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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ute lung injury (ALI) by lipopolysaccharide (LPS), the underlying cause of infiltration and migra-
tion of neutrophils into the alveoli is considered to be from increased production of platelet-activating
factor (PAF) in the pulmonary surfactant lining the alveolar lumen. In this study I partially confirmed
this concept. LPS increased lung leak and the infiltration of neutrophils in the lung of rats given LPS
intratracheally. The migration of neutrophils into the lung, which had caused oxidative stress, was al-
so morphologically identified. I verified that the metabolism of the pulmonary surfactant was affected
and that there was increased production of PAF in the pulmonary surfactant, both of which are con-
sidered to contribute to ALI by LPS in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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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Platelet-activating factor (PAF)는 phospholipase A2

(PLA2)의 작용에 의해 생성된 lysophosphatidylcholine이

lysoPAF-acetyltransferase의 작용에 의하여 remodelling의 과

정을 거쳐 생성되는 염증성 분자의 일종이다[21]. 내독소에 의

해 유도되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을 포함하는 급성 폐손상(acute lung injury,

ALI)에서 PAF는 호중구의 침윤, 산소기의 생성 및 PLA2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6]. ARDS 환자의 폐포세척액

및 조직에서는 PAF가 증가하고 폐장의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

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19]. 또한 급성 폐손상 시 PLA2의 활성

화가 염증반응을 유발할때 pulmonary surfacatant의 대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폐부종의 원인이 된다[12]. 급성 폐손상 시

에는 surfactant의 성분이 변하거나 모세혈관모세부터 빠져 나

온 단백질에 의해 그 기능이 소실되어 폐부종을 일으키기도

한다[14]. Surfactant의 주성분인 인지질은 PLA2의 기질로 작

용하므로 PLA2의 작용에 의하여 surfactant로부터 PAF의 생

성이 폐장의 부종, 호중구의 화학주성 및 폐포세포의 손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독소로

흰쥐에서 급성 폐손상을 유도하고 폐세척액 내의 surfactant를

분리하여, surfactant내의 PAF의 함량의 변화를 조사하여 sur-

factant내의 PAF함량의 변화가 급성 폐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체중 300 g 내외(주령 8주)의 Sprague-Dawley종

흰쥐, 수컷을 사용하였다(Sasco Korea). 실험동물은 실험 전

12 시간 전까지 물과 사료를 충분히(ad libitum)공급하였다. 내

독소(E.coli type: 0127;B8)및 기타 시약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

는 한 Sigma-Aldrich (St. Louise, MO, USA)제를 사용하였고

박층 크로마토그래피(Thin Layer Chromatography, TLC)를

위한 TLC plate는 Fisher사(USA)제를 사용하였다.

실험군 및 급성 폐손상의 유도

실험동물에서 급성 폐손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험군을 대

조군(Sham group)및 LPS투여군(LPS group)으로 구분하고

enflurane을 이용하여 마취시킨 뒤 목 부분을 정중절개 하여

기관지를 노출하였다. 그 후 18 G angiocatheter를 이용하여

기관지 내로 대조군 에서는 0.5 ml의 생리적 식염수를, LPS투

여군에서는 100 μg의 내독소를 0.5 ml의 식염수에 녹인 후

기도 내로 직접 분무(insufflation)하였다. 내독소 투여 5 시간

후에 실험동물들을 치사 시키고 시료를 채취하였다.

Surfactant에서의 PAF의 분리 및 PAF-phosphorus의

정량

실험동물을 enflurane 및 xylazine으로 마취 후 치사시킨

다음 개흉술을 시행하고 Masterflex perfusion pump (Cole

Parmer, USA)를 이용하여 폐장의 혈관을 관류하여 혈액을 제

거하였다. 그 후 기도에 삽관 하여 6.0 ml의 생리적 식염수를

주입하고 흡인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여 4.0 ml의 폐포세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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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choalveolar lavage fluid, BALF)를 얻었다.

이 BALF를 상온에서 2,000 rpm, 10 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얻었다. Surfactant에 함유된 PAF의 정량을 위해서

4.0 ml의 BALF에서 Bligh와 Dyer의 방법[1]을 이용하여 지질

을 추출하였다. 질소 하에서 완전히 건조된 지질을 1.0 ml의

chloroform-methanol용액(v/v, 1:2)에 녹인 후 박층 크로마토

그래피(Silicagel G TLC plate thin layer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지질을 분리하였다[24].

TLC의 용매로서 chloroform/methanol/acetic acid/water

(50/25/8/4, v/v)의 혼합액을 사용하였고, 상온에서 분리한

다음 요오드 증기(iodine vapor)로 분리된 것을 확인하였다.

PAF 표준시료와 시료를 동시에 분리하여 시료에서 PAF가 함

유된 silica gel을 긁어 내어 분리한 뒤 chloroform:methanol

(v/v, 1:2)용액으로 PAF를 추출한 뒤 Hess 및 Derr의 방법[5]

에 따라 인(phosphorus)의 양을 측정하였다.

Surfactant의 분리 및 정량

Surfactant를 분리하고, surfactant의 주성분인 인지질을 정

량 하기 위하여 1.0 ml의 BALF를 150 g, 4℃에서 10 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이때 얻은 상등액은 40,000 g, 4℃에서 15 분간

(Beckman, USA) 원심분리 하여 high density surfactant

(HDS) 및 low density surfactant (LDS)로 분리하였다[20]. 상

등액(LDS)및 침전층(HDS)은 다음과 같이 인지질을 분리, 측

정하였다. 즉, 침전층에 1.0 ml의 생리적 식염수를 가하여 재부

유 시키고, 상등액과 이 부유된 침전층을 각각, Bligh및 Dyer

의 방법[1]에 따라 인지질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surfactant 용

액 1.0 ml에 2.0 ml의 chloroform-methanol 혼합액(1:2, v/v)을

첨가한 뒤 혼합하고 다시 1.0 ml의 chloroform을 첨가하여 강

하게 교반(vortexing) 한 뒤 다시 1.0 ml의 생리적 식염수를

첨가하고 혼합하였다. 그 뒤 500 g에서 5 분간 원심분리 하여

chloroform층만 분리하고 질소가스 하에서 건조시켰다. 분리

된 지질에서 인을 정량 하기 위하여 60% perchloric acid및

10 N 황산용액을 가하고 250℃ 이상의 silicon bath에서 유기

물을 제거한 후 malachite green이 함유된 ammonium mo-

lybdate용액과 반응시켰다. 이때 발색의 정도를 파장 660 nm

에서 UV-VIS spectrophotometer (Shimazu, Japan)를 이용하

여 측정하여 인의 양을 알아낸 다음[5], Corbet 등의 방법[3]에

따라 인지질로 환산하였다.

폐장 내 호중구의 침윤검사(Lung myeloperoxidase 활

동도의 검사)

LPS투여 5 시간 후 LPS에 의한 폐장 내 호중구의 침윤을

검사하기 위하여 Goldblum 등의 방법[4]에 따라 폐장의

myeloperoxidase (MPO)의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70℃에 동

결된 조직을 20 mM의 인산완충용액에 녹인 후 분쇄하고

40,000 g, 4℃에서 30 분간 윈심분리(Beckman, USA)하였다.

그 후 상등액을 버리고 침전층을 0.5% (HTAB, hex-

adecylammoniumbromide)가 함유된 50 mM 인산완충용액

에 부유시킨 뒤 60 초간 Vibracell (USA)을 이용하여 0℃에

서 초음파처리(sonication)하였다. 그 뒤 60℃의 항온조 에서

120 분간 incubation하였다. 시료 1.0 ml를 13,000 rpm으로

원심 분리한 뒤 상등액 0.1 ml를 0.0168 g의 o-dianisidine이

함유된 5×10-4 M 과산화수소용액과 반응시키고 이때 시간에

따른 흡광도의 변화를 460 nm에서 측정하였다.

형태학적 검사

BAL-Cytospin후의 검경

BALF를 원심분리 하여 얻은 세포층을 0.1 ml의 생리적 식

염수에 재 부유 시킨 후 이중 100 μl의 부유액을 cytospin을

이용하여 도말표본을 만든 후 Wright염색을 시행하였다. 염색

한 표본은 광학현미경(Olympus,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고

촬영하였다.

CeCl3 histochemical electron microscopy를 이용한

산소기 생성의 검사[7]

내독소에 의해 유도된 폐장에서의 산소기 생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조직 내 과산화수소의 생성을 검사하였다. 폐장조직을

적출 즉시 2.0 mM cerium chloride, 10 mM 3-amino-1, 2, 3-tri-

azol-0.1 M Tris-maleate buffer (pH 7.5), 7% sucrose. 0.002%

Triton X-100으로 조제 된 기질에 담그고 37℃에서 30 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0.1 M Tris-maleate buffer (pH 7.4)와 0.1

M sodium cacodylate buffer (pH 7.4)로 차례로 수세한 후

1% osmium tetroxide (0.1 M cacodylate buffer, pH 7.4)로

고정 시켰다. 고정이 끝난 조직을 sodium cacodylate로 세척

하고 ethanol-propylene oxide로 농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탈수한 후 epoxy-resin에 포매하였다. 열중합 시킨 block은 ul-

tramicrotome (Recher Supernova)을 이용하여 60 nm의 초박

절편을 만들어 uranyl acetate만으로 염색하여 투과전자현미

경(9H-600, Hitachi)으로 검경하였다.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폐장의 미세구조, surfactant

층 및 호중구의 변형

폐장의 미세구조 및 폐포 내의 surfactant를 관찰하기 위하

여 폐장조직을 5% glutaraldehyde로 고정하고 밀폐된 용기

내에 공기를 주입하여 폐장조직 내의 공기를 제거 하였다. 전

고정이 끝난 조직은 1.0 M 인산완충용액으로 세척한 후 1%

osmium tetroxide로 후 고정하였다. 그 후 ethanol-propylene

계열로 순차적으로 농도를 증가시켜 탈수한 뒤 epoxy-resin에

포매하였다. 포매 된 조직은 37℃에서 12 시간, 60℃에서 24

시간 열 중합 시키고 60-70 nm의 초절박편을 만든 뒤 uranyl

acetate와 lead citrate로 염색한 뒤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

하였다. BALF내의 호중구는 BALF를 원심분리하여 얻은 세포

층을 2.5% glutaraldehyde로 전 고정하고, 그 후 1% os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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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oxide로 후 고정하였다. 탈수의 과정을 거친 후 원침관에

그대로 epoxy-resin을 부어 포매 하였다. 열중합 후 60 nm로

초절박편을 만들고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폐장의 병리학적 검사

내독소 주입 5 시간 후 실험동물을 enflurane 및 xylazine으

로 마취하여 치사 시킨 후 우측폐장을 절제하고, 무작위로 절

편을 채취하였다. 10%의 중성 포르말린 액에 잠근 후 주사기

로 조직이 담긴 밀폐된 용기에 공기를 주입하여 조직 내의

공기를 제거한 뒤 조직을 고정하였다. 그 뒤 세척, 탈수의 과정

을 거친 뒤 paraffin에 포매하고, 미세절단기(Rechert-Jung

2040)로 박편을 제작하고 hematoxylin-eosin용액으로 염색 후

검경하였다.

Evans Blue염색액을 이용한 단백누출지수(lung leak

index)의 측정

Evans Blue염색액을 이용하여 단백누출지수를 측정하였다

[10]. Evans Blue염색액(10 mg/0.5 ml/rat)을 외경정맥으로

투여하고 30 분 후에 실험동물을 치사 시킨 후 인산완충용액

으로 관류하여, 폐장혈관 내의 혈액을 제거 하였다. 좌우의

폐장을 적출하고 무게를 측정하였다. 그 후 5.0 ml의 foramide

용액에 담근 후 60℃에서 24 시간을 incubation한 후 foramide

용액을 분리하여 6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흡광도

를 이용하여 Evans Blue염색액 표준용액을 이용한 표준곡선

에서 foramide 용액에 추출된 Evans Blue염색액의 양을 계산

하였다.

기관지폐포세척액(bronchoalveolar lavage fliud, BALF)

을 이용한 단백정량 및 호중구의 산정

BALF를 상온에서 2,000 rpm, 10 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등액을 Brown 등의 방법[2]으로 BALF내 단백질함량을 측

정하였다.

세포 침전층은 0.1 ml의 생리적 식염수에 재 부유 하여 he-

mocytometer를 이용하여 백혈구를 산정하고 이중 100 μl를

이용하여 cytospin을 시행하여 도말표본을 만들었다. 그 뒤

Wright염색 후, 분획검경(differential count)을 통해 호중구의

백분율을 계산, BALF내의 총 호중구의 수를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성적은 Non-paired, two tailed, Student t-test로 검정

하였고 p<0.05를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결 과

LPS를 투여한 흰쥐의 surfactant내의 PAF-phosphorus의

함량(p mol/two lungs)은 1499.5±466.7로서 대조군의 291.1±

119.4 보다 높았다(p<0.001) (Table 1). 산소기에 의한 surfac-

Table 1. Comparison of PAF-phosphorus content in isolated

pulmonary surfactant

Sham (n=7) LPS (n=8)

PAF-phosphorus

(p mol/two lungs)
291.1±119.4 1499.5±466.7a

Values are given as mean±SD.

n indicates number of experiments.

a: p<0.001, Sham vs LPS

LPS: lipopolysaccharide, PAF: platelet-activating factor

tant의 손상을 나타내는 HDS및 LDS함량(mmol/two lungs)

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대조군에서의 HDS는 17.1±3.5였으

나 LPS를 투여한 군에서는 9.1±2.0으로서 LPS를 투여한 군에

서 낮았고(p<0.01), LDS는 대조군 에서는 0.8±0.3, LPS투여군

에서는 6.1±1.4로서 LPS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폐장내의 호중구의 침윤을 나타내는 MPO의 활성

도(U/g of wet lung)는 대조군에서 4.0±1.7이었고, LPS투여군

에서는 39.2±6.8로서 LPS 투여군 에서 현저히 높았다

(p<0.001). 폐포 내로의 호중구의 이동을 나타내는 BALF내의

호중구의 수(millions/two lungs)는 대조군에서 0.05±0.03,

LPS투여군에서는 4.01±1.26으로서 LPS투여군에서 현저히

(p<0.001) 높았다(Table 3).

BALF내의 백혈구의 구성은 대조군의 경우는 거의 단핵구

로 구성되어있으나(Fig. 1A), LPS를 투여한 경우에 있어서는

Table 2. Effect of LPS on surfactant content (mmol/two lungs)

on Sham and LPS-treated rats

Sham LPS

HDS 17.1±3.5 (n=8) 9.1±2.0
a

(n=7)

LDS 0.8±0.3 (n=9) 6.1±1.4b (n=8)

Values are given as mean±SD.

n indicates number of experiments.

a: p<0.01, Sham vs LPS, b; p<0.001, Sham vs LPS

LPS: lipopolysaccharide. HDS: high density surfactant, LDS:

low density surfactant

Table 3. Evaluation of PMN infiltration in the lung and migra-

tion of PMNs into the alveolar lumen

Sham LPS

BALF PMNs
(millions/two lungs)

0.05±0.03
(n=8)

4.01±1.26a

(n=8)

MPO activity
(U/g of wet lung)

4.0±1.7
(n=9)

39.2±6.8b

(n=9)

Values are given as mean±SD.

n indicates number of experiments.

a: p<0.01, Sham vs LPS, b; p<0.001, Sham vs LPS

BALF: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PMN: polymorphonuclear

neutrophil, LPS: lipopolysaccharide, MPO: myeloperoxid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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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ell population in BALF after cytospin. Alveolar macrophages are predominant cells in BALF of sham rats (A). By contrast,

in LPS given rat’s BALF, almost all of the cells are neutrophils (B). Wright stain, Original mag ×100.

Fig. 2. Ultrastructure of neutrophils in sham and LPS given rats. In sham rats, neutrophil is trapped in capillary and cytoplasmic

lysosomal granules are intact (A). By contrast, neutrophils in BALF of LPS given rat shows vacant lysosomes and multiple

pseudopods (B). Np: neutrophils, BM: basement membrane (arrow: A). En: endothelial cell, F: fibroblast. Original mag. ×6,000.

Fig. 3. CeCl3 cytochemical electron microscopy for detection of hydrogen peroxide in the lung. Cerrous perhydroxide is not detected

in the lung of sham rats (A). By contrast, dense deposits of cerrous perhydroxide are noted along the cell membrane of

alveolar type II cells in the lung of LPS given rats (B). Original mag ×4,000 (A), ×6,000 (B)

거의 호중구로 구성되어 있었다(Fig. 1B). 대조군 에서의 폐장

내 호중구는 세포질내의 입자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위족이

관찰되지 않았으나(Fig. 2A) LPS를 투여한 흰쥐 BALF 내의

호중구는 세포질내의 과립이 고갈되어 있고 수많은 위족이

관찰되었다(Fig. 2B). 또한 폐장조직에서의 과산화수소는 대조

군 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나(Fig. 3A) LPS를 투여한 폐장에

서는 제2형폐포세포의 막을 따라 관찰 되었다(Fig. 3B).

LPS를 투여 후의 폐장의 미세구조의 변화는 Fig. 4와 같다.

대조군의 경우는 제1형폐포세포가 잘 보존되어 있고, 기저막

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Fig. 4A) LPS를 투여한 경우에

는 혈관내피세포에서의 부종(endothelial bleb) 및 제2형폐포

세포에서의 층상체의 공포화 및 간질의 부종이 관찰되었다

(Fig. 4B).

제2형폐포세포의 막을 따라 분포하는 surfactant층은 불규

칙하게 분포하거나 폐포 강에 유주 하고 있고 제2형폐포의

세포질에는 층상체의 공포화가 현저하였다(Fig.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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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Ultrastructural changes after LPS instillation in the lung. Ultrastructures and basement membranes are well preserved in

endothelial and alveolar type II cells (A, original mag. ×5,000) in sham rat. By contrast, in the LPS-instilled lungs, vacant

lamellar bodies (arrow) and endothelial blebbing (arrow head) are shown in the lung (B. original mag. ×5,000). Disrupted

layer of surfactant (arrow), floating clumps of surfactant and vacant lamellar bodies (arrow head) are noted also (C, original

mag. ×20,000).

Fig. 5. Light microscopic findings of the LPS-induced acute lung injury. Normal alveoli and septa are noted in the lung of sham

rat (A). By contrast, atelectasis (arrow head) and perivascular cuffing pertaining inflammatory cells are noted in LPS given

rat’s lung (B). H&E stain. Original mag. ×200.

동시에 광학현미경을 통해 본 폐장조직은 LPS를 투여한 경

우, 무기폐, 혈관주위의 부종이 관찰되었다(Fig. 5A, B).

폐모세혈관 에서의 단백질의 유출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

한 Evans Blue염색액 누출(μg of EBD/g of wet lung)실험

에서 대조군은 7.0±3.4, LPS를 투여한 군에서는 10.7±2.5로

서 LPS투여군에서 유의하게(p<0.01) 증가하였다. BALF내의

단백함량(mg/two lungs)도 대조군은 2.2±0.6, LPS투여군은

5.4±0.7로서 LPS군에서 유의하게(p<0.01) 높은 값을 보였다

(Table 4).

고 찰

LPS에 의한 급성 폐손상 에서 PAF의 역할은 호중구의 침윤

에 따른 호중구성 산소기의 생성 및 유착분자의 활성화에 따

른 혈관내피세포의 손상이라고 알려져 있다[11]. 본 연구에서

는 LPS에 의해 surfactant내의 PAF의 함량이 증가함을 보여

주고 있다. Surfactant의 주성분은 알려진 바와 같이 인지질이

며 그 중에서도 dipalmitoylphosphatidylcholine (DPPC)이 주

성분이며 폐장의 LPS에 의한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phospho-

lipase A2 (PLA2)의 기질로 작용한다[6]. 급성 폐손상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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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LPS on alveolar flooding estimated by LLI

and BALF protein

Sham LPS

LLI
(μg EBD/g of wet lung)

7.0±3.4
(n=10)

10.7±2.5
a

(n=18)

Protein content
(mg/two lungs)

2.2±0.6
(n=6)

5.4±0.7b

(n=10)

Values are given as mean±SD.

n indicates number of experiments.

a: p<0.01, Sham vs LPS, b: p<0.001, Sham vs LPS

LPS: lipopolysaccharide, LLI: lung leak index, EBD: Evans Blue

Dye

BALF에서 PLA2의 활동도 및 PAF의 함량이 증가한 것은 알려

져 있지만[23] surfactant 자체 내에서 PAF함량이 증가한 것에

대한 보고는 없다. 급성 폐손상 시에 BALF내의 호중구가 증가

하거나, 폐장 내에 호중구가 짧은 시간 내에 침윤하는 현상은

본 연구에서도 관찰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surfactant내의 PAF

함량의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LPS는 surfactant대

사의 이상을 초래하여, 그 기능이 상실된 LDS를 증가시킨다

[9]. 동시에 형태학적으로는 층상체의 변형 및 공포화를 유도

하고, 미세구조상으로는 surfactant층의 형태를 변형시켜 그

기능이 중지된다[15]. LPS에 의한 급성 폐손상 시에는 초기에

BALF내의 surfactant의 함량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surfactant의 exocytosis가 아닌 제2형 폐포세포의 손상에 따른

층상체의 폐포 강으로의 이동이라고 알려져 있다[13]. 이러한

층상체가 대식세포에 의해 탐식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PLA2

의 기질로 작용하여 PAF의 생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phosphatidylcholine은 PLA2에 의해 lysophosphati-

dylcholine으로 전환된 뒤에 lysoPAF-acetyltransferase의 작

용에 의해 PAF로 변환되는 remodelling의 과정을 거칠 것으

로 생각된다[22]. Surfactant를 분리하여 PAF의 함량을 관찰한

본 실험의 결과는 BALF내의 PAF의 함량의 증가를 관찰한

다른 보고[23]와 결과가 일치하지만 surfactant 자체가 PLA2

의 기질이 되어 surfactant자체의 PAF의 함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특기할 사항이다. Surfactant내의 PAF함량의 증가는 호

중구에 대한 강한 화학주성을 유발하고 이에 따른 respiratory

burst에 의해 산소기의 생성이 현저히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

다. 즉 LPS를 가한 실험동물의 BALF내의 호중구는 세포질내

의 과립이 소진되어 공포화되어 있고 동시에 무수한 위족이

관찰됨으로 미루어 호중구의 respiratory burst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eCl3를 이용한 조직화학적 검사에서도 과산화

수소의 생성이 현저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surfac-

tant 내의 PAF의 작용과 관계가 있는 듯 하다. PAF는 호중구

막의 NADPH oxidase를 활성화 시켜 호중구 에서의 산소기

생성에 관여한다[17]. 본 연구의 실험동물에서 보이는 혈관에

서의 단백유출의 증가 및 광학적 미세구조적 폐손상의 원인은

surfactant내의 PAF함량의 증가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일찍

이 Holm은 surfactant가 PLA2의 기질로서 폐장의 손상에 관

여할 것으로 보았고[8], Moya 등[18]도 surfactant내의 PAF가

신생아호흡부전증후군(infan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IRDS)에서 폐장의 손상을 유발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급성

폐손상에서 BAL 세포 내의 PAF의 분해효소인 PAF-acetylhy-

drolase (PAF-AH)의 활성도가 감소해 있다[19]는 사실을 감안

한다면 surfactant내 PAF의 증가는 폐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폐포 내에 surfactant가 존재하는 한 급성 폐손상의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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