-based, real-time PCR 

method for quantitation of human DNA in forensic samples. J Forensic Sci 

2003;48:936-44.



48

80)   Batzer MA, Gudi VA, Mena JC, Foltz DW, Herrera RJ, Deininger PL. 

Amplification dynamics of human-specific (HS) Alu family members. Nucleic 

Acids Res 1991;19:3619-23.

81)   Broekman W, Khedoe P, Schepers K, Roelofs H, Stolk J, Hiemstra PS. 

Mesenchymal stromal cells: a novel therapy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Thorax 2018;73:565-74.



49

Table 1. Animal models investigating mesenchymal stem cells in COPD: methods and main outcomes

Author

(year)

Model

Cell source, num-

ber, route

Timing/frequency 

of cell therapy 

(from start)

Assessment of ef-

fects (from last cell 

therapy)

Main findings

Katsha, et al 

(2011)

C57BL/6 mice

IT PPE once

BM-MSC

0.5×106 IT

Day 14

Once
7, 14 and 21 days

Improved MLI, increased levels of HGF, EGF and

SLPI. Proposed mechanism via paracrine factors; infrequent 

engraftment or differentiation into epithelial cells.

Huh, et al

(2011)

Lewis rat

CS exposure

6 months

BMC/BM-MSC

0.6×106/6 x106 RB 

or MSC-CM

Month 6

Once

1, 7, 14, 28 days

(BMC) and 8 weeks

Improved MLI and vascular parameters (mPAP, numbers of 

small pulmonary vessels), increased proliferation and re-

duced apoptosis. Paracrine effect rather than engraftment.

Schweitzer, 

et al

(2011)

DBA/2J and 

C57BL/6 mice

CS exposure 2 (1), 

24 weeks (2) or 

VEGFR-inh (3)

AT-MSC (human)

0.3×106 IV

Day 14 once (1),

month 2– 4 twice

weekly, 4 times 

(2) or day 3 once 

(3)

1, 7, 21 days (1);

1 day (2) or 3 and

25 days (3)

Reduced inflammatory infiltration, decreased lung cell 

death and airspace enlargement. Effects on bone marrow 

and weight loss.

Kim, et al

(2015)

C57BL/6J mice

IT PPE once

UC-MSC (human)

0.01– 0.1×106 IV

Day 7

Once
7 days

Dose findings: improved MLI and increased VEGF with 

0.05×106 MSCs. No effects on apoptosis, MMPs, SLPI, 

TIMP1, HFG and FG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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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leted clinical trials of cell-based lung regeneration therapy for COPD

Location Patients Cell type Dose Frequency Route Follow-up Clinical trial No. Reference

US 4
Allogeneic 

BM-MSCs

1×108 cells/

infusion
Multiple; monthly ×4 IV 24 mo NCT00683722 Weiss et al.17)

Brazil 10
Autologous 

BMMCs
1×108 cells/mL Single IV

24 mo;

extended to 36 mo
NCT01110252

Ribeiro-Paes et al.18),

Stessuk et al.21)

Netherlands 10
Autologous 

BM-MSCs
1-2×106/kg Multiple; weekly ×2 IV 2 mo NCT01306513 Stolk et al.19)

Brazil 10
Allogeneic 

BM-MSCs
108/30ml Single IT 4 mo NCT01872624 de Oliveira et al.20)



51

Fig. 10 Suggested mechanisms underlying the modulation of inflammation and 

lung tissue repair by mesenchymal stem cells in COPD81)

MSCs potentially act through cell-to-cell contact, mitochondrial transfer and 

secretion of soluble factors (either directly secreted or in exosomes), includ-

ing growth factors, (anti)-inflammatory cytokines and chemokines (as indi-

cated), thereby improving tissue homeostasis by favoring repair and d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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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ing inflammatory responses. AMPs, antimicrobial peptides; CXCL1, chemo-

kine (C-X-X motif) ligand 1; IDO, indolamine 2,3-dioxygenase; EGF, epider-

mal growth factor; ECMp, extracellular matrix proteins; GM-CSF, granulo-

cyte 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 HGF, hepatocyte growth factor; 

IFN-β , interferon-β ; IL, interleukin; KGF, keratinocyte growth factor; MIF, 

migration inhibitory factor; MMP, matrix metalloproteinase; PGE2, prosta-

glandin E2; SLPI, secretory leucocyte protease inhibitor; TGF-β , transform-

ing growth factor-β ; TNF-α , tumor necrosis factor-α ; VEGF-A,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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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Therapeutic effects i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using pioglita-

zone augmented Wharton's jelly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Hyun Kuk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Ulsan University Hospital,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Ulsan, Korea

Background: Recent studies have reported that mesenchymal stem cells 

(MSCs) indicate potential cellular therapeutic properties for chronic obstruc-

tive pulmonary disease (COPD), which is characterized by emphysema. The 

potential therapeutic effects of Wharton's jelly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WJMSCs) augmented with pretreatment of pioglitazone on lung regen-

eration mouse emphysema models were examined.

Material and methods: Two mouse emphysema models, elastase-induced 

model and cigarette smoke-induced model were used for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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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MCSs (1x104/mouse) pretreated with or without pioglitazone were intra-

venously injected into the mice before sacrifice. The emphysema severity

was measured by mean linear intercepts (MLI) analysis using lung histology. 

The mice treated with pioglitazone-augmented WJMSCs (pioWJMSCs) and

the mice treated with non-augmented WJMSCs as well as to the control mice 

with no treatment of WJMSCs were compared.

Results: Pioglitazone-augmented WJMSCs appeared more regeneration of 

lung emphysema than non-augmented WJMSCs in the two mouse emphysema 

models. In the elastase-induced emphysema model, the MLIs were 

59.02±2.42 ㎛ (n=6), 72.80±2.87 ㎛ (n=6), for pioglitazone-augmented WJM-

SCs treated mice, none-augmented WJMSCs treated mice, respectively 

(p<0.01). Both pioglitazone-augmented WJMSCs and none-augmented WJM-

SCs showed the regeneration effect in the cigarette smoke emphysema mod-

el (MLIs were WJMSCs 41.25±0.98 ㎛ (n=6) in WJMSCs group and pioWJM-

SCs 38.97±0.61 ㎛ (n=6)in pioWJMSCs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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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1.36 ㎛ (n= 6)) (p<0.001). Pioglitazone-augmented WJMSCs and 

none-augmented WJMSCs treated mice showed no significant effect between 

two groups (p=0.0715).

Conclusion: Pioglitazone-augmented WJMSCs may have an augmented effect 

compared to the none-augmented WJMSCs in the elastase-induced emphy-

sema model in mice.

Keywords: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pioglitazone, Wharton’s 

jelly, mesenchymal stem cell, emphys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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