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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lastin 은 피부 진피의 세포외기질(Dermal extracellular matrix) 

의 주요 구성 성분이며 피부에 탄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Elastin 은 tropoelastin 의 형태로 세포에서 분비되며 Cross-

linking 을 거쳐 insoluble elastin 이 되고 이는 microfibrillar 

scaffold 와 엉켜 elastic fiber 를 구성한다. Tropoelastin 이 

fibroblasts, smooth muscle cells, vascular endothelial cells 등 

다양한 세포들로 분비된다는 것은 알려져 있으며 이중 일부 

연구에서는 elastin 생산량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연구에서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복부유리피판술, 

복부성형술 및 지방흡입술을 시행받는 환자 중 23세부터 72세까지 

총 19명을 환자를 대상으로 지방조직을 획득하였다. 지방조직에서 

Adipose-derived stromal cells (ADSCs) 를 추출하고 culture 

medium 과 함께 sodium L-ascorbate를 첨가하여 추가로 5일간 

배양한 뒤 quantitative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qPCR), 면역형광염색,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의 방법으로 tropoelastin과 elastin 을 검출하였다. 

qPCR 결과 상 60대 이상의 환자군에서 60대 미만의 환자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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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tropoelastin mRNA 전사량이 유의하게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p-value = 0.022) 또한 immunofluorescence 

staining 결과상 20대부터 60대의 환자에서 추출한 

지방유래줄기세포에서 elastin 을 분비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었다. 

ELISA 결과상으로도 실제로 elastin 이 세포와 배양액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포에서 보다 상층액에서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다 

 

주요어: Elastin, Tropoelastin, ADSC, Adipocyte, SVF 

학  번: 2014-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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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Elastin 은 진피의 세포외 기질(dermal extracellular matrix) 의 

주요 구성 성분이며 콜라겐(collagen) 과 함께 피부에 장력과 

탄력을 제공한다(1). 또한 우리 몸의 혈관, 폐와 같은 조직에 

탄성을 제공하며 심장박동, 호흡주기에 따라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Elastic fiber 는 여러 종류의 glycoprotein 으로 

이루어진 microfibrillar scaffold 와 cross-linking 된 elastin 으로 

이루어진 core 로 구성된다. 이중 elastin 은 tropoelastin 이라는 

수용성 전구체 형태로 세포에서 분비되며 cross-linking 을 통해 

insoluble elastin 으로 바뀐다(2). Elastic fiber 는 태아시기와 

유년기 초기에 대부분 생산되며 일생동안 큰 변화를 겪지 

않는다(3). 하지만 국소적인 염증이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유전적,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노화는 여러 protease 를 활성화 시키며 

결과적으로 elastic fiber 의 손실을 일으킨다. 이러한 elastic fiber 

의 광범위한 손상은 피부탄력의 손실, 피부의 주름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4). 또한 손상된 elastin fiber 가 

부적절하게 보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친 elastic fiber 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으며 탄력적이어야 할 조직이 단단해지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심장, 혈관, 폐의 질환을 야기하게 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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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 fiber 의 형성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세포에서 

분비된 tropoelastin 은 67-kDa elastin–binding protein receptor 

에 의해 세포주변에서 microassembly 과정을 거친다(6). 그 

결과로 elastin globule 이 생성되며 이는 lysyl oxidase (LOX)와 

LOXL1(LOX-like 1)를 촉매로 desmosine crosslink 에 의해 

안정화된다. 이 globule 들은 fibulin-4, fibulin-5 의 도움으로 

fibrillin-rich microfibril template 에 쌓여 서로 뭉치고 추가적인 

cross-linking 과정을 거쳐 fiber 형태의 elastin core 를 이룬다 

(7). 이렇게 형성된 microfibril-rich elastin globules 는 초기에 

세포주변에 모이게 되고 서로 합쳐져서 혈관의 lamella 나 피부, 

폐조직의 filament 가 된다. 이후 elastin fiber 가 성숙하면서 점차 

elastin 의 비율이 높아지고 약간의 microfibril 만 구조물 바깥쪽에 

존재하게 된다. 

Tropoelastin 의 전사(transcription)에는 많은 내재적 요인과 

외인성 요인들이 관여한다. 이중 glucocorticoids, IGF-1, insulin, 

TGF-β, aldosterone 과 같은 내재적 요인들과 dexamethasone, 

retinoids, ferric ion 같은 외인성 요인들은 elastin 유전자의 

전사를 촉진한다. 반대로 tumor necrosis factor-α, interleukin-

1β,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vitamin D3 는 elastin 

유전자의 전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Tropolastin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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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를 촉진시키는 인자로는 fibulin-5, fibulin-4, heparan 

sulfate 등이 보고되었다(8). 또한 다른 연구에 의하면 sodium L-

ascorbate 가 elastic fiber deposition 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였다(9). 

나이에 따른 elastic fiber 의 변화는 lipids, calcium 의 고정과 

elastic fiber 의 proteolytic degradation 으로 설명된다. Elastic 

fiber 의 degradation 은 나이가 듦에 따라 elastase activity 가 

증가함에 기인한다. Elastase 는 사람의 일생과 수명을 같이하는 

elastin 을 degradation 시킬 수 있는 강력한 효소이며 그 예로 

serine proteinase, cysteine proteinase 또는 matrix 

metalloproteinase (MMP) 가 있다.  지금까지의 동맥벽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로는 이러한 효소들이 나이가 듦에 

따라 activity 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Elastase 

activity 가 증가하면 elastin degradating 이 증가하고 elastin 

fragmentation 으로 인해 elastin peptide 가 생성된다. 이는 폐와 

혈관등에 작용하여 elastase 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돌게 

된다(5).  

지방유래줄기세포(Adipose-derived stem cell, ADSC) 는 

지방조직의 stromal vascular fraction 에서 분리되는 

다분화능(multipotent)을 가진 세포를 말한다(11).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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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조직에서 분리된 중간엽줄기세포 (mesenchymal stem cell) 는 

지방, 근육, 뼈, 신경, 혈관내피세포, 섬유아세포와 같은 다양한 

표현형으로 분화가 가능하다(12). ADSC 는 지방흡입과 같은 

최소한의 침습적인 방법으로 획득, 분리가 가능하며 지방은 골수에 

비해 줄기세포 수가 100-1000 배 많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liposuction aspirate 에서 지방유래줄기세포의 획득률을 

실험적으로 측정한 결과 404,000 ± 206,000 cells/mL 을 

얻었다는 보고도 있다. 이는 공여자의 연령과는 관계 없었으며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획득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13).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elastin 의 생성에 관련된 

내재적, 외인적 요인들, 축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 분해와 

관련된 요인에 관해서 주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또한 elastin 

은 fibroblast, smooth muscle cells, vascular endothelial cells 

등의 다양한 세포로부터 생산된다는 사실이 알려져있다(14,15). 

하지만 ADSC 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세포들로 분화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DSC 그 자체에서 elastin 을 

생산한다는 사실은 보고된 적이 없다. 또한 문헌에 따르면 사람 

피부에서 추출한 fibroblast 의 elastin 생산량이 70 대 이상의 

환자군에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사람 대혈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70 대 이상에서 tropoelastin mRNA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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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이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16). 지방세포 또는 

지방유래줄기세포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는 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다양한 나이대의 환자군에서 

추출한 ADSC 에서 tropoelastin, elastin 이 실제로 생산되는 것을 

확인하고, 2) 공여자의 연령에 따라 elastin 생산량이 차이가 

있는지 실험적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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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재료 및 방법 

 

모든 지방 검체는 복부유리피판술, 복부성형술 및 지방흡입술을 

시행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그중 적출되어 폐기될 지방조직으로부터 

추출하였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 중 23세부터 78세까지 총 19명의 환자가 실험에 동의하여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과정은 연구윤리 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IRB 

number, 1505-099-674) 

 

1. ADSC harvest and preparation 

환자로부터 얻어진 지방검체를 인산완충용액(phosphate buffer 

solution, PBS; Gibco BRL, Waltham, MA, USA) 과 1% antibiotic 

antimycotic + 5% penicillin/streptomycin 용액으로 세척을 한 

뒤에 잘게 자른다. 잘게 자른 조직을 0.02% 콜라겐 

분해효소(collagenase type 1, Worthington, Lakewood, NJ, 

USA)와 함께 37도에서 30분간 배양한다. 이후 culture medium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a, DMEM; Welgene, 경산, 

한국), High glucose (4500mg/L; Welgene, 경산, 한국), 0.5% 

antibiotic antimycotic, 0.5% Penicillin streptomycin 을 첨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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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간 원심분리 한 뒤 (1,200 rpm) 지방층을 걷어내고 cell 

strainer 로 tissue를 걸러 낸 다음 인산완충용액 용액과 culture 

medium으로 세척한다. 획득한 cell에 culture medium을 첨가하여 

CO2 incubator 에 37℃로 배양하며 2-3일마다 배양액을 교환한다. 

 

2. Sodium L-ascorbate (SA) 첨가 

Sodium L-ascorbate (Sigma-Aldrich, St. Luis, MO, USA) 를 

fibroblast 에 첨가하면 elastic fiber deposition 이 증가한다는 

이전의 연구결과가 있어 이와 같은 결과가 ADSC 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진행하였다.(Unpublished data) 

실험 결과상 종전의 fibroblast 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같이 

200μM 농도 주변에서 elastin 의 양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것을 

quantitative real-time PCR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양된 passage 3의 ADSC를 cell count 하여 100mm 

dish 당 5x105개씩 분주한 뒤, 200μM 농도의 SA 를 첨가하여 

5일간 추가로 배양하였다.  

 

3. Quantitative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qPCR) 

배양이 끝난 cell 에서 TRIzol®  (Life technologies, Carlsbad, 

CA, USA)을 이용하여 RNA 를 분리한 뒤 GoScript™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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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mentary deoxyribonucleic acid (cDNA)를 합성하였다. 

이후 Table 1 에 기술한 primer를 이용하여 quantitative real time 

PCR 을 시행하였다. (LightCycler®  480 System; Roche, Basel, 

Switzerland) 3회 이상의 배양 에서 얻은 tropoelastin mRNA 의 

값을 β-actin의 값을 이용해 표준화 시켰다.  

 

4. 면역형광염색 (Immunofluorescence staining) 

배양이 끝난 세포를 4% paraformaldehyde 에 2시간동안 고정한 

뒤에 PBS로 2회 세척하였다. 0.03% PBST (PBS + 0.03 triton 

X-100)으로 5회 세척한 뒤에 0.03% PBST 와 5% goat serum 

을 첨가하여 1시간동안 blocking 하였다. 다음에 anti-tropoelastin 

rabbit polyclonal antibody (Abcam, Cambridge, UK)을 첨가하여 

4℃에서 overnight incubation 하였다. 0.03% PBST 로 5차례 

세척한 뒤에 FITC-conjugated anti rabbit antibody (Jackson 

Immunoresearch, West Grove, PA, USA)을 첨가한뒤에 상온에서 

2시간 배양하였다. Hoechst 33342 (1:1000; Roche, Basel, 

Switzerland)을 첨가하여 10분간 상온에서 배양해 핵을 염색하고 

5차례 세척하였다. 제작된 검체는 형광현미경 (Leica TCS SP8, 

DMI6000; Leica, Wetzlar, Germany)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405nm, 488nm 파장을 이용하였다. 얻어진 image 는 LAS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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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ca, Wetzlar, German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처리하였다.  

 

5.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30대에서 60대까지 각각 1명의 환자를 선택하여 배양이 끝난 

cell 과 상층액을 분리하여 duplicate 한 뒤 elastin 의 양을 

측정하였다. 검출에는 human elastin ELISA kit (Cusabio, Wuhan, 

China)을 사용하였으며 제품공급자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였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elastin antibody 가 pre-coated 

된 microplate 에 검체를 넣고 배양한 뒤, biotin-antibody, HRP-

avidin 을 각각 넣고 배양, 세척한다. 이후 TMB (3,3’,5,5’-

tetramethylbenzidine) 를 첨가하여 차광하고 배양한 뒤에 stop 

solution을 첨가하고 450nm 의 파장으로 검출하였다.  

 

6. Statistical analysis 

Quantitative real-time PCR 값에 대해서 60세 미만과 60세 

이상 두군으로 나누어 Mann-Whitney test 를 시행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19.0.0 ; IBM, Armonk, NY, USA) 를 

사용하였고 p-value < 0.05 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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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 sequences for quantitative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Gene  Sequence 

ACTB Forward 5’-AGAAGAGCTACGAGCTGCCTGAC-3’ 

 Reverse 5’-CGGATGTCCACGTCACACTTCATG-3’ 

ELN Forward 5’-CATTCCTGGTGGAGTTCCTGGAG-3’ 

 Reverse 5’-TGCAGACACTCCTAAGCCACCAA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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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Quantitative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Figure 1 에 19 명의 환자에게서 구한 상대적인 tropoelastin 

mRNA 발현을 나타냈다. 60 세 미만과 60 세 이상의 두 군으로 

나누어 Mann-Whitney test 를 이용해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60 세 이상의 군에서 mRNA 발현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p = 0.022) 하지만 개인간의 편차가 심했으며 특히 

30 대 40 대 환자중 일부는 60 세 이상의 환자보다도 현저하게 

mRNA 발현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Immunofluorescence staining 

면역형광엽색을 통해 20 대부터 60 대까지 각 연령대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추출된 ADSC를 배양한 검체에서 elastin 

protein 이 세포 안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로 

세포 막 부근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Figure 2) 

 

3.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30~60 대 환자로부터 추출된 ADSC 의 cell lysates 와 cell 

culture supernates 에서 Figure 3 에서 볼 수 있는 elas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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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값을 얻었다. Elastin 의 농도가 모든 연령대에서 cell culture 

supernates 에서 더 높은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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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lative expression of tropoelastin mRNA shows individual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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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mmunofluorescence staining results for elastin under the 

confocal microscope. This microgrph shows FITC stained 

elastin (green), and Hoechest stained nuclei (blue). Donor 

age is 45.  (x200 magnification, Bar : 100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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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lastin protein concentration derived from cultured ADSC 

lysates and super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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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Human elastin 은 ELN gene 의 transcription 을 거쳐 

insoluble elastin 의 형태로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이는 LOX, 

LOXL1 등을 촉매로 하여 세포 주변에서 cross linking 과정을 

거친다. 이에 따라 elastin globule 이 형성되며 이는 또다시 

fibulin-4, fibulin-5 등을 촉매로 하여 fibrillin-rich microfibril 

과 엉켜 elastin fiber 를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elastin fiber 는 

기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쌓이게 되며 혈관에서는 lamella, 피부나 

폐 조직에서는 filament 를 형성하게 된다. 만약 선천적으로 ELN 

gene 에 deletion 이나 mutation 이 있다면 supravalvular aortic 

stenosis 또는 autosomal dominant cutis laxa 같은 질환을 

일으키게 되며 이는 Marfan syndrome, atherosclerosis, Menke 

syndrome 같은 다양한 질환과 관련되어 있다(17). 

태아기, 초기 유년기에 형성된 elastin fiber는 대개 일생동안 큰 

변화를 겪지 않으나 노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분비되고 조절되는 

elastase 라는 강력한 효소에 의해 일생 동안 degradation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degradation 에 의해 elastic fiber 가 손상되게 

되면 조직에 탄력이 없어지게 되어 피부에서는 탄력의 손실, 피부의 

주름형성을 일으키고 혈관에서는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게 



 

 

 

1 7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Elastin 의 생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또한 Elastin 의 degradation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elastase activity 를 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MMP-2 등의 elastase 의 activity 가 

증가하고 그 결과물로 발생하는 elastin peptide 에 의해 다시 

elastase 의 분비가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돌게 된다.  

나이에 의한 elastin production 의 변화에 대해 실험적 방법으로 

연구한 논문들도 있다. Human aorta 를 대상으로 나이에 따른 

변화를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 elastin lamina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며 mRNA 발현 또한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70세를 기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또한 Human 

skin fibroblast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70세 이상의 

환자들에서 elastin production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본 실험에서 시행한 quantitative real-time PCR 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이전의 연구들과 비슷하게 60세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tropoelastin mRNA 의 발현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전 

human aorta 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개인간의 

tropoelastin mRNA 상대적 발현값의 편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16). 개인간의 편차가 심한 원인으로는 본 실험에 자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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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중 상당수가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라는 점, 일부 

환자에서 수술 받기 전 항암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 

예로 60대 이하에서 평균값보다 절반 이하로 낮은 mRNA 발현값을 

보인 환자 중 한 명은 세포 획득 직전까지 항암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다. 하지만 항암치료가 tropoelastin 의transcription 감소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elastin 의 

production 이 항상 일정한 정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 

growth factors, cytokine, hormone, pharmacological agent 등에 

의해 elastin 합성이 시작, 유지, 종료되어 동일 개체 안에서도 시기, 

환경에 따른 변화가 심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18). 이렇게 

elastin 생산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 실험값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기저질환이나 약물복용 등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본 실험에서는 면역형광염색을 통해 ADSC 에 

elastin 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ELISA 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세포에서 실제로 elastin 단백질을 생산하고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면역형광염색에서 elastin 

이 주로 세포막 부근에 존재했다는 점, ELISA 결과 상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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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다는 상층액에 존재했다는 점은 elastin 이 대부분 세포 안에 

머물기 보단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 cross-linking 을 통해 

안정화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실험의 한계점으로는 ELISA 를 시행한 환자 군의 수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elastin production 

이 환자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줄어드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본적으로 elastin production 

이 deposition 과 직결되는지는 알 수 없으며, 생산된 elastin 이 

곧바로 분해된 elastin 을 대체하고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elastin protein 의 생산량 

차이가 실제로 사람의 몸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 말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른 세포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와 같이 60세 이상에서 tropoelastin mRNA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밝혔다는 점과 ADSC 에서 elastin protein 

이 생산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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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방유래줄기세포(ADSC)의 tropoelastin mRNA 

발현정도가 60세 이후에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면역형광염색을 이용하여 실제로 ADSC 에 elastin 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ELISA를 이용하여 elastin 이 ADSC 에서 

생산되고 세포밖으로 분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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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astin production in adipose-

derived stromal cell : a comparision 

according to the age 
 

 

Ie Hy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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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lastin is a major component of dermal extracellular matrix in human dermis 

and provides elasticity to the skin. Tropoelastin secreted from cells becomes 

insoluble elastin after cross-linkage, and later it tangles with microfibrillar 

scaffold to form elastic fiber. Various cells, such as fibroblasts, smooth muscle 

cells, and vascular endothelial cells, produce tropoelastin.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production of elastin decreases as the 

age of subject increases. 

In this study, fat tissue was harvested from nineteen female patients, aged 

23 to 72-year old, who underwent free transverse abdominis 

musculocutaneous flap (TRAM), abdominoplasty, and liposuction, from July, 



 

 

 

2 5  

2015 to April 2016. From the harvested fat tissue, stromal vascular fraction 

(SVF) was separated, and adipose derived stem cells (ADSCs) were produced. 

Further cultivation was performed with addition of sodium L-ascorbate to the 

culture medium for 5 days. Tropoelastin mRNA level was measured with 

quantitative PCR, and elastin peptide production was detected and quantified 

using immunofluorescence staining and ELISA. 

Quantitative real-time PCR showed decreased level of tropoelastin mRNA,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older age group with over sixty years 

old when compared with the other groups. (p=0.022) Through 

immunofluorescence staining, ADSCs were confirmed to produce elastin. 

ELISA data showed existence of elastin in the cell and cell culture supernates 

that was higher in concentration than in the cell lys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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