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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허혈 전처치는 짧은 시간 동안 심근의 허혈과 재관류가 

반복되면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허혈 전처치 이후에 허혈이 

발생할 때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더 오랫동안 적응할 수 

있도록 심근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허혈 

전처치는 허혈 이후의 경색의 크기를 감소시키며,1,2) 재관류

후 기능의 회복을 촉진시킴과 동시에,3) 부정맥을 예방한

다.4-6) 허혈 전처치의 심근보호효과는 adenosine A1 receptor, 

ATP-sensitive potassium channel (KATP channel) 등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허혈에 의하여 자극을 받은 심근의 세포들로

부터 stress mediator가 분비되어 세포내의 inhibitory guanine 

nucleotide binding proteins (Gi proteins)와 protein kinase C 

(PKC)를 통하여 전달된 신호가 KAPT channels의 활성화를 

유발하는 기전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9) Amiodarone

은 항부정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제로 비경쟁적인 

α- & β- adrenergic blocker로 정맥내 투여 시 동맥의 확장

을 유발하며, 방실결절(atrioventricular node)을 억제하며, 방

실결절의 불응기를 연장시키고, 전도를 느리게 한다.10,1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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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Ischemic preconditioning (IPC) has protective effects on myocardial ischemia.  These effects may be ca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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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flow ischemia of 5% dextrose water for 30 minutes.  IPC group was pretreated with IPC.  In Amiodarone group, whole 

process was same as control group except amiodarone administration during low-flow ischemia.  Amiodarone-IPC group, IPC was 

applied and also administrated amiodarone. Isovolumetric left ventricular end systolic pressure (LVESP), left ventricular end 

diastolic pressure (LVEDP), dP/dtMAX and heart rate were measured. 

  Results:  Group II showed more recovered LVESP, less developed ventricular stiffness, more preserved coronary effluent flow, 

earlier termination of arrhythmia and smaller infarct size than Group I.  Group III showed preserved LVESP and dP/dtMAX, less 

developed ventricular stiffness, shortest arrhythmia sustaining time, smallest infarct size among all groups.  These myocardial 

protective effects were abolished in Group IV.

  Conclusions:  We observed that IPC and amiodarone administration, each has myocardial protective effects against myocardial 

ischemia, but when they are dealt at the same time, their beneficial effects diminished.  (Korean J Anesthesiol 2006; 51: 4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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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기전들에 의하여 만성심부전 환자들에게서 amiodarone

의 사용은 심실성 부정맥을 억제하고, 좌심실의 박출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12) 실험동물에서 허혈과 재관류

시 부정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또한 amio-

darone은 심근의 KATP channel의 폐쇄를 촉진시키는 작용에 

의하여 class III의 항부정맥제의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되었

으며,14) calcium channel 차단의 효과도 가지고 있어 음성 변

시성 효과를 가지며, 심근의 sodium channel을 차단함으로써 

class I 항부정맥제의 효과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이와 같이, 허혈 전처치와 amiodarone의 투여는 각각 서로 

다른 기전에 의하여 심근의 허혈과 재관류에 심근 보호 효

과를 보이며 특히 허혈 전처치의 경우는 활동전압기간(action 

potential duration)을 줄이는 반면에 amiodarone의 경우는 허

혈 시에는 활동전압기간이 길어졌다가 재관류 시엔 다시 

회복되는 차이점을 보여11) 두 가지의 처치를 병용했을 때 

상호 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실험을 시행하 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흰쥐의 적출심장을 이용하여 Langendorff 

관류장치를 이용하여 isolated working rat heart model을 사용

하 다. 몸무게 250-350 g의 40마리 수컷 흰쥐(Sprague- 

Dawely rat)를 대상으로 각 군당 10마리씩 네 개의 군으로 나

누어 실험을 진행하 으며, 실험동물 사육장에서 적절한 먹

이를 섭취하며 활동이 가능하게 하여 안정된 조건에서 실험

을 진행하 다. 마취를 위하여 복강 내로 pentobarbital sodium 

25-30 mg을 주사하 고, 충분히 마취가 된 뒤 heparine 1,000 

IU을 복강 내 주사하 다. 빠른 속도로 16 gauge 카데터를 

사용하여 기관내삽관하여 기도를 확보한 뒤, rodent ventilator 

(SN-480-7, Shinano Co., Japan)를 이용하여 95% 산소와 5%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가스를 분당 호흡수 50회, 일회 호

흡량 3-4 ml로 조절호흡을 시행하 다. 백서의 흉골을 정

중 절개 후 심장을 적출하여 즉시 냉동관류액으로 심근의 

활동을 정지시킨다. 심장 주변조직을 박리한 뒤, 상행대동

맥을 Langendorff 관류장치의 관류액 출구 캐뉼라에 삽입하

여 심장을 현수하 다. 관상동맥의 관류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동맥 판이 캐뉼라의 입구의 직하부에 위치하도록 하 으

며, 관상정맥동 유출액(coronary sinus effluent)을 수집하기 

위하여 대정맥을 결찰하고 폐동맥을 통해 우심실에 캐뉼라

를 넣어 그 양을 측정하 다. 사용된 관류액은 modified 

Krebs 용액(NaCl 118.0 mM, KCl 4.7 mM, CaCl2 1.9 mM, 

MgSO4 1.2 mM, NaHCO3 25.0 mM, KH2PO4 1.2 mM, Glucose 

10.1 mM, Na-EDTA 0.5 mM)이며, 관류액을 유지하기 위하

여 관류용 펌프(Masterflex®, Cole-Parmer Instrument Co., USA)

를 사용하 으며, 수조의 온도(37 ± 0.2oC)를 유지하기 위

하여 자동적으로 온도가 조절되는 물 순환계(GP-200, NESLAB 

Instrument, INC., USA)를 이용하 다. 또한 95% 산소와 5% 

이산화탄소를 Langendorff 장치의 산화기로 통과시켜 관류

액에 포화되도록 하여 관류액의 pH를 7.4 ± 0.02로 유지하

다. 산화기를 통과한 물기둥의 높이를 75 cm로 유지하여 

관류압력이 55 mmHg가 되도록 조절하 다. 

  좌심실압(left ventricular pressure, LVP)과 좌심실압 순간변

화율(dP/dtMAX)의 측정을 위하여 생리식염수로 채운 latex 풍

선을 좌심방에서 승모판을 통해 좌심실로 삽입하고 압력센

서(Omeda P23XL transducer, USA)에 연결하여 좌심실의 확

장기말압(end-diastolic pressure)이 5 mmHg를 유지하도록 조

절한 뒤 안정화를 시켰으며, MP-100 system (Biopac® system 

Inc., USA)으로 좌심실 압력을 얻었으며, 좌심실압 순간변화

율과 심박수를 컴퓨터의 Acknowledge program (MP 100 man-

ager version 3.5.2, Biopac® system Inc., USA)을 이용하여 지

속적으로 기록하 다. 실험은 적출심장을 현수한 뒤 30분 

이상 안정화시킨 후 진행하 으며, Group I에서는 30분간 

5% dextrose water (5% D/W)를 0.3 ml/min으로 투여하여 저

유량허혈을 유발하 으며, Group II에서는 안정화 후 전반적

인 허혈(global ischemia)과 재관류를 각각 5분씩, 3회 반복 

시행하여 허혈 전처치를 한 뒤 Group I과 같은 방법으로 30

분간 저유량 허혈을 유발하 다. Group III에서는 안정화 후 

amiodarone을 5% D/W를 이용하여 10-10 M으로 희석하여 

0.3 ml/min의 저유량 허혈을 30분간 유발하 다. Group IV

은 Group II와 같은 방법으로 허혈 전처치를 시행한 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protocol. All isolated 

rat hearts had stabilization period about 30-60 minutes. In the fig., 

downward arrows (↓) show the time of measuring for coronary flow 

rate. Asterisk mark indicates the time, 5 minutes after arrhythmia 

termination. S: stabilization, LFI-5DW: low-flow ischemia perfused 

with 5% dextrose water, LFI-Amio: low-flow ischemia perfused with 

10
-10
M amiodarone, I: global ischemia, R: reperfusion. Group I 

(control): low flow ischemia for 30 minutes and reperfused for 60 

minutes, Group II: pretreated ischemic preconditioning (IPC), 5 

minutes global ischemia and reperfusion three times alternatively, 

Group III: same as group I except amiodarone administration during 

low flow ischemia, Group IV: IPC was applied and aminodarone was 

also administered.



 구은혜 외 3인：Inhibiting Effect of Amiodarone to Protective Action by Ischemic Preconditioning

457

amiodarone을 5% D/W에 10-10 M으로 희석된 amiodarone으

로 0.3 ml/min의 저유량 허혈을 30분간 유발하 다. 모든 군

에서 저유량 허혈 후에 modified Krebs 용액으로 재관류시

켰다. 안정화 직후 허혈이나 허혈 전처치를 시행하기 직전

에 측정한 혈역학적인 결과와 관상동맥 유출량을 초기치로 

측정하고, 재관류 이후 발현된 부정맥이 소실된 직후부터 5

분 뒤와 재관류후 30분, 60분에 혈역학적인 결과와 관상동

맥 유출량을 비교하 다(Fig. 1). 재관류 60분이 끝난 뒤, 적

출심장을 하 20oC에 급속 냉동시켜 조직의 손상을 방지

한 뒤, 경색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triphenyl tetrazolium

을 사용한 염색을 시행한 뒤, The 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 in San Antonio (UTHSCSA) Image Tool을 이용

하여 허혈에 의하여 손상 받은 심근의 부피를 전체 심장의 

부피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여 비교하 다.

  모든 측정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으며 one 

way ANOVA (one way analysis of variance)와 one way RM 

ANOVA (one way repeated measured analysis of variance)로 

검증하여 의미가 있는 경우 각각 다중비교법 중 Tukey test

와 Student-Newman-Keuls method를 통하여 비교하 고, P값

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좌심실 수축기말 압력(LVESP)에서 Group I과 II의 좌심실 

수축기말 압력은 재관류 후 30분과 60분에 초기치에 비하

여 의미 있게 감소하 고, Group III에서는 재관류 후 초기

치에 비하여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재관류 30분과 60

분에 Group I과 Group II에 비하여 높게 측정되었다. Group 

IV에서는 재관류후 압력의 감소가 재관류 30분, 60분에 나

타났으며, Group III와 비교하 을 때 재관류 30분, 60분에 

낮게 측정되었다(Fig. 2). Group II를 제외한 세 군에서 재관

류후 좌심실 확장기말 압력(LVEDP)은 초기치에 비하여 증

가하 고, Group II와 III는 부정맥 소실 후 5분과 재관류 30

분, 60분에 Group I에 비하여 의미 있게 낮게 측정되었다. 

Group IV에서는 재관류 후 나타난 좌심실 확장기말 압력의 

증가는 부정맥 소실 후 5분과 재관류 30분, 60분에서 Group 

I과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으며, Group II에 비하여 의미 있

게 증가되어 나타났다(Fig. 3). Group I은 재관류 후 부정맥 

소실 후 5분에 초기치에 비하여 의미 있게 낮은 심박동수

를 보 으나 재관류 30분과 60분에는 초기치에 비하여 낮

으나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으며, Group II는 재관류 후 초기

치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다. 

Group III와 IV는 부정맥 소실 후 5분과 재관류후 30분, 60

분에 초기치에 비하여 감소된 심박동수를 보 으며, 부정맥 

소실 후 5분과 재관류 30분에는 Group II에 비하여도 낮았

다. 그러나 재관류 60분경에는 Group II과 통계적인 차이는 

Fig. 2. LVESP of four groups. It was highest in the Group III after 
reperfusion. Group II and IV showed depressed pattern after 
reperfusion. Initial: initial value, A5: 5 minutes after arrhythmia 
termination, R30: 30 minutes after reperfusion, R60: 60 minutes after 
reperfusion. Group I (control): low flow ischemia for 30 minutes and 
reperfused for 60 minutes, Group II: pretreated ischemic pre-
conditioning (IPC), 5 minutes global ischemia and reperfusion three 
times alternatively, Group III: same as group I except amiodarone 
administration during low flow ischemia, Group IV: IPC was applied 
and aminodarone was also administered. *: P ＜ 0.05 vs. initial value, 
†
: P ＜ 0.05 vs. Group I, 

‡
: P ＜ 0.05 vs. Group II, 

§
: P ＜ 0.05 

vs. Group III.

Fig. 3. LVEDP of four groups. It was lower in the Group II and III 
than in other two groups after reperfusion. This result indicates the 
hearts of Group II and III changed less stiff after ischemia and 
reperfusion. The hearts of Group IV developed stiffer than that of 
Group II and III. Initial: initial value, A5: 5 minutes after arrhythmia 
termination, R30: 30 minutes after reperfusion, R60: 60 minutes after 
reperfusion. Group I (control): low flow ischemia for 30 minutes and 
reperfused for 60 minutes, Group II: pretreated ischemic precondi-
tioning (IPC), 5 minutes global ischemia and reperfusion three times 
alternatively, Group III: same as group I except amiodarone ad-
ministration during low flow ischemia, Group IV: IPC was applied and 
aminodarone was also administered. *: P ＜ 0.05 vs. initial value, 

†
: 

P ＜ 0.05 vs. Group I, 
‡
: P ＜ 0.05 vs. Group II, 

§
: P ＜ 0.05 vs. 

Group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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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Fig. 4). Group I과 II는 재관류 30분, 60분에 초기치

에 비하여 좌심실압 순간변화율(dP/dtMAX)이 감소하 고, 

Group III는 재관류 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 으나 재관류 

60분에만 초기치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게 관

찰되었다. Group IV의 경우 부정맥 소실 후 5분과 재관류 

30분, 60분에 초기치에 비하여 좌심실압 순간변화율이 의미 

있게 낮았으며, 재관류 30분에는 Group I보다, 부정맥 소실 

후 5분과 재관류 30분, 60분에는 Group III보다 낮은 결과를 

보 다(Fig. 5). 재관류 후 모든 군에서 관상동맥 관류량은 

초기치에 비하여 감소하 으며, Group IV에서 부정맥 소실 

후 5분에 Group III에 비하여 낮게 측정된 것을 제외하면 

각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Fig. 6). 재관류 직후 모든 적출

심장에서 심실세동이 관찰되었다. Group II, III는 부정맥 지

속시간이 각각 319.00 ± 81.68초와 264.10 ± 73.76초로 

Group I의 부정맥 지속시간인 452.00 ± 85.68초에 비하여 

짧은 시간 내에 부정맥이 소실되었으며, Group IV은 532.70 

± 82.78초로 Group I보다 더 지속되어 가장 긴 시간동안 

부정맥이 나타났다(Fig. 7). 허혈에 의한 심근 손상의 크기

에서 Group I은 73.23 ± 5.77%, Group II는 59.53 ± 2.65%, 

Group III는 40.58 ± 6.07% 및 Group IV는 59.15 ± 3.34%

로 Group I에 비하여 Group II, III와 IV에서 허혈에 의하여 

손상 받은 심근의 크기가 작았다. Group III는 Group II과 

IV에 비하여 의미 있게 작았으며, Group II과 Group IV은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Fig. 8).

Fig. 4. Changes in heart rate during ischemia and reperfusion of four 

groups. Amiodarone and IPC-Amiodarone groups showed decreased 

heart rate after reperfusion. Otherwise, IPC group showed less de-

pressing pattern after reperfusion. BPM: beats/min, IPC: ischemic 

preconditioning, Initial: initial value, A5: 5 minutes after arrhythmia 

termination, R30: 30 minutes after reperfusion, R60: 60 minutes after 

reperfusion. Group I (control): low flow ischemia for 30 minutes and 

reperfused for 60 minutes, Group II: pretreated IPC, 5 minutes global 

ischemia and reperfusion three times alternatively, Group III: same as 

group I except amiodarone administration during low flow ischemia, 

Group IV: IPC was applied and also administrated amiodarone. *: P ＜ 

0.05 vs. initial value, 
†
: P ＜ 0.05 vs. Group I, 

‡
: P ＜ 0.05 vs. Group 

II, 
§
: P ＜ 0.05 vs. Group III.

Fig. 5. dP/dt max of four groups. All four groups showed decreasing 

patterns after reperfusion. IPC-amiodarone group had most depressed 

values than other three groups. IPC: ichemic preconditioning, Initial: 

initial value, A5: 5 minutes after arrhythmia termination, R30: 30 

minutes after reperfusion, R60: 60 minutes after reperfusion. Group I 

(control): low flow ischemia for 30 minutes and reperfused for 60 

minutes, Group II: pretreated IPC, 5 minutes global ischemia and 

reperfusion three times alternatively, Group III: same as group I except 

amiodarone administration during low flow ischemia, Group IV: IPC 

was applied and aminodarone was also administered. *: P ＜ 0.05 vs. 

initial value, †: P ＜ 0.05 vs. Group I, ‡: P ＜ 0.05 vs. Group II, 
§: P ＜ 0.05 vs. Group III.

Fig. 6. Coronary effluent flow of all four groups after ischemia and 

reperfusion showed a decreasing pattern. There were no differences 

among groups. Initial: initial value, A5: 5 minutes after arrhythmia 

termination, R30: 30 minutes after reperfusion, R60: 60 minutes after 

reperfusion. Group I (control): low flow ischemia for 30 minutes and 

reperfused for 60 minutes, Group II: pretreated ischemic precondi-

tioning (IPC), 5 minutes global ischemia and reperfusion three times 

alternatively, Group III: same as group I except amiodarone adminis-

tration during low flow ischemia, Group IV: IPC was applied and 

aminodarone was also administered. *: P ＜ 0.05 vs. initial value, 
†
: 

P ＜ 0.05 vs. Group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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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실험에서 흰쥐의 적출 심장에서 허혈 전처치와 amio-

darone을 함께 투여한 경우 각각을 단독으로 투여한 경우에 

비하여 심근의 보호 효과가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Amiodarone은 potassium channel 차단제의 작용으로 대표되

는 class III 항부정맥제로 분류되기도 한다. Curtis에 의하

면,15) 심근의 허혈 동안 발생하는 과칼륨혈증과 재관류 시 

칼륨의 세척이 부정맥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 다. 이에 대하여 amiodarone은 class III 항부정맥제로의 

작용뿐 아니라, α & β adrenergic receptor 차단제로의 작용, 

fast sodium 과 slow calcium channel의 억제 등의 작용을 가

짐으로써 심실성 혹은 심실상성 빈맥에 효과적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또한 amiodarone은 직접적으로 자

유산소기를 제거함으로써 산화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심근

을 보호하며,16) 심실비대를 가진 쥐의 심장을 이용한 실험

에서 amiodarone은 심근 전체의 허혈에 대하여 보호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17) 이와 같은 amiodarone의 심근 보호 

효과는 관상동맥의 확장, 칼슘의 세포내 유입에 대한 억제, 

항부정맥 효과들에 의하여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17) 특

히 amiodarone은 농도에 따라 KATP channel의 폐쇄를 촉진함

과 동시에 ATP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이 KATP 

channel의 활동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4) 동물

실험에서 항부정맥 효과에 대하여는 저유량 허혈을 쥐의 

적출심장에서 유발할 때 허혈 중에 amiodarone을 투여함으

로써 재관류 후 활동전압 기간을 더 완벽하게 회복하고, 부

정맥을 줄여주며, 심근의 기능과 reactive hyperemia를 방지

한다는 보고가 있으며,11) 다른 실험에서는 쥐의 적출심장에

서 허혈과 재관류 시 용량과 관계하여 심실세동의 역치를 

높여준다고 하 다.13) 심근의 허혈 전처치는 짧은 시간의 

허혈이나 heat shock, 또는 약제에 의하여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상당기간의 허혈에 대하여 심근이 내성을 가지게 하

여 심근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현상이며, 이에는 protein 

kinase C,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와 같은 세포막 수

용체와 신호전달 물질들의 활성화, 그리고 KATP channel의 

활성화, 여러 보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발현이 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허혈 전처치는 개의 심장에서 KATP 

channel의 활성화와 연관되어 심근의 보호 효과를 가지며,18) 

쥐의 심장에서도 허혈 전처치는 심근의 보호 효과가 있음

이 입증되었다.2,6) 또한 토끼와19) 돼지에서도20) 허혈 전처치

가 심근 보호 효과를 보이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와 같이 

심근 보호기능을 가지는 허혈 전처치는 종마다 매개하는 

신호물질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adenosine A1 

receptor나 bradykinin receptor, α1 adrenoceptor, Gi protein, 

protein kinase C등이 관련되어 KATP channel의 활성화가 되

는 과정이 주된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7,8,9) 허혈 전처치와 

amiodarone의 투여는 전술된 바와 같이 심근의 허혈에 대한 

각각의 보호 효과가 있으나, 전자의 경우 중요한 기전이 

Fig. 7. The time of arrhythmia of four groups continued. groups II, 

III were terminated earlier than the other two groups. Group IV took 

the longest time. Group I (control): low flow ischemia for 30 minutes 

and reperfused for 60 minutes, Group II: pretreated ischemic pre-

conditioning (IPC), 5 minutes global ischemia and reperfusion three 

times alternatively, Group III: same as group I except amiodarone 

administration during low flow ischemia, Group IV: IPC was applied 

and aminodarone was also administered. *: P ＜ 0.05 vs. Group I, 
†
: 

P ＜ 0.05 vs. Group II, 
‡
: P ＜ 0.05 vs. Group III.

Fig. 8. Infarct size after ischemia and reperfusion of all four groups. 

Group III  showed the smallest infarct size, II and IV were the larger 

one than group III, and group I was largest one among them. Group 

I (control): low flow ischemia for 30 minutes and reperfused for 60 

minutes, Group II: pretreated ischemic preconditioning (IPC), 5 

minutes global ischemia and reperfusion three times alternatively, 

Group III: same as group I except amiodarone administration during 

low flow ischemia, Group IV: IPC was applied and aminodarone was 

also administered. *: P ＜ 0.05 vs. Group I , †: P ＜ 0.05 vs. Group 

II , ‡: P ＜ 0.05 vs. Group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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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P channel의 활성화인데 비하여 후자의 경우 class III 항

부정맥제로의 작용, 즉 KATP channel의 block에 의하는 것과 

같이 서로 상응되는 점이 있어 본 실험에서는 두 가지의 

처치를 연속적으로 시행할 때의 효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본 실험에서 허혈과 재관류 후 좌심실의 기능적인 회복

에 있어서 amiodarone을 투여한 군은 다른 군에 비하여 허

혈전의 기능이 보존되어 재관류 60분까지 좌심실압이 유지

되었으며, 허혈 전처치를 시행한 군은 좌심실압이 재관류 후 

부정맥 소실 뒤 5분경에는 높게 측정되었으나 재관류 후기

로 갈수록 감소되었다. 그러나 허혈 전처치와 amiodarone을 

함께 처치하 을 때에는 amiodarone의 심근보호효과도 상쇄

되어 좌심실 수축기말 압력의 보존도 적게 나타났으며 재

관류 후기로 갈수록 더욱 감소하는 결과를 보 다. 또한 허

혈에 의한 심근의 구축(contracture) 정도를 반 해 주는 좌

심실 확장기말 압력의 경우에도20) 허혈 전처치를 시행한 경

우와 amiodarone을 투여한 경우 재관류 뒤 압력의 증가가 

대조군에 비하여 적게 나타났으나, 두 가지를 함께 시행한 

경우 그 효과가 역시 상쇄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허혈과 

재관류 후 좌심실 기능의 회복에 대한 결과는 좌심실압 순

간변화율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즉, amiodarone을 투

여한 군은 좌심실압 순간변화율이 초기치에 비하여 재관류 

후 다른 군보다 잘 보존되었고, 재관류 60분에 감소하 으며, 

허혈 전처치를 시행한 군에서는 좌심실압 순간변화율이 대조

군과 유사한 형태를 보 으나 허혈 전처치와 amiodarone을 

함께 처치한 경우에는 재관류 후기로 갈수록 대조군이나 

amiodarone을 투여한 군에 비하여 더욱 낮은 결과를 보 다. 

이런 결과들은 허혈 전처치가 허혈과 재관류에 대하여 심

근의 보호기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실험결과들과2,6,18) 

쥐의 적출심장에서 amiodarone을 ischemia 동안 투여하여 시

행한 실험에서 용량에 따라 재관류 시 심근의 기능이 최고 

70% 정도까지 회복됨을 보고하 던 것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17) Grossman과 Bany에 의하면22) 허혈에 의하여 심근의 

구축을 일으키는 주요 기전으로 세포내의 ATP의 고갈과 그

에 따른 세포내의 calcium 농도의 증가를 지적하 고 Moreau 

등에 의하면23) amiodarone은 과도한 matrix calcium이 mito-

chondria의 에너지 대사에 미치는 향을 억제하므로 심근 

보호 효과를 보인다고 하 는데 본 실험에서는 amiodarone

의 이러한 calcium channel 차단제로의 역할로서 일부 설명

할 수 있다. 허혈 전처치의 경우에도 KATP channel의 활성화

로 인하여 허혈과 재관류에 의한 ATP 보존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왔다.25,2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허혈 전처치와 

amiodarone을 함께 처치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상쇄되어 허

혈 전처치에서 보이던 심근의 구축을 감소키는 향이 충

분히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허혈 전처치와 

amiodarone의 KATP channel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기전 때문

이라 여겨진다. 즉, amiodarone을 투여한 군에 있어서 경색

의 크기가 40% 정도로 관찰되었던 결과가 허혈 전처치와 

amiodarone을 동시에 처치한 경우에서는 59% 가까이로 증

가되었으며, 이는 허혈 전처치만 시행하 을 때와 유사하게 

보호효과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허혈과 재관류후 

나타나는 부정맥은 심근의 경색이 발생된 크기와 연관되어 

나타나며,26) 심근의 허혈과 재관류 시 각각 국소적인 과칼

륨혈증과 칼륨의 세척에 따라 부정맥이 발생한다고 하

다.15) 본 실험 이전에 시행한 예비 실험에서 30분간 관상동

맥 관류를 modified Krebs 용액을 이용하여 0.3 ml/min의 저

유량 허혈을 시행하 을 경우 재관류 뒤 약간의 빈맥을 보

인 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뿐, 심실세동 등의 부정맥

이 출현하지 않는 현상을 보 고 심근의 경색이 발생한 크

기도 30% 미만의 결과를 보여 적절한 항부정맥 효과와 심근

보호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웠으며 본 연구에서는 amiodarone

과의 혼합에서 안정적인 5% D/W를 이용하여 저유량 허혈

을 유발하 으며, 이에 의하여 대조군에서 73% 정도의 경

색크기를 보 고, 모든 실험개체에서 심실세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관상동맥을 통하여 관류시킨 5% D/W가 심근

세포나 조직 내의 삼투압의 차이에 의한 세포의 부종이나, 

부적절한 potassium과 calcium 등의 전해질 농도 등이 심근

의 허혈에 향을 주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Marfella 등이27)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제 II 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심

전도의 QTc (corrected QT interval)의 연장이 26% 정도까지 

나타나며, 심장질환과 연관이 된다고 하 다. 즉, 높은 혈당

이 교감신경계의 활동성을 증가시키며, 세포내의 칼슘 함유

량을 증가시켜 심실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산소자유기의 생

성을 증가시키며 nitric oxide (NO)를 감소시켜 혈관 운동 긴

장(vasomotor tone)을 증가시킨다 하 다. King 등에 의하

면,28) 당의 공급과 대사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절

한 관상동맥 관류량과 포도당의 양이 허혈에서부터 심근의 

구축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 고, 쥐의 적출심장모형에

서 포도당과 지방산인 oleic acid를 포함한 관류액을 사용할 

때, insulin의 투여가 그 자체로 심근의 회복에 도움이 되며, 

insulin에 의하여 재관류 때에 포도당의 대사를 활성화시킴

으로써 심근의 회복을 더욱 촉진시킨다 하 다.29) 본 실험

에서 amiodarone을 투여한 군은 다른 모든 군에 비하여 부

정맥의 지속시간이 가장 짧았으며, 이는 amiodarone이 상대

적으로 허혈후의 심장에서 지방산의 산화보다 탄수화물의 

산화를 더 증가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30) Doenst 등이29) 

주장한 insulin에 의하여 허혈 후 심근세포의 대사적인 면에

서 더 회복을 촉진시킨다는 면에서 포도당과 함께 투여된 

amiodarone의 심근 보호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허혈 

전처치의 경우에도, 허혈에 의한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KATP channel의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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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는 허혈과 재관류에 관련되어 유리되는 칼슘의 과

부하에 의하여 나타나는 전기생리학적인 효과를 감소시킴

으로서 재관류 후의 심실성 빈맥과 심실기외수축 등의 부

정맥이 감소한다고 보고하 으나,31) 다른 연구에서는 재관

류 시 나타나는 빈맥 등의 부정맥은 심장 전체에 대한 허

혈을 유발할 경우 허혈 전처치로 감소되지 않고, 일시적인 

효과만 나타난다고 하 다.32)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amiodarone과 허혈 전처치의 부정맥에 대한 효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조군에 비하여 의미 있는 부정맥 지속

시간의 감소를 보 고, 이런 효과 또한 허혈 전처치와 

amiodarone을 동시에 처치하 을 경우 상쇄되어 오히려 대

조군보다 길어지는 결과를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색

이 발생된 크기의 차이에서 보면, 허혈 전처치와 amiodarone

을 함께 처치한 군이 허혈 전처치만 시행한 군과 큰 차이

를 보이지 않는 점에서 볼 때 경색의 크기에 따른 부정맥

의 발생정도가 차이가 나는 점 이외에도, amiodarone 자체의 

항부정맥 효과가 허혈 전처치에 의하여 더욱 감소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허혈 전처치의 보호 효과는 mitochondria의 

KATP channel의 활성화에 의해 나타나나, sarcolemma의 KATP 

channel 역시 동시에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다.33) 이러한 

sarcolemmal KATP channel의 활성화가 amiodarone의 class III 

항부정맥 효과를 길항하므로 IPC의 보호 효과는 유지되면

서 부정맥은 길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기전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전해질의 농도를 포함한 여러 

수용체들의 활성화 등의 조사가 필요하겠다. 허혈과 재관류 

시에 amiodarone은 재관류 시 나타나는 관상동맥 관류량을 

의미 있게 증가시키고 관상동맥의 확장 효과와 평활근의 

이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그러나 Rochetaing 

등에11) 의하면 저유량 허혈을 유발할 때 amiodarone을 투여

하면 재관류 초기에 나타나는 반응충혈(reactive hyperemia)

을 감소시켜 관상동맥의 shear stress로 인한 매개체들의 분비

를 감소시킴으로써 재관류가 지속되어도 관상동맥 관류량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하 다. 또한 허혈 전처치도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재관류 이후에 즉각적으로 hyperemic flow

를 보여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으며,32) 심근의 허혈에 의한 

관상동맥의 확장은 KATP channel의 활성화와 연관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34) 따라서 허혈 전처치에 의한 KATP channel의 

활성화는 관상동맥 관류량의 회복에 향을 주리라 생각할 

수 있다. 본 실험의 경우 재관류 이후에 관상동맥 관류량은 

모두 감소하는 양상을 보 으며 이는 전술된 결과들에 대

하여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혈 전처치와 

amiodarone을 함께 처치한 군에 있어서는 재관류 초기에 더

욱 감소하여 허혈 전처치에 비하여 낮게 관찰되었고, 그 이

후에도 조금씩 감소하는 결과를 보 다. 본 실험 이전에 실

행한 실험에서 저유량 허혈이 아닌 심근 전체에 완전히 허

혈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재관류 시 반응충혈이 발생하 으

나 저유량 허혈 유발 시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저유량 

허혈 시에 소량의 관류가 포도당을 공급하고 대사 산물이 

부분적으로나마 제거됨으로써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여겨진다. 또한 Asimakis 등에35) 의하면 심장의 구축과도 

관계가 있는데 확장기말압이 높으면 관류량이 감소하고 반

면에 확장기말압이 감소하면 관류량은 증가하 다. 이와 같

이 재관류 시 관상동맥 관류량은 허혈 유발 방법, 경색부위

의 정도, 이로 인한 구축의 정도 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

으므로 각각의 조건이 관류량에 미친 향도 고려한 자세

한 실험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본 실험에 의하면 흰쥐의 

적출심장에서 허혈 전처치는 허혈과 재관류 시 대조군에 비

하여 좌심실의 강직을 감소시키고, 허혈에 의한 손상부위가 

감소되며, 부정맥의 발현시간이 짧아지는 등의 허혈에 대한 

심근 보호효과가 관찰되었다. 또한 허혈 중에 amiodarone 투

여는 재관류 후 좌심실 수축기말 압력의 회복의 촉진과 좌

심실 강직의 감소, 허혈에 의한 손상부위의 감소, 부정맥 

지속시간의 단축 등의 심근보호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amiodarone의 투여를 허혈 전처치와 함께 시행한 경

우 허혈 전처치나 amiodarone을 각각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에 비하여 좌심실 수축기말 압력의 감소, 허혈 전처치에 비

하여 심실 강직의 증가, 좌심실압 순간변화율의 현저한 감

소, 허혈에 의한 심근 손상정도의 증가가 관찰되었고 부정

맥 시간이 대조군에 비하여 의미 있게 길게 나타난 것을 고

려할 때 amiodarone 투여에 의한 심근의 보호효과를 줄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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