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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증근무력증 환자나 근이완제의 잔존효과로 인하여 신

경근접합부의 안전역(safety margin)이 좁아져 있는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면 근무력을 더 악화시키거나1) 재근이완을 

일으킬
2) 위험이 항상 내재하여 있다. 이외에 중환자에게 투

여된 항생제 등과 같은 약제에서 볼 수 있는 근이완효과가 

인공호흡기에서의 해방을 방해할 수 있겠다. 

  Fluoroquinolone 계통의 항생제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MEPC (miniature endplate current)의 소멸시간상수를 감소시

킨다.3)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중증근무력증 환자에게 근무

력의 증상을 악화시킨 보고도 있다.4-9) 흰쥐의 반횡격막-횡

격신경 표본에서 근수축 장력의 감소를 조사한 연구에서 

pefloxacin은 후접합부의 아세틸콜린-이온복합체의 이온통로

를 차단하여 신경근전달을 억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10)

  Rocuronium은 후접합부와 전접합부에 위치하고 있는 아

The Effect of Pefloxacin on Rocuronium-Induced Neuromuscular Blockade in Rat Phrenic Nerve-Hemidiaphragm 
Preparations

Soo-il Lee, M.D., Jong Hwan Lee, M.D., and Hoon-sik Shi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Dong-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usan, Korea

  Background:  At the neuromuscular junction, pefloxacin (P) may exacerbate myasthenia gravis and reduce the tau of MEPC. 

So here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P on the neuromuscular blocking action of rocuronium (R).

  Methods:  Hemidiaphragm-phrenic nerve preparations were obtained from male Sprague-Dawley rats (150-250 g).  Prep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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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32
o
C and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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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centrations of Krebs' solution (0, 0.25, 

0.5, 1.0 mM), and enough R solution was added to the tissue bath to achieve the desired R concentration.  The effects of P 

and R were allowed to stabilize before measuring tension parameters.  EC5, EC25, EC50, EC75, and EC95 of R for ST, PTT and 

TF were calculated using a probit model.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drugs were drawn with Berenbaum's additive isobole 

at 25% isobole, 50% isobole, and 75% isobole.  Differences between EC50's of R according to P concentrations were tested by 

one way ANOVA with Tamhane for post hoc; P ＜ 0.05 was regarded as significant.

  Results:  The cumulative concentration-effect curves shifted to the right in ST, and to the left in TF as the concentration of 

P was increased.  The interactions between these two drugs varied from additive to antagonistic according to the magnitude of 

relaxation effect, drug concentration, and the frequency of stimulation.

  Conclusions:  P augmented the TF of R.  Our results suggest that simultaneous 0.1 Hz and 50 Hz stimulations allow the 

neuromuscular blocking action of a drug to be correctly evaluated.  (Korean J Anesthesiol 2004; 47: 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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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틸콜린 수용체를 동시에 차단하여 근이완효과를 나타낸

다.11,12)

  이처럼 서로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는 두 약제를 동시에 

병용할 때 pefloxacin이 rocuronium의 근이완작용을 상승할 

것이라는 가설을 점검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대상 및 방법

  반횡격막-횡격신경 표본 25개로 실험하 다. 연령이 5-7 

주(체중 150-250 g)인 흰쥐(Sprague Dawley) 수컷을 케타

민, 150 mg/kg의 복강내 주사로 마취하 다. 흉곽의 앞부분

을 제 3 갈비에서 제 7 갈비까지 절제하여 가슴을 열었다. 

좌횡격신경을 흉선의 중간에서부터 횡격막 표면의 분기점

까지 신장되지 않게 조심하면서 분리하 다. 척추체부터 흉

골의 검상돌기까지의 횡격막 인대를 보존한 좌횡격막을 횡

격막에서 분리하 다. 횡격막-횡격신경(hemidiaphragm-phrenic 

nerve)을 함께 절제하여 산소화된(산소 95%, 탄산가스 5%) 

크렙쓰용액(NaCl 118, KCl 5, CaCl2 2.5, NaHCO3 30, KH2PO4 1, 

glucose 11 [mM])에 담갔다. 다음에 좌횡격막에서 가슴 쪽의 

근육에 붙어 있던 결합조직을 잘라내었다. 흉곽과 복부의 

뼈와 근육을 잘라내어 늑골벽 3 mm 정도를 남겼다. 끝으로 

척추체에서부터 흉골의 검상돌기까지의 횡격막인대를 보존

한 좌횡격막을 횡격막에서 분리하 다. 산소를 풍부하게 관

류하여 포화시킨 크렙쓰용액이 담겨 있는 수조(20 ml)에 표

본을 장착하 다. 반횡격막의 갈비뼈 부분을 수조바닥에 이

지창으로 고정하 고, 횡격막인대를 철사로 힘전환기(force 

transducer) (Model 1030, UFI, California, USA)에 연결하 다. 

수조용액의 온도는 32oC에 고정하 다. 횡격신경을 신경자

극기(MacLab/8e, ADInstruments, Australia)에 연결하 고 자

극지속시간이 200μs인 직사각형의 최대상 자극을 주었다. 

  표본을 장착한 후 10분에 수조의 크렙쓰용액을 새 용액

으로 바꿨다. 횡격신경에 0.1 Hz의 전기자극을 주면서 적어

도 30분 이상 표본을 안정화하 다. 신경자극(0.1 Hz) 후 최

대 장력이 기록될 때까지 표본을 신장하 다. 실험을 시작

하기 전에 다시 30분의 안정기를 두었다. 실험 약물을 첨가

하기 전에 3개의 단순(0.1 Hz)과 1.9초의 강직성(50 Hz) 자

Fig. 1. Cumulative concentration-effect curves of rocuronium(R) at 0, 

0.25, 0.5, 1.0 mM of pefloxacin (P) on the single twitch tensions (ST) 

at 0.1 Hz (A), the peak tetanic tensions (PTT) (B) and the tetanic fade 

(TF) at 50 Hz (C). In all cases, preparations were exposed to P for 

at least 60 minutes before R being added. Five preparations were 

studied at each concentration of P. *: P ＜ 0.05 vs P 0.5 mM, 
†
: P ＜ 

0.05 vs P 0 mM, 
‡
: P ＜ 0.05 vs P 0 & 0.25 mM. The concentrations 

of R are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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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을 횡격신경에 가해 횡격막 수축장력을 자료획득 소프트

웨어(MacLab; ADInstruments, Australia)를 사용한 Power Macintosh 

7100 (Apple Computer, Cupertino, CA, USA) 상에서 계수화

하고 저장하 다. 

  Pefloxacin의 농도-효과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근이완이 

80%까지 감소할 때까지 pefloxacin의 농도를 1.0 mM에서 시

작하여 점차 증가하면서 각 농도에서 60분 대기한 후에 3

개의 단순(0.1 Hz)과 1.9초의 강직성(50 Hz) 자극을 횡격신

경에 가해 횡격막 수축장력을 측정하 다. Rocuronium의 근

이완에 미치는 pefloxacin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pefloxacin

을 수조에 첨가하여 pefloxacin의 농도가 0, 0.25, 0.5, 1.0 mM 

되도록 한 후에 각 농도에서 60분 간 대기하고 R의 농도를 

단순장력이 약 80% 감소할 때까지 점차 증가하 다. 각 

rocuronium의 농도에서 20분 간 대기한 후에 3개의 단순과 

강직성 자극을 횡격신경에 가해 횡격막 수축의 크기를 기

록하 다. 이후 약물이 없는 새로운 크렙쓰 용액을 수조에 

채워 장력이 90% 이상 회복된 표본의 결과만 자료로 취급

하 다. Pefloxacin과 rocuronium의 단순장력(3개의 단순장력

의 평균)과 최대강직장력의 감소는 % 감소로 강직소실은 

%증가로 계산하 다.10) Rocuronium의 단순장력, 최대강직장

력과 강직소실의 5, 25, 50, 75, 95% 감소와 증가의 효과농

도(effective concentration, EC)를 probit 분석법으로 계산하

다. Pefloxacin의 농도에 따른 rocuronium의 50% 효과농도 

(EC)의 비교는 SPSS를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사

후검정은 Tamhane으로 처리하 고 유의수준을 0.05 미만으

로 정하 다. 아울러 두 약물을 혼용할 때 25%, 50%와 75%의 

효과를 보이는 isobole과 Berenbaum의 부가적 isbole을13) 함

께 그려 길항, 부가, 상승의 상호작용을 분석하 다. 값은 

평균 ± 표준편차 또는 95% 신뢰구간으로 나타내었다.

결      과

  축적농도-효과 곡선을 보면 rocuronium의 단순장력의 농

도-반응 곡선이 pefloxacin 농도 0.25와 1.0 mM에서 오른쪽

으로 이동하 고 0.5 mM에서 왼쪽으로 이동하 다(Fig. 1). 

최대강직장력의 곡선은 모든 pefloxacin 농도에서 왼쪽으로 

이동하 지만 0.25와 1.0 mM의 것이 0.5 mM의 것보다 오

른쪽에 위치하 다. 강직소실의 곡선은 pefloxacin의 농도증

Fig. 2. This shows the isoboles of 25%, 50% and 75% inhibitions 

in single twitch (ST) when rocuronium(R) and pefloxacin are used 

together. Dotted line in each figure is isobole of 25%, 50% or 75% 

inhibition in ST. The thick lines are the additive isoboles of 25%, 50% 

and 75% inhibitions in ST. The assessment of additive and 

antagonistic interactions varies according to % inhibition and the 

concentrations of drugs. The thin lines indicate 95% confidence 

interval (CI). The concentrations of R are mean and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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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따라 왼쪽으로 이동하 다. 

  단순장력의 감소에 미치는 두 약물의 상호작용이 pefloxacin 

0.25와 1.0 mM에서 % 효과의 크기에 관계없이 길항적이었

다. 그러나 0.5 mM의 pefloxacin은 % 효과가 커질수록 부가

적 상호작용을 보 다(Fig. 2). 

  최대강직장력의 감소에서 상호작용이 0.25와 0.5 mM의 

pefloxacin에서 부가적이었고 1.0 mM에서 길항적이었다(Fig. 3). 

  강직소실의 증가에서 상호작용은 0.25와 0.5 mM의 pefloxacin

에서 부가적이었고 1.0 mM에서 길항적이었다. 그러나 pefloxacin

의 농도증가에 따라 rocuronium의 효과농도가 감소하는 추

세 다(Fig. 4). 

고      찰

  단순장력의 농도-반응곡선이 pefloxacin의 0.25와 1.0 mM

의 농도에서 왼 쪽으로 이동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지

만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Pefloxacin이 

후접합부의 닫힌 이온통로를 차단하는 작용력보다 단순장

력을 촉진하는 작용력이 더 크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면 단순장력을 촉진하는 작용력이란 무엇일까? 

Pefloxacin이 전접합부에서 혹은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증가

시키거나 혹은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감수성을 증대하거나 

혹은 근섬유의 흥분-수축 반응계를 촉진하거나 하여 단순장

력을 강화하 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대강직장력에서 일어난 감소는 단순장력에 관여한 기

전과 강직소실에 관여한 기전이 함께 작용하여 일으킨 현

상이다.

  Pefloxacin은 후접합부의 아세틸콜린-이온복합체의 이온통

로를 차단하여 신경근전달을 억제한다.3,10) 저농도에서 닫힌 

통로보다 아세틸콜린과 수용체의 결합으로 활동하는(use- 

dependent) 열린 통로를 더 용이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강직

소실이 단순장력의 감소보다 더 낮은 pefloxacin의 농도에서 

완료된다.10,14,15) 그러므로 강직소실에서 보는 농도-반응곡선

의 이동은 pefloxacin이 닫힌 이온통로보다 열린 이온통로를 

더 잘 차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결과에서 판단하건대 단순장력 만으로 신경근차단

을 평가하면 강직장력에서 나타나는 차단효과를 찾아내지 

못하여 약물의 신경근차단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위

Fig. 3. This shows the isoboles of 25%, 50% and 75% inhibitions 

in peak tetanic tension (PTT) when rocuronium (R) and pefloxacin 

are used together. Dotted line in each figure is isobole of 25%, 50% 

or 75% inhibition in PTT. The thick lines are the additive isoboles 

of 25%, 50% and 75% inhibitions in PTT. The assessment of 

additive and antagonistic interactions varies according to % inhibition 

and the concentrations of drugs. The thin lines indicate 95% 

confidence interval (CI). The concentrations of R are mean and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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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장력을 감소하는 기

전과 강직소실을 증가하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이다.10)

  그런데 위와 같이 효과의 종류에 따라 농도-반응곡선의 

이동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런 현상이 두 약물의 어떤 상호

작용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여러 가지 상호작용 분

석 모형이 있다.16) 그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널리 이용되

고 있는 Berenbaum의 방법으로 두 약제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 다.

  Berenbaum의 방법은 isobole을 만들거나 상호작용 지수

(interaction index)를 계산하여 약제간의 상호작용을 결정할 

수 있고 약제의 용량-반응 곡선의 형태, 측정된 효과의 크

기, 측정 대상, 또는 병용약제들의 효과의 유무 등에 관계

없이 상호작용을 측정할 수 있다. 두세 가지 약제의 병용에

서 어느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다; 즉 전자는 후자를 기하

학적으로 그린 것 뿐 이기 때문이다. 넷 이상의 약제 병용

에서 기하학적 분석은 불가능하지만 상호작용지수는 병용

약제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계산할 수 있다.17) 

  모든 isobole은 각 약제가 등효과(equi-effect)를 나타내는 

용량점에서 각 약제의 용량축(dose axis)과 만난다. 상호작용

이 있어도 부가적 isobole(additive isobole)과 용량축의 이 점

에서 만난다. 그러므로 직관적으로 편차가 용량축에 가까우

면 작고 isobole의 중간부분에서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된

다. 실제로 두 항암제의 병용과18,19) 두 항생제 병용을20) 연

구하여 발표된 isobole을 점검하면 위의 예상이 옳다. 그래

서 많은 저자들이 대각선 배열(diagonal array)을 이용하여 

약물의 상호작용을 판정하여 왔다.21) 그러나 이 방법이 두 

또는 다 정점 isobole (bi- or multimodal isobole)인 드문 례에

서 판정이 틀릴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것이 의심되면 위

의 특정한 배열 이외의 배열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22) 

  Pefloxacin 1.0 mM에서 상호관계가 모두 길항적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단순장력을 촉진한 활동력과 유사할 것이다. 

길항적 상호작용이 나타날 정도로 신경근전달을 촉진한 것

이 pefloxacin 또는 rocuronium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지만 신경근차단을 일으키지 않는 pefloxacin 1.0 mM에서 

단순장력과 최대강직장력을 감소시키는 rocuronium의 효과

농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pefloxacin이라고 생각된다. 강직

소실에서 길항의 정도가 작은 것은 pefloxacin의 열린 이온

통로의 차단이 촉진 활동력을 다소 역전하 기 때문일 것

이다. Pefloxacin 0.25 mM과 1.0 mM에서 발생한 길항적 상

호작용의 기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으나 서로 다른 것으

Fig. 4. This shows the isoboles of 25%, 50% and 75% increases in 

tetanic fade (TF) when rocuronium (R) and pefloxacin are used together. 

Dotted line in each figure is isobole of 25%, 50% or 75% increase in 

TF. The thick lines are the additive isoboles of 25%, 50% and 75% 

increase in FT. The assessment of additive and antagonistic interactions 

varies according to % increase and the concentrations of drugs. The thin 

lines indicate 95% confidence interval (CI). The concentrations of R are 

mean and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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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pefloxacin 0.25 mM에서 상호작용이 

단순장력에서 길항적이었고 최대강직장력과 강직소실에서 

부가적이었기 때문이다. 

  Pefloxacin 0.5 mM에서 부가적인 이유는 농도의 증가에 

따라 촉진 활동력의 기전이 전환되면서 이 농도에서 신경

근차단의 효과가 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농도에서 발생

한 신경근차단의 기전이 이온통로차단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약제간의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하다고 한

다.13) 첫째, 약물의 병용이 단일 약제보다 더 큰 치료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용된다. 둘째, 여러 가지 치료 적응증이 있

기 때문에 약물을 병용하게 된다. 셋째, 유독한 오염물들이 

상호작용하여 유해한 효과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생물학적 매개체(growth factors, interferons, hormones, cy-

tokine, clotting factor 등)간의 상호작용이 생리 및 병리적 진

행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여

러 가지 적응증을 충족하려고 병용된 약제간의 상호작용이 

유익하기보다 유해한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고 한다. 

  본래 이 실험을 설계할 때는 상호작용을 추구하려고 하

다. 그런데 pefloxacin의 농도 1.0 mM에서 단순장력과 최

대강직장력은 증가하 고 강직소실을 유발하지 않았다. 그

러므로 상호작용을 측정하려면 적어도 5%, 25% 및 50% 효

과농도에서도 rocuronium의 농도-반응관계를 측정하여야 하

다. 여기에 더하여 적은 개체수로 인해 95% 신뢰구간이 

커서 isobole분석이 다소 곤란하 으므로 개체수를 더 증가

하여 신뢰구간을 더 좁혀야 하 다. 이와 같은 관계로 인하

여 어쩔 수 없이 제목을 pefloxacin의 효과로 바꾸었다. 앞으

로 상호작용을 연구할 때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인식하여 

실험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pefloxacin이 rocuronium의 강직소실을 촉진한

다. 단순장력과 강직장력의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약물의 

신경근차단을 연구할 때 단순과 강직 자극을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pefloxacin과 rocuronium의 상호작용

은 약물의 농도, % 효과의 크기, 효과의 성질에 따라 부가

적 또는 길항적 상호작용을 보 다.

참  고  문  헌

 1. Argov Z, Mastaglia FL: Disorders of neuromuscular transmission 

caused by drugs. N Engl J Med 1979; 301: 409-13.

 2. Burkett L, Bikhazi GB, Thomas KC, Rosenthal DA, Wirta MG, 

Foldes FF: Mutual potentiation of the neuromuscular effects of 

antibiotics and relaxants. Anesth Anag 1979; 58: 107-15.

 3. Sieb JP: Fluoroquinolone antibiotics block neuromuscular transmis-

sion. Neurology 1998; 50: 804-7.

 4. Moore B, Safani M, Keesey J: Possible exacerbation of myasthenia 

gravis by ciprofloxacin. Lancet 1988; 1: 882.

 5. Mumford CJ, Ginsberg L: Ciprofloxacin and myasthenia gravis. Br 

Med J 1990; 301: 816.

 6. Roquer J, Cano A, Seoane J, Pou-Serradell A: Myasthenia gravis 

and ciprofloxacin. Muscle Nerve 1994; 17: S191.

 7. Roquer J, Seoane J, Pou-Serradell A: Myasthenia gravis and cipro-

floxacin. Acta Neurol Scand 1996; 94: 419-20.

 8. Rauser EH, Ariano RE, Anderson BA: Exacerbation of myasthenia 

gravis by norfloxacin. DICP 1990; 24: 207-8.

 9. Azevedo E, Ribeiro JA, Polonia J, Pontes C: Probable exacerbation 

of myasthenia gravis by ofloxacin. J Neurol 1993; 240: 508.

10. Lee JH, Lee SI: Neuromuscular actions and mechanisms of ka-

namycin, pefloxacin and rocuronium in the rat phrenic nerve- 

hemidiaphragm preparations. Korean J Anesthesiol 2003; 44: 

527-43.

11. England AJ, Richards KM, Feldman SA: The effect of rate of 

stimulation on force of contraction in a partially paralyzed rat 

phrenic nerve hemidiaphragm preparation. Anesth Analg 1997; 84: 

882-5. 

12. Marshall RJ, Muir AW, Sleigh T, Savage DS: An overview of the 

pharmacology of rocuronium bromide in experimental animals. Eur 

J Anaesthesiol 1994; 9: 9-15.

13. Berenbaum MC: What is synergy. Pharmacol Rev 1989; 41: 93-141.

14. Gibb AJ, Marshall IG: The effects of trimetaphan on tetanic fade 

and on end-plate ion channels at the rat neuromuscular junction. 

Br J Pharmacol 1982; 76: 187P. 

15. Gibb AJ, Marshall IG: Pre-and postjunctional effects of tubocu-

rarine and other nicotinic antagonists during repetitive stimulation 

in the rat. J Physiol 1984; 351: 275-97. 

16. Greco WR, Bravo G, Parsons JC: The search for synergy: A 

critical review from a response surface perspective: Pharmacol Rev 

1995; 47: 331-85.

17. Berenbaum MC. Criteria for analyzing interactions between biolo-

gically active agents. Advances in Cancer Research 1981; 35: 

269-335.

18. Müller WE, Zahn RK: Metabolism of 1-beta-D-arabinofurano-

syluracil in mouse L5178Y cells. Cancer Res 1979; 39: 1102-7.

19. Müller WE, Maidhof A, Arendes J, Geurtsen W, Zahn RK, 

Schmidseder R: Additive effects of bleomycin and neocarzinos-

tatin on degradation of DNA, inhibition of DNA polymerase beta, 

and cell growth. Cancer Res 1979; 39: 3768-73.

20. Fu KP, Neu HC: In vitro synergistic effect of netilmicin, a new 

aminoglycoside antibiotic. Antimicrob Agents Chemother 1976; 

10: 511-8.

21. Kim KS, Chun YS, Chon SU, Suh JK: Neuromuscular interaction 

between cisatracurium and mivacurium, atracurium, vecuronium or 

rocuronium administered in combination. Anaesthesia 1998; 53: 

872-8.

22. Ayisi Nk, Gupta VS, Meldrum JB, Taneja AK, Babiuk LA: 

Combination chemotherapy: interaction of 5-methoxymethyldeo-

xyuridine withadenine arabinoside, 5-ethyldeoxyuridine, 5-iodo-

deoxyuridine, andphosphonoacetic acid against herpes simplex 

virus types 1 and 2. Antimicrob Agents Chemother 1980; 17: 

55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