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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허혈성 전처치(ischemic preconditioning, IPC)는 짧은 시간

동안 심근의 허혈과 재관류가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

로 장기간의 허혈기 동안의 ATP 고갈속도를 늦춰주고 간헐

적인 재관류가 허혈기때 축적된 대사물을 세척하여 심근을 

축적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1)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더 오

랫동안 적응할 수 있도록 심근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초

래한다. 또한 심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2-4) 

허혈이후의 재관류손상으로 인한 부정맥의 빈도와 심실기

능장애, 경색의 크기를 감소시킨다.1,5-8) 허혈성 전처치에 의

한 심근보호효과의 기전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sarcolemmal 

G 단백질 관련 수용체의 활성화, protein kinase C, tyrosine 

인산화, adenosine A1 수용체, KATP channel의 활성화, 열성 

숔 단백질(heat shock protein)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9,10) 

  정맥마취제인 propofol은 화학적으로 내인성 항산화제인 

α-tocopherol과 유사하며,11) 여러 연구에서 propofol의 항산

화 작용이 생체내, 생체외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고,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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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e interaction between ischemic preconditioning (IPC) and propofol-induced cardioprotective effects during 

prolonged cold ischemia has not been studied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schemic preconditioning 

and propofol on cardiac function and the development of endothelial injury after 4 hours of cold cardioplegia and reperfusion. 

  Methods:  After suspension of the isolated heart on the Langendorff perfusion system, we took a stabilizing period for 15 

minutes, perfusion period for 15 minutes, global cold (4oC) ischemic period for 4 hours, and then reperfusion period for 60 minutes.  

There were 4 groups: (1) CONTROL group, no intervention; (2) IPC group, two 2-minute total coronary occlusions interspaced 

with 5 minutes of normal reperfusion; (3) PROPOFOL group, propofol (2μM) was infused during reperfusion period; (4) BOTH 

group, ischemic preconditioning and postischemic propofol treatment group.  The measurements of cardiac performances, such 

as left ventricular developed pressure (LVDP), rate of ventricular pressure generation (dp/dt), and heart rate (HR) was obtained 

at pre- and postischemic periods.  For the evaluation of endothelial injury during reperfusion period, coronary flow responses 

to bradykinin were tested.  Infarct size was measured using the triphenyl tetrazolium stain.

  Results:  IPC, PROPOFOL, and BOTH groups showed better outcome of LVDP, dp/dt, HR, and flow responses to bradykinin 

than CONTROL group did.  Bu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variables among the three groups.

  Conclusions:  Ischemic preconditioning and postischemic propofol have cardioprotective effect respectively but no additive effect 

after 4 hours cold cardioplegia and reperfusion.  (Korean J Anesthesiol 2006; 51: 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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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간 전허혈(global ischemia)후 재관류시 심근 기능 회

복의 관찰을 통해 propofol의 심근보호효과가 알려져 있

다.15-18) 

  이러한 허혈성 전처치와 propofol의 심근보호효과에 관한 

실험은 대부분 허혈시간이 짧거나 따뜻한 허혈(warm ische-

mia)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초저체온 순환정지하 심장수

술이나 심장이식의 경우 장시간의 냉허혈(cold ischemia)이 

필요한데 이러한 장시간의 냉허혈에서 서로 다른 기전에 

의하여 심근을 보호하는 허혈성 전처치와 propofol 투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심근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관상동맥 혈관반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냉

허혈과 재관류후 관상동맥 기능에 관한 in vitro 연구 또한 

드물다. 심보존기간 동안 혹은 허혈-재관류시기에 관상동맥

의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혈관내피세포에 의해 조

절되는 관상동맥의 혈관반응이 감소되어 심기능의 회복부

전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내인성 혈관확장제로 

관상동맥 β2 수용체를 통해 내피혈관세포에서 nitric oxide 

(NO) 및 prostacyclin (PCI2) 생성을 촉진시켜 혈관확장을 시

키는19) bradykinin을 냉허혈과 재관류후에 투여하여 관상동

맥 내피세포의 반응을 평가하면서 4시간의 4oC 냉허혈 조

건에서20) 허혈성 전처치와 propofol이 심근기능에 미치는 효

과와 관상동맥 관류량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대상 및 방법

    실험동물 및 실험방법

  모든 실험동물은 실험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지침서(NIH Publication No. 86-23, revised 

1985)를 따랐으며 실험 전까지 동일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먹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 다. 생후 16-18주의 체중 

300-350 g의 수컷 흰쥐(Sprague-Dawley)를 4군으로 나누어 

군당 10마리씩 실험하 다. 실험군은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control), 허혈 전 허혈성 전처치를 시행한 군 

(IPC), 허혈 후 재관류시 2μM의 propofol (DiprivanⓇ 1%, 

AstraZeneca, UK)을 투여한 군(propofol), 허혈성 전처치와 재

관류시 2μM의 propofol 투여를 동시에 시행한 군(both)의 4

군으로 나누어 각 군을 비교하 다. 복강내 ketamine을 체중 

1 kg 당 0.1 g으로 마취시킨 후 heparin 1,000 IU를 복강내

로 주사하 다. 실험동물이 충분히 마취된 후 흰쥐의 사지

를 고정하고 늑골을 따라 좌우로 절개하여 흉곽을 노출시

킨 후 대동맥궁을 조심스럽게 박리한 다음 상대정맥 및 하

대정맥과 대동맥을 좌쇄골하 동맥 원위부에서 자르면서 일

순간에 심장을 적출하여 0-4oC의 관류액에 넣은 후 하행, 

상행 대정맥, 홀정맥(azygos vein)을 묶고 심장에 결합된 결

체 및 기타 조직을 제거하고 대동맥에 Langendorff 관류 장

치(Hugo-Sachs Electronik D-79232, Germany)의 관류액 출구

캐뉼라를 대동맥판막 상부에 카테터의 끝이 위치하도록 삽

입하여 관류액이 관상동맥에 관류하도록 Langendorff 관류 

장치에 현수하 다.

  사용된 관류액은 변형 Krebs용액(Modified Krebs-Henseleit 

buffer)으로 그 조성은 NaCl 118 mM, KCl 4.7 mM, MgSO4 

1.64 mM, KH2PO4 1.18 mM, NaHCO3 24.88 mM, glucose 

5.55 mM, CaCl2 2.52 mM 및 Na-EDTA 0.5 mM이 되도록 

하 다. 관상동맥의 전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류액의 제조

시에 30μm 크기의 필터(Cobe Laboratory Inc, USA)로 여과

시키고 관류시에는 0.7μm의 필터(Glass microfibre filters, 

Whatman Co., England)를 관류장치 중간에 설치하여 여과한 

후 관류하 다. 관류액과 수조 온도는 자동적으로 온도가 

조절되는 항온순환기(Jeio Tech Model WBC 1520A)를 이용

하여 37 ± 0.2oC로 유지하 으며, 95% 산소와 5% 이산화

탄소의 혼합가스를 분당 3 L로 Langendorff 관류 장치의 산

화기에 통과시켜 관류액에 포화되도록 하 고 관류액의 pH

가 7.4 ± 0.02로 유지되도록 하 다. 관류는 비작업성(Non- 

working) 순환을 유지하 으며 심장으로 유입하는 관류액의 

관류압이 60 mmHg가 되도록 유지하 다. 따뜻한 증류수로 

채운 외경이 3 mm인 풍선(Latex balloon No 3, Hugo Sachs 

Electronik, Germany)을 좌심방에서 승모판을 통해 좌심실로 

삽입하고, 이를 변환기(transducer)를 통해 생리기록기(Model 

No. 79, Grass, Germany)에 연결하여 좌심실압(left ventricular 

pressure, LVP)을 등적성으로(isovolumetrically) 측정하 고 좌

심실압 순간변화율(rate of ventricular pressure generation, dp/dt)

과 심박수도 전기적으로 얻어져 컴퓨터의 인식 프로그램

(Acknowledge program version 3.5.2, BiopacⓇ system Inc., USA)

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5분마다 기록하 다. 이

때 좌심실의 확장기말압(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pressure, 

LVEDP)이 10 mmHg를 유지하도록 풍선의 크기를 조절하

다. 폐동맥에 캐뉼라를 삽입하여 관상정맥동 유출액(coro-

nary sinus effluent)을 모아 그 유출량을 측정하여 관류량

(coronary flow)으로 하 다. 

  15분 동안의 안정기를 거쳐 15분간 bradykinin 0.001 nM

을 투여하며 관류량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후 대조군과 

Propofol군은 15분간의 관류기를 IPC군과 BOTH군은 2분 

허혈, 5분 관류, 2분 허혈, 6분 관류하는 2회의 허혈성 전

처치를 시행한 후 대동맥 캐뉼라를 통해 4oC의 심정지용

액(Bretschneider HTK solution, CustodiolⓇ, Dr Franz Köhler 

CHEMIE GMBH, Germany)을 60 cmH2O의 압력으로 1분간 

주입하여 심정지를 유발하 다. 심장을 회로에서 분리하여 

4시간 동안 혈액냉장고(blood bank refrigerator, BBR-300)를 

이용하여 4oC의 HTK 용액에 보관하 다. 4시간이 지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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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을 다시 Langendorff 관류장치에 장착하여 propofol군과 

both군은 2μM의 propofol을 투여하며 60분간 재관류를 시

킨 후 모든 군에서 재관류 60분에 bradykinin 0.001 nM을 

다시 투여하여 15분간 관류량의 변화를 측정한 다음 적출 

심장을 즉시 냉동시켜 더 이상의 조직 손상을 방지한 뒤 

2 mm 간격으로 얇게 잘라 triphenyl tetrazolium stain으로 

염색한 후 UTHSCSA Image Tool (The 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 in San Antonio)을 이용하여 허혈의 

크기를 측정하고 허혈의 크기를 전체 심장의 부피에 대하

여 허혈이 발생된 부피의 비율로 나타내었다.

    통계분석

  모든 측정값들은 평균 ± 표준오차로 나타내었고, SAS 

8.01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ne way ANOVA와 Turkey 

방법을 사용하여 각 군간 비교를 하 으며 관상동맥 관류

량의 군내 비교는 paired t-test를 사용하 다. P값이 0.05 미

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좌심실 생성압 회복률(recovery of LVDP)

  IPC, propofol, both군은 각각 92.84 ± 9.41%, 87.5 ± 

10.04%, 91.96 ± 7.14%로 대조군 67.0 ± 7.89%에 비해 통

Fig. 2. The rate of recovery of dp/dt max during baseline (pre-

ischemic) and reperfusion (postischemic) period in the isolated rat 

hearts. The dp/dt max is reduced significantly on reperfusion period 

in control group. Values are mean ± SEM. Control group: no 

treatment is performed before and after 4 h global cold ischemia, IPC 

group: ischemic preconditioning is performed before 4 h global cold 

ischemia, propofol group: propofol treatment is performed only during 

reperfusion after 4 h global cold ischemia, both group: ischemic 

preconditioning and propofol treatment are performed before and after 

4 h global cold ischemia, respectively.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 1. The rate of recovery of left ventricular developed pressure 

(LVDP) during baseline (preischemic) and reperfusion (postischemic) 

period in the isolated rat hearts. LVDP isreduced significantly on 

reperfusion period in control group. Values are mean ± SEM. Control 

group: no treatment is performed before and after 4 h global cold 

ischemia, IPC group: ischemic preconditioning is performed before 4 

h global cold ischemia, propofol group: propofol treatment is 

performed only during reperfusion after 4 h global cold ischemia, both 

group: ischemic preconditioning and propofol treatment are performed 

before and after 4 h global cold ischemia, respectively.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 3. The heart rate developed during ischemia and reperfusion of 

four groups. There are on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ontrol 

group and the other groups at early reperfusion period. Values are 

mean ± SEM. Control group: no treatment is performed before and 

after 4 h global cold ischemia, IPC group: Ischemic preconditioning 

is performed before 4 h global cold ischemia, propofol group: propofol 

treatment is performed only during reperfusion after 4 h global cold 

ischemia, both group: ischemic preconditioning and propofol treatment 

are performed before and after 4 h global cold ischemia, respectively.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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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한 회복을 보 으나 세 군 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Fig. 1).

    좌심실압의 순간 변화율(recovery of dp/dt)

  IPC, propofol, both군 각각 87.8 ± 9.41%, 80.5 ± 9.04%, 

83.9 ± 7.14%로 대조군 67.0 ± 7.89%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복을 보 으나 세 군 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관

찰되지 않았다(Fig. 2).

    심박수

  모든 군에서 안정기시 심박수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

나, 재관류 초기에 IPC, propofol, both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심박수가 관찰되었으나 재관류 25

분 이후에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Fig. 3).

    경색크기

  IPC, propofol, both군 각각 16.0 ± 3.3%, 17.9 ± 4.2%, 

15.8 ± 3.6%로 대조군 27.8 ± 6.8%에 비해 경색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작게 관찰되었으나 세 군간 차이는 없었다(Fig. 

4).

    부정맥 시간

  재관류 직후에는 모든 적출심장에서 심실세동이 관찰되

었다. 부정맥 지속시간은 중앙값으로 나타내었을 때 각각 

Fig. 4. Infarct size after cold ischemia and reperfusion of all four 

group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ontrol group and 

the other groups. Values are mean ± SEM. Control group: no 

treatment is performed before and after 4 h global cold ischemia, 

IPC group: ischemic preconditioning is performed before 4 h global 

cold ischemia, propofol group: propofol treatment is performed only 

during reperfusion after 4 h global cold ischemia, both group: 

ischemic preconditioning and propofol treatment are performed 

before and after 4 h global cold ischemia, respectively.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 5. The time continued arrhythmia of four groups. Arrhythmia 

of IPC, propofol, and both groups are terminated earlier than control 

group. Values are median ± SEM. Control group: no treatment is 

performed before and after 4 h global cold ischemia, IPC group: 

ischemic preconditioning is performed before 4 h global cold 

ischemia, propofol group: propofol treatment is performed only 

during reperfusion after 4 h global cold ischemia, both group: 

ischemic preconditioning and propofol treatment are performed 

before and after 4 h global cold ischemia, respectively.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ig. 6. The changes of bradykinin induced coronary flow from 

baseline before and after cold ischemia is shown. There are no 

differences in all groups before ischemia. After ischemia,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hanges of bradykinin induced coronary 

flow between control group and the other groups. Values are mean 

± SEM. Control group: no treatment is performed before and after 

4 h global cold ischemia, IPC group: ischemic preconditioning is 

performed before 4 h global cold ischemia, propofol group: propofol 

treatment is performed only during reperfusion after 4 h global cold 

ischemia, both group: ischemic preconditioning and propofol treatment 

are performed before and after 4 h global cold ischemia, 

respectively.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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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군은 165초, propofol 군은 167.5초, both 군은 157.5초로 

CONTROL 군의 605초에 비하여 짧은 시간에 부정맥이 소

실되었다(Fig. 5).

    관상동맥 관류량

  허혈 전 관상동맥 관류량은 control 20.4 ± 1.2 ml/min, 

IPC 21.0 ± 1.2 ml/min, propofol 19.9 ± 1.0 ml/min, both 

19.4 ± 0.8 ml/min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bradykinin 

0.001 nM에 의한 허혈 전 관상동맥 관류량 증가는 각각 

control 군은 3.3 ± 0.61 ml/min, IPC 군은 2.9 ± 0.73 

ml/min, propofol 군은 3.1 ± 0.75 ml/min, both 군은 3.0 ± 

0.52 ml/min으로 각 군간 통계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허혈 후 관상동맥 관류량은 control 8.5 ± 0.9 ml/min, IPC 

11.0 ± 1.0 ml/min, propofol 9.6 ± 0.5 ml/min, both 9.9 ± 

0.9 ml/min으로 허혈 전에 비해 감소하 으나 군간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Bradykinin 0.001 nM에 의한 관류

량의 증가는 각각 IPC 군은 2.2 ± 0.25 ml/min, propofol 군

은 1.8 ± 0.34 ml/min, both 군은 2.0 ± 0.23 ml/min으로 허

혈 전에 비해서는 감소되었으나 control 군의 1.0 ± 0.30 ml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ig. 6).

고      찰

  심근의 허혈 및 재관류손상은 가역적인 심근의 기능장애

로 정의하는 심근 기절(myocardial stunning)에서부터 비가역

적인 심근경색까지 다양한 임상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인위적인 허혈-재관류 과정으로는 체외순환이 필요한 개심

술 및 심장이식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심장이식의 경우 공

여심장의 운반 시 지속적인 차가운 허혈에 심장이 노출되

게 되고, 이러한 허혈손상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존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데21-23) 일반적으로 4oC의 

보존용액에서 4-6시간이 적절한 보존시간으로 되어 있

다.24) 허혈-재관류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장의 기능 변화는 

허혈손상 뿐만 아니라 재관류손상에 의해서도 일어나게 되

는데25,26) 그 기전은 산소 유리기에 의하거나 칼슘이온의 과

부하에 의한 것, 심근의 흥분-수축과정의 비정상적인 반응

에 의한 것 혹은 혈소판, 다형핵 중성구가 관여한다는 것 

등이 알려져 있다.26-28)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 재관류손상

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Dobsak 

등은29,30) 산소자유기의 관련성으로 인해 산소자유기 제거기

의 투여로 산화성 스트레스(oxidative stress)를 중화시킴으로

써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 다. 

  허혈 후 재관류손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장기간의 

허혈 전에 짧은 기간의 허혈과 관류를 반복하는 허혈성 전

처치를 시도할 수 있는데, 이러한 허혈성 전처치는 짧은 시

간의 허혈이나 heat shock, 또는 약제에 의하여 이후에 발생

하게 되는 상당기간의 허혈에 대하여 심근이 내성을 가지

게 하여 심근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현상이며, 그 기전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adenosine, bradykinin, norepinephrine, 아

산화질소 등이 신호로 작용하고, G-단백, protein kinase C 

등의 신호 확장을 거쳐 KATP 통로, heat shock protein, 항산

화효소 등의 효과기를 통해 보호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9,31,32) 허혈성 전처치의 경우 가장 적절한 허혈 시간과 

반복 횟수는 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여러 문헌을 검토한 후 본 실험 

모델에 적합한 Novalija 등의33) 연구에서 사용하 던 2분 허

혈, 5분 관류, 2분 허혈, 6분 관류를 실시하는 방법을 채택

하 다. 

  정맥마취제인 propofol은 최근 심장수술 마취에서 그 사용

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내인성 항산화제인 비타민 E (α- 

tocopherol)와 유사한 구조로 자유산소유리기의 청소기로 작

용하여,11) 세포막의 성분인 지질과 단백질의 과산화를 억제

함으로써 과산화에 의한 세포막의 투과성 증가로 인한 세

포 손상을 막아준다.34,35) 이와는 달리 Mikawa 등은36) pro-

pofol의 허혈 후 재관류손상의 심근보호효과는 다형핵 중성

구의 기능을 억제하는데서 비롯된다고 하 고, propofol이 

지질막에 축적되어 막구조를 변형시킴으로써 다형핵중성구

의 반응성 산소기 생성을 억제하여 나타나는 효과라고 하

다. 이밖에 L-형 칼슘통로를 억제하여 세포내 칼슘축적을 

방해함으로써 허혈 후 재관류손상을 감소시키거나37,38) 미토

콘드리아 투과성전이(mitochondrial permeability transition, MPT)

의 개방을 억제하여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보존시킴으로

써 보호효과를 나타낸다.18)

  Propofol은 농도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며39) 임상적

으로 사용되는 propofol의 혈장농도는 대략 0.7-20μg/ml로38) 

알려져 있으나 97-99%가 단백질과 결합하므로40) 실제 효

과가 나타나는 자유약물의 농도는 0.006-0.544μg/ml이다.4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propofol의 농도(2μM, 0.35μg/ml)

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농도이다. 

  허혈은 관상동맥내피세포에도 손상을 주어 확장되는 반

응정도를 감소시켜 관상동맥 관류량이 감소한다고 보고되

어 있고42,43) 그 정도에 따라 재관류 시 부정맥과 심실세동

의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한다.44) 이에 대해 Javadov 등은18) 

propofol의 심근보호 효과가 허혈 후 관상동맥 관류량의 회

복과 관련이 있다고 하 으며, Richard 등과2) DeFily 등은3) 

허혈성 전처치가 관상동맥 혈관긴장도의 유지 및 허혈에 

대한 관상동맥의 혈관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 

또한 허혈성 전처치는 국소적 허혈 후 재관류 시에도 관상

동맥에 일차적인 손상과 함께 그에 따른 이차적 손상도 보

호해 준다고 한다.4)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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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한 bradykinin의 경우 내인성 혈관확장제로 관상동맥 

β2 수용체를 통해 내피혈관세포에서 NO 생성을 촉진하여 

혈관 확장을 일으키는데,19) 허혈과 재관류에 의해 관상동맥 

내피세포의 손상이 유발되고 손상정도에 따라 NO 생성이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화 후 bradykinin을 투여

하여 15분간 발생하는 관상동맥의 관류량의 증가량을 대조

치로 삼고 허혈 후 재관류 60분 후에 다시 bradykinin을 투

여하여 관상동맥의 관류량의 증가량을 측정하여 대조치와 

비교, 관상동맥 내피세포의 손상정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 bradykinin에 대한 관류량의 변화를 보면 

허혈 전 모든 실험군에서 3 ml/min 정도의 증가를 나타냈고 

허혈 후에는 IPC, propofol, both 군에서 허혈 전보다 관류량

의 증가정도가 적었으나 대조군과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며 관상동맥 내피세포 손상정도가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

음을 보여준다. Bradykinin 자체가 전처치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가 있지만45) 모든 군에 똑같이 투여하여 결과에 미치는 

향이 동일하도록 하 다. 그러나 bradykinin에 의한 효과

를 배제하기 위해 bradykinin을 제외한 추가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혈성 전처치와 propofol은 

서로 다른 기전을 통하여 심근보호효과를 나타내므로 본 

연구에서는 허혈성 전처치와 propofol을 동시에 시행하 을 

때 심근기능의 장애를 개선시키는 데 부가적인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가정하 다. 그러나 허혈성 전처치 및 재관류 시

기에 투여된 propofol 각각에 의해서는 심근의 기능장애가 

개선되었지만 propofol과 허혈성 전처치를 동시에 시행하

을 경우에 부가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Ebel 등은17) 

propofol의 심근보호효과를 관찰한 실험에서 용량-반응을 관

찰한 결과 1μg/ml 농도 이하에서는 산소자유기 제거제로서 

작용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propofol의 심근보호 효과 또한 산소 자유기 제거

제로서 보다는 칼슘 축적 억제와 같은 허혈성 전처치와 일

부 같은 경로로 심근보호 효과를 나타냈을 수 있다. 따라서 

부가적인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재관류 시기에 생성되

는 산소자유기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높은 농도의 propofol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Kokita 등은16) 15분간의 따뜻한 허

혈 시 재관류기에 propofol을 투여한 경우에만 심근보호 효

과를 보고하고 있고 냉허혈 시 propofol 투여는 이전의 연구

에서 허혈 전후에 투여함으로써 심근보호 효과에 상반된 

결과를18,46) 나타냈다. 그러나 장시간의 냉허혈 시 propofol을 

재관류기에만 투여하여 효과를 관찰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propofol을 허혈 후 재관류기에만 투여하여 허혈

성 전처치와 같은 정도의 심근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허혈성 전처치 및 재관류 시 propofol의 투여로 나

타난 심근의 기능적 회복은 장시간의 냉허혈이 필요한 심

장 수술에 있어 임상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심장이식 수술

시 공여심장은 2-8oC의 온도에서 4시간정도 보관되어야 

하므로47,48) 본 실험의 결과는 공여심장의 보호에 있어서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공여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허혈

성 전처치를 시행하려면 공여자에게서 심장을 떼어낼 때 

체외순환이 필요하여 시간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47,49) 

허혈성 전처치 대신 같은 경로로 작용하는 전처치 효과를 

지닌 약물들의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흰쥐의 적출심장에서 Langendorff 장치를 이

용한 4시간의 냉허혈과 재관류 시 허혈성 전처치와 propofol

을 투여하여 각각 심근의 기능장애를 개선시키고, 경색크기 

및 재관류 시 부정맥의 지속시간을 줄여주었으나 동시에 

처치할 경우 부가적인 효과가 없었다. 또한 bradykinin을 투

여하고 관상동맥 관류량의 변화를 관찰한바 각각의 처치 

후 대조군에 비해 관상동맥 내피세포의 손상은 적은 것으

로 평가되었으나 부가적인 효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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