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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요약>

목 적 : 신생아호흡곤란증은 주로 미숙아에서 폐 표면활성제(surfactant)가 부족하여 발생된

다. 연구자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의 중간핵심개발지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소 폐에서 추출

후 성분을 강화시킨 폐 표면활성제(YY-38)를 개발하고 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활성도를 측정하

였다.

방 법 : 물리학적 활성도에 관한 검사로서 안정 소포 검사 (stable microbubble test,SMR)

와 pulsating bubble surfactometer를 이용하여 표면장력을 측정하였다. 최소 및 최대 표면장

력을 이용하여 표면장력-면적곡선(surface tension-surface area diagram, ST-SA diagram)

을 측정하고, 표면장력 10mN/m에서의 압축도(compressibility)도 구하였다. 생물학적 활성도

는 미숙 토끼 태자를 사용하여 폐 압력-용적곡선(pressure-volume curve)을 구하고, 폐조직

표본을 제작하여 확장된 폐 부분의 비(aerated area ratio)를 image analyzer를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

결 과 : 폐 표면활성제의 농도와 안정소포의 수는 비례관계에 있었으며 낮은 농도인 25μg 

PL/ml에서도 142개의 소포가 형성되었다. 모든 검사농도에서 YY-38는 1분과 5분의 최소 표

면장력이 10mN/m 미만의 낮은 표면장력을 나타내었다. 최대표면장력치는 1분 및 5분의 전 검

사 농도에서 33.01mN/m-41.07mN/m 사이에 위치하였다. 표면장력-면적곡선은 1분과 5분 전 

농도에서 확실한 해리를 나타내었으며, 20% 표면적 압축시 5분에서의 표면장력이 10mN/m 미

만으로 감소되었다. 10mN/m의 표면장력에서 압축도도  5분에서 측정한 전 검사농도에서 0.02 

mN/m 미만이었다. 토끼 미숙 태자 폐를  최대 30cm H2O 가압시에 폐 용적이 80.9ml/kg까

지 증가하고, 5cm H2O까지 감압하여도 38.3ml/kg의 폐 용적을 유지하였다. 폐의 면적에서 확

장된 폐부분은 전체의 45.4% 로 관찰되었다.

결 론 : YY-38은 충분한 양의 안정된 소포를 형성하였으며, 표면장력이 폐포의 안정을 유지

시킬만큼 낮아 우수한 해리곡선을 나타내었다. YY-38은 동물실험에서 흡기시에 미숙 폐의 팽

창을 도와주고, 호기시에는 미숙 폐의 허탈을 방지 시키는데에도 효과적이었다.

1)

서     론

신생아호흡곤란증(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접수일자 : 1996년 10월 22일

승인일자 : 1997년  1월  9일

RDS)또는 유리질막증(hyaline membrane disease, 

HMD)은 신생아의 폐에서 생산되는 표면활성제

(surfactant)가 부족하여 발생된다1). 출생체중이나 재

태주령이 낮을수록 발생빈도가 높아서 저출생체중아

(low birth weight infant)의 40%에서 나타나고, 재태

주령 29주에서는 60%에서 발생하나 재태주령 39주 이



― 저   자 : 이  철․박민수․박문성․김정년․이종욱․유광현․곽원재․박국인․남궁란․한동관 ―

- 772 -

상의 신생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유리질막증

은 사망율이 30%로서 신생아기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중에 하나이다2, 3).

이론적으로 유리질막증의 치료로서 외부로부터 투

여된 표면활성제가 폐에서 가스교환을 도와줄뿐 아니

라, 양압을 이용한 인공호흡기 사용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도 감소시킬수 있으리라고 기대되었다.  

현재까지 개발된 폐표면활성제는 (1) 폐 세척에 의해 

얻어지는 표면활성제 (2) 양수로 부터 얻어진 인간 폐

표면활성제 (3) 유기용매제를 사용하여 동물의 폐에서 

추출한 표면활성제(organic solvent extract of sur-

factant) (4) dipalmitoylphosphatidylcholine(DPPC)에

인지질(phospholipid, PL)이나 유화제(emulsifier) 등

을 첨가한  표면활성제 등이 있다4). 여러 가지 장단점

으로 인하여 현재 상품화된 것은 동물 폐에서 유기용

매를 이용하여 추출한 표면활성제와 DPPC에 인지질

이나 유화제(emulsifier) 등을 첨가한  표면활성제 등

이다. 

Fujiwara는 소의 폐를 잘게 썬 데서 추출한 물질에

DPPC를 첨가한 Surfactant․ TA를 개발하였다5).  

Surfactant TA는 1988년 일본에서 공인된후 널리 쓰

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Surfacten (Tokyo- 

Tanabe Co, Tokyo, Japan)이란 상품명으로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한 표면활성

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합성이 아닌 자연 표

면활성제이며, 표면장력을 낮추는 힘이 강력하고, 멸균

되어 있으면서 단지 1-2%의 소량의 단백질을 함유하

고도 표면활성제의 기능을 발휘한다. 순수 DPPC는 제

조가 간단하고 값이 저렴하나, 실제 생체 실험에서 

air-water interface에 확산이 되지 않는 이유로 임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DPPC와 phosphadidylglycerol 

(PG)혼합에다 확산제나 유화제로서 hexadecanol 과 

tyloxapol을 첨가한 Exosurf․(Wellcome Foundation 

Ltd, London, England)가 Clement 등6)에 의하여 개

발되어 임상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Exosurf․

는 제조가 경제적이고 간단하면서 표면장력을 낯추는

데 좋은 효과를 보이는 장점이 있으나, 효과면에서 유

기용매 추출 표면활성제와 같지 않고 첨가제의 생물학

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좀더 진행되어야한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처가 산학협동을 지원하여 기초

과학과 첨단과학을 연결시킬 중간핵심기술을 육성하고

자 시행한 중간핵심개발 연구사업지원을 받아, 연세의

대 소아과학교실 신생아학 연구원들과 유한양행 중앙

연구실의 산학협동연구로서 개발한 소폐에서 유기용매 

추출된 후 보강된 폐 표면활성제의 물리학적, 생물학

적 활성도에 관한 연구보고이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1 )  폐 표면활성물질 제조 방법

살아있는 건강한 성숙 소의 신선한 양측 폐를 도살

직후 채취하여 분쇄기로 잘게 썰은후 5배의 0.9% 생

리식염수 용액을 가해 1시간 동안 교반한 후 여과하여 

여액을 추출물로 얻었다. 여액을 고속원심분리

(8,000rpm, 4℃, 50분)해 침전물을 얻고 0.9% 생리식

염수용액에 현탁시켜 저속원심분리(2,500rpm, 4℃, 10

분)하여 혼입된 조직잔사를 침전물로 제거하였다.   이 

원심분리 과정을 2회 반복하여 얻은 최종 상층액에 생

리식염수를 첨가하여 비중을 1.2g/ml로 조정한 후 고

속원심분리(8,000rpm, 4℃, 50분)로 상층(white 

pellicle)을 회수하고 증류수에 현탁시켜 탈염과정으로 

염을 제거한 후 동결건조해 Crude Lung Surfac-

tant(CLS)를 얻었다.

CLS에 미리 냉각된 ethyl acetate를 가하여 추출여

과하고 불용물질을 건조한 후 chloroform : me-

thanol(2:1, v/v) 혼액을 가하여 층분리로 chloroform 

층만을 분리한 후 감압농축으로 solvent를 제거하고 

남은 잔류물에 증류수를 가해 현탁시켰다. 현탁액을 

동결건조하여 정제된 Natural Lung Surfactant 

(NLS)을 얻었다. NLS에 대해 성분분석과 표면활성을 

측정하여 성분 재조정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성분 

재구성 표면활성제 (Modified Lung Surfactant : 

MLS)인 YY-38(Yonsei Yuhan-38)를 획득하였다. 

38이란 38회에 걸쳐 성분 재구성을 시도한 후 확정된 

표면활성제를 의미한다. 이상의 제조과정을 요약하면 

Fig. 1과 같다.  

2 )  YY-38의 화학적 조성

(1) Phospholipid의 성분 :  상기의 제조방법으로 

성분 재조정 소 폐 표면활성제(MLS, YY-38)의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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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Modified Lung 
Surfactan(YY-38)

Chemical composition %

Phospholipids

Free fatty acids

Triglycerides

Protein

83.7±1.17

 9.8±0.92

 3.6±0.42

 1.1±0.17

mean±S.D, n=5

Minced Lung

high speed centrifugation

low speed centrifugation

density 1.2g/ml 조정

동결 건조

Crude Lung Surfactant

(CLS)

ethy1 acetate

C/M(2:1)

동결 건조

Purified Lung Surfactant ―▶ Natural L S

성분분석 및 조정

solvent 제거

sonication

Modified Lung Surfactant

(MLS)

Fig. 1. Preparation of Lung Surfactant.

Fig. 2. 2-Dimensional thin layer chromatography of
phospholipids.

        LPC : lysophosphatidylcholine    
        PC : phosphatidylcholine         
        PI : phosphatidylinositol        
        PG : phosphatidylglycerol    
        SM : sphingomyelin 
        PS : phosphatidylserine
        PE : phosphatidylethanolamine
        FFA : free fatty acid

Table 2. Phospholipid Composition of Modified 
Lung Surfactant(YY-38)

 Phospholipids       %

 Phosphatidylcholine (PC)

 Phosphatidylglycerol (PG)

 Phosphatidylinositol (PI)

 Phosphatidylethanolamine (PE)

 Sphingomyelin (SM)

 Lysophosphatidylcholine (LPC)

80.01±4.66

 6.24±2.16

 2.12±0.96

 5.77±1.79

 3.25±0.96

 2.09±0.81

 DSPC ( /surfactant)

       ( /phospholipid)

48.4±1.56

57.9±0.95

 mean±S.D, n=5

적 조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냈다. MLS

는 지질성분이 97.1%, 단백질 성분이 약 1.1% 함유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질은 약 83.7%가 인지질

(phospholipid)이고, 유리지방산(free fatty acid)이 

9.8%, 트리지방산 글리세린(triglyceride)이 3.6% 함유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Fig. 2와 같다. 주성분은 phosphatidylc-

holine(PC)으로 약 80%가 함유되었으며 phosphatid-

ylglycerol(PG), phosphatidylethanolamine(PE), sphi-

ngomyelin(SM), phosphatidylinositol(PI), ly-

sophosphaidylcholine(LPC), phosphatidylserine 

(PS)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 표면 활성에 중요한 역활을 하는 성분으로 

알려진 disaturated phosphatidylcholine (DSPC)은 

표면활성제중에는 48%, 총 인지질중에는 58%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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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phadex LH-20 column chromatography of
MLS(YY-38). A sample of YY-38(0.5g) in 
3ml of chloroform-methanol(2:1) was loaded
on a column (1.5×45cm) packed in the
same solvent system and eluted with same
solvent at a flow rate of 7ml/hr.

Fig. 4. SDS-PAGE (15% gel) of lipoprotein fraction
isolated from modified lung surfactant (YY-
38).

(2) Surfactant protein(SP)의 분리 : 폐 표면활

성물질의 성분중 SP의 역할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

지지는 않았지만 신생아 호흡부전증 치료의 표면활성

제 보충요법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

으며 protein-free synthetic surfactant 와 natural 

lung surfactant 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중 하나이다. 

특히 SP-B 와 SP-C가 중요성분으로 표면확산

(surface spreading)과 표면장력의 감소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8).

Lipoprotein을 분리하기 위해서 Sephadex LH-20 

Column을 사용하였으며 용출모양은 Fig. 3에 나타냈

다. 앞 부분에서 분리되어 나온 단백분획을 모아 용매

를 제거한 후 SDS-PAGE 전기영동법으로 확인한 결

과는 Fig. 4와 같다. SDS-PAGE 결과에 의하면 

2-mercaptoethanol를 가한 환원조건에서 분자량 

10,000이하의 2개의 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의 여러 문헌에서 발표된 SP-B, C와 유사

한 것으로 보였다9-11).

2. 연구 방법

새로이 개발된 YY-38을 실험군으로, 대조군으로는 

YY-38을 용해하는데 사용된 용매인 생리 식염수를 

사용하였다.

1 )  물리학적 활성도에 관한 연구   

( 1 ) 안정  소포  검사(stanble microbubble test. 

SMR): 본 연구에서는 대단히 낮은 농도로  검체가 희

석되기 때문에 Pattle 등의 방법12) 을 다음과 같이 약

간 변형된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① YY-38을 50μl정도 micropipette으로 취하여 덮

개유리위에 떨어뜨리고 pasteur pipette을 수직이 되

도록 세운후 6초 동안 약 20회의 리드미칼한 음이 나

도록 거품을 낸다.

② 거품을 낸 후에는 덮개유리를 뒤집어 hole glass 

위에 얹고 4분 동안 둔다.

③ 100배로 관찰하여 1mm2 중의 직경<15μm인 소

포의 수를 산정한다.

④ 매 실험시에 안정소포의 수는 소포가 가장 많은 

한곳만 세고 실험을 각각  5회를 실시하여 평균을 구

하였다. 이유는 위액을 이용한 경우 검사시에는 소포 

수가 적어 5시야의 평균이 가능하나 표면활성제 실험

에서는 거품수가 너무 많고 시야마다 소포수의 차이가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⑤ 한곳에서만 소포의 수를 셀 때  1mm2의 4칸 중

에서 1칸의 수를 세어 ×4 로 계산하였다.  한곳의 현

미경시야 선택은 소포의 수가 가장 많고 균일한 곳으

로 하였다.

YY-38의 농도  5mg PL/ml를 생리식염수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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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mgPL/ml로 희석하였다. 1mgPL/ml를 다시 생

리식염수와 혼합하여 연속적으로 희석하여, 실험농도

는 250μgPL/ml, 200μgPL/ml, 125μgPL/ml, 100μ

gPL/ml, 62.5μgPL/ml, 50μgPL/ml, 31.25μgPL/ml, 25μ

gPL/ml으로 8가지 농도에서 검사하였다. 

(2) Pulsating bubble surfactometer(PBS, 

Electronetics Corp. Amherst, NY, USA)를 이용한  

물리학적 활성도 측정 :  액체내에서 기포의 표면장력

의 변화는 기포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한개의 기

포 모델에서 기포의 반경은 표면 장력과 표면압, 용적

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연속적으로 기포를 팽창-수축

을 반복할 때의 압력곡선을 측정하여 기포의 만곡도를 

표시할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PBS를 사용하

여 최대와 최소 표면장력을 측정한후  표면장력-면적

곡선을 얻을수 있다13).

PBS는  1) sample chamber  2) pulsator unit 

3) pressure-recording unit 등 세가지 주요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Sample chamber는 일회용으로 나일

론과 테프론이 재질로서 필요한 검체의 양은 최소 20μ

l 이다. Chamber는 섭씨 37도의 수조에 잠겨진 상태

에서 검사가 시행되며, chamber의 상단은 공기와 작

은 관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pulsator에 의해 분당 20회의 가압과 감압의 주기가 

생성된다. 매 주기마다 기포는 수축과 팽창을하는데 

직경이 최소 0.8mm에서 최대 1.1mm까지, 이에 따라

용적은 0.27에서 0.70μl, 표면적은 최소 1.8mm2에서 최

대 3.6mm2까지 변함으로, 기포의 최소표면적은 최대 

표면적의 50%까지 축소된다.  변화되는 압력은 

0-30Torr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수 있는 trans-

ducer를 통한후 증폭되어 기록된다. 표면장력이 계산

되는 원리인 LaPlace의 법칙은 △P =2 γ/r이다. △P

는 대기와 통해있는 기포 내벽의 압력과 검체와 면하

는 기포 외벽의 압력차이이며, γ는 표면장력을, r는 반

경을 뜻한다. 이때 transducer를 통하여 측정되는 압

력이 바로 △P이며, r은 기포의 반경을 나타내므로 이

미 알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표면장력 γ이 구해진

다. 표면장력의 단위는 mN/m(dyne/cm)로 표시된다. 

최대와 최소 기포를 만들기 위해 pulsator가 한 주기

를 만드는 동안 0.06초마다 표면장력과 기포의 직경, 

표면적 등이 PBS Graphic Series 2000 Software 

Package에 의하여 컴퓨터에 초당 48회 저장된다. 5분

간 측정된 자료중 본 연구에서는 1분과 5분의 자료를 

분석하여 표면장력-면적곡선을 구하고 해리상태를 관

찰하였다.

a) 최소 및 최대 표면장력(γ-min & γ-max)

Sample chamber내에 검체를 넣고 기포가 팽창된

후 15초이후부터 분당 20회의 지속적 pulsation을 하

여 매회 직경 0.8mm의 최소 직경에서 최소표면장력

을, 1.1mm의 최대직경 기포에서 최대표면장력을 측정

한다. YY-38을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용해시켜 5mg 

PL/ml의 농도를 만든후 연속 희석하여 2.5 mg 

PL/ml, 1.25mg PL/ml, 0.63mg PL/ml, 0.31mg 

PL/ml, 0.16mg PL/ml 등 6개의 농도에서 검사를 시

행하였다. 측정은 5분간 시행하며, 매 농도마다 5회 측

정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b) 표면장력-면적곡선(surface tension-surface area  
diagram, ST-SA diagram)

기포의 직경을 1.1mm에서 0.8mm까지 압축하면, 

기포 표면면적의 변화는 3.6mm2에서 1.8mm2으로 

50%가 감소한다. 이러한 표면면적의 변화에 따른 표

면장력의 변화를 측정하여 표면장력-용적곡선을 그리

고 이때 폐표면활성제의 농도별 해리(hysteresis)를 도

시한다.

c) 표면장력 10mN/m에서 압축도(compressibility) 

10mN/m의 표면장력에서 압축도를 구하는 공식은 다

음과 같다.

C=(1/A) × (dA/dγ). 

   C =  compressibility

   A = 10mN/m에서 기포의 면적 

  dA = 10mN/m 전후에서 기포의 면적변화

   dγ = 10mN/m 전후에서 기포의 표면장력 변화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중 상기 공식에 필요한 결과

를 이용하여 압축도를 계산하였다.    

2 )  토끼 태자를 이용하여 폐표면활성제의 생물학

적

   활성도 측정

( 1 )  토끼 미숙 태자의 폐 압력-용적곡선(pressure- 

volume curve): 토끼는 30일이 만삭으로 27일의 토끼 

태자폐는 전부 신생아호흡곤란증을 나타내어 좋은 실

험모델이 된다. 암수 토끼를 합사한후 수정여부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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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lveolar expansion pattern in ventilated
preterm rabbit after normal saline admimis-
tration (H-E stain, ×40).    

Fig. 6. Alveolar expansion pattern in ventilated
preterm rabbit after YY-38(25mg PL/kg)
administration(H-E stain, ×40).

토끼 질내의 정충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였다. 합사 

만 27일에 ketamine hydrochloride 치사량을 토끼에

게 정맥주사한후 즉시 제왕절개를 실시하였다. 양막이 

터지지 않은 상태로 태자분만을 하면서 호흡에 의한 

폐확장을 막기 위하여 첫 호흡전에 주둥이부분 전체를 

무명사로 결찰하였다. 각각 토끼태자의 무게를 측정한

후 양측 서혜부에 깊은 절개를 가하여 대퇴 동맥과 정

맥을 절단하여 체내에서 혈액을 제거하였다. 기관절개

후 삽관의 기관내 투입 확인은 흉곽을 약하게 눌러서 

폐액이 삽관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하였다. 삽관을 통

하여 YY-38을 인지질기준 25mg/kg의 용량으로 폐에 

투여하였다.

폐용적 측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각 토끼 태자 

기관내 삽입된 관을 유리관(내경 3mm, 길이 약 110cm)

에 연결하였다. 유리관은 연결된 폐의 용적변화를 측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험전에 유리관에 물을 넣어 단

위 길이당 용적을 계산하였다. 유리관 15개에서 각각

의 길이당 용적을 측정한후 평균값을 구하여 유리관 

1mm 당 0.0068ml의 용적으로 환산하였다. 실험중 태

자 폐 팽창시 용적측정은 유리관에 유색의 물기둥을 

주입하여 기준을 정한후에 폐팽창에 따라 움직인 물기

둥의 거리로 환산된다. 펌프(Atom exchange trans-

fusion pump)를 통하여 일정한 속도로 공기를 폐에 

주입하면서 수압계를 부착하여 투여압력을 측정하였

다. 압력은 0cm H2O에서 시작하여 매 5cm H2O씩  

가압하여 최대 30cm H2O까지 가압하였다. 가압시 공

기도 압축됨으로 공기압축계수 [압력(cm H2O)×1.2]도 

고려하였다. 30cm H2O까지 가압시에 매 5cm H2O 단

위마다 공기 압축에 의하여 물기둥이 이동하는 거리를 

계산하여 실제 이동한 물기둥의 거리에서 감하였다. 

폐용적(ml/kg)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실 제 물 기 둥 이 움 직 인 거 리 ( m m )－ 압 력

(cmH2O)×1.2 ] / 태자무게(gm)×0.0068×1000

가압중 기흉이 발생하여 실험이 불가능한 토끼태자

는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30cm H2O에서 약 2분간 쉰

후에 다시 5cm H2O 씩 감압하여 0cm H2O까지 감압

하였다. 가압 및 감압에서 폐의 용적을 매 5cm H2O 

마다 구하였으나 감압시 폐용적이  가압시 폐용적보다 

효과적인 정지상태의 압력과 폐용적과의 관계를 나타

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압시 결과만 사용하였다14).

( 2 )  확장된 폐 부분의 비(aerated area ratio) : 폐

압력-용적을 측정한 뒤 동적상태에서의 폐확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토끼 태자 폐를 20분간 분당 20회, 

20cm H2O의 최대 흡기압력으로 하여 강제 인공호흡

을 실시하였다14). 토끼 태자 폐를 분리적출하면서 육안

으로 기흉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기흉이 확인 된 

경우는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10cm H2O압력으로 폐

전체를 확장 시킨후 확장 상태의 압력하에서 기관삽관

을 폐쇄시키고 10% 포르마린용액내에 토끼 태자 폐를 

4일간 고정하고 조직절편을 만들어 hematoxylin- 

eosin으로 염색 하였다(Fig. 5, 6). 확장된 폐와 허탈

된 폐의 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image analyzer 

(IBAS-2000)를 이용하여  음영 대비를 주어 전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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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ble Microbubble Count of YY-38

Concentration(μg PL/ml)
SMR

(/mm2, Mean±SD)

 25

 31

 50

 62

100

125

200

250

142±19

146±27

222±48

254±34

365±81

366±101

716±67

730±55

Table 4. Minimum and Maximum Surface Tension 
of YY-38 after 1 Minute of Pulsation

Conc.
(mg PL/ml)

Surface tension(mN/m, Mean±SD)
  Mimimum        Maximum

0.16

0.31

0.63

1.25

2.50

5.00

7.67±0.47

6.98±2.38

5.79±0.75

5.27±0.76

4.65±1.66

4.31±1.32

39.63±1.42

36.07±1.15

36.13±1.51

35.90±2.38

36.13±1.75

35.17±0.45

Normal saline 65.17±4.56 72.72±2.10

Table 5. Minimum and Maximum Surface Tension 
of YY-38 after 5 Minute of Pulsation

Conc.
(mg PL/ml)

Surface tension(mN/m, Mean±SD)
Minimum        5 Maximum    

0.16

0.31

0.63

1.25

2.50

5.00

7.89±0.67

5.82±0.51

5.40±0.43

4.77±1.35

5.55±0.60

5.10±0.34

41.07±2.70

35.77±1.39

36.26±0.99

35.11±2.62

37.00±1.22

36.33±0.78

Normal saline 43.34±5.75 66.89±2.80

면적과 공기로 확장된 부위를 측정하였다15). 전체 폐면

적을 산출할 때 기관지, 혈관 등은 제외하였다. 태자폐

는 5mm 두께로 심장위치에서 횡측으로 절단된후 검

사하였다16). 동일한 방법으로 5개 부위를 검사하여 평

균을 산출하였다.

결     과 

개발초기부터 개발완료까지 전부 38차에 걸쳐 조성 

및 추출과정을 각각 달리하여 bovine lung surfac-

tant를 제조하였다. 각 제조 lot마다 물리학적 및 생물

학적 활성도 검사를 각각 시행하였다. 물리학적 활성

도는 매 검체마다 5회 반복하여 평균을 산출하였고, 

생물학적 활성도는 매 lot마다 최소 8마리 이상의 토

끼태자를 실험동물로 사용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아래

의 결과는 최종으로 확정된 38차 조성변경 폐표면활성

제 (YY-38)에 대한 결과이다.

1. 물리학적 활성도에 관한 연구

1 ) 안정 소포 검사(stable microbubble test, SMR)

개발된 표면 활성제(YY-38)를 낮게는 인지질 농도 

25μg/ml부터 높게는 250μg/ml농도까지 8개 농도군에

서 각각의 소포수를 측정하였다. 표면 활성제 농도와 

소포의 수는 거의 직선 관계에 있었다. 고농도(250μ

g/ml)에서 소포수는 730개였으며, 가장 낮은 농도인 

25μg/ml에서 142개가 형성되었다. 양수내 폐성숙을 나

타내는 소포의 수는 20개/mm2이다. SMR검사에서는 

아주 저농도에서부터 소포형성을 충분히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생리식염수에서는 전혀 소포가 관찰되지 않

았다(Table. 3).

2 )  Pulsating bubble surfactometer를 이용
한

    물리학적 활성도 측정

a) 1분과 5분의 최소, 최대 표면장력 

YY-38은 낮게는 0.16mg/ml부터 높게는 5mg/ml

까지 6가지 인지질농도에서 pulsation후 1분과 5분의 

최소표면장력이 각각 큰 차이없이 안정적 수치를 나타

내었다. 이상적인 표면 활성제는 최소표면장력이 10 

mN/m이하라야 한다. YY-38는 1분과 5분의 최소 표

면장력이 모든 농도에서 전부 10mN/m의 낮은 표면장

력을 나타내었다. 농도 5mg/ml에서 5분에 최소표면장

력은 5.10mN/m였다. 최대표면장력은 1분 및 5분에서 

모든 농도에서 33.01mN/m-41.07mN/m 사이에 위치

하였다. 생리식염수는 최소표면장력이 1분과 5분에 각

각 65.17±4.56mN/m, 43.34±5.75mN/m이며, 최대표면

장력은 1분과 5분에 각각 72.72±2.10m N / m ,  

66.89±2.80mN/m였다(Table 4, 5).

b) 표면장력-면적곡선(surface tension-surfa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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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urface area-surface tension diagram of
YY-38(5mg PL/ml) and normal saline at 1 
minute of pulsation.

Fig. 8. Surface area-surface tension diagram of
YY-38(5mg PL/ml) and normal saline at 5
minutes of pulsation.

Table 6. Surface Tension of YY-38 at 20% 
Compression of surface Area after 1 and 
5 Minutes of Pulsation

Conc.
(mg PL/ml)

Surface tension(mN/m, Mean±SD)

1 miniute 5 miniute

0.16

0.31

0.63

1.25

2.50

5.00

9.69±1.78

9.50±2.97

9.95±2.77

9.66±3.12

9.32±2.97

11.01±3.42

9.92±2.91

6.81±0.73

6.57±0.34

7.64±2.05

6.71±0.51

7.14±1.00

Normal saline 71.35±1.53 60.13±5.38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일정 면적을 압축시켰다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주기를 반복하면서, 압축과 

감압축 주기의 면적과 표면장력을 도형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표면 활성제는 최소, 최대 표면장력 

사이의 동적곡선의 해리가 확실하여야하며, 20% 표면

적 압축시 표면장력이 10mN/m 미만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YY-38은 1분과 5분의 전 농도에서 확실한 해리

를 나타내었으며, 20% 표면적 압축시 1분에서 

11.01±3.42mN/m, 5분에 7.14±1.0mN/m으로 1분에서

는 10mN/m 이상이었으나 5분이 경과된 후에는 

10mN/m 미만으로 감소되었다. 생리식염수에서는 전

혀 해리곡선이 관찰되지 않았다. 20% 표면압축시 표

면장력이 1분에 71.35±1.53mN/m 5분에는 60.13± 

5.38mN/m 였다(Table 6)(Fig. 7, 8).

c) 표면장력 10mN/m에서 압축도(compressibility)

10mN/m의 표면장력에서 0.02cm/dyne 미만의 낮

은 압축도를 나타내는 것은 폐표면활성물질이 형성하

는 단표면막(monolayer)에 saturated fatty acid 

chain이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면 

압축도가 낮으면 최소의 면적변화로부터 표면 장력을 

최대로 낯출수 있기 때문에 폐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Y Y -38은 1분과 5분에서 측정한 결과 1분의

0.625mg/ml와 1.25mg/ml에서 각각 0.02083cm/dyne

과 0.02000cm/dyne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전 농

도에서 압축도가 0.02cm/dyne미만이었다.

대조군인 생리식염수는 최소 표면장력이 10mN/m 

이상이어서 압축도 산출이 불가능하였다

2. 토끼 태자를 이용하여 생물학적 활성도 측정

1 ) 토끼  미숙  태자의  폐  압력 -용적곡선
   (pressure-volume curve)

토끼 미숙 태자 폐를 이용한 폐 압력-용적곡선에서 

가압보다는 탈기시의 감압 압력-용적곡선이 더 의미를 

지닌다. 또한 마지막 감압 직전인 5cm H2O 압력에서 

폐 용적이 폐의 허탈 정도를 예견하는 지표로 중요하

게 사용된다.

YY-38은 최대 30cm H2O 가압후 감압시작 직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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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essure-volume curve of YY-38(25mg
PL/kg) and normal saline during deflation.

토끼 태자 폐 용적이 80.9±10.7ml/kg까지 증가하고, 

5cm H2O까지 감압하여도 38.3±12.4ml/kg의 폐 용적

을 유지하였다. 대조군으로 사용된 토끼태자 8예에서

는  30cm H2O 가압시에 3.8±4.5ml/kg, 5cm H2O압력

에서는 0.7±0.5ml/kg의 폐용적을 유지하였다(Fig 9).

2 )  확장된 폐 부분의 비(aerated area ratio)

물리학적 연구보다 동물을 이용한 생체실험이 훨씬 

실제에 가깝다. 그러나 폐 압력-용적곡선의 결과처럼 

정지상태의 실험은 혈청 알부민 등에 의한 폐표면활성

제의 불활성화를 예측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동적 

생체실험이 요구된다. 단 1회의 폐압력-용적곡선 측정

후에 일정기간 태자폐를 강제호흡 시킨후 그 조직학적 

개선 및 폐확장정도를 측정하였다.

YY-38 투여후 전체 폐 면적당 확장된 부분의 비율

은 YY-38은 45.4±4.0%로서 폐 확장 및 조직학적 개

선이 관찰되었다. 생리 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의 폐

확장은 4.2±2.3%로 관찰되었다.

고     찰

폐표면활성제는 재태주령 20주에 이미 태아 폐세포

내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며, 재태주령 26주에 이르러  

폐포강에 나타나고, 양수내에는 재태주령 31주경에 나

타난다. 폐에서 양수로 폐표면활성제가 배출되는 데는 

약 5주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 폐표면활성제는 공

기와 폐포의 접촉면의 표면장력을 감소시키며, 그 영

향으로 호기시에 폐포가 완전히 쭈그러 드는것을 방지

한다. 폐표면활성제에 의하여 형성된 표면막은 호흡중

에 일어나는 폐포변화에 따라 확장과 수축을 반복한

다. 폐표면활성제 표면막은 다음 세가지 특성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1)공기와 액체의 중간면 표면에 빨리 

흡착되어야 한다. 2)안정된 막을 형성하여 대단히 낮은 

표면장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형성된 막이 호

기시에 수축되었다가 즉시 다시 펴져서 다음 호흡시에 

폐표면활성제의 새로운보충을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폐표면활성제의 주요성분은dipalmitoylphospha-

tidylcholine(DPPC, lecithin), phosphatidylglycerol 

(PG), apoprotein(surfactant protein : SP-A, B, C), 

cholesterol 등이다. 그 성분비는 인지질이 85%, 중성

지질(neutral lipid)이 5%, apoprotein이 5%, 기타 5%

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표면장력을 감소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활을 하는것이 DPPC이다17).

현재까지 개발이 시도된 폐표면활성제의 종류는 매

우 다양하다. 인간의 폐 세척에 의해 얻어지는 폐표면

활성제는 동종 폐 표면활성제로서 여러가지 인지질, 

중성지방과 단백 등을 포함하며, 다음의 두가지 단점

이 있다. 첫째, 많게는 10%까지 단백질을 보유하는데 

실제 미숙아에서 보충요법에 필요한 폐표면활성제로서

는 이런 대량의 단백질은 필요하지 않다. 둘째, 살균하

는 과정에서 역가가 심하게 감소된다4). 폐표면활성제

는 만삭에 가까와지면 태아폐로 부터 양수로 나오게된

다. 양수에서 추출된 폐표면활성제는 인간으로부터 추

출되고 모든 폐표면활성 단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요법에 가장 적합하다. 그 구성은 saturated PC가 

34%, 그외 인지질이 5%, 중성지질이 19%(주로 

cholesterol 과 free fatty acid), SP-A를 포함한 단백

질이 6%이다. 이종단백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

출되는 양이 소량이라서 임상적으로 널리 쓰기에는 제

한이 있다. 또한  cytomegalovirus, HIV, herpes 

virus 등의 감염위험이 따른다18-20).

유기용매제를 사용하여 추출한 폐표면활성제(organic 

solvent extract of surfactant)가 현재 가장 널리쓰이

고 있다. 일본의 Fujiwara5), 미국의 Shapiro21), 카나다

의 Goran Enhorning 등22)은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폐

표면활성제의 지방성분만을 추출하는 연구를 각각 시

도하여 단백질을 98-99%까지 제거한 폐표면활성제를 

개발하였다4). 그러나 이렇게 동물에서 추출한 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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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인지질을 연구한 결과 인지질 단독으로는 기도의 

장력이 안정화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유기

용매 추출 폐표면활성제에는 두개의 소수성 저분자량

단백질(SP-B, C)이 포함되어 있다. Enhorning과 

Shapiro 등은 소 폐를 씻어낸후 원심분리하여, Robe-

rtson 등은 소와 돼지의 잘게 썬 폐로부터 

chromatographic 방법으로 추출한 폐표면물질을 연구

하였다23). Fujiwara는 소의 폐를 잘게 썬 데서 추출한 

물질에 DPPC을 첨가한  Surfactant TA를 개발하였

다5).

소폐를 갈아 얻은 추출물에서 crude surfactant 를 

분획 원심분리법과 부동법(floatation)을 이용하여 

1.2gm/ml로 농도 조정한 뒤 에틸 아세테이트를 이용

하여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였다. 그후 chloloform-me-

thanol로 추출하였다. 그 뒤 합성 DPPC, palmitic 

acid, triacylglycerol 을 첨가하여 최종산물을 인지질 

84%, tripalmitin 7%, palmitic acid 8%와 소수성 단

백(hydrophobic protein) 1%로 하였다. 이 혼합물을

chloroform에 용해한후 고압여과법(high pressure 

filter system)으로 살균하였다. 분말로 제품화되어 사

용전 생리식염수로 녹여 사용한다. Surfactant-TA의 

변형인 Survanta․(Abbot, North Chicago, IL, USA)는 

을 가압증기멸균법으로 살균하고 액상으로 제품화되어 

냉동보관시킨후 사용직전에 병에서 뽑아 사용하는것이 

차이점이다. Surfactant TA는 1988년 일본에서 공인

된후 널리 쓰이고 있다.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한 

폐표면활성제의 장점은 자연 폐표면활성제이며, 표면

장력을 낮추는 힘이 강력하고, 멸균되어 있으면서, 

1-2%의 소량의 단백질을 함유하고도 폐표면활성제의 

기능을 발휘한다. 반면에 단점은 소량의 단백질이라도 

동물단백이라는 점과 최종산물에서 유기용매를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려운점이다. SP-A는 친수성이 있어 유

기용매 추출시 포함되지 않으며 폐표면활성제가 type 

II pneumatocyte로 들어가 재활용되는 것을 돕는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폐표면활성제는 성숙한 소 폐를 

갈아서 crude lung surfactant(CLS)를 추출하여 얻고

유기용매 추출법으로 natural lung surfactant(NLS)를 

획득하였으며 NLS를 기본으로 성분을 보강해 성분재

조정 폐표면활성제 (modified lung surfactant, MLS)

를 제조한 것이다. 개발된 YY-38의 화학적 성분조성

은disaturated phosphatidylcholine (DSPC; DPPC)이

가장 많아 48% 이상이었으며, 분자량 10,000 이하의 

surfactant-associated protein (SP-B, C)이 1% 이내

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Surfactant-TA의 

성분조성과 유사한 것이다20).

임상에서는 1980년 일본의 Fujiwara에 의하여 소폐

에서 추출된 성분 보강 폐표면활성제인 Sur-

factant-TA를 사용한 것이 처음 발표되었다5). 1985년 

Hallman과 Merritts가 양수에서 추출한 폐표면활성제

를 사용한 연구도 보고하였다19).  1991년 Fujiwara 등

은 일본의 21개 병원에서 100명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호흡곤란증의 치료요법으로 surfactant- TA

를 투여한 결과 호흡기 치료의 의존도를 감소시켜, 6

시간 이내에 투여군의 54%에서 흉부 X선 소견상 호

흡부전증의 호전을 확인할수 있었다24). 우리나라에서

는 남궁 등25)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surfactant-TA

를 사용한 임상보고를 하였으며 배 등26)이 다기관 사

용성적을 보고하였다. 

합성제품으로 DPPC에 인지질이나 유화제(emul-

sifier) 등을 첨가한 폐표면활성제도 개발되었다. 순수 

DPPC는 제조가 간단하고 값이 저렴하나, 실제 생체 

실험에서 air-water interface에 확산이 되지 않는 이

유로 임상사용이 불가능하다4). DPPC 70%에 phos-

p h a t i d y l g l y c e r o l ( P G ) 30% 를 첨 가 한

ALEC(artificiallung-expanding compound)는 

Morley와 Bangham27)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제조가 

쉬우며 값이 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표면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약하고, 투여후 수시간후 효력이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다. 합성 폐표면활성제로는 John 

Clements에 의하여 개발된 Exosurf․가 있는데28), 이

는 DPPC와 PG를 혼합한후 alcohol인 hexadecanol을 

첨가하고 분산을 돕기 위하여 tyloxapol도 추가하였다. 

1987년에 첫 임상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미국에서 

공인되었다. 1992년 미국에서 23개 병원이  출생체중 

700gm 미만의 초극저출생체중아 215명을 대상으로 

단회의 예방요법을 실시한 결과, 투여군에서 투여 2시

간에서 6시간 이내에 산소요구량 및 호흡지수의 호전

이 있었으며, 이러한 호전은 생후 3일까지 지속되었고, 

기흉 및 RDS에 의한 사망율도 감소하였다고 보고하

였다29). Exosurf․는 제조가 경제적이고 간단하면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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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력을 낮추는데 장점이 있으나, 효과면에서 유기용

매 추출 폐표면활성제와 같지 않고 첨가제의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좀더 진행되어야한다30).

폐의 성숙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양수에서 lecithin/sphingomyelin 비율

검사31), 위 흡인액에서 shake test 등6)이 있으나 검사

의 간편성, 정확도, 혈액오염시 부정확성 등에서 안정

소포검사보다 못하다. 이러한 태아 폐성숙 검사의 위

양성율은 shake test는 1%에서, L/S ratio에서는 

1.5%였으나 안정소포 검사에서는 0.6%로 가장 위양성

율이 낮았다12). Pattle이 발표한 안정소포검사는 15μm

보다 적은 직경의 소포를 형성시켜 그 숫자에 의하여 

표면활성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12). 안정성이란 표면

장력 감소가 발생하여 안정된 소포를 형성하는 능력을 

뜻하며 페표면활성제의 surpellic property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때 안정소포란 30초 이상 계속 터지지 않

고 소포 모양을 유지하는 방울을 의미하며, 안정소포

의 수는 폐표면활성 물질의 검출 양을 측정하는데 유

용하다. 표면활성제의 농도와 소포수는 비례하지만, 동

일 농도에서는 합성 폐표면활성제보다는 동물에서 추

출한 보강 폐표면활성제가 훨씬 많은 소포를 생성한다
32). YY-38도 농도에 따라 소포수가 증가하고 아주 낮

은 희석 농도에서도 충분한 소포를 형성하였다.

표면장력의 측정은 Clements에 의한 변형된 Wil-

helmy balance를 이용한 방법33)이 널리 쓰인다. 호흡

중 표면장력은 흡기시 폐포가 축소되어 표면적이 감소

하면서 표면장력도 감소하며, 호기시에는 반대로 표면

적이 증가하면서 표면장력도 커진다. Wilhelmy ba-

lance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수조의 온도를 섭씨 

37±0.5도를 유지시키면서 일정액상의 표면적을 압축-

감압축 시키면서 최소 및 최대 표면장력을 구하는 동

시에 면적과 표면장력의 관계에서 도시되는 해리곡선

(hysteresis)을 구한다. 그러나 Wilhelmy balance의 단

점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측정용 수조(trough)를  50ml

의 생리식염수로 채운후 소량의 검체(20mg phos-

pholipid/ml 농도에서 약 80 microgram phospho-

lipid 검사)를 투여하기 때문에  검체가 크게 희석된다

는 점과, 표면활성제가 유기용매에 녹여져 있기 때문

에 검사 수조내에서 생리식염수의 전체가 아닌 상부표

면에서만 평평한 막을 형성하는 점이다. 생리적인 면

에서도 검체는 원형인 폐포와 달리 편평한 표면상태에

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최대 최소 표면적을 구하기 위

하여 시행하는 압축과 감압축 속도가 정상 호흡보다 낮

은 분당 3.3회이기 때문에 호흡 생리와 맞지 않는다13). 

본 연구에서 사용된 Enhorning의 pulsating bubble 

technique은 검체를 채운 chamber 내에서 소포가 형

성되고 이 소포는 폐포처럼 대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

으면서 pulsator에 의하여 소포의 크기가 조절되며 분

당 20회의 압축-감압축 주기로 표면장력이 측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Pulsating bubble technique을 이용할 

때 드물게 기포의 크기가 최소에서 표면장력이 0에 가

까워지면 LaPlace법칙에 의하여 △P도 0에 가까워져 

기포원형의 상태가 깨져서 수직보다 수평의 직경이 커

지게 되면서 최소 표면장력이 허수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검사자가 PBS 기계에 부

착된 접안경으로 기포의 형태를 관찰하면서 검사를 시

행하기 때문에  검사결과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현

상은 검사 대상의 폐표면활성제의 농도가 증가하여 표

면장력이 매우 낮아질수록 자주 관찰되었다. LaPlace

의 법칙(△P=2 γ/r) 의하면 표면장력이 변하지 않고 고

정되어 있으면 폐포의 안정성이 나빠진다. 호기시에 폐

포의 직경이 작아지면 동시에 표면장력도 감소해야 폐

포내외의 압력차이인 △P도 감소하여 폐포의 허탈이 

발생하지 않는다. Clements 등34)도 Wilhelmy 

balance를 이용하여 폐포면적이 감소할 때 표면장력

이 같이 감소하는 것이 폐포의 안정성에 대단히 중요

하다고 확인하였다. Wilhelmy balance는 이런 표면적 

변화에 따른 표면장력의 감소를 실험완료후에 확인할 

수 있지만, pulsating bubble surfactometer를 이용할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여 즉시 표면장력의 변화를 확인

할수 있다. 또한 검사시간이 매검체마다 5분이기 때문

에 Wilhelmy balance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표면장력 

검사가 용이하다. Sample chamber가 일회용이기 때

문에 Wilhemy balance처럼 매 실험마다 수조를 완전

하게 세척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표면장력 감소 효과

가 없는 증류수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기포의 압축 감

압축에 의한 표면적 변화시에 표면장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해리곡선은 나타나지 않는다. Wilhelmy 

balance에서는 수조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기 때문에 

표면 확산도와 표면 흡착도를 측정할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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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ating bubble surfactometer에서는 표면 확산도는 

구할 수 없으며, 표면 흡착도는 측정할수 있으나 신뢰

도가 감소된다는 약점이 있다13).

폐표면활성제의 시험관내 실험성적은 동물실험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34). 단백질을 포함하

지 않은 표면활성제의 pulsating bubble surfac-

tormeter에서의 표면활성도가 좋게 나타났으나 동물실

험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5). 표면활성제 

효과를 판정하는데 동물실험은 필수적이다. 실험동물

로서는 미숙태자의 폐나 반복적 폐세척으로 페표면활

성제를 제거한 성숙 쥐 또는 guinea pig 등이 주로 실

험동물로 사용된다36). 미숙토끼태자는 실험동물로 쓰

이기 위하여서는 재태연령 26-27일사이가 적당하고 

몸무게도 35gm 미만이 좋은 실험모델이 된다37, 38).  

재태 26일된 토끼태자의 폐포 상피에는 폐표면물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39). 실제 재태 27일된 토끼태자

를 출생후 숨을 몇번 쉬게한후 측정한 기능적 잔류 용

량(functional residual capacity)를 측정하면 거의 0에 

가깝다40). 재태 27일과 30일된 토끼태자에서 폐용적변

화가 극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주로 이 3일간에 일어나

는 폐성숙에 의한 폐표활성제의 생산 때문이다40).

미숙 토끼태자의 폐는 5cm H2O의 감압시 정지 폐

용적이 40ml/kg이 되는 경우에 만족할만한 치료효과

를 나타낸다37). YY-38은 5cm H2O 감압시 폐용적이 

38.8ml/kg으로 40ml/kg에 약간 못 미치었다. 이유는

본 연구실험에서 투여된 인지질(PL)이 25mg/kg으로 

다른 연구16)에서 투여량인 60mg/kg-160mg/kg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 폐용적은 투

여 폐표면활성제의 양에 비례한다 .

실제 임상에서나 실험동물에서나 여러 인자가 폐의 

확장 및 산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숙태자 

폐에서 단백의 폐포 공간(air space)내로의 누출은  폐

표면활성제를 불활성화 시킨다41). 이를 극복하기 위하

여 호흡기의 양압을 더욱 증가시키면 단백의 누출은 

더욱 심하여진다. 미숙아는 출생후 몇일간은 동맥관개

존상태가 지속되는데, 단락에 의한 혈류의 증가에 의

하여 폐혈관의 저항이 증가하는것도 산소화를 저하 시

키는 요인이 된다42). 본 실험에서 토끼 태자를 제왕절

개 분만후 양측 대퇴동맥을 절단하여 혈액을 배출시킨 

이유는 장기간 심장박동 유지시 발생하는 단백질의 폐

포강내 유출이나, 폐혈관의 저항증가가 실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호흡개시전 폐확장이 일어나기 전에 폐표면물질을 

투여 하여 1회의 가압과 감압에서 얻은 정적 폐용적에 

관한 결과는 혈청 알부민에 의한 폐표면활성제의 불활

성화를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20). 본 연구에서는 정적 

폐용량을 측정한후 20분간 강제환기를 시킨후 10cm 

H2O의 압력에서 확장된 폐의 비를 조사하였다. 폐를 

고정시킨 압력이 10cm H2O인 이유는 Enhorning의 

보고14)에 의하면 생리식염수와 인공폐표면활성물질을 

투여한 동물실험에서 35cm H2O의 압력에서 폐용적의 

차가 3배였으나, 10cm H2O의 압력에서는 5배까지 차

이가 나타나서 10cm H2O의 압력이  가장 폐확장정도

를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YY-38은 충분하고 안정된 소포를 형성

하였다. 표면장력이 폐포의 안정을 유지시킬만큼 충분

히 낮았으며, 우수한 해리곡선을 나타내어 호기 초기

에 이미 표면장력을 충분히 감소시키는 능력이 있었

다. YY-38은 동물실험에서 흡기시에 미숙 폐의 팽창

을 도와주고, 호기시에는 미숙 폐의 허탈을 방지 시키

는데에도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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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and Biological Activity of Domestic Product of

Modified Bovine Lung Surfac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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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Neonatal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is caused by the deficiency of lung surfactant in 

premature babies. For the treatment of RDS at present surfactants such as Surfacten․ 

(Tokyo-Tanabe Co., Japan) and Exosurf․ (Wellcome Co., USA) are used. As awarded the grant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a model research project of Medium-Technology 

program, we have modified (supplemented) the bovine lung extracts to get YY-38, for which we 

have performed physical and biological activities.

Methods : For physical properties, we performed stable microbubble test (SMR) and measured 

surface tension lowering activity using a pulsating bubble surfactometer. Minimum and maximum 

surface tensions measured at 1 and 5 minutes gave surface tension-surface area diagrams, from 

which compressibility at surface tension 10mN/m was also calculated. As to the biological activity, 

we used premature rabbit fetuses as a model for the study of pressure-lung volume relationship. 

The lung pathology was examined on the lung tissues subsequently obtained, and aerated area 

ratios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area measured by an image analyzer.

Results : The minimum surface tensions of YY-38 at 1 and 5 minutes for all different con-

centrations were low at 10mN/m, while the maximum surface tensions ranged from 33.01mN/m to 

41.07mN/m. The surface tension-surface area curve showed a definite hysteresis at 1 and 5 

minutes for all concentrations, and the surface tension fell below 10mN/m with 20% surface area 

compression.  The compressibilities at surface tension 10mN/m at 5minutes for all concentrations 

were all below 0.02. In animal experiments, the mean lung volume of premature rabbit fetuses was 

inflated to 80.9ml/kg at maximum 30cmH2O, while the lung volume was maintained at 38.3mg/kg 

when the lung was deflated to 5cmH2O.  The overall aerated area ratio was 45.4%.

Conclusions : YY-38 formed sufficient amount of stable microbubbles and had a surface tension 

low enough to maintain alveolar stability and to exhibit a good hysteresis curve. In animal 

experiments it helped the expansion of premature lungs during inspiratory phase and was effective 

in the prevention of collapse during expiratory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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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ied bovine lung surfactant, Fetal rabbit lung, Pressure-lung volume 

curve, Surface tension-surface area dia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