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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저산소성 폐혈관 수축(hypoxic pulmonary vasoconstriction, 

HPV)은 폐혈관에만 존재하는 기전으로 Von Euler와 Liljestrand 

(1946)에 의해 처음 기술된 이후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

이 되어 왔다.1-4) 폐혈관을 제외한 다른 혈관들에서는 동맥

혈 산소 분압이 일정수준 이하로 저하되는 경우 혈관 이완

이 일어난다. 그러나 폐혈관에서는 저산소에 대하여 혈관 

수축이 일어남으로 해서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폐 부

위에서 환기가 잘 이루어지는 폐 부위로 혈류를 이동시킴

으로써 환기와 관류를 조화시켜 동맥혈 저산소혈증을 예방

해 주는 일종의 생체 방어기전이 작용한다.5)

  이러한 HPV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

tress syndrome), 폐부종(pulmonary edema), 폐색전(pulmonary 

embolism),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폐섬유증(pulmonary fibrosis) 등 급성 혹은 

만성 폐 질환에서 폐동맥 고혈압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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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Dobutamine, isoproterenol, and milrinone are inotropic agents with vasodilatory properties, and are frequently used 

perioperatively.  We undertook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se three drugs on the pulmonary vasculature, excluding cardiovascular 

effects, by determining their effects on pulmonary artery pressure and hypoxic pulmonary vasoconstriction in an isolated rat lung 

model.

  Methods:  Thirty Sprague-Dawley rats were divided into a dobutamine group (n = 10), an isoproterenol group (n = 10) and 

a milrinone group (n = 10).  Dobutamine 50μg, 500μg, and 5,000μg, isoproterenol 0.4μg, 4μg, and 40μg, and milrinone 2.5μg, 

25μg, and 250μg were added to perfusate sequentially during normoxic ventilation (21% O2-5% CO2-balanced N2).  Baseline 

pulmonary artery pressure changes and subsequent hypoxic pressor responses during hypoxic ventilation (5% O2-5% CO2-balanced 

N2) were observed. 

  Results:  Dobutamine, isoproterenol, and milrinone all decreased baseline pulmonary artery pressures and hypoxic pressor 

responses in a dose-dependent manner (P ＜ 0.05).  The last dose listed for each of the three drugs reversed hypoxic pulmonary 

vasoconstriction nearly completely.  The calculated dose required to reduce the hypoxic pressor response to 50% of the initial 

response before drug administration (ED50) was 155μg (95% CI:  80-263μg) for dobutamine, 0.23μg (95% CI:  0.011-0.75 

μg) for isoproterenol and 6.31μg (95% CI:  3.1-10.8μg) for milrinone.  The relative potency of the drugs on HPV, based 

on ED50 was dobutamine 10:  isoproterenol 0.015:  and milrinone 0.41.

  Conclusions:  Dobutamine, isoproterenol, and milrinone all reduced pulmonary vascular resistance and hypoxic pulmonary 

vasoconstriction in a dose dependent manner.  (Korean J Anesthesiol 2004; 46: 45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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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5) HPV 자체는 폐포 저산소증(alveolar hypoxia)에 대한 

생리적 보상작용이지만6) 이로 인해 초래되는 폐동맥 고혈

압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심혈관계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는 우심 부전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7) 이러한 환자의 치료에는 심근의 수축

력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폐혈관저항을 낮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폐혈관에 선택적이지는 않지만 혈관이완효과를 가

진 수축촉진제(inotropic agent)로 dobutamine, isoproterenol, 그

리고 type 3 phosphodiesterase 저해제인 milrinone 등을 들 수 

있다. Isoproterenol은 β1, β2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는 합성 

카테콜아민이다. 이는 폐혈관이완작용이 있고 폐혈관저항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빈맥, 전신혈관저항의 감소, 심

근산소소모의 증가, 관상동맥 혈류의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어 실제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의 사용은 제한적

이었다. Dobutamine 역시 합성 카테콜아민으로 주로 β1 수

용체에 직접 작용하고, 그보다는 미약하나 β2, α1 수용체에

도 작용한다. 이의 구조와 작용은 isoproterenol과 비슷하나 

심박수와 심율동(heart rhythm)에 미치는 향은 더 적다. 

Isoproterenol과 dobutamine의 혈관이완 작용은 β2 수용체에 

의한 것으로 이는 G-단백의 매개로 adenylate cyclase를 활성

화시켜 cAMP 농도를 증가시켜 작용한다8) Milrinone은 type 

3 phosphodiesterase 저해제로 cAMP가 분해되는 것을 저해하

여 cAMP 농도를 증가시켜 작용한다. 이는 β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거치지 않으므로 만성 심부전 등 수용체의 작용

(receptor coupling)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효과적이다. 또

한 기존의 약제들에 비해 부정맥 발생 빈도가 적고, 심박수

와 심근산소소모를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더욱 유용하다9) 

이와 같이 세 가지 약제 모두 폐혈관에 작용하여 혈관 이

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정도와 효과, 또 HPV 자

체에 미치는 향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HPV의 유발 인자는 폐동맥 평활근의 산소 분압이고 이

는 폐포 내 가스, 혼합 정맥혈, 폐동맥벽의 맥관벽 혈관(vasa 

vasorum)을 공급하는 기관지 동맥의 산소 분압에 의해 결정

된다.10) HPV의 기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저산소에 대한 폐혈관의 반응에 자율신경계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

거한다. 첫째, 분리폐 모델과11) 이식된 폐에서12) HPV가 지

속된다는 것이다. 둘째, 폐혈관에는 α와 β 아드레날린성 

수용체가 모두 존재하나13) 교감신경 수용체의 차단,14) 카테

콜아민의 제거,15) 교감신경 절제,16) capsaicin에 의한 감각성 

신경전달물질의 제거17) 등에 향 받지 않고 HPV가 일어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dobutamine, isopro-

terenol, milrinone 각각에 대하여 HPV에 향을 미친다는 연

구 결과들이 있었다. Dopamine과 dobutamine 모두 과산소 

하의 폐동맥압을 증가시키고 저산소에 대한 수축은 감소시

킨다고 하 고,18) isoproterenol이 용량 의존적으로 HPV를 감

소시켰다고 하 다.19) 개에서 HPV를 유발한 뒤 Milrinone을 

투여하여 폐동맥압이 감소하 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20) 

세 약제 투여에 의한 HPV의 감소는 세 약제의 혈관이완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들은 모두 생체 내 연구들이었고 서로의 실험 환경이 모두 

달라 HPV에의 향으로 세 약제의 폐혈관에의 향을 평

가하기는 어렵다.

  본 실험에서는 백서의 격리 폐 모델(isolated rat lung)을 

사용하여, 전신 순환과 신경기능은 제거하고 인위적인 펌프

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폐혈류만 관류시키는 상태에서1,2) 

HPV에 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관류액의 pH, 이산화탄소 

분압, 온도, 폐혈류량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심근수축력, 

중추신경계반응, 카테콜라민의 향 등을21,22) 배제한 상태에

서 혈관이완효과가 있는 수축촉진제인 dobutamine, isopro-

terenol, milrinone을 사용하여 용량별로 폐동맥압과 HPV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더 나아가서 HPV를 50% 

감소시키는 용량(ED50)을 구하여 세 약제가 폐혈관에 미치

는 향을 간접적으로 비교하여 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연구 재료

  시약(Chemicals): angiotensin II (Sigma, USA)

dobutamine (이연, 한국)

isoproterenol (Abbott, USA)

milrinone (Sanofi Winthrop, USA)

  실험동물(Animals): 체중 250-300 g의 웅성 Sprague- 

Dawley 흰쥐 30마리를 세 군으로 나누어 실험에 사용하

다. 사용한 쥐는 모두 SPF (specific pathogen free) 다.

    연구 방법

  관류용액의 구성성분 및 관류속도: 관류용액은 생리학적 

염용액에 insulin, albumin, dextrose를 섞은 용액 25 ml와 쥐

의 혈액 25 ml를 섞어 총 50 ml가 되도록 하 으며 그 조

성을 Table 1, 2에 나타내었다. 쥐의 혈액은 에테르 마취 하

에 심천자로 heparin화(100 IU/10 ml) 전혈을 채혈하 고, 작

은 혈액응고 덩어리와 세포 등을 제거하기 위해 소아용 혈

액 여과 세트(HEMAⓇ Pediatric blood filter, No 9136, Abbott 

Labs, USA)에 여과시켜 사용하 다.

  관류는 Harvard peristaltic pump (Model 2912, Harvard 

Apparatus Co, USA)를 사용해 분당 15 ml로 하 으며 관류

로는 silastic tube로 구성하고 폐동맥에 우발적으로 기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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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0 ml 용량의 기포 제거장치

를 거치 하 다. 또한 관류용액의 pH를 측정하여 7.35- 

7.40으로 유지하기 위해 sodium bicarbonate를 용액 50 ml당 

0.5 mEq씩 첨가하 고, 관류용액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측정

하면서 가열 등을 이용하여 36-38oC로 유지하 다.

  폐환기 및 환기로: 정상산소(21% O2-5% CO2-balanced N2)

와 저산소(5% O2-5% CO2-balanced N2) 혼합가스를 교대로 

Harvard rodent ventilator (Model 683, Harvard Apparatus Co, 

USA)에 연결하 다. 폐 환기는 분시환기량 180 ml (f = 

90/min, VT = 2 ml)로 하고 폐포 허탈을 방지하기 위해 2 

cmH2O의 PEEP을 가하고, 환기로에 3 way를 연결하여 기도

압을 측정하 다. 두 가스를 교대로 공급함에 있어서 기도

압의 차이는 없도록 하 다.

  쥐 폐 및 심장의 외과적 시술: 체중 250-300 g의 웅성 

Sprague-Dawley 흰쥐 30마리를 세 군으로 나누어 실험에 사

용하 다. Pentobarbital 30 mg/kg를 복강 내 주사해 마취를 

유도한 후 앙와위로 고정하고 기관절개를 하여 15- gauge의 

stainless 관을 삽입하여 인공호흡을 시행하 다. 흉벽을 정

중 흉골 절개로 열어 흉골을 벌린 후 흉선과 지방조직을 

제거하고 heparin 200 IU를 좌심실에 주사해 혈액응고를 방

지하 다. T-piece 모양으로 만든 15-guage stainless 관을 우

심실을 절개해 그곳을 통해 폐동맥에 거치한 후 폐동맥과 

상행대동맥을 폐동맥 주사침에 같이 결찰하고 T-piece의 한쪽 

끝을 통하여 폐동맥압 측정에 사용하고 한쪽 끝은 폐관류

에 사용하 다. 좌심실을 절개하고 작은 hemostat로 승모판을 

2-3회 개폐시킨 후 14-gauge polyethylene 케뉼라를 좌심방에 

거치하여 이 케뉼라를 통하여 폐를 통과한 혈액이 저장고

(reservoir)로 흘러나오게 하 고, 이 부분에 18 G 주사침을 

이용하여 압력변환기에 연결하여 좌심방압이 0이 되도록 

저장고의 위치를 상하로 이동 조절하 다. 폐관류는 분당 

15 ml로 하 고 폐동맥압과 기도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

다. 쥐의 개방된 흉강은 생리 식염수로 채워서 폐의 습도를 

유지하고 가열 등을 이용하여 전술하 듯이 관류액의 온도

를 36-38oC로 유지하 다. 폐동맥압, 좌심방압, 기도압은 

각 관의 side arm을 통해 압력 변환기(Abbott pressure trans-

ducer, Abbott Co, USA)에 연결해 감시장치(Datex, Finland)로 

측정하 다.

  실험 과정: 외과적 시술이 끝나면 폐혈관에 반응성을 부

여하기 위하여 angiotensin II 0.5μg을 투여하고 30분 동안 

기다려 관류액의 온도와 폐관류 및 환기가 안정된 후에 본 

실험인 저산소성 폐혈관 수축을 시행하 다. 저산소성 폐혈

관 수축은 5% 저산소성 혼합가스와 21% 정상산소 혼합가

스를 간헐적으로 교대로 5분씩 3회 노출시켜 도달한 최고

치의 폐동맥압을 저산소성 폐혈관 수축 시 폐동맥압의 변화

(ΔPhpv,in)로 기록하고 다시 정상산소 혼합가스(21% O2-5% CO2- 

balanced N2)로 환기하여 폐동맥압이 기저 폐동맥압(Pbase,in, initial 

baseline pulmonary artery pressure)이 되도록 하 다. 이어서 

쥐를 세 군으로 나누어, 제1군에서는 dobutamine 50μg, 500

μg, 5,000μg을, 제2군에서는 isoproterenol 0.4μg, 4μg, 40μg

을, 제3군에서는 milrinone 2.5μg, 25μg, 250μg을 순차적으

로 각각 투여하 다(Fig. 1). 세 가지 용량의 약제를 투여한 

후의 폐동맥압을 각각의 기저 폐동맥압(Pbase,1,2,3)으로 하여 

약제 투여 전의 기저 폐동맥압(Pbase,in)과 비교하 고, 각 용

량의 약제를 투여한 후 3회의 간헐적 저산소성 폐혈관 수

축 시 최대 폐동맥압의 변화(ΔPhpv,1,2,3)를 약제를 투여하기 전

의 저산소성 폐혈관 수축 시 최대 폐동맥압의 변화(ΔPhpv,in)와 

비교하 다. 약제들의 투여량은 약제의 상용량(dobutamine 10

μg/kg/min, isoproterenol 0.08μg/kg/min, milrinone 0.5μg/kg/min)

을 기준으로 하여 쥐의 체중과 관류액으로 인한 용적의 증

가를 고려하여 계산하 고 실험에서는 그 양의 1/10과 10배

에 해당하는 용량에 대한 반응도 함께 관찰하 다. 

    자료처리 및 분석

  모든 폐동맥압 측정치는 mmHg 단위로 mean±SD로 표시

하 다. 약제 투여 전의 폐동맥압(Pbase,in)과 각 용량의 약제 

투여 후의 폐동맥압(Pbase1,2,3)의 변화(ΔPbase1,2,3)를 측정하고, 

약제 투여 전의 저산소성 폐혈관 수축 시의 폐동맥압의 변

화를 ΔPhpv,in으로 하고 약제 투여 후 변화한 Pbase1,2,3에서 저

산소성 폐혈관 수축시의 폐동맥압의 변화를 ΔPhpv1,2,3으로 측

정하 다. 세 약제 그룹의 초기 조건의 동일성은 세 그룹의 

Pbase,in과 ΔPhpv,in을 각각 ANOVA로 분석하 다. 세 그룹에서 

각각 약제 투여에 따른 폐동맥압과 HPV의 변화를 repeated 

Table 1. Composition of Physiologic Salt Soltu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NaCl 7.6554 g (131.0 mmol)/L

KCl 0.3504 g (4.70 mmol)/L

MgSO4 0.2884 g (1.17 mmol)/L

NaHCO3 1.9000 g (22.61 mmol)/L

KH2PO4 0.1606 g (1.18 mmol)/L

CaCl2* 0.4704 g (3.20 mmol)/L

Sodium meclofenamate 0.0050 g/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aCl2 was added after confirmation of the solution pH 7.35-7.40.

Table 2. Composition of Stock Solution and Perfusat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Stock solution Perfusat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hysiologic salt solution 100 ml Stock solution 25 ml

Dextrose 0.2 g Whole rat blood 25 ml

Insulin  20 mU

Albumin 3 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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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of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ΔPbase는 각 약

제의 투여량을 로그 변환하여 선형회귀분석을 하 고, ΔPhpv

변화의 분석은 ΔPhpv1,2,3/ΔPin를 로짓모형(logit model)으로 변

환하여 각 약제가 저산소성 폐혈관 수축 시 최대 폐동맥압

의 변화(ΔPhpv)를 50% 감소하게 하는 용량(ED50)을 구하 고 

이를 로지스틱 회귀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모든 통계분석은 

P ＜ 0.05를 유의수준으로 간주하 다.

결      과

    Dobutamine, isoproterenol, milrinone이 폐동맥압에 미

치는 향

  사용한 약제에 따라 dobutamine군(n = 10), isoproterenol군

(n = 10), milrinone군(n = 10)으로 나누었을 때 약제 투여 

전의 기저 폐동맥압 Pbase,in은 세 군간에 차이가 없는 동일한 

상태 으며, 세 군 모두에서 각 용량의 약제 투여에 따라 

폐동맥압이 점점 하강하 고, 하강된 폐동맥압과 Pbase,in과의 

차이(ΔP)를 구하여 repeated measures of ANOVA 분석 시 P ＜ 

0.05에서 유의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각각 약제의 투

여용량을 log 변환을 하고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아

래와 같았고 이를 Fig. 2에 나타내었다.

  Dobutamine: x = log (dobutamine dose μg/5), y = ΔPbase        

  (mmHg)로 두면 y = -×-0.1 (R2 = 0.181, P ＜ 0.05)

  Isoproterenol: x = log (isoproterenol dose [μg]/0.04), y = ΔPbase 

(mmHg)로 두면 y = -0.9 × -0.3 (R2 = 0.315, P ＜ 

0.05)

  Milrinone: x = log (milrinone dose [μg]/0.25), y = ΔPbase     

  (mmHg)로 두면 y = -1.16×-0.1 (R2 = 0.158, P ＜ 0.05)

    Dobutamine, isoproterenol, milrinone이 저산소성 폐혈

관 수축에 미치는 향

  세 군에서 각각 약제 투여 전의 저산소성 폐혈관 수축 

시 폐동맥압의 증가를 ΔPhpv,in, 각 용량의 약제를 투여한 후

의 저산소성 폐혈관 수축 시 폐동맥압의 증가를 ΔPhpv1, ΔPhpv2, 

ΔPhpv3라 하 고 이는 저산소 환기 시 도달한 최고 폐동맥압

에서 약제 투여 후의 기저 폐동맥압(Pbase1,2,3)을 빼서 계산하

다. 세 군의 ΔPhpv,in은 서로 차이가 없는 동일한 상태 고, 

세 군 모두 저산소성 폐혈관 수축의 크기는 약제의 용량에 

따라 유의하게 점차 감소하 다(P ＜ 0.05). 특히 세 군 모

두 ΔPhpv3에서 dobutamine 0.7 ± 0.9 mmHg, isoproterenol 1.6 

± 1.0 mmHg, milrinone 0.7 ± 0.7 mmHg로 저산소성 폐혈

관 수축이 거의 완전히 억제되었고 억제되는 정도는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3).

    Dobutamine, isoproterenol, milrinone에 의한 저산소성 

폐혈관 수축 억제의 용량-반응 관계와 ED50

  각 약제가 저산소성 폐혈관 수축 시 최대 폐동맥압의 변

화(ΔPhpv1,2,3)를 50% 감소하게 하는 용량을 ED50으로 정의하

고, ΔPhpv1,2,3/ΔPhpv,in를 P로하여 ln (p/1-p)로 로짓 변환하고 

각 약제의 용량을 로그 변환하여 선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linear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여 ED50을 구한 결

과 dobutamine 155μg (95% CI: 80-263μg), isoproterenol 

0.23μg (95% CI: 0.011-0.75μg), milrinone 6.31μg (95% 

CI: 3.1-10.8μg)로 그 비율은 dobutamine 10：isoproterenol 

0.015：milrinone 0.41이었다. 각각의 회귀식을 다음과 같이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procedure.

Fig. 2. Effects of dobutamine (50, 500 and 5,000μg), isoproterenol (0.4, 

4 and 40μg) and milrinone (2.5, 25 and 250μg) injected into perfusate 

on pulmonary artery pressures, and dose-response curve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base,in values of the three groups. Pulmonary 

artery pressures decreased significantly and dose dependently after each 

doses of drug administration in all three groups (P ＜ 0.05). ΔP: differences 

between Pbase,in and chaneged PAP by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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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Fig. 4).

  Dobutamine: ln (p/[1-p]) = 3.33 + (-0.52) × log (dobuta  

   mine [μg]) 

  Isoproterenol: ln (p/[1-p]) = -0.42 + (-0.67) × log      

   (isoproterenol [μg])

  Milrinone: ln (p/[1-p])=1.05 + (-1.311) × log (dobuta    

   mine [μg])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쥐의 격리폐모델을 이용하여 HPV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폐혈류량, 관류액의 pH, 이산화탄소 분압, 

체온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심근수축력, 중추신경계반응, 

카테콜라민의 향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혈관이완효과가 

있는 수축촉진제인 dobutamine, isoproterenol, milrinone을 사

용하여 농도별로 각각의 약물이 폐혈관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약제의 용량은 dobutamine 10μg/kg/min, 

isoproterenol 0.08μg/kg/min, milrinone 0.5μg/kg/min을 임상에

서의 상용량이라 가정하고 1시간 동안의 투여량을 쥐의 체

중과 관류액으로 인한 용적의 증가를 고려하여 계산한 값

을 사용하 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dobutamine 500μg, 

isoproterenol 4μg, milrinone 25μg과 그 1/10, 10배의 용량을 

사용하 다. 그 범위에서 세 약제 모두 용량 의존적으로 기

저 폐동맥압을 감소시키고 HPV를 억제하 으며 마지막 농

도에서는 거의 완전히 HPV를 억제하 다. 또한 세 약제의 

HPV 억제의 ED50은 각각 dobutamine 155μg (95% CI: 80-

263μg), isoproterenol 0.23μg (95% CI 0.011-0.75μg), milrinone 

6.31μg (95% CI: 3.1-10.8μg)으로 그 비율은 dobutamine 

10：isoproterenol 0.015：milrinone 0.41이었다. 약제의 용량

을 임의로 정하 으므로 세 군 간의 차이를 통계 처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하지 않았고 다만 Pbase,in과 Δ

Phpv,in이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통하여 세 군간

에 초기 조건이 동일하 음을 증명하 다. 또한 각 약제의 

HPV에 대한 ED50과 그 비율을 통하여 폐혈관에의 향을 

간접적으로 비교하여 볼 수 있었다. 

  특히 본 실험에서 세 약제 모두 마지막 농도에서는 거의 

완전히 HPV가 억제된 점은 이전의 보고 -혈관 내피세포 의

존성 혹은 혈관 내피세포 비의존성 cGMP 매개성 폐혈관 

이완(endothelial-dependent or endothelial-independent cGMP me-

diated pulmonary vasorelaxation)은 산소 분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저산소증 시에 변화가 없으나 β-아

드레날린성 cAMP 매개성 폐혈관 이완(β-adrenergic cAMP 

mediated pulmonary vasorelaxation)은 저산소증 시 선택적으로 

저해되었다는 보고23)-와는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즉 

저산소증 시에도 cAMP를 통한 혈관 이완 작용은 저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모델은 폐순환만을 시키는 폐쇄회로를 사용하

기에 간과 신장에서의 약제의 대사가 없이 재순환 되어 

약제가 축적될 것이라고 생각하 으나 순차적으로 사용한 

약제의 용량을 각각 10배씩 증가시키면서 사용하 으므로 

앞에 투여한 약제의 효과가 비록 축적되어도 그 향은 미

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험의 편의를 위하여 굳이 앞에 

투여한 용량을 제하고 사용하지는 않았다. 또한 본 모델에

Fig. 3. Effects of dobutamine (50, 500 and 5,000μg), isoproterenol (0.4, 

4 and 40μg) and milrinone (2.5, 25 and 250μg) injected into perfusate 

on hypoxic pressor response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ΔPhpv,in values of the three groups. Hypoxic pressor responses 
decreased significantly in all three groups after each doses of drugs injected 

into perfusate (P ＜ 0.05).

Fig. 4. ED50 of dobutamine, isoproterenol, and milrinone which cause a 

50% decrease of maximum hypoxic pressor responses. ED50 of dobutamine, 

isoproterenol and milrinone were 155μg (95% CI: 80-263μg), 0.23μg 

(95% CI 0.011-0.75μg) and 6.31μg (95% CI: 3.1-10.8μg) respec-

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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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관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좌심방압이 점으로 

보정되도록 저장고의 위치를 맞추었으므로 측정된 폐동맥

압은 폐혈관 저항을 직접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폐 환기 시 폐허탈 및 무기폐를 방지하기 위해 생체에 정

상적으로 나타나는 수준인 2 cmH2O 정도의 호기말 양압을 

가하 다.

  동물을 이용하여 dobutamine이 폐혈관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문헌들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인다. 돼지의 격리 

폐 모델에서 dobutamine은 기저 폐동맥압에는 향이 없었

으며, HPV의 크기를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다.24) 흉강을 

열지 않은 상태의 동물에서 dobutamine은 용량에 따라 기저 

폐동맥압을 감소시키거나 향이 없으며, HPV의 크기를 감

소시킬 수가 있으며,18) 심박출계수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

에서는 dobutamine이 기저 폐동맥압을 증가시키고, HPV의 

크기에는 향이 없었다는 보고도 있다.25) 또한 동물의 폐

색전에 의한 급성 폐동맥 고혈압 모델에서 dobutamine이 폐

혈관 저항에는 향이 없이 심박출량을 개선시킨다는 보고

도 있다.26)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폐 색전증의 급성기에 dobu-

tamine을 사용한 연구를 보면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폐혈

관 저항을 감소시켰다는 보고도 있고,27) 울혈성 심부전 환

자에 dobutamine을 사용하 을 때 혈압에는 변화 없이 좌심

실 이완기말압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심장의 교감신경 활

성을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28) 그러나 환기-관류 

불균형의 증가로 동맥혈 산소 분압이 오히려 감소하 다는 

보고도 있다.29,30)

  Isoproterenol이 폐혈관에 미치는 향에 관하여 시행한 연

구들에서 isoproterenol은 폐동맥압을 낮춘다는 보고도 있

고,31) 폐동맥압에 향이 없었다는 보고도 있었다.32) HPV에 

미치는 향에 관하여는 동물의 격리폐 모델을 이용하여 

사용한 isoproterenol의 용량에 따라 HPV를 감소시키거나 완

전히 억제하 다는 보고가 있다.24) 또한 β 수용체 차단제

로 전처치 하여도 isoproterenol의 HPV 억제 작용이 감소하

거나 없어지지 않으나 cyclooxygenase 저해제로 전처치한 경

우 isoproterenol이 HPV에 미치는 향이 없어 isoproterenol

의 폐혈관 이완 작용에 β 수용체뿐 아니라 prostaglandins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19) 사람에서 dobutamine과 iso-

proterenol을 동일한 수축 촉진 용량(최대 dp/dt)으로 사용하

을 때 isoproterenol이 dobutamine에 비하여 심박출량을 더 

많이 증가시켰으며 dobutamine은 대동맥압과 폐동맥압에 

향이 없었던 반면 isoproterenol은 대동맥압과 폐동맥압을 크

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33) Milrinone은 type 3 phospho-

diesterase 저해제로 세포 내 cAMP를 증가시켜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혈관이완을 초래한다. 이는 β 수용체를 통하여 

작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성이 생기지 않고 폐혈관 저항

을 직접 감소시키고 심박수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심박출량을 증가시킨다는 장점이 있다.34) 폐혈관에는 4가지 

종류의 phosphodiesterase (1, 3, 4, 5)가 존재하는 것이 알려

져 있고,35) 배양된 혈관 평활근 세포를 저산소에 노출시킬 

경우 시간에 따라 cAMP가 감소하고 phosphodiesterase type 3, 

4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저산소성 폐동맥 고혈압의 

발생에 phosphodiesterase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36) 

Milrinone과 dobutamine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울혈성 심부

전이 있는 NYHA III, IV 환자에서 milrinone이 dobutamine에 

비하여 심장 충만압, 전신혈관저항과 혈압을 더 많이 감소

시킨다고 하 고,37) 심장수술 후 저 심박출량을 보이는 환

자에게 사용하 을 때 dobutamine이 심박출계수와 동맥압을 

더 많이 증가시키나 부작용으로 고혈압, 심방세동을 많이 

나타냈고, milrinone은 폐동맥 쐐기압을 더 많이 감소시키나 

부작용으로는 동 서맥이 많았다고 하 다.38) 

  본 연구에서는 관류액의 성분에 cyclooxygenase의 차단제

인 meclofenamate를 첨가하여 혈관 내피세포에서 유리되는 

prostaglandins에 의한 폐혈관 이완 현상을 제거하고자 하

다. 실제로 동물의 유리 폐동맥에서 cyclooxygenase의 차단

제인 flubiprofen을 첨가하 을 때 저산소성 폐혈관 수축 반

응이 증가하 다는 보고와39) 동물의 격리폐 모델에서 저산

소성 폐혈관 수축이 일어난 상태에서 arachidonic acid를 투

여하 을 때 혈관 이완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다.40)

  또한 관류액의 조성에 따라서 HPV 반응이 달라 염용액

보다는 혈장으로 관류 시, 혈장보다는 혈액으로 관류할 때 

HPV 반응이 잘 나타나며 그 기전은 알 수 없으나 관류액

내 적혈구가 존재하는 것이 HPV 반응에 필수적이라는 문

헌에 근거하여41) 본 실험에서도 적절한 HPV 반응을 얻기 

위해 생리학적 염-알부민 용액과 쥐의 혈액을 1：1로 섞어 

관류액으로 사용하 다. 본 실험과 같은 쥐의 격리 폐 모델

에서 이와 같은 조성과 양의 관류액을 사용하 을 때 관류

액의 평균 혈색소치가 6.4 ± 0.5 다는 보고가 있었다.2) 또

한 같은 모델에서 약제 투여 전의 대조 군에서 시행했던 

관류액의 가스분석 소견이 pH 7.43 ± 0.04, PCO2 37.7 ± 2.8 

mmHg, PO2 (21% O2) 165.9 ± 1.4 mmHg, PO2 (5% O2) 

40.0 ± 3.3 mmHg 었다.2) 본 연구에서도 같은 종의 동물

에서 동일한 관류액의 조성과 환기방법을 사용하 으며 이

지희 등의 연구에서와2) 같은 PO2치를 보 으리라 생각하고, 

PO2 30-50 mmHg에서 HPV가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었으므

로42) 본 연구에서 저산소 환기시의 PO2는 HPV를 일으키기

에 적절했으리라 믿어진다.

  또한 저산소성 폐혈관 수축을 시행하기 전에 angiotensinII

를 투여하여 폐혈관에 반응성을 부여하 는데 이는 기저의 

폐혈관의 반응성이 저산소에 대한 반응의 크기에 매우 중

요하고43) 생리학적 염용액으로 관류되는 쥐 폐에서 ang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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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n II가 폐혈관에 작용하여 저산소에 대한 반응성을 부

여하 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44) Angiotensin II가 

저산소성 반응에 필수 요인인 것은 아니고 단지 생리학적 

염 용액으로 관류되는 쥐 폐혈관의 저 반응성을 가역시켜 

저산소에 대한 수축성을 부여하는 많은 혈관 작용 물질의 

하나일 뿐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45) 그 외에 마취목적

으로 사용한 pentobarbital도 어느 정도는 HPV의 크기에 

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실제로 양의 격리 폐 모델을 사

용한 실험에서 pentobarbital이 용량 의존적으로 HPV를 억제

하 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46)

  본 연구와 같이 쥐의 격리폐 모델을 이용하여 반복적으

로 저산소성 혼합가스를 투여하여 HPV를 유발한 실험에서 

약제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의 기저 폐동맥압의 변화

를 살펴보면 HPV를 반복함에 따라 기저의 폐동맥압은 점

차 증가하 다.47) 또 쥐의 폐혈관 조직을 분리하여 실험한 

경우에도 반복적인 저산소성 혼합 가스 투여에 따라 기저 

폐동맥압은 점차 증가하 다고 하 다.48) 그러므로 본 실험

에서 약제의 투여에 따라 기저 폐동맥압이 점차 감소한 바 

이는 오로지 투여된 약제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반복적인 저산소성 폐혈관 수축 시에 그 수축의 크기

는 마취 중인 사람의 경우에서나 본 연구와 같은 쥐의 격

리폐 모델에서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보고도 

있다.4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약제의 투여에 따라 HPV의 

크기가 점차 감소한 바 이 또한 투여된 약제의 효과로 인

한 것이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모델에

서 관류액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 으므로 폐동맥압의 

감소는 폐혈관 저항의 감소로 인한 것이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쥐의 격리 폐 모델을 이용하여 우리가 임상

에서 흔히 사용하는 약제인 dobutamine, isoproterenol, milrin-

one이 폐동맥압과 HPV에 미치는 향을 통하여 폐혈관에의 

작용을 알아본 바 이들은 용량 의존적으로 폐혈관 저항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특히 HPV는 더욱 현저하게 감소시

켰고 고용량에서는 HPV 반응을 거의 완전하게 억제하 으

며 그 정도에 있어서 세 약제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저산소증 시에도 cAMP를 통한 페혈관 이완 작용은 저해되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쥐의 격리폐모델을 이용한 

본 연구에서 HPV에 대한 ED50은 각각 dobutamine 155μg 

(95% CI: 80-263μg), isoproterenol 0.23μg (95% CI 0.011-

0.75μg), milrinone 6.31μg (95% CI: 3.1-10.8μg)으로 그 비

율은 dobutamine 10：isoproterenol 0.015：milrinone 0.41이었

고 이 값을 통하여 세 약제의 폐혈관에의 향을 간접적으

로 비교하여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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