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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술을 받는 환자 중 수술 부위 감염 예방이나 염증성 

심내막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이나 수술 중에 항생제

를 투여 받거나, 또는 수술 전부터 치료받던 항생제를 수술 

중 및 후까지 지속적으로 투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많

이 있다.1)

  수술 전후에 사용하는 항생제의 가장 중요한 부작용 중

의 하나는 항생제 자체가 신경근 차단 작용을 일으키거나 

또는 근이완제와 상호작용하여 신경근 차단 효과를 증강시

키는 것이다.2)

  항생제 중 모든 aminoglycoside 계를 포함하여, lincomycin, 

tetracyclin 계, polymixine 계, clindamycin 등은 근이완제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근이완제 작용을 증강시키고,3,4) cephalo-

sporin계와 penicilline계는 근이완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Vancomycin은 그람양성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방해하여 

세균을 죽이는 glycopeptide계 항생제로서 메티실린에 내성

을 갖은 황색 포도알균(Methicillin Resistance Staphylococcus 

Aureus, MRSA) 감염과 penicillins나 cephalosporins에 알레르

기가 있는 심내막염 치료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치과 시술이나 판막성 심장질환 환자에서 세균성 심내막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MRSA 감염에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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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료제로서 인공삽입물을 시술하는 심장수술과 정형외

과 수술, 뇌실복강지름길(ventriculoperitoneal shunt)과 같은 뇌

수술 시 예방적 치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6)

  Vancomycin의 근이완제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van-

comycin이 vecuronium의 신경근 차단을 증강시켰다는 보고

와7) succinylcholin에 의한 근이완이 회복되고 호흡도 정상으

로 돌아온 뒤 회복실에서 vancomycin을 정주한 후 호흡정지

가 발생한 보고가 있었다.8) 그러나 이 두 개의 증례 보고를 

제외하고는 vancomycin의 근이완 작용이나 근이완제에 대한 

연구 보고가 아직까지 없어 어떤 향을 일으키는지를 잘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저자는 vancomycin이 근이완제와 상호작용을 일으

킬 수 있다는 가정을 한 후, 현재 임상마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인 vecuronium, rocuroni-

um, atracurium에 대한 vancomycin의 향을 규명하고자 흰쥐 

횡격막 신경근 표본을 이용하여 알아보기로 하 다.

대상 및 방법

    대상 동물 및 신경근 표본

  체중이 150-200 g인 수컷의 흰쥐(Sprague-Dawley rat)의 

복강 내로 2.5% thiopental sodium 0.5-1.0 ml를 주사하여 

마취시킨 후, 횡격막신경근(phrenic nerve-hemidiaphragm) 표

본을 절제하여 Kreb 용액이 담겨 있는 배양접시에서 불필

요한 조직을 분리시켰다.

  전극이 부착된 실험조 내의 고정 장치에 표본의 늑골 부

위(costal margin)를 고정하고 횡격신경은 전극에 고정하

다. 고리(hook)를 이용하여 표본의 건측(tendinous portion)을 

역변환기(Force displacement transducer, Grass FT03, Grass 

Inc., USA)에 연결하고 2 g의 전부하를 가하 다. 실험 기간 

동안 100 ml의 Kreb 용액이 담겨 있는 실험조 내의 pH를 

7.4로 유지하기 위해 5% CO2와 95% O2로 기포화시켰고 온

도는 수조를 이용해 32oC로 유지시켰다. 

  사용된 Kreb 용액의 조성은 NaCl 118 mM, KCl 5.0 mM, 

CaCl2 2.5 mM, NaHCO3 30.0 mM, KH2PO4 1.0 mM, MgSO4 

1.0 mM 그리고 포도당 11 mM이었다.

    신경 자극 및 근 연축 반응

  신경 자극기(Grass S88, Grass Inc., USA)와 isolation unit 

(SIU 5B, Grass Inc., USA)를 통해 0.2 msec square wave, 0.1 

Hz의 극대자극(supramaximal stimuli)을 횡격신경에 가하여 

나타나는 횡격막근육의 연축반응(twitch response)을 역변환기

를 통해 PowerLab system (AD Instruments Pty Ltd, Australia)

으로 기록하 다. 근이완 반응의 효과는 약물 투여 전 연축

높이(대조치)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사용 약물

  실험에 사용된 약제는 vancomycin(씨제이, 한국), vecuronium 

(한화제약, 한국), rocuronium(한화제약, 한국) 및 atracurium(명

문제약, 한국)이었다.

    용량 반응

  Vecuronium, rocuronium, atracurium 및 vancomycin의 농

도 반응: 단일연축자극(single twitch stimulation)에 의한 연축 

반응이 한 시간 이상 안정된 후, vecuronium 0.5μg/ml, rocu-

ronium 1μg/ml, atracurium 2μg/ml 또는 vancomycin 10μg/ 

ml을 각각 투여한 후 연축 반응이 5회 이상 변하지 않을 

때 vecuronium 0.25μg/ml, rocuronium 0.5μg/ml, atracurium 1

μg/ml 또는 vancomycin 10μg/ml씩 추가 용량을 누적 투여

하는 방법으로 연축높이(twitch height)의 변화를 측정하 다. 

  Vancomycin을 전처치한 후에 나타난 vecuronium, rocu-

ronium 및 atracurium의 농도반응: 단일연축자극에 의한 연

축 반응이 한 시간 이상 안정된 후, 치료 용량인 vancomycin 

20μg/ml을 전처치하고, 10분 후 vecuronium 0.5μg/ml, rocuro-

nium 1μg/ml 및 atracurium 2μg/ml을 각각 투여하여 연축 높

이가 5회 이상 변하지 않을 때 vecuronium 0.25μg/ml, rocu-

ronium 0.5μg/ml 또는 atracurium 1μg/ml씩 추가 용량을 누적 

투여하는 방법으로 연축높이의 변화를 측정하 다.

  연축높이를 50% 및 95% 억제시키는 용량(EC50과 EC95)

의 계산: 각 표본에서 얻은 용량에 따른 연축높이의 억제율

을 S자형 Emax 모델에 적용하여 회귀곡선을 그린 다음 회귀

곡선에서 얻은 변수들을 (y = y0 - [Emax × x
r]/[EC50

r + 

xr], Emax; maximum effect)에 대입하여 EC50과 EC95 (effective 

concentration of 50 and 95% depression of twitch height)를 구

하 다.

    통계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

었다. Vecuronium, rocuronium 및 atracurium 단독투여 시와 

vancomycin 20μg/ml을 전처치한 후에 투여한 vecuronium, 

rocuronium 및 atracurium의 EC50 및 EC95의 비교는 SPSS 10.0 

(SPSS Inc, USA)를 이용하여 Mann-Whitney U test로 비교하

고 P ＜ 0.05일 때 의의 있는 것으로 판정하 다.

결      과 

    Vecuronium, rocuronium, atracurium 및 vancomycin의 

농도 반응

  Vecuronium, rocuronium, 그리고 atracurium의 EC50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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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μg/ml, 2.07μg/ml 그리고 4.43μg/ml 으며, vecuronium, 

rocuronium, 그리고 atracurium의 EC95은 각각 2.30μg/ml, 

3.21μg/ml, 그리고 10.43μg/ml이었다(Table 1). Vancomycin은 

10μg/ml부터 200μg/ml까지 투여하 으나 연축높이의 억제

가 일어나지 않았다.

    Vancomycin 20μg/ml으로 전처치한 후에 나타난 vecu-

ronium, rocuronium 및 atracurium의 농도 반응

  Vancomycin 20μg/ml으로 전처치한 후에 나타난 vecuro-

nium과 rocuronium의 EC50은 각각 1.31μg/ml과 2.47μg/ml이

고, EC95은 각각 2.31μg/ml과 3.57μg/ml로서, 단독 투여한 

경우와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Fig. 1, 2). 

그러나 vancomycin 20μg/ml로 전처치한 후에 나타난 atra-

curium의 EC50과 EC95은 각각 3.76μg/ml과 7.63μg/ml로서, 

단독 투여한 경우보다 15%와 27% 의의 있게 낮게 나타났

다(P ＜ 0.05, Table 1, Fig. 3).

고      찰 

  원내감염은 의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회적 문제이며, 

수술부위 감염은 원내감염의 두 번째 원인으로 clean 수술

Fig. 1. Concentration response curves for vecuronium without (•) or 

with pretreatment of vancomycin 20μg/ml (○). Each point presents 

mean ± SD.

Table 1. The Effective Concentrations (μg/ml) of Vecuronium, Rocu-
ronium, Atracurium without or with Pretreatment of Vancomycin 20
μg/ml to Depress the Twitch Height in Isolated Phrenic Nerve-Hemi-
diaphragm Preparation of the Rat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EC50 EC9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ecuronium

Without pretreatment (n = 8) 1.32 ± 0.27  2.30 ± 0.47

With pretreatment (n = 8) 1.31 ± 0.31  2.31 ± 0.31

Rocuronium

Without pretreatment (n = 14) 2.07 ± 0.34  3.21 ± 0.46

With pretreatment (n = 14) 2.47 ± 0.65  3.57 ± 0.85

Atracurium

Without pretreatment (n = 11) 4.43 ± 0.98 10.43 ± 4.12

With pretreatment (n = 13) 3.76 ± 0.84*  7.63 ± 2.8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EC50 and EC95: effective concentration of 

50% and 95% to depress the twitch height. *: P ＜ 0.05 vs without 

pretreatment.

Fig. 2. Concentration response curves for rocuronium without (•) or 

with pretreatment of vancomycin 20μg/ml (○). Each point presents 

mean ± SD.

Fig. 3. Concentration response curves for atracurium without (•) or 

with pretreatment of vancomycin 20μg/ml (○). Vancomycin signif-

icantly reduced EC50 and EC95 of atracurium and resulted in left- 

shifting of concentration response curve of atracurium. Each point pres-

ents mean ± SD. *: P ＜ 0.05 vs atracurium without pretreatment 

of vanco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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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 환자에서 2-5%, 복강 내 수술을 받는 환자는 20%

까지 발생한다. 수술 부위가 감염이 되면 중환자실에 입원

할 경우가 많아지고, 병원에 재입원할 확률이 증가되어 의

료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사망률도 2배 이상 증가하게 된

다.9) 따라서 수술 부위 감염을 예방하여 유병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술 전에 예방적인 항생제 투여가 필

요하며, 심장수술, 혈관수술, 정형외과 수술, 직장결장수술, 

복강내수술, 산과 및 부인과수술, 뇌수술 등에서 예방적 치

료를 시행한다.1) 항생제가 체액이나 혈액 내 균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 되도록 치료용량을 피부를 절개하기 전 

1-2시간 이내에 투여하고 수술시간이 항생제 반감기의 2배 

이상이 경과할 때마다 재투여를 하며 수술 종료 24시간 후

에 투여를 중지한다. 다만 심장, 흉곽 수술 시에는 수술 후 

2일까지 투여한다.9,10) 항생제 선택은 수술에 따라 다르나, 일

차적으로 cephalosporin계를 선택한다. 이것은 부작용이 적으

면서 모든 수술 역에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1) Vancomycin은 심장수술이나 정형외과 수술

시, MRSA 감염 환자나 β-lactam-resistant 균 또는 β-lactam 

항생제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서 예방적 치료로 많

이 사용하고 있다.1,6,9,10)

  마취과 의사에게 있어서, 수술 전후에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의 가장 중요한 부작용 중 하나는 근이완

제와 상호작용을 하여 신경근 차단 작용을 증강시키는 것

이다.1)   

  항생제의 신경근 차단에 대한 작용은 1956년 Pridgen이11) 

ether 마취 중에 복강 내 neomycin 세척 후에 발생한 호흡마

비를 보고하면서 처음으로 알려졌고, 1963년 Emery는12) 

neomycin이 근이완제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근이완 작용을 

증강시킨다고 보고하 다. 1970년 Pittinger 등이13) 항생제 

투여에 의해 신경근 차단이 일어난 111명의 증례를 분석한 

결과 neomycin, streptomycin, dihydrostreptomycin, kanamycin, 

colistin, polymixin B, tetracycline 등이 연관되어 있었고, 이 

중 10명이 근이완 발생에 의해 사망하여 사망률이 9%에 달

한다고 하 다. 그리고 이 항생제들은 근이완제보다는 효능

이 약하지만 신경근 차단 작용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

우 근이완제의 작용을 증강시켜 심각한 근이완을 발생시켰

다고 하 다.

  항생제가 신경근 차단을 일으키거나 근이완제와 상호작

용을 일으키는 기전은 항생제 종류에 따라 다르며, 접합전

막에서 칼슘유입을 억제하여 아세틸콜린 유출의 억제, 접합

후막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 차단이나 이들 수용체의 감수

성을 감소시키고, 또는 근육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다.2,3,14-16) 

  근이완 작용을 일으키는 항생제로는 모든 aminoglycoside계

를 포함하여, lincomycin, tetracyclin, polymixine, clindamycin 등

이 있고,3,4,17) cephalosporin계와 penicilline계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2,5)

  Vancomycin의 근이완 작용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본 연

구에서 10μg/ml부터 시작하여 독성을 나타내는 농도인 80 

μg/ml를 넘어 200μg/ml까지 투여하여 보았으나 연축 높이

의 억제가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vancomycin 자체는 

신경근 차단 작용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Vancomycin의 권장 혈중농도에 대해서 20-30μg/ml을 이

상적으로 보고 있고,6) Gemmell 등은18) 15-20μg/ml를 권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근이완제와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데 

사용한 치료농도는 20μg/ml을 선택하여 사용하 고, 치료용

량인 vancomycin 20μg/ml은 vecuronium과 rocuronium의 근이

완 작용에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atracurium의 근이완 작

용은 의의 있게 강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상호작용이 근이완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이유

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atracurium은 benzy-

lisoquinolin 유도체이고 vecuronium과 rocuronium은 aminoste-

roid 유도체로서 서로 다른 계열의 화합물이기 때문에, 단정

할 수 없으나 vancomycin이 이들의 신경근 전달과정에 미치

는 작용이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Dupuis 등도19) 44명의 환자에서 aminoglycoside 계인 gen-

tamicin과 tobramycin을 치료용량으로 전투여한 후 atracurium

과 vecuronium의 근이완작용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전향적으

로 연구를 한 결과, 이 항생제들이 vecuronium의 근이완 작

용기간은 의의 있게 증가시킨 반면에 atracurium의 근이완 

작용에는 향을 일으키지 않아 상호작용이 다르게 나타났

다고 하 다. 

  차후에 benzylisoquinolin 유도체와 aminosteroid 유도체가 

vancomycin과 다른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원인을 규명하는 연

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Huang 등은7) vecuronium으로 인한 근이완 상태에서 

사연속자극(train of four stimulation) 중 첫 번째 반응의 높이

(T1)가 35%로 회복하고 있을 때, 외과의사 요청에 의해 van-

comycin을 천천히 정주하자 T1이 10% 이하로 감소하 고, 

vancomycin 정주가 끝난 후 3분부터 T1이 회복되기 시작하

으나 anticholinesterase에 의해 길항이 잘 안되고 근회복이 

지연된 증례를 보고하 다. 이렇게 vecuronium의 근이완이 강

화된 것은 vancomycin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서, vanco-

mycin이 근육조직뿐만 아니라 신경근 접합부에 작용하여 신

경근 차단에 관여하여 온 것으로 설명하 다. 그리고 이때 

측정한 vancomycin의 혈중농도는 70μg/ml로서 높은 농도

으나, vancomycin 정주 시 최고 혈중농도가 이 정도까지 일시

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에 임상적인 투

여 용량에서도 vancomycin이 근이완제의 신경근 차단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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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 깊은 감시가 필요하다

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Huang 등의7) 보고와는 다르게 vancomycin

이 vecuronium의 신경근 차단을 증강시키지 않았다. 이와 같

이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인간

과 흰쥐 사이의 종간의 차이 또는 시험관 실험과 생체 내 

실험 간의 차이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14,19,20,21)

  또한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은 vancomycin이 atracurium의 

용량반응 곡선을 좌측으로 의의 있게 이동시켰으나, rocuro-

nium의 용량반응곡선은 통계학적인 의의 없이 우측으로 이

동시켰다는 점이다. 혈중 농도도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한 

요소로 작용하므로,22) 고용량의 vancomycin을 사용하 다면 

rocuronium의 용량반응 곡선의 우측 이동이 어떤 결과로 나

왔을지 아쉬움이 남았다. 차후 고농도의 vancomycin이 

rocuronium의 근이완 반응에 미치는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수술 후 잠재 신경근 차단은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의 하나로서, pancuronium과 같은 작용기간이 긴 근이완

제를 사용하 을 경우 vecuronium이나 atracurium과 같은 작용

기간이 비교적 짧은 근이완제를 사용하 을 경우보다 수술 

후 잠재 신경근 차단의 발생빈도가 높다.23,24) 현재는 작용시

간이 비교적 짧은 vecuronium, atracurium, rocuronium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수술 중에 사용하는 많은 약제들이 근이완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항생제도 수술 후 호흡부전을 일으키

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25)

  따라서 마취 시 비탈분극성 근이완제 사용 후 회복이 예

상외로 지연될 경우, 항생제 투여 후 근이완의 심도가 더 

깊어졌을 경우, 항생제를 함께 사용한 후 anticholinesterase로  

근이완 반전이 잘 안될 경우, 항생제 투여 후 근이완 재현

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항생제와 근이완제 간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원인을 추적하여 그에 상응

하는 적절한 대비와 치료를 하여야 한다.2)

  결론적으로 본 실험 연구에서는 vancomycin 자체는 신경

근 차단작용을 나타내지 않고, vecuronium과 rocuronium의 

신경근 차단작용에 대해서도 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vancomycin은 atracurium의 신경근 차단작용은 의의 있게 강

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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