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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산소에 노출된 마우스의 폐세척액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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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폐에 한 산소독성은 주로 고농도 산소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종이 생화학 기

을 통하여 염증성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최근에는 활성산소종이 NF-kB를

자극하여 염증성 싸이토카인을 생성하는 유 자의 합성을 진시킨다고 보고된바 있다.동시에

스테로이드는 이 단계의 활성화를 차단하는 약물로 보고되고 있다.그러나 신 인 스테로이드

의 사용은 그 효과가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따라서 부데소나이드는 신 부작용이 거의 없이 국소 으로만 작용하는 스테로이드 제제

로서 주로 네불라이 나 정량흡입분무제로 흡인되어 천식환자에서 항염증성 항천식제로 그

효과가 인정받고 있다.즉,산소에 의한 손상이 천식에서와 같이 염증성 반응에 여하는 인자

에 의해 발생한다면 부데소나이드는 폐의 산소독성에 의한 염증성 반응에도 보호 효과가 있으

리라는 가설을 세울수 있다.

방 법:각각 10마리의 성숙마우스를 기노출군(AC),48시간 동안 95% 산소에 노출시킨 산

소노출군(OC),그리고 48시간 동안 95% 산소에 노출시키면서 네불라이 로 매 12시간마다 1

회에 500μg씩 4회에 걸쳐 부데소나이드를 투여한 치료군(TX)으로 구분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48시간 후에 치사량의 타민을 복강내에 주사하여 마우스를 희생시킨후 18게이지 주사침

을 이용하여 기 개술을 시행하 다.기 내 카테터를 통해 마우스 체 그람당 80μL(80

mL/kg)의 등장성 식염수를 서서히 주입하여 폐를 세척하 고 폐세척액을 2분간 8000rpm에

서 원심분리하 다.상층액은 IL-6측정에 사용되었으며 침 물은 다시 200μL의 등장성 식염수

에 혼합하여 균등한 탁액을 만들고 세포를 측정하 다.

결 과:폐세척액내의 평균 IL-6치는 각군별로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AC 199.4±

192.7;OC 274.5±31.3;TX 269.8±127.0pg/mL).그러나 각각 AC와 TX군의 IL-6치의 분

포가 치우침이 심하여 간값(median)을 취한 결과 IL-6치는 AC 가 124.8pg/mL,OC

269.8pg/mL,그리고 TX는 217.4pg/mL로서 AC에 비해 OC에서 높은 수치를 보 고 한

OC에 비해 TX군에서는 비교 낮은 수치를 보 다.염증세포의 수를 비교한 결과 AC군은

189±56/mm
3
,OC군 424±111/mm

3
,그리고 TX군은 266±22/mm

3
(p<0.05)로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어 IL-6의 간값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결 론:결론 으로 성숙마우스에서 고농도 산소는 염증성 반응에 의한 폐 독성을 일으키며

부데소나이드 치료는 이에 한 보호 효과를 보인다.

1)

본 논문은 1996년도 연세 학교 신진교수 연구비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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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숙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획기 인 발 은 아마도 폐계

면활성제의 개발일 것이다.이 치료법이 근간을 이루

게 됨으로써 생존률의 향상 인공환기요법 사용기

간의 단축 등 치료에 일 변 을 이룩하 다.그럼에

도 불구하고 미숙아에서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의 치

료후에 만성 폐질환(일명 기 지폐이형성증,BPD)이

발생하는 비율에는 큰 향을 미치지 못하 다
1-10)
.

기 지폐이형성증은 발병기 이 주로 폐에 한 산소

독성 기압손상에 따른 염증성 변화와 동시에 폐의

미성숙도에 따른 손상복구 능력의 하 항산화체

계의 미숙,감염증 등도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12)
.특히 고농도 산소 투여후 기 지폐이형성증이

발생하는 경우 폐액내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어 기 지폐이형성증의 발병기 에 싸이

토카인이 여한다는 가설이 주목받고 있다.이에

여하는 싸이토카인으로는 주로 IL-1,IL-6,IL-8등

염증성 싸이토카인을 들수 있으며 조실험을 통하여

기 지폐이형성증 환아에서 염증성 세포의 침윤이 일

어나기 에 월등히 높은 수 으로 증가된 것이 보고

되어 있다
13-17)
.따라서 기 지폐이형성증의 치료에 있

어서 발병기 의 차단 방법으로 가장 목할 만한 것

은 스테로이드 요법이다.스테로이드는 염증성 싸이토

카인의 유 자 활성을 해시켜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으며 임상 으로도 여러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서로 다른 스 로 사용되어 오면서 그 효과에

한 보고가 축 되어 왔다
18-21)
.그러나 주로 신

으로 투여되어 이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수 없을 정

도여서 사용 에 갑작스런 고 압,장출 ,감염증과

같은 부작용이 생겨 지속 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체 인 치료에 어려움을 가 시키는 일이 흔히 나

타난다
19,22)
.이에 반해 국소 투여 효과가 인정된 부

데소나이드는 흡입시 폐 조직에서 직 작용한후 순

환기로 흡수되는 즉시 사되어 불활성화되는 장 이

있어 신 투여로 인한 부작용과 같은 문제를 일으

키지 않는다. 한 ‘hit-and-run’효과로 인해 지속

으로 높은 농도를 유지하지 않고도 스테로이드의 작

용기간이 장기화된다는 보고도 있다
18,23,24)

.

본 연구에서는 산소독성으로 인한 폐의 염증성 반

응을 확인하고 국소 스테로이드가 이에 한 항염

증성 방어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본

실험을 시행하 다.

상 방법

1.실험 디자인

성숙마우스 (Balb/c)30마리를 각 10마리씩 3군으

로 나 어 각 군에 해 다른 처치를 시행하 다.

기노출군(AC)은 기산소(20.9%)에 48시간 동안 노

출시켰으며,산소노출군(OC)은 48시간 동안 95% 산

소에 노출시켰고 부데소나이드 투여군(TX)은 48시간

동안 95% 산소에 노출시키면서 네불라이 로 매 12

시간마다 1회에 500μg씩 4회에 걸쳐 부데소나이드를

투여하 다.AC군은 라스틱 chamber에 넣고 기

산소 에 노출시켰으며 평상시 로 사료와 물을 제

공하 고 OC군은 라스틱 chamber에 넣은 후 뚜껑

에 구멍을 내어 한쪽으로는 100% 산소를 지속 으로

주입하 고 배출구를 통해 산소 이산화탄소의

류를 방지하 다.95% 산소를 유지하기 해 첫 3분

간은 100%산소를 5L/min의 속도로 주입하 고 그

후에는 48시간동안 1L/min의 속도를 유지하 으며

산소농도측정기를 사용하여 48시간동안 산소농도가

95%임을 확인하 다.TX군은 OC군과 동일하게 산

소를 95%로 유지하 으며 다른 입구를 통해 네불라

이 를 이용하여 12시간 간격으로 1회에 500μg씩 4

회 분무하 다.통상 1회 분무시 걸리는 시간은 약 10

분이었으며 사용된 부데소나이드(16,17-butylidene-

dioxy-11,21-dihydroxy-pregna-1,4-diene-3,20-

dione) 는 풀미코트 스퓰(Pulmicort Respule
Ⓡ
,

Astra)로서 500μg/2mL의 액상으로 된 액체를 희

석하지 않고 그 로 사용하 다.체온 유지를 해 마

우스가 들어 있는 라스틱 chamber를 아용 인큐

베이터에 넣고 온도를 섭씨 28도로 유지하 다(Fig.

1).성숙마우스는 평균체 은 각 군별로 25.6±2.8g,

26.3±3.1g,24.9±2.6g으로 각 군간에 의미있는 차이

는 없었으며 실험기간 48시간 동안 각 군의 모든 마

우스는 생존하 다.



―95% 산소에 노출된 마우스의 폐세척액내의 염증성 세포 수의 변화와 이에 한 부데소나이드 투여 효과―

-137-

Fig.1.Schematicdiagram ofexperimentalsetup.

2.폐세척

48시간동안 마우스의 생사를 확인하 으며 48시간

후에 치사량의 타민을 복강내에 주사하여 마우스를

희생시킨후 경부를 개하여 기 을 노출시킨후 기

개술을 시행하여 18게이지 주사침을 카테터로 이용

하여 기 삽 을 하 다.기 내 카테터를 통하여 마

우스 체 그람당 80μL(80mL/kg)의 등장성 식염

수를 서서히 주입하여 5회에 걸쳐 폐를 세척하 고

폐세척액을 2분간 8000rpm에서 원심분리하 다.

3.폐세척액내 IL-6측정

상층액은 IL-6측정을 하여 섭씨 하 70도에 냉

동보 하 으며 폐세척액내 IL-6치는 QuantikineM

의 mouseIL-6Immunoassaykit를 사용하여 quan-

titativesandwichenzymeimmunoassay법으로 측

정하 다.측정방법은 우선 assaydiluent를 50μL씩

각 well에 넣고 50μL의 기 용액, 조군,시험군을

각 농도당 2well씩 따로 넣어 1분간 조심스럽게 혼

합한후 실온에서 2시간동안 반응시켰다.각 well을 5

회에 걸쳐 씻어낸후 세척액을 완 히 제거한후 100

μL의 mouseIL-6conjugate를 각 well에 넣고 2시

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켰다.다시 세척한후 100μ

L의 substrate용액을 넣고 직사 선을 피하여 30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후 100 μL의 stopsolution을 넣

어 반응을 정지시켰다.이를 microplatereader를 사

용하여 opticaldensity를 측정하여 표 농도로 구한

O.D.-농도곡선을 사용하여 각 샘 의 농도를 계산하

다.

4.폐세척액내 염증성 세포수의 측정

원심분리시 침 물은 다시 200μl의 등장성 식염

수에 넣고 vortex를 이용하여 혼합하여 균등한 탁

액을 만들고 구수 측정기 (hemocytometer)를 사용

하여 세포수를 측정하 다.

결 과

1.폐세척액내의 평균 IL-6치

AC 199.4±192.7;OC 274.5±31.3;TX 269.8

±127.0pg/mL로서 각 군별로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P>0.05).그러나 각각 AC와 TX군의 IL-6

치의 분포가 치우침이 심하여 간값(median)을 취한

결과 IL-6치는 AC 가 124.8pg/mL,OC 269.8

pg/mL,그리고 TX는 217.4pg/mL로서 AC에 비해

OC에서 높은 수치를 보 고 한 OC에 비해 TX군

에서는 비교 낮은 수치를 보 다(Table1). 한 각

군별로 동일군내의 다른 수치와 2SD이상 차이가 나

는 수치를 제외시킨후 평균치를 비교하면 각각

121.2±10.8,274.5±31.3,210.9±28.4pg/mL로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5).

2.폐세척액내 염증세포의 수

AC군은 189±56/mm
3
,OC군 424±111/mm

3
,그리

고 TX군은 266±22/mm
3
(P<0.05)로서 의미있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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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IL-6andMeanCellCountintheLungsofAdultMiceExposedto95% OxygenandThose

ThreatedwithBudesonide

Room AirControl
(AC)

95% OxygenControl
(OC)

BudesonideGroup
(TX)

P-value

MeanIL-6(pg/mL)

MedianIL-6(pg/mL)

(range)

Meancellcount(/mm
3
)

199.4±192.7

124.8

(109.7～723.2)

189±56

274.5±31.3

269.8

(227.6～321.3)

424±111

269.8±127.0

217.4

(176.8～524.3)

266±22

NS
*

P<0.05

*:notsignificant

를 나타내어 IL-6의 간값 outlier를 제외시킨 평

균치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고 찰

폐계면활성제의 사용은 신생아 호흡곤란증이 있는

미숙아에 있어서 생존율을 격히 향상시키고 인공호

흡기의 의존도를 빠르게 감소시켜 폐손상을 일 수

는 있었으나
25)

체 으로 볼때는 기 지폐이형성증의

발생 빈도는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10)
.성공 으로 신생아 호흡곤란증을 치료하 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기 지폐이형성증은 산소요구도의

증가와 인공 호흡기 의존도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뿐만 아니라 성장발달 장애,치료기간의 연장에 따른

치료비의 증가 등의 후유증을 가져온다
26)
. 과거에는

이러한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기 지폐이형성증에 의

한 산소 의존도를 이기 하여 신생아호흡곤란증의

치료가 끝난 시 에서 부신피질홀몬 기 지 확장

제,이뇨제,수액제한요법,항생제 필수 양소 보충

등의 방법이 시도되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는 있

으나 아직은 그 정도가 미흡한 상태이다.따라서 무엇

보다도 이 질환의 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근 방법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 질환의 병인으로는 산소독성 기압손상을 비

롯하여 감염,과다한 수액요법,동맥 개존증, 양소

결핍 등 많은 요인이 작용하는 다요인성 질환으로 알

려져 있다
11,12)
.병태생리학 으로는 주로 염증성 변화

에 의한 기 지 폐세포의 이형성화 섬유화가

일어난다
27)
.이에 주로 여하는 유발 물질로서는 활

성산소종 (ReactiveOxygenSpecies,ROS)을 들수

있으며 이들에 의한 생화학 반응으로 지방과산화,

단백효소의 불활화,핵산 손상으로 인한 직 인 세

포손상과 함께 최근에는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활성화

에 따른 이차 인 염증반응이 주목되고 있다.그러나

그 기 에 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 지지 않았으며

연구자들간에 이견이 존재한다.고농도 산소에 의한

싸이토카인 반응의 기 으로는 NF-kB 가 연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활성산소종에 의하여 NF-kB

가 활성화되면 염증성 싸이토카인 그 mRNA를 증

가시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이에 따라 성구의 침

습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 다
28,29)
.그러나 Welty등

30)
은 고농도 산소는 폐의 ICAM-1mRNA를 증가시

키지만 TNFα 나 IL-1β mRNA의 증가와는 무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Park과 Wallace
31)
도 고농

도 산소 노출에 의한 싸이토카인 mRNA의 변화를

찰하 는데 IL-8 TGFβ mRNA가 산소 노출

기에 증가하며 이는 dexamethasone투여로 방지될수

있다고 하 다.

Bagchi등
13)
은 미숙아에서 기 지폐이형성증의 발

생과 폐세척액내의 IL-6의 증가가 연 되어 있으며

기 지폐이형성증이 생긴 환아에서는 조군이나 신

생아 호흡곤란증 환아에 비하여 IL-6가 각각 15배와

6.6배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 Kotecha등
14)

도 기 지폐이형성증이 생긴 환아의 폐세척액내에서

IL-6이 증가되어 있음을 보고하 다.Tullus등
15)
은

기 지폐이형성증 환아의 기 지폐세척액내의 TNF

α,IL-1β,IL-6,IL-8가 높으며 이는 스테로이드 치

료로 거의 정상화된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염증성 반응이 기 지폐이형성증의 발병기

으로 알려짐에 따라 신 스테로이드 요법이 사

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에 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

었다
21,32-34)

.그러나 최근 신 스테로이드 요법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소 흡인제인 부데소나이드가 시

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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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이드의 효과에 해서는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작용기 에 해서도 아직 논란이 거

듭되고 있다
18-20,23)

.

본 연구에서는 성숙 마우스를 사용하여 산소독성에

한 변화를 보았는데 일반 으로 마스크를 이용하여

부데소나이드를 네불라이져를 이용하여 흡입시켜 치

료하는 방법을 재 하기 하여 기 삽 을 통해 부

데소나이드를 주입하지 않고 마우스가 호흡하는 공기

에 직 분무하여 흡인시켰다.이 방법은 같은

chamber안에 있는 마우스가 동일한 양의 부데소나이

드를 흡인한다는 가정하에 시행되었으나 실제로 폐내

로 흡인되는 양은 정확하게 측정이 불가능한 단 을

가지고 있다.임상에서 약 1-1.5kg정도의 체 을

가진 환아들에게 사용하는 용량인 500μg/dose를 비

교 닫힌 공간에 있는 마우스(평균체 약 25g)에

10분간에 걸쳐 분무함으로써 투여되는 양은 체 으

로는 약 40-60배의 고용량으로 볼수 있으나 실제로는

마스크를 이용한 환아에서도 그 듯이 환아의 분당

환기량(minuteventilation)에 비례하여 흡인되는 양

이 결정되므로 마우스에서도 마우스의 분당 환기량에

비례할 것이며 이는 체 당으로 환산하면 유사한 양

이 투여되었음을 알수 있다.

임상 으로는 인공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미숙아

에서 부데소나이드를 투여하여 호흡기 조 지표인 평

균 최고 흡기압,호흡기 효능지표,폐포-동맥간 산소

분압차 등의 한 호 을 유도하며 청 cortisol치

나 폐세척액내 세포수에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부

신피질홀몬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없다는 보고가 있

다
23)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신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 압의 상승을 보이지만 호흡기에 한

치료효과에 해서는 신 스테로이드의 경우에는

사용후 36시간만에도 필요한 FiO2의 감소를 유도하는

데 반하여 부데소나이드 흡입제는 일주일간 치료한

후에야 효과가 나타나며 그 정도도 신 스테로이

드보다 못하다고 보고 하 다
19)
.세포의 종류에 따라

부데소나이드에 한 싸이토카인의 반응이 다르게 나

타난다는 보고도 있다. 액내 단핵구에서는 IL-1

IL-6가 부분 으로 억제되고 GM-CSF는 완 히 억

제되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비해 폐포거식세포에서는

IL-1이나 IL-6에는 거의 향이 없으며 GM-CSF만

20%로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다
20)
.본 연구에서는 48

시간동안 고농도 산소에 노출시킨후 폐를 세척하여

이로부터 얻은 세척액에서 염증성 싸이토카인으로 알

려진 IL-6를 측정하 는데 기 산소에 노출된 군

에 비하여 고농도 산소에 노출된 군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다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고농도 산소 투여

군 부데소나이드를 투여한 군에서 IL-6산술 평균

치가 약간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 인 의미는 없었다.

그러나 실험상의 오차를 감안하여 같은 군내에서

IL-6치가 유사하게 나타나 군락을 이루고 있는 여러

마리의 마우스에서의 평균치를 따로 계산하여 이로부

터 2SD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몇몇의 마우스 IL-6치

를 제외시키면 부데소나이드 투여군에서 투여하지 않

은 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낮은 것을 볼수 있다. 상

마우스의 수를 증가시켜 이러한 실험 오차를 최소

화한다면 좀더 설득력있는 결과를 얻을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부데소

나이드가 고농도산소 노출에 의한 염증성 싸이토카인

분비를 어느정도 억제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신생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성숙마우

스를 사용하 는데 이는 신생아에서 발생하는 기 지

폐이형성증의 모델로서는 이상 인 것은 아니다.

Johnston등
35)
은 성숙마우스와 신생마우스에서의 고

농도 산소 노출후 싸이토카인 mRNA의 변화를 비교

한 연구에서 반응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성숙마우스에서는 산소 노출 3일후에 TNFα,IL-

1β,IL-6mRNA가 2배로 증가되었으나 신생마우스

의 폐에서는 산소 노출 7일후에야 각각의 싸이토카인

이 3배,5배,8배 증가하는 것을 찰할수 있었다.

한 신생마우스에서는 산소 노출 10일후까지도 병리학

변화를 찰할수 없었다고 하 다.성숙마우스에서

는 사망직 까지 싸이토카인 mRNA의 변화가 일어나

지 않지만 신생마우스에서는 고농도 산소에 의한 손

상이 일어나는 기에 싸이토카인이 유도됨으로써 산

소독성에 한 응력에 향을 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48시간만에 싸

이토카인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이들 성숙마우스가

산소독성에 잘 응하지 못하여 사망이 임박한 시기

에 나타난 결과로 볼수 있으며 이 결과를 신생마우스

에 직 용할 수는 없고 종간의 차이를 감안하면

이를 임상에 직 용할 수 없는 단 이 있다.단,

신생마우스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정도의 기간동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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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산소에 노출시켰을 경우 본 연구의 결과를 확

(extrapolation)하여 용할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Munshi등
16)
은 기 지폐이형성증이 생긴 환아에서

폐흡인액내로 성구가 유입되기 에 IL-8와 IL-6

가 먼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 으며 이 싸이토카인

들이 폐에서 성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거나 기 지

폐이형성증 발생 고 험군에 있어서의 염증성 반응의

조기 지표로 사용될수 있다고 하 다.본 연구에서도

폐세척액으로부터 염증세포의 수를 측정하 는데

Munshi등16)의 보고와는 달리 이미 IL-6의 변화가

나타난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세포수의 변

화가 찰되었다.이는 앞서 언 한 로 종간의 차이

로 인하여 고농도 산소 노출에 반응하는 시간 인 차

이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세포수의 변화가 직

으로 싸이토카인의 변화에 의한 결과인지에 해

서는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

다.그러나 체 으로 볼 때 고농도 산소에 의한 폐

세척액내의 염증세포수의 변화가 부데소나이드 투여

로 감소될수 있다는 것은 의미있는 결과이다.

결 론

결론 으로 신생아에서 나타나는 기 지폐이형성증

의 이상 인 모델은 아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고농

도 산소 노출이 폐내의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증가를

래하며 이로 인한 염증반응을 야기한다는 것을 확

인하 으며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부데소나이드의 투

여가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시켜 비교

효과 인 항염증반응을 일으킨다고 할수 있다.

참 고 문 헌

1)DolfinT,ZamirC,RegevR,BenAriJ,Wolach

B:Effectofsurfactantreplacementtherapy on

the outcome ofpremature infants with respi-

ratorydistresssyndrome.IsrJ Med Sci30:

267-270,1994

2)LongW,ThompsonT,SundellH,Schumacher

R,VolbergF,GuthrieR:Effectsoftworescue

dosesofasyntheticsurfactantonmortalityrate

andsurvivalwithoutbronchopulmonarydysplasia

in 700- to1350-gram infantswithrespiratory

distresssyndrome.TheAmericanExosurfNeo-

natalStudy Group I.J Pediatr 118:595-605,

1991

3)Bose C,CorbetA,Bose G,Garcia-Prats J,

Lombardy L,Wold D,Donlon D,Long W:

Improvedoutcomeat28daysofageforvery

low birthweightinfantstreated withasingle

doseofasyntheticsurfactant.J Pediatr117:

947-953,1990

4)GortnerL,BartmannP,PohlandtF,BernsauU,

PorzF,HellwegeHH,SeitzRC,HieronimiG,

Bremer C,Jorch G:Early treatment ofres-

piratorydistresssyndromewithbovinesurfact-

antinverypreterm infants:amulticentercon-

trolled clinicaltrial.PediatrPulmonol14:4-9,

1992

5)Long W,Corbet A,Cotton R,Courtney S,

McGuinessG,WalterD,WattsJ,SmythJ,Bard

H,Chernick V:A controlled trialofsynthetic

surfactantininfantsweighing 1250g ormore

withrespiratorydistresssyndrome.TheAmeri-

canExosurfNeonatalStudyGroupI,andthe

Canadian ExosurfNeonatalStudy Group.N

EnglJMed325:1696-1703,1991

6)CorbetA,BucciarelliR,GoldmanS,MammelM,

Wold D,Long W:Decreased mortality rate

amongsmallprematureinfantstreatedatbirth

with a single dose ofsynthetic surfactant:a

multicenter controlled trial.American Exosurf

PediatricStudyGroup1.JPediatr118:277-284,

1991

7)HudakBB,EganEA:Impactoflungsurfactant

therapyonchroniclungdiseasesinpremature

infants.ClinPerinatol19:591-602,1992

8)SmythJ,AllenA,MacMurrayB,PeliowskiA,

Sankaran K,Volberg F,Shukla A,Long W: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Canadian multicenter trial oftwo doses of

syntheticsurfactantorairplaceboin224infants

weighing 500 to 749 grams with respiratory

distresssyndrome.Canadian ExosurfNeonatal

StudyGroup.JPediatr126:S81-S89,1995

9)Kendig JW,NotterRH,Cox C,AschnerJL,

Benn S,Bernstein RM,Hendricks-Munoz K,

Maniscalco WM,Metlay LA,Phelps DL:Sur-

factantreplacementtherapyatbirth:finalanaly-

sis ofa clinicaltrialand comparisons with

similartrials.Pediatrics82:756-762,1988

10)GortnerL:Naturalsurfactantforneonatalres-

piratory distresssyndrome in very premature

infants:a1992update.JPerinatMed20:409-

419,1992



―95% 산소에 노출된 마우스의 폐세척액내의 염증성 세포 수의 변화와 이에 한 부데소나이드 투여 효과―

-141-

11)StancombeBB,WalshWF,DerdakS,DixonP,

HensleyD:Inductionofhumanneonatalpulmo-

nary fibroblast cytokines by hyperoxia and

Ureaplasma urealyticum.Clin Infect Dis 17

Suppl1:S154-S157,1993

12)박민수,박국인,주혜정,박문성,남궁란,이 철,한동

:제한 수액요법과 인공환기요법을 받은 미숙아

에서 기 지폐이형성증 발생 험인자에 한 연구.

소아과 37:975-981,1994

13)BagchiA,ViscardiRM,Taciak V,EnsorJE,

McCrea KA,Hasday JD:Increased activity of

interleukin-6 but not tumor necrosis factor-

alpha in lung lavage ofpremature infantsi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broncho-

pulmonary dysplasia.Pediatr Res 36:244-252,

1994

14)KotechaS,WilsonL,WangooA,SilvermanM,

Shaw RJ:Increase in interleukin (IL)-1 beta

andIL-6inbronchoalveolarlavagefluidobtain-

ed from infants with chronic lung disease of

prematurity.PediatrRes40:250-256,1996

15)TullusK,NoackGW,BurmanLG,NilssonR,

WretlindB,BraunerA:Elevatedcytokinelevels

in tracheobronchialaspirate fluids from ven-

tilatortreated neonateswithbronchopulmonary

dysplasia.EurJPediatr155:112-116,1996

16)MunshiUK,Niu JO,Siddiq MM,Parton LA:

Elevation of interleukin-8 and interleukin-6

precedes the influx ofneutrophils in tracheal

aspirates from preterm infants who develop

bronchopulmonary dysplasia.Pediatr Pulmonol

24:331-336,1997

17)RindfleischMS,HasdayJD,TaciakV,Broderick

K,ViscardiRM:Potentialroleofinterleukin-1

inthedevelopmentofbronchopulmonarydyspla-

sia.JInterferonCytokineRes16:365-373,1996

18)Brattsand R:Development of glucocorticoste-

roidswithlung selectivity.In:HargreaveFE,

HoggJC,MaloJL,ToogoodJH,eds.Gluco-

corticoidsandMechanismsofAsthma. Amster-

dam,ExcerptaMedica1988,p17-39

19)DimitriouG,GreenoughA,GiffinFJ,KavadiaV:

Inhaled versus systemic steroids in chronic

oxygen dependency ofperterm infants.EurJ

Pediatr156:51-55,1997

20)Linden M, Brattsand R:Effects of a corti-

costeroid,budesonide,onalveolarmacrophages

and blood monocyte secretion of cytokines:

differentialsensitivity ofGM-CSF,IL-1beta,

andIL-6.Pulm Pharmacol7:43-47,1994

21)BancalariE:Corticosteroidsandneonatalchronic

lungdisease.EurJPediatr157Suppl1:S31-

S37,1998

22)Ferrara TB, Couser RJ, Hoekstra RE:Side

effectsandlong-term follow-upofcorticosteroid

therapy in very low birthweightinfants with

bronchopulmonarydysplasia.JPerinatol10:137-

142,1990

23)ArnonS,GriggJ,SilvermanM:Effectivenessof

budesonideaerosolinventilator-dependentpre-

term babies: apreliminary report. Pediatr

Pulmonol21:231-235,1996

24)Brogden RN, McTavish D:Budesonide. An

updated review ofitspharmacologicalproper-

ties,and therapeutic efficacy in asthma and

rhinitis.Drugs44:375-407,1992

25)HoekstraRE,JacksonJC,MyersTF,FrantzID

3d,SternME,PowersWF,MaurerM,RayeJR,

CarrierST,GunkelJH:Improvedneonatalsur-

vivalfollowing multiple doses ofbovine sur-

factantinveryprematureneonatesatriskfor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Pediatrics 88:

10-18,1991

26)Barrington KJ,FinerNN:Treatmentofbron-

chopulmonary dysplasia.A review.Clin Peri-

natol25:177-202,1998

27)BancalariE:NeonatalChronic Lung Disease.

In: FanaroffAA,Martin RJ,Neonataland

PerinatalMedicine.5thed.St.Louis,Mosby-

YearBook,1992,p.861-876

28)SheaLM,BeehlerC,SchwartzM,ShenkarR,

TuderR,Abraham E:HyperoxiaactivatesNF-

kappaB and increases TNF-alpha and IFN-

gamma gene expression in mouse pulmonary

lymphocytes.JImmunol157:3902-3908,1996

29)SuzukiYJ,MizunoM,PackerL:Signaltrans-

duction for nuclear factor-kB activation.pro-

posedlocationofantioxidant-inhibitablestep.J

Immunol153:5008-5015,1994

30)Welty SE,Rivera JL,Wu B:Hyperoxia in-

creasesinlung ICAM-1mRNA areindepen-

dentofTNFα andIL-1β mRNA.FreeRadic

BiolMed23:898-908,1997

31)Park MS,Wallace HM:Hyperoxia influences

mRNA expression of cytokines in cultured

human umbilicalvein endothelialcells.Yonsei

MedJ39:1-12,1998

32)Cummings JJ, D'Eugenio DB, Gross SJ:A

controlled trialofdexamethasone in preterm

infantsathigh risk forbronchopulmonary dy-

splasia.N EnglJMed320:1505-1510,1989

33)AveryGB,FletcherAB,KaplanM,BrudnoDS:



― 자:박민수․이 철․장 욱․김정년․노혜옥․남궁란․박국인․한동 ―

-142-

=Abstract=

IncreaseinIL-6andNumberofInflammatoryCellsinthe

LungLavageFluidofAdultMiceExposedto95% Oxygen:

ProtectiveEffectofBudeson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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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Pulmonaryoxygentoxicityismainlyaninflammatoryprocess,triggeredby

reactiveoxygenspeciesviaanumberofbiochemicalpathways.Recentevidenceimplies

thatROS maystimulateNF-kB topromotethesynthesisofgenesforinflammatory

cytokines.Atthesametime,corticosteroidshavebeenimplicatedinthepreventionof

activatingthisstep.However,adversereactionsofsystemiccorticosteroidscausephy-

sicianstohesitatetheiruse,nottomentiontheirdoubtfuleffectiveness.Budesonideisa

locallyactingcorticosteroidwithlittlesystemiceffect.Inhaledeitherthroughnebulizers

ormetereddoseinhalers,ithasprovedtheantiinflammatory,andthusantiasthmatic,

effectsinpatientswithasthma.Ifoxygen-inducedinjuryismediatedbyfactorsinvolved

inasimilarpathwayasdescribedabove,budesonidewillhaveprotectiveeffectsagainst

inflammatoryresponsesofpulmonaryoxygentoxicity.

Methods:Weused10adultmiceineachofthethreegroups;AC istheroom air

controlgroup;OC istheoxygencontrolgroupinwhichmicewereexposedto95%

oxygenfor48h;andTX isthetreatmentgroupinwhichmicewereexposedto95%

oxygenfor48h,andduringthatperiodtheyweregivenbudesonideviaanebulizer500

μg/doseevery12hfor4times.Themiceweresacrificedwithinjectionofalethaldose

ofketamine.Tracheotomywasdoneandan18GETtubewasinserted.Thelungswere

lavagedwith80ml/kg(or80μL/g)isotonicsalineslowlyinjectedthroughtheET tube.

Thelunglavagefluidwascentrifugedat8000rpm for2minutes.Supernatantwasused

foranalysisofIL-6,whiletheprecipitatewasresuspendedin200μLofisotonicsaline

forcellcount.

Results:ThesimplemeanIL-6valuesdidnotshow asignificantdifferencebetween

groups(AC 199.4±192.7;OC 274.5±31.3;andTX 269.8±127.0pg/mL).Butconsidering

theirskeweddistributioninACandTXgroups,themedianvaluesshowedaconspicuous

differenceamong3groups;thatis,themedianIL-6valueofACwas124.8pg/mL,OC

269.8pg/mL,andTX 217.4pg/mL.Forthecellcounts,ACwas189±56/mm
3
,OC424±

111/mm
3
,andTX266±22/mm

3
(p<0.05).

Conclusion:Inconclusion,budesonidenebulizationappearstohaveprotectiveeffects

againstinflammatoryresponsesofpulmonaryoxygentoxicityinadultmice.

KeyWords:Pulmonaryoxygentoxicity,Inflammatorycell,Interleukin-6,Lunglowage

fluid,Budeson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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