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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 also known as an acute inflammatory lung disease is developed by vari-

ous factors that is originated from the destruction of alveolar-capillary barrier, and neutrophil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struction. The study intended to confirm, the anti-inflammatory effect of germanium, whether a lung injury has been

mitigated with the reduction of injury in alveolar-capillary barrier resulting from inhibition of neutrophils migration in

lung tissue. Test groups were divided in saline administered CON, 5 hours of endotoxin administered LPS and 5 hours of

endotoxin administered Ge++LPS following 1 hours of pre-processed germanium. 100 μg endotoxin was melted in 0.5 mL

saline and sprayed into airway and 26 mg germanium per 100 g weight was administered into abdominal cavity. 

The endotoxin group which induced an acute lung injury with administered endotoxin showed dramatic increase of

pulmonary edema (p⁄0.001), protein contents in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BALF (p⁄0.05) and neutrophils of infil-

tration in BALF (p⁄0.001) comparing with a control group, while a pre-treated germanium group showed significant

decrease in all categories comparing to the endotoxin administerd group. In the result of a microscopic observation, the

structure of alveolar-capillary barrier which is constructed with basal lamina, alveolar type I cells and endothelial cell

were preserved of the pre-treated germanium group relatively well compare to the endotoxin administered group. And the

construction of lamellar body, microvilli and basal lamina of alveolar type II cells were also preserved relatively well.

Hence, germanium activates as an anti-Inflammatory mediator in other words, it interfered neutrophils migration into lung

tissue, thereby reduced injury of alveolar-capillary barrier from toxic substances of activated neutrophils. Consequently,

the study has determined that the acute lung injury induced by endotoxin has been decreased by the pre-treated germa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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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

ARDS)은 다양한 원인으로 초래되는 급성 염증성 폐질환으

로써 1967년 Ashbaugh 등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이

로부터 ARDS에 관한 연구가 수 십년간 계속되고, 호흡부

전을 치료하는 치료법이 많이 개선되어 처음 보고한 당시

의 사망률(40~90%)보다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현재

까지도 ARDS로 인한 사망률은 약 40~60%로 높게 나타

나고 있다(Milberg et al., 1995; Zilberberg & Epstein, 1998).

ARDS는 폐렴, 위 내용물의 흡입, 폐 좌상, 지방 색전, 연기

나 독가스의 흡입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과 패혈증, 쇼크성

장애, 심한 외상, 약물 과다, 급성 췌장염 등의 간접적 원인

들에 의해 발생된다(Pepe et al., 1982; Fowler et al., 1983;

Sloane et al., 1992; Doyle et al., 1995; Hudson et al., 1995).

이 원인들 중 패혈증후군이 있는 환자에서 ARDS가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며(Pepe et al., 1982; Fowler et al.,

1983) ARDS 환자의 후기 사망이 부분 패혈증후군에서

기인한다(Montgomery et al., 1985)는 보고에 따라 실험동물

에 내독소(endotoxin)인 Lipopolysaccharide를 주입하면 사

람에서의 패혈증과 유사한 징후를 보이므로 내독소가 투여

된 실험동물은 ARDS 모델로 이용되어지고 있다(Vadas et

al., 1993). 

ARDS는 위 기술한 직∙간접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

만 어떤 원인이든 모세혈관 내피세포와 폐포 상피세포(Al-

veolar Type I Cell, Alveolar Type II Cell)로 구성된 폐포-모

세혈관 장벽(alveolar-capillary barrier)의 파괴로부터 기인한

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손상으로 인해 폐포-모세혈관 장벽

의 투과성이 증가되어 단백성분이 풍부한 삼출액이 폐포

내로 다량 유입되어 폐부종이 발생하게 되고(Ware and Mat-

thay, 2000), 전체 폐포 표면의 약 10%를 차지하는 제II형

폐포세포의 손상으로 폐포 표면의 계면활성제(surfactant)

생성에 장애를 일으켜 호흡부전의 결과가 초래된다(pittet et

al., 1997). 이러한 ARDS의 경과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생화학적 지표나 세포 소견을 밝혀내기 위한 수단으로 기

관지폐포세척술(bronchoalveolar lavage : BAL)이 이용되는

데, ARDS에서 기관지폐포세척액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 BALF)내에는 생화학적 지표인 사이토카인, 반응성 산

소기, 류코트리엔, 활성화 보체 등 염증 매개 물질들이 증가

하고, 정상 폐에서 5% 미만을 차지하는 호중구가 전체 세포

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한다(Baughman et al., 1996).

특히 자극을 받아 활성화된 호중구는 세포외로 elastase,

collagenase, myeloperoxidase (MPO)와 같은 단백질 분해효

소 (proteases), 아라키돈산 사물 (arachidonate), 활성산소

기(reactive oxygen free radical) 등의 독성 물질을 분비할 수

있으며 정상 폐조직이 독성 물질에 노출될 때 폐포-모세혈

관 장벽(alveolar-capillary barrier)의 파괴를 포함하는 급성

폐손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Tate & Repine, 1983). 최근 보

고에서도 Sibille와 Reynols (1990), Abraham (2003)은 내독

소로 유도된 ARDS에서 폐손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인

자가 바로 호중구라고 하 다. 그리고 실험동물에 게르마늄

을 투여함으로써 호중구의 세포사를 촉진시키고, 폐포강 큰

포식세포의 호중구 탐식능력을 증가시키면 내독소로 유도

된 급성 폐손상이 감소한다는 보고(Cho, 2005)는 큰포식세

포의 기능적 변화를 이용하여 폐손상의 가장 중요한 인자

가 호중구임을 설명하고 있다. 

Cho (2005)의 보고에서 호중구의 세포사를 유도한 물질

로 사용된 유기 게르마늄 화합물 Ge-132는 수용성 물질로

체내에서 쉽게 흡수되며 생리활성 작용이 매우 강력한 물

질로 알려져 있다(Asai, 1976a, b). 여러 보고에 따르면 게르

마늄은 관절염과 간염 등에 한 항염증작용(Sasaki et al.,

1984; Dimartino et al., 1986), 큰포식세포와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면역증강작용(Aso et al., 1985; Suzuki

et al., 1986; Sung, 1997), 그리고 세포막의 지질과산화를 방

지하여 세포막의 산화적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산화 작

용(Hiroshi et al., 1991; Yang, 2001)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독소로 유도된 급성 폐손상에서

게르마늄을 투여하면 호중구의 세포사가 증가된다는 보고

(Cho, 2005)를 바탕으로, ARDS가 발병하기 전에 투여한 게

르마늄에 의해 폐포-모세혈관 장벽의 손상이 억제되어 폐

손상이 경감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

다. 게르마늄에 의한 폐포-모세혈관 장벽 손상의 감소여

부를 lung weight/body weight ratio, 기관지폐세척액 내 단백

질 함량 측정, 기관지폐세척액 내 호중구 수 산정, 폐조직

내 Myeloperoxidase (MPO) 활성도 측정, 그리고 폐조직의

형태적 관찰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 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및 시약

실험동물은 Sprague-Dawley종 수컷 흰쥐를 한실험동

물(Korea)로부터 구입한 후 1주간 적응 사육시킨 후 250~

270 g의 외견상 건강한 동물들을 실험에 사용하 다. 

게르마늄(Bis-carboxyethyl-germanium Sesquioxide anhyd.

GeCH2CH2(COOH)2O3, 99.8% up)은 weinstein chemicals,

Inc. (USA), Enfluran (아리레인®)은 일성신약주식회사, 그리

고 Xylazine은 Haver사(New York, NY, USA)에서 구입하

고, 그 외 내독소를 비롯한 모든 시약은 Sigma-Aldrich,

Inc.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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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독소 및 게르마늄의 투여

실험군은 생리식염수를 기도로 투여한 조군, 동량의 내

독소 투여군, 그리고 게르마늄을 전처리 한 내독소 투여군

으로 나누었다. 

급성 폐손상을 유발하기 위해 실험동물을 Enfluran으로

흡입마취 시킨 후 내독소(Lipopolysaccharide; Escherichia

coli, 0127 : B8) 100 μg을 0.5 mL의 생리식염수에 녹여 기도

내로 분무하고 5시간 경과한 뒤 호흡곤란 증세로 급성 폐

손상이 일어났음을 확인하 다. 게르마늄 (26 mg/100 g)은

증류수에 녹여 복강으로 투여한 후 1시간 동안 방치하여

혈중 농도를 높인 다음 내독소를 기도내로 분무하 다.

3. 게르마늄 투여량의 독성여부 확인

실험동물에 투여하는 게르마늄의 양적 독성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실시하 다. 게르마늄(26 mg/100 g)을 증류수

에 녹여 복강으로 투여한 후 6시간 그리고 7일 동안 방치

한 후 ketamine hydrochloride (60 mg/kg) 및 xylazine (6 mg/

kg)을 경정맥으로 주사하여 실험동물을 마취시켜 복 동맥

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다음 30분간 실온에 방치시킨 후

3,000 rpm으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 다. 분

리된 혈청으로 자동생화학 분석기(Hitachi-747, Japan)를 사

용하여 간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GOT (glutamic oxalaceic

transaminase), GP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를, 신장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BUN (Blood urea nitrogen), 크레아티

닌(creatinine) 수치를 측정하 다.

4. 폐 무게 측정

폐 부종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 다. 내독소

투여 5시간 후 ketamine hydrochloride (60 mg/kg) 및 xyla-

zine (10 mg/kg)으로 실험동물을 마취하고 좌측 폐를 적출한

다음 무게를 측정하 다. 폐의 무게는 lung weight×103/

body weight ratio로 나타내었다.

5. 기관지폐세척액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 BALF)

내의 단백질 함량 측정

혈관내피세포의 손상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 다.

내독소 투여 5시간 후 ketamine hydrochloride (60 mg/kg) 및

xylazine (6 mg/kg)을 경정맥으로 주사하여 실험동물을 마취

시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8.0 mL의 생리식염수로 기관

지폐세척(Bronchoalveolar lavage)을 시행하 다. 이 때 얻어

진 6.0 mL의 기관지폐세척액(Bronchoalveolar lavage Fluid :

BALF)을 1,500 rpm으로 상온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

층액을 취한 후 단백량 측정 kit (Sigma Diagnostica)를 이용

하여 brilliant blue G.로 착색시켜 spectrophotometer (Phar-

macia LKB∙Ultrospec III)로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측정된 흡광도 값은 이미 만들어진 표준 값에 준하여

농도 값(mg/two lung)을 계산하 다.

6. 기관지폐세척액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 BALF)

내의 호중구 산정

호중구가 폐조직 내로 이동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 다. 내독소 투여 5시간 후 ketamine hydrochloride

(60 mg/kg) 및 xylazine (10 mg/kg)으로 실험동물을 마취하고

8.0 mL의 생리식염수로 기관지폐세척을 시행한 후 얻은 6.0

mL의 기관지폐세척액을 상온에서 1,5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침전층을 생리식염수 1

mL로 재부유시킨 다음 Tuerk 용액으로 염색한 뒤 hemo-

cytometer를 이용해 백혈구를 산정하 다. 남은 백혈구 용

액 중 200 μL를 취하여 도말 표본 제작, Wright 염색한 후

전체 백혈구 중 호중구를 산정하여 백분율로 환산하고 기

관지폐세척액 내 호중구의 수(millions/two lungs)를 계산하

다. 

7. 폐조직 내 Myeloperoxidase (MPO) 활성도 측정

폐조직 내 호중구를 비롯한 면역세포의 침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 다. 내독소 투여 5시간 후 ketamine hydro-

chloride (60 mg/kg) 및 xylazine (10 mg/kg)으로 실험동물을

마취하고 좌측 폐를 적출하여 4 mL patassium phosphate buf-

fer (20 mM, pH 7.4)에 담궈 polytron homogenizer (swizland)

로 균등마쇄하고 18,000×g (Beckman, USA)로 4�C에서 30

분간 원심분리하 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침전층에 0.5%

hexadecyl tetramethyl ammonium bromide (HTAB)가 함유된

patassium phosphate buffer (50 mM, pH 6.0) 용액을 4.0 mL

씩 첨가한 후 4�C에서 90초간 Vibracell (Sonics & Materials

Inc. USA)로 초음파 처리한 뒤 균질액을 60�C에서 120분간

반응시키고 1.0 mL을 취하여 실온에서 12,000 rpm으로 2분

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 0.1 mL을 0.168 g의 o-dianisidine

이 함유된 2.9 mL과산화수소용액(500 μM)과 반응시켜 spec-

trophotometer (Pharmacia LKB∙Ultrospec III)로 460 nm에

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 다. 이 때 구한 dA/dt의 수치

에 13.5를 곱한 값을 폐의 무게로 나누어 MPO의 활성도

(U/g of wet lung)를 계산하 다.

8.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조직학적 관찰

1) 파라핀 블록 및 슬라이드 제작

내독소 투여 5시간 후 ketamine hydrochloride (60 mg/kg)

및 xylazine (10 mg/kg)으로 실험동물을 마취하고 개흉술을



시행하여 폐를 적출하 다. 적출된 폐는 10% PBF (Phosphate

Buffered (Neutral) Formalin) 또는 Bouin 용액에 넣어 조직

내 공기를 제거, 고정한 후 흐르는 물에 수세하고, 알코올의

농도를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탈수시키고 xylene으로 여분

의 알코올을 제거한 후 포매하 다. 제작된 블록을 박절기

(Microtome, Model 45, Lipshaw)를 이용해 박절하여 슬라이

드를 제작하 다. 

2) Hematoxylin-Eosin 염색

폐조직의 일반적인 형태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실시하

다. 4~5 μm 두께로 박절한 절편을 Hematoxylin-Eosin으

로 염색, 봉합하여 광학현미경(BH-2, Olympus)으로 관찰하

다. 

3) PAM 염색 (periodic acid methenamine stain) 

폐조직 내 기저막의 변화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실시하

다. 2 μm 두께로 박절한 절편을 PAM 염색(0.5% periodic

acid로 산화, methenamine silver 용액으로 반응, 0.2% Gold

chloride로 조색, 2% sodium thiosulfate로 정착)을 하고 He-

matoxylin-Eosin으로 후염색, 봉합하여 광학현미경 (BH-2,

Olympus)으로 관찰하 다.

9.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폐조직의 미세구조변화의 관찰

폐조직의 형태학적인 변화를 미세구조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실시하 다. 내독소 투여 5시간 후 ketamine hydro-

chloride (60 mg/kg) 및 xylazine (10 mg/kg)으로 실험동물을

마취하고 개흉술을 시행하여 폐를 적출하 다. 적출 후 공

기가 제거된 폐는 세절하여 2.5% glutaraldehyde (0.1 M phos-

phate buffer, pH 7.4, 4�C)에서 2~4시간 전고정시키고, 4�C

의 0.1 M phosphate buffer (pH 7.4)로 세척 후 1% osmium

tetroxide에 90분간 후고정시킨 다음 4�C의 0.1 M phosphate

buffer (pH 7.4)로 세척하 다. 그 후 알코올 농도를 증가시

켜 탈수하고, propylene oxide로 치환하여 epoxy resin을 침

투시키고 포매하여 37�C에서 12시간, 60�C에서 48시간 동

안 열중합시켜 블록을 제작하 다. 블록은 초박절편기(Ultra-

microtome, Reichert Supernova)를 이용해 1 μm로 semisec-

tion한 다음 1% toluidine blue로 염색하여 광학현미경 하에

서 관찰부위를 선정한 후 60~80 nm로 초박절하 다. 그 후

uranyl acetate와 lead citrate로 이중염색하고 투과전자현미

경(H-600, Hitachi)으로 관찰하 다.

10.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PSS WIN 통계 프로그램(Version 14.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95% 신뢰구간의 유의수준

을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test)을 통해 검정하 다.

결 과

1. 게르마늄 투여량의 독성 확인

실험동물에 투여하는 게르마늄의 양적 독성여부를 확인

한 결과를 Table 1에 표시하 다. 간 기능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GOT (glutamic oxalaceic transaminase), GP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를, 신장 기능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BUN (Blood urea nitrogen), 크레아티닌 (creatinine) 수치를

측정한 결과 GOT 항목에서 게르마늄 6시간 처리군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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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xicity test of Germanium

6 hours 7 days

Items Reference CON ++Ge CON ++Ge
(N==3) (N==3) (N==3) (N==3)

GOT 7~84 (IU/L) 91±15.48 63±14.6 87±10.73 85±9.27
GPT 4~125 (IU/L) 38±2.0 20±3.2 43±4.2 21±1.8
BUN 6.8~29.6 (mg/dl) 13±3.6 14±3.9 9±1.7 18±4.1
Cre 0.4~1.5 (mg/dl) 0.9±0.11 0.7±0.03 0.8±0.12 0.6±0.04

Each values are given as mean±S.E.. The number of experiments is in the pa-
rentheses. ++Ge : Germanium-treated group; GOT : Glutamic Oxalaceic Transam-
inase; GPT :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BUN : Blood Urea Nitrogen; Cre
: Creati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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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lung weight/body weight ratio. Comparing with
control rats, LPS-treated rats had significantly increased lung weight/
body weight (p⁄0.001). In contrast, pretreatment group of germanium
had significantly decreased (p⁄0.001) lung weight/body weight com-
pared with that of LPS-treated rats. Each values are given as mean±
S.E.. The number of experiments is in the parentheses. ***p⁄0.001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 ###p⁄0.001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PS; CON : Saline-treated Control group; LPS : Lipopolysac-
charide-treated group; Ge++LPS : Germanium was treated prior to Lipo-
polysaccha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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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군이 정상수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부분

의 항목에서 조군과 실험군이 정상수치를 나타내었다. 

2. 폐 무게 측정

폐 부종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폐의 무게(lung weight

×103/body weight ratio)를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내

독소 투여군(3.19±0.085)은 조군(2.01±0.166)에 비해

폐의 무게가 유의하게 증가하 고(p⁄0.001), 게르마늄 전

처리군(2.44±0.113)은 내독소 투여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

소하 다(p⁄0.001).

3. 기관지폐세척액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 BALF)

내의 단백질 함량 측정

기관지폐세척액 내 단백질 함량(mg/two lungs)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내독소 투여군(3.64±0.433)은 조

군(1.78±0.669)에 비해 기관지폐세척액 내 단백질 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 고(p⁄0.05), 게르마늄 전처리군(2.17±

0.258)은 내독소 투여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다(p⁄

0.05).

4. 기관지폐세척액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 BALF)

내의 호중구의 산정

기관지폐세척액 내 호중구의 수(millions/two lungs)를 측

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내독소 투여군(3.81±0.190)은

조군(0.73±0.064)에 비해 기관지폐세척액 내 호중구의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고(p⁄0.001), 게르마늄 전처리군

(1.11±0.502)은 내독소 투여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01).

5. 폐조직 내 Myeloperoxidase (MPO) 활성도 측정

폐조직 내 MPO의 활성도(U/g of wet lung)를 측정한 결

과는 Fig. 4와 같다. 내독소 투여군(23.89±0.830)은 조군

(3.04±0.683)에 비해 폐조직 내 MPO의 활성도가 유의하

게 증가하 고(p⁄0.001), 게르마늄 전처리군(26.68±0.776)

도 내독소 투여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5).

6.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조직학적 관찰

1) Hematoxylin-Eosin 염색

조군의 폐조직은 폐포 중격(alveolar septa), 폐포강(al-

veolar lumen) 그리고 모세혈관 등 모두 정상적인 구조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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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total protein levels in BALF. Comparing with
control rats, LPS-treated rats had increased (p⁄0.05) lung leak denot-
ed by the protein content (mg/two lungs) in BALF. In contrast, pretreat-
ment group of germanium had decreased (p⁄0.05) the lung leak de-
noted by the decreased content of BAL protein in LPS-treated rats.
Each values are given as mean±S.E.. The number of experiments is
in the parentheses. **p⁄0.05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 ##p
⁄0.05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PS; CON : Saline-treated Control
group; LPS : Lipopolysaccharide-treated group; Ge++LPS : germanium
was treated prior to Lipopolysaccharide.

Fig. 3. The number of neutrophils in the BALF. Comparing with con-
trol rats, LPS-treated rats showed significantly increased (p⁄0.001)
migration of neutrophils into alveolar lumen. In contrast, pretreatment
group of germanium had significantly decreased (p⁄0.001) number
of neutrophils compared with that of LPS-treated rats. Each values
are given as mean±S.E.. The number of experiments is in the paren-
theses. ***p⁄0.001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 ###p⁄0.001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PS;  CON : Saline-treated Control group;
LPS : Lipopolysaccharide-treated group; Ge++LPS : Germanium was
treated prior to Lipopolysaccharide.



지고 있었고, 폐포강으로 삼출된 물질도 관찰되지 않았다

(Fig. 5). 내독소 투여군에서는 부분의 폐포강이 소실되어

정상적인 조직 형태를 관찰할 수 없었고, 혈관 주위의 부종

(perivascular edema), 폐포강 내 출혈(intrapulmonary hem-

orrhage)이 관찰되었다(Fig. 6). 게르마늄 전처리군은 폐포강

의 크기도 조군과 유사하게 관찰되고, 혈관 주위의 부종

과 폐포강 내 출혈이 내독소 투여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형태를 보 다(Fig. 7). 

2) PAM 염색 (periodic acid methenamine stain) 

조군의 정상적인 폐조직 내 기저막은 폐포 중격 또는

모세혈관 가장자리 주변에서 아주 뚜렷한 양성 반응을 보

다(Fig. 8). 내독소 투여군의 폐포강이 소실된 폐조직 내

에서는 양성반응을 거의 볼 수 없었으며, 국소적인 부분에

서만 양성반응을 보 다(Fig. 9). 게르마늄 전처리군은 조

군과 유사하게 폐포 중격 또는 모세혈관 가장자리 주변에

서 양성 반응을 보 다(Fig. 10).

7.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폐조직의 미세구조변화의 관찰

조군의 폐조직은 내피세포, 제I형 폐포세포, 기저판으로

구성된 폐포-모세혈관 장벽이 정상적으로 보존되어 있었고

(Fig. 11a), 제II형 폐포세포 내 lamellar body와 제II형 폐포

세포 가장자리의 미세융모도 정상적으로 관찰되었다. 폐포

강은 뚜렷하고 깨끗하게 보 다(Fig. 11b). 

내독소 투여군에서 내피세포, 제I형 폐포세포, 기저판으로

구성된 폐포-모세혈관 장벽은 부종에 의해 손상을 받은 모

습으로 관찰되었고, 손상 부위의 기저판 구조는 뚜렷하지

않았으며, 폐포 세포 내 큰 공포도 관찰되었다(Fig. 12a). 부

종현상이 관찰되는 제I형 폐포세포 내에는 세포막의 수포현

상(blebbing)이 나타났다(Fig. 12b). 혈관 내에서는 인접 세

포막에 부착된 호중구 집단과 유주되고 있는 호중구가 관

찰되었다(Fig. 12c). 제II형 폐포세포는 큰 공포를 형성함과

동시에 괴사현상이 관찰되었다(Fig. 12d).

게르마늄 전처리군은 내피세포, 제I형 폐포세포, 기저판으

로 구성된 폐포-모세혈관 장벽의 구조가 비교적 잘 보존된

상태로 관찰되었고, 제I형 폐포세포와 세포간질의 부종현상

은 내독소 투여군에 비해 그 정도가 두드러지게 감소하

다(Fig. 13a). 제II형 폐포세포의 Lamellar body와 미세융모

그리고 기저판의 구조도 비교적 정상적으로 관찰되었다

(Fig. 13b). 

고 찰

주로 패혈증후군에 동반되는 (Montgomery et al., 1985)

ARDS는 폐포-모세혈관 장벽의 파괴로부터 기인하여 이 손

상으로 인해 폐포-모세혈관 장벽의 투과성이 증가되고 단백

성분이 풍부한 삼출액이 폐포 내로 다량 유입되어 폐부종

이 발생하게 되며(Ware & Matthay, 2000), 폐포 상피세포

중 하나인 제II형 폐포세포의 손상으로 폐포 표면의 계면활

성제 생성에 장애를 일으켜 호흡부전의 결과가 초래되는

질환이다(pittet et al., 1997). ARDS가 유도된 실험동물에게

서 얻어진 기관지폐포세척액 내에는 사이토카인, 반응성 산

소기, 류코트리엔, 활성화 보체 등 염증 매개 물질들과 급성

염증세포인 호중구가 전체 세포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며(Baughman et al., 1996), 현미경적 소견 상에서는

호중구 유주인자에 의해 폐조직 내로 이동한 호중구의 침

윤 또한 관찰되는데(Smith et al., 1991; pittet et al., 1997), 활

성화된 호중구에서 분비된 여러 종류의 단백질 분해효소와

아라키돈산 사물, 활성산소기 등에 의해 폐포-모세혈관

장벽의 손상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폐부종을 비롯한 호흡

부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Tate & Repine, 1983).

본 실험에서는 항염증물질(Sasaki et al., 1984; Dimartino

et al., 1986)로도 알려진 게르마늄을 ARDS 발병 전에 투여

함으로써 폐포강 내로의 호중구 유주를 억제하여 폐포-모세

혈관 장벽의 손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알아보았다.

실험에 앞서 생체에 독성이 미치지 않는 유기 게르마늄

의 적정 투여량을 알아보기 위해 사람의 일반적인 게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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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myeloperoxidase (MPO) activity in the lung tissue.
Comparing with control rats, LPS-treated rats had significantly incre-
ased (p⁄0.001) MPO activity. In the same manner, pretreatment group
of germanium had increased (p⁄0.05) MPO activity compared with
that of LPS-treated rats. Each values are given as mean±S.E.. The
number of experiments is in the parentheses. ***p⁄0.001 : signifi-
cantly different from CON; ##p⁄0.05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PS; CON : Saline-treated Control group; LPS : Lipopolysaccharide-
treated group; Ge++LPS : Germanium was treated prior to Lipopoly-
saccha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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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 섭취량을 실험동물의 체중비로 환산하여 투여한 후 게

르마늄의 양적 독성을 확인하 다. 간 기능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GOT (glutamic oxalaceic transaminase), GP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를, 신장 기능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BUN (Blood urea nitrogen), 크레아티닌 (creatinine) 수치를

측정한 결과 GOT 항목에서 게르마늄 6시간 처리군을 제외

한 모든 군이 정상수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부분

의 항목에서 조군과 실험군이 정상수치를 나타내어 실험

동물에 투여한 게르마늄은 양적으로 전혀 독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Fig. 5. Light microscopic findings
of the lung in control rats stained with
hematoxylin-eosin. In control rat’s
lung, the normal pulmonary architec-
tures such as alveolar septa, alveolar
lumen and capillarys were well pre-
served (scale bar==250 μm).

Fig. 6. Histopathologic changes of
the lung in LPS-treated rats stained
with hematoxylin-eosin. In LPS-treat-
ed rat’s lung, the pulmonary architec-
tures such as alveolar septa and alveo-
lar lumen were not preserved. Peri-
vascular edema (*) and intrapulmo-
nary hemorrhage (arrow head) were
observed (scale bar==250 μm).

Fig. 7. Histopathologic changes of
the lung in germanium-pretreated rats
stained with hematoxylin-eosin. In
germanium-pretreated rat’s lung, al-
veolar septa and alveolar lumen were
relatively well preserved (circle). Intra-
pulmonary hemorrhage (arrow head)
was less prominent compared with
the lungs of LPS-treated rat. Edema
of alveolar epithelia were observed
locally (scale bar==250 μm).



본 실험 결과 내독소의 주입으로 유도된 급성 폐손상에

서 폐부종과 기관지폐세척액 내 단백질 함량, 호중구의 침

윤은 게르마늄을 전처리함으로써 유의하게 감소하 다. 이

것은 내독소로 유도된 호중구의 폐포강 내 유주현상이 게

르마늄의 작용으로 억제되어 폐포-모세혈관 장벽의 손상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폐조직 내 Myeloperoxidase

(MPO) 활성도는 오히려 내독소 투여군보다 게르마늄 전처

리군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폐조직 내 MPO 활

성도가 폐포강 내로 이주한 호중구뿐만 아니라 혈관 내에

존재하는 호중구도 포함되어 측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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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istologic findings of base-
ment membrane in the lung tissue of
control rats stained with periodic acid
methenamine (PAM). In control rat’s
lung, the pulmonary architectures such
as alveolar septa and alveolar lumen
were well preserved. Thin black lines
of basement membranes (arrow) were
well shown clearly (scale bar==50 μm).

Fig. 9. Histopathologic changes of
basement membrane in the lung tis-
sue of LPS-treated rats stained with
periodic acid methenamine (PAM). In
LPS-treated rat’s lung, the pulmonary
architectures such as alveolar septa
and alveolar lumen were not preserv-
ed. Thin black lines of basement mem-
branes were not shown (scale bar==
50 μm).

Fig. 10. Histopathologic changes of
basement membrane in the lung tis-
sue of germanium-pretreated rats sta-
ined with periodic acid methenamine
(PAM). In germanium-pretreated rat’s
lung, alveolar septa and alveolar lu-
men were relatively well preserved.
Thin black lines of basement mem-
branes (arrow) were well shown par-
tially (scale bar==5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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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된다. Goldblum et al. (1985), Martin et al. (1989)은 혈관

내에 존재하는 호중구는 일시적으로 폐에 축적되어 폐손상

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 으므로 게르마늄 전처리군에

서 MPO의 활성도 증가는 폐손상과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미세구조의 변화

관찰은 게르마늄의 전처리에 의해 폐포-모세혈관 장벽의 손

상이 감소함으로써 폐손상이 완화됨을 형태적으로 보여주

었다. 내독소 투여군에서는 부분의 폐포강이 소실, 혈관주

위의 부종, 폐포강 내 출혈, 기저막 소실 등으로 심각한 무

기폐 현상이 초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I형 폐포세

포의 수포현상(blebbing)과 폐포 중격의 파괴 및 부종, 폐

포-모세혈관 장벽의 부종, 그리고 제II형 폐포세포의 괴사현

상으로 폐포-모세혈관 장벽의 파괴와 계면활성제의 생성장

애에 의해 호흡부전이 일어났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

에 반해 게르마늄 전처리군에서는 내피세포, 제I형 폐포세

포, 기저판으로 구성된 폐포-모세혈관 장벽의 구조가 비교

적 잘 보존되어 내독소 투여군에 비해 부종현상의 정도가

두드러지게 감소하 으며, 제II형 폐포세포의 Lamellar body

와 미세융모 그리고 기저판의 구조도 비교적 정상적으로

보존되어 게르마늄의 효과로 폐손상이 감소하 다고 판단

되었다.

그러므로 게르마늄은 항염증물질로 작용하여 호중구의

폐조직 내로의 유주현상을 방해하여 활성화된 호중구의 독

성물질로 인한 폐포-모세혈관의 손상을 감소시켜 내독소로

유도된 폐손상은 게르마늄의 전처리에 의해 억제되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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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염

증성 폐질환으로써 폐포-모세혈관 장벽의 파괴로부터 기인하며

파괴 기전에 호중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한 게르

마늄의 항염증 효과 즉, 호중구의 폐조직 내 유주 억제로 인한

폐포-모세혈관의 손상의 감소로 폐손상이 경감되는지를 확인하

고자 하 다. 실험군은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조군(CON), 내독

소 5시간 투여군(LPS), 그리고 게르마늄 1시간 전처리 후 내독

소 5시간 투여군(Ge++LPS)으로 나누었으며, 내독소는 100 μg을

0.5 mL 생리식염수에 녹여 기도내로 분무하고, 게르마늄은 체중

100 g당 26 mg을 복강으로 투여하 다. 내독소의 주입으로 급성

폐손상을 유도시킨 내독소 투여군에서는 조군과 비교하여 폐

부종(p⁄0.001), 기관지폐세척액 내 단백질 함량(p⁄0.05), 호중

구의 침윤(p⁄0.001)이 현저히 증가하 으나 게르마늄을 전처리

한 군은 내독소 투여군과 비교하여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게 감

소하 다. 현미경을 통한 관찰 결과에서도 게르마늄 전처리군은

내독소 투여군에 비해 내피세포, 제I형 폐포세포, 기저판으로 구

성된 폐포-혈관장벽의 구조가 비교적 잘 보존되었고, 제II형 폐

포세포의 Lamellar body와 미세융모 그리고 기저판의 구조도 비

교적 정상적으로 보존된 상태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게르마늄은

항염증물질로 작용, 즉 호중구의 폐조직 내로의 유주현상을 방해

하여 활성화된 호중구의 독성물질로 인한 폐포-모세혈관의 손상

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내독소로 유도된 폐손상

은 게르마늄의 전처리에 의해 억제되었다고 판단된다. 

36 Korean J. Microscopy Vol. 39, No. 1, 2009

FIGURE LEGENDS

Fig. 11. Representative electron microscopic images from the lung in control rats stained with Uranyl acetate and lead citrate. The alveolar-capil-
lary barrier consisted of endothelial cell (En), alveolar type I cell (Ep) and basal lamina (BL) was well preserved. Alveolar lumen (AL) was shown
clearly (11a, scale bar==3.3 μm). Lamellar bodies (LB) of alveolar type II cell were well preserved and microvillies (arrow head) were shown clear-
ly. Basal lamina (BL) was intact (11b, scale bar==1.6 μm). 
Fig. 12. Representative electron microscopic images from the lung in LPS-treated rats stained with Uranyl acetate and lead citrate. The alveolar-
capillary barrier consisted of endothelial cell (En), alveolar type I cell (Ep) and basal lamina (BL) was injured with edema (*). And basal lamina
structure were not clearly (12a, scale bar==1.6 μm). Alveolar type I cells were injured with edema, which showed blebbing of membrane (#). and
edema (*) were observed between basal lamina and endothelial cell, and basal lamina structure were not clearly at a region of edema (*) (12b,
scale bar==0.67 μm). Vascular neutrophils (Np) adhered to adjacent cell membranes in vascular lumen (12c, scale bar==5 μm). Necrosis of alveo-
lar type II cells (AM) and giant vacuoles (*) in the cytoplasm of the alveolar type II cell were noted. Alveolar lumen (AL) was not clear (12d, scale
bar==2 μm).
Fig. 13. Representative electron microscopic images from the lung in germanium-pretreated rats stained with Uranyl acetate and lead citrate. The
alveolar-capillary barrier consisted of endothelial cell, alveolar type I cell and basal lamina was relatively preserved. Interstitial edema were
observed but it was less prominent compared with LPS-treated rat’s lung (13a, scale bar==14.3 μm). Lamellar bodies (LB) and microvillies (arrow
head) of alveolar type II cell (AM) were relatively preserved. Basal lamina (BL) was intact compared with LPS-treated rat’s lung (13b, scale bar
==2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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