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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valence and mortality rate of cardiovascular disease continue to increase despite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and treatments. Stem cell therapy is a promising strategy
to repair and/or regenerate damaged cardiac tissue. Cardiac
progenitor cells may be stronger candidates than other stem
cells for cardiac cell therapy. Cardiac progenitor cells (CPCs)
residing in the heart (also referred to as cardiosphere-derived
cells (CDCs) exert a therapeutic potential in repairing heart
damage. Numerous studies have identified candidate CPC cell
surface markers, including c-kit, stem cell antigen 1 (Sca1),
and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receptor α (PDGFRα).
CPCs are capable of differentiating into multiple mature cardiac cell types, including cardiomyocytes (CM), smooth muscle cells (SMC), and endothelial cells (EC). Owing to their
unique pluripotency, various pre-clinical and clinical studies
are being conducted using cardiac progenitor cells to regenerate damaged heart tissues. However, poor stem cell survival
and low engraftment efficiency underlie significant re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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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rapeutic efficacy. To overcome current limitations that
reduce stem cell therapeutic efficacy, many methods have been
implemented that aim to improve stem cell survival and engraftment. Recently, stem cell priming and tissue engineering
technologies have been suggested to enhance stem cell therapeutic efficacy. It is possible to increase survival and engraftment of cardiac progenitor cells in injured cardiac tissue by cell
priming and tissue engineering technologies before use. In this
review, we provide an understanding of multiple therapeutic
approaches including cell priming, scaffolds, tissue engineering, 3D printing techniques and clinical prospect for cardiovascular regeneration using patient-derived CPCs.
Keywords: cardiac progenitor cells, stem cell therapy, cell therapy

1. INTRODUCTION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 중 하
나이다 [1]. 심혈관 질환의 표준 치료법으로 약물이나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경피적 심혈관 중재술/관상동맥 우회 이식
술 등의 중재적 치료가 행해지며, 말기심부전과 같은 말기 심
장질환에 이르렀을 경우 심장이식이 요구된다. 표준치료법
에 의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였지만 여전
히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로 손꼽히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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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의 약 30%는 만성 심부전으로 발전된다고 보
고되어진다 [2].
심장은 재생능력이 없는 분열이 끝난 기관으로 여겨졌지만,
이러한 관점은 성인 심장에서 전구세포 (progenitor cells)를
분리해내면서 바뀌게 되었다. 심근전구세포 (cardiac progenitor cells, CPCs)란 심근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로, 2003년 성숙한 설치류의 심장에서 c-kit(+)/hematopoietic lineage marker(-)를 발현하는 세포로 처음 발견되었다
[3]. 이후, 마우스, 개, 돼지, 인간의 심장에서의 존재가 입증
되었다 [4]. 이후 Stem cell antigen-1(Sca-1), Islet-1(Isl-1),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receptor α (PDGFRα) 양성세포,
side population cells 등 원시줄기세포에서 발현하는 표면표
식자가 양성인 세포군집들이 심장 내 존재하는 심장 전구세
포로 보고되고 있다 [5-8]. 또한, cardio-sphere derived cells
(CDCs) 이 혈관내피세포, 심근세포, 평활근 세포로 분화가능
[3,5]하고, 자가 복제능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심장에 존재하
는 줄기세포 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7]. 허혈성 조직손상 신
호에 의하여 심근전구세포는 손상된 심근부위로 빠르게 동
원될 수 있으며, 심장에 잔존하고 있던 세포군집으로 빠르게
심근세포의 기능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점으로
잔존 심근전구세포/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이식치료가 손상
된 심근을 재생을 위한 훌륭한 심혈관 질환 치료 전략으로 제
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허혈 심장 내 심근 재생을 위해 많은 수의 줄기
세포를 이식해도 1-5% 내외의 세포가 허혈심근의 신생혈관
형성에 참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이식한 줄기세포의
낮은 생존률 및 생착률로 인한 것으로 심혈관 및 심근 재생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로, 이식 후 세포 생존률 및 생착률을 향상시키고, 줄기
세포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세포 프라이밍 (cell priming) 연구들이 줄기세포를 활용한 심혈관 치료전략으로 제시
되고 있다. 화학적, 물리적 자극 전 처리, 열 충격과 같은 물리
적 자극과 천연물과 다양한 성장인자처리를 통한 화학적 자
극을 통한 세포자체의 기능강화는 이식된 줄기세포의 생존
율 및 생착율을 높이고 세포의 증식 및 분화능을 증진시킴으
로써 세포치료의 효율을 증진시킨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줄기세포는 이식 전 2차원 배양환경
에서 배양된 후 세포치료제로 사용되면서 생체 내로 이식된
다. 다양한 자극이 존재하는 생체 내의 환경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세포주변에서 일어나는 미세환경이 고려되지 않아
근본적인 줄기세포를 이해하고 치료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스캐폴드, 3D프린팅 등의 다양한 조직공학적 접
근을 통해 심장미세환경의 구현 또는 미세환경 조절을 통해
심근재생의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포배양환경을 조절하여 세포의 기능을 증
진시키고, 조직공학을 접목한 심장 내 미세환경 조절 연구에
대한 연구동향 및 심근전구세포를 활용한 임상시험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심근재생에 보다 효율적이며 우

수한 세포군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심근전구세포 관련연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세포 프라이밍
일반적으로, 허혈 심근에 이식된 줄기세포의 낮은 생존율은
줄기세포 치료의 문제점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허혈 환경에
서 줄기세포가 효율적으로 생착 및 생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라이밍 분자, 약물 등에 대한 연구는 심근전구세포를 활용
한 심혈관 질환 치료전략으로 제시될 수 있다. 세포 프라이밍
(cell priming) 이란 화학적, 물리적 자극 전 처리를 통해 세포
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과정으로 저산소처리, 열 충격과 같은
물리적 자극과 천연물과 다양한 성장인자처리를 통한 화학
적 자극에 의한 세포기능증진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허혈 상태와 같은 병태적 자극은 조직 내 기질세포의 사멸을
초래하여 생체 적합성 환경의 파괴를 촉진시키고, 이러한 병
태적 환경은 투여된 줄기세포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열
악하며 이것이 세포 생존률과 생착률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
문에 세포 프라이밍을 통한 세포 생착률 및 생존률 증진은 매
우 중요하다.
본 파트에서는 줄기세포의 치료효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
시되고 있는 세포 프라이밍 방법들을 살펴보겠다.
2.1.1. 세포배양 환경조절
줄기세포 프라이밍 연구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방법은 이식
전 생리적, 화학적/약리학적으로 세포배양 환경을 조절하여
프라이밍된 줄기세포를 이식하여 세포 생존 능력을 증강시
키는 것이다.
2.1.1.1. 생리적 자극
저산소 전처리 (hypoxic preconditioning)와 열충격 (heat shock)
같은 생리적인 자극법은 비교적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는 세
포 프라이밍 방법이다.
저산소 전처리는 줄기세포를 낮은 산소 환경에 짧은 시간
노출함으로써 허혈 심장에서 이식된 세포 생존력, 세포 이동
능의 증가를 통해 세포치료 효능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전략
이다. 저 산소 환경은 줄기세포 생존의 증가와 [9] 심근세포
의 분화에 관여한다 [10]. 저산소 조건에서 저산소 유도인자
Hypoxia inducible factor (HIF)-1에 의한 전사적인 조절이 관
여한다. HIF-1α은 산소에 유동적인 단백질로 저산소 상태에
서 안정화되고 HIF-1β에 결합하여 이성 이중체 (heterodimeric)인 HIF-1이 되고, HIF-1은 핵에서 VEGF, EPO와 같은 하
위 유전자들을 활성화시켜 혈관형성, 세포사멸 등에 관여하
는 유전자를 조절하여 세포생존율에 관여한다 [11,12]. 다양
한 줄기세포와 저산소 처리조건에서 세포생존율 증진효능이
보고되고 있다. 중간엽 줄기세포에서는 시험관 내 저 산소
(1-3%) 전처리 시 Akt 신호 활성화를 통한 세포생존율 및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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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이동능의 증가가 보고되었다 [9]. 또한, 0.5%의 저 산소 환
경 24시간 노출 후 심근경색부위로 이식된 중간엽 줄기세포
가 Bcl-2, Bcl-xL과 같은 세포 생존유전자를 상향 조절하여
향상된 세포 생존율을 보이며 심근경색의 크기를 감소시키
는 심장기능 증진 효능이 검증된 바 있다 [13]. 심근전구세포
에서는 저 산소 환경 전 처리가 CXCR4 발현유도를 통해 마
우스 심근경색 모델 정맥으로 세포 이식 후 경색부위로의 세
포 동원과 시험관 내 세포 이동능의 증가가 검증된 바 있다
[14]. 또한 Pim1 kinase 매개의 항 세포 사멸효과를 통한 세포
생존율 증가가 보고되었으며 [15], 최근 저 산소 전 처리의 세
포생존율 및 심근전구세포 증진이 PI3K/Akt-DNMT1-p53
pathway를 통한 것 [16]이라는 보고를 통해 저 산소 처리를
통한 심근전구세포의 세포 프라이밍 효능이 입증되고 있으
며 [15-17], 관련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열 충격 또한 세포생존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 중 하나
이다. 열 충격은 줄기세포를 약한 열 (39-45oC)에 짧은 시간
노출시킴으로써 이식 후 심장에서 세포 생존력을 증진시키
는 것이다. 열 충격은 생존에 도움을 주는 인자 (prosurvival
factor)로 증명된 heat shock proteins (HSPs)의 양을 증가시킨
다 [9,18]. 43oC, 5% 산소환경에서의 열 충격은 HSP70의 transcript expression을 강화하여 심근전구세포의 세포죽음을 감
소시키는 것을 annexin V 양성세포의 감소를 통해 확인하였
으며, 또한 Yuliang feng이 보고에서 42oC 열 충격을 가한
Sca-1 양성 심근전구세포를 심근경색 심근 내 주입 후 HSF1/
miR-34a/HSP70 pathway를 통해 세포사멸 및 섬유증 감소와
허혈 심근의 기능이 증진되었다 [19].
2.1.1.2. 화학적/약리학적 자극
여러 화학적/약리학적 물질이 산소 감지 경로를 자극시켜 줄
기세포 기반의 치료를 강화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1.2. 심장 미세환경 최적화 전략
스타틴 (Statin) 병용처리와 조직공학을 통한 심장 내 미세환
경을 개선하는 방법 또한 심근전구세포를 활용한 줄기세포
치료에 훌륭한 전략으로 제시될 수 있다.
2,4-dinitrophemol (DNP)는 전자 전달계에서 화학적 저 산
소를 억제하고 세포 내 ATP 생산을 줄인다 [20]. 설치류의 심
근경색 심장 내 DNP가 처리된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 시 세포
의 생착 및 심혈관 분화를 증가시켜 심 기능과 혈관재형성을
높임이 증명되었다 [21,22]. Deferoxamin (DFO)는 HIF-1α를
저하시키는 프롤릴 하이드록실 레이즈의 활동을 억제한다.
DFO는 VEGF와 SDF-1α 같은 HIF-1α 매개로 분비되는 인자
를 증강시켜 혈관형성 면에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23].
레닌-안지오텐신계의 중요한 요소인 안지오텐신2 수용체도
심근경색 이후 심장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CGP42112A
처리를 통해 안지오텐신2를 활성화하고 안지오텐신 1수용체
억제제인 Valsartan을 함께 처리하여 안지오텐신 2 수용체의
자극을 유도한 세포외 신호조절 인산화 효소/혈관내피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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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합성효소/산화질소 (ERK/eNOS/NO) 신호전달에 영향
을 끼쳐 심 보호 효과를 낼 수 있는 작용제로 보고된 바 있다.
안지오텐신2 수용체에 자극 받은 골수세포를 경색된 쥐의 심
장에 이식 후 이식된 세포의 생존, 가동화 (mobilization), 혈
관 형성능의 증가, 항 염증 작용을 통해 심 기능을 향상시키
고 경색 크기를 줄인 효능이 검증된 바 있다 [24]. 또한 Yoshihiko의 보고에 의하면, Valsartan을 처리하여 안지오텐신2 수
용체를 활성화하였을 때 심근경색 동물모델의 좌심실의 직
경을 감소시키며, 심장 리모델링을 지연시킴을 검증한 보고
가 있다 [25]. 따라서, 심근전구세포의 안지오텐신 2 수용체
자극 혹은 심근전구세포 이식 시 안지오텐신 2 수용체 자극
을 함께 주었을 때 심근줄기세포의 치료효과를 강화시키는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2.1.2.1. 스타틴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인 스타틴 (statin)은 심혈관계에
다면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치료에 많이
처방되는 약이다. 아토바스타틴 (atorvastatin), 심바스타틴
(simvastatin), 로수바스타틴 (rosuvastatin)과 같은 스타틴 약
물은 혈관내피세포의 기능개선 및 심근세포괴사, 산화 스트
레스, 염증반응의 억제로 경색 이후 환경을 조절하는 효능이
검증되어 임상에서 사용 중이다. 뿐만 아니라 경색 근처의 혈
액 관류를 증가시켜 이식된 중간엽 줄기세포의 생존, 생착,
심혈관계 분화를 가능하게 한다. 중간엽 줄기세포와 스타틴
병행 치료법은 각각을 단독 사용하는 것보다 심 기능 향상과
재형성 측면에서 효과를 보인 바 있다.
근본적인 기전에는 경색된 심근에 eNOS 또는 JAK2/STAT3
를 활성화하거나 RhoA/ROCK/ERK를 억제하는 것이다. 또
한, 스타틴의 투여는 심장에서 SDF-1α 분비를 늘리고 CXCR4
커플링을 활성함으로써 허혈 심근에서 줄기세포의 가동화와
귀소화를 강화시킨다 [26-28]. 두 가지 임상연구에서 아토바
스타틴 (atovastatin)과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심근경색 환자
에서의 효능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NCT00979758 and NCT
03047772). 최근 연구결과에서 스타틴이 줄기세포의 증식을
감소시키고 세포성 노화와 세포자살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29]. 뿐만 아니라, 스타틴의 세포증식 억제 (cytostatic) 부작용은 손상 받은 심근에서 활성화, 증식, 분화, 내인
성 줄기세포 모집의 남용을 불러온다. 또한, 근위축증, 횡문
근 융해증, 간 손상, 2형 당뇨 같은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30]. 따라서 스타틴을 심근전구세포와 병행한 임상요
법은 실행하기에 앞서 용량, 기간, 잠재적인 부작용 등에 대
한 더 정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1.2.2. 조직공학 접목
줄기세포를 이식하면 증식과 분화를 거쳐 손상된 심장에서
조직의 재생을 이룬다. 전임상 연구에서 CDCs 중 5% 미만의
세포만이 식염수 또는 DMSO (dimethyl sulfoxide)에 넣어 관
상동맥 내에 직접 주입했을 때 24시간 이상 생존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 [31]. 이러한 낮은 세포의 보존율과 생존능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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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인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첫 번째로 임상에서 사
용하는 최소 침습적인 세포 주입법인 관상동맥 내 주입법을
사용하여, 심근 내 주입(myocardial injection)보다 세포의 생
존율과 보존율이 낮다. 두 번째로 이식된 세포가 죽기 쉬운
손상된 심장 내의 미세 환경과 이식된 세포들이 정착하기 위
한 공간 부족과 같은 원인들이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이
식된 줄기세포들이 림프액이 순환하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이식된 세포가 정착하지 못하고 제거되기 쉽다
[32]. 따라서 조직 재생을 위해 줄기세포를 이식했을 때, 생착
능과 세포들의 생존능력을 향상시켜서 보다 나은 치료효과
를 내기 위해 조직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
고 있다.
2.1.2.3. 스캐폴드
최근 심근전구세포를 스캐폴드 (scaffolds)에 심는 기술을 적
용하여 심혈관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보고들이 증가하고 있
다. 스캐폴드는 세포, 시그널과 함께 생체조직 재생의학의 3
대 기본요소로 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
는 역할을 한다 [33,34]. 스캐폴드가 실제 심장 조직과 유사한
미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허혈 부위 내 이식된 줄기세포가
좀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고 또한 손상 받은 심근조직을 지지
해주는 환경을 제공하며, 이로서 이식된 세포의 생존율과 생
착능을 증가시켜 치료의 효과를 높인다 [35]. 스캐폴드의 재
료는 콜라겐, 키토산, 알지네이크 기반의 천연재료와 폴리스
틸렌, 폴리락틱산 (poly-l-lactic acid), 폴리클리콜릭산(polyglycolic acid) 등의 합성고분자 등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사
용되고 있다. 스캐폴드를 제작에서의 구성성분은 매우 중요
하며, 조직공학적인 접근을 통해 보다 적합한 성분을 선택하
여 in vitro에서 본래의 생체 내 세포가 사는 환경을 모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36]. 스캐폴드에는 크게 하이드로겔, 다공성
스펀지, 나노섬유가 있다. 스캐폴드를 접목한 심근줄기세포
연구는 하이드로겔을 이용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37,38].
하이드로겔은 9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3차원 고
분자 네트워크를 가진 물질 [39]. 로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
는 스캐폴드이다. 하이드로겔과 항산화 나노입자를 혼합했
을 때 효과적으로 심근 내 혈류의 유입이 감소된 구역에서 활
성 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결과 또한 보고되고 있다. 하이드
로겔과 항산화 나노입자를 혼합하여 주입한 심근전구세포는
생체 내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고, 줄기세포 이
식을 통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40].
또한, 현재 스캐폴드를 활용한 다양한 전임상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스캐폴드에 심장줄기세포를 적용한 연구는 CDCs
를 히알루론산에 기초한 하이드로겔 교차결합 물질 HystemCTM를 함께 주입하여 심근 내로 주입 후 심장 재생에 효율 증
가에 관한 보고가 있다 [37,38]. Hystem-CTMi는 황화 콜라겐
과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세포의 부착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준다. 히알루론산은 결합조직 세포외 기질의 글
리코사미노글리칸 (glycosaminoglycan)의 구성요소로 이는
세포 운반에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수단이다. 히알루론산에

기초한 하이드로겔은 각 단위체 (monomer)의 농도와 다양한
겔화 (gelation) 시간에 따라 만들어지며 적절한 농도는 줄기
세포의 카테터를 통한 운반과 중합을 가능케 한다. 콜라겐
(collagen)은 심장조직의 세포외 기질을 이루는 주요 성분이
다. 게다가 히알루론산 (hyalouronan)에 기초한 하이드로겔은
생체 내 조직의 세포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하이알루
론산 분해효소 (hyluronidases)와 콜라겐 분해효소 (collagenases)의 작용에 따라 4-6주에 걸쳐 분해된다. 이로서 HystemCTM는 심장조직에서 촉진시킬 수 있다 [38,41].
스캐폴드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심장패치에 대한 연
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2,43]. 3D 심장패치시스템
은 심장 조직 재생을 위해 널리 연구되고 있다 [44,45]. 돼지
의 심근경색 모델을 이용하여 IGF-1을 함유한 3D 패치를 통
해 인간 유도만능 줄기세포 유래의 심혈관 세포를 주입하였
을 때 두 배 이상 세포 이식률의 증가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심근 벽으로 인한 스트레스, 대사작용, 수축능의 향상을 보였
다. 사이토카인이 함유된 패치는 세포가 잘 정착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벽을 형성하고 또한 지속적인 사이토카인의 분비
가 세포의 생존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45].
주입한 심근전구세포의 생존은 심장패치 기술에 의해 보다
향상되고 있다. 스캐폴드를 활용한 조직공학 기술을 이용하
여 만든 심장조직은 환자의 심근 내에서 심근전구세포들이
조립하기 쉽게 설계된다. 또한 목표한 방법으로 생체 활성을
가진 펩타이드나 주변 분비인자들을 분비하게 한다 [46]. 대
부분의 스캐폴드 기술을 이용한 방법은 효율성 측면에서 매
우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심근전구세포를 적용한 임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매우 밝다.
2.1.2.4. 3D 바이오 프린트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은 현재 의학계에서 매우 각광받고 있
으며 재생의학에 해당 기술 접목을 통한 발전가능성이 기대
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은 원하는 구조와 형태로 제작이
가능한 장점과, 세포 배열 조절 및 세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줄기세포 미세환경을 물리적으로 구현 가능하다. 세포 외기
질로 이루어진 바이오잉크를 혼합한 3D print 기술은 본래 조
직의 바깥과 안의 구조를 유사하게 만들면서(mimicing) 정확
히 구현된 3D 조직을 만들 수 있다 [47]. 이 기술을 이용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스캐폴드를 제작할 수 있다. 본 연구팀에서
는 세포 외기질 바이오 잉크를 이용하여 심근전구세포와 중
간엽 줄기세포를 3D프린팅으로 이중 배열하고 내부에 혈관
내피성장인자를 봉합해 세포간의 상호작용 극대화를 통한
혈관 생성능을 심근경색 동물모델에서 검증하여 3D 세포 프
린팅 기반의 패치형 심장전구세포 및 혈관내피세포 융합 플
랫폼의 치료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48].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젤라틴/ 하이루론산 매트릭스 내 심근전구세포를 3D 프린트
하여 심근경색 동물모델에 이식 후 심근전구세포의 세포 생
존율 증가와 분화능의 증가를 보고하였다 [49]. 뿐만 아니라
3D 프린트로 만든 스캐폴드에 인간 유도만능 줄기세포 유래
심혈관 세포를 심는 기술을 이용하여 성숙, 칼슘 신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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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능적인 전기 생리학적인 통합을 촉진시켜 박동성
있는 심장패치를 만들어 낸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50].
허혈성의 심근조직에 이 세포 패치를 이식한 후에는 심기능,
심장 내 근육과 혈관 형성을 증진시키고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 세포 이식으로 인해 부작용으로 생기는 심장 재형성 (remodeling)을 방지한다 [49]는 결과를 보고했다.
전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에서의 안정성이 검증된다면,
현재 의학계에서도 주목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3D 바이오 프린팅기술에 심근전구세포를 활용하여 보다 효
과적인 심혈관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2.2. 임상시험
개방형 1상 시험인 SCIPIO (cardiac Stem Cells In Patients with
Ischemic Cardiomyopathy)연구에서 c-kit 양성 심근전구세포
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심근경색 후 좌심실 기능
부전 (LVEF ≤ 40%)을 가진 16명의 환자들에게 관상 동맥 우
회술을 받고 4개월 후 관상동맥 내로 50-100만의 자가 c-kit
양성 심근전구세포를 주입하였다. 연구 결과 4개월이 지난
후 LVEF는 심근전구세포를 주입하기 전 평균적으로 30.3%
에서 이식 후에 38.5%로 증가하였으며, 1년 후 경과 관찰에
서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8명의 사람들이 좌심실 박출률이
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7명의 심장 자기공명영
상 결과에서 심근경색의 크기가 4개월 후 24%, 1년 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1]. 또한 측분비효과 (paracrine effect)를 통해 내재성 심근줄기세포를 활성화하여 심구혈율 호
전이 기존 골수유래 단핵구세포에 비해 우수한 효과를 보이
는 것을 보고하였다 (골수유래 단핵구 세포 심구혈율 호전율:
Δ3~4%, vs. 심근전구세포 Δ7~10%).
심근경색 후 좌심실 기능 부전을 가진 환자에서 CDC를 관
상동맥내로 주입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과 치료 효능을 알기
위한 무작위 연구인 CADUCEUS (CArdiosphere-Derived aUtologous stem CElls to reverse ventricUlar dySfunction)은 평균
연령 53세의 심장마비를 경험했던 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8명의 대조군 (기존의 가이드라인 치료군)과
심근경색 후 한달 반에서 3개월에 2500만개의 자가유래 CDC
를 동맥을 통해 투여하는 17명의 실험군을 분류하여 수행하
였다. 연구 결과, 종양 형성이나 심각한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심장의 구조적 변화(반흔 질량, 생활이 가능한 심장
질량, 국소적 수축성, 수축기 벽의 비후 정도)에서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지만 EDV, ESV, LVEF에서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1년 후 경과 관찰에서 반흔의 크기가 약 50% 감소하
고 국소적으로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52].
1상 시험인 ALCADIA (Autologous Human Cardiac-Derived
Stem Cell to Treat Ischemic Cardiomyopathy)연구에서 관상동
맥 우회술을 받은 허혈성 심질환을 가진 6명의 환자들을 대
상으로 섬유아세포 기본성장인자와 함께 자가유래 CDC를
이식한 결과 좌심실 박출률이 3D 심 초음파에서 26.7%에서
35.8%으로, 자기공명영상결과 22.6%에서 34.7%으로 증가하
였으며 심장 벽 모션 스코어도 17.2에서 6.6으로 감소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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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고하였다 [53].
최근 배아줄기세포에서 유래된 심근전구세포를 이용한 임
상 시험에서 NYHA Class III이며 좌심실 박출률이 26%인 환
자에게 심근전구세포 투여 3개월 후 NYHA Class I으로 개선
을 확인하였다. 또한 좌심실 박출률이 36%으로 증가하였으
며 수축성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맥, 종양 형성과
같은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1상 시험인 DYNAMIC (Dilated CardiomYopathy INtervention with Allogeneic MyocardIally-regenerative Cells)에서
NYHA III이고 좌심실 수축률이 35% 이하인 확장성 심근병
증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동종의 CDC를 관상동맥 내로
투여하였을 때 6개월 후 NYHA II로 개선되었으며 심실의 기
능과 크기가 호전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54].
심장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선
천성 심질환 (congenital heart disease, CHD)의 다양한 타입
중 좌심실형성부전증후군 (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HLHS)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55]. 처음으로 시행된 1상 시험
인 TICAP (Transcoronary Infusion of Cardiac Progenitor Cells)
는 HLHS를 가진 소아를 대상으로 stage II 또는 III의 고식적
수술 후 4주 또는 5주 후에 7명의 소아들에게 관상동맥 내로
자가 CDC를 주입한 결과 심각한 부작용 없이 우심실 박출률
이 증가되었으며 3년 동안의 경과 관찰에서 세포 성장이 향
상되고 심부전 상태가 감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56].
TICAP 연구의 초기 결과는 2상 시험인 PERSEUS (Cardiac
Progenitor Cell infusion to treat univentricular heart disease)을
통해서 검증되었다. PERSEUS의 연구에서 단일 심실을 가진
환자에서 수술 또는 단계적 재건 이후에 관상동맥 내로 CDC
를 투입하는 환자들을 study A로 하고 고식적 치료 후에 늦게
CDC 투여를 받는 그룹을 study B로 하여 일차 결과는 3개월
후 경과 관찰을 통해 심장 기능이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하였
고 이차 결과는 1년 이후 경과 관찰을 통해 심실의 기능, 심부
전 상태, 체세포 성장, 삶의 질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3개
월 후 CDC를 투여 받은 그룹에서 심실 기능이 향상된 것을
관찰하였고 study B 그룹에서도 기준과 비교하여 심실 기능
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1년 후 경과 관찰에서 CDC 투여
를 한 환자들에서 심실 기능이 향상되고 인슐린유사성장인
자와 간세포 성장인자와 같은 국소적인 인자들의 증가로 인
해 향상된 체세포 성장을 보고하였으며, 심부전 상태가 호전
되고 심장의 섬유화의 감소된 결과를 발표하였다 [57].
3상 시험인 APOLLON (cardiac stem/pro-genitor cell infusion
in univentricular physiology: NCT02781922)은 단일 심실을
가진 4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CDC를 투여한
그룹과 대조군 사이에 치료 효능을 비교하는 임상 시험을 3
개의 어린이 병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58]. 이 외에도 HLHS,
DCM, and Duchenne muscular dystrophy를 가진 환자들에서
치료적 안전성과 효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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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CLUSION
심근전구세포는 심근 손상 시 손상부위로 이동, 증식 및 분화
에 관여하며 심근세포 재생에 기여한다. 최근 여러 전임상 및
임상연구결과에서 경색부위 조직에서 심근세포 및 혈관세포
로 분화할 뿐만 아니라 내재성 심근줄기세포를 활성화 하며,
좌심실 구혈율 및 박출률의 증가, 심기능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 심근 전구세포는 심혈관 재생을 위해 사용가능한 우수
한 세포임이 분명하나 보다 효과적인 심근 및 심혈관 재생을
위하여 손상된 조직의 허혈 상태 및 염증 등 다양한 미세환경
에 의해 기존 줄기세포 치료기술이 보이는 낮은 세포 전달 효
율 및 생착률 감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의 필요성
이 대두된다. 현재까지 줄기세포자체의 기능 증진을 위해 화
학적 처리 및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다양한 세포 프라이밍 연
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세포전달 효율성 및 생착률 향상을
위해 세포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생화학적 및 물리적인 미
세환경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구축해줌으로써 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치료제의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바이오 잉크를 활용한 3D 프린팅 기술
을 접목한 세포 이식체가 심근경색 동물모델 내 심근재생효
과를 입증된 바 있다. 바이오 잉크는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안
정성이 높고, 줄기세포가 생체 내 효율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현재까지 보고
된 다양한 세포 프라이밍 방법을 접목하여, 줄기세포의 분열
능, 분화능, 생존능을 생리학적/화학적 자극 등의 프라이밍을
통해 강화시킨 후, 바이오 잉크를 활용한 3D프린팅 기술을 적
용하여 생체 분해능이 좋은 나노파이버 (nano fiber)를 활용한
패치 (patch)를 제작하여 생체적합성 환경모사를 통해 투여된
세포가 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기존 줄기
세포의 세포전달 효율성 및 생착률 향상을 통해 세포치료제
의 효율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된다. 세포 프
라이밍을 위한 연구들의 조합을 통해 줄기세포의 생체 적합
성 환경 및 기능향상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다면, 심근재생
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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