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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장수술 중 재관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허혈-재관류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장기간의 허혈에 

의한 심실기능장애와 괴사를 예방할 수 있는 허혈성 전처

치(ischemic preconditioning)를 시행하기도 한다. 허혈성 전처

치는 경색(infarct)의 크기를 감소시킬뿐만 아니라1,2) 허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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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Although ischemic preconditioning (IPC) or propofol is generally known to confer the cardioprotective effect 

on ischemic-reperfused hearts, especially in patients subjected to operation such as cardiopulmonary bypass and heart transplantation, 

the exact effects of IPC and propofol are still controversial.  Furthermore, the interaction between IPC- and propofol-induced 

cardioprotective effects has not been studied yet.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1) whether IPC and propofol demonstrates 

the cardioprotective effect against ischemic-reperfusion injury in the isolated rat hearts, and if so, 2) whether the combination of 

IPC and propofol shows the additive effects. 

  Methods:  Isolated rat hearts were subjected to 30 min global ischemia followed by 60 min of reperfusion.  Four groups of 

hearts (n = 7 per group) were studied.  Group control (no intervention);  group IPC, two 2-min total coronary occlusions (ischemic 

preconditioning) interspersed with 5 min and 6 min of normal perfusion before global ischemia;  group propofol, propofol 2μg/ml 

(11.1μM) administered before global ischemia and during reperfusion; group propofol/IPC, propofol 2μg/ml administered before 

IPC and during reperfusion.  Left ventricular developed pressure (LVDP), 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pressure (LVEDP), + dP/dtmax 

and - dP/dtmin were recorded and creatinine kinase (CK) in coronary effluent perfusate and coronary flow also were measured.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covery of postischemic systolic function between control and IPC, propofol 

and propofol/IPC as assessed by LVDP,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preischemic value (22.2 ± 8.4 vs 59.4 ± 6.8, 69.4 ± 

7.9 and 66.0 ± 7.1%, respectively;  P ＜ 0.05) at the end of reperfusion.  The propofol and propofol/IPC showed better recovery 

in postischemic relaxation than IPC or control as asse ssed by LVEDP (11.3 ± 2.2 and 11.3 ±6.1 vs 56 ± 6.0 or, 25.2 ± 

7.6 mmHg, respectively;  P ＜ 0.0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tenuation of myocardial damage between propofol/IPC 

and control as assessed by % change of CK (135.5 ± 54.7 vs 602.3 ± 225.1%, P ＜ 0.05) and % change of coronary flow 

(66.6 ± 4.0 vs 39.2 ±5.2%, P ＜ 0.05).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schemic preconditioning combined with propofol may not show any additive effect 

on IPC-and propofol-induced attenuation of postischemic ventricular dysfunction, however it show the tendency to attenuate the 

myocardial damage.  (Korean J Anesthesiol 2004; 46: 4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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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중 심부정맥의 빈도와 정도를 감소시키고3) 허혈 후 심

근기능장애를 개선시킨다.4,5) 임상적으로는 경피관상동맥풍

선확장술을 시행할 때나,6) 심폐우회술을 이용한 다양한 심

장수술에서7) 심근손상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러

나 허혈성 전처치의 심근기능장애에 대한 개선은 주로 수

축기 기능에 국한된 것이며 심근의 이완기기능에 대해서는 

역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허혈성 수축을 오히려 강화시킨

다는 보고도8,9) 있어 허혈성 전처치의 이러한 효과가 심근

보호작용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는 잘 알려져있지 않다. 

또한 실제 임상에서 허혈과 재관류가 반복되는 심장수술 

중 허혈성 전처치를 시행했을 때 심근기능장애가 개선되고, 

심근손상이 감소하는지는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빠른 각성의 장점으로 인하여 심장마취에서 점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propofol은10) 일정기간 동안의 허혈 후 재관

류 시 심근 손상에 대한 보호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Kokita등은11) 25-50μM의 propofol이 재관류 후 심근기능과 

에너지 대사의 회복을 개선시켰다고 하 고, Ko 등은12) 30

μM의 propofol은 심근기능을 회복시키며 100μM의 pro-

pofol은 허혈성 수축의 발현시간을 지연시키고 허혈성 수축 

정도를 감소시킨다고 하 다. Javadov는13) 저체온의 심정지

이후에도 propofol이 심근보호 효과가 있다고 하 다. 그러

나 부분허혈 후의 재관류 시에는 propofol이 심근보호작용을 

나타내지 않으며14,15) 1μg/ml (5.5μM)의 임상농도에서의 pro-

pofol은 심근보호작용이 없다고 한 연구도 있어15) propofol의 

심근보호작용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허혈성 전처치와 propofol의 재관류 손상에 대한 

심근보호 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허혈성 전처

치와 propofol의 심근보호 효과를 비교하거나 동시에 처치하

을 때 재관류 손상에 의한 심근기능장애와 심근 손상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심장수술 중에는 개심술이나 심장이식술과 같이 일시적인 

허혈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수술조작 중 응급상황에서 심정

지후 소생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허혈성 전처치와 propofol을 

동시에 처치하여 재관류 손상에 대한 심근보호 효과에 대

해 서로 상승작용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허

혈성 전처치와 propofol은 서로 다른 기전에 의해 심근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므로 동시 처치하 을 

때 심근보호 효과에 대해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대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흰쥐의 허혈-재관류 적출심장에

서 허혈성 전처치 또는 propofol을 투여하여 허혈 후 재관류 

손상에 대한 심근기능장애와 심근손상에 미치는 효과를 비

교하고, propofol과 허혈성 전처치를 동시에 처치하 을 때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가를 조사하는 데 있다.

대상 및 방법

    대상 

  250-300 gm의 Sprague-Dawley계 흰쥐를 암수 구분 없이 

28마리를 사용하 다. 모든 쥐는 일정한 실험조건을 유지하

기 위하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 동물실험실 관리지

침에 따랐으며 실험 전까지 동일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먹

이에 접근할 수 있게 하 다.

    방법

  실험동물의 복강 내로 ketamine 15 mg과 heparine 1,000 

IU을 주사하고 10분 후에 마취된 쥐의 흉벽을 좌우로 절개

하여 흉곽을 노출한 후 대동맥궁을 박리하 고 상행대동맥

에 대동맥 삽입관(Stainless steel catheter 1464 LL2, Hugo 

Sachs Elektronik, Germany)을 삽입하여 대동맥판막의 상부에 

카테터의 끝이 위치하도록 고정하 다. 관류액을 역행성으

로 관상동맥에 순환시킨 후, 상, 하대정맥을 절단하여 심장

을 적출해서 Langendorff 관류 장치(Type 818, Hugo Sachs 

Elektronik, Germany)에 연결한 후 심장에 부착된 지방조직

이나 불필요한 조직을 제거하 다.

  관류액은 modified Krebs 용액을 사용하 고 그 조성은 

NaCl 118.0 mM, KCl 4.7 mM, CaCl2 2.52 mM, MgSO4 1.66 

mM, NaHCO3 24.88 mM, KH2PO4 1.18 mM, Glucose 5.55 

mM, Na-EDTA 0.5 mM이었다. 관상동맥의 전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류액의 제조 시에 30μm 크기의 필터(Cobe Labo-

ratory Inc, USA)로 여과시키고 관류할 때 0.7μm의 필터

(Glass microfibre filters, Whatman Co, England)를 관류장치 

중간에 설치하여 여과한 후 관류하 다. 관류는 비작업성

(Non-working) 순환을 유지하 으며 관상동맥 관류압을 55 

mmHg로 유지하 고, 항온 순환기(Model WBC 1520A, JEIO 

TECH, Korea)를 사용하여 관류액과 수조의 온도를 37.0 ± 

0.2oC로 유지하 으며, 95% 산소와 5% 이산화탄소의 혼합

가스를 분당 3 L로 포화시켜 관류액의 산소분압을 450-

550 mmHg, 이산화탄소분압을 35 ± 3 mmHg, pH 7.4 ± 

0.2로 유지하 다.

  생리식염수로 채운 외경이 3 mm인 풍선(Latex balloon No 

3, Hugo Sachs Elektronik, Germany)을 압력센서에 연결하여 

좌심방에서 승모판을 통해 좌심실로 삽입하고, 생리측정기

(Model No 79, GRASS, Germany)에 연결하여 좌심실압(left 

ventricular pressure)을 측정하 으며, 풍선의 양을 조절하여 

허혈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좌심실압의 이완기말압(end-diastolic 

pressure)을 5-10 mmHg로 유지하 다. 심장적출 작업 시 

일시적 허혈상태가 유발되어 실험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출심장을 관류장치에 연결한 후 20분의 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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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zation period, baseline)를 가졌다.

  안정기가 끝난 후 실험 군은 네 군으로 나누어 대조군에

서는 적출심장을 Langendorff model에 거치한 후 55분 동안 

관류한 후 관류관의 코크를 차단하여 30분 동안 허혈을 시

킨 후 60분 동안 재관류시켰다. 허혈성 전처치군(IPC군, 

n=7)은 40분간 관류 후 2분간 관류를 정지하여 허혈을 유발

한 후 5분간 재관류하고 다시 2분간 허혈을 유발한 후 6분

간 관류한 후 30분간 허혈을 시킨 후 60분 동안 재관류 하

다. Propofol군(n = 7)은 20분의 안정기 후에 2μg/ml (11.1

μM) 농도의 propofol (Diprivan, AstraZeneca, USA)을 혼합한 

관류액을 35분 동안 관류시킨 후 30분 동안 허혈을 시킨 

후 60분 동안 propofol을 혼합한 관류액을 재관류하 다. 

Propofol/허혈성 전처치군(Propofol/IPC군, n = 7)은 20분의 

안정기 후에 2μg/ml 농도의 propofol을 혼합한 관류액을 20

분 동안 관류시킨 후 허혈성 전처치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2분간 관류를 정지하여 허혈을 유발한 후 5분간 재관류하

고 다시 2분간 허혈을 유발한 후 6분간 관류한 후 30분 동

안 허혈을 시킨 후 60분 동안 재관류 하 다(Fig. 1).

  자료수집을 위하여 압력변환기에 디지털 분석시스템(MP-

100WSW, BIOPAC Sys, Inc., USA)에 연결하여 AcqKnow-

lege III 컴퓨터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좌심실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각 시기마다 좌심실수축기압(left ven-

tricular systolic pressure, LVSP), 좌심실이완기말압(left ventri-

cular end-diastolic pressure, LVEDP), 수축기 시의 최대좌심

실압순간변화율(+ dP/dtmax), 이완기시의 최소좌심실압순간

변화율(- dP/dtmin), 분당 심박수를 기록하 다. 

  심근의 수축기 기능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좌심실생

성압(좌심실 수축기압-좌심실 이완기압, Left ventricular de-

veloped pressure, LVDP), 최대좌심실압 순간변화율(+ dP/ dtmax), 

rate pressure product (심박수 × LVDP)를 분석하 고, 좌심

실의 이완기 기능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좌심실이완기

말압, 최소좌심실압순간변화율(- dP/dtmin)을 분석하 다.

  심근세포의 손상정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안정기, 재관류 

후 1분, 5분, 30분, 60분에 1분간 수집한 우심방 및 폐동맥 

유출액에서 creatinine kinase (CK)를 측정하 다. 관상동맥 관

류량은 우심방으로 유출되는 관류액을 집산하여 심장의 무게

(gram wet heart weight)로 나누어 분당 관류량을 측정하 다.

  20분간의 안정기를 기준치로 하여 모든 측정값은 기준치

에 대한 백분율로 환산하여 평균 ± 표준오차로 표시하

다. 전허혈 30분과 재관류시의 좌심실이완기말압은 측정값

의 평균 ± 표준오차로 표시하 다. 기준치, 재관류 1분, 5

분, 30분, 60분에 기록한 수치를 군내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나 각 시점에서의 군 간차이를 통계 분석하는데 이용

하 다. 결과의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각 군

내에서 측정시기에 따른 비교는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ANOVA)로 분석하 으며 각 시점에서의 네 군

간의 비교는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고,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경우 Student-Newman-Keuls 분석을 시행하여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좌심실생성압(%LVDP)

  모든 군에서 재관류 1분, 5분에 기준치에 비하여 현저하

게 저하되어 있던(P ＜ 0.05) 좌심실생성압은 재관류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 재관류 

30분에 모든 군에서 기준치에 비하여 저하되어 있었으나(P 

＜ 0.05) IPC군, propofol군 및 propofol/IPC군에서는 대조군

에 비하여 월등히 증가하 다(P ＜ 0.05). 이후 재관류 60

분까지 모든 군에서 기준치에 비하여 저하되어 있었으나(P 

＜ 0.05) IPC군, propofol군, propofol/IPC군 모두에서 각각 

기준치의 59.4 ± 6.8%, 69.4 ± 7.9%, 66.0 ± 7.1%로 대조

군의 22.2 ± 8.4%에 비하여 증가한 소견을 보 다(P ＜ 

0.05). 이때propofol과 IPC를 모두 처치한 propofol/IPC군의 

변화율은 IPC군 또는 propofol군의 변화율과 차이가 없었다

(Table 1, Fig. 2).

    최대좌심실압순간변화율(%+dP/dtmax)

  모든 군에서 재관류 1분, 5분에 기준치에 비하여 현저하

게 저하되어 있던(P ＜ 0.05) 최대좌심실압순간변화율은 재

관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재관류 30분에 모든 군에서 기준치에 비하여 저하되어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experimental protocol. Filled bars = 

ischemia; unfilld bars = perfusion. All hearts were subjected to 30 min 

global ischemia followed by 60 min reperfusion. No treatment was 

performed before global ischemia and during reperfusion in control 

group. Propofol (2μg/ml) was administered before global ischemia and 

during reperfusion in propofol group. Ischemic preconditioning (IPC: 

2 min ischemia-5 min reperfusion-2 min ischemia-6min reperfusion) 

was performed before global ischemia in IPC group. Administration 

of propofol 2 g/ml followed by IPC was done before global ischemia 

and propofol was administered during reperfusion in propofol/IPC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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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P ＜ 0.05) IPC군, propofol군 및 propofol/IPC군에서

는 대조군에 비하여 증가한 경향을 보 고(P = 0.0907), 재

관류 60분까지 모든 군에서 기준치에 비하여 저하되어 있

었으나(P ＜ 0.05) IPC군, propofol군, propofol/IPC군 모두에

서 각각 87.4 ± 2.2%, 75.6 ± 8.1, 70.5 ± 9.0%로 대조군의 

45.4 ± 16.7%에 비하여 증가한 경향을 보 다(P = 0.0555). 

Table 1. Recovery of Parameters of Left Ventriculat Function and Coronary Flow during Reperfusion after 30 min Global Ischemi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Time after reperfus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min 5 min 30 min 60 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VDP

  Control  5.5 ± 2.1*   4.9 ± 2.1* 13.7 ± 5.6*  22.2 ± 8.4*

  IPC  9.6 ± 5.6*   8.3 ± 4.2* 43.0 ± 11.8*
†

 59.4 ± 6.8*
†

  Propofol 20.2 ± 4.3*  14.5 ± 4.2* 64.6 ± 7.2*
†

 69.4 ± 7.9*
†

  Propofol/IPC 14.2 ± 6.3*  20.4 ± 7.1* 68.4 ± 7.7*
†

 66.0 ± 7.1*
†

+ dP/dtmax 

  Control  9.2 ± 3.5*  20.5 ± 12.9* 34.4 ± 12.3*  45.4 ± 16.7*

  IPC  9.8 ± 4.6*  24.6 ± 11.2* 64.3 ± 13.3*  87.4 ± 2.2*

  Propofol 19.4 ± 4.0*  12.6 ± 4.2* 71.4 ± 10.0*  75.6 ± 8.1*

  Propofol/IPC 15.7 ± 5.5*  20.7 ± 7.2* 73.5 ± 10.5*  70.5 ± 9.0*

HR

  Control 10.4 ± 6.7*  61.8 ± 17.6* 69.5 ± 18.0*  65.9 ± 17.0*

  IPC 52.9 ± 18.8*  63.6 ± 17.5* 74.7 ± 8.8*  78.4 ± 8.2*

  Propofol 22.9 ± 8.4*  52.0 ± 13.6* 77.9 ± 1.7*  82.4 ± 2.5*

  Propofol/IPC 22.3 ± 7.9*  54.1 ± 13.0* 74.3 ± 3.3*  76.1 ± 3.2*

RPP

  Control  0.3 ± 0.2*  10.2 ± 3.9* 18.1 ± 7.7*  68.6 ± 17.7*

  IPC  5.6 ± 5.1*  17.9 ± 8.8* 38.7 ± 6.7*  78.0 ± 8.4*

  Propofol 12.2 ± 4.8*
†

 27.5 ± 10.3* 53.3± 4.8*
†

 82.9 ± 3.7*
†

  Propofol/IPC 10.5 ± 4.3*
†

 32.4 ± 11.2* 49.6 ± 5.7*
†

 72.4 ± 5.7*
†

- dP/dtmn

  Control  4.2 ± 2.0*  19.7 ± 11.4 38.0 ± 13.5*  39.9 ± 14.3*

  IPC  4.2 ± 2.1*  32.6 ± 28.2 67.0 ± 27.8
†

103.6 ± 20.2
†

  Propofol 21.2 ± 4.7*  13.3 ± 3.2* 68.2 ± 11.5
†

 67.5 ± 9.9
†

  Propofol/IPC 13.1 ± 8.4*  29.6 ± 14.8* 46.8 ± 19.7*  42.2 ± 18.6*

LVEDP

  Control 70.8 ± 4.1*  80.0 ± 3.3* 66.2 ± 4.5*  56.0 ± 6.0*

  IPC 64.1 ± 5.6*  77.4 ± 6.1* 37.7 ± 9.4*  25.2 ± 7.6*

  Propofol 46.6 ± 3.6*  61.9 ± 3.5* 17.1 ± 2.3*
†

 11.3 ± 2.2
†

  Propofol/IPC 48.1 ± 7.7*  47.0 ± 6.1* 14.0 ± 6.8
†

 11.3 ± 6.1
†

Coronary flow

  Control 60.3 ± 9.8*  70.5 ± 12.4 51.2 ± 8.6*  39.2 ± 5.2*

  IPC 82.4 ± 11.5  92.4 ± 14.4 63.5 ± 8.3*  55.9 ± 7.6*

  Propofol 64.8 ± 2.5*  81.6 ± 5.1 55.8 ± 4.6*  54.0 ± 5.1*

  Propofol/IPC 97.0 ± 5.1
†

104.1 ± 4.1
†

73.1 ± 3.1*
†

 66.6 ± 4.0*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ach value depicts percentage of baseline value and represents mean SEM as appropriately illustriated (n = 7 in each group). All hearts were 

subjected to 30 min global ischemia followed by 60 min reperfusion. No treatment was performed before global ischemia and during reperfusion 

in control group. Propofol (2μg/ml) was administered before global ischemia and during reperfusion in propofol group. Ischemic preconditioning 

(IPC: 2 min ischemia-5 min reperfusion-2 min ischemia-6min reperfusion) was performed before global ischemia. In IPC group. Administration 

of propofol 2μg/ml followed by IPC was done before global ischemia and propofol was administered during reperfusion in propofol/IPC group. 

LVDP (left ventricular deveoped pressure), RPP (rate pressure product); LVEDP (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pressure). *P ＜ 0.05 compared 

with corresponding baseline value. †P ＜ 0.05 compared with value of corresponding time of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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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propofol과 IPC를 모두 처치한 propofol/IPC 군의 변화

율은 IPC군 또는 propofol군의 변화율과 차이가 없었다

(Table 1).

    심박수(%HR)

  Propofol군에서는 propofol을 투여한 후 심박수가 감소하

으며(P ＜ 0.05) 모든 군에서 재관류시 심박수가 현저하게 

감소하 다(P ＜ 0.05). 재관류 60분 동안 증가하는 양상을 

보 으나 재관류 60분까지도 기준치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

소하 으며(P ＜ 0.05) 심박수의 변화율은 각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1).

    Rate pressure product (%RPP)

  모든 군에서 재관류 시 rate pressure product가 현저하게 

감소하 다(P ＜ 0.05). 재관류 60분 동안 증가하는 양상을 

보 으나 재관류 60분까지 기준치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

하 으며(P ＜ 0.05) rate pressure product의 변화율은 각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1).

    최소좌심실압순간변화율(%-dP/dtmin)

  모든 군에서 재관류 1분, 5분에 기준치에 비하여 현저하

게 저하되어 있었으나(P ＜ 0.05) 재관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IPC군이나 propofol군은 

재관류 30분, 60분에는 기준치로 회복되었으며 대조군과 

propofol/IPC군에서는 재관류 30분, 60분에 기준치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보 다(P ＜ 0.05). 재관류 30분 및 60분에서 

IPC군이나 propofol군과 차이가 있었다(P ＜ 0.05)(Table 1, 

Fig. 3).

    좌심실이완기말압(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pressure)

  허혈을 시작한 후 대조군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좌심

실이완기말압이 증가하 다(P ＜ 0.05). Propofol군에서는 대

조군과 유사한 증가를 보 으며 IPC군 및 propofol/IPC군에

서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 으나(P ＜ 0.05), pro-

pofol/IPC군에서는 허혈 시작 후 10분 이후에, IPC군에서는 

허혈 시작 후 15분 이후에 대조군과 propofol군에 비하여 유

의하게 증가하 다(P ＜ 0.05). 허혈 시작 후 30분에 각각 

63.2 ± 1.1, 75.5 ± 4.0 mmHg로 대조군의 54.1 ± 0.3 

mmHg에 비하여 증가되어 있었다(P ＜ 0.05)(Fig. 4).

Fig. 2. The recovery of left ventricular developed pressure (LVDP) 

during reperfusion after 30 min global ischemia in the isolated rat 

heart. Each value depicts percentage of baseline value and represents 

mean SEM as appropriately illustriated (n = 7 in each group). All 

hearts were subjected to 30 min global ischemia followed by 60 min 

reperfusion. No treatment was performed before global ischemia and 

during reperfusion in control group. Propofol (2μg/ml) was admini-

stered before global ischemia and during reperfusion in propofol group. 

Ischemic preconditioning (IPC: 2 min ischemia-5 min reperfusion-2 

min ischemia-6 min reperfusion) was performed before global ischemia 

in IPC group. Administration of propofol 2μg/ml followed by IPC was 

done before global ischemia and propofol was administered during 

reperfusion in propofol/IPC group. B (preischemic baseline value).

Fig. 3. The recovery of minimum negative dP/dt during reperfusion 

after 30 min global ischemia in the isolated rat heart. Each value 

depicts percentage of baseline value and represents mean ± SEM as 

appropriately illustriated (n = 7 in each group). All hearts were 

subjected to 30 min global ischemia followed by 60 min reperfusion. 

No treatment was performed before global ischemia and during re-

perfusion in control group. Propofol (2μg/ml) was administered before 

global ischemia and during reperfusion in propofol group. Ischemic 

preconditioning (IPC: 2 min ischemia-5 min reperfusion-2 min 

ischemia-6min reperfusion) was performed before global ischemia in 

IPC group. Administration of propofol 2μg/ml followed by IPC was 

done before global ischemia and propofol was administered during 

reperfusion in propofol/IPC group. B (preischemic baselin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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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관류 시 좌심실이완기말압의 변화를 보면 propofol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는 재관류 1분에 급격히 증가하는 소견

을 보이는 반면(P ＜ 0.05) propofol군에서는 재관류 1분부

터, propofol/IPC군에서는 재관류 5분부터 대조군에 비하여 

좌심실이완기말압이 유의하게 낮았으며(P ＜ 0.05), propofol

군에서는 재관류 40분에 13.5 ± 2.0 mmHg로, propofol/IPC

군에서는 재관류 20분에 17.4 ± 7.1 mmHg로 기준치로 회

복되었으나, 대조군과 IPC군에서는 재관류 60분까지 좌심실

이완기말압이 각각 56 ±6.0 mmHg, 25.2 ± 7.6 mmHg로 기

준치에 비하여 증가되어 있었다(P ＜ 0.05)(Table 1, Fig. 5).

    CK (creatinine kinase)

  CK의 변화율은 대조군에서는 재관류 1분, 5분, 30분, 60

분에 기준치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되어 있었다(P ＜ 0.05) 

(Fig. 6). Propofol군과 IPC군에서는 재관류 1분, 5분, 30분까

지 기준치에 비하여 증가되어 있었고(P ＜ 0.05) 재관류 60

분에 기준치로 회복되었다. Propofol과 IPC를 동시에 처치한 

군에서는 재관류 1분, 5분까지 증가되어 있었으나(P ＜ 

0.05) 재관류 30분, 60분에는 기준치로 회복되었다. 대조군

에 비교한 군 간 차이는 propofol/IPC군에서 재관류 1분, 30

분, 60분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Propofol군 및 IPC

군에서는 군 간 차이가 없었다.

    관상동맥 관류량

  대조군과 propofol군에서는 재관류 1분, 5분에 기준치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하 고(P ＜ 0.05) 재관류 60분에는 각

각 기준치의 39.2 ± 5.2%, 54.0 ± 5.1%로 회복되었다. IPC

군에서는 재관류 1분, 5분에 기준치로 회복되었고 재관류 

60분에는 기준치의 55.9 ± 7.6%로 감소하여 대조군과 차이

가 없었다. 

  Propofol/IPC군에서는 재관류 1분, 5분에 기준치로 회복하

으며 재관류 60분에는 67 ± 4%로 감소하 다(Table 1). 

군간 차이를 보면 재관류 1분, 5분, 30분, 60분에 propofol/ 

IPC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 다(P ＜ 

0.05).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흰쥐 적출심장의 허혈-재관류 모델에서 

propofol 2μg/ml (11.1μM), 허혈성 전처치(2회 허혈, 2회 재

관류), propofol 2μg/ml과 허혈성 전처치(2회 허혈, 2회 재관

류)를 시행하여 허혈-재관류 시 심근기능장애와 심근손상에 

Fig. 4. Change of 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pressure (LVEDP) 

duing 30 min-global ischemia. Each value depicts percentage of base-

line value and represents mean ± SEM as appropriately illustriated 

(n = 7 in each group). All hearts were subjected to 30 min global 

ischemia followed by 60 min reperfusion. No treatment was performed 

before global ischemia and during reperfusion in control group. 

Propofol (2μg/ml) was administered before global ischemia and during 

reperfusion in propofol group. Ischemic preconditioning (IPC: 2 min 

ischemia-5 min reperfusion-2 min ischemia-6min reperfusion) was 

performed before global ischemia in IPC group. Administration of 

propofol 2μg/ml followed by IPC was done before global ischemia 

and propofol was administered during reperfusion in propofol/IPC 

group. *P ＜ 0.05 compared with corresponding baseline value. 
†
P 

＜ 0.05 compared with value of corresponding time of control group. 

B (preischemic baseline value).

Fig. 5. Change of 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pressure (LVEDP) 

during reperfusion after 30 min global ischemia in the isolated rat 

heart. Each value depicts percentage of baseline value and represents 

mean ± SEM as appropriately illustriated (n = 7 in each group). All 

hearts were subjected to 30 min global ischemia followed by 60 min 

reperfusion. No treatment was performed before global ischemia and 

during reperfusion in control group. Propofol (2μg/ml) was adminis-

tered before global ischemia and during reperfusion in propofol group. 

Ischemic preconditioning (IPC: 2 min ischemia-5 min reperfusion-2 

min ischemia-6min reperfusion) was performed before global ischemia 

in IPC group. Administration of propofol 2μg/ml followed by IPC was 

done before global ischemia and propofol was administered during 

reperfusion in propofol/IPC group. B (preischemic baselin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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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효과를 관찰하 다. 허혈-재관류 시 오는 심근기능

장애는 propofol 2μg/ml 또는 허혈성 전처치 단독처치로 개

선시켰으며 동시에 투여한 경우 부가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심근손상의 정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측정한 

CK는 propofol 2μg/ml 또는 허혈성 전처치의 단독처치로 

수치를 감소시키지는 못하 으나 동시에 처치한 경우 수치

가 감소하 다. 허혈성 수축에 대해서는 propofol 2μg/ml은 

향이 없었으나 허혈성 전처치를 단독으로 또는 propofol과 

동시에 처치한 경우 오히려 발현시간이 빨랐고 그 정도가 

심하 다. 재관류 시 관상동맥 관류량은 허혈성 전처치를 

단독 또는 propofol과 동시에 처치한 군에서는 재관류 후 초

기에 기준치로 회복되었고 허혈-재관류 후 관상동맥 관류량

의 감소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관류시 이완기 기

능을 나타내는 이완기말압의 변화를 보면 허혈성 전처치는 

향을 미치지 않으나 propofol 단독 또는 허혈성 전처치와 

동시 처치는 재관류 후 이완기말압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허혈성 전처치 및 propofol은 

재관류 시 심기능장애를 개선시키며 허혈성 전처치와 pro-

pofol의 동시 처치는 각각의 단독처치에 비하여 심근손상의 

정도를 감소시키나 심기능장애를 개선시키는데 있어서는 

부가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을 의미한다. 

  허혈성 전처치에 의한 심근보호 효과의 기전은 명확하지

는 않으나 sarcolemmal G 단백질 관련 수용체의 활성화, 

protein kinase C, tyrosine phosphorylation, KATP 통로의 활성

화, 열성 단백질(heat shock protein)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다고 알려져 있다.16) KATP 통로의 활성화에 의한 K의 유출

은 심장의 활동 전위를 감소시켜 음성 변력 효과를 가져오

고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며 세포 내 칼슘 증가를 억제하

여 허혈에 대한 심근보호 효과를 매개한다고 하고17) 또한 

관상동맥 혈관긴장도의 유지 및 허혈에 대한 관상동맥의 

혈관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Kolocassides 

등은18) 허혈성 전처치가 심마비액에 의한 심정지와 비슷한 

기전에 의해 심근기능장애를 개선시킨다고 하 고 함께 처

치하 을 때 심근기능장애의 개선에 대해 부가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 다. 

  허혈성 전처치와 같은 전처치 효과가 마취제에도 있어 

isoflurane과19,20) sevoflurane에서21) 허혈성 전처치와 같은 효

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그 기전은 KATP 통로의 활성

화로 설명하고 있는데 KATP 통로가 허혈성 전처치 또는 마

취제에 의한 전처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히

고 있다.22) Takashi 등은23)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2μM 이하 

농도의 propofol은 sarcolemmal KATP 통로에 향을 주지않고 

31μM 이상 고농도의 propofol은 KATP 통로를 억제한다고 

하 고 Zaugg 등의24) 연구에서도 propofol이 mitochondiral 

KATP 통로 활성화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propofol은 

전처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 다. 

  Propofol의 재관류 손상에 대한 심근보호작용의 기전은 

자유 산소기 제거제로서 작용하여 세포막 지질의 과산화를 

약화시키고11,12) 원형질막의 칼슘 통로를 억제하거나25) 미토

콘드리아 투과 이행을 억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13) Mur-

phy 등은26) propofol이 1-10μM 농도에서 내인성 항산화제

인 비타민 E와 같은 자유기 제거제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하 고 Kokita 등은11) 25-50μM의 농도에서 자유기 제거 

효과가 있어 심근 보호 작용을 한다고 하 다. 또한 propo-

fol은 횡문근형질망(sarcolemma)에서 L-형 칼슘통로를 억제

하며 근육세포질세망(sarcoplasma reticulum)에서 칼슘 유리를 

억제한다.27) 허혈 기간 중 세포 내 칼슘 축적의 정도는 허혈

의 정도와 기간, 심근 기능 회복의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28) 

칼슘 통로 차단제를 사용한 연구에서 혈역학적 변화에 

향이 없는 농도에서도 재관류 손상을 감소시켰다는 보고가 

있어
29) 본 연구에서 관찰한 심근 손상의 감소효과는 

propofol의 칼슘 통로 억제제로서의 작용과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Javadov 등은13) propofol의 심근보호 효

과는 허혈후 관상동맥 관류량의 회복과 관련이 있으며 

propofol이 자유산소기로서의 작용외의 다른 기전에 의해 관

Fig. 6. Change of Creatinine kinase (CK, IU) during reperfusion after 

30 min global ischemia in the isolated rat heart. Each bar depicts 

percentage of baseline value and represents mean ± SEM (n = 7 in 

each group). All hearts were subjected to 30 min global ischemia 

followed by 60 min reperfusion. No treatment was performed before 

global ischemia and during reperfusion in control group. Propofol (2μ

g/ml) was administered before global ischemia and during reperfusion 

in propofol group. Ischemic preconditioning (IPC: 2 min ischemia-5 

min reperfusion-2 min ischemia-6min reperfusion) was performed 

before global ischemia in IPC group. Administration of propofol 2μg/ 

ml followed by IPC was done before global ischemia and propofol was 

administered during reperfusion in propofol/IPC group. B (preischemic 

baseline value), R1 (1 min after reperfusion), R5 (5 min after 

reperfusion), R30 (30 min after reperfusion), R60 (60 min after 

reper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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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맥 자체에 향을 줄 수 있다고 하 다. 

  Propofol은 전처치 효과는 없으며 허혈성 전처치와는 다

른 기전에 의해 심근보호 효과가 있고 허혈성 전처치와는 

달리 허혈성 수축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다고12,30) 하 다. 

또한, 허혈성 전처치의 심근보호 효과가 실험적으로 증명되

었으나 실제 심장수술 중 허혈성 전처치 자체만으로 심근

기능장애를 개선시키는지는 불분명하며 심근의 이완기기능

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므

로 본 연구에서는 허혈성 전처치와 propofol을 함께 처치하

을 때 허혈 후 심근기능장애 개선에 부가적인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가정하 다. 

  Propofol을 사용한 연구들에서 다양한 propofol의 농도에서 

심근보호 효과가 관찰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2μg/ml의 pro-

pofol을 사용하 다. Propofol bolus 주입 시 혈장농도는 44μM 

이상이며 마취 유지 시 10-20μM 정도라고 하 고 pro-

pofol의 97%가 단백질과 결합하므로 실제 propofol의 자유 

혈장 농도(free plasma concentration)는 2μg/ml을 넘지 않는

다고 하므로31) 본 연구에서 사용한 propofol의 농도는 임상

농도이거나 그 이하의 농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농도

의 propofol에 의한 음성 변력 효과를 배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propofol로 마취할 때와 비슷한 조건을 

주기위해 허혈-재관류 시기에 지속적으로 propofol을 처치하

고 허혈성 전처치를함으로써 심근기능장애의 개선이나 심

근손상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이전의 

연구에서도 propofol을 허혈-재관류 시기에 지속적으로 투여

한 경우나 재관류 시기에만 투여한 경우 모두 동일하게 심장

기능의 회복과 심근손상의 감소를 관찰하 다고 하 다.11)

  허혈성 전처치 시 가장 적절한 허혈 시간과 반복 횟수는 

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

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문헌을 검토한 뒤 본 실험 모

델에 적합한 Novalija의21) 연구에서 사용했던 2분 허혈, 5분 

관류, 2분 허혈, 6분 관류를 실시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심근기능을 반 하는 지표로 심근의 수축

능력을 관찰하기 위하여 좌심실생성압(LVDP), 최대좌심실

압순간변화율(+ dP/dtmax), rate pressure product를 관찰하

다. 좌심실생성압은 적출심장에서 심근의 수축능력을 나타

내는 데 자주 사용되는 지표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심실에 

대한 부하가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면 좌심실생성압을 등용

적성 측정(isovolumetric measurement)하여 심근의 수축능력을 

양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 본 실험결과 좌심

실생성압, 최대좌심실압순간변화율, rate pressure product로 

관찰한 좌심실 수축기 기능장애는 허혈성 전처치와 propofol

에 의해 개선되었다. 그러나 허혈성전처치와 propofol을 동

시처치한 경우 단독처치한 경우와 비교해서 심근기능의 회

복에 부가적인 효과는 없었다. 

  심근의 이완기 기능을 관찰하기 위하여 좌심실이완기말

압, 최소좌심실압순간변화율(- dP/dtmin)을 관찰하 고 허혈

기간중의 좌심실이완기말압의 증가를 허혈성 수축으로 간

주하 다. 허혈성 수축에 대해서는 propofol 2μg/ml은 향

이 없었으나 허혈성 전처치를 단독으로 또는 propofol과 동

시에 처치한 경우 오히려 발현시간이 빨랐고 그 정도가 심

하여서 허혈기간 중에는 오히려 좌심실기능의 저하가 관찰

되었다. 이전의 연구에서 propofol이 허혈성 수축의 발현시

간을 지연시키고 정도를 감소시킨다고 하 으나 본 연구에

서는 propofol 단독처치 시에는 향이 없었고 동시 처치 시

에 허혈성 전처치에 의한 허혈성 수축도 감소시키지 못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propofol의 농도는 2μg/ml로 

이전의 연구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허혈성 수축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재관류 시 이

완기 기능을 나타내는 이완기말압의 변화를 보면 허혈성 

전처치는 이에 대해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propofol 단독 

또는 허혈성 전처치와 동시 처치시는 재관류 후 이완기말

압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또한, 관상동맥 관류량은 허혈

성 전처치 단독 또는 propofol과 동시 처치 시에 재관류 직

후 기준치로 회복되었고 재관류 60분에 대조군에 비해 관

상동맥 관류량의 감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허혈성 전처치와 propofol에 의한 심근보호 효과가 허

혈기간동안의 심근손상의 감소보다는 재관류 손상의 감소

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재관류 손상의 

감소가 심근세포에 대한 보호효과뿐 아니라 재관류 후의 

관상동맥수축의 억제에 의한 관상동맥 관류량의 유지와 관

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심근세포의 손상을 의

미하는 CK는 허혈성 전처치나 propofol 단독처치로 감소되

지 않았으나 허혈성 전처치와 propofol을 동시에 처치하 을 

때 현저히 감소하여 심근손상의 정도가 감소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허혈성 전처치와 propofol을 동시에 주었

을 때 심근손상의 감소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효과를 나타

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

았기 때문에 허혈성 전처치나 propofol에 의한 심근 기능 장

애의 개선과 심근 손상의 감소가 허혈 기간의 심근 손상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지 재관류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인지

를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개심술이나 심

장이식술과 같이 일시적인 허혈이 불가피한 경우 propofol로 

마취를 유지하거나 허혈성 전처치를 시행함으로써 재관류 

손상에 의한 심근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propofol과 허혈성 전처치를 함께 처치하 을 때 심근의 손

상의 정도를 감소시키고 관상동맥 관류량의 유지에 도움이 

되므로 심장수술 중 propofol로 마취시 허혈성 전처치를 함

꼐 사용하는 것이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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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적출심장 모델은 체액 호르몬계의 

향이나 중성구 백혈구의 향, 자율신경계의 작용을 배제

시킨 것으로 실제 임상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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