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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제대동맥에서 Serotonin에 의한 혈관수축에 대한
Bupivacaine 및 Magnesium의 효과

을지대학병원 마취과학교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마취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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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ffects of Bupivacaine and Magnesium on Serotonin-induced Vasocontraction in
an Isolated Human Umbilical Artery

Hae-Weon Lee, M.D., and Soo-Chang So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Eulji College Hospital, Daejeon, Korea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Chungnam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jeon, Korea

  Background:  Serotonin is found in the blood of the umbilical cord at birth in concentrations suf-

ficiently high to affect vascular tone.  Serotonin has been suggested to be involved in the pathogenesis 

of preeclampsia.  Magnesium sulfate (MgSO4) is used to treat convulsions and hypertension in patients 

with preeclamptic toxemia.  Bupivacaine is used in the epidural anesthesia for a cesarean section.  The 

effects of magnesium and bupivacaine on serotonin-induced vasocontraction in a human umbilical artery 

was investigated.

  Methods:  Experiments were performed on 52 human umbilical arteries.  The rings were suspended 

in an organ bath to record isometric mechanical activity.  The concentration-contraction responses to 

bupivacaine, magnesium and serotonin were measured respectively.  Vessels were pretreated with bupi-

vacaine (10-5 M) or magnesium (2 mM or 6 mM), and then serotonin (10-9 M-10-6 M) was added 

cumulatively.  Data analysis was assessed by an unpaired t test, one-way ANOVA and a Kruskal-Wallis 

test.

  Results:  Bupivacaine induced a contraction of umbilical arterial rings, and showed a maximal con-

traction (51.8 ± 6.1%) at a concentration of 43μM. Magnesium induced relaxation of the umbilical 

artery in a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Pretreatment with bupivacaine (10-5 M) potentiated sig-

nificantly the concentration response to serotonin (P ＜ 0.05). Pretreatment with MgSO4 (2 mM or 6 

mM) significantly suppressed the contractile response to serotonin (P ＜ 0.05).

  Conclusions:  Bupivacaine, magnesium and serotonin are vasoactive on human umbilical arteries.  

Magnesium exerts a strong relaxant effect on serotonin induced vasocontraction in the human umbilical 

artery.  Potentiation of serotonin induced vasoconstriction by bupivacaine may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reduction of umbilicoplacental blood flow.  (Korean J Anesthesiol 2002; 42: 76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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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산모는 임신 및 분만기간 동안 혈관운동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에 노출될 수 있

으며 경우에 따라서 이들 약제는 제대 태반 순환

(umbilical placental circulation) 및 태아 혈류(fetal 

blood flow)의 변화를 초래하여 태아의 안전 및 신생

아의 예후에 심각한 향을 미칠 수가 있다.

  신생아의 제대 혈관은 내피의존성 이완인자(endo-

thelium-derived relaxing factor)의 생산,
1)
 prostanoid의 

생산
2)
 및 자율신경계 신경 지배 등에서

3,4)
 산모의 혈

관과 큰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반응

에서도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제대혈관은 

아드레날린성 신경의 지배를 거의 받지 않고 있으

며,5) 따라서 적출된 제대 혈관의 저항은 약물, 화학

물 및 실험 표본을 관류하는 가스의 성분 변화 등과 

같은 국소 자극에 의하여 주로 조절되고 있다.
6-9) 
또

한 제대혈관조직에 있는 수용체의 역할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약물들에 대한 제대혈관

의 반응은 이들 수용체의 존재 유무 및 활동성과 관

련될 수도 있다고 한다.

  전체 임신의 약 7% 정도에서 발생하는 자간전증

(preeclampsia) 및 자간증(eclampsia)의 임신중독증은 

임산모와 태아의 사망률 및 이환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고혈압, 단백뇨 및 부종 등의 임상소견

을 보이며 정상 산모에 비해 혈관 저항이 증가되어 

있고 또한 외부로부터 투여되는 혈관 수축 물질에 

대해서도 반응이 증가되어 있다. 임신중독증 시 자

궁태반의 순환 혈관계는 혈관 수축이 나타나며 이와

같은 저항의 증가는 자궁 태반의 관류를 감소시켜 

태아의 산소 및 양분들에 대한 흡수가 악화될 수 

있다고 하 다.
10,11)

  제대태반의 혈관 장력(vascular tone)에 향을 미

칠 수 있는 peptides (bradykinin, angiotensin, oxyto-

cin), amines(serotonin, histamine) 및 eicosanoids (pros-

taglandins) 등의 여러 약제에 대한 문헌이 보고되었

으며, 이중에서 serotonin, bradykinin 및 oxytocin만이 

생리적인 즉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제대 태반의 혈

관 장력을 조절할 수 있었다고 하 다.7)

  Serotonin (5-hydroxytrytamine, 5-HT)은 위장관의 en-

terochromaffin cells에서 만들어지며 혈소판 및 제대

혈관을 비롯한 말초혈관의 평활근에 있는 수용체에 

작용한다.
12,13)
 임신중독증의 발병기전에 관련되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신중독증을 나타내는 산

모 및 태아의 혈중 serotonin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

되어 있으며 증상의 정도와도 비례한다고 하

다.
14,15)
 Taniguchi 등은

 
임신중독증 산모의 제대동맥 

실험에서 혈중 serotonin 농도의 증가가 제대동맥을 

수축시켰다고 하 으며 또한 임신중독증 환자의 제

대동맥이 정상 산모의 제대동맥보다 serotonin에 대

하여 보다 더 예민하게 작용하 다고 하 다. 

  Magnesium sulfate (MgSO4)는 임신중독증 환자에서 

경련(convulsion)을 조절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16) Mg2+의 calcium influx의 길항 작용에 의한 

평활근 수축 및 조정기(mediators) 방출 완화작용에 

의한 혈관 평활근 이완작용에 대한 문헌이 보고되었

으며17,18) 산모의 적출된 제대동맥에 대한 Mg2+의 효

과 및 serotonin에 의해 유발된 수축반응에 대한 Mg
2+

의 이완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19,20)

  무통 분만 및 제왕절개술을 위한 경막외 마취 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소마취제인 bupivacaine

의 적출된 제대동맥에 대한 수축효과가 보고되었으

나21) 자궁태반의 혈관저항이 증가되어 있는 임신 중

독증 환자의 제왕절개술을 위한 경막외마취 시 국소

마취제로 bupivacaine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출된 산모의 제대동맥에 대한 

serotonin, magnesium 및 bupivacaine의 수축 및 이완 

효과를 관찰하 으며, 또한 serotonin에 의해 유발된 

제대동맥 수축 상태에 대한 bupivacaine 및 magne-

sium의 증강 및 억제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실험 대상 및 표본 제작

  실험에 사용된 제대는 이 연구에 대해 동의를 얻

은 임신 36-42주에 제왕 절개술을 받은 산모로부터 

얻었다. 분만 후 10-15분 이내에 양편에서 겸자된 

제대의 중앙 부위에서 약 10-15 cm 정도의 절편

(segment)을 적출한 다음, Tris완충 Tyrode용액에 넣

어 즉시 실험실로 운반하 다. 실험 용액은 수술 예

정일 아침에 준비하여 냉장고에 보관하여 사용하

다. 고혈압, 당뇨 및 임신중독증 등의 내과적인 질환

을 가진 산모는 실험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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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에 도착된 제대 절편은 즉시 100% 산소를 

통기시키는 실온의 Tris Tyrode용액이 들어있는 수조

(petri dish)에서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혈관 주의의 Wharton,s jelly 같은 결체조직과 지방조

직을 제거하여 반경 약 3 mm, 길이 약 5 mm 정도

의 제대 동맥의 환형절편 고리를 만들었다. 조직 수

조의 용액은 100% 산소를 계속 통기시키면서, 온도

는 35 ± 0.5
o
C, pH 7.35 ± 0.05로 유지되도록 하

다.

  각각의 절편을 100% 산소가 계속 통기되고 있는 

Tris Tyrode 용액이 들어 있는 20 ml의 조직 수조에 

옮겨 절편의 한쪽 끝은 L-자형 stainless철사에 고정

하고, 다른 쪽은 장력측정기(Force displacement trans-

ducer, Hugo Sachs, German)에 연결된 L-자형 철사에 

연결하여 수축 시 발생하는 평활근의 장력을 장력 

변환기 및 다중기록기(Linear, USA)를 이용하여 기록

하 다. 절편은 2 g의 기초 장력으로 2-3시간 동안 

유지하 으며 이 시기에 약 20분 간격으로 Tris 완

충용액을 이용하여 반복 세척하 다.

    실험 방법

  제대동맥에 대한 Bupivacaine의 효과(n = 10): 먼

저 KCl 80 mM을 투여하여 최대수축을 유발시켜 대

조치로 하 으며 다시 KCl투여 전 상태의 기본장력

에 도달 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3-4번 정도 Tris 

용액으로 혈관절편을 세척하 다. 다시 비교적 안정

된 기본장력에 도달한 후 bupivacaine을 0.17-173 

μM 사이의 7가지 농도를 누적적으로 투여하여 용

량반응 곡선(cumulative dose-response curve)을 구하

다. 각각의 투여농도에서 혈관이 완전한 반응을 나

타내도록 충분히 시간을 기다렸으며 최대 10분 이상

은 넘지 않았다. 수축의 발생정도는 KCl 80 mM에 

의한 수축을 100%로 간주하여 상대적인 수축의 변

화로 나타내었다.

  제대동맥에 대한 Serotonin의 효과(n = 9): KCl 80 

mM을 투여하여 최대수축을 유발시켜 대조치로 하

으며 다시 KCl투여 전 상태의 기본장력에 도달 

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3-4번 정도 Tris 용액으로 

혈관절편을 세척하 다. 다시 비교적 안정된 기본장

력에 도달한 후 serotonin을 10-9 M, 3 × 10-9 M, 

10
-8 
M, 3 × 10

-8 
M, 10

-7 
M, 3 × 10

-7 
M 및 10

-6 

M사이의 7가지 농도를 bupivacaine과 마찬가지로 누

적적으로 투여하여 얻은 용량반응 곡선을 구하 다. 

수축의 발생정도는 KCl 80 mM에 의한 수축을 100%

로 간주하여 상대적인 수축의 변화로 나타내었다.

  Serotonin에 의해 유발된 제대동맥 수축에 대한 

Bupivacaine의 효과(n = 14): KCl 80 mM을 투여하

여 최대수축을 유발시켜 대조치로 하 으며 다시 

KCl투여 전 상태의 기본장력에 도달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3-4번 정도 Tris 용액으로 혈관절편을 

세척하 다. 비교적 안정된 기본장력에 도달한 후 

bupivacaine 10-5 M을 전처치한 후 약 30분 뒤에 

serotonin을 10
-9 
M에서 10

-6 
M까지 7가지 농도를 

누적적으로 투여하여 용량반응 곡선을 구하 다. 수

축의 발생정도는 KCl 80 mM에 의한 수축을 100%

로 간주하여 상대적인 수축의 변화로 나타내었다.

  Serotonin에 의해 유발된 제대동맥 수축에 대한 

Magnesium의 효과: KCl 80 mM을 투여하여 최대수

축을 유발시켜 대조치(n = 6)로 하 으며 다시 KCl

투여 전 상태의 기본장력에 도달 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3-4번 정도 Tris 용액으로 혈관절편을 세척하

다. 비교적 안정된 기본장력에 도달한 후 mag-

nesium sulfate 2 mM (n = 7)과 6 mM (n = 6)을 각

각 전처치한 후 약 30분 뒤에 serotonin을 10-9 M에

서 10
-6 
M까지 7가지 농도를 누적적으로 투여하여 

용량반응 곡선을 구하 다. 수축의 발생정도는 KCl 

80 mM에 의한 수축을 100%로 간주하여 상대적인 

수축의 변화로 나타내었다.

    용액 조성과 실험약물

  실험용액은 Tris 완충 Tyrode 용액을 이용하 으며 

그의 조성은 1 liter 당 NaCl 158 mM, KCl 4 mM, 

CaCl2 1 mM, MgCl2 1 mM, Tris 6 mM, glucose 6 

mM로 이루어졌다. 37
o
C에서 100% 산소가 지속적으

로 용액에 주입되도록 하 다.

  실험에 사용된 0.5% bupivacaine은 한국아스트라 

제품으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제를 사용하

으며, 50% magnesium sulfate (MgSO4)는 대원제

약의 제품이며 KCl과 5-hydroxytrytamine (Serotonin, 

5-HT)은 Sigma Chemical Co. (USA)의 제품을 사용

하 다.

    통계 처리

  실험 결과는 평균 ± 표준 오차로 표시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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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된 약물에 의한 혈관의 수축 및 이완 정도는 80 

mM KCl에 의한 최대수축을 100%로 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약물에 의한 누적적 반응곡선은 Sig-

ma Plot Program을 이용하 다. 최대 수축치의 50%

를 만드는 농도인 EC50은 Origin program을 이용하여 

구하 으며 EC50은 pD2 (-log EC50)로 표시하 다. 

평균치의 비교는 unpaired t-test, one-way ANOVA 및 

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하 으며 P 값이 0.05 이하

이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제대동맥에 대한 Bupivacaine의 효과

  Bupivacaine에 의한 제대동맥 평활근의 수축 양상

은 표본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은 초기에는 

phasic 상태가 나타나며 이어서 tonic 수축양상을 보

다. 이때 나타나는 tonic 수축 양상은 때때로 반복

적이거나 율동적인(rhythmical) 수축을 보이며 최대 

수축 사이에 나타나는 이완은 충분하지 못하며 bu-

pivacaine의 투여 용량이 증가하면서 결국 기초 장력

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장력의 기록은 bupivacaine이 

한번 투여된 후 다음 농도가 투여될 때까지 10분 동

안 나타내는 장력 중 가장 낮은 지점으로 하 다.

  Bupivacaine의 농도-반응 곡선에 의하면 43μM에서 

최대의 수축을 보 으며, 이 농도에서 80 mM KCl

투여에 의한 최대수축의 51.8 ± 6.1%를 보 다. 최

소 투여 농도인 0.17μM의 bupivacaine투여 시 평균 

1.2 ± 1.2%의 수축을 보 으며, 최대 투여 농도인 

173μM에서는 44.9 ± 19.9%의 수축을 보여 최대수

축 상태보다는 다소 이완된 양상을 보 다(Fig. 1, 2).

    제대동맥에 대한 Serotonin의 효과

  제대동맥에 투여된 serotonin의 농도-반응 곡선에 

의하면 10
-9 
M, 3 × 10

-9 
M, 10

-8 
M, 3 × 10

-8 

M, 10-7 M, 3 × 10-7 M 및 10-6 M의 농도에서 각

각 3.3 ± 2.0%, 9.8 ± 4.7%, 25.2 ± 9.7%, 33.9 ± 

11.3%, 77.3 ± 7.7%, 106.5 ± 6.7% 및 133.5 ± 8.1%

의 수축을 나타내었다. Serotonin의 투여 농도가 증가

할수록 제대동맥의 수축이 증가하여 10
-6 
M에서 최

대의 수축을 보 으며 이 농도에서 80 mM KCl투여

에 의한 최대수축의 133.5 ± 8.1%를 보 다(Fig. 3).

    Serotonin에 의해 유발된 제대동맥 수축에 대

한 Bupivacaine의 효과

  Bupivacaine 10
-5 
M의 전처치 후 serotonin의 농도-

반응 곡선에 의하면 10
-9 
M, 3 × 10

-9 
M, 10

-8 
M, 

3 × 10-8 M, 10-7 M, 3 × 10-7 M 및 10-6 M의 

농도에서 각각 19.1 ± 4.3%, 35.8 ± 10.0%, 61.0 ± 

Fig. 1. Responses of human isolated umbilical arteries fol-

lowing addition of potassium chloride (KCl) and bupi-

vacaine. Arrows indicate cumulative addition of KCl and 

bupivac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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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umulative concentration-response curve to bupi-

vacaine in human umbilical arteries. The contractions are 

expressed as % of KCl (80 mM) induced contraction and 

given as means ±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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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8.1 ± 10.5%, 118.5 ± 7.5%, 134.6 ± 5.7% 

및 151.2 ± 6.8%로 대부분의 농도에서 유의하게 수

축이 증가되었으나(P ＜ 0.05), 최대 수축치는 bupi-

vacaine을 전처치한 군은 전처치하지 않은 군과 비교

하여 133.5 ± 8.1%에서 151.2 ± 6.8%로 증가하

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pD2

는 bupivacaine을 전처치한 군은 전처치하지 않은 대

조군과 비교하여 6.9 ± 0.1에서 7.5 ± 0.2로 증가하

으며 농도-반응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켰으나 통

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Fig. 4).

    Serotonin에 의해 유발된 제대동맥 수축에 대

한 Magnesium의 효과

  2 mM magnesium 을 전처치한 경우 serotonin의 농

도-반응 곡선에 의하면 10-9 M, 3 × 10-9 M, 10-8 

M, 3 × 10
-8 
M, 10

-7 
M, 3 × 10

-7 
M 및 10

-6 
M

의 농도에서 각각 7.2 ± 1.2%, 14.0 ± 1.6%, 28.8 

± 4.9%, 57.9 ± 7.8%, 81.2 ± 8.4%, 107.5 ± 9.0% 

및 123.5 ± 10.4%의 수축을 보 으며, 6 mM mag-

nesium을 전처치한 경우는 각각 5.1 ± 1.4%, 11.4 

± 2.3%, 20.4 ± 3.2%, 39.7 ± 2.4%, 58.2 ± 3.6%, 

81.1 ± 8.2% 및 89.2 ± 10.0%의 수축을 보 다. 

pD2는 2 mM magnesium을 전처치한 군은 대조 군과 

비교하여 7.3 ± 0.1에서 7.2 ± 0.1로 감소하 으며, 

6 mM magnesium을 전처치한 군은 6.9 ± 0.3으로 

감소하면서 농도-반응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켰으

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최대 수축치는 2 mM 

magnesium을 전처치한 군은 대조 군과 비교하여 

156.3 ± 14.1%에서 122.1 ± 9.1%로 감소하 으며, 

6 mM magnesium을 전처치한 군은 89.2 ± 10.0%로 

유의하게(P ＜ 0.05) 감소되었다(Fig. 5).

Fig. 3. Cumulative concentratin-response curve to 5-HT 

(10
-9
-10

-6
 M) of the tuman umbilical artery. The 

contractins are expressed as % of (80 mM) induced 

contraction and given as means ±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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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umulative concentration-response curves to 5-HT 

(10-9-10-6 M) of the human umbilical artery in control 

and after pretreatment with 10-5 M bupivacaine. The 

contractins are expressed as % of KCl (80 mM) induced 

contraction and given as mean ± SEM. *P ＜ 0.05 versus 

control.

C
on

tra
ct

io
n 

(%
 re

sp
on

se
 to

 K
C

I)

10
5-HT ( log M)-

5
0

180

100

40

8 7 6

140
120

60
80

20

9

160
Control
Bupivacaine (10 M)-5

*
*

*
*

*
*

Fig. 5. Cumulative concentration-response curves to 5- 

HT (10-9-10-6 M) of the human umbilical artery in 

control (1 mM Mg2+) and after pretreatment with 2 

mM and 6 mM Mg2+. The contractins are expressed 

as % of KCl (80 mM) induced contraction and given 

as mean ± SEM. *P ＜ 0.05 versu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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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산모에 대한 bupivacaine, serotonin 및 magnesium의 

전신 및 경막외강 투여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작용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나 이들 약

제에 의한 제대 혈관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며, 이미 알려져 있는 혈관 평활

근에 대한 이들 약제들의 작용은 인간의 제대혈관 

보다는 동물에 대한 실험 결과가 대부분이다. 본 실

험 결과 임신중독증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되

는 serotonin, 국소마취제인 bupivacaine 및 자간증 환

자에서 경련의 치료를 목적으로 투여되는 magne-

sium은 적출된 인간의 제대동맥의 평활근에 향을 

미쳐 수축 또는 이완작용을 나타내었다.

  자궁태반 관류는 관류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향을 받지만 혈관의 저항에 의해서도 간접적인 향

을 받는다. 제왕절개술 및 무통 분만을 위한 경막외 

마취 시 관류압 및 혈관저항을 변화시켜 자궁 태반

과 태아의 혈역학적인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태반과 태아의 혈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제 및 시술방법에 대한 지식이 태아의 안전

에 필수적이다.

  평활근에 대한 약리학적인 연구를 위하여 제대동

맥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제대동맥에는 신경이 분

포되어 있지 않으며, 동물실험에 따른 여러 가지 제

약으로부터 자유롭고 마지막으로 혈관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 혈관

조직에 있는 특별한 수용체들의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물에 대한 제대혈관의 

반응은 이들 수용체의 존재여부 및 작용 여하에 따

라 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산모의 혈관

과 제대 혈관은 EDRF (endothelium-derived relaxing 

factor)의 생산,1) prostanoid의 생산2) 및 교감 신경계 

분포 등에서
3,4)
 큰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약제에 

대한 산모와 태아의 혈관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제대 혈관은 아드레날린성 신경이 분

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액소성 요인(humoral factor)

들만이 제대 혈관의 장력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amines, eicosanoids, peptides 같은 autacoid substances

와,
22)
 호르몬 및 산소 등이 제대 혈관의 저항에 일

차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 같다.

  Serotonin은 위장관에 존재하는 enterochromaffin cells

에 의해 만들어지며 혈관내피세포, 혈소판 및 제대

혈관을 비롯한 말초혈관의 평활근에 수용체를 가지

고 있다.12) 혈관내피세포의 손상에 의한 혈소판 기

능이상에 의해 유리된 serotonin이 임신성 고혈압의 

병태 생리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

다. 적당한 prostacyclin 및 NO가 존재하지 않으면 

혈소판의 활성화가 일어나며, 자궁내막 나선동맥의 

손상된 내피표면에 혈소판의 부착이 일어나면서 혈

소판 내부에 존재하는 thromboxane A2와 serotonin 등

을 함유하고 있는 dense granules의 내용물이 유리되

며 이들은 혈관수축과 혈소판의 응집을 더욱 촉진시

킨다.

  임신중독증을 가진 산모와 태아에서는 혈중 sero-

tonin 농도가 증가되어 있고, 그 증가 정도에 따라 

증상의 정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으며,14,15) 자간전

증 산모의 제대동맥을 이용한 실험에서 혈관수축이 

나타났으며 또한 정상 임신에서 보다 serotonin에 대

한 반응이 예민하 다고 하 다.23) 자간전증의 경우 

외부에서 투여된 혈관수축제에 대해서도 반응이 증

가되며 이 경우 자궁태반 순환계에서도 혈관수축이 

일어나며 따라서 관류압의 감소에 의해 태아에서 산

소 및 다른 양소들의 흡수가 억제될 수가 있다.
24,25)

  산모의 제대동맥에 대한 serotonin의 수축에 대한 

실험결과 serotonin농도의 증가에 따라 제대동맥의 

수축이 증가하며 최대수축은 실험조건에 따라 약간

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대조군에 비해 100%,
26)
 

201%27) 및 229.5%28) 정도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

서는 serotonin의 농도를 10
-9 
M에서 10

-6 
M까지 투

여하여 발표된 문헌에서와 마찬가지로 농도의 증가

에 따라 수축이 증가하 으며 최대수축은 10-6 M에

서 151.2 ± 6.8%를 보 으며 이는 이미 발표된 문

헌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소 마취제의 혈관에 대한 작용은 일정하지가 않

아서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반대로 이완시킨다고 알

려져 있다.
8) 
Johns는

29)
 쥐의 거고근(cremaster muscle)

을 이용한 미세순환에 대한 생체 실험에서 lidocaine

과 bupivacaine의 이상성(biphasic) 혈관 작용, 즉 저

농도에서는 혈관이 수축되고 고농도에서는 혈관이 

이완되었다고 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bupiva-

caine의 농도는 Johns의
29)
 실험에서 사용된 농도와 

유사하며 제대 동맥을 이용한 본 실험에서도 bup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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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ne은 초기의 저농도에서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후

기의 고농도에서는 혈관을 이완시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uvemo와 Willdeck-Lund는8) 적출된 인간의 제대 

동맥에 대한 bupivacaine의 용량반응 효과에서 5-

250μg/ml의 농도에서는 10개의 표본 중에서 5예에

서 용량증가에 따라 수축이 증가되는 반응을 보 으

며 나머지 5예에서는 100-250μg/ml의 고농도에서 

약간의 이완반응을 보이는 이상성 반응을 보 다고 

보고하 다. Monuszko 등은30) 실험한 표본의 90%이

상에서 bupivacaine이 수축반응을 보 다고 하 으

며, Noren 등
31)
 또한 적출된 인간의 제대 동맥 및 

정맥에서 bupivacaine의 농도증가에 따른 장력의 증

가를 보고하 다. 본 실험에서도 bupivacaine의 농도 

증가에 따라 수축이 증가하여 43μM에서 51.8 ± 

6.1%로 최대의 수축을 보 으며 이후에는 이완 반

응을 보여 앞서 발표된 보고들과 일치된 결과를 보

여주었다.

  Serotonin과 bupivacaine의 제대동맥에 대한 각각의 

수축효과와 더불어 두 약제의 동시 투여에 의한 두 

약제간의 상호 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실시

하 다. 본 실험의 결과 bupivacaine 10-5 M을 전처

치한 후 serotonin을 투여한 결과 serotonin만을 단독

으로 투여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pD2는 7.5 ± 0.2로 

serotonin을 단독투여 했을 때의 pD2인 6.9 ± 0.2 보

다 증가되면서 용량-반응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되었

으며, 최대 수축치는 151.2 ± 6.8%로 대조군의 

133.5 ± 8.1%보다 상승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따라서 혈중 serotonin 농도가 증가되어 있는 

자간전증 및 자간증 산모의 경막외마취 시 국소마취

제인 bupivacaine의 과량 투여 시 serotonin에 의한 제

대동맥 수축이 보다 증가하여 태아에서의 산소 및 

기타 양분 등의 흡수 감소에 의하여 태아의 안전

에 해롭게 작용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하겠다.

  Magnesium은 인체에서 구성비율이 4번째로 많은 

양이온이며, 세포내 양이온중에서는 2번째를 차지하

고 있다. Mg2+의 칼슘 길항작용으로 혈관이완, 항부

정맥, 심박수의 감소 및 교감신경 억제 등의 효과를 

나타내며 따라서 부정맥, 급성심근 경색의 치료 및 

혈역학적인 조절 목적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16,32) 마

취과 분야에서는 근이완제와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산과 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전

자간증 및 자간증 산모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자간증 환자의 경련을 치료하기 위

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생아의 

폐고혈압 지속증(persistent pulmonary hypertension)

의
33,34) 

치료를 위하여 MgSO4를 지속 정주하여 효과

를 보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또한 천식환자에

서 발작동안 투여하여 기관지 평활근의 수축을 완화

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35-37)

  신체에서 혈중 Mg
2+
의 정상수준은 0.45-0.6 mM

이며, 치료를 위한 혈중 Mg2+의 농도는 1.5-2.1 

mM 정도로 알려져 있다.
38)
 보통 임상에서 MgSO4를 

100μmol/kg를 투여하면 0.76 ± 0.04 mM 정도의 혈

중농도를 보인다고 한다.

  Mg
2+
는 실험실 연구에서 혈관 및 기관지에 있는 

평활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이완작용을 나타내

며,17) 또한 voltage-sensitive Ca2+ channel을 억제시킨

다는 보고가 있다.
39,40) 

촉진제(agonist)에 의한 평활근 

수축은 Ca
2+
의 유입에 의하며, Mg

2+
의 평활근 이완 

작용은 Ca2+통로를 통한 Ca2+ 유입의 억제에 의해 

일어난다.
41) 
Mg

2+
은 또한 세포내에서 sarcoplasmic 

reticulum membrane에서의 칼슘 흡수를 촉진시키며 

따라서 calcium-induced calcium 유리가 억제되고 이

와같은 세포내에서의 Mg
2+
의 작용기전에 의하여 평

활근 이완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다.
42)

  자간전증의 치료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 투여된 

magnesium sulfate는 태아 제대혈관의 Doppler index

치에 유의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또한 미리 

수축된 제대동맥 및 정맥을 이완시키지만 임상적으

로 태아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하

다.
43)

  Tiritill는19) 산모의 제대동맥에 대한 magnesium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Mg
2+
은 serotonin, KCl 등에 

의한 제대동맥 평활근 수축의 강력한 억제제라 하

다. 그는 serotonin (10-9-10-5 mol/L) 투여에 의한 

제대동맥 수축반응이 Mg
2+
 3.2, 4.2 및 5.2 mM을 전

처치한 결과 최대 수축치가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magnesium의 전 처치 용량이 증가할수록 최대 수축

치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고 하 다. 본 실험의 결

과에서도 magnesium 전처치에 의하여 serotonin에 의

한 제대동맥의 수축반응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Mg2+ 

2 mM을 전처치 한 경우 최대 수축치가 122.1 ± 

9.1%로 대조군의 156.3 ± 14.1%에 비하여 이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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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으며, 6 mM을 전처치한 경우는 89.2 

± 10.0%로 유의하게 이완되는 것을 확인하 다. 또

한 magnesium의 전 처치 용량이 2 mM에서 6 mM로 

증가하면서 serotonin의 각 투여 농도에서 6 mM을 

전처치한 군에서 수축이 보다 감소한 것을 보면 

magnesium의 투여 용량에 비례하여 이완반응이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kajaa 등은20) 적출

된 산모 및 태아의 자궁태반혈관에 대한 magnesium

의 효과에 대한 실험에서 serotonin (10
-9
-10

-5 

mol/L)에 의한 제대동맥의 수축반응에 대하여 1.2 

mM 및 4.8 mM의 magnesium을 전처치한 결과 최대 

수축치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만 magne-

sium의 용량의 증가에 따라 pD2가 감소되었다고 하

다. 본 실험에서도 대조군에서의 pD2는 7.3 ± 0.1

이 으나, 2 mM Mg
2+
을 전처치한 군에서는 pD2가 

7.2 ± 0.1로 감소하 으며, 6 mM Mg2+을 전처치한 

군에서는 6.9 ± 0.3로 감소하며 용량-반응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켰으나 두 군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

은 없었다.

  혈중 serotonin의 농도가 증가되어 있는 임신중독

증 산모에서 경련을 치료하기 위하여 magnesium 

sulfate를 투여 받으면서 bupivacaine을 이용한 경막외 

마취를 할 경우 bupivacaine 및 magnesium의 혼합 투

여에 의한 제대 동맥의 수축 및 이완의 변화를 예상

할 수 있다. 따라서 태아 및 태반에 대한 혈류의 변

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취제의 선택 

및 시술 방법을 세심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출된 평활근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임상과의 관련

성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산모의 적출된 제대동맥을 대상으로 

serotonin, magnesium 및 국소마취제인 bupivacaine에 

의한 혈관 평활근의 수축 및 이완 효과를 관찰하

으며, 또한 bupivacaine 및 magnesium의 전처치가 

serotonin에 의한 제대동맥 수축에 미치는 효과를 비

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Bupivacaine의 

투여농도가 증가할수록 제대동맥의 수축이 증가하여 

43μM에서 51.8 ± 6.1%로 최대의 수축을 보 으며, 

최대 투여 농도인 173μM에서는 44.9 ± 19.9%로 최

대수축보다는 다소 이완되었다. Serotonin의 투여 농

도가 증가할수록 제대동맥의 수축이 증가하며 최대 

투여 농도인 10
-6 
M에서 133.5 ± 8.1%로 최대의 

수축을 보 다. 10
-5 
M bupivacaine의 전처치 후 ser-

otonin의 투여에 의한 제대동맥의 수축 반응이 각각

의 투여 농도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어 농도-반응 곡

선이 좌측으로 이동되었으며, 최대 수축치는 151.2 

± 6.8%로 증가하 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Magnesium의 전처치 후 serotonin의 

투여에 의한 제대동맥의 수축 반응이 각각의 투여 

농도에서 이완효과를 나타내어 농도-반응 곡선을 우

측으로 이동시켰으며 최대 수축치는 대조군에 비교

하여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Magnesium의 전처치 용량이 2 mM에서 6 mM로 

증가하면서 이완반응이 증가(dose-dependent)하 다. 

실험결과 serotonin의 혈중 농도가 증가되어 있는 임

신중독증 산모에서 경련 치료목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magnesium sulfate 및 경막외 마취를 위하여 널리 

사용하고 있는 bupivacaine이 태아의 제대 동맥을 수

축 또는 이완시킬 수 있으며 특히 이들 약제를 혼합

투여 하는 경우는 제대 동맥의 장력의 변화에 보다 

유의한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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