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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입원환자 6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1) 저magnesium

혈증 환자가 약 11%, 고magnesium 환자가 9.3%이었다. 호흡

기 중환자 32명 중 3명(9.4%)은 저magnesium혈증이면서 근

육의 magnesium 농도가 정상이었지만 15명(47%)은 정상 혈

청농도이면서 근육의 magnesium 농도가 낮았고 또 대조군

보다 호흡기 중환자에서 근육의 magnesium이 유의하게 감

소되었다.2) 척추융합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술 후 저mag-

nesium혈증이 후향적 연구에서 57%, 전향적 연구에서 86% 

발견되었다.3) 이렇게 magnesium의 대사이상이 있는 환자가 

많이 있다.

  그리고 magnesium의 결핍으로 인한 심근과 골격근의 이

상이 실험동물에서 입증되었다.4,5) 뿐만 아니라 magnesium의 

혈중농도의 증가가 d-tubocurarine과 succinylcholine의 근이완

작용을 촉진시킨다.6,7) 저magnesium혈증 환자에서 isometric 

muscle strengths가 감소되었고8) magnesium의 투여로 호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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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At the neuromuscular junction, magnesium acts on the release of acetylcholine and on the excitability of 

sarcolemma.  Verapamil inhibits acetylcholine release and enhances the autodesensitization of acetylcholine receptor ion channels. 

So, we studied the effect of magnesium on the neuromuscular blocking action of verapamil.

  Methods:  Hemidiaphragm-phrenic nerve preparations were obtained from male Sprague-Dawley rats (200-300 g).  Preparations 

were bathed in Kreb's solution of (mM):  NaCl 118, KCl 5, CaCl2 2.5, NaHCO3 30, KH2PO4 1, MgCl2 1 and glucose 11, then 

maintained at 32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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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ical stimulation (0.2 msec, rectangular) to the phrenic nerve, were measured with 

a force transducer.  Single twitch tension (ST) and peak tetanic tension (PTT) were calculated as % reduction versus the control, 

and tetanic fade (TF) as a % increase.  Each preparation was exposed to one of 4 magnesium concentrations of Krebs' solution 

(0.5, 1.0, 2.0, 3.0 [mM]), and the adequate volume of verapamil stock solution was added to the tissue bath to achieve the desired 

verapamil concentration.  The effects of magnesium and verapamil were allowed to reach a steady state before tension parameters 

were measured.  EC5, EC25, EC50, EC75, and EC95 of verapamil for ST, PTT and TF were calculated using a probit model.  

Differences between the EC50's of verapamil according to magnesium concentrations were tested using the Mann-Whitney U test 

with the Bonferroni correction, P ＜ 0.05 was regarded as significant.

  Results:  The effective concentration of verapamil reduced at magnesium concentrations of 0.5, 2.0 and 3.0 (mM).

  Conclusions:  The neuromuscular action of verapamil was found to be potentiated at either lower or higher magnesium 

concentrations.  (Korean J Anesthesiol 2004; 46: 7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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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쇠약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는가9) 하면 칼슘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용액의 magnesium농도를 감소시키면 EPP 

(end-plate potential)의 양자량(quantum content)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0) 

  Verapamil은 운동신경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

하는가11) 하면 후접합부의 니코틴성 수용체를 탈감작시켜 

저농도에서 닫힌 이온통로의 차단을, 고농도에서 통로의 열

린 시간의 단축을 일으킨다.12)

  Magnesium의 대사이상이 의외로 많고 칼슘이온통로차단제

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져서 두 사건이 한 환자에 동

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호흡근의 약화로 환기

부전이 일어나거나 인공환기기 해방이 어려워지는 증례가 발

생할 위험이 크다. 그래서 고magnesium 농도가 verapamil의 

신경근차단작용을 증강시키고 저magnesium 농도가 아세틸콜

린의 분비를 증가하므로 verapamil의 신경근차단작용을 역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점검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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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컷을 치오펜탈, 250 mg․kg-1의 복강내 주사로 마취한 

후 반횡격막-신경(hemidiaphragm-phrenic nerve)을 절제하여 

크렙쓰 용액(NaCl 118, KCl 5, CaCl2 2.5, NaHCO3 30, KH2PO4 

1, glucose 11 [mM])이 담겨 있는 수조(20 ml)에 장착하여 

표본을 만들었다. 반횡격막의 갈비뼈 부분을 수조바닥에 이

지창으로 고정하 고, 횡격막 힘줄(tendon)을 철사로 힘전환

기(force transducer)(Model 1030, UFI, California, USA)에 연

결하 다. 수조에 95% O2와 5% CO2 혼합가스를 풍부하게 

관류시켜 포화시켰고 수조용액의 온도는 32oC로 유지하

다. 횡격신경을 신경자극기(MacLab/8e, ADInstruments, Australia)

에 연결하 고 전기자극은 자극시간이 200μs인 직사각형

의 최대상 자극이었다. 힘전환기를 통해 MacLab system 

Fig. 1. Verapamil-induced reduction of single twitch tension (0.1 Hz) are augmented by the lower or higher than 1 mM of extracellular magnesium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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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nstruments, Australia)에 횡격막의 수축장력의 변화를 기

록하 다.

  횡격막의 안정화를 위해 횡격신경에 0.1 Hz의 전기자극을 

적어도 30분 이상 지속하 다. 이 후에 수조의 크렙쓰 용액

을 magnesium 농도 0.5, 1.0, 2.0, 3.0 (mM)인 크렙쓰 용액으

로 바꿨고 각 농도에서 30 분 간 대기한 후에 단순(0.1 Hz)

과 1.9초의 강직성(50 Hz) 자극을 횡격신경에 가해 횡격막 

수축장력의 대조 값을 측정해 두었다. 곧이어 verapamil의 

초기농도, 2.5μM에서부터 장력이 80-90% 감소할 때까지 

verapamil의 농도를 2.5μM씩 증가시켰다. 각 verapamil 농도

에서 20분 이상 기다린 후 단순과 강직성 자극을 횡격신경

에 가해 횡격막 수축장력의 변화를 기록하 다.

  단순장력과 최대강직장력의 감소(% reduction)는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하 다.

  % Reduction = (1 - [T/To]) × 100 

  To는 magnesium 농도를 바꾸기 전에 측정한 대조 장력이

고 T는 verapamil을 첨가한 후에 측정한 장력이다. 강직소실

의 증가(% increase)는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하 다.

  % Increase = (1 - [Te/Tp]) × 100

  Tp는 최대 강직장력이고 Te는 말단 강직장력(end of tetanic 

twitch tension)이다. Verapamil의 단순장력, 최대 강직장력과 

강직소실의 5, 25, 50, 75, 95(%) 감소와 증가의 효과농도

(effective concentration, EC)를 probit 분석법으로 계산하 다. 

각 magnesium 농도에서 구한 verapamil의 역가를 Mann-Whitney 

U test와 Bonferroni 교정으로 처리하 고 유의수준을 P ＜ 

0.05 미만으로 정하 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값은 평균

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결      과

  횡격막-신경표본 36개에서 magnesium농도에 따라 verapamil

농도와 단순연축감소 간의 관계를 Fig. 1.에 그렸다. 단순연

축장력을 50% 감소하는 verapamil의 효과농도가 0.5, 1.0, 

2.0, 3.0 (mM)의 magnesium 농도에서 각각 8.5, 26.5, 8.7, 7.4 

(μM)이었고 magnesium의 다른 농도에서 보다 1.0 mM에서 

유의하게 컸다(Table 1). 최대강직장력을 50% 감소하는 vera-

pamil의 효과농도가 0.5, 1.0, 2.0, 3.0 (mM)의 magnesium 농

도에서 각각 5.1, 12.9, 6.7, 6.5 (μM)이었고 magnesium의 다

른 농도에서 보다 1.0 mM에서 유의하게 컸다(Table 2). 강

직소실을 50% 증가하는 verapamil의 효과농도가 0.5, 1.0, 

2.0, 3.0 (mM)의 magnesium 농도에서 각각 6.3, 11.0, 5.9, 5.6 

(μM)이었고 magnesium의 다른 농도에서 보다 1.0 mM에서 

유의하게 컸다(Table 3).

Table 2. Effective Concentrations (EC) (μM) of Verapamil at Various Mg
2+
 Concentrations for Reduction of PTT in Rat Phrenic 

Nerve-Hemidiaphragm Preparation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Response Mg (mM) EC5 EC25 EC50 EC75 EC9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TT 0.5 1.8 (0.6) 3.3 (0.8)  5.1 (1.1)  8.0 (1.9) 15.4 (4.9)

1 5.5 (2.2) 9.0 (2.8) 12.9 (3.4)* 18.6 (4.6) 32.3 (10.2)

2 2.8 (1.1) 4.6 (1.3)  6.7 (1.6)  9.9 (2.9) 17.8 (8.0)

3 2.6 (0.7) 4.5 (1.0)  6.5 (1.3)  9.5 (1.7) 16.4 (2.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SD). PTT: peak tetanic tension. *: differ significantly from EC's of other Mg2+ concentrations by Mann-Whitney U test with 

Bonferroni's correction.

Table 1. Effective Concentrations (EC) (μM) of Verapamil at Various Mg2+ Concentrations for Reduction of ST in Rat Phrenic Nerve- 
Hemidiaphragm Preparation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Response Mg (mM) EC5 EC25 EC50 EC75 EC9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T 0.5  4.8 (2.2)  6.7 (2.6)  8.5 (2.8) 10.8 (3.0) 15.4 (3.6)

1 16.7 (5.6) 21.8 (5.9) 26.5 (6.7)* 32.4 (8.6) 44.1 (15.0)

2  4.8 (1.7)  6.8 (2.2)  8.7 (2.7) 11.3 (3.3) 16.2 (4.5)

3  3.6 (1.6)  5.5 (2.0)  7.4 (2.4) 10.2 (3.2) 16.4 (6.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SD). ST: single twitch. *: differ significantly from EC's of other Mg

2+
 concentrations by Mann-Whitney U test with Bonferroni's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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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임신성고혈압, 심부정맥 등을 magnesium으로 치료하는 경

우가 많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magnesium의 대사이상을 앓

는 환자가 의외로 많다. 얼마 전까지 의사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 던 magnesium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magnesium을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13)

  Magnesium은 세포 안에 두 개의 형으로 존재하는데 확산

이 가능한 혈장내의 magnesium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세포

용액의 magnesium 이온과 유기성분과 결합되어 있는 많은 

양의 magnesium이다. 세포 안에서 대부분의 magnesium은 

ATP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질량작용의 원칙(the principle 

of mass action)에 따라 Mg․ATP가 자유Mg2+과 평형을 유

지한다. 다시 말하면 자유Mg2+농도의 변화가 ATP저장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정상 혈청 magnesium 농도

가 세포의 정상기능에 필수적이다. 

  고농도의 magnesium은 신경근접합부에서 신경말단의 칼

슘이온통로를 차단하여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하고 후

접합부의 아세틸콜린수용체의 기능을 조정하여 접합부전달

을 조절하며14,15) 개구리 근육의 후접합부에서 탈감작을 촉

진한다.
16) 

  Verapamil은 칼슘이온통로(long-lasting calcium channel) 차

단제이므로 신경의 활동전위에 의해 활성화되는 신경말단

의 칼슘이온통로를 차단하여 칼슘의 유입량을 감소하기 때

문에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감소한다.11) 또한 후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감수성을 감소하기도 하고 아세틸콜

린수용체-이온통로를 차단한다.12) 이와 같은 기전에 의하여 

verapamil이 단순연축을 억제한다.

  강직소실의 증가는 강직자극 동안 과다하게 분비된 아세

틸콜린과 verapamil이 후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수용체-이온

통로에 직접 작용하여 자가탈감작(auto-desensitization)을 촉

진하여 종판전위를 소멸하는 것과17) verapamil이 전접합부에

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점차 감소하는 것과11) 후접합부에

서 아세틸콜린수용체를 탈감작하거나12,18,19) 아세틸콜린수용

체-이온통로를 차단하여 반응하는 수용체의 수를 점차 감소

하는 것12) 등으로 일어난다. Verapamil의 전접합부작용이 active 

zone의 아세틸콜린의 저장량(즉 아세틸콜린의 소포가 이동

한 수)을 감소하는지 유리확률을 감소하는지는20) 연구가 더 

필요하다. 

  고농도의 magnesium이 verapamil의 단순연축의 효과농도

를 감소한 것은 아세틸콜린분비를 억제하는 것과13) 후접합

부에 있는 아세틸콜린수용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에14,15) 

기인하 을 것이며 강직소실의 효과농도를 감소한 것은 아

세틸콜린분비를 억제할 뿐 아니라13) 후접합부의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탈감작을 촉진하 기16) 때문일 것이다. 최대강직

장력의 감소는 강직소실과 단순연축의 감소에 관여하는 기

전이 합세하여 일으킨 현상이므로 verapamil의 최대강직장

력의 효과농도가 magnesium에 의한 아세틸콜린분비의 감소

와 아세틸콜린수용체의 기능조정으로 감소하 으리라 생각

된다. 

  저농도의 magnesium이 신경근 접합부에서 verapamil의 단

순연축과 강직소실의 효과농도를 감소하는 기전은 연구된 

바가 없다. 그렇지만 저magnesium혈증의 환자에서 대퇴근

(quadriceps femoris muscle) 최대 수의 수축력이 감소하면서 

세포 안의 creatine phosphate가 감소되었다.8) 그리고 magne-

sium결핍을 유발한 흰쥐에서 골격근의 괴사가 일어났다.4)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기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Magnesium이 세포 안에서 ATP와 결합하여 에너지를 저

장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 양이 감소하면 에너지의 고갈로 

신경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의 합성과 소포의 생산이 감소하

거나21,22) 근섬유에서 에너지의 부족으로13) 수축력이 저하하

는 현상 때문일 것이다. Molloy 등은9) 저magnesium혈증으로 

인한 호흡근의 쇠약이 뇌, 말초신경, 신경근접합부, 근섬유 

자체 등에서 일어난 생화학적 변화로 기인하 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저magnesium혈증을 치료하면 근육수축력이 개

Table 3. Effective Concentrations (EC) (μM) of Verapamil at Various Mg2+ Concentrations for Increase of TF in Rat Phrenic 
Nerve-Hemidiaphragm Preparation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Response Mg (mM) EC5 EC25 EC50 EC75 EC9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F 0.5 3.0 (1.3) 4.6 (1.5)  6.3 (1.8)  8.6 (2.8) 14.0 (5.9)

1 4.3 (0.8) 7.5 (1.2) 11.0 (2.1)* 16.4 (4.3) 29.2 (11.6)

2 3.0 (1.0) 4.5 (1.2)  5.9 (1.4)  7.8 (1.7) 11.9 (2.5)

3 2.5 (0.9) 4.9 (1.2)  5.6 (1.7)  8.0 (2.5) 13.7 (5.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SD). TF: tetanic fade. *: differ significantly from EC's of other Mg

2+
 concentrations by Mann-Whitney U test with Bonferroni's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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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되므로 호흡근의 쇠약의 원인으로 저magnesium혈증을 고

려하여야 한다고 하 다. 

  Magnesium농도를 감소시키면 EPP (end-plate potential)의 

양자량(quantum content)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인데도10) 불구

하고 verapamil의 효과농도가 감소한다면 이유는 잘 모르겠

지만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실험방법의 

차이, 실험대상의 종(개구리와 흰쥐)의 차이, 신경자극횟수

의 차이, verapamil과 magnesium의 상호작용에 의한 작용의 

변화 등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겠고 이외 저농도의 mag-

nesium이 후접합부, 근섬유, 아세틸콜린의 분비 등에 미치는 

복합적 작용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흰쥐의 횡격막으로 연구한 Bikhazi 등은23) verapamil이 신

경근전달보다 더 강하게 근섬유에 직접 작용하여 근수축을 

억제한다고 주장하 는가 하면 토끼의 gastrocnemius와 tibialis 

anterior를 간접 자극하여 연구한 Durant 등은24) verapamil이 

근섬유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신경근전달에 작용하

여 근수축을 억제한다고 주장하 다. 횡격막을 직접 자극하

는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험의 결과로 위 두 연

구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가름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verapamil의 근이완효과가 magnesium의 농도

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여도 증강되므로 verapamil을 투여한 

후 근수축력이 약해질 경우 magnesium 농도를 측정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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