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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s of Thiopental Sodium, Midazolam, Propofol and Ketamine on
Endothelial Nitric Oxide in Rat Thoracic Aortic Rings

 Bong Jin Kang, M.D., Jung Un Lee, M.D.*, Soo Chang Son, M.D.*, and Po Sun Kang, M.D.
†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College of Medicine, Dankook University, Cheoa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nkuk University, Chungju Hospital, Chungju, Korea

  Background:  Compared to inhalation and local anesthetics, little is known about the mechanisms 

of vascular effects of intravenous anesthetics.  So we studied the effects of thiopental sodium, midazolam, 

propofol and ketamine on the endothelial nitric oxide-cGMP pathway and also on the membrane 

cyclooxygenase pathway.

  Methods:  After isolating ring strips of rat thoracic aorta, we measured the relaxation ED50 values 

of the four intravenous anesthetics from the maximally contracted using phenylephrine 10
-5
 M.  Then 

using L-NAME and methylene blue, we studied the effects of the drugs upon the NO-cGMP system.  

In addition, another pathway of vasodilation through membrane prostaglandin metabolism was examined 

using the membrane cyclooxygenase inhibitor, indomethacine.

  Result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iopental sodium (10
-5 
M) did not have any effect 

on the PE induced contractions of aortic rings but midazolam (10-6 M), propofol (10-4 M) and ketamine 

(10
-3 
M) significantly (P ＜ 0.05) inhibited the PE induced contractions of aortic rings.  2. Midazolam 

10
-6 
M and propofol 10

-4
 M induced relaxation of aortic rings were recovered with L-NAME 

pretreatment but ketamine induced relaxation was not recovered with L-NAME.  3. Midazolam 10-6 

M induced relaxation was not recovered with methylene blue pretreatment, but propofol 10
-4 
M induced 

relaxation was recovered with methylene blue.  4. Indomethacine pretreatment induced further relaxation 

of midazolam or propofol induced relaxation of aortic rings.

  Conclusions:  Midazolam, propofol and ketamine, but not thiopental sodium, relax rat thoracic aortic 

rings, and these relaxation effects of midazolam and propofol are endothelium dependent. Cyclooxygenase 

inhibition is related at least in part to midazolam or propofol induced relaxation, and guanylate cyclase 

to propofol induced relaxation.  (Korean J Anesthesiol 2003; 44: 67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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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맥마취제는 1934년 thiopental sodium을 처음으로 

환자에게 사용한 이래 임상적 유용성과 안정성이 입

증되어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맥

마취제로 전신마취의 유도 시 드물지 않게 저혈압을 

초래하기도 한다.
1-4)
 정맥마취제의 혈역학적 변화는 

약물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만 중추신경계와 말초

신경계 반응의 억제, 보상적 압력수용체 반사기전의 

둔화, 직접적인 심근 억제 또는 말초혈관저항의 감

소를 일으켜 정맥환류를 감소시키게 된다.
3-5)

  Thiopental sodium은 다른 정맥마취제들에 비하여 

심근 수축력을 가장 많이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 되

었으며 이는 thiopental sodium의 직접적인 심근 억제

에 의한 것이다.6)

  많은 용량의 midazolam은 전신혈관저항과 혈압을 

감소시키지만 일반적인 마취 유도용량으로는 심폐기

능 억제가 심하지 않다. Midazolam의 심근 수축력 

감소효과는 thiopental sodium과 propofol의 중간 정도

에 해당한다고 한다.
6,7)

  Propofol은 작용 지속시간이 짧으며 회복이 빠르고 

술 후 오심 및 구토 등의 부작용이 적어 다른 마취

제에 비해 마취의 유도와 유지를 위하여 많이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thiopental sodium이나 midazolam 

등의 다른 정맥마취제에 비하여 심혈관계 억제작용

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Propofol의 혈관 

이완작용은 심박출량의 감소,8,9) 직접적 심근 억

제,
10,11)
 정맥혈관의 이완에 따른 전부하의 감소,

12)
 혈

관의 근육성 반응의 억제,
13)
 혈관 주위 신경말단에

서의 신경전달물질의 분비 억제14) 등을 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신혈관저항 감소에
15,16)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etamine은 중추신경계를 통한 교감신경계의 흥분

작용, 압수용체에 의한 활성도의 조절, 교감신경말단

에서 catecholamine의 흡수 차단, 그리고 심근수축 촉

진작용 등을 통해 혈압, 맥박수와 심박출량을 증가

시키는 이점이 있어 저혈량성, 혹은 패혈증 환자에

서 사용될 수 있는 정맥마취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

다.15,17) Ketamine은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18)
 전신혈관저항에 미치는 향

에 대한 실험결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대체적으

로 사람과 동물 모두에서 ketamine은 비생체내에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21)
 Keta-

mine의 혈관 이완작용과 nitric oxide (NO)와의 연관

성에 대한 실험은 제한적이며 그 결과도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는데 이 등은
22)
 ketamine의 혈관 이완작

용과 NO와는 무관하다고 한 반면 Miyawaki 등은
23)
 

ketamine이 NO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하 다.

  일반적으로 혈관 평활근의 내피세포의존성 이완은 

NO의 생성, prostanoid 합성, 혈관 평활근의 포타슘 

통로를 활성화시키는 endothelium-derived hyperpola-

rizing factor (EDHF)의 유리에 의하며 내피세포 비의

존성 이완은 전위차에 따른 칼슘통로의 활성에 의한 

세포질 칼슘의 변화에 의한다고 한다.24) Halothane, 

isoflurane, enflurane과 sevoflurane 등과 같은 흡입마취

제와 국소마취제는 적출된 혈관에서 내피의존성 혈관 

이완작용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맥마취제가 

NO-cyclic guanosine monophostate (cGMP)계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며 그 보고도 일치하지 않

는다. 따라서 실제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맥마취제들인 thiopental sodium, midazolam, propo-

fol 및 ketamine의 혈관 이완효과의 유무와 이완작용 

시 혈관내피인자와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본 실험

을 시행하 다.

대상 및 방법

  실험동물로는 체중이 250-300 g 정도인 건강한 

흰쥐 수컷(Sprague-Dawley) 77마리를 사용하 다.

    흉부대동맥 절편의 제조

  흰쥐를 에테르가 들어있는 통속에 집어넣어 기절

시킨 후 즉시 흉곽을 절개하고 조심스럽게 흉부대동

맥을 적출하여 100% 산소가 통기되고 있는 상온의 

Tris 완충 Tyrode 용액에 약 20여분 동안 잠기게 넣

어 두었다. 이후 동맥 평활근의 장력에 향을 주지 

않도록 현미경하에서 혈관 주위의 지방과 결체조직

을 제거한 후 길이가 1.5-2 mm 정도 되도록 환형

의 혈관 절편 을 만들어 실험에 사용하 다.

    장력의 측정

  환형 절편 고리를 만들어 안정시킨 후 20 ml의 

Tris 완충 Tyrode 용액이 들어있는 실험수조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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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한쪽은 수조 하단의 L-자형 철사에 고정시키

고 다른 한쪽은 등척성 장력측정기(Isometric tension 

force deplacement transducer, Hugo Sachs Co., 독일)에 

연결된 L 자형 철사에 연결하 다. 실험중 절편의 수

축 시 발생하는 평활근의 장력을 장력변환기 및 다중

기록기(Linear Co., 미국)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기

록하 다.

  혈관 절편 고리를 Tyrode 용액의 실험조에 고정시

킨 후 2.0 g의 안전 장력을 가하여 90-120분간 온

도와 흥분성이 일정해질 때까지 안정시키며 평형을 

유지시켰다. 이 기간 동안 15분마다 Tyrode 용액으

로 실험조를 세척하 으며 실험조 용액에 100% 산

소를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수조의 온도는 섭씨 37

도, 산도는 7.35 ± 0.05로 유지시켰다. 이 후 10
-5 

M의 phenylephrine (PE)을 투여하여 혈관 평활근의 

수축 상태와 acethylcholine (Ach) 10-6 M을 투여하여 

혈관 평활근의 이완반응을 확인하고 혈관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생각되어 졌을 때 계획된 실험을 시행

하 고 실험이 종료된 후 다시 이와 같은 약물을 사

용하여 평활근의 수축과 이완을 유도하여 혈관 절편

의 상태를 파악하 다.

  그리고 기저장력이 변하지 않고 흉부대동맥 절편이 

용액 내에서 완전히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PE 10
-5
 

M로 혈관 절편을 최대로 수축시킨 후 각각의 정맥

마취제 즉 thiopental sodium, midazolam, propofol 및 

ketamine을 약물에 따라 10
-8
 M부터 10

-2 
M까지 각

각 점차 누적적으로 투여하여 적출 흉부대동맥에 대

한 이완효과의 유무를 우선 관찰하 다.

  이완효과를 가지고 있는 정맥마취제의 경우 용량이

완반응곡선을 구하여 여기에서 50% 이완농도를 전 

처치 농도로 하 다.

    혈관 절편에 대한 실험

  흉부대동맥 절편 이완효과: 혈관 평활근의 수축 

이완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을 때 먼저 혈관 절편에 

대한 PE의 용량수축곡선을 그려 대조군으로 하 다. 

그 후 Tyrode 용액을 교환하고 절편이 안정된 상태에

서 각각의 혈관 절편에 thiopental sodium 10
-5 
M, 

propofol 10
-4 
M, midazolam 10

-6 
M과 ketamine 10

-3
 

M을 전 처치 한 후 다시 PE의 용량수축곡선을 기록하

여 각각의 실험군으로 하 다.

  혈관 절편 이완작용의 내피 의존성에 대한 실험: 

먼저 혈관내피인자(endothelium-derived relaxing fac-

tor, EDRF)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내피가 정상적

으로 존재하는 각각의 절편에 propofol, midazolam과 

ketamine을 전 처치 한 후 PE의 용량에 따른 수축곡

선을 그려 대조군으로 하 다. 그 후 Tris완충 Tyrode

용액으로 여러 번 세척하여 표본이 안정된 후, 혈관

내피인자와 접한 연관성이 있는 nitric oxide syn-

thase (NOS)의 활성억제제인 N-nitro-L-arginine methyl 

ester (L-NAME) 3 × 10
-4
 M을 각각의 절편에 전 처

치한 후 다시 propofol, midazolam 또는 ketamine을 각

각 전 처치하고 다시 PE의 용량에 따른 수축곡선을 

구하여 실험군으로 하 다.

  혈관 절편 이완작용의 guanlyate cyclase와의 연관

성에 대한 실험: 용해성 guanylate cyclase의 활성으

로 인한 c-GMP의 증가에 의한 혈관이완효과인지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각각의 절편에 propofol, 

midazolam과 ketamine을 투여한 후 PE의 용량에 따

른 절편 수축곡선을 구하여 대조군으로 하 다. 그 

후 Tris완충 Tyrode용액으로 세척하여 절편을 충분히 

안정시킨 후 각각의 절편에서 methylene blue (MB) 10
-5
 

M을 전 처치 한 후 propofol과 midazolam을 각각 전 처

치하고 PE의 용량에 따른 수축곡선을 그려 실험군으로 

하 다.

  혈관 절편 이완작용의 cyclooxygenase와의 연관성

에 대한 실험: Cyclooxygenase의 활성화에 따른 pros-

tacyclin 생성 증가에 의한 혈관 이완효과 여부를 관

찰하고자 먼저 각각의 절편에 propofol, midazolam을 

투여 후 PE의 용량에 따른 절편 수축곡선을 그려 

대조군으로 하 다. 그 후 Tyrode용액으로 세척하여 

절편을 충분히 안정시킨 후 각각의 절편에 indo 

methacine (INDO) 10-5 M을 전 처치 한 후 propofol

과 midazolam을 각각 전 처치하고 PE의 용량에 따

른 수축곡선을 그려 실험군으로 하 다.

    용액 조성과 실험 약물

  실험수조 용액으로 사용한 Tris 완충 Tyrode 용액의 

조성은 NaCl: 158 mM, KCl: 4 mM, CaCl2: 2 mM, 

MgCl2: 1 mM, Tris: 6 mM, Glucose: 6 mM이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thiopental sodium은 중외제약, 

propofol은 Astra Zeneka, midazolam은 Roche회사 제

품이고, ketamine, PE, Ach, INDO, L-NAME, EGTA, 

MB 등은 Sigma회사(St. Louis, 미국) 제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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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혈관이완 정도의 측정은 처음 PE에 의한 최대 수

축을 100%로 하여 수축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었

다. 모든 값은 평균 ± 표준오차로서 나타내었다. 통

계처리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 고 각 군내의 비

교는 paired t-test로 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을 통

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흉부대동맥 절편 이완효과

  Thiopental Sodium: Thiopental sodium (10-5 M)을 

전 처치 한 후 PE을 누적적으로 투여하여 혈관 절편의 

수축을 관찰한 실험군과 PE 만을 투여한 대조군과를 

비교하 을 때 thiopental sodium 전 처치 시 PE에 의한 

수축이 PE 10
-7
 M에서 21.9%의 수축이 14.4%로, PE 3 

× 10
-7
 M에서 66.6%의 수축이 50.4%로, PE 10

-6
 M에

서 87.0%의 수축이 73.1%로, PE 3 × 10-6 M에서 

95.1%의 수축이 83.7%로, PE 10
-5
 M에서 98.8%의 수축

이 87.9%, 그리고 PE 3 × 10
-5
 M에서 100%의 수

축이 89.2%로 감소하 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

었다(Fig. 1).

  Midazolam: Midazolam (10
-6 
M)을 전 처치 한 후 

PE을 누적적으로 투여하여 혈관 절편의 수축을 관

찰한 실험군과 PE 만을 투여한 대조군과를 비교하

을 때 midazolam 전 처치 시 PE에 의한 수축이 

억제되어 PE 3 × 10-7 M에서 13.5%의 수축이 

8.1%로, PE 10
-6 
M에서 54.3%의 수축이 32.6%로, 

PE 3 × 10
-5 
M에서 84.3%의 수축이 57.7%로, PE 

10-5 M에서 97.7%의 수축이 70.6%로, PE 3 × 10-5 

M에서 100%의 수축이 72.0% 그리고 PE 10
-4 
M에

서 100%의 수축이 72.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05) 감소하 다(Fig. 2).

  Propofol: Propofol (10
-4 
M)을 전 처치 한 후 PE

을 누적적으로 투여하여 혈관 절편의 수축을 관찰한 

실험군과 PE 만을 투여한 대조군과를 비교하 을 

때 propofol 전 처치 시 PE에 의한 수축이 억제되어 

PE 10
-7 
M에서 18.5%의 수축이 2.8%로, PE 3 × 

10-7 M에서 51.7%의 수축이 19.6%로, PE 10-6 M 

에서 81.5%의 수축이 46.9%로, PE 3 × 10
-6 
M에서 

92.7%의 수축이 60.0%로, PE 10
-5 
M에서 99.7%의 

수축이 67.9%로, PE 3 × 10-5 M에서 100%의 수축

이 69.8%로 그리고 PE 10
-4 
M에서 100%의 수축이 

69.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05) 감소하 다

(Fig. 3).

  Ketamine: Ketamine (10
-3 
M)을 전 처치 한 후 PE

을 누적적으로 투여하여 혈관 절편의 수축을 관찰한 

Fig. 1. Cumulative dose-response curves for phenylephrine 

induced contraction in rat aortic rings after thiopental 

sodium (10-5 M) administration. Thiopental sodium does 

not change PE dose-response curves significantly (n = 7).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M: mole/liter, PE: 

phenyleph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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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umulative dose-response curves for PE induced 

contraction in rat aortic rings after midazolam (10-6 M) 

administration. Midazolam decreased PE induced con-

traction significantly (P ＜ 0.05)(n = 7).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PE: phenyleph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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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과 PE 만을 투여한 대조군과를 비교하 을 

때 ketamine 전 처치 시 PE에 의한 수축이 억제되어 

PE 10
-7 
M에서 16.3%의 수축이 2.2%로, PE 3 × 

10-7 M에서 49.3%의 수축이 13.5%로, PE 10-6 M 

에서 78.5%의 수축이 30.4%로, PE 3 × 10
-6 
M에서 

92.4%의 수축이 42.1%로, PE 10
-5 
M에서 98.4%의 

수축이 54.6%로, PE 3 × 10-4 M에서 100%의 수축

이 67.3%로 그리고 PE 10
-4 
M에서 100%의 수축이 

67.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05) 감소하 다

(Fig. 4).

    혈관 절편 이완작용의 내피 의존성에 대한 실험

  Midazolam: Midazolam (10-6 M) 만을 전 처치 한 

대조군과 L-NAME (3 × 10
-4 
M)과 midazolam (10

-6 

M)을 전 처치한 군과 비교하 다. PE 3 × 10
-8 
M

에서 대조군의 2.7%의 수축이 16.0%로, PE 10-7 M

에서 14.8%의 수축이 56.2%로, PE 3 × 10
-7 
M에서 

44.3%의 수축이 94.6%로, PE 10
-6 
M에서 76.3%의 수

축이 114.8%로 PE 3 × 10-6 M에서 89.6%의 수축

이 123.3%로, PE 10
-5 
M에서 97.2%의 수축이 

127.3%로, PE 3 × 10
-5 
M에서 100%의 수축이 

129.4%로 그리고 PE 10-4 M에서 100.0%의 수축이 

129.4%로 L-NAME을 전 처치한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05) 수축이 증가하 다(Fig. 5).

  Propofol: Propofol (10-4 M) 만을 전 처치 한 대조

군과 L-NAME (3 × 10
-4 
M)과 propofol (10

-4 
M)을 

전 처치한 군과 비교하 다. PE 10
-7 
M에서 대조군의 

0.0%의 수축이 11.4%로, PE 3 × 10-7 M에서 10.3%

의 수축이 57.7%로, PE 10
-6 
M에서 37.8%의 수축이 

116.5%로, PE 3×10
-6 
M에서 71.1%의 수축이 147.1%

로, PE 10-5 M에서 93.0%의 수축이 161.2%로, PE 3 

Fig. 3. Cumulative dose-response curves for pheny-

ephrine induced contraction in rat aortic rings after 

propofol (10-4 M) administration. Propofol decreased PE 

induced contractions significantly (P ＜ 0.05)(n = 7).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M: mole/liter, PE: 

phenyleph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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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umulative dose-response curves for phenylephrine 

induced contraction in rat aortic rings after ketamine (10-3 

M) administration. Ketamine decreased PE induced con-

tractions significantly (P ＜ 0.05 )(n = 7).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M: mole/liter, PE: phenyleph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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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L-NAME (3 × 10-4 M) in rat aortic 

rings on contractile response for phenylephrine after 

midazolam (10-6 M) administration. Midazolam induced 

relxation is recoverd with L-NAME pretreatment (P ＜ 

0.05)(n = 7).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PE: 

phenylephrine. M: mole/liter L-NAME; N-nitro-L-arginine 

methyl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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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M에서 100%의 수축이 163.7%로 그리고 PE 

10
-4 
M에서 100.0%의 수축이 163.7%로 L-NAME을 

전 처치한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05) 

수축이 증가하 다(Fig. 6).

  Ketamine: Ketamine (10
-5 
M) 만을 전 처치 한 대

조군과 L-NAME (3 × 10
-4 
M)과 ketamine (10

-5 
M)

을 전 처치한 군과 비교하 다. PE 10-7 M에서 대조

군의 2.5%의 수축이 3.2%로, PE 3 × 10
-7 
M에서 

15.6%의 수축이 18.5%로, PE 10
-6 
M에서 31.2%의 

수축이 34.6%로, PE 3 × 10-6 M에서 49.3%의 수축

이 53.2%로, PE 10
-5 
M에서 60.6%의 수축이 65.5%

로, PE 3 × 10
-5 
M에서 68.3 %의 수축이 72.5%로, 

그리고 PE 10-4 M에서 68.3%의 수축이 72.5%로 

L-NAME을 전 처치 시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

인 유의성은 없었다(Fig. 7).

    혈관 절편 이완작용의 guanlyate cyclase와의 

연관성에 대한 실험

  Midazolam: Midazolam (10-6 M)만을 전 처치 한 

대조군과 MB (3 × 10
-4 
M)와 midazolam (10

-6 
M)

을 전 처치한 군과 비교 시 PE 10
-7 
M에서 8.9%의 

수축이 14.8%로, PE 3 × 10-7 M에서 37.3%의 수축

이 41.2%로, PE 10
-6 
M에서 71.5%의 수축이 74.9%

로, PE 3 × 10
-6 
M에서 87.8%의 수축이 91.0%로, 

PE 10-5 M에서 94.6%의 수축이 100.4%로, PE 3 × 

10
-5 
M에서 99.5%의 수축이 100.4%로, 그리고 PE 10

-4 

M에서 100%의 수축이 108.4%로 변화되었으나 통계적

인 유의성은 없었다(Fig. 8).

  Propofol: Propofol (10
-4 
M)만을 전 처치 한 대조군

과 MB (3 × 10
-4 
M)와 propofol (10

-4 
M)을 전 처치

Fig. 6. Effect of L-NAME (3 × 10-4 M) in rat aortic rings 

on contractile response for phenylephrine after propofol 

(10-4 M) administration. Propofol induced relaxation is 

recovered with L-NAME pretreatment (P ＜ 0.05)(n = 7).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M: mole/liter, PE: 

phenylephrine L-NAME; N-nitro-L-arginine methyl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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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methylene blue (3 × 10-4 M) in rat 

aortic rings on contractile response for phenylephrine after 

midazolam (10-6 M) administration. There is no change 

between two groups (n = 7). MB: methylene blue, PE: 

phenylephrine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M: 

mole/l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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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L-NAME (3 × 10-4 M) in rat aortic rings 

on contractile response for phenylephrine after ketamine 

(10-3 M) administration. Ketamine induced relaxation is 

not recovered with L-NAME pretreatmant (n = 7).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M: mole/liter, PE: pheny 

lephrine L-NAME; N-nitro-L-arginine methyl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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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과 비교하 다. PE 10-7 M에서 대조군의 0.0%의 

수축이 11.4%로, PE 3 × 10
-7 
M에서 10.3%의 수축이 

57.7%로, PE 10
-6 
M에서 37.8%의 수축이 116.5%로, 

PE 3 × 10-6 M에서 71.1%의 수축이 147.1%로, PE 

10
-5 
M에서 93.0%의 수축이 161.2%로, PE 3 × 10

-5 

M에서 100 %의 수축이 163.7%로, 그리고 PE 10
-4 
M

에서 100%의 수축이 163.7%로 MB를 전 처치하 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05) 수축이 증가하

다(Fig. 9).

    혈관 절편 이완작용의 cyclooxygenase와의 연

관성에 대한 실험

  Midazolam: Midazolam (10-6 M)만을 전 처치 한 

대조군과 INDO (3 × 10
-4 
M)와 midazolam (10

-6 

M)을 전 처치한 군과 비교하 다. PE 10
-7 
M에서 

대조군의 17.6%의 수축이 6.8%로, PE 3 × 10-7 M

에서 47.4%의 수축이 26.7%로, PE 10
-6 
M에서 

79.1%의 수축이 55.5%로, PE 3 × 10
-6 
M에서 

91.5%의 수축이 73.0%로, PE 10-5 M에서 98.5%의 

수축이 80.2%로, PE 3 × 10
-5 
M에서 99.8%의 수축

이 80.6%로, 그리고 PE 10
-4 
M에서 100%의 수축이 

80.6%로 INDO 전 처치 시 midazolam에 의한 수축 

억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05) 증가하 다

(Fig. 10).

  Propofol: Propofol (10-4 M)만을 전 처치 한 대조

군과 INDO (3 × 10
-4 
M)와 propofol (10

-4 
M)을 전 

처치한 군과 비교 시 PE 10
-7 
M에서 7.3%의 수축

이 2.5%로, PE 3 × 10-7 M에서 28.3%의 수축이 

11.3%로, PE 10
-6 
M에서 58.0%의 수축이 33.5%로, 

PE 3 × 10
-6 
M에서 81.5%의 수축이 52.0%로, PE 

Fig. 9. Effect of methylene blue (3 × 10-4 M) in rat 

aortic rings on contractile response for phenylephrine after 

propofol (10-4 M) administration. Propofol induced re-

laxation is recovered with MB pretreatment (P ＜ 0.05) 

(n = 7).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M: 

mole/liter, PE: phenylephrine, MB: methylen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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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ect of indomethacine (3 × 10-4 M) in rat 

aortic rings on contractile response for phenylephrine after 

propofol (10-4 M) administration. Propofol induced re-

laxation is increased with indomethacine pretreatment 

significantly (P ＜ 0.05)(n = 7).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PE: phenylephrine, INDO: indomethaine M: 

mole/l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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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 of indomethacine (3 × 10
-4 
M) in rat 

aortic rings on contractile response for phenylephrine after 

midazolam (10
-6 
M) administration. Midazolam induced 

relaxation is increased with indomethaine pretreatment 

significantly (P ＜ 0.05 )(n = 7).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PE: phenylephrine, INDO: indomethaine. M: 

mole/l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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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M에서 96.8%의 수축이 64.5%로, PE 3 × 10-5 

M에서 100%의 수축이 67.5%로, 그리고 PE 10
-4 
M

에서 100%의 수축이 67.5%로 INDO 전 처치로 

propofol에 의한 수축 억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05)증가하 다(Fig. 11).

고      찰

  전신마취의 유도제로 사용되고 있는 정맥마취제들

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심혈관계에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들 중 thiopental sodium, propofol, eto-

midate 등은 정맥 투여 시 종종 전신혈관저항의 감

소를 초래하여 동맥압의 하강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중추신경계, 심장 그리고 말초혈관계에 대한 복합작

용의 결과로 알려져 있다.
1-6)

  Thiopental sodium의 말초혈관에 대한 작용은 다양

하게 보고 되었는데 Price 등은
28)
 thiopental sodium이 

혈관 벽의 교감신경 자극을 증가시켜 norepinephrine

에 의해 야기된 가토의 대동맥 수축을 증가시킨다고 

하 다. 또한 Burn 등
29)
은 가토의 귀동맥에서 thio-

pental sodium이 혈관 벽에 저장된 norepinephrine을 

직접 유리시킨다고 하 다. 그러나 Altura 등은30) thi-

opental sodium이 흰쥐의 적출동맥과 문맥의 epineph-

rine에 의한 수축을 이완시킨다고 하 다. Fukuda 등

은31) 고농도의 thiopental sodium이 가토의 폐동맥 절

편에서 norepinephrine에 의한 수축 반응을 증가시키

는 것은 α1 아드레날린수용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 으며 Raffolo 등은32) 흰쥐의 대동맥에 α2 수용체

와 비슷한 수용체가 있음을 보고하 는데 이러한 실

험동물의 수용체 차이에서 thiopental sodium이 상이

한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 다. 본 실험에서는 thi-

opental이 흰쥐의 흉부대동맥 절편을 약간 이완시키

는 경우도 볼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

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Midazolam은 수술 전 안정과 마취의 유도를 위하

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midazolam을 마취 유도 

시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

하지 않지만 마약과 함께 사용할 경우나
33)
 심폐회로

순환
34)
 시 사용할 경우에는 심한 저혈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midazolam에 의한 직접적인 

혈관의 이완작용에 따른 전신혈관저항의 감소일 것

이라고 하 다.
33-35)
 한편 midazolam의 기관지 평활근 

이완효과는 신경계 또는 중추신경계나 말초수용체에 

대한 작용이 아니고 기도 내 평활근에 직접적인 작

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하 다.
36)
 본 실험의 경우

에도 midazolam의 혈관 이완작용은 NO와 유관한 것 

같으며 cyclooxygenase와도 연관되어져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George 등은37) 폐순환에서 정맥마취제 중 propofol 

만이 혈관내피에 의존적이고 thiopental sodium, eto-

midate 등은 비의존적이며 etomidate는 직접적으로 

폐혈관 평활근을 수축시킨다고 보고하 다. Eleanor 

등은
38)
 etomidate가 말초혈관에서 prostaglandine의 분

비에 의해 혈관을 이완시킨다고 보고하 다.

  Propofol을 정맥 투여할 경우 말초혈관저항의 감소

에 의해 저혈압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나 pro-

pofol의 혈관 이완작용 기전에 있어서는 아직도 논

란이 되고 있다. Petros 등은39) 돼지에서 propofol이 

배양된 내피세포에서 용량의존적으로 NO의 생성을 

증가시켜 cGMP의 증가에 따른 혈관이완을 초래한

다고 하 다. 또한 Gargar 등도40) 소의 관상동맥실험

에서 propofol의 혈관이완작용이 내피세포에 의존적

이라고 보고하 다. 그러나 Park 등은
41)
 쥐의 흉부 대

동맥에서 propofol이 내피세포이완인자(EDRF)의 생성

을 오히려 억제한다고 하 으며 Yamanoue 등도
42)
 

돼지에서 propofol이 내피세포인자와 무관하게 칼슘

통로를 차단함으로 혈관을 이완시킨다고 하 다. 본 

실험에서는 propofol이 동맥 절편을 이완시켰고 이는 

혈관내피인자와 관련이 있으며 또한 부분적으로 

guanylate cyclase 또는 cyclooxygenase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ropofol에 포함되어 있

는 지방질에 대한 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행된 

실험에서 Petros 등은39) 지방이 NO와는 아무런 향

이 없음을 보고하 다.

  Ketamine은 교감신경계의 직접적인 자극 효과로 

catecholamine분비가 증가되어 심혈관계를 자극시켜 

동맥혈압을 상승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킨다. 심혈

관계 흥분의 기전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중추적 기전

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ketamine

이 고립로핵(nucleus tractus solitarius)에서 NMDA 수용

체에 향을 주어 압력수용체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제시하기도 하 는데 ketamine을 중추신경계에 직접 

주입하면 즉시 교감신경계 혈역학 반응을 나타낸다. 

Ketamine은 기관지 확장효과도 있으므로 기관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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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환자에서도 추천된다. 증가된 심장의 작업량과 

심근 산소 소모 때문에 ketamine은 심근 산소 공급

과 소모 사이의 균형에 음성적인 향을 미친다. 결

과적으로 ketamine은 심한 관상동맥질환 환자는 사

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심혈관 자극효과와는 반대

로 ketamine은 심근을 직접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으

므로 catecholamine 분비가 현저하게 감소된 중증환

자에서는 오히려 혈압을 더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Ketamine은 폐동맥압도 증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심실기능이 저하된 성인 환

자에서는 사용이 금기가 된다.
43)

  Ketamine이 혈관 수축반응에 미치는 향으로는 

Lee와 Hou 등이19) ketamine을 흰쥐의 적출 폐동맥에 

투여했을 때 투여된 용량에 비례하여 혈관이완현상

이 나타났다고 하 으며 Linden 등은
20)
 개에게 10 

mg/kg의 ketamine을 투여했을 때 전신혈관저항이 감

소되었다고 보고하 다. 또한 Parke 등은
21)
 적출된 

개의 다리에서 시행한 실험에서 ketamine은 고농도

에서 약간의 혈관이완을 유발하 다고 하 다. 그러

나 비생체 내에서 ketamine은 혈관 평활근의 수축을 

억제하며 이것은 전위작동 Ca
2+
의 유입과 세포 내 

칼슘저장소에서의 작용물질(agonist)에 의한 Ca2+의 

방출을 방해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etamine의 혈관이완작용과 NO와의 관련성에 대하

여는 연구된 경우도 적을뿐더러 그 결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Miyawaki 등은
23) 
흰쥐의 흉부대동맥 절편에 

300μM의 ketamine을 투여한 실험에서 ketamine이 

NO 생성을 억제하 다고 보고한 반면 이덕희 등22)

은 흰쥐의 흉부대동맥 절편에 투여한 ketamine 3×

10
-3
 M의 혈관 이완반응과 내피세포이완인자와는 

무관하다고 하 다. 본 실험에서 ketamine은 용량 의존

적으로 혈관을 이완시켰으나 NOS 억제제인 L-NAME

의 전 처리로 혈관이완반응이 회복되지 않아 NO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이덕희 등의22)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혈관 평활근에서 수축과 이완은 주로 세포내 Ca
2+

농도에 의한다. 세포내 Ca2+농도의 증가는 전위작동 

Ca
2+
통로나 작용제중재(agonist-mediated) Ca

2+
통로에 

의한 Ca
2+
의 내전 또는 세포내 칼슘 저장소에서 작

용제에 의한 유리에 의한다.44) 본 실험에서 사용된 

정맥마취제들의 세포에서의 Ca
2+
통로와 K

+
통로의 

연관성에 대한 실험도 추후 비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백서 흉부대동맥 절편에 대하여 thiopental 

sodium은 특이할 만한 효과가 없었고, midazolam, pro-

pofol 및 ketamine은 이완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들 약물

의 혈관내피인자와의 연관성은 midazolam과 propo-

fol은 혈관내피인자와 관계가 있었으나 ketamine은 혈

관내피인자와 무관하 다. 한편 midazolam의 혈관 이

완작용은 cyclooxygenase와 유관하다고 생각되며 pro-

pofol의 혈관 이완작용은 cyclooxygenase 뿐만 아니라 

guanylate oxygenase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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