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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vascular disease is one of the leading causes of death across the world, and gold-standard treat-
ments such as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and artery bypass grafting have various limitations 
including myocardial damage and subsequent maladaptive cardiac remodeling. To overcome this, 
stem-cell therapies are emerging as a promising strategy for cardiovascular regeneration. Endothelial 
progenitor cells (EPCs) have high potential to proliferate and differentiate into endothelial cells for 
vascularization and tissue regeneration, and several clinical trials have explored EPC function in tissue 
repair in relation to clinical safety and improving cardiac function. Consequently, EPC has been sug-
gested as a feasible stem-cell therapy. However, autologous EPC transplantation in cardiovascular dis-
ease patients is restricted by risk factors such as age, smoking status, and hypertension that lead to 
reduced bioactivity in the EPCs. New approaches for improving EPC function and stem-cell efficacy 
have therefore been suggested, including cell priming, organoid culture systems, and enhancing trans-
plantation efficiency through 3D bioprinting methods. In this review, we provide a comprehensive un-
derstanding of EPC characteristics, therapeutic approaches, and the current state of clinical research 
into EPCs as stem-cell therapy for cardiovascular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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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사망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이다[10]. 

허혈성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과 관상동맥 우회술이 표준치료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약 

5-40% 환자에게서 재협착과 혈전증 등의 증상을 보인다[5, 36

]. 또, 말기 심부전 환자의 경우 심장 이식술, 혹은 기계적 좌심

실 보조장치 이외에는 완치법이 없고, 심장이식술의 경우 공

여 장기의 부족 등의 이유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수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줄기세포를 이용한 심장조직 재생 치료법에 대한 새로운 시도

가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허혈성 심혈관을 치료하기 위하여, 최근 혈관내피전구세포

(Endothelial progenitor cell, EPC)의 혈관재생능에 대한 연구

가 관심 받고 있다. EPC는 1997년 Asahara에 의해 처음 발견

되었으며, 성인 말초혈액에서 분리한 CD34/Flk1 양성 세포가 

혈관내피세포(Endothelial Cell, EC)로 분화하고, 생체 내에서 

직접 혈관 형성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3]. 이러한 혈관재생

능을 바탕으로, 환자 유래 EPC의 임상적 이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38]. 하지만, 환자 유래 EPC는 환자 자신의 

위험인자 즉, 고령, 흡연, 음주,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 등의 

이유로 양･질적 저하의 문제가 있어, 이를 활용한 줄기세포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EPC의 생리학적 활성도를 높이면서 체외 

대량 배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심혈관질환 치료제로서 EPC 두 가지 종류의 

주요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치료에 적용하는데 있어 필

요한 세포 프라이밍 기술과 관련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혈관줄기세포 치료제로서 이식효율 증진을 위한 

조직공학적인 기법을 이용한 오가노이드 전략과 3D 프린팅 

기술, 그리고 임상적 적용을 통한 EPC의 세포치료제로서의 

가능성과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본   론

EPC의 정의와 종류

EPC는 골수 내 동양혈관(sinusoids)과 순환하는 말초혈액

에 존재하며, 허혈성 손상된 혈관으로 이동하여 EC로의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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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echanism of EPC-mediated vasculogenesis.

를 통해 혈관 재생에 관여한다. 기존에는 배아 발달단계에서 

혈관형성과정에서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1997년 

Asahara에 의해 성체 말초혈액에서도 CD34 양성으로 분리가 

가능하며, 쥐의 하지허혈모델에서 혈관신생형성에 관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3]. 성인의 말초혈액을 배양하면 배양 기간에 

따라 두 가지의 서로 다른 EPC를 발견할 수 있다. Early EPC는 

배양 초기에 나타나며, 혈관으로의 직접 분화보다는 혈관재생

에 필요한 다양한 인자들, 즉,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Placental Growth Factor (PlGF), Transform-

ing Growth Factor-β (TGF-β), Thrombopoietin (TPO), Hepa-

tocyte Growth Factor (HGF), Fibroblast Growth Factors 

(FGFs), Macrophage Migration Inhibitory Factor (MIF), Ma-

crophage Colony Stimulating Factor (MCSF), Interleukin-8 

(IL-8) 와 같은 성장인자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측분비의 

방법으로 혈관형성에 관여한다[16]. 그 모양은 방추형으로 단

핵구와 유사하며, 세포 성장에 있어 제한된 증식능력을 보인

다[19]. 다음으로, 골수에서 유래되어 말초혈액을 순환하는 다

른 형태의 EPC가 발견되었는데, 이 새로운 EPC는 단핵구 세

포를 피브로넥틴/콜라겐에 2-4주 배양 후에 발견되어 late 

EPC로 분류되었다[34]. 한 보고에 따르면, early EPC의 일부 

세포군은 late EPC로 분화된다고 한다[19]. Late EPC는 조약

돌 모양의 모양으로 제대정맥내피세포(HUVEC)와 유사한 모

양을 가지며, 사이토카인과 성장인자 분비보다는 EC로의 분

화를 통해 혈관형성에 기여한다[15]. 30번에 달하는 복제능을 

가지며, HUVEC과 비교해 10배나 빠른 증식능을 가진다[8]. 

Early EPC와 late EPC모두 EC의 대표적 특징인 acetylated 

low-density lipoprotein (ac-LDL)를 흡수, Ulex europaeus 

agglgutinin-I lectin (UEA-I) 결합, 그리고 산화질소를 생성한

다는 특징을 보인다[34]. 산화 질소는 혈관 이완유도물질로서 

eNOS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에 의해 생성되는

데, 두 세포 모두 eNOS의 발현이 높아 산화 질소 생성양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VEGF 처리 시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 2 (VEGFR2) 발현양 의존적으로 late EPC에서 

NO 생성양이 더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19]. 

Early EPC는 다양한 세포 집단(heterogeneous population)

으로 구성되어 있어 혈관내피세포의 표지자인 CD31, CD105, 

vWF, VEGFR2, Tie2도 높게 발현하지만, 동시에 단핵구 표지

자인 CD14와 조혈세포의 표지자인 CD45, CD133도 높게 발현

하고, 미분화 표지자인 CD34의 발현은 낮게 유지된다. Late 

EPC의 경우 상대적으로 균일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CD 

144, CD31, CD105, vWF, CD34, VEGFR2 (KDR), VE-cadherin 

이 높게 발현하는 반면, early EPC에서 높게 나타났던 CD133, 

CD45, CD14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7, 15]. Early EPC는 3-4

주의 짧은 수명을 보이는 반면에, late EPC는 12주 이상의 긴 

수명을 보이고, 빠르게 증식한다. 또, 세포자살에 대한 저항성

을 평가하기 위한 혈청영양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late EPC

가 세포자살에 대해 저항성이 큰 것이 보고되었다. 뿐만 아니

라, late EPC는 early EPC에 비해 EC로의 편입(incorporation) 

능력이 좋았으며, Matrigel 코팅 디쉬 내에서 배양 시 모세혈

관과 같은 모양으로의 혈관형성능도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19].

이러한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하지 허혈 마우스 모델

에 early EPC, late EPC를 이식 시 혈류 흐름도와 모세혈관 

밀집도에 있어 두 그룹 간 결과가 유사하고, 두 세포 모두 혈관

재생에 좋은 효과를 보였다. early EPC는 IL-8, VEGF와 같은 

혈관형성촉진인자를 분비하여 주변 EC의 증식과 생존을 유도

하여 혈관재생을 촉진시켰고, late EPC는 높은 증식능을 기반

으로 충분히 많은 양의 내피세포를 제공하여 혈관 신생을 향

상시켰다. 이는, early EPC와 late EPC가 유전자 발현양상이나 

증식능, 생존능이 모두 다르지만, 혈관 신생과정에서는 두 세

포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19].

EPC 라이  기술

EPC의 뛰어난 혈관재생능을 바탕으로 EPC의 세포치료제

로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환자 유래 EPC는 양･질적 저하의 문제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EPC의 생리학적 활성도를 높이는 프라이밍 

기술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보고되고 

있다. 

Fucoidan은 미역과 같은 갈조류에 함유된 다당류로 기존에 

항암, 항바이러스, 항혈전, 항산화효과 및 면역조절과 같은 다

양한 생물학적 활성 조절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4, 20, 39, 

40]. 최근 연구 보고에 따르면, Fucoidan 은 EPC의 미분화 표

지자인 CD34, c-Kit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세포이동에 중요한 

CXCR4의 발현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23]. 또, EPC의 

노화를 억제하고, cyclin E, Cdk2, Cyclin D1, Cdk4과 같은 

세포주기 관련 유전자 별현을 조절하여 노화된 EPC의 증식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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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절한다. 이 과정에서 Akt, ERK의 인산화를 통한 세포신

호전달체계의 활성화가 중요하며, 마우스 하지허혈모델에서

도 Fucoidan 프라이밍에 의해 혈류흐름도와 혈관재생능이 한

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Fucoidan이 혈관 재생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전략이 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 다른 세포 프라이밍 기법으로, Tauroursodeoxycholic 

acid (TUDCA)에 의한 EPC 혈관형성능 증진과 노화 억제에 

관한 보고가 있다[8]. TUDCA는 담즙산의 일종으로, TUDCA 

처리 시 미분화 세포 표지자인 CD34+/Sca-1+ 세포그룹이 증

가하고, EPC 콜로니 형성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ERK와 Akt의 인산화를 통해 활성화되어, EPC의 혈

관형성능과 세포 전이능이 증가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p53, 

p21의 발현감소와 활성산소종을 억제시킴으로서 EPC의 노화

도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우스 하지허혈 모델에서 

TUDCA는 허혈조직에 Flk-1+/CD34+, Sca-1+/c-Kit+와 같은 

미분화 세포들의 이동을 유도함으로서 허혈조직의 혈관신생

을 촉진시켜 최종적으로 혈류 흐름도를 개선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Oleuropein는 올리브오일 추출물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도를 높인다는 기존 보고가 

있다[29]. 한 보고에 따르면, 혈관전구세포에 Oleuropein을 처

리 시 항산화효소인 PrdxI, PrdxII의 발현을 증가시켜 활성산

소종을 억제하고, ERK, Akt, e-NOS의 인산화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9]. 또, Oleuropein를 관류해주면 심근허혈모델의 

심장보호 효과를 보이는데, 좌심실 이완기말 압력(LVDP)과 

심수축력, 관상동맥 흐름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물질을 칵테일 혼합물로 장

기간 처리하면, EPC의 증식능이 증가되고 세포 이동능, 침투

력, 혈관형성능, 세포 생존율 또한 증가시키는 결과가 보고되

어 기존의 EPC의 세포치료제로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22]. 

In vitro organ  심장 오가노이드 이용 략

앞서 기술한 세포 프라이밍 기술로 EPC의 생물학적 활성도

와 세포 수를 늘려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례도 

있지만, 최근에는 생체 내 심장조직을 모사하는 유사장기의 

배양법 개발로, 오가노이드 기반 심혈관 치료 및 심장 재생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가노이드

란, 인체의 장기를 모사하는 줄기세포 배양시스템으로, 3차원 

구조 배양법을 통해 자가 재생능과 자가 조직화를 가진 유사

장기를 배양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기존의 2차원 구조 배양법

이 체내 환경을 완벽히 구현해 내지 못한다는 단점을 극복하

고, 인간의 장기와 가장 유사하게 모사하여, 새로운 줄기세포 

배양법으로 각광받고 있다[30]. 현재 만능줄기세포 및 심근세

포를 이용한 심장 오가노이드 모델링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성공적인 연구들이 발견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만능줄

기세포를 이용한 심장 분화 과정에서 낭배형성 단계의 Bmp/ 

Smad 신호전달체계에 의해 첫번째 단계의 발달이 일어나고, 

두번째 단계에서 Bmp로 유도되는 Wnt신호전달체계에 의해 

심장으로의 발달이 진행되어, 보다 정확히 모사하는 심장 오

가노이드 모델링을 제작했다고 보고하였다[1]. 또, 심장질환을 

모사하는 심장 오가노이드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심장 오가

노이드에 국소적인 동결상해(cryoinjury)를 주어 심근경색 상

태의 심장을 재현화 해냈다. 이 심장 오가노이드에 2주동안 

근아세포와 ECM 형성 자극 물질을 주입하여 재생화 시키는 

myoediting 과정을 통해 손상받은 주변 세포들의 조직 재생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37]. 이러한 심장 오가노이드 기술은 조직 

재생을 연구하고 질병 상태를 모델링하고 표준 동물 모델 또

는 인간 시험으로는 할 수 없는 질병 진행을 포착하는 새로운 

생물학적 도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하지

만, 아직까지는 혈관을 포함하는 완벽한 심장 오가노이드 구

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심근/혈관 세포로의 성숙 및 분화 조

절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으며, 이것이 해결된다면 

약물 스크리닝, 심장 독성평가, 약물에 의한 심근 재생효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

3D 린 을 활용한 조직 재생 연구

현재 의학계에서 각광받는 기술 중 하나인 3D 프린팅은 세

포를 하이드로 젤 타입의 바이오잉크에 봉입 후 분사 적층 

기술을 이용하여 조직이나 장기를 프린팅 하는 기술로, 원하

는 형태로 제작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14]. 특히, 줄기세포

를 이용한 인공혈관은 이식재 거부 반응과 같은 기존 인공혈

관의 한계점과, 줄기세포 이식 후 생착율 및 생존율 감소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돼지 혈관조직을 탈세포화 시켜 얻은 세포 외 

기질 성분과 알긴산을 이용하여 새로운 바이오 잉크 베이스를 

제작하고, 여기에 EPC를 섞어 만든 인공혈관을 마우스 하지허

혈 모델에 이식 시, 약 7배 이상 혈관재생에 효능 있음을 확인

하였다[13]. 뿐만 아니라,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는 시스템이 

있어 혈관 형성유도제인 아토르바스타틴과 EPC를 혼합한 인

공혈관을 이식 시, EPC 단독의 인공혈관보다 더 높은 혈관 

재생능과 회복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토르바스

타틴이 이식된 EPC의 생존율을 높이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EPC의 임상  용

허혈성 심혈관 질환에 EPC 혹은 혈관으로 분화 가능한 줄

기세포의 이식이 임상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

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허혈성 심혈관질환과 좌심실 

기능장애를 가진 6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중간엽줄기세

포 혹은 골수 단핵세포를 10개의 좌심실 부위에 투여한 후 

1년동안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악화로 인한 입원, 천

공, 심장 눌림증 또는 지속성 심실성 부정맥 등을 추적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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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고하였다. 이 때,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률이 위약군에 

비해 치료군에서 더 적었으며, 줄기세포 주사의 안전성에 대

해 확인한 바 있다[17]. 또, 급성 심근경색 환자 126명과 허혈성 

만성 심부전 환자 562명, 비허혈성 심부전 환자 87명을 대상으

로 진행된 2상 PB-EPC에 관한 임상시험에서도 조혈세포의 관

상동맥 내 투여가 안전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11]. 

혈관줄기세포의 혈관재생능에 대한 전임상 연구를 기반으

로, 임상으로의 접근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최근 한 보고

에 따르면, 24명의 협심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 맹검 무작

위 대조군 1/2a 임상시험에서, 자가 유래 CD34 줄기세포를 

심근 내 주사 후 추적 관찰하는 연구가 보고되었다[26]. 환자를 

위약 투여한 대조군과 CD34 줄기세포 주사한 치료군으로 나

누어 진행하였고, 심근 내 10군데 주사하였다. 심근 내 주사에 

의해 심근경색 발생이나 심장 효소 상승, 천공 또는 심낭 삼출

을 초래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 협심증의 빈도는 대조군의 

환자들이 더 낮았으나, 이식 후 3개월째에는 대조군에 비해 

CD34 줄기세포 치료군에서 협심증 증상의 현저한 감소를 보

였으며, 이 결과는 6개월째 추적 관찰에서도 감소된 경향을 

보였다. 니트로글리세린 사용의 경우 3, 6개월에서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 대조군에서는 니트로글리세린의 사용이 더 증가

한 것에 비해 CD34줄기세포 치료군에서는 감소하였다. 심장 

단층 영상 검사(SPECT)의 결과도 치료군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임상시험인 2b상을 시행할 수 

있는 타당성, 안전성 및 생체활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였다. 

임상 2상 시험으로 이중 맹검 무작위로 시행된 연구에서 

난치성 협심증 환자 167명을 대상으로 자가 CD34 줄기세포 

투여군과 위약 투여군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고, 허혈성 

심근조직 10군데에 투여하였다. 투여 후 6개월째와 12개월째

로 추적 관찰하였고, 주간 협심증 빈도는 6개월(6.8±1.1 대 

10.9±1.2, P=0.020) 및 12개월(6.3±1.2 대 11.0±1.2, P=0.035)에

서 대조군보다 저용량 그룹에서 유의하게 낮았고, 고용량 투

여군에서는 협심증의 빈도는 낮아졌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운

동량 내성에 있어서도 대조군보다 저용량 투여군에서 유의하

게 향상되었으며(6개월: 139±151 대 69±122초, P=0.014; 12개

월: 140±171 대 58±146초, P=0.017), 고용량 그룹에서는 유의미

하지 않지만 향상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자가 유래 CD34 

줄기세포가 협심증 빈도를 감소시킨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

을 수 있다[25]. 

이를 뒷받침 하는 또 다른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좌심실 

구혈률(LVEF)이 약 40% 미만인 33명의 허혈성 심근병증 환자

를 대상으로 CD34 줄기세포의 치료 효능에 대한 임상 연구가 

진행되었다[31]. 우선 1단계로 환자들을 6개월 동안 최적화된 

의학적 치료를 한 뒤, 2단계로 자가 유래 CD34줄기세포를 심

내막에 투여 후 6개월간 추적 관찰하였다. 말초혈액의 CD34 

줄기세포는 G-CSF에 의해 동원되었고 apheresis를 통해 수집

되었으며 심근에 주입되었다. 1단계에서 2명의 환자가 사망하

였지만 2단계에서는 치사율을 보이지 않았다. 또, 1단계에서

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LVEF (from 25.2±6.2% 

to 27.1±6.6%; P=0.23), 심근 활성화 정도를 반영하는 N-termi-

nal pro B-type natriuretic peptide (NT-proBNP, from 3322± 

3411 to 3672±5165 pg/ml; P=0.75) 또는 6분간 걷기 테스트

(from 373±68 to 411±116 m; P=0.17). 하지만, CD34 줄기세포

를 투여한 2단계 치료에서는 LVEF (from 27.1±6.6% to 34.9± 

10.9%; P=0.001), 6분간 걷기 테스트(from 411±116 to 496±113 

m; P=0.001), 그리고 NT-ProBNT (from 3672±5165 to 1488± 

1847 pg/ml; P=0.04)가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CD34 뿐 아니라, CD133 줄기세포에 의한 임상적용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었는데, 협심증 환자에서 CD133 줄기세포의 심

내막 주사에 의한 혈관신생 효능과 안전성 및 타당성 평가가 

진행되었다[21]. 무작위, 이중 맹검, 다기관 대조 시험으로 환

자를 대조군과 CD133 줄기세포 치료군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차적인 평가기준은 CD133 줄기세포의 심내막 

주사에 의한 심장 및 뇌혈관의 부작용을 측정하였고, 이차적

인 평가기준은 효능에 대한 분석이었다. 28명의 환자를 19명

의 치료군과 9명의 대조군으로 나누었고, 6개월째에 각 그룹

당 1명의 환자가 심실세동을 보였고 사망했다. 유효성 평가에 

있어 그룹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본 연구결과는 협

심증 환자에게서 CD133 줄기세포의 심내막 주사의 가능성과 

안전성을 제시하였다. 

환자 자가 유래 EPC의 이식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환자 유래 EPC는 고령, 흡연과 같은 위험인

자로 인해 그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자가 이식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최근에는 eNOS유전자 조작을 통해 EPC의 

생물학적 활성도를 높여 급성 심근경색의 치료 효능을 개선하

려는 시도가 보고되고 있다[35].

비허혈성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에서 심근관류에 대한 

CD34 줄기세포 이식 효과를 조사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21명

의 환자를 대상으로 CD34 줄기세포를 관상동맥에 투여하였

고,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 평가는 LVEF>5%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CD34 줄기세포 이식은 

비허혈성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에서 향상된 심근관류를 유도

할 수 있으며, 초기 심근 관류 결손이 덜 심한 환자는 CD34 

줄기세포 이식에 반응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24].  

EPC를 이용한 스텐트 치료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자가 골수유래전구세포(BMCs) 투

여 후 효능평가를 위한 임상적 시도가 보고되었다. 이는 이중

맹검 위약 대조군 무작위 연구인 REPAIR-AMI trail로 18-80세

에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을 경험했던 환자 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03명의 대조군과 101명의 BMC 치료군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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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mparison between early EPC and late EPC

Early EPC Late EPC

Morphology

Proliferation capacity

Surface marker

Cytokine secretion

In vitro tube formation

In vivo vascular repair capacity

Spindle-shaped cells

Low

CD34+/-

CD133+

CD14+

CD45+

CD115+

CD144-

VE-cadherin+/-

CD31+

vWF+

VEGFR2+

CD105+

up-take Ac-LDL

UEA-1 lectin binding

Nitric Oxide production 

(high level of eNOS)

Yes 

(VEGF, TGF-β, TPO, HGF, FGF, M-CSF)

Lack vessel formation ability 

Contribute to vascular regeneration 

Cobblestone-shaped cells

High

CD34+

CD133-

CD14-

CD45-

CD115-

CD144+

VE-cadherin+

CD31+

vWF+

VEGFR2+

CD105+

up-take Ac-LDL

UEA-1 lectin binding

Nitric Oxide production 

(high level of eNOS)

No

Good vessel formation ability 

Contribute to vascular regeneration 

누어 진행되었다. 급성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후 성공적으로 

스텐트 삽입 재수술이 된 환자에게 3-7일 후 무작위로 BMC 

또는 위약 배지를 경색 동맥으로 투여하였다. 4개월과 12개월 

후 경과 관찰을 하였고, 사망자는 위약군에서 8명, BMC 투여

군에서 2명으로 나타났고, 심근경색의 재발 및 심부전에 대한 

입원율은 BMC 투여군에서 현저히 감소되었다(p=0.006). 또, 

재시술 필요성은 위약군에서 37명의 환자에서 38회 필요했으

며 BMC 투여군에서는 22명의 환자에서 25회 재시술이 필요

하여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32]. 

2003년부터 CD34 항체가 코팅된 바이오공학적인 스텐트

(GENOUS 스텐트)의 개발이 시작되었다[33]. CD34 항체는 체

내 순환하는 CD34 EPC를 스텐트 표면에 부착시켜 혈관의 재

생반응을 촉진시킨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CD34항체 코팅

된 스텐트를 돼지 관상동맥 모델에 GENOUS 스텐트를 삽입

한 전임상 연구에서 스텐트 단독에 비해 GENOUS 스텐트가 

내피화를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28]. 이를 바탕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었는데, 기능성 내피세포를 갖는 스텐트의 

빠른 내피화가 혈전증을 예방하고 재협착을 감소시키는지 평

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신생 병변이 관찰된 관상 동맥 질환

을 가진 16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EPC가 부착

될 수 있는 스텐트를 이식한 뒤, 9개월간 추적 관찰하였다. 

이상반응(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s, MACCE)은 

한 환자의 혈관재생술로 6.3% 비율을 나타냈고, 클로피도그렐 

1개월 치료 외에는 MACCE가 없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EPC 부착가능한 스텐트의 이식이 안전하고 실행 가능하다

는 것을 입증하였다[2]. 

EPC가 포함된 스텐트와 다른 약물의 병용 치료에 대한 임

상적 시도가 보고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GENOUS 스텐트 

사용시 스타틴의 병용 요법이 EPC의 고정에 더 도움이 되어 

혈관 재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12]. 관상동맥에 신생 병변이 관찰된 환자 100 여명을 대상

으로 한 다기관 시험에서, 스타틴의 병용 요법이 EPC의 스텐

트 내 부착에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혈관조영술 결과를 개선

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보였고, 스타틴이 스텐트 내 재협착 형

성의 감소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 파크

리탁셀 코팅 풍선혈관성형과 EPC 스텐트의 치료의 병용 치료

에 대한 효능성 연구가 있다[41]. 신생 병변이 있는 관상동맥 

1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파크리탁셀 코팅 풍

선혈관성형과 EPC 스텐트를 함께 사용한 군은 EPC 스텐트 

단독 사용군보다 재협착의 빈도가 낮았으며, 스텐트 혈전증의 

확률도 낮아 관상동맥질환에 더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EPC의 양･질  향상 치료

전기 제 2상 임상시험 연구에서 EP의 제한점인 양․질적 

저하, 기능장애 및 노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Thymosin β4 전처

리 EPC 이식의 기능성,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급성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 10명을 EPC 이식군 5명과 Thymosin 

β4 전처리된 EPC 처리군 5명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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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6개월 후 심장초음파 및 CT로 평가되었으며 6분 걷기를 

통해서 심장기능을 평가하였다. 6개월 추적관찰 후 Thymosin 

β4 전처리된 EPC 처리군은 대조군에 비해 LVEF와 SV가 현저

히 향상되었고, 6분 도보거리도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42]

말초동맥질환 환자 44명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이중 맹검 

무작위 위약 임상 대조실험에서는 실로스타졸이 EPC의 이동

과 증식을 강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실로스타졸은 항혈소판 

및 혈관 확장 작용이 있는 약물로 말초동맥질환 환자에서 혈

관신생 바이오마커를 증가시켜 EPC의 이동과 증식을 향상시

킬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6]. 

PIC를 받고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받은 42명의 환자를 대상

으로 한 2상 임상시험에서 단홍주사제(단삼, 홍화로 구성되는 

중약 주사제)를 받은 시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진행되었

다. EPC 동원에 단홍주사제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12명의 

건강한 지원자가 정맥 내 한번 주사받았고, 다른 12명의 건강

한 지원자는 7일동안 주사 받았다. 결과적으로 단홍주사제 시

험군에서는 협심증 증상이 개선되었다. 단홍주사제는 골수에

서 Akt, eNOS 및 MMP-9의 발현을 상향 조절함으로서 EPC 

이동을 촉진시키고, 이런 작용을 통해 내피손상을 경감시키고 

내피 수복을 촉진하는데에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18].

인종에 따른 치료 효과

말초동맥질환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PROPEL 

(Progenitor Cell Release Plus Exercise to Improve Functional 

Performance in PAD) 임상시험에서 백인 141명, 흑인 64명으

로 6개월동안 러닝머신운동 + GM-CSF, 운동 + 위약, 주의집

중 + GM-CSF, 주의집중 + 위약의 4그룹으로 나뉘어 치료반응

에 대한 인종의 영향을 연구화하였다. 26주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GM-CSF가 6분간의 도보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GM-CSF는 PAD가 있는 백인에서 6분 도보거리

를 향상 시켰지만 흑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PAD와 다른 허혈성 혈관질환에

서 GM-CSF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혈관줄기세포 치료에서 인

종적인 차이에 대한 연구도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7].

결   론

EPC는 허혈성 심근병증 발생 시 허혈성 조직으로 이동하여 

증식 및 혈관내피세포로의 분화를 통해 조직의 재생을 돕는

다. 이러한 EPC는 두 가지 세포로 분류되는데, early EPC는 

혈관형성에 관련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측분비의 방법으

로 혈관형성에 관여하고, late EPC는 직접 혈관내피세포로의 

분화를 통해 혈관수복을 돕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두 

세포는 유전자 발현, 증식능, 혈관 분화능 등에서 다른 성질을 

보이지만, 마우스에 이식 시 두 세포 모두 혈관재생을 촉진시

키는 결과를 보여 혈관 신생과정에서 두 세포 모두 중요하다

는 것을 보인다. 이러한 혈관재생능을 바탕으로 EPC의 임상으

로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고, 임상적 안전성과 유의미한 개선

도를 보여, 허혈성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세포치료제

로서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임상시험결과에서 이식된 EPC는 

심장의 LVEF, NT-ProBNT, 6분간 걷기 테스트 등 심기능의 

주요 지표들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협심증의 빈도를 유

의미하게 낮춘다. 하지만, 허혈성 심근병증 환자의 경우 고령, 

흡연과 같은 위험 인자로 인해 환자의 EPC의 기능이 이미 

양․질적으로 저하되어 있어 자가 이식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최근에는 환자유래 EPC의 eNOS 유전자 발현 조

절, 혹은 다른 약물과의 병용 투여치료 등으로 EPC의 생물학

적 활성도를 높여 치료 효능을 개선화 하려는 시도가 있다. 

또, EPC의 줄기세포 기능 증진을 위한 약물 프라이밍 기법과,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새로운 줄기세포 배양법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시도도 보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의 이식

시 발생하는 생착률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D 프린팅을 

이용한 인공혈관의 개발 등 생물공학적 방법이 연구되고 있

다. 이미 일본과 유럽에서는 오가노이드, 스캐폴드 및 3D프린

팅을 이용해 생물학적으로 안전성이 높고 재생 및 분화능이 

높은 줄기세포가 생착하여 효율적인 혈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많이 소개된 바 있다. 앞서 소개한 오가노이드를 이

용한 인공심장의 무한한 가능성과 3D프린팅 기술을 사용해 

생착률과 재생능력이 뛰어난 인공혈관을 이용한다면 EPC의 

발전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무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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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허 성 심  질환의 치료제로서 내피 구세포(EPC)의 가능성에 한 고찰

김다연1․김보민2․김소정2․최진희2․권상모1*

(1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혈관의학 및 줄기세포학 연구실, 2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허혈성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치사율이 높은 질병 중 하나이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적 방법이 시행

되고 있으나, 손상된 심근조직 회복의 어려움과 수술 후 부작용의 한계가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 심혈관질환의 세포치료제가 각광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혈관내피전구

세포(EPC)는 높은 증식능과 분화능을 기반으로 손상된 혈관을 재생하고, 주변 조직의 재생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 EPC는 임상적으로 안전하며, 환자의 심근 기능을 회복시켜주기에 잠재적인 심혈관질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환자 유래 EPC를 이용한 치료법은, 고령, 흡연 여부, 기저질환 등의 이유로 환자의 

EPC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그 치료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근에는 세포 프라이밍 기법, 오가노이드 

배양법과 같이 EPC의 생리학적 활성도를 올리는 체외 배양법의 개발과 3D 바이오프린팅 기법을 이용한 EPC의 

이식 효율을 높여 치료 효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PC의 특징과 

세포치료제로서의 임상적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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