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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Neuromuscular Blocking Actions and Mechanisms of Kanamycin, Pefloxacin and 
Rocuronium in the Rat Phrenic Nerve-Hemidiaphragm Preparations

Jong Hwan Lee, M.D., and Soo-il Lee,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Dong-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Background:  Kanamycin (K) has been shown to block neuromuscular transmission by reducing 

acetylcholine release or postsynaptic action. Pefloxacin (P) may exacerbate myasthenia gravis and reduce 

the tau of MEPP.  Rocuronium (R) is still the subject of dispute as to whether it has a selective presy-

naptic effect. Therefore, we undertook to compare the muscle relaxation actions and reversibilities of K, P 

and R.

  Methods:  Hemidiaphragm-phrenic nerve preparations were obtained from male Sprague-Dawley rats 

(150-250 g).  Preparations were bathed in Krebs' solution ([mM]: NaCl 118, KCl 5, CaCl2 2.5, NaHCO3 

30, KH2PO4 1, MgCl2 1 and glucose 11), maintained at 32
o
C and aerated with a mixture of 95% O2 

and 5% CO2.  Isometric forces generated in response to 0.1 Hz, and 50 Hz for 1.9 seconds with 

supramaximal stimulation (0.2 ms, rectangular) to the phrenic nerve, were measured using a force 

transducer.  The effects on single twitch tension (ST) and peak tetanic tension (PTT) were calculated 

as % reduction.  The effects on tetanic fade (TF) were calculated as % increase. K, P and R were added 

to the tissue bath to achieve the desired bath concentrations.  EC5, EC25, EC50, EC75, and EC95 for ST, 

PTT and TF were calculated using a probit model.  The antagonism indices of neuromuscular blockades 

by calcium (5 mM), 3,4-diaminopyridine (3,4-DAP) (10μM), and neostigmine (N) (250 nM) were 

assessed at 85 ± 5% reduction (or increase).

  Results:  The potencies of ST, PTT and TF were 5.49, 5.73 and 6.30 (mM) for K, 1.90, 1.67 and 

1.31 (mM) for P, and 10.81, 5.27 and 4.41 (μM) for R.  The correlation between ST, PTT and TF 

varied for K, P and R.  Neuromuscular blockades of K were reversed similarly by calcium and 3,4-DAP, 

and partially by N, whilst those of P were not, and ST reduction of R was reversed by 3,4-DAP (98%) 

and PTT and TF of R were partially reversed by 3,4-DAP and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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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항생제 중에서 어떤 것은 신경근접합부에 작용하

여 신경근전도를 억제하기 때문에 중증근무력증 환

자나 근이완제의 잔존효과로 인하여 신경근접합부의 

안전역(safety margin)이 좁아져 있는 환자에게 항생

제를 투여하면 근무력을 더 악화시키거나
1)
 재근이완

을 일으킬2) 위험이 항상 내재하여 있다. 중환자 관

리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

가 증가하고 그와 더불어 인공호흡기에서의 해방이 

어려운 증례가 증가한다. 여기에 많은 원인이 관여

하겠지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허약해진 근육과 패

혈증으로 인한 근육의 변성 등이
3)
 있는 환자에게 투

여된 항생제 등 일부 약제에서 볼 수 있는 근이완효

과가 인공호흡기에서의 해방을 방해할 수 있다.

  Caputy 등은
4) 
흰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kanamycin

이 전접합부의 양자유리(quantal release)를 억제하여 

신경근전달을 방해하는데 최고치료농도에서 MEPP 

(miniature endplate potential)의 크기와 소멸시간상수

(decay time constant, tau)를 거의 변화시키지 않았지

만 간접자극에 의해 82.3%의 양자량(quantal content)

을 감소시킨다 하 고 Dretchen 등은
5)
 kanamycin이 

후접합부에만 작용하여 신경근전달을 억제하 다고 

보고하 다. 그렇지만 Molgo 등은
6)
 kanamycin이 전

접합부에서 양자량을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후접합

부에서 MEPP의 크기도 감소시켰다고 하 다.

  Fluoroquinolone 계통의 항생제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MEPC (miniature endplate current)의 소멸시간상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7)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중

증근무력증 환자에게 근무력의 증상을 악화시킨 증

례가 많이 보고되어 있다.
8-13)

 그러나, Sieb는
7)
 fluoro-

quinolone 계통의 항생제가 중증근무력증의 근무력을 

악화시킬 위험을 의사들이 실감하지 못 하는 실태라

고 하 다. 그리고 신경근접합부 작용으로 신경근전

달을 억제할 것으로 의심되는 fluoroquinolone계 항생

제가 근수축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흰쥐의 횡격막을 이용한 연구에서 rocuronium이 

후접합부에 작용하기도 하지만 hexamethonium처럼 

전접합부에 더 강한 친화력을 갖는다는 보고도 있었

으나
14)
 동물에 rocuronium을 투여한 연구에서 rocuro-

nium이 전접합부에 선택적으로 더 강하게 작용하는 

성질을 발견하지 못 한 바
15)
 전접합부의 효과를 증

명하지 못한 원인으로 실험방법과 약물의 과다 투여

가 관여될 수 있다.14)

  칼슘농도의 증가가 kanamycin이 유도한 근이완 효

과를 거의 완전히 역전시켰으며
16)
 전접합부에서 칼

슘이 kanamycin의 작용을 경쟁적으로 길항한 결과라

고 한 연구도 있다.
17)
 3,4-Diaminopyridine (3,4-DAP)

이 K
+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활동전위의 제 2상을 연

장할 수 있고,18) 이로 인하여 칼슘이 신경말단에 많

이 유입되어서 신경말단에서 유리되는 아세틸콜린의 

양자량이 증가할 수 있다.
19)
 그런데 3,4-DAP는 kana-

mycin이 감소시킨 EPP (endplate potential)를 역전

시켰지만 감소시킨 MEPP를 역전시키지 못하 다.
6)
 

Neostigmine은 신경말단에서 유리된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하여 신경근접합부의 아세틸콜린의 양을 

증가시킨다.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neostigmine이 

kanamycin의 근이완작용을 부분적으로 밖에 역전시

키지 못 하 다.16) 위의 세 길항약물이 단순수축장

력(단순장력) (single twitch)의 감소를 역전시키는 연

구는 있지만 단순장력과 최대강직수축장력(최대강직

장력) (peak tetanic tension)의 감소와 강직소실(tetanic 

fade)의 증가를 동시에 역전시킨 연구가 시행된 적이 

없다.

  본 연구는 작용기전이 다른 단순장력의 반응과 강

직장력의 반응을 측정하여
20)
 아직도 근이완작용이 

  Conclusions:  It is considered probable that K inhibits acetylcholine release and noncompetitively 

blocks postsynaptic sites, P postsynaptically depresses the neuromuscular transmission with acetylcholine 

receptor-ion channel block and that R has not only a selective presynaptic effect but also a postsynaptic 

block effect.  (Korean J Anesthesiol 2003; 44: 5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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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cin; rocuro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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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되지 않은 pefloxacin의 근이완작용을 비교적 연

구가 많이 되어 있는 kanamycin과 rocuronium의 근이

완작용과 함께 조사하여서 농도-근이완 관계를 분석

하고 동시에 칼슘농도의 증가 및 3,4-DAP와 neosti-

gmine이 kanamycin, pefloxacin과 rocuronium의 여러 

형태의 근이완을 역전시키는 효과를 관찰하고자 하

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결과로써 kanamycin, peflox-

acin과 rocuronium이 일으키는 근이완 기전을 비교하

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연령이 5-7주(체중 150-250 g)인 흰쥐 (Sprague 

Dawley) 수컷을 치오펜탈, 250 mg․kg
-1
의 복강내 

주사로 마취한 후 반횡격막-신경(hemidiaphragm-phrenic 

nerve)을 절제하여 크렙쓰용액(NaCl 118, KCl 5, CaCl2 

2.5, NaHCO3 30, KH2PO4 1, glucose 11 [mM])이 담겨 

있는 수조(20 ml)에 장착하여 표본을 만들었다. 반횡

격막의 갈비뼈 부분을 수조바닥에 이지창으로 고정

하 고, 횡격막 힘줄(tendon)을 철사로 힘전환기(force 

transducer) (UFI 1030, ADInstruments, Australia)에 연

결하 다. 수조에 95% O2와 5% CO2 혼합가스를 풍

부하게 관류시켜 포화시켰다. 수조용액의 온도는 

32
o
C로 유지하 다. 횡격신경을 신경자극기(MacLab/ 

8e, ADInstruments, Australia)에 연결하 고 전기자극

은 직사각형의 최대상 자극을 주었으며 자극시간은 

200μs로 하 다. 힘전환기를 통해 MacLab system 

(ADInstruments, Australia)에 횡격막의 수축장력의 변

화를 기록하 다.

  표본의 장착 후 10분에 수조의 크렙쓰용액을 새 

용액으로 바꿔 주었다. 횡격막의 안정화를 위해 횡

격신경에 0.1 Hz의 전기자극을 적어도 30분 이상 지

속하 다. 실험 약물을 첨가하기 전에 단순(0.1 Hz)

과 1.9초의 강직성(50 Hz) 자극을 횡격신경에 가해 

횡격막 수축장력의 대조값을 측정해 놓았다. 항생제

(kanamycin, pefloxacin)와 rocuronium의 농도를 조절

하여 단순장력이 80-90% 감소할 때까지 크렙쓰용

액에 약물을 첨가하 다. 각각의 농도에서 단순과 

강직성 자극을 횡격신경에 가해 횡격막 수축의 크기

를 기록하여 수축의 변화를 추구하 다.

  Kanamycin(용성황산가나마이신
Ⓡ
, 동아제약, 한국)

의 농도는 kanamycin 1 g를 크렙쓰용액에 녹여 17.1 

ml로 만들어 그것의 1 ml를 수조에 첨가하여 20 ml

로 만들면 5 mM이 되도록 하 다. 예비실험에 의해 

단순장력의 반응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농도인 4.5 

mM을 kanamycin의 초기농도로 하 고 이 후 단순장

력의 감소하는 정도에 따라 kanamycin, 0.125, 0.25, 

0.5 mM씩 농도를 증가시켰다. 첨가할 때마다 동량

의 수조용액을 먼저 제거하 고 제거된 양을 뺀 수

조농도를 다시 계산하 다. 매 농도에서 적어도 30

분 이상 대기한 후에 단순자극과 강직성자극을 주어 

근수축의 크기를 측정하 다.

  Pefloxacin (페포신
Ⓡ
, 삼천당제약, 한국), 400 mg/ 

125 ml을 구성 성분의 농도가 두 배인 크렙쓰용액과 

동량씩 섞은 용액의 4 ml를 크렙용액과 섞어 20 ml

로 만들어 1 mM의 pefloxacin이 되게 하 다. 예비

실험에서 pefloxacin 1 mM에서부터 최대강직장력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강직소실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 그래서 초기농도를 1 mM로 하여 강직소실의 증

가 나 단순장력의 크기의 변화에 따라 pefloxacin, 

0.125, 0.25, 0.5 mM씩 첨가하여 농도를 증가시켰다. 

수조에 pefloxacin 용액을 첨가할 때 동량의 수조의 

용액을 먼저 제거하 고 수조에 첨가된 양과 제거된 

양을 계산한 농도를 수조용액의 pefloxacin 농도로 

정하 다. 각 농도에서 적어도 60분 이상 대기한 후
7)
 단순과 강직성자극을 횡격신경에 가하여 근수축장

력의 크기를 측정하 다.

  Rocuronium (Esmeron
Ⓡ
, Organon, Netherland)의 농

도는 rocuronium 10 mg/ml를 4.1 ml로 희석한 용액

의 0.1 ml를 1 ml로 다시 희석하 다. 이 용액의 0.1 

ml를 크렙쓰용액과 섞어 20 ml로 만들면 2μM의 ro-

curonium이 되게 하 다. 예비실험에서 rocuronium 2

μM에서부터 최대강직장력이 작아지거나 강직소실

이 증가하기 시작하 다. 그래서 2μM의 초기농도에 

강직소실의 증가나 단순장력의 감소에 따라 rocuro-

nium 1, 2, 3, 4μM씩 농도를 증가시켰다. 각 농도에

서 적어도 20분 이상 대기한 후에 단순과 강직성자

극을 횡격신경에 가하여 근수축장력을 측정하 다.

  각 항생제를 수조에 혼합하여 단순장력 또는 최대

강직장력이 85 ± 5%까지 감소되거나 강직소실이 

85 ± 5% (kanamycin은 강직소실의 증가가 작아서 

70 ± 10%)까지 증가된 후에 칼슘, 3,4-DAP와 neo-

stigmine을 수조에 첨가하여 단순 및 강직성자극을 

횡격신경에 가하여 수축장력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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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슘농도를 1.25 mM씩 증가시켰다. 매 칼슘농도

에서 적어도 20분 이상 대기한 후에 단순과 강직성 

자극을 가하여 근수축장력을 측정하 다.

  K+ 통로차단제인 3,4-DAP 10.9 mg을 증류수 10 

ml에 녹인 용액의 0.2 ml를 1 ml로 희석한 용액의 

0.1 ml를 크렙쓰용액과 혼합하여 20 ml로 만들어 

3,4-DAP 농도가 10μM이 되게 하 다. 초기농도인 5

μM에 5μM 씩 3,4-DAP의 농도를 증가시켰다. 각 

농도에서 적어도 25분 이상 기다린 후에 근수축의 

장력을 측정하 다.

  Neostigmine 0.5 mg을 4.1 ml로 희석한 용액 0.05 ml

를 크렙쓰용액과 섞어 20 ml 용액으로 만들어 neo-

stigmine 농도가 1μM이 되게 하 다. 예비실험에서 

결정된 neostigmine의 초기 농도인 125 nM에서 출발

하여 농도를 두 배 씩 증가시켰다. 각 neostigmine 농

도에서 적어도 20분 이상 대기한 후에 근수축장력을 

측정하 다.

  단순장력과 최대강직장력의 감소(% reduction)는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하 다.

 % Reduction = (1 - (T/To)) × 100

  To는 항생제와 rocuronium을 첨가하기 전에 측정

한 대조장력이고 T는 첨가한 후에 측정한 장력이다. 

강직소실의 증가(% increase)는 다음의 공식으로 계

산하 다.

% Increase = (1 - (Te/Tp)) × 100

Table 1. The Effective Concentrations (EC) of Kanamycin (mM) in Rat Phrenic Nerve-Hemidiaphragm Preparations
ꠧꠧꠧꠧꠧꠧꠧꠧꠧꠧꠧꠧꠧꠧꠧꠧꠧꠧꠧꠧꠧꠧꠧꠧꠧꠧꠧꠧꠧꠧꠧꠧꠧꠧꠧꠧꠧꠧꠧꠧꠧꠧꠧꠧꠧꠧꠧꠧꠧꠧꠧꠧꠧꠧꠧꠧꠧꠧꠧꠧꠧꠧꠧꠧꠧꠧꠧꠧꠧꠧꠧꠧꠧꠧꠧꠧꠧꠧꠧꠧꠧꠧꠧꠧꠧꠧꠧꠧꠧꠧꠧꠧꠧꠧꠧꠧꠧꠧꠧꠧ

EC5 EC25 EC50 EC75 EC9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T (n = 12) 4.35 ± 0.29 4.99 ± 0.30 5.49 ± 0.32 6.04 ± 0.35 6.93 ± 0.40

PTT (n = 12) 4.73 ± 0.33 5.29 ± 0.34 5.73 ± 0.36 6.20 ± 0.39 6.94 ± 0.48

TF (n = 10) 5.42 ± 0.35 5.92 ± 0.24 6.30 ± 0.16 6.71 ± 0.14 7.34 ± 0.2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n: number of preparations experimented, EC5, 25, 50, 75, 95: EC of 5, 25, 50, 75, 95 (%) reduction 

(or increase) in ST, PTT or TF, ST: single twitch, PTT: peak tetanic tension, TF: tetanic fade.

Table 2. The Effective Concentrations (EC) of Pefloxacin (mM) in Rat Phrenic Nerve-Hemidiaphragm Preparations
ꠧꠧꠧꠧꠧꠧꠧꠧꠧꠧꠧꠧꠧꠧꠧꠧꠧꠧꠧꠧꠧꠧꠧꠧꠧꠧꠧꠧꠧꠧꠧꠧꠧꠧꠧꠧꠧꠧꠧꠧꠧꠧꠧꠧꠧꠧꠧꠧꠧꠧꠧꠧꠧꠧꠧꠧꠧꠧꠧꠧꠧꠧꠧꠧꠧꠧꠧꠧꠧꠧꠧꠧꠧꠧꠧꠧꠧꠧꠧꠧꠧꠧꠧꠧꠧꠧꠧꠧꠧꠧꠧꠧꠧꠧꠧꠧꠧꠧꠧꠧ

EC5 EC25 EC50 EC75 EC9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T (n = 10) 1.58 ± 0.16 1.76 ± 0.17 1.90 ± 0.19 2.04 ± 0.21 2.28 ± 0.25

PTT (n = 10) 1.24 ± 0.15 1.48 ± 0.16 1.67 ± 0.18 1.88 ± 0.21 2.24 ± 0.26

TF (n = 10) 1.13 ± 0.15 1.23 ± 0.14 1.31 ± 0.14 1.39 ± 0.13 1.53 ± 0.1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n: number of preparations experimented, EC5, 25, 50, 75, 95: EC of 5, 25, 50, 75, 95 (%) reduction 

(or increase) in ST, PTT or TF, ST: single twitch, PTT: peak tetanic tension, TF: tetanic fade.

Table 3. The Effective Concentrations (EC) of Rocuronium (μM) in Rat Phrenic Nerve-Hemidiaphragm Preparations
ꠧꠧꠧꠧꠧꠧꠧꠧꠧꠧꠧꠧꠧꠧꠧꠧꠧꠧꠧꠧꠧꠧꠧꠧꠧꠧꠧꠧꠧꠧꠧꠧꠧꠧꠧꠧꠧꠧꠧꠧꠧꠧꠧꠧꠧꠧꠧꠧꠧꠧꠧꠧꠧꠧꠧꠧꠧꠧꠧꠧꠧꠧꠧꠧꠧꠧꠧꠧꠧꠧꠧꠧꠧꠧꠧꠧꠧꠧꠧꠧꠧꠧꠧꠧꠧꠧꠧꠧꠧꠧꠧꠧꠧꠧꠧꠧꠧꠧꠧꠧ

EC5 EC25 EC50 EC75 EC9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T (n = 10) 6.38 ± 1.04 8.06 ± 1.03 10.81 ± 1.16 14.56 ± 1.77 18.53 ± 2.80

PTT (n = 10) 2.06 ± 0.82 3.11 ± 0.97  5.27 ± 1.09  9.03 ± 1.12 14.00 ± 1.54

TF (n = 10) 3.17 ± 1.15 3.67 ± 1.20  4.41 ± 1.24  5.31 ± 1.26  6.22 ± 1.2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n: number of preparations experimented, EC5, 25, 50, 75, 95: EC of 5, 25, 50, 75, 95 (%) reduction 

(or increase) in ST, PTT or TF, ST: single twitch, PTT: peak tetanic tension, TF: tetanic f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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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는 최대강직장력이고 Te는 말단강직장력(end of 

tetanic twitch tension)이다. 항생제와 rocuronium의 단

순장력, 최대강직장력과 강직소실의 5, 25, 50, 75, 

95(%) 감소와 증가의 효과농도(effective concentration, 

EC)를 probit 분석법으로 계산하 다. 칼슘농도의 증

가, 3,4-DAP와 neostigmine이 근이완을 역전한 효과

를 길항지수(antagonism index)로21) 나타내었다.

Antagonism index (%) = ((Rp - Ra)/Rp) × 100

  Rp는 기존의 % 감소(또는 증가)이고 Ra는 길항제 

후의 % 감소(또는 증가)이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결      과

  Kanamycin, pefloxacin과 rocuronium이 간접자극에 

의한 단순장력과 최대강직장력을 감소시켰고, 강직

소실을 증가시켰다. 단순장력과 최대강직장력의 감

소와 강직소실의 증가의 역가인 EC50이 kanamycin에서 

각각 5.49 ± 0.32, 5.73 ± 0.36과 6.30 ± 0.16 (mM)이

었고 (Table 1), pefloxacin에서 각각 1.90 ± 0.19, 1.67 

± 0.18과 1.31 ± 0.14 (mM)이었으며 (Table 2), rocu-

ronium에서 각각 10.81 ± 1.16, 5.27 ± 1.09과 4.41 

± 1.24 (μM)이었다(Table 3). 이처럼 kanamycin의 

역가는 단순장력 ＞ 최대강직장력 ＞ 강직소실의 순

이었지만(Table 1) pefloxacin과 rocuronium의 역가는 

역으로 강직소실 ＞ 최대강직장력 ＞ 단순장력의 순

이었다(Table 2, 3). Kanamycin과 pefloxacin의 단순장력

의 역가는 kanamycin은 rocuronium의 1/500, peflox-

acin은 1/180이었다. 단순장력의 역가/ 강직소실의 역

가의 비율이 kanamycin 0.94, pefloxacin 1.45, rocuro-

nium 2.45이었다.

  Kanamycin, pefloxacin과 rocuronium의 용량-반응곡

선을 Fig. 1, Fig. 2와 Fig. 3에 그렸다. 각 약물의 단

순장력, 최대강직장력과 강직소실을 두 개씩 짝지어 

Fig. 4, Fig. 5와 Fig. 6에 상관관계를 그렸다.

  Kanamycin의 반응의 상관관계에서 단순장력과 최

대강직장력은 kanamycin의 농도증가에 따라 유사한 

정도로 감소하 고, 단순장력과 최대강직장력은 저

농도의 kanamycin에서 강직소실보다 먼저 감소하기 

시작하 고 강직소실은 두 장력의 40% 감소에서부

Fig. 1. Cumulative concentration-effect curves for the 

effects of kanamycin on the single twitch tensions at 0.1 

Hz (A), the peak tetanic contraction tensions (B) and the 

tetanic fade at 50 Hz (C). The effects on single twitch 

tensions and the peak tensions were calculated as % 

reduction, and the effects on tetanic fade, as % increase.  

All contractile responses were nerve evoked. All 

experiments were performed at 32oC and in all cases 

preparations were exposed to kanamycin for at least 30 

minutes before any readings were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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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umulative concentration-effect curves for the 

effects of rocuronium on the single twitch tensions at 0.1 

Hz (A), the peak tetanic contraction tensions (B) and the 

tetanic fade at 50 Hz (C). The effects on single twitch 

tensions and the peak tensions were calculated as % 

reduction, and the effects on tetanic fade, as % increase. 

All contractile responses were nerve evoked. All 

experiments were performed at 32
o
C and in all cases 

preparations were exposed to rocuronium for at least 20 

minutes before any readings were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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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umulative concentration-effect curves for the 

effects of pefloxacin on the single twitch tensions at 0.1 

Hz (A), the peak tetanic contraction tensions (B) and the 

tetanic fade at 50 Hz (C). The effects on single twitch 

tensions and the peak tensions were calculated as % 

reduction, and the effects on tetanic fade, as % increase. 

All contractile responses were nerve evoked. All 

experiments were performed at 32oC and in all cases 

preparations were exposed to pefloxacin for at least 60 

minutes before any readings were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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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rrelation between single twitch depression, peak 

tetanic tension depression and tetanic fade increase of 

pefloxacin. The figure shows single twitch depression 
plotted against peak tetanic tension depression (A) and 

tetanic fade increase (B), and peak tetanic tension 

depression plotted against tetanic fade increase (C) 
observed with pefloxacin. Points were used from where 

the cumulative concentration-effect relationships for single 

twitch, peak tetanic tension and tetanic fade overlap on 
the concentration 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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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rrelation between single twitch depression, peak 

tetanic tension depression and tetanic fade increase of 

kanamycin. The figure shows single twitch depression 

plotted against peak tetanic tension depression (A) and 

tetanic fade increase (B), and peak tetanic tension 

depression plotted against tetanic fade increase (C) 

observed with kanamycin.  Points were used from where 

the cumulative concentration-effect relationships for single 

twitch, peak tetanic tension and tetanic fade overlap on 

the concentration 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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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증가하기 시작하 다(Fig. 4).

  Pefloxacin의 반응의 상관관계에서 pefloxacin의 농

도증가에 따라 최대강직장력이 단순장력보다 먼저 

감소하기 시작하 고 최대강직장력의 20-30% 감소

에서부터 단순장력이 감소하기 시작하 다. 강직소실

의 증가는 단순장력의 감소가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최대강직장력이 30% 감소할 때에 완료되었다(Fig. 5).

  Rocuronium의 반응의 상관관계에서 rocuronium의 

농도증가에 따라 최대강직장력이 단순장력보다 먼저 

감소하기 시작하 고 최대강직장력의 60% 감소에서

부터 단순장력이 감소하기 시작하 다. 강직소실의 증

가는 단순장력의 20% 감소에서, 최대강직장력의 60% 

감소에서 완료되었다(Fig. 6).

  낮은 농도에서 pefloxacin은 단순장력과 최대강직

장력의 크기를 증대시켰고(Fig. 2), rocuronium은 일

부표본의 단순장력의 크기를 증가시켰다(Fig. 3).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실험에 사용된 높은 농

도의 pefloxacin (약 2 mM)이 표본의 구축(contracture)

을 발생시켰고 pefloxacin보다 약하지만 kanamycin도 

구축을 일으켰으나 rocuronium에서는 이것을 관찰할 수 

없었다.

Fig. 6. Correlation between single twitch depression, peak 

tetanic tension depression and tetanic fade increase of 

rocuronium. The figure shows single twitch depression 
plotted against peak tetanic tension depression (A) and 

tetanic fade increase (B), and peak tetanic tension de-

pression plotted against tetanic fade increase (C) observed 
with rocuronium. Points were used from where the 

cumulative concentration-effect relationships for single 

twitch, peak tetanic tension and tetanic fade overlap on 
the concentration 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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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reversibility of calcium, 3,4-DAP and neo-
stigmine against neuromuscular blockades of kanamycin. 

Neuromuscular blockades of kanamycin were similarly 

reversed by calcium and 3,4-DAP and partially by neo-
stigmine in the indirectly elicited responses in rat phrenic- 

hemidiaphragm preparations. The concentrations of calcium, 

3,4-DAP and neostigmine are 5.0 mM, 10μM and 250 
nM, respectively.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antagonism 

index.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SEM) of at least 6 

experiments. 3,4-DAP = 3,4-diaminopyridine, Neost = neo-
stig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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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렙쓰용액의 칼슘농도를 5 mM로 증가시켰을 때 

칼슘이 각 약물의 세 반응의 80-90% 감소 및 증가

를 길항시킨 정도가 약물마다 달랐다. Kanamycin의 

근이완작용에 대한 칼슘의 길항지수에서 단순장력은 

62.7%, 최대강직장력은 65.9%, 강직소실(kanamycin의 

경우 강직소실의 60-80% 증가에서 칼슘을 크렙쓰

용액에 첨가하 다)은 93.4%까지 회복되었다(Fig. 7). 

Pefloxacin의 근이완작용에 대한 칼슘의 길항지수에

서 단순장력, 최대강직장력과 강직소실의 크기가 길

항되지 않았다(Fig. 8). Rocuronium의 근이완작용에 

대한 칼슘의 길항지수에서 단순장력, 최대강직장력

과 강직소실의 크기가 길항되지 않았다(Fig. 9).

  크렙쓰용액에 3,4-DAP 10μM을 첨가한 경우 3,4- 

DAP가 각 약물의 세 반응의 80-90% 감소 및 증가

를 길항시킨 정도가 약물마다 달랐다. Kanamycin의 근

이완작용에 대한 3,4-DAP의 길항지수에서 단순장력

은 59.8%, 최대강직장력은 71.0%, 강직소실은 97.4%

까지 길항시켰다(Fig. 7). Pefloxacin의 근이완작용에 

대한 3,4-DAP의 길항지수에서 단순장력, 최대강직장

력과 강직소실의 크기를 길항시키지 못하 다(Fig. 8). 

Rocuronium의 근이완작용에 대한 3,4-DAP의 길항지

수에서 단순장력은 97.7%, 최대강직장력은 25.5%, 강직

소실은 39.3%까지 길항시켰다(Fig. 9).

  크렙쓰용액에 neostigmine 250 nM을 첨가한 경우 

neostigmine이 각 약물의 세 반응의 80-90% 감소 및 

증가를 길항시킨 정도가 달랐다. Kanamycin의 근이

완작용에 대한 neostigmine의 길항지수에서 단순장력

은 14.1%, 최대강직장력은 21.2%, 강직소실은 8.1%까

지 길항시켰다(Fig. 7). Pefloxacin의 근이완작용에 대

한 neostigmine의 길항지수에서 단순장력, 최대강직장력

과 강직소실의 크기를 길항시키지 못하 다(Fig. 8). 

Rocuronium의 근이완작용에 대한 neostigmine의 길항

지수에서 단순장력은 41.9%, 최대강직장력은 21.2%, 

강직소실은 71.6%까지 길항시켰다(Fig. 9).

고      찰

  항생제가 수술환자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투여될 

경우와 중환자관리의 발달로 인해 근이완제와 병용

될 경우가 증가하여 항생제의 근이완 작용이 수술 

후의 호흡 및 인공호흡기에서의 해방을 억제할 가능

Fig. 8. The reversibility of calcium, 3,4-DAP and neo-

stigmine against neuromuscular blockades of pefloxacin. 

Neuromuscular blockades of pefloxacin were not reversed 

by calcium, 3,4-DAP and neostigmine in the indirectly 

elicited responses in rat phrenic-hemidiaphragm prepar-

ations. The concentrations of calcium, 3,4-DAP and neo-

stigmine are 5.0 mM, 10μM and 250 nM respectively.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antagonism index.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SEM) of at least 6 experiments. 3,4- 

DAP = 3,4-diaminopyridine, Neost = neostig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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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reversibility of calcium, 3,4-DAP and neo-

stigmine against neuromuscular blockades of rocuronium.  

Single twitch reduction of rocuronium was almost com-

pletely reversed by 3,4-DAP and peak tetanic tension and 

tetanic fade of rocuronium were partially by 3,4-DAP and 

neostigmine in rat phrenic-hemidiaphragm preparations. 

The concentrations of calcium, 3,4-DAP and neostigmine 

are 5.0 mM, 10μM and 250 nM respectively.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antagonism index.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SEM) of at least 6 experiments. 3,4-DAP = 

3,4-diaminopyridine, Neost = neostig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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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kanamycin의 근이완

효과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kanamycin

이 조심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Pefloxacin의 복용에 의

한 근무력(muscle weakness)의 발생이 가능하고22) 중증

근무력증 환자의 근무력이 악화되었다는 보고를
8-13)

 

보면 pefloxacin이 근수축에 향을 주는 것으로 믿

어지며 본 연구에서 pefloxacin이 근이완작용을 보인

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소견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근무력증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pefloxacin의 사용에 

신중해야 하겠다.

  단순장력을 감소시키는 기전은 각 약물에 따라 다

르겠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전에 의한다고 믿고 

있다. 간접자극으로 신경말단에서 유리되는 양자량

이 감소하거나
23)
 후접합부의 아세틸콜린수용체나 그

와 관련된 이온통로가 차단되는 기전 등이다.
20,24-28)

 

단순장력의 양자량의 감소는 신경말단의 활성지역

(active zone)에 존재하는 유리대기소포(readily releasable 

storage)의 수가 작거나 유리대기소포의 수는 충분하

지만 유리확률(probability of release)이 작아서 분비

되는 소포의 수가 작기 때문이다.

  강직자극을 신경에 가하면 첫 4-5개의 자극 후에 

최대강직장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단순장력의 감소기

전에 더하여 신경에 가한 반복자극에 의한 강직장력

의 감소기전이 복합되어 최대강직장력을 감소시킨

다. 반복자극에 의한 장력의 감소 기전은 강직소실

의 증가를 일으키는 기전과 같기 때문에 강직소실의 

증가 기전에서 함께 기술하겠다.

  Kurihara와 Brooks에29) 의하면 신경근접합부의 전

달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운동신경에 가한 반복자

극에 근육의 수축이 감소하는 현상인 신경근피로가 

생기며 이런 현상은 다음의 기전 중에 하나 또는 둘

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한다: (1) 신경활동전위가 신

경말단까지 진입하지 못한 경우,
30)
 (2) 적절한 수의 

양자유리가 안 되는 경우,20) (3) 단위 양자에 들어 

있는 전달체의 양의 감소나
31)
 전달체에 대한 후접합

부 수용체의 감수성의 감소
32)
 또는 둘 다 때문에 일

어난 EPP 크기의 감소, (4) 종판전위(end-plate potential)

에 대한 근섬유의 활동전위기전의 순응(accommoda-

tion).
33)
 여기에 더하여 그들은 양자량 이나 막전압으

로 교정된 양자의 크기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

고 긴 반복자극 동안에 저하된 휴지막전압도 종판전

위의 억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 다.
29)
 막전압

의 저하가 후접합부의 아세틸콜린수용체-이온통로 

복합체의 이온통로로 이온을 이동시키는 충동력을 

점차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34)
 이외에

도 후접합부의 수용체의 탈감작과35) 이온통로의 차

단
20,25-28)

 등이 있다. Wilson은
36) 

tubocurarine이 전접합

부의 음성되먹이기(negative feedback)의 니코틴성 아

세틸콜린수용체를 차단하여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후접합부수용체를 차단하여 강

직소실을 유발한다고 주장하 다. 위에 열거한 기전 

중 몇몇은 강직소실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단순장

력과 최대강직장력을 감소시키기도 할 것이다.

  심장근과 다르게 수축에 가담한 근섬유의 수가 골

격근의 수축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신경의 활동전위

가 신경말단까지 전달되는 운동단위(motor unit)의 

수가 반복자극에 따라 점차 감소하면 강직소실의 증

가가 표출될 것이다.37)

  강직소실을 증가시키는 양자량의 감소는 전접합부

에서 일어나는 소포(synaptic vesicle)의 이동(mobiliza-

tion)의 감소를 점차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니코틴성 

길항제가 전접합부의 니코틴성 아세틸콜린수용체를 

차단하니까 세포에 들어가는 칼슘의 양을 감소시켜 

아세틸콜린이동을 감소시킨다.38) 그리고 β-bungaro-

toxin이 synapsin I의 인산화를 억제하여 synaptosome

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방해하는 것처럼
39)
 toxin

이 전접합부에 작용하여 강직소실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34)
 Vesamicol이

40)
 소포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

여 세포질에서 소포로의 아세틸콜린 이동을 방해함

으로써 양자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강직소실

의 증가를 발현시킨다. 그러니까 소포 안의 아세틸

콜린의 양이 감소하여도 강직소실이 발생한다.

  아세틸콜린 1μM에서 후접합부가 탈분극되고 이

로 인해 근섬유의 Na
+
통로가 순응되어서, 그리고 아

세틸콜린 10μM에서 일어난 후접합부수용체의 탈감

작이 수용체의 감수성을 떨어뜨려서 신경근차단이 

일어난다.
32)

  어떤 약물은 열려 있거나 닫혀 있는 이온통로를 

사용의존성(use-dependent)으로 차단한다. 이로써 신

경근전달이 억제되어서 강직소실이 초래된다.
26,28,41,42)

  전통적으로 약물이 전접합부에 작용하여 아세틸

콜린의 이동과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감소시켜 강직

소실을 일으키고 단순장력은 후접합부에 작용하여 

감소시킨다고 믿어 왔다. 그런데 Gallacci와 Olive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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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43,44) hexamethonium과 pancuronium의 강직소실은 

약물이 전접합부에서 양자량을 그리고 후접합부에서 

양자의 크기를 동시에 감소시킨 결과라고 주장하

다. Pancuronium이 첫 EPP의 양자량을 감소시켰지만 

hexamethonium은 거의 감소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pancuronium은 단순장력과 강직소실에 동시에 향

을 미치고 그래서 hexamethonium보다 단순장력의 감

소와 강직소실의 증가의 감별효과를 뚜렷하게 보이

지 못한다고 설명하 다. 그러니까 전접합부에만 친

화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hexamethonium도 후접합

부에 작용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약물들이 전과 

후 접합부에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

겠다.

  Singh 등의
16)
 연구에서 단순장력(0.1 Hz)을 80-

90% 감소시키는 kanamycin의 농도가 약 17.2 mM이

었지만 본 연구에서의 농도는 약 6.5 mM이었다

(Table 1). 본 연구의 농도가 작은 것은 항생제를 표

본에 첨가한 후 단순장력을 측정하기까지 기다린 시

간이 길고 표본을 세척한 후에 더 큰 농도를 표본에 

첨가하지 않고 축적식으로 농도를 증가시켰기 때문

일 것이다. Molgo 등이
6)
 kanamycin, 0.96 mM에서 

EPP와 MEPP의 크기가 각각 90%와 22% 감소한 것

을 증명하 는데 EPP와 MEPP의 크기를 함께 감소

시키는 neomycin이
4)
 90% 이상의 양자량의 감소에서

부터 단순장력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을45) 고려하면 

MEPP의 크기를 더 작게 감소시킨 kanamycin의
6)
 단

순장력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농도가 0.96 mM보다 

더 커야 하기 때문에 단순장력의 감소가 본 연구에

서처럼 약 4 mM에서 시작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kanamycin의 역가가 pefloxacin과 rocuro-

nium의 것과 다르게 단순장력 ＜ 최대강직장력 ＜ 

강직소실의 순으로 커진 것은 kanamycin이 두 약물

보다 강직소실을 일으키는 작용이 작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래서 단순장력 감소의 역가와 강직소실 증

가의 역가의 비율이 1 이하로 다른 약물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Fig. 4에서 kanamycin의 단순장력의 감

소와 최대강직장력의 감소가 정비례하는 것은 강직

소실의 기전이 거의 향을 미치지 못하 기 때문일 

것이며 두 장력의 감소가 약 40%일 때 강직소실이 

나타난 것은 Mg
2+
의 근이완효과와 다른 점이다. 단

순장력을 75% 감소시킨 Mg
2+
농도에서 강직자극이 

신경말단에 칼슘을 증가시켜 강직수축을 점차 증가

시키는 강직증강(tetanus sparing)이 나타난다.
23)
 그러

므로 kanamycin이 저농도에서 Mg
2+
과 유사한 기전

으로 근이완 작용을 하 지만 고농도에서 강직소실

을 일으킨 점이 다르다. 본 연구의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칼슘과 3,4-DAP에 의해 강직소실이 쉽게 

역전되는 것을 보면 칼슘에 의한 아세틸콜린이동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믿어진다.

  후접합부에서 고농도의 neomycin이 열린 이온통로

를 차단하고 streptomycin은 아세틸콜린수용체를 차

단한다고 한다.
46)
 그러므로 kanamycin이 감소시킨 장

력이 칼슘과 3,4-DAP에 의해 완전히 길항되지 않은 

점은 이들 aminoglycoside와 마찬가지로 후접합부에 

부분적이지만 비상경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고 하겠다.

  칼슘농도의 증가와 3,4-DAP가 kanamycin이 감소시

킨 운동신경말단의 칼슘량을
47,48) 

증가시켜 수축장력

을 증가시키고 강직소실을 감소시켰을 것이다.
16,49)

 신

경말단에서 유리대기소포의 수와 아세틸콜린이동을 

증가시킴으로써 활성 역(active zone)의 아세틸콜린 

소포의 유리확률을 최고(1.0)까지 증가시키는 3,4-DAP

가49) 각각의 반응을 역전시킨 정도가 칼슘농도의 증

가와 비슷한 점을 비추어 보면 kanamycin이 신경말

단의 활성 역 근처에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칼

슘의 유입 내지 수용체와의 결합을 Mg2+과 유사하

게 상경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47)
 그래서 

칼슘농도의 증가로 kanamycin의 근이완이 역전되므로 

kanamycin의 근무력에 칼슘의 투여가 유용하겠다.

  본 연구에서 kanamycin의 효과가 neostigmine에 의

해 미미하게 역전된 것은 kanamycin이 유리를 너무 

많이 감소시키기 때문에 접합부에 존재하는 아세틸

콜린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것과
50)
 kanamycin이 후

접합부에 비상경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

에 neostigmine이 이온통로의 차단을51) 일으킨 현상

일 것이다.

  Paradelis 등은
50)
 quinolone 계통의 sparfloxacin이 신

경근차단 효과가 없다는 보고를 하 다. Kanamycin

의 실험농도(4-7 mM)가 최고치료농도(0.07 mM)의
4)
 

약 60-100배이고 pefloxacin의 실험농도(1-3 mM)가 

최고치료농도(0.01 mM)의52) 100-300배인 것으로 보

아 근이완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실험농도가 치료농

도보다 훨씬 큼을 의미한다. Kanamycin의 최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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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0.07 mM)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EPP와 MEPP의 

크기가 감소한 것을 발견하 지만 근수축이 감소하

기 시작한 농도가 약 60배 가량 더 큰 4 mM이었다. 

만약에 pefloxacin과 같은 배수를 sparfloxacin에 적용

하여 이 항생제의 실험농도를 0.8-2.4 mM로 하

더라면 신경근차단작용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Sieb가7) MEPC의 감소를 발견한 농도가 약 0.1 mM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농도의 약 1/10이었

다. 이처럼 반응을 일으키는 농도가 다른 것은 실험

방법에 따라 반응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

다. 즉 90% 이상의 양자량의 감소에서부터 단순장

력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과
46)
 후접합부의 수용체가 

75% 이상 폐쇄되어야 단순장력이 감소하기 시작하

는 것에서
53)
 단순장력의 감소가 EPP나 MEPP의 감

소보다 더 높은 농도에서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암

시한다. 그럼으로 향후 sparfloxacin 0.1 mM에서 EPP

와MEPP를 이용한 연구로 근이완효과를 증명할 필

요가 있다.

  Pefloxacin의 단순장력이 저농도에서 오히려 증가하

고 단순장력의 감소가 시작하기 전에 강직소실의 

증가가 완료되었다(Fig. 2, 5). 그런데 단순장력이 증

가되려면 전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의 유리가 증가하

거나 유리된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하거나 후접

합부에서 아세틸콜린수용체의 감수성이 증가하거나 

근섬유의 활동전위의 생성이 용이해지는 것 등이다. 

Sieb 등이
54)
 quinoline 유도체가 신경근전달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에서 이 유도체가 전접합부의 아

세틸콜린의 유리를 억제하 다고 하 지만 전압의존

성 K
+ 
통로의 차단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55) 
신

경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의 유리를 증가시켰다는 기전

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유도체가 아세틸콜

린수용체를 탈감작시키거나 상경적으로 억제하지 않

는다고 하 고 neostigmine에 의해 EPP와 MEPP의 크

기를 거의 역전시키지 못 하 기 때문에 양자의 크

기를 감소시키지 않은 것 같다고 하 다.
54)
 항아세

틸콜린에스테라제의 성질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

지만 단순장력의 증가는 저농도의 pefloxacin이 전압

의존성 K
+ 
통로를 차단시켜 칼슘유입과 아세틸콜린 

유리를 증가시키고 후접합부에서 이온통로를 적게 

차단시켜서 아세틸콜린의 증가를 완전히 상쇄하지 

못 하 기 때문일 것이다.

  Pefloxacin이 장력을 감소시키고 강직소실을 증가

시키려면 고찰의 앞부분에서 열거한 기전들이 가동

되어야 된다. Quinoline 유도체는 양자량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후접합부 아세틸콜린수용체-이온통로를 

열린 상태이든 닫힌 상태이든 간에 차단할 수 있

다.
54)
 Sieb는

7)
 pefloxacin으로 MEPC를 연구한 결과에

서 농도 0.04 mM에서 MEPC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0.3 mM에서 완전히 소멸되며 neostigmine에 의해 

MEPC의 크기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후접합부에서 

발생한 효과이고 MEPC의 소멸시간항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온통로차단을 강하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고하 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강직소실의 증

가에 신경말단에서 아세틸콜린유리의 감소와 후접합

부에서 열린(사용의존성)이온통로의 차단이, 단순장

력의 감소 기전에 아세틸콜린유리의 감소와 닫힌 통

로차단이, 그리고 최대강직장력의 감소기전에 아세

틸콜린유리의 감소, 닫힌 통로차단과 열린 통로차단

이 관여한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Ca
2+
, 3,4-DAP와 neostigmine이 세 반응을 

역전시키지 못 한 것은(Fig. 8) 아세틸콜린유리의 감

소가 pefloxacin의 근이완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온통로차단이 주작용이고 

닫힌 통로차단보다 사용의존성 통로차단이 더 민감

하여 저농도에서 강직수축이 완전히 소실되는 것으

로 믿어진다. 또한 pefloxacin이 Na
+ 
통로차단도 하

기 때문에56) 운동신경의 활동전위가 신경말단까지 

전파되는 운동단위의 수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근섬

유의 Na
+ 
통로도 차단하여 근활동전위의 생성을 억

제하여 수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Clindamycin에 의한 근이완이 칼슘농도 증가와 neo-

stigmine으로 역전되지 않았다.
16)
 이것은 clindamycin

이 아세틸콜린수용체-이온통로 복합체의 이온통로를 

차단한 결과이므로
46)
 본 연구에서 pefloxacin의 근이

완효과가 칼슘증가, 3,4-DAP와 neostigmine에 의해 

역전되지 않았으므로 이온통로차단이 pefloxacin의 근이

완 기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의 고농도에서 근구축이 발생한 것은 Singh 

등의16) 실험에서 관찰된 것과 일치하며 구축이 발생

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근섬유의 칼슘증가

로 설명할 수 있겠다.

  Vecuronium의 유사체인 Org-9487이 간접적으로 유

발된 장력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보이고 직접적으로 

유발된 장력과 신경활동전위에 미치는 효과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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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므로 신경근전달을 억제한다.57) 같은 amino-

steroid 계통인 rocuronium이 이와 비슷한 효과를 가

질 것이며 전접합부의 칼슘통로를 차단하는 Mg
2+
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kanamycin과는 다르게 칼슘농도

의 증가에 단순장력을 거의 역전시키지 못 한 것과 

근육세포막의 K
+
통로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고 

신경말단의 K+통로를 차단하여 아세틸콜린의 분비

를 촉진하는 3,4-DAP가
18,19,58)

 rocuronium의 단순장력

의 감소를 거의 완전히 역전시킨 것을 감안할 때

(Fig. 9) 이것은 rocuronium이 전접합부에서 아세틸콜

린의 이동을 감소시킨 것을 의미한다.

  Neostigmine이 pancuronium의 단순장력을 80% 역전

시켰고59) rocuronium은 42% 역전시켰다. 그러므로 ro-

curonium이 pancuronium같이 전접합부에 작용하여 

아세틸콜린 유리를 억제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즉 

유리된 아세틸콜린의 양이 적어 아세틸콜린에스테라

제의 억제로 축적된 양이 적어 단순장력의 감소를 

약 42% 길항하 을 것이다. 유리된 아세틸콜린의 양의 

감소가 주원인이겠지만 다음의 요소도 다소 neostig-

mine의 길항을 방해했을지 모르겠다. Vecuronium과
60)
 

rapacuronium은
57)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항아

세틸콜린에스테라제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연구가 더 있어야겠지만 rocuronium이 항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의 효과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것과 neo-

stigmine이 전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증가

시킨다고 하지만
61)
 종판의 이온통로를 차단한다는 

점
51)
 등이다.

  Rocuronium의 강직소실이 단순장력의 감소가 약 

20%인 낮은 농도에서 완료된 것은(Fig. 6) 소량의 

rocuronium이 마치 hexamethonium처럼
14)
 후접합부의 

아세틸콜린수용체보다 전접합부수용체에 훨씬 더 강

한 친화력을 갖고 있어 전접합부니코틴성수용체의 

양성되먹이기(positive feedback)를 감소시켰기
 
때문이

거나14,38,62,63) 신경말단에 존재하는 신경형 니코틴성 

아세틸콜린수용체(neuronal-type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가 후접합부에 존재하는 근육형 니코틴성 

아세틸콜린수용체(muscle-type nicotinic acetylcholinerece-

ptor)보다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와 더 민감하게 결합

하여서 세포로 유입하는 칼슘의 양을 감소시켰기 때

문일 것이다.35,64) Rocuronium은 후접합부아세틸콜린

수용체의 이온통로를 차단하지 않으므로 신경말단에

서 소포의 이동율(mobilization rate)과 EPP의 양자량

을 감소시킴으로써 EPP의 하락(rundown)을 증대시키

기 때문에 rocuronium의 전접합부 작용으로 강직소

실이 나타난다.
65-67)

  Rocuronium이 다른 근이완제보다 전접합부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14,66)

 rocuronium이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한다.
14)
 여기에는 많은 비탈분극성 근이완제

에서 관찰된 역가(potency)와 발현속도의 역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발현속도와 작용시간의 관계를 따

르지 않는 것과
68-70)

 자신의 발현에 마중물효과(priming 

effect)가 없으면서 다른 근이완제의 발현을 촉진한다

는 것과
71,72)

 강직후강화(posttetanic potentiation)가 거의 

없다는 것과
69)
 95% 회복에서 mivacurium보다 rocuro-

nium이 TOF fade가 더 크다는 것과73) 자극횟수를 증

가시킬수록 최대 차단에 도달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진다는 것
74)
 등이 있다.

  강직소실이 3,4-DAP에 의해 약 40% 역전된 것은

(Fig. 9) rocuronium이 아세틸콜린이동을 감소시키는 

기전에 칼슘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

다. Neostigmine이 아세틸콜린의 유리를 증가시킨다

고 하지만 kanamycin의 근이완을 길항한 강도가 작

은 걸 보면 전접합부작용은 큰 역할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neostigmine에 의해 강직소

실이 약 72% 역전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Fig. 9) 전

접합부와 후접합부의 효과가 서로 합세하여 강직소

실을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의 결과

와
43,44,75)

 같이 rocuronium의 후접합부수용체의 상경

적 차단작용이 강직소실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 것

으로 보인다.

  최대강직장력의 길항이 강직소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강직자극 도중에3,4- 

DAP와 neostigmine의 최대 길항효과가 발현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강직장력이 전체적으로 같은 크기

만큼 커졌기 때문에 최대강직장력과 끝장력의 비율

인 강직소실의 길항이 더 커질 수 있겠다.

  Rocuronium이 후접합부와 전접합부에 동시에 작용

하여 MEPP와 EPP의 크기를 감소시키지만
 
단순장력

의 감소가 강직소실의 증가와 최대강직장력의 감소

보다 rocuronium의 높은 농도에서 시작하는 것은 양

자량이 90% 이상 감소하여야 비로서 단순장력이 감

소하는 것과45) 후접합부의 아세틸콜린수용체가 75% 

이상 폐쇄되어야 단순장력이 감소하는 것처럼
53)
 단

순장력에 신경근전달의 안전역(margin of safety)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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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Rocuronium이 최대

강직장력을 감소시킨 것은 저농도에서는 전접합부에 

강하게 작용하여 아세틸콜린의 이동을 억제하 기 

때문일 것이고14) 단순장력의 감소가 시작한 농도 이

후부터 단순장력의 감소기전도 합세하 을 것이다.

  3,4-DAP가 니코틴성 길항제인 근이완제가 야기시

킨 강직소실을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Gibb와 Mar-

shall이
38)
 보고하 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강직소실

을 부분적으로 감소시켰다. 3,4-DAP를 첨가할 때 

Gibb와 Marshall의38) 강직소실의 증가가 25%이었고 

본 연구의 85%와 크게 차이가 남으로 강직소실의 

정도에 따라 증감의 방향이 반대인지 모르겠으나 이 

점은 향 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kanamycin은 전접합부에 작용하여 아

세틸콜린의 유리를 억제하고 후접합부에 부분적으로 

비상경적 차단을 일으키며 고농도에서 아세틸콜린이

동도 감소시킨다. Pefloxacin은 후접합부의 아세틸콜

린-이온복합체의 이온통로를 차단하여 신경근전달을 

억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Rocuronium은 후접합부

보다 전접합부에 더 강하게 작용하며 아세틸콜린이

동의 감소와 아세틸콜린수용체의 차단으로 신경근 

차단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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