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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Bleomycin에 의한 폐섬유화에서 interleukin-12의 역할

 

  항암제로 흔히 쓰이는 bleomycin은 폐손상 및 폐섬유화의 부작용을 일으키며 

이를 이용하여 실험동물에서 급성 폐손상과 폐섬유화의 모델로 널리 사용하고 있

다. 폐섬유화에서 1형 조력 T 세포(T helper 1 cell,Th1 세포)는 섬유화를 억제

하는 역할을 하며 2형 조력세포(T helper 2 cell, Th2세포)는 섬유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nterleukin-12(IL-12)는 Th1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핵심적

인 cytokine으로 interferon-γ(IFN-γ)의 생성을 자극하여 섬유화를 억제하는 기

능을 가지고 있으며 40kD(p40)과 35kD(p35) 소단위로 이루어진 70kD(p70) 의 이

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생체 내와 시험관 내 실험에서 IL-12p40이  

IL-12p70의 생물학적 활성도를 저해하는 것이 보고되고 최근의 동물 실험연구에

서 기도 내로 규소를 투여하 을 때 발생하는 폐섬유화의 기전에 IL-12의 p40 소

단위의 생성과 Th2 세포의 발현이 폐의 염증과 섬유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되었다.  

 이에 저자는 마우스에 bleomycin을 투여하여 폐섬유화를 유발한 후 조직학적 

변화, IL-12p40의 발현 정도, IL-12p40과 IL-10 mRNA 발현의 연관성을 관찰하여 

IL-12p70과 p40 소단위가 Th 세포의 아형발현과 bleomycin에 의한 폐섬유화의 과

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실험동물은 생후 8주내외의 암컷 BALB/c 마우스를 이용하 으며 대조군과 실험

군으로 나누어 대조군은 생리식염수를, 실험군은 bleomycin을 투여하 다. 생리

식염수 또는 bleomycin을 투여한 후 2일, 4일, 7일,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에 각 

군을 5마리씩 도살하 다. 기관지폐포세척술과 폐적출을 시행하 으며 기관지폐

포세척액과 조직에서 효소면역측정법(enzyme linked immunosorvent assay, 

ELISA)으로 Ig(immunoglobulin)G 아형 및 cytokine(IL-12p70, IL-p40, IL-10, 

IFN-γ, tumor necrosis factor(TNF)-α, transforming growth factor(TGF)-β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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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 으며 기관지폐포세척액내의 세포와 조직에서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reverse transe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으로 IL-12p40, 

IL-12p35, IL-10과 IFN-γ mRNA의 발현정도를 측정하 다. 조직은 

hematoxylin-eosin 염색을 시행하여 병리학적 변화를 관찰하 다. 

 조직학적 소견에서 생리식염수 투여군은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bleomycin 

투여군은 초기에 급성 염증소견을 보 고 14일 이후에는 섬유화가 시작되었다. 

Bleomycin 투여군에서는 섬유화가 증가할수록 기관지폐포세척액과 조직에서 

IL-12p40 와 IL-10 mRNA의 발현이 증가하 고, 기관지폐포세척액과 조직에서 

IL-12p40 mRNA의 발현이 되는 경우 IL-10 mRNA의 발현이 관찰되었으나 IFN-γ는 

증가하지 않았다. Bleomycin 투여군에서는 섬유화가 증가할수록 기관지폐포세척

액과 조직에서 IgG1과 IgG2a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Bleomycin 투여군의 기

관지폐포세척액에서 섬유화가 증가할수록 IL-12p40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IL-12가 IL-12p40 아형의 발현에 따라 bleomycin에 의한 

폐섬유화를 촉진할 수도 있으며, Th2 cytokine인 IL-10과 연관되어 bleomycin에 

의한 폐섬유화의 과정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폐섬유화, 마우스, bleomycin, interleukin-12, p70, p40,  

Interleukin-10, Interferon-γ, T-조력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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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omycin에 의한 폐섬유화에서 interleukin-12의 역할

<지도교수 용 석 중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리  원  연

I. 서  론 

폐섬유화를 특징으로 하는 간질성 폐질환의 하나인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만성적

이고 치명적인 호흡기질환으로 10만명당 27-29명의 유병율로1 드물지 않게 발생하

며 만성적인 호흡곤란과 점점 진행하는 폐섬유화에 의한 호흡부전을 특징으로 한

다. 그러나 이의 명확한 원인과 병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치료는 통상적 

면역억제요법인 스테로이드나 세포독성약물인 azathioprine, cyclophosphamide나 

항섬유화 약제인 perfenidone, colchicine등이 이용되나 반응률이 30-50% 이며 중

간생존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2. 그러나 최근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발병과정과 

cytokine의 관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치료에 

IFN-γ가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2,3
. 

Bleomycin sulfate는 설치류에서 투여경로, 용량, 종에 따라 염증 반응의 차이를 

보이나 백혈구의 축적, 섬유모세포의 증식과 교원질 성분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섬

유화성 폐병변을 유발하는 데 사용해 왔으며, 이로 인해 유발된 섬유화성 폐병변

은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유사한 조직학적 변화를 많이 보인다4,5. 이런 병리학적인 

변화는 사람의 특발성 섬유화증보다 빨리 일어나므로 설치류에서 bleomycin을 기

관내로 투여하여 폐섬유화증의 실험모델로 사용하고 있다.

동물 실험에서 bleomycin 투여 후 첫 번째 반응은 부종과 동반된 폐혈관내피의 

손상으로 시작하여 호중구, 림프구, 그리고 대식세포와 같은 염증세포가 폐실질로 

침윤되고 섬유모세포가 증식하여 폐섬유화를 유발한다
4
. 폐섬유화 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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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kine과 같은 매개체는 비만세포
6
, 호중구

7
, 호산구

8
, 그리고 폐포 대식세포와 같

은 염증세포들을 폐포구획으로 동원하여 폐의 염증반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섬

유모세포의 증식과 교원질 합성 자극에 관여한다. 또한 폐포 대식세포에서 생성되

는 IFN-γ, IL-1, IL-6, IL-8, TGF-β, 혈소판 유래성장인자와 인슐린유사성장인자 

등이 폐섬유화의 발생을 유발하는 일련의 연쇄증폭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0. 

Bleomycin에 의한 폐섬유화의 발생에 T세포 매개 면역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보고되고11 또한 간질성 폐질환과 림프구의 서로 다른 아형의 존재 사이에 연관이 

있음이 사람과 동물모델에서 알려져 왔다12,13. Th1 반응은 세포면역을 주로 매개

하며 마우스에서 IgG2a를 생성하게 한다. Th2 세포는 알레르기 반응과 체액성면

역을 담당하며 IgG1과 IgE의 농도를 높이며 특징적으로 호산구증다증과 비만세포

증다증을 동반한다14. 그러나 섬유화 과정에서 림프구의 정확한 역할은 아직 확실

치 않다. 

IL-12는 IFN-γ의 생성에 중요한 유도인자 중 하나로 활성화된 대식세포와 항원

전달세포에서 생성되어 자연살세포와 T 림프구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IL-12는 자연살세포와 T 세포의 증식을 자극하여 T 세포와 자연살세포 매개성 

세포독성을 증강시킨다16. 또한 IL-12는 T 세포가 IFN-γ를 많이 생성하게 하며 T 

세포를 Th1 세포로 분화하게 하여 Th1 세포의존성 면역반응을 증강시킨다17,18. 그

러나 IL-12p70 이합체만이 온전한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내며 생물학적으로 활성

화된 IL-12p70 이합체가 생성되려면 같은 세포에서 p40과 p35 소단위가 동시에 

발현하여야 한다. p40 소단위는 수용체에 대한 경쟁으로 p70 이합체의 생물학적 

활성도를 저해할 수 있으며
19,20
, 또한 마우스에서 규소에 의한 폐섬유화에서 p40 

소단위의 생성과 Th2세포의 분화가 섬유화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보고되었다5.

Th2 cytokine 중의 하나인 IL-10은 여러 질환에서 항염증 작용이 있으며 T세포 

이외에 자극된 B 세포, 단핵구, 대식세포, 각질세포, 비만세포와 상피세포등에서 

생성되고 다양한 세포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매개한다21. 또한 IL-10은 T 세포에

서 IL-12와 같은 Th1 cytokine의 생성을 억제하고
22-24
 활성화된 B 림프구의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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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5
 면역 로불린의 합성을 자극한다

26
. 따라서 IL-10은 일반적으로 세포매개면역

을 억제하고 체액성 면역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폐렴27, 내독소혈증28,29 

에서는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지만, 규소에 의한 폐섬유화에서는 염증반응은 감소

시키나 섬유화는 촉진하는 것이 보고 되었다
30
. 

Cytokine의 생성과 별개로 Th1과 Th2 세포의 특징은 IgG아형의 생성형태에 있

다. 마우스에서 Th1 세포는 IgG2a를 생성하게 B 림프구를 전환시킨다. 이런 차이

는 어떤 질환의 발생에서 Th1과 Th2 세포 사이의 균형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14. 또한 규소를 투여한 폐섬유화 연구에서 IgG2a보다 IgG1이 증가하여 

Th2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9. 

폐포 상피세포에 직접적으로 독성효과를 주어 폐섬유화가 시작되는 bleomycin

에 의한 폐섬유화에서 IL-12와 p40 소단위의 생성이 Th 세포의 아형발현과 폐의 

염증이나 섬유화 과정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

다. 

 이에 bleomycin에 의한 폐섬유화에서도 IL-12p70과 IL-12p40이 상반되는 효과

를 가진다면 Th2의 발현이 증가하여 Th2 cytokine인 IL-10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우스에 bleomycin을 투여하여 폐섬유화를 유발한 후 조직학적 변화, 

IL-12p40의 발현 정도, IL-12p40과 IL-10 mRNA발현의 연관성을 관찰하여 

IL-12p70과 p40 소단위가 Th 세포의 아형발현과 bleomycin에 의한 폐섬유화의 

과정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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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및 일반적 처치

생후 8-10주된 체중 17-20g의 암컷 BALB/c 마우스(Daehan Biolink Co. 

Ltd. Korea)를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누어 75mg/kg의 ketamin을 복강내로 

투여하여 마취한 후 기관을 노출시켜 생리식염수또는 bleomycin을 26G 주사

침을 이용하여 기관내 주입하 다. 대조군은 생리 식염수를 0.03ml투여하 으

며, 실험군은 bleomycin(Bleocin, Donga Pharm Co. Ltd., Korea) 3mg/kg의 

용량을 2mg/ml의 농도로 생리식염수에 혼합하여 투여하 다. 약물 투여 후 2

번 백색 실크 봉합사로 봉합한 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ceftriaxone 

20mg/kg를 복강내 주사하 다.

약물 투여 후 2일, 4일, 7일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에 각 군의 실험동물을  

5마리 씩 도살하여 검체를 체취하 다.

2. 실험방법  및  검체분석

(1) 기관지폐포세척술(Bronchoalveolar lavage, BAL) 및 세포분석

  Pentobarbital을 복강내 주사하여 도살한 후 기관을 노출시키고 유도침을 

삽입하여 봉합사로 묶은 후 생리식염수 0.5ml을 천천히 주입하고 회수하는 것

을 총 10회 시행하 으며 처음 2회는 cytokine 측정을 위해 따로 회수하 다. 

기관지폐포세척액(Bronchoalveolar lavage fluid)은 700g로 10분간 원심분리하

여 상층액은 ELISA에 사용하기 전까지 -80℃에서 보관하 다. 침전된 세포

성분은 인산염 완충액으로 두 번 세척하여 RNA 분리에 사용되었다.

(2) 폐조직의 처치

  폐포세척술을 시행한 후 왼쪽은 10% 중성 포르말린을 주입하여 병리학적 

관찰을 위하여 보관하고, 오른쪽은 액체질소에 급속냉동시켜 균질화하여 

ELISA와 mRNA 분리에 사용되었다. ELISA를 이용한 cytokine 및 IgG 아형

의 측정을 위한 폐조직은 단백분해효소 억제완충액을 첨가하여 초음파파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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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4℃에서 1500g로 1시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80℃에서 ELISA에 사용

하기 전까지 보관하 다. 침전물은 mRNA 분리를 위하여 역전사 중합효소연

쇄반응을 시행하 다.

(3) 병리조직학적 검사 

  광학현미경적 관찰은 좌측폐를 절제하여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 후 파

라핀에 포매하여 5-6㎛로 세절 후 H-E 염색을 하여 염증 및 섬유화의 정도

를 관찰하 다.

(4) Cytokine 측정

 기관지폐포세척액 및 폐조직 균질액내의 IL-12p70, IL-12p40, IL-10, IFN-γ, 

TNF-α와 TGF-β1의 농도의 측정은 sandwich ELISA (Quantikine Mouse 

IL-12p70, IL-12p40, IL-10, IFN-γ, TNF-α, TGF-β1, R&D System, 

Minneapolis, MN,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측정방법은 시약회사에서 

제공한 매뉴얼을 참조하 다. 이들 ELISA의 민감도는 IL-12p70 2.5pg/ml, 

IL-12p40와 IL-10 4pg/ml, IFN-γ 2pg/ml, TNF-α 5.1pg/ml, TGF-β1 

1.6-4.2pg/ml이었다. 

(5) IgG 아형 측정

기관지폐포세척액과 폐조직균질액에서 IgG의 아형은 마우스 IgG ELISA 

Core Kit (KOMA BIOTECH INC.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폴리스티

렌 평판은 염소 항마우스 IgG-친화성 정제포획항체로 60분 실온에서 코팅하

다. 그 후 0.05% Tween 20이 포함된 TBS buffer(50mM Tris, pH8.0, 

0.15M NaCl)로 세척한 후 1% BSA가 포함된 TBS buffer로 30분 동안 차단

한다. 차단한 평판을 세척한 다음 표준시약과 시료를 평판에 넣고 60분 동안 

배양한다. 그 후 염소 항마우스 IgG-HRP 접합검출항체를 첨가하여 60분간 

배양하고 기질반응 후 ELISA 판독기로 판독하 다. 

(6)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기관지폐포세척액과 폐조직의 RNA 분리는 easy-BLUETM (INTRON 

biotechnology, Korea)를 사용하 다. 폐포세척액 내의 세포는 PBS 완충액

으로 세척하고 easy-BLUE 용액을 넣어서 세포를 깨고, 폐조직은 PBS 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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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으로 세척하여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조직을 균질화하여 easy-BLUE 용액

을 넣어서 세포를 깬 후 클로로포름을 넣어 RNA를 분리하고 isopropanol로 

침전시켜 RNA를 추출하 다. 분리된 RNA는 분광광도계로 정량하여 1㎍을 

cDNA 합성에 사용하 다. cDNA 합성은 5× RT buffer, 10mM dNTP 

(Promega, USA), oligo-dT primer (Promega, USA), 20U/㎕의 RNase 

inhibitor (INTRON biotechnology, Korea), 200U/㎕의 M-MLV 역전사 중합

효소(Promega, USA)와 1㎍의 RNA를 혼합하여 42℃ 1시간, 94℃ 5분, 4℃ 

5분 반응시켜 합성하 다. 

표 1.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에 사용된 시발체의 염기서열 

시발체 서열(sense) 시발체 서열(antisense)

β-actin 
(550bp)

5'-GTGGGCCGCTCTAGG
CACCAA-3'

5'-CTCTTTGATGTCACGCA
CGATTTC-3'

IL-12p40 
(576bp)

5'-CGTGCTCATGGCTGG
TGCAAAG-3'

5'-GAACACATGCCCACTTG
CTG-3'

IL-12p35 
(319bp)

5'-AAGACATCACACGGG
ACCAAACCA-3'

5'-CGCAGAGTCTCGCCATT
ATGATTC-3'

IFN-γ 
(244bp)

5'-AGCGGCTGACTGAAC
TCAGATTGTAG-3'

5'-GTCACAGTTTTCAGCTG
TATAGGG-3'

IL-10 
(635bp)

5'-GAGACTTGCTCTTGC
ACTAC-3'

5'-CCTGGAGTCCAGCAGAC
TCA-3'

IL: Interleukin

IFN: Interferon

bp: Base pairs

Beta-actin, IL-12p40, IL-12p35, IL-10과 IFN-γ에  대한 시발체(표1)를 

사용하여 cDNA를 증폭하 다. 10배 PCR 완충액, 2.5mM dNTP, 0.75U Taq 

polymerase(Takara, Olsu, Shiga, Japan), 시발체, cDNA를 혼합하여 30㎕의 

반응액을 만든 후 β-actin과 IL-10은 94℃에서 3분간 사전변성하고, 94℃에

서 1분, 60℃에서 1분, 68℃ 1분간 35cycle 한 후 68℃ 7분간 최종 확대하

다. IL-12p40은 94℃에서 5분간 사전변성한 후, 94℃에서 1분, 65℃에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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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분 동안 30 cycles 실시하고 68℃에서 7분간 최종확대하 으며, 

IL-12p35는 94℃에서 5분간 사전변성한 후, 94℃에서 1분, 58℃에서 1분, 7

2℃에서 1분간 35cycles 실시하고 72℃에서 7분간 최종확대하 다. IFN-γ는 

93℃에서 3분간 사전변성한 후, 93℃에서 1분, 63℃에서 1분, 72℃에서 2분간 

30 cycles 실시하고 72℃에서 7분간 최종 확대하 으며, IL-12p35는 94℃에

서 5분 사전변성한 후, 94℃에서 1분, 58℃에서 1분, 72℃에서 1분간 35 

cycles 실시하고 72℃에서 7분간 최종 확대하 다. 그 후 중합효소연쇄반응 

산물을 1.5% agarose gel에서 전기 동한 후 Fluor-STM 

Multilmager(BIO-RAD)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7) 통계학적 분석

  통계 분석은 SPSS for windows(Version 11.0, SPSS Inc., Chicago, IL, 

USA)의 비모수검정을 이용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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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병리학적 소견

(1) 생리식염수 대조군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군에서는 시간에 따른 조직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

았다.

(2) Bleomycin 투여군의 병리학적 소견

  Bleomycin을 기관내로 투여한 후 2일 째에 폐포와 폐포간질의 다형핵백혈

구의 침윤이 관찰되기 시작하여, 4일 째에 폐포와 폐포간질의 다형핵백혈구

의 침윤이 심해지고 폐포간질의 확장이 관찰되었다. Bleomycin 투여 후 7일 

째 폐포간질의 확장이 심해지고 림프구의 침윤이 관찰되었으며, 14일 째 림

프구의 침윤이 심해지고 흉막하 섬유화가 관찰되기 시작하 다. Bleomycin 

투여 후 21일 째 폐실질 구조의 변형이 생기고 치유과정의 소견이 보이기 

시작하 다(그림 1). 

2. 기관지폐포세척액의 cytokine mRNA 발현

(1) IL-12p40 mRNA

  IL-12p40 mRNA의 발현은 생리식염수 투여군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경미

한 변화를 보이나 bleomycin 투여군에서는 시간이 지날 수록 증가하여 14일

째 최대로 증가하 다가 21일째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그림2).

(2) IL-12p35 mRNA

  IL-12p70을 반 하는 IL-12p35 mRNA는 생리식염수 투여군과 bleomycin 

투여군 모두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그림2).

(3) IL-10 mRNA

  IL-10 mRNA는 생리식염수 투여군에서는 발현되지 않았으나 bleomycin 

투여군에서는 2일째부터 발현되어 21일째에 최대로 증가 하 다(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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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관내로 bleomycin을 투여한 후 나타난 조직학적 변화의 광학현미

경소견(H-E 염색, 200배) A. 투여 전 정상 폐조직 B. 2일 째, 폐포와 폐포간

질의 다형핵백혈구의 침윤이 관찰됨, C. 4일 째, 폐포와 폐포간질의 다형핵백

혈구의 침윤이 심해졌으며 폐포간질의 확장이 관찰됨, D. 7일 째, 폐포간질의 

확장이 심해졌으며 림프구의 침윤이 관찰됨, E. 14일 째, 림프구의 침윤이 심

해지고 흉막하 섬유화가 관찰되기 시작함, F. 21일 째 폐실질 구조의 변형이 

생기고 치유과정의 소견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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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ont S2 B2 S4 B4 S7 B7 S14 B14

IL-10

β-actin

IL-12 p40

IL-12 p35

B21

그림 2. 폐포세척액의 IL-12p40, ILp35와 IL-10 mRNA 발현

M: molecular size marker

cont: control

IL: interleukin

S: 생리식염수 투여군, S2 2일째, S4 3일째, S7 7일째, S14 14일째, 

B: bleomycin 투여군 B2 2일째, B4 3일째, B7 7일째, B14 14일째, B21 21일째

3. Bleomycin 투여군 폐조직의 cytokine mRNA 발현 

(1) IL-12p40 mRNA

  IL-12p40 mRNA는 2일째부터 발현되어 7일째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그림3).

day0

day2

day4

day7

cont BAL LT1 LT2 LT3 LT5M LT4 cont BAL LT1 LT2 LT3 LT5M LT4 cont BAL LT1 LT2 LT3 LT5M LT4

day2 day4 day7

β-actin
cont BAL LT1 LT2 LT3 LT5M LT4 cont BAL LT1 LT2 LT3 LT5M LT4 cont BAL LT1 LT2 LT3 LT5M LT4

day2 day4 day7

β-actin

M BAL LT1 LT2 LT3 LT4 LT5M BAL LT1 LT2 LT3 LT4 LT5

그림 3. Bleomycin 투여군에서 폐조직의 IL-12p40 mRNA 발현

M: molecular size marker

cont: control

BAL: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LT: lung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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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L-12p35 mRNA

  IL-12p35 mRNA는 bleomycin 투여전부터 발현이 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도 발현이 증가하지는 않아 IL-12p70의 생성이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 IL-10 mRNA

  IL-10 mRNA는 bleomycin 투여 후 2일째부터 발현이 되어 7일째까지 증

가하 다(그림4).

day0

M BAL LT1 LT2 LT3 LT4 LT5

day2

day4

day7

cont BAL LT1 LT2 LT3 LT5M LT4 cont BAL LT1 LT2 LT3 LT5M LT4 cont BAL LT1 LT2 LT3 LT5M LT4

day2 day4 day7

β-actin
cont BAL LT1 LT2 LT3 LT5M LT4 cont BAL LT1 LT2 LT3 LT5M LT4 cont BAL LT1 LT2 LT3 LT5M LT4

day2 day4 day7

β-actin

그림 4. Bleomycin 투여군에서 폐조직의 IL-10 mRNA 발현

M: molecular size marker

cont: control

BAL: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LT: lung tissue 

(4) IFN-γ mRNA

IFN-γ mRNA는 2일째부터 발현되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변화가 경

미하 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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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0

day2

day4

day7

cont BAL LT1 LT2 LT3 LT5M LT4 cont BAL LT1 LT2 LT3 LT5M LT4 cont BAL LT1 LT2 LT3 LT5M LT4

day2 day4 day7

β-actin
cont BAL LT1 LT2 LT3 LT5M LT4 cont BAL LT1 LT2 LT3 LT5M LT4 cont BAL LT1 LT2 LT3 LT5M LT4

day2 day4 day7

β-actin

M BAL LT1 LT2 LT3 LT4 LT5M BAL LT1 LT2 LT3 LT4 LT5

그림 5. Bleomycin 투여군에서 폐조직의 IFN-γ mRNA 발현

M: molecular size marker

cont: control

BAL: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LT: lung tissue

4. 기관지폐포세척액과 조직의 Cytokine 농도

(1) IL-12p70

  IL-12p70는 조직에서 2, 4, 7 일째 bleomycin 투여군에서 높았으며 기관지

폐포세척액에서는 bleomycin 투여군 에서만 측정이 되었으나 통계적인 의의

는 없었다(표 2).

(2) IL-12p40

  Bleomycin 투여군의 기관지폐포세척액 내의 IL-12p40는 14일째 가장 높은 

농도를 보 으며 21일째에는 감소하 다. 조직에서는 bleomycin 투여군의 14

일째에만 측정이 되어 조직과 기관지폐포세척액의 농도 사이에 연관성을 보

다(표 2).

(3) IL-10

  IL-10은 조직에서 생리식염수군과 bleomycin 투여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21일째에만 측정되었다(표 2).

(5) TNF-α

  TNF-α는 조직에서 전체적으로 생리식염수 투여군에서 높았으며 기관지폐

포세척액에서 2, 4, 7, 21 일째에 bleomycin 투여군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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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는 없었다(표 2).

(5) TGF-β

   농도가 낮아서 본 실험에 사용된 ELISA KIT 에서는 측정되지 않았다.

(6) IFN-γ

  IFN-γ는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2 일째 생리식염수군과 21일째 bleomycin 

투여군에서만 측정되었으며 조직에서는 측정되지 않았다(표 2).

5. 기관지폐포세척액과 조직의 IgG 아형 농도

(1) IgG1

  기관지폐포세척액의 IgG1은 bleomycin 투여 14일째 최고치를 보 다가 감

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생리식염수 투여군에서는 7일째까지 감소하고 14일

째에 증가하 다.  조직의 IgG1은 bleomycin과 생리식염수 투여군 모두 14일

째 최고치를 보이고 bleomycin 투여군은 21일째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표3, 그림6).

그림 6. 기관지폐포세척액 및 조직 내의 IgG1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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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관지폐포세척액과 폐조직의 cytokine 농도(단위: pg/ml)

Cytokine
실험군

 일

기관지폐포세척액 폐조직

생리식염수 Bleomycin 생리식염수 Bleomycin

IL-12p70*

0 0.0 0.0 0.0±0.00 0.0±0.0

2 0.0 0.0 0.4±0.89 2.2±0.4

4 0.0 0.0 0.8±1.30 2.8±0.8

7 0.0 1.0 0.0±0.00 3.0±1.0

14 0.0 0.0 2.2±4.38 2.0±0.0

21 0.0 2.4±1.1

IL-12p40*

0 0.0 0.0 0.0±0.0 0.0±0.0

2 0.0 0.0 0.0±0.0 0.0±0.0

4 0.0 0.0 0.0±0.0 0.0±0.0

7 0.0 3.0 0.0±0.0 0.0±0.0

14 0.0 9.0 0.0±0.0 0.4±0.8

21 6.0 0.0±0.0

IL-10*

0 1.0 0.0 0.2±0.4 0.2±0.4

2 0.0 0.0 1.0±1.2 1.8±3.0

4 0.0 0.0 0.4±0.5 0.0±0.0

7 0.0 0.0 1.2±1.3 0.6±0.8

14 0.0 0.0 2.8±0.8 1.4±1.9

21 5.0 1.4±1.6

TNF-α*

0 5.0 5.0 3.2±5.2 3.2±5.2

2 3.0 7.0 1.4±0.5 0.0±0.0

4 2.0 1.0 3.0±1.2 1.6±2.1

7 3.0 7.0 1.4±0.8 0.0±0.0

14 1.0 1.0 2.8±2.3 1.6±2.1

21 9.0 1.4±2.6

IFN-r
*

0 0.0 0.0 0.0±0.0 0.0±0.0

2 0.0 0.0 16.0±42.3 0.0±0.0

4 0.0 0.0 0.0±0.0 0.0±0.0

7 0.0 0.0 0.0±0.0 0.0±0.0

14 0.0 0.0 0.0±0.0 0.0±0.0

21 0.0 1.5±3.6

*: p value > 0.05

IL: Interleukin

TNF: Tumor necrosis factor

IFN: Interfe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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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gG2a

   조직과 기관지폐포세척액의 IgG1은 bleomycin과 생리식염수 투여군 모두 

14일째 최고치를 보이고 bleomycin 투여군은 21일째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표3, 그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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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관지폐포세척액 및 조직 내의 IgG2a 농도       

표 3. 기관지폐포세척액과 폐조직의 IgG 아형 농도(단위: ng/ml)

IgG

아형

실험군

 일

기관지폐포세척액 폐조직

생리식염수 Bleomycin 생리식염수 Bleomycin

IgG1*

0 280.2 280.2 170.0±47.2 170.0±47.2

2 181.5 127.6 132.1±41.7 76.5±33.9

4 149.3 121.6 100.0±54.8 92.7±48.0

7 99.3 246.4 104.2±19.3 87.4±58.8

14 184.3 190.8 186.2±66.5 161.2±42.7

21 123.8 80.0±53.0

IgG2a*

0 70.9 70.9 81.6±22.4 81.6±22.4

2 181.2 193.3 53.0±34.6 72.7±109.7

4 289.4 374.7 209.2±200.2 197.7±302.9

7 306.9 611.7 415.8±94.2 180.8±95.8

14 520.0 647.1 678.6±163.0 495.4±422.5

21 580.9 178.0±34.2

*: p 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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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동물 실험에서 bleomycin 투여 후 첫 번째 반응은 부종과 동반된 폐혈관내피의 

손상으로 시작하여 대식세포, 림프구 및 호중구와 같은 염증세포의 침윤이 폐실질

로 침윤된 후 섬유모세포가 증식하여 폐섬유화를 유발한다.4 Bleomycin에 의해 유

발된 폐의 병변에서 림프구가 축적이 되며5,31, 흉선이 없는 누드마우스에서는 염증

과 폐섬유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관찰되어
32
 bleomycin에 의한 마우스의 폐섬유

화의 병태생리에 T 림프구가 관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bleomycin 투여군에서 병리조직학적 검사상 호중구가 초기에 침윤이 되었다가 림

프구의 침윤이 이어지고 그 후 폐섬유화의 변화가 보이는 것이 관찰되어 폐섬유

화의 초기단계에 림프구가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항 CD4+와 항CD8+ 

항체의 투여가 마우스의 bleomycin에 의한 폐섬유화를 감소시키는 것이 관찰되어 

bleomycin에 의한 폐섬유화의 발생에 T세포 매개 면역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

시되었다11. T 세포는 분비되는 cytokine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의 아형으로 분류 

된다. Th1 세포는 IFN-γ, IL-2와 TNF-α를 분비하며 마우스에서 IgG2a를 생성하

게 한다. Th2 세포는 IL-4, IL-5, IL-6, IL-10과 IL-13을 분비하며IgG1과 IgE의 

농도를 높인다. 본 연구에서는 bleomycin과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군 모두에서 시

간이 지날수록 기관지폐포세척액과 조직 내에서 IgG1과 IgG2a가 같이 증가하 으

며 21일째 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Th1과 Th2 세포 발현의 우세유무를 평가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bleomycin 투여 군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IL-10 mRNA

의 발현은 명확하게 증가하 으나, IFN-γ의 발현은 미미하여 Th2 세포가 섬유화

에 관여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 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연구는 폐포염과 폐섬유화에 관여하는 T 조직세포의 아형

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33,34. 육아종성 폐반응과 섬유성 폐반응에서 

Th2 반응을 증가시키는 cytokine인 TGF-β가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고
35,36
, 또한 

규소에 의한 폐의 섬유화와 주혈흡충에 의한 간섬유화에서 IL-10의 발현의 증가

가 동반이 되어 Th2 cytokine이 섬유화를 촉진한다고 보고되었다37,38. Bleo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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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마우스의 폐섬유화 모델에서는 IFN-γ로 처치한 경우 폐섬유화가 감소됨

을 보고하여39 Th1 반응이 과도한 교원질의 합성과 섬유화과정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폐의 림프구에서 Th1 cytokine인 IL-2와 

IFN-γ의 생성이 증가된 것을 보고하여 Th1과 Th2의 작용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 다.33 이것은 서로 종이 다르고 cytokine이 측정된 섬유화의 단계와 검체

가 달랐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람의 간질성 폐질환에서 Th2 cytokine인 

IL-4, IL-5, IL-10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어 사람의 폐섬유화에 Th2 반응이 관여

하는 것이 뒷받침되고 있다.40,41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실험에서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에서 IL-5 뿐만이 아니라 IL-2와 IFN-γ가 함께 증가되어 Th1

과 Th2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41
. 림프구가 폐섬유화 과정에서 어

떤 역할을 하는 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현재는 사람에서 림프구에 IFN-

γ 분비에 결함이 있는 경우 폐섬유화 병인의 증강인자로 여겨지고 있다9.  

Bleomycin에 의한 내피세포손상의 기전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cytokine과 자유래디칼이 관여한다는 보고들이 있다43. 이런 cytokine과 자유래디

칼은 내피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유도된 cytokine은 림프구를 활성화시키고 내피

세포에서 부착분자를 증가시켜, 활성화된 염증세포가 상피세포에 달라붙게 함으로

써 염증세포가 간질로 침윤될 수 있게 한다44. 또한 부착된 염증세포 중 림프구는 

세포자멸사를 유발하여 내피 손상에 기여한다. Bleomycin이 투여되어 내피손상이 

일어나고 염증세포가 간질내로 침윤되면 섬유모세포가 활성화되고 교원질이 침착 

된다43. 이런 섬유모세포는 bleomycin 자체에 의해서 활성화되기도 하고45 

bleomycin에 의하여 유도되는 cytokine인 TNF-α 에 의하여 활성화 된다46,47. 실험

관내에서 bleomycin은 사람의 폐포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TNF-α와 IL-1β 같은 

cytokine을 생성하게 한다 43. Bleomycin을 전신적 혹은 기관내로 투여한 동물실험

에서 TNF-α 와 IL-1β 단백질과 mRNA가 유의하게 증가되고13,40,46,47, TNF-α 와 

IL-1β 수용체에 대한 항체를 투여함으로써 bleomycin에 의한 폐섬유화를 막을 수 

있음이 보고되어,13 cytokine이  bleomycin에 의한 폐섬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물에서 bleomycin을 투여한 후 폐내의 대식세포, 섬유모세포, 

내피세포와 호산구 같은 세포들에서 관찰되는 TGF-β 는 교원질 합성과정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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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개체 중 하나로 작용한다.
48-50 

본 연구에서도 섬유모세포의 활성과 교원질 합

성에 대한 bleomycin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TGF-β1과 TNF-α를 기관지폐포

세척액과 조직에서 측정하 으나 농도가 낮아 섬유화와의 관계를 관찰하지 못하

다. 

 본 연구에서는 bleomycin의 투여 후 p40 mRNA의 발현이 급성 염증기를 지나

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14일째에 최대로 발현된 후 21일째에는 감소하여 p40이 

폐섬유화의 초기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IL-12p70의 생성을 간접적으로 평가

하기 위하여 측정한 p35 mRNA는 발현이 증가되지 않아 p40이 IL-12p70의 합성

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Sakamoto 등은51 IL-12p40-/-마

우스에 기관내 bleomycin을 투여한 연구에서 IL-12p40이 5일째에 최고점으로 증

가 후 7일째에 급격히 감소하여 지속이 되고 IL-10은 IL-12p40과 같이 증가하여 

7일째 최고로 증가 후 지속되는 것을 보고하 다. 또한 조직학적 변화에서 7일째

에 염증반응이 감소하고 섬유화는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여 IL-12가 림프구성 반

응을 촉진하고 폐섬유화의 후기 발생을 억제할 것이라고 하 다. 그러나 본 연구

와 비교할 때 IL-12p40과 IL-10mRNA의 발현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나, Sakamoto

등의
51
 연구에서는 p35 mRNA를 측정하지 않아 IL-12p70의 생성에 대한 관찰이 

없었으며, 결과 해석에서 p40 소단위가 섬유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과 Th 아

형이 섬유화에 미칠 수 있는 향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Huaux 등의9 연구에서

는 섬유화성 폐포염의 모델로 규소를 투여한 마우스에서 기관지폐포세척액 내의 

IgG1이 특징적으로 증가되어 Th2 세포가 우세한 것이 관찰되었으며, IL-12p40 단

백질과 mRNA가 과생성 된 것을 보여주나 IL-12는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IL-12p40 에 양성인 세포는 규소가 침착된 부위에서 주로 발견이 되었으며 대식

세포에서는 IL-12p40이 발현되었으나 림프구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로 

흡입성 무기분진에 의한 폐의 염증과 섬유화에 IL-12p40과 Th2 세포의 역할이 중

요할 것으로 보고 되어있다.
9
 

Wallace 등은41 특발성 폐섬유화증에서 Th2 cytokine인 IL-10, IL-4, 그리고 

IL-5가 주로 증가 되어 있으며 IFN-γ는 감소되어 있음을 보고하 으나, Walker등

은
40
 특발성 폐섬유화증에서 IL-5 뿐만이 아니라 IL-2와 IFN-γ도 증가함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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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Th2 cytokine의 하나인 IL-10은 여러 질환에서 항염증 작용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며, 대식세포의 기능을 일부분 억제하여 T 세포에 항원을 전달하거나 

염증을 촉진하는 cytokine인 IL-1α, -β, IL-6, IL-8, TNF-α, 과립구 대식세포 집

락자극인자(GM-CSF), 그리고 과립구 집락자극인자 (G-CSF)의 생성을 억제하고

22,51, 자유래디칼과 산화질소의 합성을 억제한다53. 또한 IL-10은 T 세포에서 IL-12

와 같은 Th1 cytokine의 생성을 억제하고22-24 활성화된 B 림프구의 증식25과 면역

로불린의 합성을 자극한다
26
. 이런 IL-10의 작용은 폐렴

27
, 내독소혈증

28,29
에서는 

항염증 작용을 나타낸다. 그러나 규소에 의한 폐섬유화에서는 염증반응은 감소시

키나 섬유화는 촉진하는 것이 관찰되었다27. 본 연구에서는 IL-10 mRNA의 발현

이 IL-12p40 mRNA의 발현과 함께 증가하여 21일째 IL-12p40 mRNA의 발현이 

감소한 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보여 IL-10은 IL-12p40보다 폐섬유화의 후기에 관

여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 다. 그러므로 폐질환의 병기에 따라 IL-10의 농도변

화에 따른 향과 림프구의 반응을 고려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규소를 투여한 

동물실험에서 IL-12p40의 mRNA의 발현과 IL-12p40 단백의 지속적인 증가가 있

었으나 섬유화 반응 동안 IL-12p35 mRNA나 p70단백의 분비가 동일하게 발현되

지는 않았다
9
. 최근의 연구에서 IL-12p40이 수용체경쟁을 통하여 IL-12p70의 생물

학적 작용을 길항할 수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19. 이런 길항작용은 Th1 매개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IFN-γ 발현을 억제할 수 있으며34, 몇몇 연구자들은 IL-12p40의 

발현이 면역항상성을 회복하는 기전의 일종으로 제시하 다
54
. 본 연구에서도 

IL-12p40 mRNA의 표현증가가 IL-12의 내인성 길항작용을 나타내서 IFN-γ의 생

성을 억제하고 IL-10의 생성을 촉진하여 Th2 촉진작용을 나타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실험관내와 생체내 실험에서 IL-12p40이 IL-12p70의 생물학적 활성도를 억제한

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므로 어떤 질환의 병인에서 IL-12가 Th1과 Th2 세포에 미

치는 향을 해석할 때 IL-12p70의 작용을 억제하는 IL-12p40의 생리학적 작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5. 또한 최근에 밝혀진 IL-12의 또 다른 소단위인 

IL-12p19는 IL-12p40와 결합하여 IL-23을 형성할 수 있다55,56. 이것은 p70에 비하

여 과다하게 만들어진 p40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IL-12 p19은 p35 소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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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합체를 형성하여 와 p40과 유사하게 p70의 생물학적 활성을 억제한다는 보

고가 있다57,58. 그러나 p35나 p19 자체의 기능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최근의 

연구에서 IL-12p40은 전신성 홍반성 낭창과 연관이 있고59 IL-12p40p19는 실험적 

자가면역 뇌척수염과
60
 연관이 있으며 IL-23p19의 발현이 증가되면 다발성 장기부

전과 미숙아사망을61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다.

이상의 결과로 IFN-γ의 생성을 자극하여 폐섬유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IL-12는 IL-12p40 소단위의 발현에 따라 bleomycin에 의한 폐섬유화를 촉진

할 수도 있으며 Th2 cytokine인 IL-10과 연관되어 bleomycin에 의한 폐섬유화의 

과정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bleomycin 유발 폐섬유화에 IL-12p70 이나 

IL-12p40가 미치는 향 외에 최근에 보고되고 있는 IL-12p19이나 IL-12p40p19와 

같은 소단위 혹은 소단위 이합체가 폐섬유화증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가 필

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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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IL-12p70과 p40 아형이 Th 세포의 아형발현과 bleomycin에 의한 폐섬유화의 

과정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우스에 bleomycin을 투여하여 폐섬유화

를 유발한 후 조직학적 변화, 폐조직 및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IL-12p40, p35, 

IL-10과 IFN-γ mRNA 발현 정도, 그리고 IL-12p40과 IL-10 mRNA발현의 연관

성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병리학적 소견에서 bleomycin 투여 후 초기에는 급성염증 소견을 보 으나 

14일째부터는 섬유화와 폐실질 구조의 변형이 관찰되었다.

2. IL-12p40 mRNA의 발현은 생리식염수 투여군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경미한 

변화를 보이나, bleomycin 투여군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여 14일째 

최대로 증가하 다가 21일째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3. 기관지폐포세척액과 조직에서 IL-12p40 mRNA의 발현이 증가되는 경우 

IL-10 mRNA의 발현이 증가되었으나 IL-12p35나 IFN-γ는 발현이 증가되지 

않았다. 

4. IL-12p40는 bleomycin 투여군의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14일째 가장 높은 수

치를 보 으며 21일째에는 감소하 다. 조직에서는 bleomycin 투여군의 14일

째에만 측정되어 조직과 기관지폐포세척액의 농도 사이에 연관성을 보 다.

5. 섬유화가 증가할수록 기관지폐포세척액과 조직에서 IgG1과 IgG2a는 증가하

는 경향을 보 으나 둘 중 어떤 IgG의 아형의 우세는 없었다. 

IL-12는 IFN-γ의 생성을 자극하여 폐섬유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상의 결과로 보아 IL-12는 IL-12p40 아형의 발현에 따라 폐섬유화를 촉진할 수

도 있으며 폐섬유화에 대한 Th 세포의 분화와 관련된 IL-12p40의 역할은 규명하

지 못하 으나 IL-10과 연관되어 폐섬유화의 과정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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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le of  Interleukin-12 in Bleomycin Induced 

Pulmonary Fibrosis  in M ice

Won-Yeon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k-Joong Yong)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 is a chronic, often fatal and not rare 

pulmonary disorder. It's prognosis is poor, but pathogenesis is not known 

well. Bleomycin sulfate has been used in rodents to initiate fibrotic lung 

disease as an animal model of IPF.

  IL-12 is an inducible, antigen-presenting, cell-derived cytokine composed 

of p35 and p40 subunit. IL-12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gulating 

type 1 helper T (Th1) cell-dependent immune responses by priming T cells 

for high IFN-  production and inducing them to differentiate toward the 

Th1 subset. It has also been shown that the p40 subunit of IL-12 can 

antagonize the biological activity of the p70 heterodimer via competition for 

its receptor. A recent study demonstrated that production of the p40 

subunit and Th2 polarization may play important roles in the fibrotic 

responses in silica-induced pulmonary fibrosis in mice. 

  We investigated effects of IL-12p70, p40 subunit, and Th subunit 

expression on bleomycin induced pulmonary fibrosis. 

  Animals (BALB/c mice)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control and 



- 32 -

experimental. Saline (0.03ml) was administrated to the control group, and 

bleomycin (3mg/kg) was administrated to the experimental group 

intratracheally. We observed pathologic changes of lung tissues (LT) of 

each group at day 2, 4, 7, and 14 after administration of saline and 

bleomycin. Bronchoalveolar lavage and homogenization of LT were 

performed.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BALF) and LT were centrifuged, 

cell-free supernatants were used for ELISA (Quantikine Mouse IL-12 p70, 

IL-12 p40, IL-10, IFN-γ, TNF-α, TGF-β1, R&D System, Minneapolis, MN) to 

evaluate cytokines and IgG subunits, and cells were used for RT-PCR to 

evaluate expression of mRNA of IL-12p40, p35, IL-10, and IFN-γ. 

  In pathologic examination of bleomycin-treated mice, acute inflammatory 

change was shown at day 2, 4, and 7, and then fibrosis was shown after 

day 14. In bleomycin treated mice, expression of mRNA of IL-12p40 and 

IL-10 in BALF and LT were increased, but that of IFN-γ was not 

increased. The concentrations of IgG1 and IgG2a in BALF and LT were 

increased until day 14 and then decreased. The concentration of IL-12p40 

in BALF and LT was increased progressively until day 14 and decreased 

on day 21. 

  Based on abov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IL-12 may stimulate 

bleomycin induced pulmonary fibrosis that is associated with expression of 

IL-12p40 subunit, and IL-12p40 is related with bleomycin induced 

pulmonary fibrosis through expression of IL-10, one of the Th2 cytokines. 

  Key Words : Pulmonary fibrosis, Bleomycin, Mouse, Interleukin-12, p70, 

p40, Interleukin-10, Interferon-γ, T helpe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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