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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idant byproducts, such as superoxide anion (O2
−) and hydrogen peroxide are produced as a consequence of 

normal aerobic metabolism. Because they are highly reactive with other biologic molecules, such as protein, DNA, 

and lipids, they are called as reactive oxygen species (ROS). Fortunately, our body is equipped with numerous po-

tent endogenous antioxidants. Oxidative stress is caused by an imbalance between the production of ROS and the 

biologic scavenger system, antioxidants. Oxidative-induced damage has been considered to be one of the underlying 

mechanisms that contribute to multiple organ failure in sepsis. Both enzymatic and nonenzymatic antioxidants have 

been widely tested in human and animals with sepsis. However, the disappointing results of N-acetylcysteine (NAC), 

which is the most extensively tested antioxidant may reflect the inability to reestablish a redox balance in the set-

ting of sepsis in patients. Still, three antioxidants demonstrated clinical benefits and reached level A evidence; sele-

nium improves clinical outcome (infections, organ failure); glutamine reduces infectious complication in large-sized 

trials; and omega-3-fatty acids have significant anti-inflammatory effects. Other antioxidants are still on the clinical 

benchmark level, awaiting well-designed clinical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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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제(oxidants)와 항산화제(antioxidants)

  산화제 부산물들은 정상 인 호기성 사의 산물로 발생

하며, 과산화이온(O2
−)과 과산화수소(H2O2) 등이 표 인 

물질들이다. 이런 산화제들은 생체물질들과 쉽게 결합하는 

과반응성을 보이기 때문에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

cies, ROS)이라고 불린다. 활성산소종은 미토콘드리아 내에

서의 호흡작용이나 니코틴아미드 아데닌 디뉴클 오티드 

인산 산화효소(NADPH oxidase), 잔틴 산화효소(xanthine oxi-

dase), 그리고 시토크롬 P450 의존형 옥시제나아제(cytochrome 

P450 dependent oxygenase) 등과 같은 효소 작용의 결과로 

주로 발생된다.1-4) 일반 으로 정상 인 산소 사에서 체 

산소소모량의 약 1% 정도에 해당되는 활성산소종이 발생되

는 것으로 추산된다.5) 활성산소종은 지질, 단백질, 그리고 

디옥시리보핵산(DNA) 등의 생체물질에 손상을 입힐 수 있

으며 결국에는 세포의 손상을 유발한다. 한 직 인 손

상뿐만 아니라 활성산소종은 염증세포를 자극하여 세포내 

신호 달체계를 통해 엔에  카 비(nuclear factor kappa B, 

NF-κB)를 활성화하고 이로 인해 염증매개물질의 생산을 

진하는 간  매개체의 역할도 수행한다.6,7)
 하지만 정상

인 상태에서 활성산소종은 항산화제(antioxidants) 등에 의

해서 화되어 조직손상이 방된다. 인체 내에서 항산화제

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세포내에서는 효소성 항산화

제(enzymatic antioxidants)인 과산화디스뮤타제(superoxide dis-

mutase)가 요한 역할을 한다. 과산화디스뮤타제는 활성산

소종들을 산소와 물로 변환시킨다. 비효소  항산화제(no-

nenzymatic antioxidants)도 활성산소종을 화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비효소  항산화제에는 지용성인 비타

민 E (alpha tocopherol)와 베타 카로틴(beta carotene) 등이 있

으며, 수용성 물질로는 비타민 C (ascorbic acid)와 루타티

온(glutathione) 등이 있다. 비정상 인 상태에서는 항산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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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능력을 과하는 양의 산화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데, 이러한 상태를 산화스트 스(oxidative stress)라고 한다. 

패 증과 산화스트 스(sepsis and oxidative stress)

  산화스트 스는 패 증에서 찰되는 다장기부 (multi-or-

gan dysfunction syndrome, MODS)의 요한 기  의 하나

이다. 패 증에서는 활성화된 염증세포와 면역세포에 의해

서 활성산소종의 발생이 폭발 으로 증가한다.8,9) 한 패

증이 지속되면 활성산소종을 화하기 해서 항산화제의 

소모가 계속되어  항산화제의 농도가 격하게 감소한

다.10,11) 패 증에서는 신염증반응과 함께 면역억제 상이 

종종 찰된다.12) 산화스트 스는 이러한 상의 주요 원인

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례로 환자실에 입원한 68명의 환

자에 해서 입원 24시간 이내에 정맥 을 채취하여 분석

한 결과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lath Evaluation 

(APACHE) III 수가 높은 환자일수록  산화제의 농도

가 높았으며, 항산화제의 농도가 낮았다.13) 한 다른 연구

에 의하면 산화스트 스가 높은 환자에서 이환율과 사망률

이 높았다.14) 

패 증에서 항산화제 치료

  패 증에서는 활성산소종이 증가하며, 그 정도가 환자의 

후와 한 상 이 있다는 사실이 밝 졌기 때문에, 패

증 환자에게 항산화제를 투여하여 활성산소종을 화함

으로서 후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아

래에서 그 동안 항산화제로 동물 는 인체실험에 시도된 

물질들을 정리하 다. 

1) 셀 늄(selenium)

  셀 늄은 바닷물과 토양 속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미네랄

이다. 인체 내에서는 주로 간, 신장, 심장, 그리고 비장 등

에 분포되어 있다. 셀 늄은 루타티온 과산화효소에 한 

보조인자(co-factor)로서 루타티온의 산화에 필수 인 물질

이다. 신염증반응증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

drome, SIRS)과 패 증에서 루타티온 과산화효소(gluta-

tioine peroxidase)의 활성이 감소되어 있으며, 이러한 감소는 

셀 늄의 장농도의 감소와 평행을 이루고, 셀 늄을 보충

하면 루타니온 과산화효소의 활성이 회복되는 사실이 확

인되었다.15) 같은 연구 그룹에서 셀 늄의 치료효과에 한 

향 , 다기 , 임의배정 연구를 시행하 다. APACHE III

수가 70 이상인 패 증, 패 증쇼크 환자 249명을 상으

로 한 이 연구에서, 치료군은 하루에 1,000μg의 셀 늄을 

2주간 정맥으로 투여받았다. 체 환자에서는 차이가 없었

지만 APACHE III 수가 높았던 환자들을 상으로 한 하

분석에는 28일째 사망률에서 조군에 비해 치료군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보 다(81.5% vs 55.6%). 한 종 내

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dissemination)가 동반된 패

증쇼크 환자에서 약에 비해 셀 늄 치료가 28일째 사망

률을 개선시켰다(66.7% vs 40.5%).
16) 하지만 이 연구는 환자

모집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기 별로 상환자의 특성에서 

많은 변이가 보 기 때문에 선택오류(selection bias)가 개입

되었을 여지는 있다.

2) 아연(zinc)

  아연은 오래 부터 면역반응에 필수 인 원소로 여겨져 

왔다. 방 라데시에서 270명의 유아를 상으로 한 연구에

서 아연요법(하루 20 mg)은 폐렴  입원기간을 단축하

다.17) 자들은 아연요법에 의한 면역강화효과가 치료 성

의 개선을 가져왔다고 주장하 다. 

3) 미량원소 복합요법(trace element combinations)

  항산화제 복합제를 환자 치료에 시도한 연구들에 한 

최신 메타분석에서 총 886명의 환자를 상으로 한 11개의 

연구를 종합하 을 때, 항산화제 치료는 사망률을 의미 있

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R, 0.64; p = .03).18) 하  

분석에서 주사로 투여한 항산화제는 의미 있게 사망률을 

감소시킨 반면(RR, 0.56; p = .02), 경구로 투여한 항산화제

는 의미 있는 사망률의 감소가 없었다. 하지만 이 분석에 

포함된 부분의 연구는 소규모 단일기  연구라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4) 비타민 E

  동물실험에서 내독소(endotoxin) 투여 는 맹장결찰  

천공(cecal ligation & perforation) 24시간 이내에 청  조

직의 알  토코페롤 농도가 지속 으로 의미 있게 감소하

고, 알  토코페롤 보충요법이 후를 개선하 다.19) 심한 

화상 환자 35명을 상으로 한 향  임의배정연구에서 

부분의 환자에서 화상 후 6일에서 8일 사이에 장의 비

타민 E 농도가 감소하며, 동시에 청 지질 과산화효소

(lipid peroxidase)의 농도가 증가하 다. 비타민 E를 투여한 

군에서 청 비타민 E 농도가 증가하고 지질 과산화효소 

농도가 감소하 으나 임상  후의 개선은 없었다.20) 성

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환자 14

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타민 E를 하루에 3 g씩 10일

간 투여하 을 때 청의 비타민 E 농도가 조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 으나 역시 임상  후의 개선은 찰되

지 않았다.21)

5) 비타민 C

  환자에서 비타민 C의  농도가 감소되어 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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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많은 보고를 통해 확인되었다.
22) 하지만 심한 산화스

트 스 상태에서는 비타민 C가 산화 진제로 작용하여 

성신부 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패 증에서 비

타민 C의 치료효과에 한 시도는 매우 드물다. 임의배정 

연구는 아니지만 30% 이상의 화상을 입은 37명의 환자에 

해서 화상 후 24시간 이내에 량의 비타민 C (66 mg/kg/h)

를 투여한 경우에 모세  출과 수액 요구량이 감소한

다는 보고가 있다.23) 

6) 비타민 복합요법

  환자 595명에 해서 알 토코페롤(3 g)과 비타민 C (3 

g)을 14일 이상 투여하 을 때 장기손상이 감소하고(RR, 

0.81), 환자실 체류일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24) 다른 

연구에서 비타민 A, C, 그리고 E를 복합하여 정맥주사하

을 때 산화스트 스에 한 응력이 증가하 지만 임상  

후의 개선은 없었다.25)

7) 루타민(glutamine)

  루타민은 필수 아미노산이며, 루타티온의 구물질이

기 때문에 항산화요법으로 많은 경험이 축 되었다. 최근의 

다기 연구에서 114명의 환자에게 알라닌(alanine)과 루

타민을 경정맥 투여하 을 때 부작용 특히 감염성 부작용

의 발 율이 감소하 다.26)

8) 루타티온

  루타티온은 항산화 효과 외에도 아미노산의 달, 단백

질 합성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루타티온의 사가 

패 증의 동물모델에서 증가된 것이 확인되었다.27) 하지만 

아직까지 패 증에서 루타티온의 항산화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없다. 

9) 에이코사펜타앤산(eicosapentanoic acids)과 도코사 

헥사엔산(docosahexaenoic acids) 

  오메가-3-지방산의 항산화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 졌다. 661명의 환자를 상으로 경정맥 양을 시행한 

연구에서 오메가-3-지방산의 투여 농도가 높을수록 입원율, 

감염률, 그리고 사망률이 감소하 으며, 최  효과는 하루

에 체 당 0.15−0.2 g을 투여하 을 때 나타났다.28)

10) 멜라토닌(melatonin)

  멜라토닌은 송과선(pineal gland)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다양한 생리  작용이 있으며 특히 다양한 리라디칼(free 

radical)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다. 메라토닌은 루타티온과 

함께 항산화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평가되고 

있다. 

11) N-아세틸시스테인(N-acetylcystein)

  생체 외에 존재하는 항산화제로 N-아세틸시스테인은 패

증에서 가장 많이 시도된 물질 의 하나이다. 하지만 많

은 소규모의 비연구에서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보 지

만, 규모 임상시험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

다.29)

결      론

  패 증에서 발생하는 다장기부 에 산화스트 스가 요

한 역할을 한다는 생체내, 외의 다양한 근거에 의거하여 항

산화제를 패 증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으며, 

재도 많은 연구가 진행 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패 증에

서 공식 으로 인정된 항산화 치료제는 없는 상태이다. 향

후 이 분야에서 패 증에 획기 인 치료효과가 입증되는 

항산화제가 확인된다면 아직도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이 

질환의 후의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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