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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흡입마취제는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억제하는 농도

보다는 적고 체온이나 의식을 억제하는 농도보다는 

더 큰 마취농도에서 유해한 외부자극에 대한 통증반

응을 차단시킨다.1-4) 이는 항침해반응 요소가 전신마

취의 다른 요소와는 무관함을 암시한다. Isofluran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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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al Antinociceptive Mechanism of Isoflurane and Enflurane
via the GABAA Receptor in Rats

Dae Ki Choi, M.D., Young Kook Kim, M.D., Kyung Don Ham, M.D. and Jai Hyun Hwang,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Several studies have suggested that the spinal cord may be an important site of 

anesthetic action and have established that general anesthetics potentiate the effects of GABA at the 

GABAA receptor.  It was, therefore, hypothesized that the suppression of nocifensive movements during 

anesthesia is due to an enhancement of GABAA receptor-mediated transmission.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behaviorally whether intrathecal GABA, glycine, or opioid receptor 

antagonists may change the anesthetic effect of isoflurane and enflurane.

  Methods:  The minimal alveolar concentration (MAC) of isoflurane and enflurane was determined 

in Sprague-Dawley rats, by the tail-clamp technique.  First, MAC was determined and then concentration 

of each inhalation agent was increased by 0.2% from the sub-MAC level.  Moving latencies were 

observed after the intrathecal administration of each receptor antagonist.  Rectal temperature was 

measured and maintained at a steady level during the experiment.

  Results:  The spinal antinociceptive effects of isoflurane and enflurane were significantly reversed 

by the GABAA receptor antagonist bicuculline and picrotoxin (P ＜ 0.05).  The rectal temperature was 

well maintained within the range of 37-39oC.

  Conclus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general anesthesia induced by isoflurane and enflurane, 

which are similar in terms of their action mechanism, is likely to be related to the spinal GABAA receptor 

system.  (Korean J Anesthesiol 2003; 44: 7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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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alothane이 피부절개와 같은 침해자극에 대한 반

응을 억제한다는 중추신경계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

한 효과는 척수상부인 전뇌(forebrain)에서의 작용과

는 무관하며 decerebration model이나5) 대뇌피질의 국

소적 cryogenic lesion model 쥐에서
6)
 흡입마취제들의 

농도가 변화가 없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게다가 

여러 연구에서 흡입마취제가 항침해작용을 나타내는

데는 뇌부위보다는 척수부에서의 작용이 더 중요하

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7-10)

 또한 goat brain model에

서11) 뇌부위 만을 선택적으로 마취할 때보다 전신순

환시의 마취제 요구량이 적다는 사실은 척수부의 

isoflurane에 대한 민감도가 전체 중추신경계에 대한 

민감도 이상이라는 사실을 반 한다. 최근까지 흡입

마취제가 뇌부위 이하에서 작용한다는 많은 연구보

고가 최소폐포내 농도(minimal alveolar concentration, 

MAC)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정의에 의하면 

마취상태는 외부에서의 유해한 자극에 대하여 척수

에서 중재되어지는 운동반응이 없는 상태를 말한

다.4) 비록 전신마취제가 통증에 대한 반응을 억제시

킨다는 연구는 많이 있으나
12-16)

 척수부에서의 작용

에 대한 행동학적 방법을 통한 약리학적 기전의 연

구는 많지 않으며, halothane 마취 시 GABAA 수용체

가 관여된다는 연구보고가 있지만
17)
 enflurane과 isoflu-

rane에서는 아직 척수부에서 통증차단의 기전을 확

인하는 in vivo에서의 행동학적 연구는 없는 실정이

다. 전신마취제인 enflurane과 isoflurane은 구조적인 

유사성과는 달리 중추신경계에서의 작용시 차이점이 

있으며 enflurane은 다른 흡입마취제들처럼 척수후각 

신경세포의 저역치 자극에 대한 수용 역은 감소하

지만 자극에 의한 반응은 반대로 증가한다고 한

다.18) 전반적으로 흡입마취제는 중추신경계에서 흥

분성 연접부에서의 작용억제와 억제성 연접부에서의 

작용항진을 통해 마취작용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억

제성 연접부에서는 glycine과 GABA 수용체에 각각

의 수용체 작용제들이 결합하여 신경전달을 차단하

는 작용을 나타낸다. 그리고 척수의 연접부에는 아

편양 수용체가 존재하는데,19) 전신마취 시 아편양 

조직체계(opioid system)가 일부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다.
20) 
따라서 enflurane과 isoflurane 전신마취 시 마

취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통증 억제반응을 확인

하고 연접부에 존재하는 GABA, glycine 및 opioid 

수용체 길항제를 투여함으로서 전신마취제의 작용이 

역전되는지를 확인하여 보면 전신마취제의 척수내의 

작용기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실

험을 수행하 다.

  이번 연구에서는 백서를 이용한 행동학적 방법을 

통하여 전신마취 시 isoflurane 전신마취로 항침해작

용을 나타낼 때 glycine, GABAA, GABAB 그리고 아

편양 수용체 길항제를 척수강내로 투여하여 전신마

취제의 진통작용에 대한 변화를 관찰하고 enflurane

의 척수부에서의 약리학적 작용이 isoflurane의 결과

와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몸무게 250-350 g의 수컷 흰쥐(Sprague Dawley)

를 물과 먹이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상자에 넣

어 사육실에서 최소한 3일 이상 주위환경에 적응

시키며 12시간(오전 6:00-오후 6:00)의 광주기성을 

유지시켰다.

  척수강내로의 약물투여를 위해 실험 1주일 전에 

척수강내로 카테터거치술을 시행하 는데 100% 산

소와 4% enflurane이 분당 3리터로 흐르는 마취유도

상자에 실험쥐를 넣은 후 움직임이 없어지면 쥐를 

꺼내 마스크를 씌우고 enflurane 3-4%로 하여 자발

호흡을 유지시키는 마취상태에서 실험쥐를 입체정위

(stereotaxic) 두부고정대에 복와위로 고정시키고 후두

경부 정중선에서 양귀의 1 cm 하방까지 절개하고 근육

을 분리한 후 환추후두막을 찾은 후 경막을 23 G 

주사침 끝으로 뚫어 구멍을 만들어 척수액이 나오는

지를 확인하고 길이 8.5 cm의 polyethylene (PE-10) 

튜브를 요부확장부인 제 12흉추-제 1요추부위에 카

테터의 끝이 위치하도록 거치하 다.21) 카테터 외부 

말단을 피하를 통하여 두부 상부에 고정하고 28 G 

철사로 막아 놓았다. 1주일간의 회복기간을 거쳐 신

경 손상에 의한 운동장애나 기형을 보이지 않고 정

상적으로 체중이 늘어 수술전과 비슷해진 쥐들만을 

실험에 사용하 는데, 모든 쥐는 일회 실험 후 흡입

마취제의 과다투여로 희생시켰다.

  실험에 사용된 약제는 bicuculline methiodide (Sigma-

RBI, USA) 0.3μg, picrotoxin (SigmaRBI, USA) 1μg, 

phaclofen (SigmaRBI, USA) 100μg, strychnine hemis-

ulfate (SigmaRBI, USA) 1μg, naloxone HCl (Sigma-

RBI, USA) 10μg로 전부 생리식염수에 녹여 10μ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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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척수강내로 투여하 다. 약물의 투여용량은 

예비실험에 의해 항침해용량을 나타내는 범위 내에서 

운동반응 관찰에 향을 주지 않는 농도로 결정하 는

데 그 이유는 실험이 전신마취 하에서 시행되므로 운

동장애나 흥분성 발작 같은 부작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물주입과 측정은 실험자가 결과에 

대한 향을 주지 않도록 맹검적으로 실시하 다.

  MAC의 측정은 다음과 같이 실행하 다. 마취유도 

상자에서 enflurane 또는 isoflurane으로 마취 후 쥐의 

움직임이 없어지면 쥐를 꺼내 nose cone을 통하여 

자발호흡을 통하여 분당 2리터의 산소에 마취제를 

투여하 다. 각 마취제의 농도는 Datex Capnomac 

Anesthesia MonitorⓇ (Datex, Finland)로 nose cone에 

sampling line의 끝을 위치시키고 호기말 농도를 측

정하 다. 중심부체온은 rectal probe로 측정하 고 

체온이 실험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 실

험기간 동안 warming blanket과 heat lamp로 체온이 

37.0-38.5
o
C가 유지되도록 하 다. 각 마취제를 40

분간 흡입시켜 평형상태가 되면 쥐꼬리 근위부 1/3

쯤 되는 부위를 clip으로 물어 유해한 자극을 주면서 

운동반응을 관찰하 다. 운동반응 여부는 무반응이

면 1분간 혹은 쥐의 사지가 움직이는 반응을 보일 

때까지 관찰하 다. 쥐가 몸통이나 사지 혹은 꼬리

의 움직임과 같은 의도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만 양

성으로 판정하 다. 만일 clip 적용 시 움직임이 있

으면 흡입마취제의 농도를 0.2%씩 증가시켰고 반대

로 무반응이면 0.2%씩 감소시켰다. 새로운 각 농도

에서 40분간 평형상태를 유지시킨 후 다시 clip을 적

용시키고 반응을 관찰하 다. 상기과정을 두 번 반

복하여 무반응에서 반응으로 변환되는 시점에서 흡

입마취제 농도의 중간치를 평균하여 투여된 마취제

의 MAC으로 결정하 다.
4)

  MAC 결정 후 각 흡입마취제의 농도를 쥐가 마지

막으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인 sub-MAC 농도에서 

평형상태를 유지하게 한 후 clip으로 물어 쥐의 반응 

여부를 관찰하 다. 그 농도에서 15분 후에 반응을 

재확인한 후 생리식염수, bicuculline 0.3μg, picrotoxin 

1μg, phaclofen 100μg, strychnine 1μg, naloxone 10

μg (isoflurane 군만)을 10μl로 만들어 척수강내로 

투여하 다. 5분 후 clip으로 자극을 주어 운동반응

을 관찰한 후 각 흡입마취제의 농도를 0.2% 증가시

키고 이후 35분 동안 7분 간격으로 자극에 대한 반

응을 관찰하 다.

  실험구성에서 첫 번째 실험은 isoflurane군에서 투

약 실험 전 sub-MAC 치를 구할 때와 각 척수강내 

투약군들의 전 실험기간동안 체온변화 정도를 측정

하 다. 두 번째로 isoflurane군에서 GABA, glycine 

그리고 아편양 수용체 길항제를 척수강내로 투여하

여 흡입마취제에 의한 반응시간 지연 즉 항침해효과

가 역전되는지를 관찰하 다. 세 번째로 enflurane군

에서 GABA, glycine 수용체 길항제에 의한 길항효과

를 관찰하고 isoflurane의 결과와 비교하 다.

  통계분석은 GABAA, GABAB, glycine 그리고 opi-

oid 수용체 길항제들의 반응지연에 미치는 효과는 

생리식염수의 결과와 two-way ANOVA for repeated 

measures로 비교하 고 각 평균치의 post hoc 비교는 

Newman-Keuls test를 이용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 다. 모든 측정

치는 평균 ± 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

결      과

  매번 자극 시마다 체온을 측정하 으며 전 실험기

간을 통하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 지만 각 처치군 

마다 시간경과에 따른 평균체온의 차이는 1.2
o
C 이

내 다.

  Isoflurane 마취 시 중심체온은 78%의 쥐가 1.2-

1.4%에서 반응을 보 다. 37
o
C 이하에서는 단지 

13.6%의 쥐만이 자극에 반응을 보 고, 반면에 37-

38oC에서는 76.3%가 반응을 보 다(Table 1). 그리고 

측정체온의 최저치 평균은 37.1 (35.9-37.8)
o
C이었고 

최대치 평균은 38.3 (36.9-39.2)
o
C이었다. 중심체온

이 37-39oC 범위 내에서 유지될 때 isoflurane의 평

균 MAC은 1.34 ± 0.02 (n = 49)이었으며 각 약제의 

투여군 간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

  GABA, glycine 및 opioid 수용체 길항제들의 sub- 

MAC 농도에서의 반응효과를 보면 isoflurane 마취 

시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은 isoflurane을 0.2% 

증가한 이후 침해자극에 대하여 반응이 없었으며 각 

수용체 길항제를 투여한 군들에서는 대조군과 달리 

반응시간의 지연을 보 으나 움직임이 있었고 특히 

bicuculline 0.3μg 투여군에서는 각 시간대에서 대조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isoflurane의 항침해

작용이 역전되어있는 것을 보여주었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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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rotoxin 1μg 투여군의 경우는 isoflurane 0.2% 증

가 이후 12분, 19분과 40분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05). Phaclofen 투

여군은 12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전체적

으로는 strychnine과 마찬가지로 의미있는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Fig. 1). Naloxone 10μg 투여군은 자극

에 대한 반응시간의 평균치가 지연되었지만 대조군

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침해자극에 대

한 반응정도는 대조군의 경우 isoflurane의 농도를 높

인 후 모든 실험쥐에서 움직임이 없었던 반면 bicuc-

ulline이나 picritoxin 투여군에서는 isoflurane의 농도

를 높인 후에도 70-80%의 쥐에서 움직임을 보 다

(Fig. 2). 하지만 strychnine이나 naloxone 투여군에서

는 50% 이하에서 반응을 보 지만 이런 반응도 대

체로 시간이 지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Fig. 1).

  Enflurane 마취 시는 bicuculline이나 picrotoxin같은 

GABAA 수용체 길항제 투여군들에서 대조군과 비교

하여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phaclofen과 

strychnine 투여군들의 경우는 대조군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3). 자극에 대한 반응도 bicucu-

Table 1. The Number of Rats Classified by Temperature Change
ꠧꠧꠧꠧꠧꠧꠧꠧꠧꠧꠧꠧꠧꠧꠧꠧꠧꠧꠧꠧꠧꠧꠧꠧꠧꠧꠧꠧꠧꠧꠧꠧꠧꠧꠧꠧꠧꠧꠧꠧꠧꠧꠧꠧꠧꠧꠧꠧꠧꠧꠧꠧꠧꠧꠧꠧꠧꠧꠧꠧꠧꠧꠧꠧꠧꠧꠧꠧꠧꠧꠧꠧꠧꠧꠧꠧꠧꠧꠧꠧꠧꠧꠧꠧꠧꠧꠧꠧꠧꠧꠧꠧꠧꠧꠧꠧꠧꠧꠧꠧ
 Isofluraneal ＜37

o
C 37-37.5

o
C 37.5-38

o
C 38-38.5

o
C 38.5-39

o
C Total

   Conc. (%) (%) (%) (%) (%) number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3 (5.1)  1 (1.7)  4 (6.8)

   1.2% 3 (5.1)  7 (11.9)  9 (15.3) 1 (1.7) 20 (33.9)

   1.4% 4 (6.8)  9 (15.3) 10 (17) 3 (5.1) 26 (44.1)

   1.6% 1 (1.7)  3 (5.1)  3 (5.1) 1 (1.7) 1 (1.7)  9 (15.3)

   Total 8 (13.6) 22 (37.3) 23 (39) 5 (8.5) 1 (1.7) 59 (1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onc.: concentration.

Fig. 1. Effect of intrathecal saline, bicuculline, picrotoxin, 

phaclofen, strychnine, or naloxone on the antinocifensive 

effect of isoflurane in the rat. After administration of each 

receptor antagonist latency to movement was changed in 

response to application of clip to the proximal third of the 

tail. The arrow indicates the time at which the con-

centration of isoflurane was increased by 0.2%. Symbols 

represents the mean ± SE. *: P ＜ 0.05 compared to 

saline group. Sal: saline, Bic : bicuculline, Pic: picrotoxin, 

Phac: phaclofen, Stry: strychnine, Nal: nalox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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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 bicuculline, Pic: picrotoxin, Phac: phaclofen, Stry: 

strychnine, Nal: nalox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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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ne 투여군은 전 실험기간을 통해 80% 이상의 쥐들

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반면 picrotoxin 투여군은 시간

경과에 따라 반응 쥐들의 비율이 감소하 다(Fig. 4).

고      찰

  이번 실험에서 isoflurane과 enflurane 마취 시 GABAA 

수용체 길항제인 bicuculline 0.3μg과 picrotoxin 1μg

의 척수강내 투여는 항침해효과를 역전시킨다는 사

실과 자극에 대한 반응시간 지연과 반응 정도에 다

소의 차이는 있지만 두 흡입마취제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다.

  통증 자극 시 흥분성 연접부에서는 신경전달물질

인 glutamate가 분비되고 주로 NMDA 및 AMPA 수

용체에 작용하는데 흡입마취제는 이들 수용체에서의 

작용을 억제시키고 억제성 연접부에서는 glycine, 

GABAA, GABAB 수용체의 작용을 항진시킴으로서 

신경전달을 차단하는 작용을 나타내면서 마취작용을 

나타내는데 전연접부보다는 후연접부에서의 작용이 

우세하다고 한다. 그리고 단백성분요소인 수용체와 

이온통로에 주로 작용하고 신경세포막의 주성분인 

지질성분요소에 대한 향은 미미한데 이온통로의 

경우 voltage-gated 이온통로에는 큰 향을 미치지 

못하고 ligand-gated 이온통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23)

  이번 실험에서 사용한 tail clamp 방법은 통증을 

유발하는 유해한 자극으로 척수중재에 의해 나타나

므로 쥐의 움직임은 흡입마취제의 작용부위가 척수

라는 것을 반 한다. 그리고 흡입마취제에 대한 

MAC의 결정에 사용 약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체온에 향을 받는다고 하며,
24,25)

 체온이 상대적으

로 높을 때가 쥐의 운동반응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6) 이런 이유 때문에 매번 자극 시마다 

체온을 측정하 으며 전 실험기간을 통하여 일정한 

체온을 유지시켰으며 각 처치 군마다 시간경과에 따른 

평균체온의 차이는 1.23oC 이내로 큰 차이는 없었다. 

  흡입마취제가 침해자극에 대한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는 decerebration model,
5) 
대뇌피질의 국소적 cry-

ogenic lesion model,6) goat brain model11) 등을 통하여 

뇌에서의 작용보다는 척수부에서의 작용이 더 중요

하며 항침해 효과에 대한 마취심도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전신마취제의 통증에 대한 

반응을 억제시키는 부위에 대한 연구는 Mason 등이
17) 

halothane 마취 시 GABAA 수용체가 관여된다고 보

고하 지만 enflurane과 isoflurane에서는 아직 척수부

Fig. 3. Effect of intrathecal saline, bicuculline, picrotoxin, 

phaclofen, or strychnine on the antinocifensive effect of 

enflurane in the rat. After administration of each receptor 

antagonist latency to movement was changed in response 

to application of clip to the proximal third of the tail. The 

arrow indicates the time at which the concentration of 

enflurane was increased by 0.2%. Symbols represents the 

mean ± SE. *: P ＜ 0.05 compared to saline group. Sal: 

saline, Bic : bicuculline, Pic: picrotoxin, Phac: phaclofen, 

Stry: strych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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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통증차단의 기전을 확인하는 행동학적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Enflurane과 isoflurane은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중추신경계 작용시 차이점이 있는데 

enflurane은 다른 흡입마취제들처럼 척수후각 신경세

포의 저역치 자극에 대한 수용 역은 감소하지만 저

역치의 자극 시 반응은 반대로 증가한다고 한다.
18)
 

이번 실험에서 clip으로 고역치의 자극을 주었으며 

그 결과는 반응 양상에 다소의 차이는 보 지만 두 

마취제간에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하 다. 이번 행

동학적 실험에서 MAC의 정의대로 isoflurane과 enfl-

urane의 마취효과를 판정하 는데 이들 두 흡입마취

제가 운동신경에 향을 줄 수 있지만
12,27)

 이번 실

험을 수행하는데 향을 주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GABAB와 glycine 수용체는 척수내의 운동

신경세포에도 분포하므로
28)
 항침해 효과를 관찰하는 

실험에서 수용체 작용제의 용량이 많으면 실험에 

향을 줄 수도 있으나 이번 실험에서는 길항제를 사

용하여 실험에 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GABAA 수용체 통로는 대부분의 전신마취제에 대

하여 주요 작용부위로 알려져 있다.
22,29)

 이 통로는 

중추신경계 전체에 존재할 뿐 아니라 이 수용체의 

활성에 의한 작용은 전신마취 시 투여되는 다양한 

흡입마취제와 정맥마취제의 임상투여 농도에서 항진

되어진다.
23)
 정맥마취제들의 경우 대체로 특이하게 

GABAA 수용체에 작용하지만
30,31) isoflurane이나 halo-

thane과 같이 비특이적인 흡입마취제들은 다수의 분

자목표(molecular target)에 작용하여 전신마취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리고 GABAA 수용체의 구성요소 

중에서도 β3 subuint가 전신마취제의 유해 자극에 

대한 억제작용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

다.32-34)

  GABAB 수용체 길항제인 phaclofen은 isoflurane에

서만 다소의 반응시간 지연을 보 지만 흡입마취제

의 작용을 의미있게 역전시키지 못하 다. Hammond

와 Washington은
35)
 척수에서 baclofen에 의한 항침해 

효과가 GABAB 길항제인 GCP 35348에 의해 역전되

었다고 보고하 고 Hao 등은36) 척수내로 투여한 

GCP 35348이 기계적 자극에 대해 통각과민을 유도

하 다고 보고하여 GABAB 수용체가 통증조절에 관

여됨을 시사하 지만, 이번 실험에서의 결과는 전신

마취제의 척수에서의 작용에는 GABAB 수용체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 고 이는 Mason 등의
17)
 연구결

과와 일치하 다.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이 결합하여 활성화되는 glycine 

수용체는 GABAA 수용체와 달리 척수와 하부 뇌줄

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37,38) 이번 실험에서 

isoflurane 마취에서는 작용시간의 지연과 반응을 보

인 정도가 대조군과는 다소의 차이는 보 지만 유의

한 정도는 아니었고 enflurane 마취에서는 대조군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 다. 비록 일부 보고에서 흡입

마취제의 임상 사용 농도에서 glycine 수용체가 민감

하게 작용한다고 하 고22,39) 한편에서는 glycine 수

용체가 전신마취제의 작용에 별 향이 없다고 하

으나
17,33)

 이번 실험에서는 glycine 수용체에 의한 작

용보다는 GABAA 수용체의 작용만이 전신마취제의 

작용을 억제시키는데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약제 특이적인 차이점과 각 실험방법상의 차이 때문

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한편 naloxone의 척수강내 투여는 isoflurane에 의

한 항침해효과를 역전시키지는 못하 는데, Finck 등

은20) 흡입마취제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tail clamping 

자극에 대한 반응이 naloxone 10 mg/kg 정맥투여에 

의해 역전되어지며 이는 마취제가 중추신경계 내에

서 내인성 morphine-like factor를 분비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하 다. 반면 Levin 등은
40)
 열성 자극에 대하

여 naloxone 20 mg/kg 정맥투여하여도 halothane, enflur-

ane, isoflurane 등의 진통효과를 역전시키지 못하

다고 하 다. 비록 약물의 투여경로와 용량, 자극의 

종류와 평가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으나 이번 실험방법에 의해서는 isoflurane의 

항침해 효과에 대하여 척수부에서의 opioid 수용체의 

연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isoflurane과 enflurane은 GABAA 수용체 

길항제인 bicuculline 0.3μg과 picrotoxin 1μg의 척수

강내 투여 시 항침해 효과를 역전시켰으며 유해 자

극에 대한 반응시간 지연과 반응 정도에 다소의 차

이는 있지만 두 흡입마취제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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