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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독소로 유도된 급성폐손상에서 Moxifloxacin의 효과

백종 *ㆍ이장훈*ㆍ이정철*ㆍ이동 *ㆍ문용석**ㆍ이 만***

The Effects of Moxifloxacin in Endotoxin-induced Acute Lung Injury

Jong Hyun Baek, M.D.*, Jang Hoon Lee, M.D.*, Jung Cheul Lee, M.D.*, Dong Hyup Lee, M.D.*, 
Yong Suk Moon, Ph.D.**, Young Man Lee, M.D.***

Background: The pathophysiology of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with sepsis is acute lung injury (ALI) 
that’s’ caused by endotoxin (LPS). We evaluate effects of moxifloxacin on LPS-induced ALI in a rat model. 
Material and Method: The ra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as the control group (C), the LPS insult group (L), 
and the LPS+moxifloxacin treated group (L-M). ALI was induced by endotracheal instillation of E.coli LPS, then 
moxifloxacin was given in 30 minutes. Five hours later, we checked the lung weight/body weight ratio(the L/BW ra-
tio), the protein & neutrophils in the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BALF), the myeloperoxidase (MPO) activity & the 
malondialdehyde (MDA) content, the expressions of cytosolic and secretory phospholipase A2 (c, sPLA2), and the 
morphology of the lung with using a light microscope. Result: The L/BW ratio, the protein content and the neu-
trophil count in the BALF, and the MPO activity and the MDA content in lung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group L compared to group C, and these factors were markedly decreased in group L-M compare to group L. 
The cPLA2 expression and the sPLA2 expression were increased in group L and the cPLA2 expression was de-
creased in group L-M. Yet the sPLA2 expression was not changed in group L-M. Morphologically, many in-
flammatory findings were observed in group L, but not in group L-M. Conclusion: Many of the inflammatory 
changes of ALI that were caused by LPS insult were ameliorated by moxifloxacin treatment.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200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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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은 

다양한 병인에 의해 유발되는 염증성 폐부종을 주소로 하

는 질환으로서 사망률이 30∼50%에 이르는 심각한 질환이

다[1]. 병인론에 한 재까지의 연구결과들은 성호흡곤

란증후군을 인체 내 면역계의 과도한 활성에 따른 장기기

능부 의 한 형태로 보고있으며, 탐식세포들, 특히 단핵구

의 활성화에 따른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과도한 생성을 그 

시발 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TNF, IL-1, IL-6, IL-8, IL-12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단핵구 는 식세포에서 유리

되어 임 구나 호 구의 기능을 강화시켜 respiratory bu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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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으키거나 단백분해효소를 조직으로 다량 유리하여 조

직의 손상을 유발하고[2], 이때의 조직손상은 장벽의 

괴  폐포장벽의 괴로 이어져 액 의 수분  단

백질이 폐포 내로 이동한다[3]. 폐포로의 단백질 이동은 일

련의 염증반응이 여하며 폐장 내 모세 에서의 구응

집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장균 내독소에 의

한 패 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의 구응집이 

성폐손상을 일으키는 직 인 원인이 됨이 밝 졌다[4]. 

 다른 연구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조직 는 탐식구의 

phospholipase A2 (PLA2)를 활성화 함으로써 염증성 지질분

자의 생성을 증가시켜 염증반응을 증폭시킨다고 보고하

다[5].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나 PLA2에 의한 염증반응의 경

로는 Pruzanski 등[6]이 지 한 바와 같이 사이토카인 특히 

TNF나 IL-1은 식세포 혹은 단핵구에서 내독소와 같은 물

질에 의해 분비가 증가하고 탐식구의 활성에 여한다. 특

히 호 구는 기동력이 있고 화학주성물질에 신속히 반응하

여 사이토카인  IL-8과 같은 chemokine에 의해 화학주성

을 일으키고, PLA2에 의해 생성된 염증성 지질분자에 의해 

산소기를 다량 생성한다[7]. PLA2는 염증반응조 인자로서 

성호흡곤란증후군의 발병에 요한 원인요소 의 하나

이며, 최근에는 여러 종류의 아형이 발견되어 그 기능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에서도 분자량이 1.8 kilo-

dalton (Kd) 정도인 secretory PLA2 (sPLA2)를 성호흡곤란

증후군에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이에 

한 많은 연구가 이 졌으나 그 억제제의 효과는 아직 입

증되지 않았다. PLA2의 다른 종류  하나인 cytosolic PLA2 

(cPLA2)는 분자량 8.0 Kd 이상의 heterodimer로서 칼슘이온

에 의해 활성화 되거나(group IV-A cPLA2), 칼슘과는 계

없이 활성화되는 cPLA2 (iPLA2)가 염증반응에 여한다[8]. 

이러한 PLA2의 역할은 호 구에서의 산소기 생성과도 

한 계가 있다. 즉 호 구는 PLA2의 작용에 의해 생성

된 지질분자들 특히 아라키돈산, lysophosphatidylcholine 등

에 의해 호 구 세포막의 NADPH oxidase가 활성화되어 산

소기를 생성하며, 한 단백분해효소도 주  조직으로 유

리한다[9]. 한, 패 증은 성호흡곤란증후군의 원인  

하나로서 진행경과나 사망률에 요한 향을 미치며, 패

증에 의한 성호흡곤란증후군은 내독소에 의한 성 염

증성 폐부종이다. 최근에 이르러 이에 한 화학요법제의 

개발에 한 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luo-

roquinolone의 일종인 moxifloxacin이 항균성외에도 항염증

작용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moxifloxacin이 탐식구 특

히 단핵구에서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즉 IL-1, IL-6, IL-8, 

TNF 등의 분비를 억제하고 항염증효과를 보이며 호 구의 

침윤을 억제한다는 사실과, 단핵구  호 구의 내피

세포로의 유착과 이동을 억제하여 조직에서의 염증반응을 

감소시키고 호 구의 산화성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밝 졌다[10,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하

여 moxifloxacin이 내독소에 의해 유도된 성폐손상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호 구성 산화성 스트 스  이

에 따른 염증성 조 자인 cPLA2, sPLA2의 작용과 연 하여 

알아보려 하 다.

상  방법

1) 실험재료

  실험동물은 Sprague-Dawley종 흰쥐 수컷(체  250∼300 

g)을 사용하 으며, 조군을 C군, 내독소(lipopolysaccha-

ride, LPS)로 성폐손상을 유발한 군을 L군, 성폐손상 유

발 후 moxifloxacin을 주입한 군을 L-M군으로 나 어 실험

을 진행하 다. 특별히 언 하지 않은 모든 시약은 Sigma

제를 사용하 고, cPLA2, sPLA2의 항체  secondary an-

ti-donkey antibody는 Santa Cruz사(USA) 제품을 사용하 다. 

Moxifloxacin은 독일 Bayer사로부터 기증받아 사용하 다.

2) 방법

  (1) 실험동물에서 성폐손상의 유발과 Moxifloxacin
의 투여: E.coli 내독소(E.coli 0217：B8)를 이용하 고, 

LPS 100μg을 마취한 흰쥐의 기도 내로 직  분무하 다. 

Moxifloxacin hydrochloride (10 mg/kg)는 내독소 투여 30분 

뒤에 복강 내로 투여하 다.

  (2) 폐질량/체 비의 산정(Lung weight/Body weight, 
L/B×103, L/B ratio): 내독소 투여 5시간 후에 흰쥐를 마취

하여 체 을 측정하고 폐장을 출하 다. 출된 좌, 우 

폐장의 무게를 측정한 뒤 폐질량/체 비를 계산하 다.

  (3) 폐세척액(bronchoalveolar lavage fluid, BALF) 내의 

단백함량의 측정: 내독소에 의한 폐장 내 모세 의 손

상에 따른 alveolar flooding을 확인하고 이때의 moxiflo-

xacin의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폐세척액 내의 단백함량

을 정량하 다. 흰쥐를 마취한 뒤 치사시키고 기 개를 

시행하여 polyethylene tube를 삽 하 다. 8.0 mL의 생리

 식염수를 이용하여 폐, 기 지를 세척하여 약 6.0 mL

의 폐세척액을 얻었다. 상온에서 이 용액을 1,5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단백정량에 이용하 다.

  (4) 폐세척액에서 호 구수 산정:   간질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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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parameters indicating acute lung injury 
by LPS

Group C Group L Group L-M

L/B ratio 5.17±0.41 8.23±1.52* 5.92±0.45
†

(n=9) (n=11) (n=12)

Protein in BALF 0.062±0.013 0.912±0.189‡ 0.214±0.127§

 (mg/mL BALF) (n=5) (n=9) (n=12)

Values are given as mean±standard deviation. n=The number 

of experiments; Group C=Control group; Group L=Endotoxin 

treated group; Group L-M=Endotoxin & moxifloxacin treated 

group; LPS=Lipopolysaccharide; L/B ratio=(lung weight/body 

weight)×103; BALF=Bronchoalveolar lavage fluid; *p＜0.001, 

group C vs. group L; †p＜0.01, group L vs. group L-M; ‡p＜

0.001, group C vs. group L; §p＜0.001, group L vs. group L-M.

호 구가 폐포 내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기 하여 폐세척

액 내의 호 구 수를 산정하 다. 폐세척액의 상등액을 

단백정략에 이용하고 침 층을 다시 0.1 mL의 생리  식

염수에 재부유 한 뒤 백 구의 수를 산정하 다. 재부유액

의 일부를 이용하여 도말표본을 제작하고 건조 후 Wright 

염색을 시행하여 체의 백 구  호 구가 차지하는 비

율을 구한 다음 호 구 수를 계산하 다.

  (5) 폐장 내 myeloperoxidase (MPO) 활성도의 측정: 폐
장 내 호 구 침윤의 정도를 확인하기 하여 MPO의 활

성도(U/g of wet lung)를 측정하 다. 흰쥐를 마취한 뒤 기

지를 개하여 삽  후 Harvard Rodent Ventilator에 연결

하고 개흉술을 시행하 다. 그 후 우심실에 1,000 단 의 

헤 린을 주입한 후 폐동맥에 삽 하고 좌심실에 개출구

를 낸 뒤 Masterflex 류펌 를 이용, 생리  식염수를 

류하여 폐장 내의 액을 제거하 다. 좌, 우측 폐장을 

출하여 즉시 액체질소에 담그고 동결시킨 후 −70oC에서 

보 하 다. 좌측폐장을 녹인 후 조직분쇄기(Polytron, 

Switzerland)를 이용하여 4.0 mL PH7.4, 4oC의 인산완충용

액(20 mM, potassium phosphate) 내에서 마쇄한 뒤 18,000 

rpm, 4oC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 다. 침 층(pellet)을 다

시 4.0 mL, 50 mM의 인산완충용액(PH6.9)에 재부유 시키

고 4oC에서 Vibra cell (Sonics & Material Inc, USA)을 이용

하여 세포막을 열시켰다. 그 후 균질액을 60oC 항온수

조에서 120분간 처리하여 단백분해효소를 불활성 시킨 후 

12,000 rpm으로 2분간 다시 원심분리 하 다. 상등액 0.1 

mL와 0.0168 mg의 O-dianisidine이 함유된 500μM의 과산

화수소용액 3.9 mL와 반응시켜 장 460 nm에서 분  비

색기를 이용 enzyme-kinetics를 시행하 다.

  (6) 폐장 내 malondialdehyde (MDA)의 측정: 산화성 

스트 스가 유발된 것을 확인하기 하여 과산화지질

(lipid peroxide)의 일종인 MDA를 정량하 다. 흰쥐의 좌측

폐장에 4.0 mL, PH6.0의 50 mM 인산완충용액을 첨가하여 

마쇄하 다. 18,000 rpm, 4oC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한 뒤 

0.2 mL의 상등액을 유리 (borosilicate tube)에 넣은 뒤 0.2 

mL의 3.5% sodium dodecyl sulfate와 100% 빙 산 0.13 mL

를 첨가하 다. 1N NaOH용액을 이용하여 PH를 3.5로 조

정한 뒤 5.0 mL, 0.6% thiobarbituric acid (TBA)를 첨가 후 

끓는 물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냉각 후 1.5 mL의 n-buta-

nol：pyridine (15：1)을 첨가하고 30 간 진탕기를 이용하

여 진탕한 후 4,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 다. 그 

후 상등액을 525 nm에서 비색정량 하 다. 비색정량 시 

표 곡선의 작성은 1 mM tetraethoxypropane용액을 시료와 

동일한 과정으로 반응시킨 후 작성하 다.

  (7) 폐장의 cPLA2, sPLA2 Western blot: cPLA2와 sPLA2

의 발 을 확인하기 하여 폐 조직을 마쇄한 후(Polytron, 

Switzerland) 음  처리하여(Vibracell, Sonics & Material 

Inc, USA) Western blot을 시행하 다.

  (8) 폐조직의 sPLA2 면역형 화학검사(immunohisto-
chemistry): 4μm두께의 조직 편에서 xylene으로 라핀

을 제거하고 graded alcohol을 거쳐 물로 씻은 뒤 PBS에 세

척하고 10% normal rabbit serum을 30분간 용하 다. 1차 

항체로는 goat anti-human sPLA2 polyclonal antibody (Santa 

Cruz, USA)를 1：200으로 희석하여 4oC에서 16시간 용

하 다. 그 후 PBS로 10분씩 3회 세척한 후 2차 항체인 

rabbit anti-goat IgG, FITC (Santa Cruz, USA)를 1：10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2시간 용한 후 PBS로 3회 세척하

다. Propidium iodide (0.01 mg/mL)로 10분간 조 염색을 

하고 fluorescent mounting medium (DAKO, USA)으로 입

한 후 찰하 다.

  (9) 학 미경을 이용한 폐장조직의 형태학  찰: 
폐장의 손상과 moxifloxacin의 효과를 보기 해 흰쥐를 

흡입마취 시킨 후 치사시키고 hematoxylin-eosin으로 염색

한 폐장조직을 찰하 다.

  (10) 통계처리: 모든 성 은 평균±표 오차로 나타내었

다. 유의성 검정은 Student-Neumann-Keul test를 이용하

고 p＜0.05를 유의하다고 인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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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moxifloxacin on the infiltration and migration 
of neutrophils after endotoxin treatment

Group C Group L Group L-M

Lung MPO 5.27±3.60 66.07±10.67* 34.89±7.78
†

 (U/g of wet lung) (n=14) (n=13) (n=7)

PMNs in BALF 0.00±0.00 5.90±1.12‡ 1.44±0.85§

 (millions/mL BALF) (n=5) (n=9) (n=12)

Values are given as mean±standard deviation. n=the number 

of experiments. Group C=Control group; Group L=Endotoxin 

treated group; Group L-M=Endotoxin & moxifloxacin treated 

group; MPO=Myeloperoxidase; PMNs=Polymorphonuclear neu-

trophils; BALF=Bronchoalveolar lavage fluid. *p＜0.001, group 

C vs. group L; †p＜0.001, group L vs. group L-M; ‡p

＜0.001, group C vs. group L; §p＜0.001, group L vs. group 

L-M.

Table 3. Malondialdehyde content in the lung

Group C Group L Group L-M

MDA content 172.50±69.38 407.12±123.94* 202.28±59.89
†

 (nmol/g of wet (n=8) (n=8) (n=14)

 lung)

Values are given as mean±standard deviation. n=the number 

of experiments. Group C=Control group; Group L=Endotoxin 

treated group; Group L-M=Endotoxin & moxifloxacin treated 

group; MDA=Malondialdehyde; BALF=Bronchoalveolar lavage 

fluid. *p＜0.001, group C vs. group L; †p＜0.001, group L 

vs. group L-M.

Fig. 1. Western blot of  cPLA2 and sPLA2 in the lung. (A) The 
cPLA2 expression was increased by LPS treatment and reduced 
by moxifloxacin treatment after LPS insult. (B) In contrast, the 
sPLA2 expression was increased by LPS treatment but not re-
duced by moxifloxacin treatment after LPS insult.

결      과

1) 폐질량/체 비

  L군은 C군에 비해 폐질량/체 비가 유의하게 증가하

고 L-M군에서는 L군에 비해 의미있게 감소하 다(Table 1).

2) 폐세척액 내의 단백함량(mg/mL of BALF)

  L군은 C군에 비해 히 증가하 고, L-M군은 L군에 

비해 히 감소하 다(Table 1).

3) 폐장 내 MPO 활성도(U/g of wet lung)

  L군에서는 C군에 비하여 활성도가 월등히 증가하 고, 

L-M군은 L군에 비하여 히 감소하 다(Table 2).

4) 폐세척액 내의 호 구 수(millions/ml of BALF): 
호 구 이동(migration)의 검사

  C군에서는 호 구가 거의 찰되지 않았고 L군에서 유

의하게 증가하 으며, L-M군에서는 L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Table 2).

5) 폐장 내 MDA 함량(nmol/g of wet lung)

  폐장조직의 산화성 스트 스에 의한 지질과산화의 산물

인 MDA 함량은 C군에 비해 L군에서 히 증가한 반면 

L-M군에서는 L군에 비하여 상당한 감소를 보 다(Table 

3).

6) 폐장 내 cPLA2, sPLA2의 Western blot

  C군에서는 cPLA2의 발 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었으며 

L군에서는 히 그 발 이 증가했다. 반면 L-M군에서

는 cPLA2발 이 L군에 비하여 히 감소하 다(Fig. 1). 

이에 비하여 sPLA2는 C군에 비해 L군에서 히 그 발

이 증가하 으나 L-M군에서 그 발 은 감소하지 않았

다(Fig. 1).

7) 폐장의 면역형 화학검사

  L군과 L-M군에서 sPLA2 발 은 차이가 없었다(Fig. 2).

8) 학 미경을 이용한 폐장조직의 형태학  찰

  L군은 성호흡곤란증후군 때 보이는 염증소견들 즉 

perivascular cuffing, 호 구의 폐포강 내 유주, 출 ( 구

의  밖으로의 이동), 폐포강 내 유리질막(hyaline mem-

brane)의 형성, 폐포막 부종 등의 소견이 하나 L-M군

은 C군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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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 shows that the sPLA2 expression was increased by LPS treatment (A) but not reduced by moxifloxacin 
treatment after endotoxin insult (B).

고      찰

  성호흡곤란증후군은 방 하고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

하고 병태생리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고 인 

치료방법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패 증에 의한 

성호흡곤란증후군의 경우는 사망률이 높고 따라서 정

확한 병태생리에 한 이해가 요구되므로 이에 한 연구

는 지속 으로 이 지고 있다. 패 증에 의한 성호흡곤

란증후군의 동물모델은 폐장 내로 내독소를 직  주입하

는 방법이 사용되는데 임상 , 생물학  측면에서 타당성

이 있는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12]. 내독소에 의한 이러

한 성폐부종은 주로 호 구의 작용에 의할 것이라는 많

Fig. 3. Light microscopic findings. (A) The normal lung. (B) The 
endotoxin treated lung tissue shows perivascular cuffing, atelectasis, 
floating of phagocytes in the alveolar lumen, and hyaline membrane 
formation. (C) The moxifloxacin treated lung tissue shows the dis-
appearance of the endotoxin effects (H&E stain,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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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험  증거들이 제시되는데 특히, Lee와 Dawney[13]

는 호 구에 의한 성폐손상 기 의 확립이 성호흡곤

란증후군의 병인론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

하 다. 내독소는 폐장 내에 호 구의 침윤을 증가시키며 

내의 호 구가 폐포 쪽으로 이동하여 제1, 2형 폐포

세포의 손상을 일으킨다. 한 내피세포의 손상을 일

으켜 상피장벽  장벽을 괴하고 alveolar flooding을 

유발하며 한 산화성 스트 스를 유발한다. Moxifloxacin

은 이러한 내독소에 의한 폐장 내 염증성 변화를 효과

으로 억제한다. Moxifloxacin은 항균효과 외에도 면역변환

작용(immunomodulation)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IL-8이나 MCP-1을 억제하여 단핵구가 내피세포 쪽으

로 이동하는 것을 억제한다든지[14], 폐포 세포에서의 

NF-KB를 억제하여 염증반응을 억제한다고 한다[15]. 특히 

moxifloxacin은 심한 감염 시에 NF-KB, ERK-1/2를 억제하

여 호 구의 침윤을 효과 으로 차단한다고 한다[16]. 호

구의 산소기 생성에 따른 조직의 손상은 활성화된 호

구에서의 NADPH oxidase의 활성화에 따른 산소기의 량

생성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지만[17], 이에 한 의문을 

제기한 연구 결과도 있다. 즉 NADPH oxidase knock out 

mouse에서 PLA2에 의해 성 폐손상이 유발된 경우 nitric 

oxide synthase 억제제에 의해 그 손상이 감소함을 보고하

다[18]. 내독소에 의한 폐손상은 염증성 조 인자로 알

려진 PLA2와도 계가 있다. 지 까지는 sPLA2가 주로 세

포막의 인지질을 분해하여 염증성 지질분자를 유리한다

고 알려졌지만[19] 성호흡곤란증후군에서 sPLA2의 역할

이 크지 않다는 사실은 sPLA2 외에도 다른 종류의 PLA2가 

염증성 반응에 여함을 시사한다. 내독소에 의한 성폐

손상이 PLA2의 매개에 의한 것은 분명하며 sPLA2, cPLA2 

모두 여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moxifloxacin은 cPLA2의 발 을 억제하여 염증반응을 억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Levy[20]에 따르면 cPLA2는 세포막

의 인지질을 분해하여 염증성 지질분자를 유리할 뿐 아니

라 호 구막의 NADPH oxidase를 eicosanoid를 통한 활성

화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활성화시켜 산소기의 생

성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한 Nagase 등[21]에 의하면 

cPLA2 knock out mouse (cPLA2-/-)에서는 내독소에 의한 

성폐손상이 유발되지 않는다고 한다. cPLA2가 성폐손상

에 직  여하는 증거로는 강력한 sPLA2억제제인 dex-

amethasone이 cPLA2의 발 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22] TNF나 IL-1에 의해 유도된 염증반응에서 cPLA2가 호

구의 NADPH oxidase (NOX2)의 활성도를 조 하여 산소

기를 생성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23]. 성호흡곤란증

후군에서 steroid 제제가 염증반응의 소실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나 비특이성 PLA2억제제인 mepacrine이 

성폐손상을 감소시킨다는 사실[24]  Bellido-Reyes 등

[25]이 주장하듯 cPLA2의 억제가 재 류폐손상에서 성

폐손상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cPLA2가 성호흡곤란증

후군의 병인론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내독소에 의해 유발된 성폐손상의 많

은 염증성 소견들이 moxifloxacin에 의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내독소에 의해 발 이 증가한 cPLA2

가 moxifloxacin에 의해 억제됨을 확인하는 흥미로운 결과

를 얻었다. Moxifloxacin의 이러한 cPLA2발 억제효과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 cPLA2는 분자량이 다양한 아형들

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moxifloxacin에 특이성이 있는 

cPLA2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성호흡곤란증후군에서 

염증반응의 기 을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

할 수 있게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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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배경: 패 증에 동반된 성호흡곤란증후군의 병태생리는 내독소에 의해 유발된 성폐손상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내독소로 인해 유발된 성 폐손상에서 moxifloxacin의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백서를 조군(C), 내독소처리군(L), 내독소-moxifloxacin처리군(L-M)으로 나 었다. 

장균의 내독소를 기  내 분무하여 성폐손상을 유발하 고 L-M군에서는 내독소 분무 30분 후 

moxifloxacin을 투여하 다. 내독소 투여 5시간 후 폐질량/체 비, 폐세척액 내의 단백함량, 폐세척액 

내의 호 구 수, 폐장 내 myeloperoxidase (MPO) 활성도, 폐장 내 malondialdehyde (MDA) 함량을 측

정하 고, 폐장 내 세포질형 phospholipaseA2 (cPLA2)와 분비형 phospholipaseA2 (sPLA2)의 발 을 

찰하고 학 미경을 이용하여 형태학 인 분석을 시행하 다. 결과: 폐질량/체 비, 폐세척액 내의 

단백함량, 폐세척액 내의 호 구 수, 폐장 내 myeloperoxidase (MPO) 활성도, 폐장 내 malon-
dialdehyde (MDA) 함량은 L군에서 조군 보다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고, L-M군은 L군보다 의미 

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군에서 cPLA2와 sPLA2의 발 은 증가되어 있었고 L-M군에서는 

cPLA2의 발 이 감소되어 있었다. 그러나 L-M군에서 sPLA2의 발 은 L군과 차이가 없었다. 형태학

 분석으로 L군에서 많은 염증성 소견들을 찰할 수 있었으나 L-M군에서는 찰할 수 없었다. 결
론: 내독소에 의해 유발된 성폐손상의 많은 염증성 변화들이 moxifloxacin처리에 의해 소멸됨을 

찰할 수 있었다.

중심 단어：1. 성호흡곤란증후군

2. 호 구

3. Phospholipase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