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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투여된 근이완제의 잔존효과로 인하여 신경근접합부의 

안전역(safety margin)이 좁아져 있는 수술환자에게 신경근접

합부에 작용하여 신경근전달을 억제하는 항생제가 투여되

면 근이완을 다시 일으켜 호흡정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

다. 중환자 관리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환기기에 의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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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Kanamycin has been shown to block neuromuscular transmission by reducing acetylcholine can release or blocking 

postsynaptic receptors.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nvestigate whether kanamycin can potentiate rocuronium neuromuscular 

block. 

  Methods:  Hemidiaphragm-phrenic nerve preparations were obtained from male Sprague-Dawley rats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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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tained 

at 32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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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ing a force 

transducer.  The effects of drugs on single twitch tension (ST) and peak tetanic tension (PTT) were calculated as % inhibition 

of control and tetanic fade (TF), as % increase.  Each preparation (n = 20) was exposed to one of 4 kanamycin concentrations 

(0.0, 1.0, 2.0, 4.0 mM), and an adequate volume of rocuronium solution was cumulatively added to the tissue bath to achieve 

a 80-90% reduction in ST.  An adequate volume of kanamycin solution was cumulatively added to the other 5 preparations 

to achieve a 80-90% reduction in ST.  The effect of kanamycin or rocuronium at each concentration was allowed to reach a 

steady state before tension parameters were measured.  EC5, EC25, EC50, EC75, and EC95 of rocuronium and kanamycin for ST, 

PTT and TF were calculated using a probit model.  Drug interactions were drawn using Berenbaum's additive isobole at 25% 

isobole, 50% isobole, and 75% isobole.  Differences between EC50's of rocuronium at different kanamycin concentrations were 

tested using one way ANOVA with Tamhane post hoc analysis, P values of ＜ 0.05 were regarded significant.

  Results:  Kanamycin shifted cumulative concentration-response curves to the right.  The interactions of these drugs varied from 

additive to antagonistic or synergistic according to the magnitude of neuromuscular block, concentration of the drugs and the 

frequency of the stimulation.

  Conclusions:  Kanamycin lowered the effective concentration of rocuronium, but the interaction between rocuronium and 

kanamycin was variable.  (Korean J Anesthesiol 2005; 48: 6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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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증가하고 그와 더불어 잘 치유된 중환자가 인공환

기기에서 해방되기 어려워 오래 고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여기에 많은 원인이 관여하겠지만 중환자에게 근이완효과

가 있는 항생제와 근이완제 등을 투여하면 투여된 약제들

이 상호작용하여 인공환기기에서의 해방을 방해할 가능성

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Aminoglycoside계 항생제인 kanamycin이 흰쥐 횡격막의 신

경근 전접합부에서 유리되는 양자량(quantal content)을 감소

시킴과 동시에 후접합부에 작용하여 miniature endplate poten-

tial의 크기를 감소시킴으로써 신경근전달을 억제한다고 한

다.1) 

  Rocuronium은 역가가 작기 때문에 작용발현시간이 빠르

고 작용지속시간이 다소 짧고 축적효과가 없어 작용시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적은 근이완제이다. 이런 이점 때문에 수

술환자 뿐 아니라 장기간 조절 인공환기법(controlled mech-

anical ventilation)의 도움이 필요한 심한 호흡부전환자에게 

투여하기 적합한 rocuronium이 수술실과 중환자실에서 사용

되는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kanamycin이 rocuronium의 근이완 작용에 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점검하고 그 향이 부가적, 상승

적, 길항적 상호작용 중 어떤 상호작용에서 비롯하 는지를 

분석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

하 다. 연령이 5-7주(체중 150-250 g)인 흰쥐(Sprague 

Dawley) 수컷을 대상으로 반횡격막-횡격신경 표본 25개를 

적출하여 실험하 다. 표본을 얻기 위해 150 mg/kg ketamine

을 복강 내로 주사하여 마취한 후 흉곽의 앞부분을 제 3 

갈비에서 제 7 갈비까지 절제하여 가슴을 열었다. 좌횡격신

경을 흉선의 중간에서부터 횡격막 표면의 분기점까지 신장

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분리하 다. 척추체부터 흉골의 검상

돌기까지의 횡격막인대를 보존한 횡격막을 분리하 다. 반

횡격막-횡격신경(hemidiaphragm-phrenic nerve)을 함께 절제하

여 산소화된(산소 95%, 탄산가스 5%) 크렙쓰용액(NaCl 118, 

Fig. 1. Cumulative concentration-effect curves of rocuronium at 0.0, 
1.0, 2.0, 4.0 mM of kanamycin on the single twitch tensions (ST) 
at 0.1 Hz, the peak tetanic tensions (PTT) and the tetanic fade 
(TF) at 50 Hz. The effects on ST and PTT were calculated as % 
inhibition, and the effects on TF, as % increase. All contractile 
responses were nerve evoked. In all cases preparations were 
exposed to kanamycin for at least 30 minutes before rocuronium 
being added. Five preparations were studied at each concentration 
of kanamycin. The concentrations of rocuronium are mean and SD. 
Kanamycin shifts the concentration- response curves of rocuronium 
to the left. One way ANOVA with post hoc Tamhane demonstrates 
significance between all EC50 of rocuronium in each figure, but in 
tetanic fade, no significance between those of kanamycin 0.0 and 
1.0 mM, or those of kanamycin 1.0 and 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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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5, CaCl2 2.5, NaHCO3 30, KH2PO4 1, glucose 11 [mM])

에 담그고 좌횡격막에서 가슴 쪽의 근육에 붙어 있던 결합

조직을 손질하여 정리하 다. 흉곽과 복부의 뼈와 근육을 

잘라내어 늑골벽 10 mm 정도를 남겼다. 끝으로 척추체에서

부터 흉골의 검상돌기까지 횡격막인대를 보존한 좌횡격막

을 횡격막에서 분리하 다. 산소를 풍부하게 관류하여 포화

시킨 크렙쓰용액이 담겨 있는 수조(20 ml)에 표본을 장착하

다. 반횡격막의 갈비뼈 부분을 수조바닥에 이지창으로 고

정하 고, 횡격막인대를 철사로 힘전환기(force trans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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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는 32oC에 고정하 다. 횡격신경을 신경자극기(MacLab/ 

8e, ADInstruments, Australia)에 연결하 고 자극지속시간이 

200μs인 직사각형의 최대상자극을 주었다. 

  표본을 장착한 후 10분에 수조의 크렙쓰용액을 새로운 

용액으로 바꿔주었다. 횡격신경에 0.1 Hz의 전기자극을 주

면서 적어도 30분 이상 표본을 안정화하 다. 신경자극(0.1 

Hz) 후 최대 장력이 기록될 때까지 표본을 신장하 다. 실

험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15분의 안정기를 두었다. 실험 약

물을 첨가하기 전에 3개의 단순(0.1 Hz)과 1.9초의 강직성

(50 Hz) 자극을 횡격신경에 가해 횡격막 수축장력을 자료획

득 소프트웨어(MacLab; ADInstruments, Australia)를 사용한 

Power Macintosh 7,100 (Apple Computer, Cupertino, CA, USA) 

상에서 계수화하고 저장하 다. 

  Kanamycin의 농도-효과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근이완이 

80-90% 감소할 때까지 kanamycin의 농도를 4.0 mM에서 

시작하여 점차 증가하면서 각 농도에서 30분 대기한 후에 

3개의 단순(0.1 Hz)과 1.9초의 강직성(50 Hz) 자극을 횡격신

경에 가해 횡격막 수축장력을 측정하 다. Rocuronium의 근

이완에 미치는 kanamycin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kanamy-

cin을 수조에 첨가하여 농도가 0.0, 1.0, 2.0, 4.0 mM 되도록 

한 후에 각 농도에서 30분간 대기하고 rocuronium의 농도를 

단순장력이 약 80-90% 감소할 때까지 점차 증가하 다. 

각 rocuronium의 농도에서 20분간 대기한 후에 3개의 단순

과 강직성 자극을 횡격신경에 가해 횡격막 수축의 크기를 

기록하 다. 이후 약물이 없는 새로운 크렙쓰용액을 수조에 

채워 장력의 90% 이상 회복된 표본의 결과만을 자료로 취

급하여 분석하 다. Kanamycin과 rocuronium의 단순장력(3개

의 단순장력의 평균)과 최대강직장력에 대한 효과는 % 억

제로 강직소실은 % 증가로 계산하 다. Kanamycin과 rocuroni-

um의 단순장력, 최대강직장력과 강직소실의 5, 25, 50, 75, 

Fig. 2. This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a Berenbaum's isobole 
and an isobole of 25%, 50% or 75% inhibition in single twitch 
(ST) produced by coadministration of kanamycin and rocuronium. 
The interaction between kanamycin and rocuronium varies from 
antagonistic or additive to synergistic as increasing the magnitude 
of % inhibition. The short dashed line in each figure is isobole of 
25%, 50% or 75% inhibition. The thick lines are the Berenbaum's 
additive isoboles. The thin lines indicate 95% confidence interval 
(CI) of the Berenbaum's additive isoboles. The concentrations of 
rocuronium are mean and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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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감소와 증가의 효과농도(effective concentration, EC)를 

probit 분석법으로 추정하 다. Kanamycin의 농도에 따른 

rocuronium의 50% 효과농도(EC)의 비교는 SPSS를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사후검정은 Tamhane으로 처리하 고 

유의수준을 0.05 미만으로 정하 다. 아울러 두 약물을 혼용

할 때 25%, 50%와 75%의 효과를 보이는 isobole과 Beren-

baum의 부가적 isbole을 함께 그려 길항, 부가, 상승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 다. 값은 평균 ± 표준편차 또는 95% 신뢰

구간으로 나타내었다.

결      과

  축적농도-반응 곡선을 보면 rocuronium의 단일장력, 최대

강직장력, 강직소실의 농도-반응 곡선이 kanamycin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하 다(Fig. 1). 

  단순장력의 감소에 미치는 두 약물의 상호작용이 kana-

mycin 2 mM에서 효과의 크기가 커질수록 부가적에서 상승

적 상호작용으로 발전하 고 kanamycin 4 mM에서 효과의 

크기가 커질수록 길항적에서 상승적으로 변하 다(Fig. 2). 

  최대강직장력의 감소에서 상호작용이 효과의 크기가 커

질수록 길항적에서 부가적으로 바뀌었다(Fig. 3). 

  강직소실의 증가에서 상호작용은 효과가 커질수록 길항

적에서 부가적으로 변하 다(Fig. 4). 

고      찰

  Kanamycin은 단순장력을 약 4 mM에서부터 감소시키고, 

단순장력의 감소와 최대강직장력의 감소가 약 40%일 때 강

직소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3) 이것은 kanamycin이 단순장

력감소보다 강직소실을 일으키는 작용이 약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Kanamycin의 근이완은 kanamycin이 운동신경말단의 

칼슘량을 감소시켜4,5) 일어난 현상이다. 왜냐하면 칼슘농도

의 증가와 3,4-diaminopyridine (DAP)이 운동신경말단의 칼슘

량을 증가시켜 kanamycin에 의해 감소된 수축장력을 증가하

고 증가된 강직소실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6,7) Kanamycin에 

의해 감소된 장력이 칼슘과 3,4-DAP에 의해 완전히 길항되

지 않을 뿐 아니라 neostigmine에 의해 미미하게 역전되는 

점은 kanamycin이 후접합부 수용체를 일부이지만 비상경적

으로(non-competitively) 차단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3)

  Rocuronium의 단순장력, 최대강직장력, 강직소실의 농도-

Fig. 3. This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a Berenbaum's isobole 
and an isobole of 25%, 50% or 75% inhibition in peak tetanic ten-
sion (PTT) produced by coadministration of kanamycin and rocur-
onium. The interaction between kanamycin and rocuronium varies 
from antagonistic to additive as increasing the magnitude of % 
inhibition. The short dashed line in each figure is isobole of 25%, 
50% or 75% inhibition. The thick lines are the Berenbaum's additive 
isoboles. The thin lines indicate 95% confidence interval (CI) of the 
Berenbaum's additive isoboles. The concentrations of rocuronium are 
mean and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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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곡선이 kanamycin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모두 오른쪽

으로 이동한 것은(Fig. 1) kanamycin의 위와 같은 근이완 효

과 때문일 것이다. 

  단순장력을 감소시키는 기전은 간접자극으로 신경말단에

서 유리되는 양자량이 감소하거나8) 후접합부의 아세틸콜린

수용체나 그와 관련된 이온통로가 차단되는 기전 등이9-14) 

있다. Kanamycin이 4 mM에서 단순장력을 감소하고 강직소

실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아세틸콜린 이동률에 향을 미

치지 않고 운동신경말단의 활성지역(active zone)에 존재하는 

유리대기소포(readily releasable storage)의 수를 줄인 것이 아

니라 유리확률(probability of release)을 줄여 소포의 유리를 

줄인 것이라고 한다.3) 그리고 kanamycin이 후접합부에 비상

경적 차단작용으로 단순장력의 일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 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전에 의해 kanamycin이 단순장

력을 억제하는 rocuronium의 역가를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

한다.

  강직소실을 증가하는 기전은 신경활동전위가 신경말단까

지 진입하지 못한 경우,15) 적절한 수의 양자가 유리되지 않

은 경우,9) 단위 양자에 존재하는 아세틸콜린 양이 감소하거

나16) 아세틸콜린에 대한 후접합부 수용체의 감수성이 저하

하거나
17) 그리고 두가지 모두 일어나거나 하여 종판전위

(end-plate potential)의 크기가 감소한 경우, 종판전위에 대하

여 근섬유의 활동전위가 순응(accommodation)한 경우18)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긴 반복자극 동안에 점차 저하된 막전

압이19) 후접합부의 아세틸콜린수용체-이온통로 복합체의 이

온통로로 이온이 이동하는 충동력을 감소하기 때문에 강직

소실이 발생한다고 한다.20) 또 후접합부의 수용체의 탈감작

과21) 이온통로의 차단9,11-14) 등이 강직소실의 발생에 관여한

다. Gallacci와 Oliveira는22,23) hexamethonium과 pancuronium이 

정확하게 어느 기전인지는 모르지만 앞에 열거한 기전 중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전접합부에서 양자량 그리고 후접합

부에서 양자의 크기를 동시에 감소시켜 강직소실을 일으킨

다고 하 다. 

  심근과 다르게 수축에 가담한 근섬유의 수가 골격근의 

수축력을 결정한다.24) 앞에 열거한 기전들에 의해 억제된 

종판전위가 근섬유의 활동전위의 문턱전위(threshold poten-

tial)까지 발달하지 못하는 근섬유의 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

면22,23) 강직소실이 표출된다. 

  Rocuronium이 hexamethonium처럼25) 후접합부에 존재하는 

근육형 니코틴성 아세틸콜린수용체(muscle-type nicotinic ace-

Fig. 4. This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a Berenbaum's isobole 
and an isobole of 25%, 50% or 75% increase in tetanic fade (TF) 
produced by coadministration of kanamycin and rocuronium. The 
interaction between kanamycin and rocuronium varies from antago-
nistic to additive as increasing the magnitude of % increase. The 
short dashed line in each figure is isobole of 25%, 50% or 75% 
increase. The thick lines are the Berenbaum's additive isoboles. 
The thin lines indicate 95% confidence interval (CI) of the 
Berenbaum's additive isoboles. The concentrations of rocuronium 
are mean and 95% CI. 



 대한마취과학회지：제 48권 제 6호 2005                                                                                       

640

tylcholine receptor)보다 신경말단에 존재하는 신경형 니코틴

성 아세틸콜린수용체(neuronal-type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

tor)와 더 민감하게 결합하므로 저농도에서 후접합부 수용체

의 차단보다 신경말단으로 유입되는 칼슘의 양을 먼저 감

소시킨다.21,26) 이렇게 하여 전접합부의 니코틴성수용체의 양

성 되먹이기(positive feedback)를 억제하게 되며25,27-29) 신경말

단에서 아세틸콜린의 이동률(mobilization rate)과 유리되는 

양자량을 감소시킨다. 간접 강직자극을 주면 아세틸콜린 이

동률이 점차 감소하면서 종판전위의 하락(rundown)이 점차 

커지기 때문에 활동전위가 발달되지 않는 근섬유가 점점 

증가하면서 강직소실이 나타난다.30-32) 

  그러므로 kanamycin이 아세틸콜린의 유리를 감소시키고 

후접합부에서 비상경적으로 차단하여 종판전위의 크기를 

줄여 놓은 상태에서 rocuronium이 종판전위의 하락을 증대

시키지만 단독으로 강직소실을 일으키지 못하는 낮은 농도

에서 강직소실을 만든다. Rocuronium이 강직소실을 일으키

는 농도-반응 곡선을 kanamycin이 이런 기전으로 왼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생각한다.

  Rocuronium의 최대강직장력은 강직소실을 일으키는 기전

과 단순장력의 감소를 일으키는 기전이 함께 관여하여 감

소한다.3) 그래서 kanamycin이 rocuronium의 단순장력과 강직

소실의 농도-반응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 기전으로 최대

강직장력을 감소시키는 rocuronium의 역가를 증가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효과의 종류에 따라 농도-반응곡선이 

일정하게 왼쪽으로 이동한 것이 두 약물의 어떤 상호작용

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려고 가장 논리적이고 널리 이용

되고 있는 Berenbaum의 방법으로33,34) 상호작용을 분석하

다.

  단순장력의 감소에 미치는 두 약물의 상호작용이 kana-

mycin 2와 4 mM에서 효과의 크기가 커질수록 상승적 상호

작용으로 변하 다(Fig. 2). Rocuronium 4μM보다 작은 농도

에서 상호작용이 길항적이고 보다 큰 농도에서 상승적이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kanamycin과 rocuronium이 농도에 따

라 상대 약제의 신경근전달의 억제작용을 길항하거나 증대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추측된다. 

  Wilson은35) 전접합부의 니코틴성 아세틸콜린수용체가 아

세틸콜린과 결합하여 아세틸콜린의 유리를 억제하는 음성 

되먹이기(negative feedback)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d-tubocu-

rarine이 이 수용체를 차단하여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증가시

킨다고 하 다. 이 주장은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양성 

되먹이기 작용에 완전히 반대되는 가설이다. 만약 이 이론

이 옳다면 rocuronium도 d-tubocurarine처럼 아세틸콜린의 유

리를 증가시킬 것이다. 즉 신경말단에서 kanamycin이 낮춘 

소포유리 확률을 rocuronium이 다소 회복한 결과에 의해 길

항적 상호작용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rocuronium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아세틸콜린 이동

(acetycholine mobilization)의 억제와 후접합부 수용체의 차단 등

과 같이 여러 작용부위에 작용하여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

기 때문에 신경근전달이라는 일련의 반응사슬에서 rocuronium

과 kanamycin의 효과가 어떤 것은 병렬 관계를, 어떤 것은 

직렬적 관계를 가질 것이며 이로 인해 상승적 상호작용이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최대강직장력과 강직소실에서 보는 길항작용도(Fig. 3, 4) 

그 기전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음성 되먹이기로 설명하면 

억제된 아세틸콜린 유리가 rocuronium에 의해 다소 회복되

어 강직자극 동안에 반응하는 근섬유의 수가 적게 감소하

게 되어 길항적 상호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효과가 큰 강직

자극의 상호작용에서 rocuronium의 농도가 단순장력의 농도

보다 작아 아세틸콜린 이동과 후접합부 수용체의 차단이 

미미할 것이고 이 때문에 rocuronium이 kanamycin과 작용하

여 길항적 상호작용을 부가적으로 바꿀 수 있었지만 상승

적까지 강화하지 못 하 다고 생각된다. 

  Wilson의35) 가설이 본 연구의 상호작용을 잘 설명해주므

로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는 운동신경말단에서 아세틸콜린 

이동률을 감소시키고 아세틸콜린 유리를 증가시키는 작용

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kanamycin은 rocuronium의 근이완효과를 증강

하 다. 상호작용이 부가적 및 상승적일 때 뿐 아니라 길항

적일 때도 rocuronium의 농도-반응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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