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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에 노출시킨 흰쥐의 폐조직 손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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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Platycodi Radix on Passive Smoking in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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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arette smoking is known to be associated with various chronic pulmonary and cardiovascular diseases ranging

from inflammation to cancer. Not only first-hand smoke but also second-hand smoke is suggested to be a factor of health

risk.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Platycodi Radix extract administration would alter oxidative stress in lung

leading to protection of cigarette smoke-induced lung damage. Sprague-Dawley ra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3

groups; Intact, Smoke+PR and Smoke+Vehicle. In Smoke+PR and Smoke+Vehicle group, the exposure to cigarette

smoke was performed for 15 min/day for 4 weeks in ventilated smoking chamber. The Platycodi Radix extract and saline

were orally administrated to Smoke+PR and Smoke+Vehicle group each. The rats of Intact group were just kept in

ventilated chamber without cigarette smoke. After the experiment for 4 weeks, the lung tissues were collected for

histological observation and immunohistochemistry. In Results, airspace enlargement and goblet cell hyperplasia were

observed after 4 weeks' exposure to cigarette smoke. Whereas, the oral administration of Platycodi Radix extract for 4

weeks reduced airspace enlargement and goblet cell hyperplasia. Moreover, the alterations of BAX/Bcl-2 proteins in lung

tissues were observ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Platycodi Radix extract ameliorates lung damage in cigarette

smoke-exposed rats and has protective effects on second-hand smoke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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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만성호흡

기계 질환과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한 인자

이며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의 소화기계 질환의 발병률을 증

가시키고, 평균수명을 감소시키며, 미숙아나 기형아 출산의 위험

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흡연으로 인하여 폐암은 10

배, 심근경색은 2배, 만성호흡기 질환은 약 6배 이상의 발병위험

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2)

, 담배연기의 기체성분인 일산화

탄소, 이산화탄소, 산화질소, 암모니아 등은 기관지의 장애를 가

져와 만성기관지염이나 호흡 기도의 감염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3,4)

.

한의학에서는 담배는 ‘煙草’라 하였는데, 辛熱하며 純陽으로

善行善散하므로 陰滯에 효과가 있어서 寒毒, 風濕을 몰아내며 殺

蟲의 효과가 있으나, 陽盛氣越하므로 多燥, 多火, 氣虛, 多汗한데

는 사용하지 말라 하였으며, 흡연을 하면 火氣가 肺陰을 손상시

켜 喉風, 咽痛, 咳血, 失音 등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5-7)

.

간접흡연(second-hand smoking, passive smoking)이란 비흡

연자가 흡연자와 같은 장소에서 담배가 불에 탈 때 나오는 물질

에 노출되는 것을 말하며, 비자발적 흡연 또는 환경흡연이라고도

불리운다8). 간접흡연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주

류 담배연기(mainstream smoke)의 흡입과 비주류 담배연기

(sidestream smoke)의 흡입이다. 주류 담배연기란 흡연자가 직접

흡입한 담배연기가 일단 흡연자의 폐속에서 여과된 뒤에 호기로

내뿜어지는 연기를 말하며, 비주류 담배연기는 흡연자가 들고 있

는 불붙은 담배 끝에서 그 자체가 타들어 가면서 공기 중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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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확산되는 연기를 말한다9). 간접흡연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간

접흡연이 직접흡연 보다 그 이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간접흡

연으로 인해 기관지천식, 하부호흡계통이상, 중이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호흡기 알레르기를 발현시키거나 악화시키고, 협심증

발작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폐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 간접흡연에 대한 이러한 폐해는 점차 사회적인 주목을 받

고 있으며, 금연구역의 확대 등 법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고는

있으나 간접흡연피해를 막기 위한 의학적인 대비책은 전무한 실

정이다.

桔梗은 초롱꽃과의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 A.)의 뿌

리로 味辛하여 發散하고 味苦로 泄하여 능히 開肺祛痰 작용을 하

기 때문에 咳嗽, 痰多, 咽痛, 失音등의 證에 適用한다고 하였고,

苦辛하여 淸肺하고 利隔하며 開提氣血하고 表의 寒邪를 發散시

키며 膿血을 排出시키고 內漏를 補充하므로 咽痛, 喉痛, 肺癰, 咳

嗽를 治療하며 辛苦味를 取하며 散寒하고 甘平의 氣味를 取하여

除熱한다고 하였다10). 길경에 대한 실험적 연구로는 인체폐암세

포 증식에 대한 억제효과11)와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효과
12)

, 염증성 폐질환에 대한 보호효과
13)

및 알레르기 천식에서의 효

과14) 등이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흰쥐에서 간접흡연, 특히 비주류 담배연

기 흡입에 의한 폐와 기관지의 피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길경

의 방어효과를 검증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담배의 2차적인 피

해를 막고, 길경이 이러한 방어 작용을 일으키는 기전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주)샘타코(경기도, 대한민국)에서 구입한 10주

령, 약 300 g 전후의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 30마리를 사용

하였다. 흰쥐는 온도 21∼23℃, 습도 40∼60%, 조명 12시간 명/

암이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사육실에서 무균 음수와 사료를 자유

롭게 공급하여 사육하고, 실험실 환경에 1주 이상 적응시킨 후 사

용하였다.

실험동물은 무작위로 10마리씩 3개의 군으로 나누어, 담배연

기에 노출시킨 직후 길경 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Smoke+PR(Platycodi Radix)군과, 동일하게 담배연기에 노출시킨

후 같은 량의 생리식염수를 경구 투여한 Smoke+Vehicle군, 그리

고 담배연기에 노출시키지 않고 생리식염수를 동일량 경구 투여

한 Intact군으로 분리하였다.

2. 한약물의 제조

시중에서 구입한 길경 200 g을 2,000 ml의 증류수로 전탕하

고, 여과액을 rotary evaporator로 감압 농축한 후 동결건조(-7

0℃, 10 mmHg)하여 68.7 g의 건조된 분말엑기스를 얻었으며, 수

율은 약 38.5%였다. 투여량은 체중비례로 계산하여 체중 100 g

당 32.7 mg을 1회 투여량으로 하였으며, 담배연기에 노출시킨 직

후 경구 투여하였다.

3. 간접흡연 유발

실험동물에 대한 간접흡연 유발은 Chow 등15)의 실험방법을

개선하여 사용하였다. 요약하면, 흰쥐를 간접흡연에 노출시키기

위해 투명한 smoke exposure chamber(아크릴 박스, 40 cm×15

cm×15 cm)를 제작하였다. 흰쥐를 chamber에 넣고 매일 15분간

4주 동안 자연 연소되는 담배연기(THIS, KT&G, 한국)를 흡입하

게 하였다.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시간은 매일 15분으로 하였다.

노출시키는 담배의 양은 처음 일주일간은 담배 1개피를 사용하

여 적응시키고, 2주째부터 4주째까지는 2개피로 일정하게 하였다.

담배연기에 노출시킨 직후 Smoke+PR군에 길경 추출물을,

Smoke+Vehicle과 Intact군에는 생리식염수를 동일량 경구 투여

하였다. Intact군의 경우는 같은 chamber에 15분간 넣었지만 담

배연기에 노출시키지는 않았다.

4. 체중측정

4주간 매일 오전 일정한 시간에 각 실험군의 실험동물들의

체중을 측정하여 체중변화를 관찰하였다. 체중측정은 담배연기

에 노출시키기 전 시행하였다.

5. 조직처리

4주간의 실험 후 각 군의 실험동물들을 희생하여 폐조직을

재빨리 적출하였다. 폐조직 일부는 차가운 생리식염수로 씻은

뒤, 50 mM Tris-HCl, pH 7.5(1/5, w/v)에 균질화시키고, 4℃에서

15분간 원심분리(2400×g)하였으며 일부는 조직학적 관찰을 위해

고정시켰다

6. SOD 활성의 측정

SOD 활성은 SOD determination kit(Fluka, 19160, St. Louis,

MO)를 사용하여 spectrophotometer로 측정하였다. SOD 활성은

xanthine oxidase와 novel color reagent를 이용한 indirect assay

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SOD의 활성은 480 nm에서 색의 변화

를 관찰하였는데, 이 방법은 adrenaline의 adrenochrome으로의

autoxidation을 저해하는 SOD의 capacity를 측정하는 것이다. 효

소의 한 단위는 26℃에서 epinephrine autoxidation의 비율을

50%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효소의 양으로 정의한다. 실험당일

SOD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폐조직을 1:10으로 희석하였다

(v/v). Glycine buffer(50 mM, pH 10.3)에 폐조직을 10, 20, 50 ㎕

씩 등분하여 넣어 1 ml이 되게 하였다. 효소반응은 epinephrine

을 첨가(17 ㎕)하여 유발시켰으며, 효소활성은 Unit(U)/mg

protein으로 표현하였다.

7. 조직학 및 형태학적인 관찰

적출된 폐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폐표면의 출혈과 부종의 정

도를 수치화하였다. 각 군의 실험동물에서의 폐면의 육안적 상태

에 따라 0점(변화없음), 1점(경도의 출혈과 부종), 2점(중증도의

출혈과 부종), 3점(심한 출혈과 부종)으로 분류하였다.

그 후, 절제된 왼쪽 폐의 엽을 일정한 압력 하에서 formalin

에 팽창시킨 후에 고정시키고 ethanol로 탈수시켜 paraffi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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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매하였다. 폐엽을 5 ㎛ 로 절단하여 조직학적 관찰을 위해

hematoxylin & eosin(H&E)으로 염색하였다.

8. Airspace의 형태학적인 변화

Airspace의 형태학적 변화는 각 군의 무작위의 다른 사진 10

장으로부터 계산되어졌는데, airspace와 surface density의 평균

을 측정하였다. Airspace 확장은 40배 확대한 화면에서 각 폐 절

단면의 사진을 각각 10장씩 무작위로 선택하여 mean linear

intercept(Lm)의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16,17)

. 각각의 사진은

AxioVision(Zeiss, Germany)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9. 면역조직화학염색

조직화학염색방법은 자유부유(free-floating)법을 사용하여

조직절편을 0.1% β-NADPH, 0.01% nitroblue tetrazolium 0.3%

Triton X-100을 0.1 M PB에 녹인 반응혼합액에 넣어 37℃ 수조에

서 30~60분간 반응시켰다. 원하는 정도의 반응이 나타나면 조직

을 PBS로 씻어 발색반응을 중지시켰다. 발색이 끝난 조직은

gelatin-coated slide 에 얹어서 2시간 동안 실온에서 건조시킨 후

xylene 투명과정을 거쳐 polymount로 봉입하였다.

Primary antibody는 anti-BAX(ab7977, 1:200 dilution, rabbit

polyclonal; ABcam) 및 anti-Bcl-2(sc-783, 1:200 dilution, rabbit

polyclonal; Santacruz)로 PBS와 Triton X-100을 섞은 용액으로

희석한 후 4℃에서 12시간 반응시켰다. 이후 조직을 PBS로 씻어

내고, avidin-biotin immunoperoxidase의 방법(ABC Vectastain

Kit)에 따라 각각 1시간씩 반응시켰다.

10. 통계분석

그래프의 측정값은 모두 Mean±S.E.로 표현하였으며, 측정된

모든 자료는 student's t-test를 사용하여 P<0.05 또는 P<0.01의 유

의수준으로 검증하였다.

결 과

1. 체중변화

각 군의 실험동물의 체중을 4주간 측정하여 관찰한 결과 담

배연기에 노출된 Smoke+Vehicle군과 Smoke+PR군에서 담배연

기에 노출되지 않은 Intact군에 비해 체중증가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담배연기에 노출시킨 후 1주일

간은 체중이 오히려 감소되는 결과는 나타내었다. 이후 체중이

완만하게 증가되었으나 Nomal군에 비해 그 증가속도는 현저히

감소되었다. 담배연기에 노출된 8일 이후에는 Smoke+Vehicle군

혹은 Smoke+PR군에서 Noraml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체중 감소

가 관찰되었다(Fig. 1).

2. 폐의 육안적인 변화

4주간 담배연기에 노출시킨 후 각 군의 실험동물을 희생하

여 폐를 적출하고 고정하기 전, 폐 표면의 육안적인 변화를 관찰

하였다. Intact군의 경우 폐표면에 약간의 점상출혈 외에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Smoke+Vehicle군과 Smoke+PR군에

서도 Intact군에 비해 점상출혈과 부종이 좀 더 관찰되었을 뿐, 다

른 유의할만한 형태학적 변화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각 군의 실험동물에서의 폐면의 출혈과 부종의 정도를 관찰

하여 0점∼3점으로 수치화 한 결과, Intact군의 경우는 1.1±0.2점,

Smoke+Vehicle군은 2.1±0.3점, Smoke+PR군은 2.0±0.2점으로

Smoke+Vehicle군과 Smoke+PR군 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는 관찰

되지 않았다(Fig. 2).

Fig. 1. The body weight curves of each group. The body weight curves
of Smoke+Vehicle and Smoke+PR group were likely to be decreased compared

to Intact group during the total experimental period. (n=10, Mean±S.E. *; P<0.05

vs. Intact, **; P<0.01 vs. Intact, #; P<0.05 vs. Intact, ##; P<0.01 vs. Intact)

Fig. 2. Petechiae index of lung surface. The petechiae and edema of lung
surface were observed after 4 weeks and Rats were scored for hemorrhage and

swelling using the following visual scoring system: grade 0, intact; grade 1, mild;

grade 2, moderate; grade 3, severe. (n=10. Mean±S.E.)

3. 폐에서의 SOD 활성 변화

Intact군에서의 SOD 활성은 11.8±1.6 U/mg protein이었으

며, Smoke+Vehicle군에서는 28.4±2.9 U/mg protein로 담배연기

에 4주간 노출된 Smoke+Vehicle군이 SOD의 활성은 담배연기에

노출되지 않은 Intact군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여 유의성 있는 차

이를 나타내었다. 반면, 담배연기에 노출 후 길경을 투여한

Smoke+PR군의 경우는 19.0±2.5 U/mg protein으로 SOD의 활성

이 Smoke+Vehicle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Fig. 3).

4. 폐 속 기관지의 형태학적 변화

실험동물의 폐 속 기관지 상피세포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

한 결과, 4주간 담배연기에 노출시킨 Smoke+Vehicle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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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ct군에 비해 기관지 점막에서 squamous metaplasia가 관찰되

었으며(Fig. 4B. arrowhead), epithelial hypertrophy도 뚜렷이 관

찰되었다(Fig. 4B. arrow). 반면에 길경을 투여한 Smoke+PR군에

서는 Smoke+Vehicle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squamous metaplasia

와 epithelial hypertrophy가 감소되었음이 관찰되었다(Fig. 4C).

Fig. 3. Superoxide dismutase(SOD) activity(U/mg protein) in lungs of

each group. SOD activity in lung homogenates was determined from the rate of
reduction of cytochrome c. SOD activity of Smoke+PR group was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Smoke+Vehicle group. (n=10, Means±S. E. *; P<0.05 vs.

Smoke+Vehicle)

Fig. 4. Morphologic changes in intrapulmonary bronchial airways of

each group. Morphological changes were seen in bronchial mucosa following
smoking exposure. Rats of Intact group showed no changes in airways(A).

Exposure to smoking for 4 weeks induced significant squamous metaplasia and

epithelial hypertrophy (arrow) in bronchus of Smoke+Vehicle group(B). Rats of

Smoke+PR group showed decreased metaplasia and hypertrophy in compared to

Smoke+Vehicle goup(C). H&E stain. scale bar=25 ㎛

5. Alveolar space의 조직학적 변화

폐조직의 기본단위인 폐포(alveolar cell)의 손상은 형태학적

인 변화를 동반한 airspace의 확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4주

간 담배연기에 노출된 Smoke+Vehicle군의 경우 Intact군에 비해

alveolar space의 면적이 현저히 증가하였다(Fig. 5B). 길경을 투

여한 Smoke+PR군에서는 이러한 손상이 억제되었다(Fig. 5C).

Fig. 5. Changes of airspaces in lungs of each group. Compared with
the Intact alveolar structure(A), the chronic exposure to cigarette smoke for 4 weeks

induced lung parenchymal destruction, leading to the enlargement of airspaces(B).

However, the lung destruction by cigarette smoke was relatively inhibited in

Smoke+PR group(C). H&E stain. scale bar=200 ㎛

4주간 담배연기에 노출시킨 후 각 군의 alveolar airspace 면

적을 mean linear intercept(Lm) 방법을 통해 측정한 결과 Intact

군에서는 18.4±2.0 ㎛, Smoke+Vehicle군에서는 33.3±1.9 ㎛, 그리

고 Smoke+PR군에서는 27.1±1.7 ㎛로 관찰되어, Intact 군에 비해

Smoke+Vehicle군에서 현저한 면적 증가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Smoke+PR군에서는 Smoke+Vehicle에 비해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6).

Fig. 6. Mean linear intercept(Lm) in lung section of different groups.
Images of 10 fields for each lung section were captured randomly at 40

magnification. Each image was then analyzed using AxioVision(Zeiss, Germany).

The number of alveolar intercepts was counted to obtain Lm. (n=10. Means±S.E.

*; P<0.05 vs. Smoke+Vehicle)

6. BAX와 Bcl-2의 발현변화

4주간의 실험과정 이후에 폐조직에서의 pro-apoptotic

pretein인 BAX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Intact군의 경우에서는

BAX의 발현을 거의 관찰할 수 없었으나(Fig. 7A), 흡연에 노출시

킨 Smoke+Vehicle군과 Smoke+PR군의 실험동물 폐조직에서는

BAX의 발현이 관찰되었다(Fig. 7B, C). Smoke+PR군에서의 발현

이 Smoke+Vehicle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Fig. 7C).

또한, anti-apoptotic pretein인 Bcl-2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는

Intact군의 경우에서는 Bcl-2의 발현을 거의 관찰할 수 없었고

(Fig. 7D), Smoke+Vehicle에서는 발현이 약간 증가되었다(Fig.

7E). Smoke+PR군의 경우에서는 Bcl-2의 발현이 Smoke+Vehicle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7F).

Fig. 7.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BAX & Bcl-2 immunoreactivity.
Immunoreactivities of BAX proteins were detected in the alveolar septum of

Smoke+Vehicle group(B arrows) and relatively decreased in Smoke+PR group(C).

Immunoreactivities of Bcl-2 protein were hardly detected in Intact and

Smoke+Vehicle group(D, E). But Immunoreactivities were increased in Smoke+PR

group(F arrows). scale bar=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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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흡연에 의해 체중이 감소한다는 것은 임상적으로도 잘 알려

진 사실인데, 이러한 흡연과 관련된 체중감소에는 cytokine이 매

개되어 있다는 것이 유력한 가설이다18). 흡연은 수용성 IL-1 수용

체 antagonist serum level을 낮춰서 pro-inflammatory

interleukin의 길항작용(antagonism)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

졌다. 결국 흡연은 분해대사(catabolism)를 증가시키고 에너지 소

비를 증가시켜 체중을 줄게 하는 것이다
19)

. 본 실험에서 담배연기

에 노출된 Smoke+Vehicle군과 Smoke+PR군의 실험동물에서 담

배연기에 노출시키지 않은 Intact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체중감소

가 관찰되었는데(Fig. 1), 이는 위와 같은 원인 때문이라 생각된

다. 그런데, 길경을 투여한 Smoke+PR군의 경우에는

Smoke+Vehicle군에 오히려 체중이 더 감소하였는데 이는 에너지

소비의 증가, fat oxidation 및 음식물섭취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본 실험에서는 길경이 담배연기에 의한 체중감소

에 회복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담배연기에 의한

폐손상에 항산화 효과를 지닌 약물의 투여에 의해 체중감소가 회

복되지는 않았다는 이전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20).

흡연에 의해 발생되는 폐부종은 담배연기의 온도 때문이 아

니라 이러한 담배 속의 독소들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본 실험에서 4주간 담배연기에 노출시킨 후 각 군의 실험

동물의 폐를 적출하여 폐 표면의 변화를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담배연기에 노출시킨 Smoke+Vehicle군과 Smoke+PR군에서 약

간의 출혈과 부종이 관찰되었으나, Intact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Fig. 2).

담배는 높은 농도의 free radical과 그 밖의 다른 oxidant들을

함유하고 있으며, 담배 속의 free radical 및 reactive oxygen

species(ROS)와 nitrogen species(NOS)들은 산화적 손상을 유발

하거나 촉진한다
22)

. 산화적인 손상은 상피세포에 직접적인 손상

과 anti-protease의 불활성화, pro-inflammatory cytokine의 생성

과 lipid peroxidation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3). 즉, 담배는

신체에서 free radical의 생성증가와 항산화물질의 결핍을 일으키

게 되는데, 결국 내부적인 생성에 더해져 외부적 요인으로부터의

free radical이 과도하게 생성되면 조직의 방어시스템은 파괴되고

조직에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 담배연기 속의 엄청난 양

의 free radical을 해독하기 위해 체내의 대량의 항산화물질의 사

용은 결국 심각한 항산화물질 결핍상태를 유발하여, 여러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24)

. 이렇듯, 신체의 방어시스템이 지나친 free

radical의 제거에 부족하다면, 외부적인 항산화제의 복용이 방어

효과를 낼 수 있는데, 흡연과 관련된 주요 질환들에서도 항산화

제를 이용하여 치료효과를 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으며,

여러 미량영양소(micronutrient)와 항산화제들이 실험적으로 흡

연으로 인한 산화손상에 보호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25,26). 예

를 들어, ROS에 의한 산화적 손상에 Vitamin E와 C 같은 외부

항산화제나 scavenger enzyme인 superoxide dismutase(SOD)와

glutathione peroxidase와 같은 체내 항산화물질에 의해 억제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

. SOD는 인체의 주요한 항산화 방어

기전인데, Bakaran 등28)은 4주간의 담배연기에 노출시킨 동물실

험에서 이러한 항산화 효소들이 증가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본 실

험에서도 4주간 담배연기에 노출시킨 Smoke+Vehicle군의 폐조

직에서 Intact군에 비해 SOD 활성이 현저히 증가하여 유의성 있

는 차이를 나타내었다(Fig. 3). 이러한 결과는 담배연기에 노출된

후 free radical의 영향에 대한 억제 작용으로 SOD의 활성이 상

승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담배연기에 노출 후 길경을 투여한

Smoke+PR군의 경우는 SOD의 활성이 Smoke+Vehicle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길경 추출물이

담배연기로 인한 산화적 손상을 감소시키는 항산화 효과가 있음

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폐의 epithelial mucosa는 담배연기의 노출에 대한 주요 손상

부위이다. 만성적인 담배연기 노출에 대한 반응으로 점막의 손상

과 회복의 반복적인 자극은 결국 COPD의 병리조직학적 특징인

기관지 상피조직의 squamous metaplasia를 유발한다
29)

. 본 실험

에서 4주간 담배연기에 노출시킨 Smoke+Vehicle군의 경우 Intact

군과 비교했을 때 기관지 점막에서 squamous metaplasia와

epithelial hypertrophy가 관찰되었다(Fig. 4B). 반면에 길경을 투

여한 Smoke+PR군에서는 Smoke+Vehicle군에 비해 상대적인 감

소가 관찰되었다(Fig. 4C). 이러한 결과는 길경 투여가 4주간의

지속적인 담배연기 노출에 의한 squamous metaplasia와

epithelial hypertrophy의 진행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음을 나타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Pulmonary alveolar cell에서의 O2와 CO2의 교환은 표면적

밀도(surface density)에 의해 조절되므로, 표면적의 감소는 폐기

능의 저하를 의미한다. 흡연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은

폐기종을 유발할 수 있으며
30)

, 특히 지속적인 담배연기의 노출은

다양한 동물실험 모델에서 폐기종을 유발하여 alveolar airspace

를 증가시키고 표면적 밀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31). 본

실험에서 4주간 담배연기에 노출된 Smoke+Vehicle군의 경우

Intact군에 비해 alveolar space의 면적이 현저히 증가하였다(Fig.

5B). 길경을 투여한 Smoke+PR군에서는 이러한 손상이 억제되었

다(Fig. 5C). Alveolar airspace 면적의 측정에서도 Smoke+PR군

이 Smoke+Vehicle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감소가 관찰되었다(Fig.

6). 이와 같은 결과는 지속적인 간접흡연으로 인해 유발된 호흡면

적 감소에 길경이 보호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수세기동안 만성적인 담배연기로 인한 폐손상의 원인

이 단순히 염증과 단백질분해효소/단백질분해효소 억제제의 불

균형인 것으로만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손상의 과정 중에 폐포세포에서의 apoptosis가 중요한 부분임이

입증되었다
32)

. Apoptosis는 다양한 생리학적 병리학적 조건에서

발생하는 세포사의 유형으로 세포교체(cell replacement), 조직 재

구조화(tissue remodeling), 손상세포 제거(damaged cell

removal) 등의 공통적인 기전을 거치며, 세포응축(cell

shrinkage), 염색질농축(chromatin condensation), DNA

fragmentation, apoptotic body의 형성을 특징으로 한다33). 이전

연구결과에 따르면 흰쥐에서의 담배연기의 지속적인 노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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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eolar macrophage에서 뿐 아니라 기관지 및 세기관지 상피세

포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apoptotic cell의 비율을 현저히 증가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4)

. 이 밖에도 많은 연구결과들이 담배

연기로 인한 폐손상에 있어 apoptosis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35). 즉, 산화적 스트레스와 폐포세포에서의

apoptosis, 그리고 과도한 단백질분해효소의 상호작용이 담배연

기로 인한 폐손상의 주요 병리적 원인이 된다는 것이 점점 명확

해지고 있다. Apoptosis의 발생기전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

는 것이 Bcl-2 family protein으로 알려져 있는데, Bcl-2 family

protein 중 Bcl-2와 Bcl-xL, Bcl-w, Mcl-1, Nrf3 등은

anti-apoptosis 작용을 하며, 다른 종류의 Bcl-2 family protein인

Bax, Bak, Bid, Bad 등은 apoptosis를 유발하는 반대작용을 한다
36). Bax와 Bad의 발현은 보상적으로 apoptosis를 억제하는 Bcl-2

의 발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Bax와 Bcl-2의 비

율이 세포가 apoptotic death로 가게 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37).

본 실험에서는 폐조직에서의 apoptosis의 진행 상태를 관찰

하기 위해 BAX와 Bcl-2 단백질의 발현유무를 면역조직화학염색

법을 통해 관찰하였다. pro-apoptotic pretein인 BAX의 발현을 관

찰한 결과 Intact군의 경우에서는 BAX의 발현을 거의 관찰할 수

없었으나, 4주간 담배연기에 노출시킨 Smoke+Vehicle군과

Smoke+PR군의 실험동물 폐조직에서는 BAX의 발현이 관찰되었

다(Fig. 7B, C). 이러한 결과는 이전 연구에서 폐기종이 유발된 실

험동물의 폐조직에서 Bax의 발현이 관찰되었다는 이전 연구 결

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38). Smoke+PR군에서의 BAX의 발현이

Smoke+Vehicle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으며(Fig. 7C), 또

한 anti-apoptotic pretein인 Bcl-2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에서는

Intact군과 Smoke+Vehicle의 경우에서는 Bcl-2의 발현을 거의 관

찰할 수 없었으나(Fig. 7D, E), Smoke+PR군의 경우에서는 Bcl-2

의 발현이 관찰되었다(Fig. 7F). 이러한 결과는 길경 추출물이

apoptosis 관련 단백질인 BAX/Bcl-2의 비율 변화를 유발하여

apoptosis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정량적 분석은 western blotting 등을 이용한 추후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결 론

흰쥐를 4주간 매일 일정시간동안 간접흡연에 노출시킨 후

길경 추출물을 경구투여하고 폐조직에서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길경은 담배연기로 유발되는 폐조직의 산화적 손상을 유의성 있

게 감소시켰으며, 기관지 점막에서의 squamous metaplasia 및

epithelial hyperplasia를 감소시켰다. 또한, alveolar airspace의

확장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으며, 아울러 apoptosis 관련 단백질

인 BAX/Bcl-2의 비율을 개선시키는 효능을 가진 것으로 관찰되

었다.

이로써, 길경이 담배연기에 의해 발생되는 폐조직의 산화적

손상과 조직학적 변화 및 apoptosis 관련 단백질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됨으로써 요근래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간접흡연에 의한 담배의 2차적 피해를 막는 효율적인 한의

학적 치료약물로 널리 사용될 가능성을 가진 약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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