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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론:아포지단백 A-I의 유사 단백인 4F는 고 도 지단백(HDL)의

항염증 특성을 그 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본 연구의

목 은 첫째,허 -재 류 손상 백서에게서 4F 처치를 시행할 경

우 허 -재 류 손상으로 인한 성 폐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

를 확인하고,둘째 이러한 4F의 효과 기 이 mitogen-activated

proteinkinase(MAPK)경로 세포 부착분자 발 의 억제와 련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방법: 허 -재 류 손상을 유도하기 해 18마리의 수컷

Sprague-Dawley종의 백서를 무작 로 각 여섯 마리씩 sham군,

ischemia-reperfusion (IR)군, 그리고 IR+4F군으로 분류하 다.

IR+4F군은 허 -재 류 손상을 유발하기 6시간 에 10mg/kg의

4F를 복강 내 주사하 다.IR군과 IR+4F군은 소장의 허 -재 류

손상을 유도하기 해 상장간막 동맥을 박리하여 노출시키고 겸자

로 허 을 유도하 고 sham군은 상장간막 동맥 박리 후 30분 간

찰하 다.IR군과 IR+4F군의 경우 90분의 재 류 기간 이후에 백서

를 희생하 고 소장 폐조직을 채취하 다.채취한 폐조직에서

phosphorylated JNK/JNK 비율, phosphorylated p38/p38 비율,

intercellularadhesionmolecule-1(ICAM-1)발 ,myeloperoxidase

활동성을 측정하 고 폐조직의 조직병리학 인 소견을 얻었다. 한

세 군에서 청 HDL의 농도를 구하 다.

결과:4F로 처치하 을 경우 허 -재 류 손상 백서의 소장 막

의 손상 정도가 유의하게 어드는 것과 허 -재 류 손상으로 인

한 청 HDL농도의 감소가 유의하게 회복되는 것을 찰하 다.

한 IR+4F군에서 폐조직의 phosphorylated JNK/JNK 비율과

phosphorylated p38/p38 비율이 IR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ICAM-1의 발 과 myeloperoxidase활동성 폐조직의 성 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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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도 4F로 처치한 IR+4F군에서 IR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결론 으로 백서에서 4F 처치는 소장 허 -재 류 손상에

의한 소장 막 손상을 감소시키며 허 -재 류 손상으로부터 유발

되는 성 폐손상을 감소시켰다.이러한 4F의 치료 효과는 MAPK

경로 세포 부착분자의 하향 조 과 연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주요어 :ApoA-Imimeticpeptide,4F,고 도 지단백,재 류

손상

학 번 :2006-30528



iii

List of Tables

Table 1. Serum HDL cholesterol level ····················································· 17

Table 2. Acute lung injury score in three groups ·································· 24



iv

List of figures

Figure 1. Mechanism of ischemia-reperfusion injury ································ 3

Figure 2. Structure of HDL ·········································································· 5

Figure 3. Intestinal ischemia-reperfusion injury ········································ 10

Figure 4. Histologic findings in small bowel tissues ······························ 15

Figure 5. Serum HDL cholesterol level ···················································· 16

Figure 6. Western blots in lung tissues of three groups ························ 18

Figure 7. Phosphorylated JNK/JNK ratio of three groups ······················ 19

Figure 8. Phosphorylated p38/p38 ratio of three groups ························ 20

Figure 9. ICAM-1 expression in lung tissue ············································ 21

Figure 10. MPO activity in lung tissue ···················································· 22

Figure 11. Histologic findings in lung tissue ··········································· 23



v

List of abbreviations and symbols

ALI, acute lung injury; ARDS,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po 

A-I, apolipoprotein A-I; ECL, enhanced chemiluminescence; ERKs,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protein kinases; HDL, high-density 

lipoprotein; ICAM-1,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1; IL-1, 

interleukin-1; IR, ischemia-reperfusion; JNK, Jun-N-terminal kinase; LPS, 

lipopolysaccharide; LDL, low-density lipoprotein; MAPKs,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PO, myeloperoxidase; NFκ-B, 

nuclear factor kappa-B; PBS, phosphate-buffered saline; ROS, reactive 

oxygen species;  SB, small bowel; SDS PAGE, sodium dodecyl 

sulph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PF, specific pathogen free; 

S1P1, sphingosine-1-phosphate receptor 1; SAPK, stress-activated protein 

kinase; TLRs, toll-like receptors; TNF-α, tumor necrosis factor-1.



vi

목 차

서론 ···············································································································1

1.1연구 배경····························································································1

1.1.1 성 폐손상···················································································1

1.1.2소장의 허 -재 류 손상과 MAPKfamily···························2

1.1.3High-densitylipoprotein(HDL)작용 기 ····················4

1.1.44F,ApoA-I유사 펩타이드·····················································4

1.2연구의 필요성····················································································6

1.3연구 가설····························································································6

1.4연구 목 ····························································································6

연구 재료 방법····················································································7

2.1연구 재료····························································································7

2.1.1실험군 설정···················································································7

2.1.2약물의 투여···················································································7

2.2연구 방법····························································································9

2.2.1실험동물의 마취와 비·····························································9

2.2.2약물의 투여···················································································9

2.3결과 지표의 측정············································································11

2.3.1검체와 조직의 획득···································································11

2.3.2 HDLcholesterol농도·····················································11

2.3.3폐조직의 MAPKfamily측정·················································11

2.3.4폐조직의 intercellularadhesionmolecule-1(ICAM-1)····12

2.3.5폐조직의 myeloperoxidase(MPO)activity·························12

2.3.6병리학 결과의 측정·······························································13

2.4결과의 분석······················································································13

연구 결과 ··································································································14



vii

3.1소장의 허 -재 류 손상······························································14

3.2 HDL콜 스테롤 농도·························································16

3.3MAPKfamilyactivity분석························································18

3.3.1Westernblotanalysis······························································18

3.3.2폐조직 내 JNKMAPKphosphorylation비교····················19

3.3.3폐조직 내 p38MAPK phosphorylation비교······················20

3.4ICAM-1발 ···················································································21

3.5MPOactivity···················································································22

3.6폐조직의 병리학 소견································································23

고찰 ············································································································25

결론 ············································································································29

참고문헌····································································································30

록 ············································································································36



- 1 -

서 론

1.1연구 배경

1.1.1 성 폐손상

성 폐손상(acute lung injury,ALI)과 성 호흡곤란 증후군

(acuterespiratorydistresssyndrome,ARDS)은 방사선학 으로 양

측 폐에 침윤이 있으면서,동맥 산소분압과 흡기 산소 농도의 비

(PaO2/FiO2)가 성 폐손상은 300mmHg이하, 성 호흡곤란 증후

군은 200mmHg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1). 성 폐손상과 성

호흡곤란 증후군은 폐렴,흡인,유독 가스 흡입,익수,기계 환기,외

상과 같은 직 인 원인이나 화상,패 증,췌장염,수 ,허 -재

류 손상 등과 같은 간 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성 폐손상의 특성으로는 미만성의 간질성 폐포 부종,염증

세포 침윤,폐포 내 단백질의 증가 등이 있으며,이러한 특징은 내

피 세포의 손상과 투과성의 증가를 의미한다(2).폐의 내피 세

포는 여러 가지 손상에 가장 취약한 기 으로서,패 증이나 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에서 내피 세포의 손상과 기능 장애가 찰된다

(3).이 게 손상된 내피 세포는 염증 세포의 활성화 염증 세포

와의 상호 작용 응고 과정에 향을 미침으로써 성 염증 반응

에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호 구(neutrophil)가 성 폐손상의 요한 인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이는 성 폐손상 환자에서 조직학 검사를 시행하 을 때

침범된 폐에서 호 구의 침착이 찰되는 연구 등에서 확인되었다

(4).호 구는 단백질 분해 효소,활성화 산소,산화 질소,사이토카

인 등과 같은 사물을 분비하여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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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

성 폐손상에는 사이토카인도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염

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interleukin-1(IL-1)과 IL-6는 폐손상을

진행시키고,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0과 IL-11은 폐손상을 억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이러한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1(ICAM-1),IL-1,IL-6,TNF-α와 같은 흡착 성분

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 에는 사 인자(transcriptionfactor)인

nuclear factor kappa-B (NFκ-B)나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MAPKs)가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1.1.2소장의 허 재 류 손상과 MAPKsfamily

성 폐손상을 유발하는 간 기 하나는 소장 허 -재 류

모델로,소장은 허 -재 류 손상에 가장 취약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10,11).소장에서 발생한 허 -재 류 손상의 시작은 활성 산소

종(reactive oxygen species,ROS)의 생성과 toll-like receptors

(TLRs)2,4등에 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3).TLR은 NFκ

-B나 MAPK pathway등의 세포내 신호 달 기 을 활성화하고

결국 TNF-α나 IL-6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세포부착분자의

생산을 자극한다(8,9).

MAPK family는 serine/threonine인산화효소 계에 속하며 세포의

증식,분화, 사,생존과 자연 사멸(apoptosis)에 여한다(14,15).

MAPK family는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protein kinases

(ERKs),c-Jun-N-terminalkinase(JNK) p38MAPK로 구성되

어 있다(16).이 JNK와 p38MAPK는 허 -재 류 손상과 같은

스트 스 상황에서 활성화되어 염증과,세포 자연사멸 변성 과정

에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SAPK (stress-activatedprotein

kinase)로 따로 불리기도 한다(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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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echanism of inflammatory response in ischemia-reperfusion 

injury. Reactive oxygen species (ROS) which are abundantly produced 

during early reperfusion, have direct toxic effects on lipids, but also 

activate signal pathways, such as MAPK pathway. Activated MAPK 

pathway increase proinflammatory cytokines and cell adhesion molecules 

expression. Leukocyte transmigration to the injured tissue and 

subsequent inflammation causes microcirculatory dysfunction and finally, 

apoptotic cell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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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High-densitylipoprotein(HDL)작용 기

고 도 지단백(high-density lipoprotein, HDL) 콜 스테롤은

apolipoproteinA-I(apoA-I)을 주성분으로 한다(20).HDL콜 스

테롤은 총 콜 스테롤 도 지단백(low-density

lipoprotein,LDL)콜 스테롤의 농도를 감소시켜 상동맥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21).이에 HDL의 농도를 증가시

키기 한 약제의 사용이 임상 으로 범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HDL콜 스테롤의 심 계 질환 방 효과는 세포 단

에서 말 세포의 콜 스테롤 배출과 간으로의 운반을 진하는 기

능에 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22).최근에 HDL의 항염증 활

동과 항산화 효과에 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HDL의 기능에

한 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23-26).일례로 HDL의 농도

를 2배로 만든 형질 환 쥐의 경우 lipopolysaccharide(LPS)로 유도

된 TNF-α의 상승이 억제되고 사망이 감소함이 보고되었다(26).

한 HDL의 주입이 출 성 쇽과 허 -재 류 백서 모델에서 조직 손

상과 사망을 억제하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27,28).

HDL콜 스테롤의 항염증 작용 기 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

조 뿐 아니라 ICAM-1같은 세포 부착 분자의 발 억제가 제

시되고 있다(26,29).특히 HDL의 NFκ-B경로 하향 조 은 HDL콜

스테롤의 sphingosine-1-phosphatereceptor1(S1P1)자극에 의

해 단백질 인산화효소 Akt가 활성화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0,31). 한 NFκ-B외의 MAPK 세포내 신호 달 경로 등도

HDL의 항염증/항산화 작용에 련되어 있음이 증명된 바 있다

(32-34).

1.1.44F,ApoA-I유사 펩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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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A-I은 HDL콜 스테롤을 구성하는 주단백질로 HDL총단백

질의 약 70%를 차지한다(20).HDL콜 스테롤 신 구성 주단백질

인 apoA-I을 투여하여도 HDL콜 스테롤과 유사한 항염증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보고되면서 치료 목 의 apoA-I공 을 패

증이나 재 류 손상에서 충분히 고려하게 되었다(35,36).그러나 apo

A-I생산은 공정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어 임상에서

의 활용을 기 하기 어려웠고,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apoA-I

유사 펩타이드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37-39).여러 apoA-I유사

펩타이드 18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합성 펩타이드인 4F에

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이 실험 연구들에서 4F

가 HDL콜 스테롤의 생성을 진하고 HDL콜 스테롤의 항염증

효과를 유지함을 보인 바 있다(38-41).

Figure 2. Structure of HDL (reprinted from ref.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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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의 필요성

4F는 허 재 류 손상 시 ROS증가에 의한 일련의 염증 반응을

조 하여 허 -재 류 손상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나 이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4F가 허 -재 류 손상 백서 모델에서 성 폐

손상의 손상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 추후 허 -재 류 손상

환자의 임상 치료제 방 약제로서 4F의 활용을 기 할 수 있다.

1.3연구 가설

ApoA-I유사 펩타이드인 4F의 투여 후 HDL농도 증가에 의한

S1P1수용체 자극은 MAPK pathway를 조 함으로써 ICAM-1과

같은 세포부착분자의 발 억제 등의 기 으로 결국 항염증 효과와

미세순환의 호 을 보일 것이다.이와 같은 기 을 통하여 apoA-I

유사 펩타이드 4F는 허 -재 류 후 발생하는 성 폐손상을 감소

시킬 것이다.

1.4연구 목

백서 장 허 -재 류 모델을 이용하여 허 -재 류 손상 후 발생

하는 성 폐손상에서 apoA-I유사 펩타이드인 4F의 항염증 효과

를 확인하고 그 기 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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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재료 방법

본 연구는 백서를 이용한 임상 연구로 실험과 련된 모든 과

정은 서울 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의 동물실험 윤리 원회

(InstitutionalAnimalCareandUseCommittee,No.13-0137)로부터

승인을 득한 이후에 시행되었다.

2.1연구 재료

코아텍(Koatech,Pyeongtaek,Korea)에서 구매한 300~350gram의

수컷 Sprague-Dawley백서를 이용하여 진행하 다.백서들은 실험

2주 에 특수병원균방지(specificpathogenfree,SPF)사육실에서

일반 인 쥐사료와 물을 자유롭게 먹으면서 10시간 동안 밝게,14시

간 동안 어둡게 조명을 반복하여 주 환경 응을 시행하 다.시

험 8시간 부터는 물만 주며 식을 시행하 다.

2.1.1실험군 설정

실험에 사용하는 백서는 세 군으로 나 었다. 조군으로 허 -재

류 시술을 시행하지 않고 복부 개만 시행하는 sham군(sham 수

술,n=6)과 허 -재 류 손상군(IR군,n=6)을,실험군으로 허 -재

류 손상 4F를 투여한 허 -재 류 손상+4F군(IR+4F군,n=6)을

배정하 다.

2.1.2실험약

실험에는 합성된 4F를 사용하 다.4F의 amino acid 서열은

Ac-DWFKAFYDKVAEKFKEAF-NH2이며 solid phase pep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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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sis방법을 이용하여 합성하 다.펩타이드의 순정성은 질량

분 분석(massspectralanalysis)과 분석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

래피(high-performanceliquidchromatography)를 통해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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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연구 방법

2.2.1실험동물의 마취와 비

실험에 사용하는 백서는 2% isoflurane을 이용한 소동물 흡입마취

기(Rodentcircuitcontroller,VETCOM,Seoul,Korea)를 이용하여

마취 유도를 시행한 후에 백서의 체 을 잰 후 zoletil(Virbac,

France)30mg/kg을 우측 퇴근육에 근주하여 마취를 유지하도록

하 다.

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10분 간의 안정화 기간을 두었으며 이후

실험을 진행하 다.

2.2.2약물의 투여

4F군의 경우 허 -재 류 손상 유발 6시간 에 10mg/kg의 4F

를 복강 내로 주입하 다.

2.2.3허 -재 류 손상 유발

백서의 상복부를 정 개하여 복강을 개복하고,상장간막 동맥을

조심스럽게 박리한 후,소형 겸자를 사용하여 상장간막 동맥

기시 부 를 차단 후 수분과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해 복강을 3-0

합사로 합하 다.

수액 보충을 하여 모든 군에서 생리식염수 50mL/kg을 피하에

주사하 다.상장간막 동맥 차단은 IR군과 IR+4F군에서만 시행되었

고 차단 시간은 30분이었다.이 후 복강을 재개복하여 겸자를

제거하고,상장간막 동맥의 류를 재개시켜 소장의 재 류가 이루

어지게 하 고 백서의 복강을 다시 재 합한 후 90분 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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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sion Superiormesentericartery

Ischemia Reperfusion

Figure 3. Intestinal ischemia-reperfusion injury. A midline insicion was made in 

abdominal wall and the superior mesenteric artery (SMA) was isolated without any 

damage to the peritoneal organs and blood vessels. The isolated SMA was 

clamped with a bulldog clamp. Adequate blockage of SMA was confirmed by the 

color of the intestine turned pale. After the 30 minutes of ischemic period, the 

bulldog clamp was removed and the reperfusion of SMA was verified by the 

scarlet color of the small intestine.

다.sham군은 겸자와 재 류는 시행하지 않았다(F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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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결과 지표의 측정

2.3.1검체와 조직의 획득

경피 심장 채 을 통해 안락사 시킨 이후,채 한 액은 얼음

상자에 넣어 보 하 다가,곧바로 4℃ 3,000rpm으로 10분 간 원심

분리 후 장만을 분리하여 -70℃에서 동결 보 하 다.이후 폐

체를 제한 후 우측 하엽의 폐 조직 일부는 조직학 검사를 해

4% 포르말린 액에 고정하 다. 나머지 폐 조직은 4℃의

phosphate-bufferedsaline(PBS)용액에 세척한 후 물기를 제거하

고,즉시 액체 질소에 넣어 냉시킨 후 -70℃에서 동결 보 하

다.

　2.3.2 HDLcholesterol농도

HDL cholesterol 농도는 homogeneous enzymatic

colorimetricmethod로 측정하 고 서울 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의 Toshiba-200FR autoanalyzer(Toshiba,Tokyo,Japan)장비를

사용하 다.

2.3.3폐조직의 MAPKfamily측정

폐조직의 p-p38MAPK와 p-JNK의 발 을 보기 해,채취한 조

직을 단백질 용해 완충액(50mM Tris-HClpH 8.0,150mM NaCl,

1% NonidetP-40,0.5% deoxycholate,0.1% SDS,1mM PMSF

and150units/mLaprotinin)에 넣어 간 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 다.단백질을 12% 혹은 15% sodium dodecylsulphate

polyacrylamidegelelectrophoresis(SDSPAGE)gel에 기 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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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분리한 후 polyvinylidingdifluoridemembranes(Schleicher

& Schuell, Dassel, Germany)에 이동시켰으며, 마우스의 항

phosphorylated-p38MAPK항체,항 p38MAPK 항체,항 p-JNK와

항 JNK 항체(CellSignalingTechnology,Beverly,MA,USA)를 배

양하여 westernblotting을 시행하 다.단백띠 검출에는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TM) system (Amersham International,

Buckinghamshire,UK)을 이용하 다. 도는 노출된 필름을

computer-assisted densitometric analysis (Lap Work Software,

SeoulinBioscience,Seoul,Korea)을 통해 측정하 다.모든 검사는

westernblot의 loadingcontrol로 사용한 β-actin의 농도에 따라 정

규화하 으며,β-actin은 mousemonocloncalanti-β-actinantibody

(Sigma-Aldrich,StLouis,MO,USA)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2.3.4폐조직의 ICAM-1

폐조직의 ICAM-1의 발 은 면역조직화학 kit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폐조직을 4μm의 두께로 자른 후 anti-ICAM-1항체와 4℃에

서 배양 후 마우스의 antirabbit 항체 (Dako Corp.,Glostrup,

Denmark) peroxidase-conjugatedavidin(DakoCorp.,Glostrup,

Denmark)과 차례로 배양하 다. ICAM-1의 염색은

diaminobenzidine으로 시행하고 본 연구 과정을 알지 못하는 1명의

병리과 의사가 독하 다.

2.3.5폐조직의 myeloperoxidase(MPO)activity

호 구의 활성 정도를 반 하는 MPO는 제된 50mg의 폐조직을

200μL의 O-dianisidinedihydrochloride(1.25mg/mLinPBS)에 섞

은 후 소의 청 알부민(0.1% 체 /용량)과 과산화수소(0.4mM)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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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한 후 myeloperoxidasekit(CellSciencesInc.,Canton,MA,

USA)를 사용하여 450nm에서의 흡 도를 측정하 다.

　

2.3.6병리학 결과의 측정

폐 조직 편을 4% paraformaldehyde에 넣어 고정한 뒤 알코올로

탈수하고 라핀으로 포매(embedding)하 다.포매된 표본은 활주마

이크로톰(slidingmicrotome)으로 4-5㎛의 편으로 자르고 조직처

리 과정을 거쳐 hematoxylin& eosin염색법으로 염색한 후 학

미경으로 40배 100배 하에서 조직학 변화를 찰하 다.

폐조직의 염증 변화를 수화하기 해 본 연구와 무 한 1인의

병리의사가 각 군의 구별없이 폐조직 표본을 무작 로 독하 다.

성 폐손상 수(ALIscore)는 1)폐포부종,2)출 ,3)폐포와

벽의 성구의 침윤이나 응집,4)폐포벽의 비후나 유리질막

(hyalinemembrane)형성의 4가지 항목으로 측정하고,각 항목의

수는 증도에 따라 0 (minimal)부터 4 (maximal)으로 평가되

어 총 수는 0 부터 16 까지 부여하 다.한 조직 표본 당 7개의

미경 상(microscopicimage)을 얻은 후 상 분석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

2.4결과의 분석

각 군 사이의 결과 변수의 비교에는 Kruskal-Wallistest를 사용하

고,posthoc analysis로 Mann-Whitney U test(bonferroni

correction)을 사용하여 p값이 0.05미만인 경우에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다고 단하 다.통계 분석에는 SPSS 19.0(SPSS,

Inc.,Chicago,IL,USA)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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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3.1 소장의 허 -재 류 손상

세 군의 소장 조직 병리 소견을 확인하 다.sham군의 경우 정상

막 조직을 찰할 수 있었다.IR군의 경우 허 -재 류 기 에 의

해 심한 융모의 손실과 염증 세포의 침윤이 찰되었으나 IR+4F군

의 경우 이러한 막 손상의 정도가 감소되어 나타났다.4F 처치

가 허 -재 류 기 에 의한 소장의 막 손상을 음을 확인하

다(Fi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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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Histologic findings in small bowel tissues. 4F attenuated SB 

mucosal injury in IR-induced rats. The normal mucosae were observed 

in the sham group. The loss of villi and the infiltration of the 

inflammatory cells representing the severe mucosal damage were 

observed in the IR group. While the damaged mucosa were also 

observed in the IR+4F group, the degrees of damage were less than 

those in the IR group. Photomicrographs (hematoxylin and eosin, x 100 

and 400) are representative of six rats per group.

IR, ischemia-reperfusion injury; SB, small bow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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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HDL콜 스테롤 농도

각 군에서 HDL콜 스테롤 농도를 측정하 다.허 -재 류

손상으로 유도된 HDL콜 스테롤 농도의 감소는 4F 처치에

의해 회복되는 양상을 보 다(p<0.05)(Fig.5).각 군의 HDL

콜 스테롤 농도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 Serum HDL cholesterol level in three groups. Horizontal bars 

represent mean. 4F restored IR-induced diminution of serum HDL 

cholesterol level in rats. 

HDL, high-density lipoprotein; IR, ischemia-reperfusio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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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 group

(n=6)

IR group

(n=6)

IR+4F group

(n=6)
p value

HDL (mg/dL) 88.2 ± 2.0 43.0 ± 4.7* 54.7 ± 4.8†‡ 0.002

Table 1. Serum HDL cholesterol level. Value are mean ± SD (n=6).

* p < 0.01 vs. sham group 

†p < 0.01 vs. sham group
‡p < 0.05 vs. IR group

SD, standard deviation;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IR, 

ischemia-reperfusio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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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MAPK familyactivity분석

3.3.1Westernblottinganalysis

Westernblot을 이용하여 분석하 을 때 4F로 처치한 IR+4F군에

서 IR군에 비하여 p38과 JNK의 phosphorylation이 감소하는 것을

찰하 다(Fig6).

Figure 6. The representative blots in lung tissues of three groups. Blots 

are representative of three rats per group.

JNK, c-Jun N-terminal kinase; IR, ischemia-reperfusio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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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폐조직 내 JNK MAPKphosphorylation비교

폐조직 내 phospho-JNK/JNK 비율은 IR군에서 sham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상승되었다(p < 0.05). IR+4F군의 폐조직 내

phospho-JNK/JNK 비율의 상승은 IR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

<0.05)(Fig.7).

Figure 7. Phosphorylated JNK/JNK ratio of each groups. IR group 

showed markedly increased ratio when compared with sham group. The 

ratio of IR+4F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IR group.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sham and IR+4F group.

JNK, c-Jun N-terminal kinase; IR, ischemia-reperfusio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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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폐조직 내 p38MAPKphosphorylation비교

IR군의 폐조직 내 phospho-p38/p38비율은 sham군에 비해 유의하

게 상승되었다(p < 0.05).IR+4F군의 폐조직 내 phospho-p38/p38

비율의 상승은 IR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 <0.05)(Fig.8).

Figure 8. Phosphorylated p38/p38 ratio of each groups. IR group 

showed markedly increased ratio when compared with sham group. The 

ratio of IR+4F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IR group.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sham and IR+4F group.

IR, ischemia-reperfusio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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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ICAM-1발

폐조직의 ICAM-1 발 은 IR군에서 증가되었으나 IR+4F군에서

ICAM-1발 의 상 인 감소를 찰하 다(Fig.9).

Figure 9. ICAM-1 expression in lung tissue. 4F suppresses lung 

expressions of ICAM-1 in ischemia-reperfusion injured rats. ICAM-1 

expressions were detected by western blotting and 

immunohistochemistry. 

ICAM-1, Intercellular adhesion melecule-1; IR, ischemia-reperfusio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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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MPO activity

IR군의 MPO활성도는 Sham군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되었다(sham

군 5.0±0.3mU/mgvs.IR군 6.6±0.2mU/mg,p <0.05).IR+4F

군과 IR군을 비교하 을 때 MPO활성도는 IR+4F군이 유의하게 낮

았다(IR군 6.6± 0.2mU/mgvs.IR+4F 5.5± 0.5mU/mg,p <

0.05)(Fig.10).Sham군과 IR+4F군의 MPO활성도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p =0.063)

Figure 10. MPO activity in lung tissue. 4F suppresses MPO activity. 

MPO, myeloperoxidase; IR, ischemia-reperfusio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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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폐조직의 병리학 소견

IR군의 성 폐손상 지수는 sham군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되었다

(sham군 6.5±0.5vs.IR군 9.0±0.9,p <0.05).IR+4F군은 IR군

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성 폐손상 지수의 감소를 보 다(IR군 9.0

±0.9vs.IR+4F군 7.5±0.8,p <0.05)(Table3).Sham군과 비교해

서도 IR+4F군의 성 폐손상 지수는 의미있게 증가하 다(sham군

6.5±0.5vs.IR+4F군 7.5±0.8,p <0.05)폐조직의 병리 소견으로

4F 처치가 허 -재 류에 의한 조직학 손상을 음을 확인하

다(Fig.11)

 

Figure 11. Histologic findings in lung tissues. 4F attenuates ALI in 

IR-induced rats. Photomicrographs (hematoxylin and eosin, x 100 and 

400) are representative of six rats per group.

ALI, acute lung injury; IR, ischemia-reperfusion injury



- 24 -

Sham group

(n=6)

IR group

(n=6)

IR+4F group

(n=6)
p value

Alveolar congestion 0.5 ± 0.5 2.5 ± 0.5* 2.2 ± 0.4† 0.001

Hemorrhage 1.8 ± 0.4 1.3 ± 0.5 1.0 ± 0.0† 0.015

Neutrophil infiltration 
or aggragation

1.8 ± 0.4 2.5 ± 0.5 2.0 ± 0.0 0.036

Thickness of alveolar 
wall or hyaline 
membrane formation

2.2 ± 0.4 2.7 ± 0.5 2.3 ± 0.5 0.213

ALI score 6.5 ± 0.5 9.0 ± 0.9* 7.5 ± 0.8‡ 0.002

Table 2. Acute lung injury score in three groups. Value are mean ± 

SD (n=6).  

* p < 0.01 vs. sham group 

†p < 0.01 vs. sham group

‡p < 0.05 vs. IR group

SD, standard deviation; ALI, acute lung injury; IR, ischemia-reperfusio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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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에서 4F 처치를 시행한 백서에게 허 -재 류 손상을 유

발하 을 때 허 -재 류 손상으로 인해 감소한 HDL콜 스

테롤 농도의 회복을 찰하 다. 한 4F 처치를 시행하 을 때

허 -재 류 손상으로 인한 폐조직 내의 p38,JNK의 활성화와

ICAM-1발 증가 성 폐조직 손상이 역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찰하 다.이러한 결과는 4F의 항염증 효과는 부분 으로

HDL콜 스테롤 농도의 회복과 p38,JNK 활성화 억제,세포부

착분자 발 억제로 결국 호 구 침윤을 억제하여 확보됨을 보여주

고 있다.

이 많은 연구들에서 낮은 HDL콜 스테롤이 패 증 환자

에게서 나쁜 후 인자임을 보여 바 있다(42-44). 한 패 증 동

물 모델이나 허 -재 류 동물 모델 연구에서 HDL 콜 스테롤을

주입하여 HDL콜 스테롤 농도를 회복하 을 때 세포 부착 분자의

발 을 억제하고 조직 내 손상을 감소시킴을 보인 바 있다(25-27).

더 나아가 패 증 백서 모델에서 4F투여로 HDL콜 스테롤 생성

이 유발되고 HDL콜 스테롤의 항염증 작용이 보 됨을 최근 연구

에서 확인할 수 있다(45).본 연구는 이러한 4F의 HDL콜 스테롤

보 기능과 항염증 효과를 허 -재 류 손상에서 확인하 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4F의 항염증 작용의 기 으로 본 연구자는 허 -재 류 손상으로

유발된 HDL농도의 감소가 4F투여로 인해 어들고 회복되는 것

으로 추정하 는데,이는 기존 연구 결과를 미루어 다음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첫 번째,주입된 4F자체가 순환하는 장 내 지단

백들과 결합하여 HDL과 유사한 구조의 물질을 형성하고 이 게 형

성된 물질이 허 -재 류 손상으로부터 진된 염증 유발 사이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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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을 화 혹은 불활성화시켰을 가능성이다.이러한 기 은 패

증 모델 백서에게 14C 동 원소를 붙인 4F를 투여했을 때 90-95%

의 방사능 수치가 HDL분획에서 찰되었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증

명된 바 있다(36).두 번째,4F자체가 사이토카인의 생성과 분비를

직 으로 억제했을 가능성으로,실제 인 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

된 설치류에 4F를 투여했을 때 IL-6의 생성이 감소했음을 보인 이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46).결국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의 발

억제로 인해 HDL농도의 감소가 어들어 궁극 으로 MAPK경로

활성화가 억제되었다는 설명이 되며 이 경우 4F의 항염증 작용에서

HDL농도를 유지하는 기 은 사이토카인 생성과 분비를 억제하는

기 의 부수 인 효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세 번째,4F는 산화되

지 않은 경우보다 산화된 지질/인지질에 더 친화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47).결국 외부에서 투여된 4F가 HDL로부터 산화된 지

질을 제거함으로써 산화로 인한 변성으로부터 HDL를 보호하여

HDL의 항염증 작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

이다.네 번째,투여된 4F가 작고 도가 높은 pre-β-HDL유사 물

질 생성에 기여했을 가능성으로,실제 apoE결여 마우스 모델에서

apoA-I을 투여했을 때 풍부한 pre-β-HDL유사 물질 생성이 증명

된 바 있다(48).

본 연구에서는 4F와 HDL의 항염증 기 을 확인하기 해

MAPK 경로에 집 하 다.MAPK 경로는 다양한 자극에 의해 유

발된 염증 반응에 여함이 잘 알려져 있다(14-17).MAPK 경로의

활성화를 해서는 조 루 (regulatory loop)에서 Thr-X-Tyr

motif의 이 인산화 과정이 필요하며,이 과정에는 세 단계 인산화

효소 연쇄반응이 여한다.MAPK kinase kinase (MAPKKK,

MAP3K)는 MAPK kinase (MAPKK, MAP2K)를 활성화하며

MAPK kinase는 차례로 MAPK를 활성화하게 된다.이러한 일련의

연쇄반응은 다양한 자극에 의해 신호의 증폭과 조 이 가능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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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다. MAP 인산화효소 JNK와 p38은

stress-activatedMAPKs(SAPKs)로 불리는데,이는 이들 효소가

물리 ,화학 생리 스트 스 인자들에 의해 유발되기 때문이

다.

JNK의 경우 당뇨, 염,비만,심장 질환,혹은 암 등 다양한 질

환에서 면역 반응,염증 반응 병리 신호 달 과정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NK는 염증 사이토카인과 세포

단계의 스트 스에 가장 잘 반응하는데,이러한 반응으로 인한 결과

는 세포의 종류,세포 자연사멸(apoptosis)유발 자극,활성화의 강

도와 기간에 의존하게 된다.p38MAPK의 경우 TNF-α,IL-1과 같

은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단백질 합성 억제물질,화학 스트 스

유발 인자와 허 성 자극 등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다.주된 p38

MAPK의 사 인자(transcription factor) 하나는 activating

transcriptionfactor-2(ATF-2)인데 p38MAPK는 주로 다양한 염

증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고,염증 반응에 여하는 분자의 유 자

사 과정에 작용함이 잘 알려져 있다(14).p38MAPK와 JNK 경로

의 활성화 이로 인한 소장 막의 손상은 유의한 허 -재 류

손상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허 -재 류 손상으로 유발된

신 염증 반응으로 인해 폐조직의 p38MAPK와 JNK 경로 활성

화가 래되었음을 본 연구의 조직병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은 허 -재 류 손상과 4F 처치 투여가 백서의

생존율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신,소장 막의 허 -

재 류 손상 여부와 4F의 소장 허 -재 류 손상 감소 효과를 직

인 병리학 소견으로 확인하 다는 이다.본 연구에서 유도한

백서의 허 -재 류 손상의 주된 은 재 류 후 생존율 보다는

재 류 후 발생한 신 반응에 한 심 물질의 역할 작용이었

기 때문에 허 -재 류 손상을 백서가 사망할 만큼 심한 정도로 주

지 않았다.이는 백서 소장 허 -재 류 연구 1시간의 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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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3시간의 재 류 시간을 부여한 기존 연구에서 4시간 뒤 조군

백서 100% 사망을 보인 결과로 미루어 추정할 수 있다(49).본 연구

는 30분 허 과 90분 재 류 방식의 기존 연구의 허 -재 류 손상

모델의 로토콜에 따라 손상을 유발하 기 때문에 백서의 생존율

로 4F의 효과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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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결론 으로 4F 처치를 시행한 백서에게 허 -재 류 손상을 유

발하 을 때 허 -재 류 손상으로 인해 감소한 HDL콜 스

테롤 농도의 회복을 찰하 다.4F 처치를 시행하 을 때 허 -

재 류 손상으로 인한 폐조직 내의 p38MAPK JNK의 활성화,

ICAM-1발 증가가 유의하게 감소하며 한 성 폐조직 손상이

역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찰하 다.본 연구 결과는 4F의 허

-재 류 손상 억제 기 이 MAPK pathway의 억제에 의한 항염

증 작용과 연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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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olipoprotein A-I mimetic peptide 

(4F) attenuates acute lung injury 

during intestinal ischemia-reperfusion 

injury in rats

Introduction: 4F, apolipoprotein A-I mimetic peptide, mimics 

anti-inflammatory properties of high-density lipoprotein (HDL).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4F attenuates acute lung injury 

in ischemia - reperfusion (IR) injured rats and to determine whether the 

therapeutic effects of 4F are associated with the down-regulation of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pathway and the suppression 

of cell adhesion molecules.

Methods: To induce IR injury in rats,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prepared for the animal experiment. Before IR injury, 4F (10 mg/kg) 

was administered intraperitoneally in the intestinal ischemia-reperfusion 

(IR+4F) group.  Superior mesenteric artery (SMA) was exposed and 

clamped for 30 min in the IR+4F group and intestinal IR group. SMA 

was exposed only in sham group. At 90-min post-IR injury, all rats 

were sacrified. We measured phosphorylated JNK/JNK ratio, 

phosphorylated p38/p38 ratio,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1 

expression, myeloperoxidase activity, and histologic damages in lung 

tissues. We also measured serum HDL cholestero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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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4F restored IR-induced diminution of serum HDL cholesterol 

level and decreased lung phosphorylated JNK/JNK ratio and 

phosphorylated p38/p38 ratio in IR injured rats. Furthermore, 4F 

suppressed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1 expression and 

myeloperoxidase activity, and attenuated histologic damages in lung 

tissues.

Conclusions: 4F attenuated acute lung injury in the intestinal 

ischemia-reperfusion injured rats. The therapeutic benefits of 4F we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the down-regulation of the MAPK pathway 

and the suppression of cell adhesion molecules.

Keywords : Apo A-I mimetic peptide, 4F, High-density lipoprotein,     

           Reperfusio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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