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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백서의 bleomycin 유도 폐섬유화에서의  

MMP-2와 MMP-9의 역할 

 

 

특발성 폐섬유화는 폐실질 세포의 손상, 염증 반응, 폐포-모세혈관 벽

의 심각한 파괴와 섬유모세포의 이동과 증식, 세포외 기질의 침착과 이에 

따른 폐 구조의 변형 등의 일련의 과정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모든 변

화는 기저막을 포함한 세포외 기질을 조절하게 된다. Matrix 

metalloproteinase (MMPs)는 세포외 기질의 생성, 침착, 분해의 균형을 

조절함으로써, 특발성 폐섬유화의 발병 기전에 관련이 있다. 폐섬유화에서 

MMP의 역할, 특히 시간적 변화와 MMP 생성에 주된 세포의 역할을 규명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백서에 bleomycin을 투여하여 실험적으로 유도

된 폐섬유화에서 MMP-2와 MMP-9의 변화를 면역조직화학적 방법과 

zymography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동물을 대조군 (27마리), 

bleomycin 투여군 (54마리)의 2군으로 나누어 bleomycin 투여 후 제 1일, 

2일, 3일, 4일, 5일, 7일, 14일, 21일, 28일에 각각 실험군 6마리와 대조군 3

마리씩을 도살하여 기관지 폐포 세척액에서의 세포수와 염증 세포의 구성

비를 평가하였고, zymography를 이용하여 MMP-2와 MMP-9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폐조직에서 면역조직화학적 방법으로 MMP-2와 

MMP-9의 발현 정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Bleomycin으로 유도된 폐섬유화에서 세포수는 지속적으로 대조군에 

비해 높았는데 초기부터 증가하여 제 4일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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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윤하는 세포는 중성구와 폐포 대식세포가 가장 많았으며, 중성구는 제 4

일에 최고치를 보인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2) 폐조직에서의 MMP-2와 MMP-9의 면역조직학적 발현은 전체적으

로 초기에 급격히 증가하여 제 4일 최고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였다. MMP-2와 MMP-9은 초기에는 주로 침윤된 염증 세포 즉, 중성구와 

폐포 대식세포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성구에서는 MMP-9이 강하

게 발현되었다. 또 폐포강내 부종액에서도 MMP-2와 MMP-9이 발현되었

다. 이런 염증 세포에서의 MMP-2와 MMP-9의 발현은 제 4일에 가장 현

저하였다. 세기관지 상피세포와 활성화된 제 2형 폐포 상피세포에서도 

MMP-2와 MMP-9이 발현되었고, 특히 세포 손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는 더욱 뚜렷이 발현되었으며, 이는 비교적 후기까지 유지되었다. 제 7일 

이후 섬유화 병소에서는 오히려 MMP-2와 MMP-9의 발현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섬유화 병소의 가장자리의 폐포 대식세포와 폐포 상피세포에

서의 발현은 유지되었다.  

 

3) 기관지 폐포 세척액에서 zymography로 측정한 MMP-2와 MMP-9

의 활성은 역시 초기에 급격히 증가하여 제 4일에 최고치에 이른 후 감소

하였으며, MMP-2에 비해 MMP-9이 더 많이 증가하였고 그 변화도 뚜렷

하였다. 제 14일에는 활성형의 MMP-2가 미약하게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bleomycin 유도 폐섬유화에서 MMP-2와 

MMP-9은 초기에 침윤한 중성구, 폐포 대식세포 등의 염증 세포와 기관지 

상피세포, 제 2형 폐포 상피세포 등에서 다량으로 발현되고 이렇게 분비된 

MMP-2와 MMP-9은 폐포의 기저막을 분해하는 등 세포외 기질의 항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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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에 불균형을 일으킴으로써 깨어진 기저막 사이로 염증 세포와 

섬유모세포 등이 침윤하여 폐포강내 섬유화를 일으키는 초기 섬유화 

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MMP-2와 MMP-9의 발현은 

섬유화가 진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초기에 비해 감소하지만 섬유화 병소의 

가장자리에서 폐포 대식세포와 활성화된 제 2형 폐포 상피세포에서의 

발현은 유지되는 점으로 보아 섬유화 병소가 주변으로 파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세포 손상의 소견이 관찰되는 세기관지 

상피세포나 폐포 상피세포, 재생과 복구의 일부분으로 생각되는 

세기관지화 병소와 섬유화병소 가장자리의 제 2형 폐포 상피세포에서 

MMP-2와 MMP-9이 발현되는 점으로 보아 폐섬유화에서 상피세포의 

손상과 재생에 MMP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 

핵심되는 말: 폐섬유화, bleomycin, matrix metalloproteinase (MMP), MMP-2, MM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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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의 bleomycin 유도 폐섬유화에서의 

MMP-2와 MMP-9의 역할 
 

<지도교수 조상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김 지 영 

 

I. 서론 
 

특발성 폐섬유화는 잠행적이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며, 심한 폐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군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개략적인 발병 기전은 초기에 폐 손상에 

대한 복구 반응의 일환으로 폐포 중격과 폐포강 내에 염증 세포가 침윤하는 폐포

염 (alveolitis)이 발생하고, 이후 침윤된 염증 세포의 활성이 증가하면서 성장 인

자를 비롯한 여러가지 매개체를 분비하여 염증을 지속시킨다1, 2. 또한 한편으로는 

단백질 분해 효소 등을 분비하여 상피 기저막을 비롯한 세포외 기질을 파괴함으

로써 생긴 기저막의 틈으로 섬유모세포를 비롯한 간질 세포들이 폐포강 내로 이

동하여 세포외 기질의 생성과 침착을 유도, 폐포내의 섬유화 병소 (intraalveolar 

fibrosis)를 형성하는데 이는 폐포의 폐쇄 (obliteration)와 허탈 (collapse)을 초래

하여 정상 폐 구조의 변형을 일으켜서 말기 폐섬유화, 즉 벌집모양 폐 

(honeycomb lung)에 이른다3-10.  즉 폐섬유화와 폐포 구조의 변형 (remodeling)

은 궁극적으로 세포외 기질의 생성, 축적과 변형 (remodeling)을 포함하는 일련의 

세포외 기질의 조절과 그 균형에 관련이 있다. 

세포외 기질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분해되면서도 정확한 생리학적 항상성을 유

지하는 데에는 세포외 기질 분해 효소인 matrix metalloproteinase (MMP)의 작용

이 중요하다. Matrix metalloproteinase (MMP)는 18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단백 

분해 효소로 이루어진 효소족으로서, 단백 분해 작용을 나타내는데 Zn이 필요하

고, 전구체 (proenzyme)의 형태로 분비되며, 질소 말단기 (amino terminus)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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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분해적 제거(proteolytic removal)과정으로 활성화되고 특정 Tissue inhibitors 

of matrix metalloproteinase (TIMP)에 의해 그 기능이 저해되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11-14. 이런 MMP와 TIMP에 의한 정확한 세포외 기질의 조절이 파괴되어 항

상성이 깨어지는 경우 과도한 세포외 기질의 침착이나 세포외 기질의 파괴가 일

어나 질병 상태에 이르게 된다. 

폐섬유화에 있어서도 초기 병변인 폐포염에서 기저막의 파괴와 이를 통한 간

질 세포의 폐포강내 이동, 그리고 폐포강 내에서의 세포외 기질의 축적으로 인한 

폐포강내 섬유화가 중요한 발생 기전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각각의 단계에서 

MMP와 TIMP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MMP-2와 MMP-9

는 각각 72-kDa gelatinase A와 92-kDa gelatinase B로 불리기도 하며, 기저막의 

주성분인 collagen type IV를 분해함으로써 기저막의 파괴와 변형을 유발하여 폐

섬유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연구에서 MMP-2와 

MMP-9 등이 폐섬유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폐 질환에서 그 활성이 증가되며15-20, 

중성구21, 폐포 대식 세포22, 23 등의 염증 세포나 섬유모세포15, 16, 24 등의 간질 세

포와 기관지나 폐포의 상피 세포15, 16, 25-28에서 MMP-2와 MMP-9을 분비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인간 폐 혹은 실험 동물의 폐에서 유래한 

세포를 시험관내에서 배양한 세포 배양법을 이용하여 연구한 것이어서 그 결과를 

생체내의 반응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또 이 경우 대

개 한가지 종류의 세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세포가 

여러 시점에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리라고 예측되는 생체 내에서의 기전을 이해하

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 본 연구는 특발성 폐섬유화에서 세포외 기질 조절 

기전의 변화가 섬유화의 진행 단계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주로 어

떤 세포가 관여하는지를 살펴서 폐섬유화의 발생 기전에서 MMP-2와 MMP-9의 

역할과 그것을 조절하는 세포의 역할을 밝히고자 실험적으로 동물에서 폐섬유화

를 유도하고, 초기 자극으로부터 정해진 시간대 별로 MMP활성의 변화를 여러 가

지 방법을 통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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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및 방법 

 

1. 실험 동물 및 실험군 

 

기초 사육 후 1주일간 환경에 적응시킨 체중 200 gm내외의 웅성 

Sprague-Dawley rat 81마리를 대조군 (27마리), bleomycin 투여군 (54마리)의 2

군으로 나누어 bleomycin 투여 후 제 1일, 2일, 3일, 4일, 5일, 7일, 14일, 21일, 28

일에 각각 실험군 6마리와 대조군 3마리를 함께 도살하였다. 

 

2. 약물 투여 방법 

 

백서를 ether 마취 하에 실험대위에 배위로 고정하고, 멸균 생리식염수에 용해

시킨 bleomycin (Nippon Kayaku Co., Tokyo, Japan)을 체중 200 gm당 1.5 unit

씩 백서에 알맞은 후두경으로 기도 삽관을 통해 기관지 내로 투여하였다. 

 

3. 검사 방법 

 

가. 기관지 폐포 세척술 

동맥 전 채혈 (arterial exanguination)로 도살한 동물로부터 폐 주위조직을 박

리하여 좌엽 기관지를 기관 근위부에서 결찰한 후 우측 폐로만 three way tube를 

이용하여 인산염 완충 식염수 (PBS)를 3 ml씩 5회, 25 cm H2O의 압력으로 중력에 

의해 주입하였다. 각 주입 시마다 용액이 폐 내에 3분씩 머무르게 한 뒤 중력에 

의해 회수된 세척액을 얼음으로 채워진 용기내의 50 ml 용량의 원추형 시험관에 

모았고, 회수된 세척액의 2/3은 세포계측을 위해 준비하였으며, 나머지 1/3은 

zymography법을 이용하여 MMP-2, MMP-9의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80 ℃의 

deep freezer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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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관지 폐포 세척액의 세포수 측정 

4 ℃ 원심분리기내에서 1,500 rpm의 속도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침전한 세포 층은 RPMI 1,640 배지로 2회 더 세척하였다. 

Hemocytometer를 이용하여 세포수를 측정하였고, 총 세포수는 기관지 폐포 세척

액 ml당 세포수로 표현하였다. 이후 세포수를 1.0 x 106/ml로 맞춘 후 200 ㎕를 

채취하여 원심 분리시켜서 슬라이드에 도말 건조한 다음 Wright-Giemsa 염색을 

시행하였다. 구성 세포들은 눈금이 그려진 micrometer 대안 렌즈를 이용하여 광

학현미경 400배 시야에서 500개의 세포를 세어서 그 비율을 표시하였다. 

 

다. 광학 현미경적 관찰 

광학 현미경 검색을 위해 좌측 폐를 10 % 중성 포르말린에 8시간 고정한 후, 

통상적 방법으로 탈수, 파라핀 포매과정을 거쳐 3 ㎛의 연속 절편을 만든 후 

hematoxylin-eosin 염색을 시행하였으며, 교원 섬유의 분포를 보기 위해 

Masson's trichrome 염색을 시행하였다. 

 

라. 면역조직화학적 검사 

포르말린에 고정 후 파라핀 포매된 조직을 대상으로 3 ㎛의 절편을 만들어 

poly-L-lysine으로 처리된 슬라이드에 붙인 후 xylene으로 탈파라핀화 시키고 고

농도에서 저농도로 단계별 알코올을 거쳐 함수한 수 15분간 3 % H2O2에 처리하여 

내인성 peroxidase를 차단하였다. 3분간 증류수로 수세한 후 항원의 노출을 위해 

10 mM sodium citrate buffer (pH 6.0)에 담그어 극초단파에서 10분간 끓였다. 

mouse monoclonal MMP-2 (CA-4001), mouse monoclonal MMP-9 (IIA5) 

(Neomarkers, Fremont, CA, USA)를 각각 1:5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 1시간 반응 

후 4 ℃에서 밤새 반응시켰다. 백서용 LSAB II Rat kit (Dako Co., Carpinteria, CA, 

USA)를 이용하여 biotin 처리된 이차항체와 streptavidin HRP에서 각각 15분간 

반응시켰다. PBS buffer로 세척한 후 aminoethyl carbazole (AEC)로 발색하고, 

Mayer's 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을 하여 각 항원을 발현하는 세포와 염색 강

도를 조사하였다. 이의 발현 정도를 semiquantitative한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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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다. 먼저 100배의 고배율 시야에서 양성으로 염색되는 세포의 수에 따라 

grade를 0, 1, 2, 3으로 하고, 염색강도를 1, 2, 3으로 평가하였으며 (Table 1), 이 

두 값을 곱하여 면역염색지수를 구하였다. 이것을 각각 5개의 100배 고배율 시야

에서 평가하였다. 

*HPF: high power field 

 

마. Gelatin zymography 

기관지 폐포 세척액에서 MMP-2, MMP-9에 대한 zymography를 Laemmli 방

법29에 따라 시행하였다. 방법을 기술하면 동량의 sample에 4X의 non-reducing 

sample buffer (0.5 M Tris-HCl, 10% (w/v) sodium dodecyl sulfate (SDS) 4 ml, 

0.1% bromophenol blue 0.5 ml, glycerol 2.0 ml, 증류수 첨가하여 총량 10 ml)를 

넣고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뒤 0.1 %의 gelatin이 주입된 precast 10 % (w/v) 

acrylamide gel (Novex, San Diego, CA, USA)의 각 well에 주입하고 4 ℃에서 20 

㎃ (125 V, 3시간)으로 전기영동을 시행하였다. 전기영동 후 gel을 꺼내어 

2.5 %(v/v)의 triton X-100의 renaturing buffer로 실온에서 30분간 반응하여 

SDS를 제거한 다음, developing buffer (50 mM tris-base, 200 mM NaCl, 5 mM 

CaCl2, pH 7.6, 0.02 % Brij)에 넣어 37 ℃에서 18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0.5 % 

(w/v) Coomasie brilliant blue로 염색한 후 methanol: acetic acid: water 

(50:10:40)에서 destain하여 gelatin이 녹아 밝게 나타나는 band를 관찰하였다. 

Computer-assisted image analyzer (Bioprofile, Vilber_Lourmat biotechnology, 

Table 1. Evaluation criteria of positive expression of 

MMP-2 and MMP-9 

Intensity (Grade) 
Number of positive 

cells/HPF 

Grade 0 <50 

Grade 1 50-100 

Grade 2 101-200 

Grade 3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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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ne La Vallee, Cedex, France)를 이용하여 band의 면적과 밀도를 측정하여 활

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HT-1080 세포주에서의 92 kDa과 72 kDa의 밴드의 값을 

1로 하였을 때 각각 밴드의 값을 환산하여 활성도를 정하였다. 

 

바. 통계학적 분석 

실험자료 중 수치화된 것의 통계학적 분석은 각 실험군간의 변화를 비교 분석

하기 위하여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비모수 검정인 Wilcoxon Rank Sum test로 

검정하였다. 

 

 

 

 

 

 

 

 

 

 

 

 

 

 



-10- 

III. 결과 

 

1. 기관지 폐포 세척액의 검사 

 

가. 기관지 폐포 세척액의 총 세포수 

기관지 폐포 세척액의 총 세포수는 정상 대조군에 비해 bleomycin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는데, 제 1일부터 14일까지 약 1.5배에서 3배로 증가되

었으며, 제 4일에 최고 값에 이르고, 그 후 서서히 감소하여 28일에는 거의 대조

군과 비슷하였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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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otal cell count in the BAL fluid of bleomycin-treated group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control group (p<0.05). Total cell count

increases rapidly from the first day after bleomycin instillation, reaching

the peak level on the 4th day. Then it continuously decreases till the

28th day. (Exp: bleomycin-treated experimental group. Control: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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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관지 폐포 세척액의 염증 세포 구성비 

정상 대조군은 약 95 % 이상이 단핵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 bleomycin을 

투여한 실험군은 제 1일부터 중성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제 4일에는 최고치 

(52.1 %)에 이르렀고, 이후 제 14일까지는 급격히 감소하다가 그 후로는 서서히 

감소하여 제 28일에는 3.7 %로 낮아졌다 (Fig. 2). 호산구는 제 4일에서 7일 

사이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였다. 림프구는 제 3일까지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Figure 2. The percentage of neutrophil in the BAL fluid in the 

bleomycin-treated group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control group

(p<0.05). The percentage of neutrophil is markedly increased from the first

day after bleomycin instillation, reaching the peak level on the 4th day, and 

then decreasing rapidly thereafter. (Exp: bleomycin-treated experimental 

group, Control: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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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학 현미경적 소견 

 

가. Hematoxylin-Eosin 염색 소견 

대조군은 소수의 염증 세포, 주로 림프구가 소혈관 주위에 침윤하는 소견을 제

외하고는 전 시기에 걸쳐 실험군에 비해 염증 변화가 미미하였고, 섬유화는 없었

다. Bleomycin 투여군에서는 제 1일부터 소혈관 주위, 주변 간질에 염증 세포가 

침윤하였고, 폐포 중격에 약간의 부종도 관찰되었다. 염증 세포 침윤은 주로 소혈

관 주위, 종말 세기관지 주위에서 시작하여 점점 주변 실질로 퍼졌는데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염증 변화의 병소가 폐 실질의 여기 저기에 둥그런 덩어리 모양으로 

흩어져 관찰되었다. 염증성 변화의 병소는 초기에 소수의 중성구와 림프구가 침윤

하고, 몇 개의 대식세포가 폐포강내 부종이 있는 부위에 침윤하였으며, 이런 병소

는 소혈관 주위, 종말 세기관지의 염증 세포 침윤 병소와 연결되어 있었다. 제 3, 

4일에는 폐포강내 부종이 현저해지고 대식세포와 림프구의 침윤이 훨씬 많았으며 

특히 제 7일부터는 폐포 중격에 침착되어 폐포 중격을 확장시키는 양상이 관찰되

었는데 이는 제 14일에 뚜렷하였다. 세기관지 상피의 섬모 세포는 세포질에 작은 

공포를 보이기도 하고 종창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입방형의 세포가 세기

관지 주변에서 폐포 쪽으로 자라 들어와 관상 구조를 형성하는 소견, 즉 세기관지

화 (bronchiolization)30가 제 4일부터 제 7일까지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런 

병소 주위의 제 2형 폐포 상피세포는 세포질이 공포화하거나 팽창하고, 핵도 비대

해지는 등 이상성을 보였는데, 이런 폐포 상피세포의 변화는 제 3일부터 제 7일

까지 가장 현저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특히 섬유화가 진행되는 병소의 

가장자리에서 뚜렷하였다. 또한 섬유화 병소의 가장 자리에는 섬유화를 둘러싸고 

한층의 납작한 상피세포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주변의 활성화된 제 2형 폐포 상피

세포와 연결되어 있었다. 섬유화는 제 7일부터 미성숙한 교원질 섬유가 염증 변화

가 있는 소동맥, 세기관지 주변 및 폐포 중격에서 국소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제 14일에는 교원질 섬유의 침착 면적이 넓어졌고, 폐포강내 섬유

화의 소견도 보였다. 제 28일에는 여러 곳의 폐포 중격에 성숙한 교원질 섬유로 

이루어진 섬유화가 동반되었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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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asson's trichrome 염색 소견 

제 7일부터 대식세포 등 염증 세포 침윤이 있는 소동맥, 세기관지 주변 및 폐

포 중격의 여러 곳에 미성숙 교원질 섬유의 침착이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

한 교원질 섬유의 침착이 두드러졌다. 

 

A 
B 

C D 

Figure 3. Histological findings of bleomycin-treated group. A. 3rd

day. Swollen cuboidal epithelial cells of the terminal bronchiole

and type II pneumocytes (arrow) and inflammatory cell infiltration

in the peribronchiolar and perivascular area. B. 5th day. A number

of small tubular structures of bronchiolar epithelial cells (arrow)

are seen around the fibrosis. C. 14th  day. Some foci of small

intraalveolar fibrosis (arrow). D. 21th day. Dense focal fibrosis

around the bronchiole is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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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소견 

 

대조군에서는 MMP-2와 MMP-9는 모두 세기관지 상피세포, 소혈관의 평활근 

세포에서 중등도 정도로 염색되었고, 소수의 폐포 대식세포와 제 2형 폐포 상피세

포에서 약하게 염색되었다. 또한 소혈관이나 세기관지 주위의 림프구에서도 미약

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실험군에서도 MMP-2와 MMP-9는 세기관지 상피세포, 

소혈관의 평활근 세포에서 전 시기에 걸쳐 중등도 정도로 염색이 되었고, 소혈관

이나 세기관지 주위의 염증 세포에서도 미약하게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소혈관 

주위의 소수의 비만세포에서도 양성이었다. MMP-9는 중성구에서의 양성 반응이 

뚜렷하였다. MMP-2는 중성구에서는 발현되지 않았지만 폐포 대식세포에서의 발

현이 MMP-9보다 상대적으로 강하여, 전체 면역염색지수는 비슷하였다. 전 시기

에 걸쳐 기관지 상피세포에서는 강하게 염색되었다. 제 3일부터 뚜렷하게 이상성

을 보이는 제 2형 폐포 상피세포와 폐포 대식세포는 강하게 염색되었으며, 제 4

일에 수적으로도 가장 많고 양성 반응도 가장 현저하였다. 제 7일부터는 침윤되는 

대식세포 등 염증 세포의 수도 감소하였으며, 침윤된 세포에서도 그 염색 정도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섬유화 병소의 가장 자리에서는 폐포 대식세포와 이상성을 보

이는 제 2형 폐포 상피세포에서의 양성 반응이 유지되었고, 섬유화 병소를 둘러싼 

한층의 납작한 상피세포에서도 양성으로 발현되었다. 제 3, 4일에 뚜렷한 폐포강

내 부종 부위에서도 MMP-2와 MMP-9이 강하게 염색되었다 (Fig. 4). 각 시기별

로 MMP-2와 MMP-9의 발현을 보면 제 1일부터 급격히 발현이 증가하여 제 4

일경에 최대에 이르고, 제 5일부터는 다소 감소하나 제 14일까지는 비교적 높은 

정도의 발현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그 정도가 높았다 

(p<0.05). 실험군에서는 제 21일, 제 28일까지도 제 2형 폐포 상피세포에서는 양

성반응을 보였으며, MMP-2는 제 4일에 MMP-9보다 높은 발현을 보이고, 

MMP-9에 비해 비교적 후기에도 발현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두 MMP 간

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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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immunohistochemical expression of the MMP-2 and MMP-9. In 

bleomycin-treated group, MMP-2 (A, C, E), and MMP-9 (B, D, F) are expressed 

mainly in the neutrophils, alveolar macrophages, type II pneumocytes and in the

areas of intraalveolar edema on the 4th day (A, B), and the tubular structures of

cuboidal epithelial cells (bronchiolization) on the 7th day (arrow, C, D). On 14th

day, the expression of MMP-2 (E) and MMP-9 (F) is decreased in most part but 

still retained at the periphery of the fibrotic foci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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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elatin zymography 결과 

 

Gelatin 분해 활성을 보이는 밴드는 MMP-2와 MMP-9에 일치하는 72-kDa과 

92-kDa에서 관찰되었고, 그 활성도는 초기부터 증가하여 제 4일에 가장 높았다 

(Fig. 6). MMP-9는 그 변화의 정도가 심하여 제 4일에는 제 1일에 비해 약 6배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 급격히 활성이 감소하였으며, 5일부터 14일까지는 약 2배 정

도에서 비교적 같은 정도를 유지하다가 제 21일부터 다시 감소하였다 (Fig. 7B). 

MMP-2는 그 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았으나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제 4일에 최고

치에 도달했다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특히 제 14일, 21일에도 비교적 

높은 정도로 유지되었다 (Fig. 7A). 제 14일에는 활성형의 MMP-2 (62 kDa)가 미

약하게 관찰되었다. 

Figure 5. The immunohistochemical expression of the MMP-2 and 

MMP-9 in the bleomycin-treated group. The immunohistochemical score 

is evaluated semiquantitatively by the criteria. The expression of both

MMP-2 and MMP-9 rapidly increases from the first day to the 4th day,

and getting decreased thereafter till the 28th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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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Gelatin zymography of MMP-2 (72kDa) and MMP-9 

(92kDa) in the BAL fluid of the bleomycin-treated group. The 

representative gelatin zymography sample shows that the band 

of MMP-9 is strong, particularly on the 4th days. It gets weaker

through the 14th to 21st days. On 14th day, weak band of active

MMP-2 (62kDa) is noted. 

A 
B 

Figure 7. Gelatinolytic activity of MMP-2 and MMP-9 in the BAL fluid of the 

bleomycin-treated group. The activity of MMP-2 (A) and MMP-9 (B) is rapidly 

increased and reaches the peak level on the 4th day and then decreases thereafter.

The change of the MMP-9 is more pronounced than that of the MMP-2. The MMP-2 

is rather sustained at a high level till the 21s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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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정상적으로 폐의 세포외 기질의 조절은 폐의 여러 세포에서 분비되는 MMP와 

TIMP의 복잡한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발성 폐섬유화의 널리 알려진 동

물 실험 모델인 bleomycin 유도 폐섬유화에서, 초기 섬유화는 주로 폐포 내에서 

일어나는데, 폐 손상 후 중성구를 비롯한 염증 세포가 폐포내에 침윤하여 폐포염

이 발생하는 때에 기저막의 파괴가 동반되며, 또한 섬유모세포가 폐포강내로 이동

하는 과정에도 기저막의 파괴가 선행된다1-3, 10. 이처럼 폐섬유화에서 폐 원위부, 

즉 폐포에서의 기저막 등 기질의 변형은 폐섬유화의 주요한 발생기전의 하나이다. 

여러가지 MMP 중에서 특히 MMP-2와 MMP-9은 기저막의 주성분인 type IV 

collagen을 분해하는 능력으로 인해 폐섬유화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

되었고, 많은 급성 폐손상의 실험모델에서 MMP-2와 MMP-9의 활성이 증가한다

는 사실이 보고되었다21, 22, 26, 31. 본 연구에서도 gelatin zymography로 확인한 기

관지 폐포 세척액 내의 MMP-2와 MMP-9는 모두 초기에 급격히 증가하여, 제 4

일에 최고치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MMP의 

변화는 기관지 폐포 세척액의 총 세포수 변화와 일치하였으며, 폐조직에서 확인된 

MMP-2와 MMP-9의 발현도 이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기관지 폐포 세척액에서 

MMP-9의 변화가 훨씬 뚜렷한데 비해, 폐조직에서는 제 4일에 MMP-2의 발현이 

조금 더 높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두 MMP 간의 유의한 발현 차이는 없었다. 

이는 초기에 MMP-9의 발현이 주로 중성구에서 나타나고, 이 중성구의 상당수가 

폐조직보다는 기관지 폐포 세척액에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폐조직에서 MMP-2는 중성구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았지만, 초기에 폐포 대식세

포에서의 발현이 MMP-9에 비해 매우 강하여, 면역염색지수는 결국 비슷하였다. 

MMP-9이 폐 손상의 급성기에 중성구에서 많이 분비된다는 것은 이전의 연구에

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31, 32, 이렇게 분비되는 MMP-9은 중성구가 혈관밖으로 이

동하는데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으나33, 한편으로는 중성구의 이동에 반

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보고도 있어34 MMP-9과 중성구의 이동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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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기별로 MMP를 주로 분비하는 세포는 차이가 있었는데, 초기에 MMP-9은 

주로 중성구에서, MMP-2는 주로 폐포 대식세포에서 강한 발현을 보이는 등 염증 

세포에서 주로 분비되었고, 폐포강내 부종액에서도 강하게 발현되었으며, 이런 변

화는 제 4일에 가장 현저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침윤되는 염증 세포의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침윤된 염증 세포에서 MMP의 발현도 약해졌다. 초기의 폐포염 

단계에서 MMP-2와 MMP-9의 활성이 증가되는 것은 이전의 연구26, 32와 일치하

는 결과이며, 기저막의 type IV collagen과 이들 MMP가 같은 부위에 발현됨을 관

찰한 이전 보고15를 고려하면, 이 시기의 MMP-2와 MMP-9이 기저막을 분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관지 상피세포와 폐포 상피세포에서의 발현도 뚜렷하였는데, 특히 세포 종대, 

공포화, 핵의 이상성 등 세포 손상의 소견이 있는 상피세포에서는 MMP-2와 

MMP-9의 발현이 더욱 뚜렷하였다. 제 5일부터 제 7일까지 흔히 관찰된, 세기관

지화 (bronchiolization) 병소30로 생각되는 관상 구조의 병소에서도 MMP-2와 

MMP-9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후기에는 주로 섬유화 병소의 가장자리에 이를 둘

러싸는 납작한 상피세포나 그 주변의 활성화된 제 2형 폐포 상피세포에서 

MMP-2와 MMP-9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폐섬유화에서 세기관지화를 일으키는 

세포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근위부의 세기관지 상피세포나 

더 원위부의 폐포 상피세포에서 유래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런 세기관지화는 상

피세포 손상에 대한 복구반응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30, 35. 또 폐포강내 섬

유화 등 섬유화 병소의 가장자리에 이를 둘러싸는 납작한 상피세포 역시 재생되

는 폐포 상피세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이런 세포 재생의 소견을 

보이는 상피 세포에서 MMP-2와 MMP-9이 발현되는 점은 상피 세포의 손상과 

그 복구 과정에 MMP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폐섬유화에서 세

포 재생에 관련한 MMP-2와 MMP-9의 역할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gelatinase B 결핍 쥐에서 세기관지화 소견이 현저히 감소한다거나28, 급성 폐손상

에서 손상받은 부위로 기도 상피세포가 이동하는데 MMP-9이 관여하며36, 폐섬유

화에서 세포 증식이나 세포고사와 관련된 인자인 p53, p21의 발현이 높아지고3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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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3이 MMP-2의 활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39, 40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폐섬유화

에서 세포 재생이나 복구와 연관된 MMP-2와 MMP-9의 역할에 대해서는 더 많

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 7일 이후에 섬유화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MMP-2와 MMP-9의 전체적인 

발현은 감소하였다. 흩어진 개별 섬유화 병소를 살펴보면, 섬유모세포와 미성숙 

또는 성숙한 교원질의 침착이 관찰되는 섬유화 병소의 중앙에서는 MMP-2와 

MMP-9은 잘 발현되지 않았으나, 대식세포의 침윤 등 염증의 소견이 관찰되는 섬

유화 병소 가장자리에서는 폐포 대식세포와 제 2형 폐포 상피세포에서의 발현이 

유지되었다. 이런 섬유화 병소의 가장 자리의 제 2형 폐포 상피세포와 폐포 대식

세포에서 MMP-2와 MMP-9이 발현된 것은 섬유화 병소가 주위로 파급되고 확장

되는데 MMP가 어떠한 역할을 함을 시사하는 매우 흥미있는 소견이라고 생각한

다.  

대개 폐섬유화의 초기에 MMP-2와 MMP-9의 활성이 높아지므로 이때에 활성

형의 MMP-2나 MMP-9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실제로는 in vitro 또는 

in vivo 실험에서 zymography로 활성형의 MMP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22, 

24. 본 연구에서는 bleomycin 투여 후 zymography 상에서 MMP의 활성이 가장 

높은 제 4일에서 제 7일까지는 활성형의 MMP가 나타나지 않다가 제 14일에 미

약하게 활성형의 MMP-2가 관찰되었으며 MMP-9의 활성형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활성형의 MMP가 폐조직내에는 상당량이 존재하면서도 기관지 

폐포 세척액내로 분비되는 활성형 MMP의 양이 zymography로 검출되기에는 너

무 적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활성화된 MMP가 기질인 type IV 

collagen에 작용하여 기질 분해 작용을 일으킨 후 바로 소실되기 때문일 수도 있

다. In vitro 실험에서 type IV collagen을 포함하는 배지에서 기관지 상피세포를 

배양하면 MMP-9의 활성이 증가되지 않고 활성형의 MMP-9도 관찰되지 않는다

는 보고27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 다른 면으로는 제 14일에 활성형의 MMP-2가 

관찰된 점으로 보아 MMP-9과는 달리 MMP-2는 폐섬유화의 초기보다는 그 이후 

단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전의 한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MMP-9은 기저막의 분해 등 초기에 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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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고, MMP-2는 그 이후 상피세포의 재생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

석하였다3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재생의 소견이 관찰되는 상피세포에서는 

MMP-2나 MMP-9이 모두 발현된 점으로 보아, MMP-2와 MMP-9 모두 상피세

포 재생에도 관여한다고 추측된다. 

MMP에 대한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MMP의 활성은 TIMP-1이나 TIMP-2에 

의해 조절된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폐섬유화에서도 MMP의 변화와 연관된 TIMP

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비록 일관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폐섬유화, 특

히 폐섬유화의 초기나 급성 폐손상의 모델에서는 TIMP-1이나15, 25, 26, 41, 42 

TIMP-2가43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bleomycin 유도 폐섬유화의 동

물 실험 모델에서 MMP의 기능억제제인 batimastat을 투여한 경우 MMP-2, 

MMP-9과 함께 TIMP-1의 활성이 감소하고, 섬유화의 정도도 현저히 감소한다는 

최근의 연구와44 latent MMP-2가 MT1-MMP, TIMP-2와 결합하여 활성화되며45 

bleomycin 유도 폐섬유화의 동물 실험모델에서 제 2형 폐포 상피세포에서 

MMP-2와 MT1-MMP, 그리고 TIMP-2의 발현이 증가되고, MMP-2의 발현과 

p53의 발현 사이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어, 상피 세포의 재생에도 TIMP가 관

련이 있다는 연구40 등을 볼 때 폐섬유화에서의 TIMP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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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폐섬유화에서의 MMP-2와 MMP-9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백

서에서 bleomycin을 투여하여 실험적으로 유발된 폐섬유화의 모델에서 MMP-2

와 MMP-9의 변화를 면역조직화학적 방법과 zymography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실험동물을 대조군 (27마리), bleomycin 투여군 (54마리)의 2군으로 나누어 

bleomycin 투여 후 제 1일, 2일, 3일, 4일, 5일, 7일, 14일, 21일, 28일에 각각 실험

군 6마리와 대조군 3마리씩을 도살하여 기관지 폐포 세척액에서의 세포수와 염증 

세포의 구성비를 평가하였고, zymography를 이용하여 MMP-2와 MMP-9의 활성

을 측정하였다. 또한 폐조직에서 면역조직화학적 방법으로 MMP-2와 MMP-9의 

발현 정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Bleomycin으로 유도된 폐섬유화에서 세포수는 지속적으로 대조군에 비해 

높았는데 초기부터 증가하여 제 4일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 시기에 침윤하는 세포

는 중성구와 폐포 대식세포가 가장 많았으며, 중성구는 제 4일에 최고치를 보인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2) 폐 조직에서의 MMP-2와 MMP-9의 면역조직학적 발현은 전체적으로 초기

에 급격히 증가하여 제 4일 최고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MMP-2와 

MMP-9은 초기에는 주로 침윤된 염증 세포 즉, 중성구와 폐포 대식세포에서 강하

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성구에서는 MMP-9이 강하게 발현되었다. 또 폐포강내 부

종액에서도 MMP-2와 MMP-9이 발현되었다. 이런 염증 세포에서의 MMP-2와 

MMP-9의 발현은 제 4일에 가장 현저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관지 상피세포와 활

성화된 2형 폐포 상피세포에서의 발현도 뚜렷하였으며, 이는 비교적 후기까지 유

지되었다. 제 7일 이후 섬유화 병소에서는 오히려 MMP-2와 MMP-9의 발현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섬유화 병소의 가장자리의 폐포 대식세포와 폐포 상피

세포에서의 발현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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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지 폐포 세척액에서 zymography로 측정한 MMP-2와 MMP-9의 활성

은 역시 초기에 급격히 증가하여 제 4일에 최고치에 이른 후 감소하였으며, 

MMP-2에 비해 MMP-9이 더 많이 증가하였고 그 변화도 뚜렷하였다. 제 14일에

는 활성형의 MMP-2가 미약하게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bleomycin 유도 폐섬유화에서 MMP-2와 MMP-9은 초기에 침

윤한 중성구, 폐포 대식세포 등의 염증 세포와 기관지 상피세포, 제 2형 폐포 상

피 세포 등에서 다량으로 발현되고 이렇게 분비된 MMP-2와 MMP-9은 폐포의 

기저막을 분해하는 등 세포외 기질의 항상성 조절에 불균형을 일으킴으로써 깨어

진 기저막 사이로 염증 세포와 섬유모세포 등이 침윤하여 폐포강내 섬유화를 일

으키는 초기 섬유화 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MMP-2와 

MMP-9의 발현은 섬유화가 진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초기에 비해 감소하지만 섬

유화 병소의 가장자리에서 폐포 대식세포와 활성화된 제 2형 폐포 상피세포에서

의 발현은 유지되는 점으로 보아 섬유화 병소가 주변으로 파급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세포 손상의 소견이 관찰되는 세기관지 상피세포

나 폐포 상피세포, 재생과 복구의 일부분으로 생각되는 세기관지화 병소와 섬유화

병소 가장자리의 제 2형 폐포 상피세포에서 MMP-2와 MMP-9이 발현되는 점으

로 미루어 폐섬유화에서 상피세포의 손상과 재생에 MMP-2와 MMP-9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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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MMP-2 and MMP-9 in bleomycin-induced pulmonary 

fibrosis in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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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Sang-Ho Cho) 
 

 

Background The pathological processes of the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ncludes a series of sequential events such as parenchymal cell injury, 

inflammatory response, severe disruption of alveolar-capillary barrier, followed 

by fibroblast migration and proliferation, and collagen accumulation with the 

consequent distortion of the lung architecture. All of these changes modulate the 

extracellular matrix, including basement membrane.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 have been implicated in the pathogenesis of pulmonary fibrosis, by 

modulating the balance of extracellular matrix production, deposition, and 

remodeling. To evaluate the role of MMPs, particularly their sequential changes 

in pulmonary fibrosis, especially in early and late periods, we investigated the 

change of MMP-2 and MMP-9 in the bleomycin-induced pulmonary fibrosis 

models in rats. 

Materials and Methods The level of MMP-2 and MMP-9 in BAL fluid was 

investigated by zymography in 54 bleomycin-treated and 27 control rats, 

sacrificed at a given time from 1 to 28 days after intratracheal bleomycin 

instillation, along with total and differential cell counts of the BAL fluid. We also 

evaluated the expression of the MMP-2 and MMP-9 in lung tissue by 

immunohistochemistry. The expression level was estimated semiquantitatively. 

Results Total cell counts in BAL fluid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bleomycin-treated group than in control group. It rapidly increased and reached 

the peak level on the 4th day with neutrophil and macrophage being the 

predominant cells. The levels of MMP-2 and MMP-9 were markedly increased 

in both the BAL fluid and in the lung tissue of the bleomycin-treated rats than in 

controls, especially in the early phase of the pulmonary fibrosis. The MMP-2 

and MMP-9 reach their peak levels on the 4th day after bleomycin insti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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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decrease rapidly. The level of MMP-9 in BAL fluid was higher than MMP-2. 

On 14th day, a small amount of active MMP-2 was noted. In the lung tissue, in 

the early stage, the two MMPs were predominantly expressed in the 

inflammatory cells, such as macrophages and neutrophils, the latter being 

positive exclusively for MMP-9. At the later stage, the inflammatory cell 

infiltration subsided and the expression of the MMPs in those cells decreased. 

Fibrotic foci, noted since the 7th day, showed only slight MMP expression, while 

a few alveolar macrophages and type II pneumocytes at the periphery of the 

fibrotic foci revealed sustained MMP expression. The bronchiolar epithelial 

cells and the alveolar epithelial cells were positive for MMP-2 and MMP-9, 

which is more prominent in those cells with features of cell injury or features of 

repair.  

 

Conclusion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in bleomycin-induced pulmonary 

fibrosis, the MMP-2 and MMP-9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arly phase, 

probably by modulating the extracellular matrix including basement membrane. 

At the late stage, the MMP-2 and MMP-9 may be involved in the extension and 

propagation of the fibrotic foci to the surrounding parenchyma. The MMP-2 and 

MMP-9 also may be involved in the process of cellular repair. 

------------------------------------------------------------

Key Words : pulmonary fibrosis, bleomycin, matrix metalloproteinase (MMP), 

MMP-2, MM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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