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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고산소에 노출된 신생 백서와 성숙 백서에 있어서 Prx Ⅰ과 Prx Ⅱ의 발현 

 
고산소는 신생 백서와 성숙 백서의 폐조직에서 항산화효소(antioxidant 

enzyme)의 활성도를 증가시킨다. 한편 성숙 백서와 비교하여 신생 백서의 

폐에서 뚜렷한 항산화 효소(CuZnSOD, Catalase 및 Glutathione 

Peroxidase) 활성의 증가는 신생 백서가 비교적 산소독성(oxygen 

toxicity)에 내성을 보이는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임상적으로 산소 치료는 다양한 급성폐손상질환 및 만성폐질환 환자의 호

흡 부전증을 치료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반면 고산소의 지속적인 투여는 

폐손상을 악화하여 환자의 예후를 불량하게 한다. 

Peroxiredoxin(Prx)은 생화학적으로 thioredoxin-dependent 

peroxidase의 작용이 규명되었으며 생물학적으로 세포내 많은 양이 존재하

고 여러 isoforms이 존재하며 세포 부위에 따라 서로 다른 isoform이 존재

하여 세포 내 중요한 항산화 단백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세포 내 신호전달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H2O2를 조절하여 세포 신호 전달계에 작용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Prx에 전자를 전달하는 thioredoxin(Trx)과 thioredoxin 

reductase(TR)의 유전자는 갓 태어난 원숭이에서 고산소 처치에 의해 폐에

서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rx는 다양한 세포에서 다양한 자

극에 의해 발현이 변화되나 생체내에서 Prx의 발현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많

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고산소 치료에 의한 급성폐손상 시 Prx의 세포질에 주된 

Isoforms인 Prx I과 Prx Ⅱ의 단백 및 mRNA의 발현을 성숙 백서의 

폐장에서 평가해보고 산소독성에 내성을 보이는 신생 백서의 폐장에서의 

발현과 비교하여 보고자 하였다. 

실험결과 고산소에 노출된 성숙 백서와 신생 백서의 폐장에서 Prx I과 

Prx Ⅱ의 단백 발현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고산소에 노출된 성숙 

백서의 기관지 폐포 세척액에서 Prx I과 Prx Ⅱ의 단백량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고산소에 노출된 성숙 백서의 폐장에서 Prx Ⅰ mRNA, Prx Ⅱ 



 

  - 2 - 

mRNA 발현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고산소에 노출된 신생 백서의 

폐장에서 24시간 후 Prx Ⅰ mRNA 발현의 증가를 보였으나 Prx Ⅱ 

mRNA 발현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핵심되는 말 : antioxidant enzyme, peroxiredoxin, hyperoxia, ne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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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산소 투여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등의 호흡기계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정상 폐장

에서 단순한 고산소 투여도 기질인 산소의 증가와 함께 세포내 xanthine 

oxidase(XO), ferredoxin 및 flavodoxin등의 효소가 활성화되어1) O2
-의 생

성이 증가하며 superoxide dismutase(SOD) 혹은 spontaneous 

dismutation에 의해 H2O2을 형성한다. 과도하게 생성된 H2O2는 전이 금속

과 반응하여 OH-을 형성한다.2) 이런 과정에서 생성되는 O2
-, H2O2 및 

OH-의 활성산소종은 폐손상의 기전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급

성호흡곤란증후군의 경우 호중구 및 대식세포등의 염증 세포의 폐내 동원

(recruitment) 및 활성화(activation)에 의해 활성산소종의 발생이 증가하

고2)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산소는 폐장에 산화 스트레스를 가중 시킬 

수 있다.2,3) 

폐장에서 활성산소종은 폐포상피세포 및 내피세포에 괴사(necrosis) 및 

자멸사(apoptosis)를 초래하여 폐포-모세혈관 유출에 의한 미만성 폐포손

상(diffuse alveolar damage)소견을 보이며 진행되면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유사한 병리학적 소견을 특징으로 한다.4-7) 이런 활성산소종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 생체는 비특이적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여 항산화 단백을 가지고 

있다. 생체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항산화 단백의 반응을 살펴보면 패혈증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에 반응하여 혈청 catalase 및 superoxide 

dismtase등의 활성도가 증가하는데8) 부적절한 경우 ARDS을 포함한 다발



 

  - 4 - 

성 장기 부전(multiorgan failure)으로 진행하고 심해지면 불량한 예후를 보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10) 

포유 동물에서 항산화 단백의 활성도는 임신 말기의 태아 및 신생아에서 

산소 노출에 적응하기 위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성장한 포유

동물에 고산소 투여는 폐장의 MnSOD, Cu/ZnSOD 및 glutathione 

peroxidase(GPx)등의 항산화 단백의 활성도 증가를 유도하며12) 아치사량

(sublethal dose)의 산소 투여 후 고산소에 노출시키는 경우 고산소에 저항

성(resistant to high oxygen)을 보이는 기전을 항산화 단백의 발현 증가로 

설명하고 있다.12) 또한 신생 백서에서 뚜렷한 고산소에 저항성(resistant to 

high oxygen)을 보이는 것도 항산화 단백의 발현 증가로 설명하고 있다.13) 

Peroxiredoxin(Prx)은 활성자리에 잘 보존된 cysteine 잔기를 가지며 

peroxidase 활성을 보이는 단백으로 거의 모든 생명체에 잘 보존되어있

다.14-16) 포유류에는 6종의 Prx 동위효소가 알려져 있으며 Prx Ⅰ-Ⅳ는 

2-Cys Prx으로 thioredoxin system(NADPH, thioredoxin reductase, 

thioredoxin)으로부터 전자를 받아 과산화물을 환원하는 thioredoxin-

dependent peroxidase(TPx)의 활성을 보이며 Prx Ⅴ-Ⅵ는 1-Cys Prx으

로 생리적인 전자주계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17-18) Prx을 catalase 및 

GPx와 비교하면 catalase는 peroxisome에 존재하며 H2O2에 대한 친화력

이 매우 낮아(Km < 25 mM) 높은 농도의 H2O2에 반응하며 GPx의 Kcat 

및 Km은 H2O2 농도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환원력을 가지나 세포 내 존재하

는 절대량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Prx은 H2O2에 대한 친화

력이 매우 높고(Km > 10 mM) 세포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전체 세포질 단

백의 0.1∼0.4% 이상으로 많은 양이 존재하며 항산화 단백으로서 세포내 

H2O2를 미세 조절하여 세포내 H2O2가 신호 전달의 이차 물질로 작용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Prx이 세포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4) 아

울러 동종효소에 따라 세포 내 분포가 다양하고14) 세포 외로 분비되는 동종

효소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2-Cys Prx 중 세포질에 존재하는 Prx Ⅰ 및 Prx Ⅱ는 배양된 세포에서 

내독소 및 다양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발현이 증가하고 Prx I은 S-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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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입한 세포 혹은 세포 증식 시 발현이 증가 하고 HL-60 세포에서 

DMSO으로 분화 유도 시 발현이 감소하였으며 Prx Ⅱ는 Molt-4 백혈병세

포주 과발현 시 serum deprivation, ceramide 및 etoposide에 의한 

apoptosis를 억제하며 위암세포주(SNU638)에서 H2O2 및 cisplatin에 의해 

발현이 증가하고 Prx Ⅱ 유전자의 과발현은 cisplatin의 내성에 관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0) 또한 포유동물의 적혈구에 대량 존재하여 산소와 철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적혈구에서 항산화 단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Mouse monocyte-macrophage cells에서 menadione 및 내독소 

처리하여 Prx I 및 Prx Ⅱ의 발현 양상을 비교한 연구에서 Prx Ⅱ에 비하

여 Prx I의 발현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22) 

새로 태어난 원숭이에서 고산소 투여에 의해 폐장에서 thioredoxin 및 

thioredoxin reductase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 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23) 

이는 신생아에서 폐장이 산소 환경에 노출되면서 다른 항산화 단백과 유사

하게 thioredoxin system(Trx 및 TR)이 활성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폐장내에 존재하는 Trx, TR 및 Prx의 상대적인 양과 Trx, TR 및 Prx

의 항산화 활성도(H2O2 제거 작용)를 고려할 때 고산소 투여에 의한 폐손

상의 방어 기전으로 Prx의 발현 증가가 효율적이고 성숙 폐장 보다 신생아 

폐장에서 발현의 증가가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고산소 투여에 의한 폐손상 동물 모델의 폐장에서 최근 

생화학 및 생물학적 기능이 알려진 세포내 항산화 단백인 

peroxiredoxin(Prx) I 및 Ⅱ의 mRNA 및 단백의 발현을 평가하고 

폐포세척액 내에서 이들 량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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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성숙 백서(Rat. Sprague-Dawley) 및 출산이 임박한 임신 백서를 구입 

하여 성숙 백서 및 출산 직후 신생 백서에 고산소를 투여하였다. 고산소 투

여는 CO2 가스와 99.9% 고순도 산소를 이용하여 1.2 cm2 x 1.0 cm의 

acryl chamber 내에 산소 농도를 90%로 유지하고 온도와 습도는 실내와 

같이 유지하였다. Chamber내의 산소 농도는 Beckman gas 

analyzer(Beckma Coulter Inc, Fullerton, CA, USA)를 이용하여 지속적으

로 측정하고 산소를 투여한지 6, 12, 24, 48, 72시간이 지난 후 각 시간의 

생존한 성숙 백서 3마리와 24시간 지난 후 신생 백서 3마리를 실험군으로 

취하고 고산소를 투여하지 않은 성숙 백서 3마리와 신생 백서 3마리를 각각 

대조군으로 취하였다. 실험 동물을 ether마취하여 복부 동맥을 잘라 희생시

킨 후 가슴을 절개하여 좌측 폐장을 취하여 -80oC 냉동고에 저장하였으며 

우측 폐장을 12 ㎖의 생리 식염수로 폐포 세척하여 2 장의 거즈로 거른 후 

일부를 3000 rpm에서 5 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여 -80oC 냉동

고에 저장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폐장 조직 및 폐포세척액에서 단백 분리 : 

절제한 폐장을 차가운 phosphate-buffered saline(PBS)으로 세척 후 잘

게 썰어 2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PMSF), 5 ㎍/㎖ aprotinin 

및 1 ㎍/㎖ leupeptin을 함유한 20 mM Hepes-NaOH(pH 7.0)으로 조직을 

균질화하여 10,000 rpm으로 30 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였으며 

폐포세척액은 분자량의 cut-off 1000인 amicon으로 10,000 rpm으로 1 시

간 원심 분리하여 BCA reagent(Pierce Inc, Rockford, IL, USA)으로 단백 

농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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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Westernblot 분석 : 

상기와 같이 준비된 일정량의 단백을 12% SDS-polyacrylamide gel에 

전기영동후 nitrocellulose membrane에 이동하여 2% BSA를 함유한 

TTBS 용액으로 15 분간 차단한 후 anti-Prx I 및 anti-Prx Ⅱ 항체를 밤

새 처리하여 3 차례 이상 TTBS 용액으로 세척한 후 immunoreactive 

band는 alkaline phosphatase conjugated goat anti-rabbit 

IgG(Kirkegaard and Perry Laboratories Inc. MD, Gaithersburg, MA, 

USA)를 이용하여 발색하였으며 goat anti-actin antibody(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으로 actin 단백을 관찰하여 

Fluor-STM Multi-Imager(Bio-Rad laboratory Inc, Hercules, CA, USA)

을 이용하여 Prx/actin 단백의 상대적 밀도(relative density)를 측정하였다. 

 

 

다. Northernblot 분석 : 

폐장 조직으로부터 TRI Reagent을 이용하여 총 RNA을 추출한 후 26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정량하여 50 ㎍의 RNA를 1% agarose-0.66 M 

formaldehyde gel에 전기영동한 후 nylon membrane에 이동하여 pCRPrx 

I 및 pCRPrx Ⅱ로부터 확보한 Prx I, Prx Ⅱ에 대한 특이 cDNA로 밤새 

hybridization하고 cDNA를 random labeling kit(Boeringer Manheim, 

Germany)를 이용하여 [32P] dCTP로 labeling 하여 측정하고 actin 

cDNA(Ambion, Austin, TX, USA)으로 actin mRNA을 측정하여 Fluor-

STM Multi-Imager(Bio-Rad laboratory Inc, Hercules, CA, USA)으로 

Prx/actin mRNA의 상대적 밀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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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가. 고산소 투여에 따른 폐장에서 Prx I 및 Prx Ⅱ 단백의 발현 

변화. 

성숙 백서의 폐장에서 시간에 따른 Prx I과 Prx Ⅱ의 단백 발현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그림 1, 2) 신생 백서의 폐장에서 24시간에 Prx I

과 Prx Ⅱ의 단백 발현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3). 

 

나. 고산소 투여에 따른 폐포세척액내에 Prx I 및 Prx Ⅱ 단백 

량의 변화. 

성숙 백서의 폐포세척액내에서 시간에 따른 Prx I과 Prx Ⅱ의 단백 량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그림 4, 5). 

 

다. 고산소 투여에 따른 폐장에서 Prx I 및 Prx Ⅱ mRNA의 발

현 변화. 

성숙 백서의 폐장에서 24시간에 Prx I 및 Ⅱ mRNA의 발현 변화를 보이

지 않았으나(그림 6, 7) 신생 백서의 폐장에서 Prx I mRNA의 발현은 뚜렷

이 증가하였으나 Prx Ⅱ mRNA의 발현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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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rx I protein in adult rat lungs exposed to normoxia and

hyperoxia. Prx I protein and Actin protein in 3 separate adult rat lungs

exposed to normoxia and hyperoxia were measured by Westernblot

analysis, and the data are given as ratio. Hyperoxia did not induce

obvious alteration of Prx I protein all the times in adult rat lungs. 

그림 2. Prx II protein in adult rat lungs exposed to normoxia and 

hyperoxia. Prx I protein and Actin protein in 3 separate adult rat lungs 

exposed to normoxia and hyperoxia were measured by Westernblot 

analysis, and the data are given as ratio. Hyperoxia did not induce 

obvious alteration of Prx II protein  all the times in adult rat lu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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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rx I and Prx II protein in neonatal rat lungs exposed to

normoxia and hyperoxia. Prx I and Prx II protein and Actin protein in

3 separate neonatal rat lungs exposed to normoxia and hyperoxia

were measured by Westernblot analysis, and the data are given as

ratio. Hyperoxia did not induce obvious alteration of Prx I and Prx II

protein at 24 hours in neonatal rat lungs.  

그림 4. Prx I protein in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of adult rats

exposed to normoxia and hyperoxia. Prx I protein and Actin protein in

3 separate adult rat lungs exposed to normoxia and hyperoxia were

measured by Westernblot analysis, and the data are given as ratio.

Hyperoxia did not induce obvious alteration of Prx I protein all the
times in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of adult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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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rx II protein in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of adult rats

exposed to normoxia and hyperoxia. Prx II protein and Actin protein in

3 separate adult rats exposed to normoxia and hyperoxia were

measured by Westernblot analysis, and the data are given as ratio.

Hyperoxia did not induce obvious alteration of  Prx II protein all the
times in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of adult rats.  

그림 6 Prx I mRNA in adult rat lungs exposed to normoxia and
hyperoxia. Prx I mRNA and Actin mRNA in 3 separate adult rat lungs
exposed to normoxia and hyperoxia were measured by Northernblot

analysis, and the data are given as ratio. Hyperoxia did not induced

obvious increase of Prx I mRNA at 24 hour in adult rat lu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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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rx II mRNA in adult rat lungs exposed to normoxia and
hyperoxia. Prx II mRNA and Actin mRNA in 3 separate adult rat lungs
exposed to normoxia and hyperoxia were measured by Nothernblot

analysis, and the data are given as ratio. Hyperoxia did not induce

obvious alteration of Prx II mRNA  all the time in adult rat lungs.  

그림 8. Prx I and Prx II mRNA in neonatal rat lungs exposed to
normoxia and hyperoxia. Prx I and Prx II mRNA and Actin mRNA in 3
separate neonatal rat lungs exposed to normoxia and hyperoxia were

measured by Northernblot analysis, and the data are given as ratio.

Hyperoxia induce marked increase of Prx I mRNA at 24 hous in
neonatal rat lungs(*P<0.05). But hyperoxia did not induce obvious

alteration of Prx II mRNA at 24 hour in neonatal rat lu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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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Peroxiredoxin I 및 Ⅱ는 내피세포 및 대식세포에서 내독소 및 다양한 

산화물질의 자극에 의해 다양한 발현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생체에서 발현 양상은 알려져 있지 않다. 

생체에서 peroxiredoxin의 발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 적인 

질환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으로서 병태생리 기전에서 호중구 및 폐포대식 세포의 동원 및 

활성화에 의해 활성산소종 생성이 증가하고 또한 치료 목적으로 투여하는 

고산소와 활성화된 xanthine oxidase(XO), ferredoxin 및 flavodoxin등과 

반응하여 활성산소종의 생성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폐장은 심한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며 이에 대한 생체의 반응으로 항산화 단백의 

일종인 peroxiredoxin의 발현 변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패혈증 환자에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으로 적절한 항산화 활성도가 유도되지 않는 

경우 ARDS을 포함하여 다장기 기능부전(multi-organ failure)을 유발하고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10) 

한편 기저 질환이 없는 동물에 일정 기간의 고산소(FiO2>0.85) 

투여만으로도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서 볼 수 있는 폐포-모세혈관의 유출에 

의한 미만성폐포손상(diffuse alveolar damage)의 병리학적 소견을 보이며 

폐장에서 기존의 항산화 단백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산소 투여로 ARDS와 유사한 병리 및 임상적 

유사성을 보이는 폐손상 모델의 성숙 백서 폐장에서 Prx I 및 Ⅱ mRNA 및 

단백의 발현을 평가한 결과 Prx I 및 Prx Ⅱ mRNA 및 단백의 뚜렷한 

발현 변화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이는 아마도 본 연구에서 고산소 투여 후 

생존한 동물의 폐장에서의 발현을 평가함으로써 고산소 투여에도 불구하고 

폐장 손상 정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폐장 조직이 다양한 

세포로 구성되어 서로 다른 세포에 따라 상이한 발현 양상을 보이며 이의 

합이 발현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아울러 폐손상 

모델의 폐포세척액에서 Prx I 및 Prx Ⅱ의 양을 측정한 결과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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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며 이는 폐장에서 Prx I 및 Prx Ⅱ 단백 발현의 변화 없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백서에서 임신 말기의 태아 및 신생기에 산소 노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항산화 단백의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1) 특별히 

미숙하거나 혹은 신생기에서 고산소 노출시 항산화 단백의 활성도 증가가 

뚜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2) 아울러 아치사량(sublethal dose)의 산소 

투여후에 고산소 투여에 대한 저항성 유도는 폐장의 MnSOD, Cu/ZnSOD 

및 glutathione peroxidase(GPx)등의 항산화 단백의 활성도 증가를 

유도12)함에 기인하며 신생기에 이런 항산화 단백 발현의 뚜렷한 증가를 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고산소 저항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항산화 단백 발현의 뚜렷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는 신생 백서에서 

관찰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성숙 백서와 비교하여 신생 백서에서 고산소 투여후에 Prx I 및 

Prx Ⅱ mRNA 및 단백의 발현을 비교 평가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in vitro 

연구에서 Prx I 및 Prx Ⅱ mRNA 및 단백의 발현 시간을 고려하여 고산소 

투여 24 시간 후 폐장에서 Prx Ⅱ mRNA 및 단백의 발현 변화를 

관찰하였다. 고산소 투여 후 Prx Ⅱ mRNA 및 단백의 발현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고산소 투여 후 폐장에서 Prx I 단백의 발현 변화를 관찰하지 

못하였으나 Prx I mRNA의 발현은 24 시간에 뚜렷이 증가하였다. 이는 

생체 에서 같은 자극에 의해 Prx I 및 Ⅱ 발현이 전사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조절되며 이는 다양한 산화 자극에 의해 세포 차원에서 관찰한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24) 한편 성숙 백서와 비교하여 신생 백서에서 Prx I 

mRNA의 발현 증가는 다른 항산화 단백과 유사하게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신생 폐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rx I mRNA의 

발현 증가에 비하여 단백 발현이 증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번역 (translation) 및 번역 후 변이(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등을 들 수 있으며 고려해 볼 수 있는 기전으로는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Prx I 단백의 자체의 변형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Prx I 단백의 절단으로 분자량에 변화,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단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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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electric point(pI)의 변화 및 단백의 산화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단백의 특이 활성도의 변화 등도 초래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성숙 및 신생 백서에서 고산소 투여에 의한 폐장의 Prx I 및 

Prx Ⅱ 단백의 발현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성숙 백서에 비해 신생 

백서에서 고산소 투여에 의한 폐장의 Prx Ⅱ mRNA의 발현은 변화가 

없었으나 Prx I mRNA의 발현이 뚜렷이 증가하였다. 이는 고산소 투여에 

의해 신생 백서의 폐장에서 Prx I 및 Ⅱ의 발현이 전사 과정에서 조절되고 

Prx I mRNA 발현 증가에 비해 단백 발현이 증가하지 않는 기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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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고산소에 노출된 성숙 및 신생 백서의 폐장에서 세포내 항산화 

단백인 Peroxiredoxin(Prx) Ⅰ 및 Ⅱ mRNA 및 단백의 발현 양상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성숙 및 신생 백서를 분압이 90% 이상의 고산소에 

노출하여 대기에 노출시킨 백서를 대조군으로 하여 시간 별로 성숙 백서의 

폐장에서와 24시간 후의 신생 백서의 폐장에서 Prx I과 Prx Ⅱ의 단백 

발현을 측정하고 성숙 백서를 고산소에 노출하여 대조군과 비교하여 

시간별로 폐포세척액에서 Prx I과 Prx Ⅱ의 단백 량을 측정하였다. 아울러 

고산소에 노출된 환경에서 시간 별로 성숙 백서의 폐장 및 24시간 후 신생 

백서의 폐장에서 Prx I과 Prx Ⅱ mRNA의 발현 변화를 측정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고산소에 노출된 성숙 백서와 신생 백서의 폐장에서 Prx I 및 Ⅱ 단백 

발현은 시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고산소에 노출된 성숙 백서의 폐포세척액에서 Prx I 및 Ⅱ 단백 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3. 성숙 백서의 폐장에서 24시간에 Prx I 및 Ⅱ mRNA의 발현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생 백서의 폐장에서 Prx I mRNA의 발현은 뚜렷이 

증가하였으나 Prx Ⅱ mRNA의 발현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성숙 및 신생 백서에서 고산소 투여에 따른 폐장에서 Prx 

I 및 Ⅱ 단백의 발현 변화는 없으며 성숙 백서에서 Prx I 및 Ⅱ mRNA의 

발현 변화는 없었으나 신생 백서에서 Prx I 및 Ⅱ mRNA의 발현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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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of peroxiredoxin I and II in neonatal and 

adult rat lung exposed to hypero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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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mmals, to adapt hyperoxia, there is gradual increase in the activities of 

multiple antioxiadnt enzymes in neonatal stage. And the relative tolerance of 

newborn animals to hyperoxia compared to adult animals is known to be 

closely associated with augmented induction of antioxidant enzymes. 

Peroxiredoxin(Prx) in vivo reduces hydrogen peroxide with thioredoxin 

system. and Prx I and Ⅱ as abundant cytosolic antioxidant proteins remove 

hydrogen peroxide generated during normal oxidative metabolism and 

stimulation of cell surface receptors.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xpression of Prx I and Ⅱ mRNA 

and protein in adult rat lungs in response to hyperoxia and compare with those 

of neonatal rat lungs in response to hyperoxia. 

Adult Sprague-Dawley rats and neonates delivered from timed-pregnant 

Sprague-Dawley rats were randomly exposed to normoxia or 

hyperoxia(FiO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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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hyperoxia studies, the rats were exposed to hyperoxia in 3.4-ft2 plastic 

chambers in which O2 (>90%), CO2 (<0.1%), room temperature, and humidity 

(40-60%) were monitored. Air-breathing rats were exposed in identical 

chambers in which air (FiO2=0.21) flowed from a compressed air generator. 

After exposure of high oxygen, animals were sacrificed by cutting the 

abdominal aorta and exsanguination, The broncholalveolar lavage was done in 

the right lungs with 3 times with 4 ml of normal saline and the left lungs were 

removed. 

The expression of Prx I and Ⅱ protein in lung tissues and broncholalveolar 

lavage fluids were measured by western blot analysis using polyclonal rabbit 

anti-Prx I or anti-Prx Ⅱ antibody. And the relative expression of Prx I and 

Ⅱ protein per actin protein as internal standard were obtained. The 

expression of Prx I and Ⅱ mRNA in lung tissues were measured by 

northernblot analysis using Prx I- and Prx Ⅱ-specific cDNAs prepared from 

pCRPrx I and pCRPrx Ⅱ. And the relative expression of Prx I and Ⅱ mRNA 

per actin mRNA as internal standard were obtained. 

Hyperoxia did not induce obvious alteration of expression of Prx I and Prx 

Ⅱ protein all the times in adult rat lungs(Fig 1, 2). And also did not induce 

obvious alteration of expression of Prx I and Prx Ⅱ protein at 24 hours in 

neonatal rat lungs(Fig 3). 

Hyperoxia did not induce obvious alteration of amount of Prx I and Prx Ⅱ 

protein all the times in bronchoalveolar fluid of adult rats(Fig 4, 5). 

Hyperoxia did not induce obvious alteration of expression of Prx I and Prx 

Ⅱ mRNA all the times in adult rat lungs (Fig 6, 7). Interestingly, hyperoxia 

induced marked increase of Prx I mRNA at 24 hour in neonatal rats(Fig 8). 

But hyperoxia did not induce obvious alteration of Prx Ⅱ mRNA at 24 hour in 

neonatal rats(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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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Prx Ⅰ and Ⅱ is differently regulated by hyperoxia in 

neonatal rat at transcriptional level. But the expression of Prx I and Ⅱ protein 

by hyperoxia is not different. The upregulation of Prx I mRNA may be another 

mechanism of resistance to high oxygen and mechanism of posttranscriptional 

regulation of Prx I remained to be solved.  

 

Key Words : antioxidant enzyme, peroxiredoxin, hyperoxia, neon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