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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Magnesium sulfate (MgSO4) (제일제약, 한국)는 임상에서 자

간증,
1)
고혈압

2)
및 부정맥의

3,4)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

에는 심혈관계에서 마그네슘의 중요성이 커져서 관심이 증

가되고 있다. 마그네슘 결핍환자에서 상심실 및 심실 부정

맥의 발생이 빈번하고, 심실 부정맥이나 토사드 퐁(Torsade

de pointes)환자에게 마그네슘의 정맥 투여가 권고되고 있

다.
5)
선천적으로는 중요한 3개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후천적으로는 약제들(항생제,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이뇨

제 등), 전해질 불균형, 독소, 심한 서맥, 뇌출혈, 중풍, 심허

혈, 심한 자율신경 차단 및 에이즈에 의해 QT연장 증후군

(long QT syndrome)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지럼증에 이은

사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마그네슘의 투여가 필요하다.
6)

마그네슘의 정주는 혈장 콜린에스테라제의 활성도에는

향이 없으나,
7)
운동신경 말단부에서 아세칠콜린의 방출을

줄이고, 후접합부에서의 탈분극을 억제할 뿐 아니라, 근섬

유에도 직접 작용하여 근이완을 유발한다고 하고,
1)
succiny-

lcholine,
8)
d-tubocurarine,

9)
pancuronium

10)
및 vecuronium의

11,12)

근이완 효과를 연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간증의

치료에는 MgSO4를 70 mg/kg으로 대량 정주하여 혈청 마그

네슘 농도를 4-6 mEq/L로 유지하며,
11)
부정맥의 치료에는

MgSO4 8-16 mg/kg을
3)
소량 정주하여 혈청 마그네슘 농도

를 3.3 mEq/L로
3)
유지한다고 한다. 부정맥을 치료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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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Magnesium sulfate (MgSO4) has been used in the treatment of pre-eclampsia, hypertension and arrhythmia.

This study was been conducted to evaluate the potency and time course of rocuronium-induced neuromuscular block after prolonged

pretreatment with MgSO4 in rabbits.

Methods: Forty rabbi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groups; the control group: normal saline 0.1 ml/kg sq for 6 weeks;

and the study group: 50% MgSO4 60 mg/kg sq for 6 weeks. The dose-response relationships of rocuronium were studied during

thiopental anesthesia in twenty rabbits. Each group received rocuronium 40, 60 and 80μg/kg rocuronium, respectively, and the

time course of rocuronium, at 0.6 mg/kg, evaluated in the twenty rabbits in each group.

Results: The mean serum magnesium concentration were 2.3-2.6 and 3.3-3.9 mEq/L in the control and study groups,

respectively (P ＜ 0.001). The calculated ED50s for rocuronium were 52.7 and 61.2μg/kg in the control and study groups,

respectively (P ＜ 0.05). The times after rocuronium administration until the 95% twitch recovery were 49.3 and 34.8 min in

the control and study groups, respectively (P ＜ 0.05).

Conclusions: Rocuronium, following prolonged MgSO4 pretreatment had a decreased effect and short duration of action

compared with the control, for which increased doses of nondepolarizing muscle relaxants would be required to obtain a similar

effect. (Korean J Anesthesiol 2007; 52: 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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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장기간 투여하기도 하는데, Holzgartner 등은
13)
1,160명의

환자에게 MgSO4를 6주간 투여하여 82%에서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얻었고, 단지 1.6%에서만 부작용이 있었으며, 고혈

압도 함께 치료되었다고 하 다.

Rocuronium bromide (rocuronium) (Esmeron
Ⓡ
, Korean Orga-

non Inc, 한국)는 steroid형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로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보다 발

현시간이 현저하게 빠르고, vecuronium과 유사한 작용시간

을 갖는다.
14-16)

사전 정주한 마그네슘에 의해 rocuronium도

작용지속시간이 연장되고, 회복이 느려지나, 작용발현 시간

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 다.
17)

마그네슘과 근이완제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그네슘의 단시간 정주 후의 결과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임상실험에 비해 근이완제 평가에 향을 주는 요

소가 적은 동물실험에서 장기간 투여한 MgSO4에 의해

rocuronium의 근이완 효과가 어느 정도 향을 받는지 규명

코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 대한 동물실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체

중 2-3 kg의 숫토끼 40마리를 무순으로 20마리씩 2개군으

로 나누어 대조군에서는 생리식염수 0.1 ml/kg을 매일 실험

부위의 반대측 둔부에 6주간 피하주사하 고, 실험군에서는

50% MgSO4 60 mg/kg을 같은 방법으로 피하주사하 다. 매

번 약제를 투여하기 전에 토끼의 체중을 측정하여 약제의

용량을 결정하 으며, 약제 투여 전에 귀정맥에서 매 주일

마다 채혈하여 혈청 마그네슘 농도를 측정하 다.

모든 실험동물은 전처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ketamine

(케타라
Ⓡ
, 유한양행, 한국) 10-15 mg/kg을 피하 주사하여

마취를 유도한 후 귀정맥에 22 G 카테터로 천자하여 정맥

로를 확보하고 0.9% 생리식염수를 지속주입기(infusion pump,

STC 523, Terumo Co, Japan)를 이용하여 6 ml/kg/h의 속도로

유지시켰다. Thiopental sodium (펜토탈소디움
Ⓡ
, 중외제약,

한국) 5 mg/kg을 정맥주사한 후 기관절개를 실시하고, 기관

내 튜브(내경 2.5-3.0 mm)를 삽입하여 동물용 호흡기(SN-

480-5, Shinano Co, Japan)에 연결하 다. 일회 호흡량 25

ml/kg, 호흡수 30-35 breath/min, I：E (inspiration time：

expiration time) ratio를 1：2로 설정하여 ETCO2/SpO2 moni-

tor (CO2SMO
Ⓡ
, Novametrix Co, USA)를 이용하여 호기말 이

산화탄소분압이 35-45 mmHg로 유지되도록 조절호흡을 실

시하 으며, GEM-STAT
Ⓡ
gas analyser (Mallinckrodt Co,

USA)를 이용하여 간헐적으로 동맥혈 가스분석을 시행하

다. 지속적인 마취유지를 위해 thiopental sodium을 26 mg/kg/h

의 속도로 지속주입기를 이용하여 주입하 다.

실험동물의 체온은 온도조절기(Blanketrol II, 222, Cincin-

nati Sub-Zero Co, USA)와 발열등(heat lamp)을 사용하여 직

장온도가 38
o
C를 유지하도록 하 으며, 우측 총경동맥을 22

G 카테터로 도관한 후 지속적인 평균 동맥압 및 심전도의

지속적 관찰을 위하여 감시장치(SpaceLabs
Ⓡ
, 90603A

Ⓡ
, Spa-

ceLabs Co, USA)를 사용하 다.

신경근 표본을 얻기 위하여 전경골근(anterior tibial mu-

scle)을 경골에서 분리, 노출시켜 전경골근 원위부를 박리,

절단하여 3호 봉합사로 인대와 force displacement transducer

(45196A
Ⓡ
, San-ei Co, Japan)를 연결한 다음 생리기록장치

(Biophysiograph 7748
Ⓡ
, San-ei Co, Japan)에 연결하여 계속적

으로 근육연축의 크기를 기록할 수 있게 하 고, 동측의 대

퇴부와 경골의 원위부를 고정한 후 전경골근에 20 g의 휴

지기 장력을 전부하(preload)한 상태로 유지하 다.

총비골신경(common peroneal nerve)을 슬관절 외측 상부에

서 노출, 분리하여 쌍극선으로 전극을 연결하고, 말초신경

자극기(DualStim
Ⓡ
, Life-Tech Inc, USA)를 사용하여 10초마다

0.2 ms supramaximal square-wave stimuli로 사연속자극(train-

of-four, TOF)을 주어 전경골근의 연축반응을 기록하 으며,

TOF자극의 첫 연축 길이를 비교하 다.

각 군에서 10마리씩 20마리를 대상으로 하 으며, 실험동

물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작을 마치고 20분이

경과한 후에 TOF자극을 10초 간격으로 계속 주면서 대조연

축의 길이를 측정하고, rocuronium 40, 60 및 80μg/kg을 각

각 정주하여 대조연축의 크기에 비교하 으며, 첫 연축의

최대 억제 비율을 확인하 다. 용량반응곡선(dose-response

curve)을 얻기 위해 첫 연축의 억제비율을 probit좌표로, 용

량을 로그(logarithm)좌표로 표시하 으며,
18)
중간 작용시간

을 갖는 rocuronium은 일회 용량법(single-dose method)을 이

용하여 실험하 다.
19)
또한 각각의 용량은 정확한 용량반응

곡선을 얻기 위하여 예비실험(pilot study)을 통하여 결정하

다. 용량반응곡선의 비교는 analysis of covariance를 이용

하여 평가하 으며, 용량반응곡선에서 연축이 50% 및 95%

억제될 때의 유효용량(ED50, ED95)을 각각 계산하 다. 모든

근이완제의 투여는 5초 이내에 정주하 으며, 전투여한 근

이완제가 완전히 회복된 후 전투여 약제 작용시간의 적어

도 2배 이상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음 용량을 투여하 다.

실험이 끝난 후 토끼에게는 thiopental sodium과 potassium

chloride의 치사량을 정주하 다.

용량반응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토끼 20마리를 대상으로

하 으며, 각 군에 rocuronium 0.6 mg/kg을 각각 정주하고 자

연회복을 시키면서 연축의 억제와 회복을 기록, 관찰하 다.

대조연축에 비교하여 첫 연축이 최대로 억제되는 시간

(발현시간), 첫 연축의 재현, 25%, 75%, 95% 및 TOF비가

70%로 회복되는 시간을 측정하 으며, 회복지수(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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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는 첫 연축의 크기가 25%에서 75%로 회복되는데 소

요되는 시간으로 정하 다.
20,21)

실험이 끝난 후 같은 방법으

로 토끼에게 thiopental sodium과 potassium chloride의 치사량

을 정주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및 표준편차로 표시하 고, 통계학적

평가는 회귀선 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 analysis of

covariance 및 Student t-test로 평가하 으며, P치가 0.05 미만

일 때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 다.

결 과

혈청 마그네슘 농도는 대조군에서는 실험 전, 1주, 2주, 3

주, 4주, 5주 및 6주에 각각 2.4 ± 0.3 mEq/L, 2.3 ± 0.4

mEq/L, 2.5 ± 0.3 mEq/L, 2.6 ± 0.3 mEq/L, 2.7 ± 0.4

mEq/L, 2.5 ± 0.3 mEq/L 및 2.3 ± 0.4 mEq/L이었으며, 실

험군에서는 같은 기간에 각각 2.5 ± 0.3 mEq/L, 3.9 ± 0.5

mEq/L, 3.8 ± 0.4 mEq/L, 3.6 ± 0.4 mEq/L, 3.7 ± 0.4

mEq/L, 3.4 ± 0.5 mEq/L 및 3.3 ± 0.4 mEq/L로 6주 동안

혈청 마그네슘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

MgSO4 투여 동안 평균 3.3 mEq/L 이상을 유지하 다(P ＜

0.001, Table 1).

토끼에서 rocuronium의 ED50은 대조군 및 실험군에서 각

각 52.7 ± 3.4μg/kg 및 61.2 ± 3.7μg/kg이며, ED95는 각각

84.4 ± 5.1μg/kg 및 96.9 ± 5.7μg/kg으로 두 군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용량반응곡선의 기울기는 대

조군 및 실험군에서 각각 3.6 ± 0.6 및 3.9 ± 0.5로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으나, 위치는 우측으로 현격하게 이동하 다

(P ＜ 0.05, Fig. 1).

작용발현시간은 대조군 및 실험군에서 각각 0.4 ± 0.1분

및 0.5 ± 0.1분으로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첫 연축반

응이 보일 때까지의 시간은 대조군 및 실험군에서 각각

25.4 ± 3.4분 및 17.2 ± 3.9분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 ＜ 0.05). 첫 연축이 25%로 회복되는데 소요

된 시간은 대조군 및 실험군에서 각각 33.8 ± 4.6분 및

20.3 ± 4.2분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첫 연축이 75%로 회복되는데 소요된 시간은 대조군

Table 2. Onset and Recovery Times (min) in Rabbits given Rocuronium 0.6 mg/kg after MgSO4 60 mg/kg/day Subcutaneous Injection for 6
Weeks

Onset T1 (1) T1 (25) T1 (75) T1 (95) RI TOF (70)

Control 0.4 ± 0.1 25.4 ± 3.4 33.8 ± 4.6 43.5 ± 4.9 49.3 ± 8.3 9.7 ± 3.1 48.2 ± 6.9

MgSO4 0.5 ± 0.1 17.2 ± 3.9* 20.3 ± 4.2* 29.2 ± 7.6* 34.8 ± 8.4* 8.9 ± 2.9 32.7 ± 7.7*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Onset: the time from injection of rocuronium to 100% twitch depression, T1 (1, 25, 75 and 95): the time

from injection to 1%, 25%, 75% and 95% recovery of first twitch of TOF (T1), respectively, RI: recovery index from 25% to 75% recovery

of T1, TOF (70): the time from injection to TOF ratio (T4/T1) of 70%. *: P ＜ 0.05 versus control.

Table 1. Serum Magnesium Concentration (mEq/L) in Rabbits after MgSO4 60 mg/kg/day Subcutaneous Injection for 6 Weeks

Previous 1 week 2 weeks 3 weeks 4 weeks 5 weeks 6 weeks

Control 2.4 ± 0.3 2.3 ± 0.4 2.5 ± 0.3 2.6 ± 0.3 2.7 ± 0.4 2.5 ± 0.3 2.3 ± 0.4

MgSO4 2.5 ± 0.3 3.9 ± 0.5* 3.8 ± 0.4* 3.6 ± 0.4* 3.7 ± 0.4* 3.4 ± 0.5* 3.3 ± 0.4*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 P ＜ 0.001 versus control.

Fig. 1. Dose-response curves of rocuronium obtained by log dose-

probit linear regression for twitch depression after long pretreatment

of MgSO4 in rabbits. Individual points represent mean (95% confidence

intervals) twitch depression (% control) with each dose.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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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험군에서 각각 43.5 ± 4.9분 및 29.2 ± 7.6분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첫 연축이 95%

로 회복되는데 소요된 시간은 대조군 및 실험군에서 각각

49.3 ± 8.3분 및 34.8 ± 8.4분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 ＜ 0.05). 회복지수(25-75%)는 대조군 및 실

험군에서 각각 9.7 ± 3.1분 및 8.9 ± 2.9분으로 두 군 간

에 차이가 없었다. TOF비가 70%로 회복되는데 소요된 시간

은 대조군 및 실험군에서 각각 48.2 ± 6.9분 및 32.7 ±

7.7분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Table 2).

고 찰

본 연구결과에서는 MgSO4 60 mg/kg을 6주 동안 피하 주

사하여 혈청 마그네슘 농도를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부정맥

을 치료할 수 있는 유효농도(3.3 mEq/L 이상)로 유지하 으

며, rocuronium의 용량반응곡선을 우측으로 유의하게 이동시

켰고, rocuronium 0.6 mg/kg정주 후 첫 연축의 95% 회복시

간은 대조군(49.3분)보다 실험군(34.8분)에서 유의하게 감소

하 다.

마그네슘은 인체에서 양이온 전해질 중 4번째로 풍부한

것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2,23)

MgSO4는 임신중독증 시 자

간증의 예방, 고혈압의 조절, 조기진통의 중단에 널리 사용

되며,
24)
이때 사용되는 MgSO4의 용량은 약 70 mg/kg정도의

대량을 정맥으로 단시간에 투여한다.
11)
자간증의 치료목적

으로 혈청 마그네슘 농도는 4-6 mEq/L를 유지하여야 하

며, 혈청 마그네슘 농도가 8.3-10 mEq/L 시에는 MgSO4중

독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15 mEq/L에 도달하면 호흡억

제와 심정지가 나타난다.
25,26)

토끼의 정상 혈청 마그네슘 농

도는 2.9 ± 0.9 mEq/L이며,
27,28)

본 연구에서도 대조군에서

유사한 농도(2.5 ± 0.3 mEq/L)를 측정할 수 있었다.

MgSO4가 digitalis 중독증 시 부정맥의 치료,
29,30)

허혈성

심장질환, 저칼륨혈증, 저마그네슘혈증, 과이뇨제 치료, 토

사드 퐁, 알콜 중독증 및 심근 경색증의 치료에 효과적이라

고 하며,
31,32)

다른 항부정맥 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심실성

부정맥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33)
마그네슘의 항부정맥작용

의 정확한 작용기전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세포막 운반체

계에 관여하여 심장의 활동전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온들인 칼륨의 세포 밖 유출을 억제하고, 나트륨 및 칼슘

의 세포 내 유입을 억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3,34)

Mayer 등은
3)
쥐에서 thiopental sodium마취 중 epinephrine

에 의해 유발된 부정맥의 치료에 MgSO4를 8 mg/kg/min의

속도로 20분 동안 지속정주가 효과적이었다고 하 다. 주입

후 30분에 측정한 혈청 마그네슘 농도는 3.3 ± 0.4 mEq/L

라고 하 고, 본 연구에서 MgSO4 60 mg/kg을 근주 후 매주

측정한 혈청 마그네슘 농도(3.3-3.9 mEq/L)와 유사하 으

며, MgSO4 60 mg/kg의 용량은 예비실험을 통하여 결정하

다.

혈청 마그네슘 농도가 증가하면 혈압이 감소할 수 있는

데 이는 마그네슘이 칼슘과 길항하여 혈관 평활근에 직접

작용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이며, 간접 효과로는 교감

신경계 차단 및 중추신경계의 혈관운동반사(vasomotor

reflex)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골격근 이완으로 인한 말초

정맥들의 혈액 저류가 야기되어 결국 좌심실로 유입되는

혈류량과 심박출량의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3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thiopental sodium마취 중 대조

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평균동맥압 및 심박수의 차이를 볼

수 없었는데, 이는 장기간 MgSO4투여에 따른 실험동물의

적응으로 생각되었다.

MgSO4의 항경련 효과와 근이완 작용기전은 운동신경 말

단 부위에서의 아세틸콜린 분비 감소, 후접막에서의 아세틸

콜린의 탈분극작용의 약화, 근섬유막의 흥분도 감소에 의한

것이다.
36)
MgSO4는 curare와 유사한 작용을 가져서 소량의

MgSO4를 succinylcholine투여하기 전에 전처치하는 경우, 비

탈분극성 근이완제에 의한 precurarization과 유사한 효과가

있으며, succinylcholine투여로 인한 혈중 칼륨 농도의 증가

정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킨다고 하 다.
37)
MgSO4의 근이완

역가는 d-tubocurarine의 1/1,000 정도이며,
1,9)
고양이에서 pan-

curonium의 ED50는 혈청 마그네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한다.
10)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 환자에서 MgSO4에 의해

succinylcholine의 근이완 효과가 증가되는 이유는 MgSO4에

의한 근이완 작용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혈장 콜린에스

테라제의 활성도가 정상 임신부보다 감소하기 때문이다.
7,38)

MgSO4가 succinylcholine의 근이완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보

고와는
1,8,9,37)

달리 고양이에서 MgSO4의 용량에 따라 succi-

nylcholine의 역가를 25-50%까지 길항시킨다는 보고도 있

다.
36)
따라서 MgSO4와 succinylcholine의 상호작용은 추후 좀

더 연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토끼에서 rocuronium의 ED50와 ED95는 각각 61.5 ± 5.3

μg/kg 및 95.1 ± 6.7μg/kg이고,
39)
Kim 등은

40)
ED50가 56.5

μg/kg으로 인체에서의 ED50의
41)
40%에 해당하며, 본 연구

에서도 유사한 결과(52.7 ± 3.4μg/kg)를 얻었다.

토끼에서 aminoglucoside계의 항생제를 일 주일간 투여 후

mivacurium과 rocuronium의 용량반응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하 고, 두 약제의 근이완 작용시간도 감소하 다.
40)
본 연

구에서도 장기간 MgSO4투여는 용량반응곡선을 우측으로

유의하게 이동시켰으며 작용시간도 감소시켰다. 이는 장기

간 근주한 MgSO4가 장시간 투여한 항생제처럼 근이완제에

길항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나, 인체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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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근주한 MgSO4가 근이완제에 길항적으로 작용하

게 되는 가능한 기전으로는 신경근 수용체에서 감수성이

저하되거나, 효소가 증가되어 대사가 촉진되거나, 신경근

수용체의 수량이 증가하거나, 종판의 항콜린에스테라제가

증가함으로써 생길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장기간

MgSO4를 투여하는 것은 전접합부에서 MgSO4의 아세틸콜

린에 대한 길항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만성적 화학적

탈신경현상(chronic chemical denervation)을 야기한 것으로 생

각된다. 장기간 아세틸콜린에 노출되면 탈감작현상(desensiti-

zation)이 나타난다는 것처럼,
42)
역으로 아세틸콜린에 대한

길항상태를 장기간 야기하면 과민증(hypersensitivity)을 가져

올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로는 불용성 위축(disuse atrophy)

이나
43)
운동신경원 기능장애(motor neuron dysfunction)를 들

수 있는데
44)
투여한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에 대해 길항을 나

타낸다. Bender 등은
45)
탈신경된 쥐에서 신경근 종판(neu-

romuscular end-plate)을 따라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오히려

정상적으로 분포한다고 하 으며, Ringel 등은
46)
쥐에서 탈

신경 후 외접합부(extrajunctional)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관찰

한 결과 14일 후에 최고로 증가하 다가, 3-4주 후에는 점

차 감소하고, 6-8주 후에는 수용체를 관찰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MgSO4를 투여하는 것이 전접합부에

서 아세틸콜린에 대한 길항작용을 지속적으로 야기하여, 수

용체의 수량이나 민감도를 증가시켜서 rocuronium에 길항적

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 다.

인체에서 아산화질소와 마약으로 마취 시에 rocuronium의

작용발현시간은 0.6 mg/kg정주 후 1.5분인데 비해,
16)
토끼에

서는 thiopental sodium마취 시 동량의 rocuronium 정주 후

0.4분이었으며,
40)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었

다. 이와 같이 작용발현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인체에서 사

용한 용량(2 × ED95)보다 상대적으로 토끼에서 사용한 용

량(7 × ED95)이 증가하 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작용발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통계적 차이는 볼

수 없었다. 토끼에서 첫 연축이 95%로 회복되는데 소요된

시간은 48.8분이었으며,
40)
본 연구결과도 이와 유사하 다.

MgSO4를 6주간 투여 시 작용지속시간(34.8분)이 유의하게

감소하 는데, 이는 약동학적인 면과 약력학적인 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장기간 MgSO4의 투여에 따른 rocuronium의

초기 분포량의 변화에 의한 결과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rocuronium의 혈중농도를 측정하지 못하여 설명할 수가 없

다. 약력학적으로 신경근 수용체에 만성적인 화학적 탈신경

현상이 야기되어 rocuronium의 작용지속시간이 감소한 것으

로도 생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MgSO4를 장기간 전처치한 경우에 근이완제

로 rocuronium을 선택한다면,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

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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