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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Propofol은 작용 발현이 빠르고, 작용시간이 짧으며, 배출

이 빠르게 되는 특성을 가진 정맥마취제로서 전신마취의

유도제 혹은 전신마취의 유지를 위해 단독 또는 다른 마취

제와 병행 투여하는 방법 등으로 임상에서 그 사용이 증가

하고 있는 마취제이다.
1)
또한 중환자들의 진정을 위한 목적

으로 혹은 각종 시술이나 검사를 위한 간단한 외래마취 시

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마취제이다. Propofol을 이용한

마취유도 시에 종종 심한 동맥압 저하가
2)
야기되는데 이는

심박출량의 저하와
3)
전신 혈관 저항의 감소에

4)
인한 것으

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임상적으로는 propofol을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도 사용하게 되는데
5)
이 경우 propofol 약제에

의한 심혈관기능의 저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Propofol의 사용이 임상에서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이

러한 propofol의 심혈관계에 대한 억제 작용의 정확한 기전

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 보고가 있었는데 propofol이 관

상동맥,
6,7)
뇌혈관,

6,8)
장간막혈관

6,9)
등의 몇몇 부위의 전신

혈관계에서 직접적인 혈관이완을 나타낸다고 하 다. 하지

만 propofol의 혈관이완작용에 대한 정확한 기전은 아직 밝

혀지지 않고 있다.

수용체 길항제인 phenylephrine 등에 의해 혈관평활근이

수축을 하게 되는 기전은, 세포외액에 calcium이 정상적으로

존재할 때 전압작동성 칼슘채널 혹은 수용체 작동성 칼슘

채널을 통한 칼슘의 세포 내로의 유입 증가,
10)
세포 내에서

의 저장 칼슘의 유리 증가, myofilament의 칼슘에 대한 감수

성의 증가 등에
10,11)

의함으로 밝혀져 있다. 결국 혈관평활근

세포에서 칼슘의 이동이나 증감이 혈관평활근의 수축이나

이완반응에 결정적으로 향을 미치는 인자이므로 마취제

Effects of Propofol on Phenylephrine Induced Vascular Smooth Muscle Contraction in Rat Thoracic Ao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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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ropofol decreases arterial blood pressure. This has been ascribed to vasodilation and decreased cardiac output

occuring separately or in combination. The goal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ssess the effects of propofol on the phenylephrine

induced vasoconstriction in rat thoracic aortic rings.

Methods: All aortic rings were removed endothelium and isometric tension was recorded under a resting tension of 3 g.

Isolated aortic rings were precontracted with phenylephrine (0.3μM) and propofol (1 to 100μM) was added cumulatively. We

induced the phenylephrine preconstriction after treatment of verapamil 10μM in the other vascular rings.

Results: Propofol (1 to 100μM) attenuated phenylephrine (0.3μM) induced preconstriction dose-dependently. The administration

of propofol (1 and 10μM) did not change the tonic constriction. The contractile response were significantly attenuated in verapamil

pretreated rings but propofol did not affect on constriction in all dose range.

Conclusions: Propofol attenuated phenylephrine precontracted rat thoracic aortic rings with inhibition of Ca
2+
movement through

the L-type calcium channel in the sarcolemmal membrane. (Korean J Anesthesiol 2007; 52: 1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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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칼슘이 세포 내에서의 역학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것이 propofol의 혈관평활근에서의 향을 규명

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Propofol

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in vitro 실험에서 내피세포를

제거한 동맥평활근을 염화 칼륨이나 phenylephrine으로 수축

시킨 후 propofol을 투여했을 때 직접적인 혈관이완을 일으

켰고, 칼슘 의존성 수축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propofol이

혈관평활근에 직접적인 혈관 이완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

고 이는 propofol이 혈관평활근 수축에 필요한 칼슘의 유리

를 방해함으로써 혈관평활근 이완을 일으킴을 암시하

다.
12)
더 나아가서 propofol은 혈관평활근에서 전압 의존성

L-형 칼슘통로를 통한 칼슘의 유입을 차단 내지는 억제하여

혈관이완을 일으킨다고 보고하 다.
13)
그러나 혈관평활근의

수축이 앞에서 열거한 몇몇 기전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

어짐을 감안할 때 propofol이 전압작동성 칼슘채널 이외에

다른 기전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아직까

지 완전하게 알려져 있지 않는 propofol의 혈관평활근에서의

작용기전 규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저자들은

흰쥐 흉부 대동맥 평활근에서 수용체 길항제인 phenyl-

ephrine에 의한 혈관 수축반응에서 L형 칼슘통로를 차단한

후의 propofol에 의한 혈관 반응을 관찰하여 이미 알려진

propofol의 L-형 칼슘통로 억제효과 이외의 기전에 대해 규

명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실험 동물로는 체중 300-350 gm인 Sprague-Dawley 수컷

흰쥐 47마리를 사용하 으며, sodium pentobarbital 50 mg/kg

를 복강 내 주사하여 마취시킨 다음 쥐의 복부 정중선을

따라 절개한 후 하행 대동맥을 절단하여 사혈을 시키고 흉

부 대동맥을 조심스럽게 적출하여 즉시 차가운 Krebs- He-

nseleit 양액에 넣었다. Krebs-Henseleit 양액은 NaCl

118.0, KCl 4.7, CaCl2 2.52, MgSO4 1.64, NaHCO3 24.88,

KH2PO4 1.18, glucose 5.55 및 Na-Pyruvate 2.0 mM/L로서 조

성하 다. 적출한 조직은 Krebs-Henseleit 양액이 담긴 실

험접시에서 결체 조직을 제거한 후 3-4 mm의 혈관 고리

절편으로 잘랐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혈관 고리 절편은 내

피세포를 제거한 후 실험에 사용되었는데, 혈관 내피세포를

제거하기 위하여 혈관 고리 절편 내부를 표면이 거친 18 G

척추 천자 침을 삽입하여 몇 차례 회전시켰다. 이때 혈관평

활근이 손상 받지 않게 주의하 으며 혈관 내피세포의 제

거 유무는 혈관 장력실험 시에 acetylcholine 10μM 투여로

혈관 이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 다.

준비된 혈관 고리 절편을 Krebs-Henseleit 양액으로 채

운 20 ml 용량의 organ bath에 수직으로 양쪽 고리에 걸고

95% 산소와 5% 이산화탄소로 배합된 혼합가스를 공급하여

pH를 7.4 ± 0.05가 되도록 유지하 고 항온 수조를 통하여

bath의 온도는 37
o
C를 유지하도록 하 다. 삼각 스테인레스

철사로 연결하여 혈관 고리의 아래쪽은 bath의 pin에 고정

시키고 위쪽은 생리적 기록계(Grass Model 79E, Grass, Quincy,

Massachusetts USA)에 장력 측정 변환기(Grass FT O3C)로

등척성 수축 곡선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결하 다. 각 혈관

고리들은 10분 간격으로 장력을 0.5 g씩 증가시켜 적정 기

저 장력에 도달되게 하 다. 적정 기저 장력은 20 mM KCl

투여 시 가장 큰 수축반응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장력으로

결정하 는데, 이를 위한 기초 실험에서 본 실험에 사용된

혈관고리 절편의 크기에는 2.0 gm의 장력이 가장 적절하여

이것을 기저 장력으로 결정하고 전 실험에 적용하 다. 모

든 절편은 기저 장력에 도달한 후 organ bath 내에서 2시간

동안 평형 상태를 유지시켰으며 그 동안 매 30분마다 양

액을 교환하여 주었다. 기저 장력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흉부 대동맥 절편이 양액 내에서 완전히 평형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50 mM KCl을 투여하고 수축 반응을

기록하 다. 그 후 절편을 양액으로 2회 세척하고 30분을

기다린 후 혈관 장력이 기저 장력에 다시 도달하게 되면

phenylephrine 0.3μM을 투여하여 수축 반응을 유도하 다.

수축반응이 최고점에 도달하고 지속적인 상태가 되면 pro-

pofol을 각각 1μM, 10μM, 100μM의 용량으로 organ bath에

첨가하 다. Propofol은 lipid emulsion 희석액에 의한 혈관

장력에의 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순수 제재를 사용하 다.

Propofol의 혈관 장력 변화를 측정한 후 L-형 칼슘 통로의

차단에 의한 혈관 장력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같은 혈

관 절편에서 다시 기저 장력상태에 도달한 후 verapamil 10

μM을 전처치하고 15분을 기다린 후 phenylephrine 0.3μM

투여로 수축반응을 야기한 후 같은 용량의 propofol을 투여

하고 장력의 변화를 기록하 다.

또한 칼슘이 배제된 용액에서의 혈관 장력 측정 실험을

위하여 다른 혈관 절편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phenyl-

ephrine 0.3μM을 투여하여 수축반응을 얻고 이 수치를 기준

치로 정하 다. 다시 혈관 절편을 세척 후 기저 장력에 도달

한 후 양액을 칼슘이 없는 양액으로 교체를 하 다. 칼

슘이 배제된 양액은 Krebs-Henseleit 용액의 조성에서 칼슘

을 뺀 후 0.5 mM EGTA (ethylene glycol-bis[2-aminoethylether]-

N,N,N',N'-tetraacetic acid)를 첨가하여 만들었으며, 10분간 칼

슘제거 양액에서 대동맥 절편을 배양 후 phenylephrine 0.3

μM의 첨가로 수축반응을 야기하고 propofol 1μM과 10μM

을 각각 투여하 다. Propofol에 의한 혈관 반응이 평형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다시 Ca
2+
을 5 mM 투여하여 혈관 수축

반응을 유도하고 propofol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과 pro-

pofol을 투여한 군 간에 칼슘에 의한 혈관 수축반응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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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 다.

모든 시약은 시판되는 일급 시약을 사용하 는데, propofol

은 RBI (RBI, Natick, MA), acetylcholine chloride, phenyle-

phrine HCl, verapamil HCl은 시그마(Sigma Chemical, St. Louis,

MO)회사의 것을 사용하 다. Propofol은 dimethyl sulfoxide

(DMSO)에 녹인 후 증류수에 희석하여 사용하 고, vera-

pamil은 99.5% ethanol에 녹인 후 희석하여 사용하 다. Organ

bath 내에서 DMSO와 ethanol의 용량은 0.1% (v/v)이하로 본

혈관장력 측정 실험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각각의 측정치들은 평균 ± 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 통계

처리는, 군 내의 비교는 paired t-test, 각 군 간의 비교는

ANOVA 검정 후 Scheffe's F-test로 사후 검정하 으며 P값

이 0.05 이하일 때를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하 다.

결 과

Phenylephrine에 의한 혈관수축에 미치는 propofol의 향

을 보기 위하여 phenylephrine 0.3μM로 혈관수축을 유도 후

propofol 1μM, 10μM, 100μM을 각각 투여하 는데 각 군

에서 propofol에 의해 수축반응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이

러한 수축반응의 감소는 용량 의존적으로 감소되어, 10μM

의 propofol 투여 시의 수축반응은 phenylephrine 수축 반응

을 기준으로 60.8 ± 2.9%로 감소하 다(Fig. 1, 2).

세포막을 통한 칼슘의 이동에 propofol이 어떤 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henylephrine 0.3μM로 혈관 수축

Fig. 1. Representative traces of paired experiments for examining the

response to propofol of rat aortic smooth muscles, which were

precontracted by phenylephrine (arrow) 0.3μM with or without

pretreatment of verapamil (10μM). Pf = propofol. Propofol concen-

trations; A: 1μM, B: 10μM, C: 100μM.

Fig. 3. Original tracing demonstrating the effects of propofol on

thoracic aortic rings following phenylephrine (arrow, 0.3μM) pre-

constriction in the Ca
2+
-free solution. Phenylephrine induced biphasic

contraction and administration of propofol did not change its tension

but propofol attenuated Ca
2+
-induced contraction dose dependently. Pf:

propofol. Propofol concentration; A: 1μM, B: 10μM, C: 100μM.

Fig. 2. Effects of propofol on phenylephrine-induced preconstriction of

rat thoracic aortic ring with or without verapamil pretreatment (n =

7, each). Tension changes are expressed as a percent changes from

phenylephrine (PE, 0.3μM) preconstriction. Propofol attenuated (*: P ＜

0.05) PE-induced contraction in the propofol 10μM and 100μM

groups. In the verapamil pretreatment group, propofol did not change

the tension which induced by phenylephrine precon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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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기록하여 이를 수축반응 비교의 기준치로 하고 같

은 혈관 절편에서 칼슘이 배제된 양액에서의 혈관 수축

반응을 비교하 다. 평활근 절편을 칼슘을 제거한 양액에

서 10분간 배양 후 phenylephrine 0.3μM로 다시 혈관 수축

을 유도한 반응은 초기 위상형(phasic) 수축에 이은 강직성

(tonic) 수축현상의 이원화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Phenyleph-

rine의 대조군 수축반응에 비해 위상형 수축은 평균 21.8 ±

2.9%, 강직성 수축은 12.4 ± 0.6%의 수축 반응을 나타내었

다. 이어서 투여한 propofol 1μM과 10μM은 강직성 수축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용량에 따른 두 군에서의 차이

도 없었다. Propofol 반응이 평형을 이룬 후에 다시 칼슘을

5 mM 투여한 후 반응을 기록한 결과 propofol을 처치하지

않은 군은 수축력이 기준 수축 반응의 86.9 ± 2.4%로 회복

이 되었다. Propofol을 1μM과 10μM 투여한 군에서는

propofol을 처치하지 않은 군보다 수축력의 회복이 둔화되었

는데 각기 phenylephrine 기준 수축반응에 대해서 75.1 ±

3.7%와 41.1 ± 9.9%로 용량 의존적으로 감소하 으며 pro-

pofol 10μM군은 대조군과 비교해서 propofol 1μM 군에 비

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ig. 3, 4).

L-형 칼슘채널을 차단한 후의 혈관 수축반응을 비교하기

위하여 같은 대동맥 혈관 절편에서 L-형 칼슘 채널 차단제

인 verapamil을 10μM 처치 후 다시 phenylephrine에 의한 혈

관 수축반응을 유도하 는데 verapamil 전처치를 하지 않은

phenylephrine의 혈관수축 반응에 비하여 verapamil을 처치한

후의 phenylephrine에 대한 혈관 수축반응은 54.2 ± 5.3%로

verapamil을 처치하기 전의 혈관 수축반응에 비해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L-형 칼슘 채널 차단 후의 phenylephrine 수축 반응에 미

치는 propofol의 향을 관찰한 결과에서는 propofol 전 용량

범위에서 phenylephrine의 혈관 수축에 향을 나타내지 않았

다. 이는 verapamil 처치 전의 phenylephrine 수축 반응에 pro-

pofol이 용량 의존적으로 억제한 것과는 대조되었다(Fig. 1, 5).

Fig. 4. Effects of propofol on phenylephrine-induced preconstriction in

Ca
2+
-free solution (n = 6, each), and effects on adding Ca

2+
5 mM

in the same aortic rings. Results are expressed as % of phenylephrine

preconstriction which induced before applying Ca
2+
-free solution.

Adding propofol did not change its tension but attenuated Ca
2+
-

induced restoration of contraction in the propofol 10μM group (*: P

＜ 0.05).

Fig. 5. Effects of propofol on phenylephrine-induced preconstriction

before and after pretreatment of verapamil in the same rings. Tension

changes are expressed as the percent changes from phenylephrine (PE,

0.3μM) preconstriction. Propofol (10μM and 100μM) attenuated

phenylephrine-induced preconstriction (*: P ＜ 0.05). Phenylephrine

preconstriction after pretreatment of verapamil was attenuated (
†
: P ＜

0.05) compared to those before treatment of verapamil but propofol

did not change its tension. Propofol concentrations; A: 1μM, B: 10

μM, C: 100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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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황 외 3인：Propofol이 칼슘 변화에 따른 수축력에 미치는 향

고 찰

Phenylephrine과 같은 α-아드레날린성 수용체 길항제에 의

한 혈관의 수축반응의 기전에는 전압 작동성 혹은 수용체

작동성 칼슘채널을 통한 세포 외부로부터의 칼슘 유입의

증가와 세포 내 저장 칼슘의 유리 증가 및 혈관평활근의

칼슘에의 감수성 증가로 인함이 밝혀졌다.
10,11,14,15)

Propofol이

혈관평활근의 수축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몇몇 보고에서

는 propofol이 L-형 전압의존성 칼슘 채널을 통한 칼슘의 세

포 내로의 유입을 억제하여 혈관평활근 수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2,13)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칼슘이 배

제된 양액에서 phenylephrine 처치 후 다시 칼슘을 투여하

을 때 propofol이 칼슘 유입에 따른 평활근 수축을 용량

의존적으로 억제한 것으로 보아 propofol이 세포외부로부터

의 칼슘 유입을 억제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verapamil

처치 후의 phenylephrine에 의한 평활근 수축에 propofol이

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를 같이 생각해 볼 때, propofol이

평활근 수축 시 세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칼슘을 억제하

여 평활근 수축을 감소시키는데 그 한 기전으로 L-형 전압

의존성 칼슘 채널 억제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서 verapamil로 L-형 칼슘 채널을 차단한 후의 phenylephrine

수축반응에서는 propofol이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경우 주 칼슘통로로 남아 있게 되는 수용체 작동성 칼

슘 채널에는 propofol이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Xuan과 Glass가
13)
배양 동맥 평활근 세포에

서 endothelin-1에 의한 세포내 칼슘의 증가기전으로 propofol

이 L-형 칼슘 채널을 통한 세포 외부로부터의 칼슘의 유입

을 억제하지만 nicardipine 비의존성 채널과 세포 내에서의

칼슘 유리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propofol은 심근 세포나
16,17)

죽상 동맥 평활근의
7)

L-형 칼슘채널에도 억제작용을 가지나 뇌세포에서의 L-형

전압의존성 칼슘채널에는 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어,
18)
propofol의 L-형 전압의존성 칼슘채널에 대한 억제작용

은 심혈관계의 혈관평활근 내지는 심근세포에 상당히 한정

된 작용으로 보인다. 하지만 혈관평활근의 전압의존성칼슘

채널에는 L-형 이외에도 T형,
19,20)

R형
19,21)

등도 존재하고 있

고 이러한 채널들은 verapamil과 같은 칼슘길항제에 억제되

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비록 L-형 칼슘채널이 혈

관평활근에서의 칼슘유입에 주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더욱 세 한 연구를 위해서는 T형과 R형 칼슘채널

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임상에서 propofol을 환자에게 주입할 때 나타나는 동맥압

감소의 기전에는 전신 혈관 저항의 감소 뿐 아니라
22,23)

심

장 수축력의 감소
24)
혹은 교감신경계에 의한 혈관평활근 긴

장도의 감소
25,26)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하여 나타

날 것이다. 본 연구와 같은 적출 혈관 실험은, 혈압감소 등

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야기되는 신체의 생리

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propofol의 혈관에 대한 직접적인 효

과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방법으로 생각된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에서는 nitric oxide, prostacyclin, 내피세포 유

래 과탈분극인자 등이 분비되어 혈관평활근 이완을 조절하

므로
27,28)

이러한 혈관작동성 물질로부터의 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혈관 절편은 모두 내막 세포를

제거한 절편으로 실험에 이용하 으며 실험에 사용된 pro-

pofol은 원액을 희석하여 사용하 다. 많은 연구에서 상업용

의 propofol에 함유된 지방현탁액이 혈관의 수축이나 이완

실험의 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지

만,
6,29)
지방현탁액에 있는 불포화지방산은 혈관작동성 eico-

sanoids, 즉 PGI2 같은 혈관이완 eicosanoids
30)
혹은 thrombo-

xanes이나 leukotriens과 같은 혈관 수축물질을
31)
만들어내는

전구물질이므로 이러한 혈관 작동성 물질들이 생성되어 결

과에 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한 후 순수하게 propofol의

혈관평활근에 대한 향을 연구하기에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Phenylephrine에 의해 혈관평활근이 수축하는 기전으로는

phenylephrine이 α-아드레날린성 수용체를 흥분시키게 되는

데 이로 인하여 phospholipase C와 phospholipase A2가 작동

하게 된다.
32,33)

Phospholipase C의 작동은 diacylglycerol과

inositol 1,4,5-triphosphate (IP3)를
34)
연쇄적으로 가동하는데

IP3에 의해서는 세포 내에 저장된 칼슘이 유리되게 하여
35)

혈관 수축의 초기 반응을 유도하고 더 많은 칼슘을 세포외

부로부터 들어오게 하는 작용을 한다. 본 연구에서 칼슘이

배제된 양액에서 배양된 혈관 절편에서 phenylephrine으로

혈관 수축을 유도했을 때 초기에 나타나는 위상형 수축이

세포 내의 저장된 칼슘의 유리에 의한 수축반응으로 생각

된다. 또한 세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칼슘이 없이 강직성

수축이 지속되는 동안에 투여한 propofol은 수축반응에 아무

런 향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 결과를 propofol이 세포 내

의 저장 칼슘의 유리에 대한 향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에는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단지 Xuan과 Glass가
13)

대동맥 배양 평활근에서 propofol이 thapsigargin에 의해 유도

되는 세포 내의 저장 칼슘 유리에 향을 미치지 않은 것

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아 어느 정도는 이러한 결론의

유추에 도움이 되는 실험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칼슘이 배

제된 양액에서 phenylephrine에 의한 평활근 수축반응 후

다시 외부로부터 칼슘을 공급하 을 때에 유도된 수축반응

의 증가에는 세포막에 있는 칼슘 채널에 의해 칼슘의 유입

이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세포 내 칼슘의 고갈에 의한 세

포외부로부터의 칼슘 유입이 본 연구 모델에서도 작동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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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서 propofol에 의해 수축력

이 감소된 것은 propofol이 위에 열거한 여러 기전에 복합적

으로 작용했으리라 추정된다. 단지 본 연구에서는 thapsigar-

gin과 같은 SR Ca
2+
-ATPase inhibitor로 완전히 smooth

endoplasmic reticulum (SR)의 칼슘을 고갈시키지 않았기 때

문에 해석에 한계가 있지만 최근에 페동맥 평활근 세포에

서 propofol이 이러한 칼슘에 의한 칼슘의 세포 내 유입 증

가를 억제한다는 연구보고가
36)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

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한편 diacylglycerol의 가동에 의해서는 arachidonic acid가

생성된다.
37)
또 phenylephrine이 α-아드레날린성 수용체를

흥분시킴에 따라 야기되는 다른 한 결과로 phospholipase A2

가 생성되는데 이로 인해서도 arachidonic acid가 유리된다.
38,39)

Arachidonic acid는 cyclooxygenase에 의해 PGI2나 thromboxan

A2 혹은 다른 prostaglandin들을 만들게 된다. 특히 혈관평활

근에서는 PGI2가 cyclooxygenase에 의해 주로 만들어지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40)
결국 α-아드레날린성 수용체 길항제인

phenylephrine에 의해 혈관평활근에 PGI2의 생산도 증가하게

되는데 PGI2는 혈관평활근의 이완을 일으키는 주요 물질이

다.
38,39,41)

따라서 본 연구에서 phenylephrine에 의해 유도된

혈관 수축반응은 PGI2에 의한 혈관이완 반응이 상쇄된 후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propofol이 cyclooxygenase의 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된 것을
42)
고려하면 phenylephrine에

의한 혈관 수축반응 유도 전에 indomethacin과 같은 cycloo-

xygenase 길항제를 전처치했을 경우 본 연구의 결과보다

propofol의 혈관 이완 반응은 더욱 심화되어 나타났을 것으

로 생각된다. 특이하게는 이러한 propofol의 cyclooxygenase

역할에 대한 저해효과로 인해 폐혈관에서는 오히려 pheny-

lephrine 수축반응 후 propofol에 의해 수축이 더 증가됨을

연구한 보고도 있다.
42)
따라서 propofol의 혈관평활근에 미

치는 효과는 혈관의 부위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날 수 있

으며, 또한 cyclooxygenase 등의 전처치 유무에 따라서도 결

과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까지 혈관평활근에

대한 연구에서 propofol에 대한 효과가 다양하게 보고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사람에서 propofol을 마취의 유도 및 유지를 위한 임상 용

량에서의 혈장 농도는 10
-5
에서 10

-4
M로 보고되어 있고,

43)

또 다른 보고는 propofol은 고농도에서만 혈관수축 반응의

감소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44)
Propofol은 97-98%가 혈장

단백과 결합하므로
45)
propofol의 유리 혈장 내 농도는 10

-6

에서 10
-5
M로 대략적인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pro-

pofol의 혈장단백과의 결합이 주입 후 전격적으로 일어나지

는 않을 것으로 볼 때, 마취유도를 위한 propofol의 정맥 내

단독주입 후의 농도는 실제 평형상태가 되었을 경우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pro-

pofol 1μM과 10μM 사용군에 의한 결과는 임상적인 용량

과 부합이 되는 결과로 생각된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는

칼슘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마취의 유도나 진정 목적

으로 propofol을 주입하 을 경우 혈관에의 직접적인 향을

최소한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 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L-형 전압의존성

칼슘채널 이외의 여러 가능한 칼슘 유입 채널과 칼슘의 세

포 내 고갈에 의한 칼슘의 세포 외 유입 기전 등에 propofol

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더욱 세분화하지 못한 점에 대

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하겠다.

이상의 결과에서 propofol이 α-아드레날린성 수용체 길항

제인 phenylephrine에 의한 수축반응을 감소시키는 기전은

propofol이 세포막을 통한 칼슘의 이동을 억제하며 특히 수

용체 작동성 칼슘 채널보다는 L-형 전압의존성 칼슘채널을

현저하게 차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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