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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Propofol on Arginine Vasopressin-induced Contraction in Isolated Human Gastroepiploic Ar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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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Arginine vasopressin has been used by prophylactic treatment of vasodilatory shock durin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CABG).  Vasopressin may be a cause of spasm in graft artery during CABG.  We evaluated the effect of propofol on 

vasopressin-induced contraction in human gastroepiploic artery (GEA).

  Methods:  Human GEA were obtained from 35 patients (43−74 yr), undergoing subtotal gastrectomy.  Vasopressin-induced 

a concentration contractions (10
−9

 to 10
−6

 M) were measured after exposed to without propofol, propofol 10
−5

, 10
−4

, 10
−3

 M.  

After endothelium denuding vasopressin-induced a concentration contractions were measured with or without propofol 10
−3

 M 

in calcium free solution.  In the denuded vascular rings, with or without pretreatment of glibenclamide (10
−5

 M), nicorandil (10
−5

 

M), or diltiazem (10
−5

 M) were exposed to with or without propofol 10
−3

 M, and vasopressin-induced concentration contractions 

were measured.

  Results:  Vasopressin-induced concentration contraction on human GEA was independent of functional endothelium.  Propofol 

(10
−4

, 10
−3

 M) attenuated the vasopressin-induced contraction in the human GEA.  Diltiazem attenuated the vasopressin-induced 

contraction in the human GEA.  ATP-sensitive potassium channel does not affect the inhibition effect of propofol on vaso-

pressin-induced contraction 

  Conclusions:  Usual anesthetic dose of propofol does not inhibit vasopressin-induced contraction on human GEA.  High dose 

(＞10
−4

 M) propofol attenuated vasopresssi-induced contraction on GEA.  (Korean J Anesthesiol 2008; 54: 662～8)

Key Words: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propofol, vasopressin.

서      론

  1967년 René Favaloro에 의해 심근경색의 새로운 치료법

으로 상동맥우회로 이식술이 시행된 이후 다양한 동맥 

는 정맥 들이 이식 으로 사용되었다.1) 최근에는 

상동맥우회로 이식술의 수술 후의  개존율이 정맥에 

비하여 동맥이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나 동맥을 이용한 수술

법이 주로 이용되고있다.2)

  상동맥우회로 이식술에서 주술기에 요한 심은 이

식 의 연축여부이다. 이식 의 연축에 하여서는 다

양한 연구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 에 하여서

는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반 으로 

연축을 야기하는 원인으로는 크게 생리 인 자극(기계

인 자극이나 온도의 변화에 따른 자극)과 수술 시에 사용되

는 다양한 약물에 의한 약리 인 자극이 주된 이유로 밝

졌다.3) 이식 의 연축은 체성  보다는 사지나 내장

의 이식에서 보다 흔하게 발생된다고 한다. 특히 그물

막동맥은  채취 시 흔하게  연축을 찰 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수술 시 사용되는 수축제나 신체 내에

서 분비되는 다양한 수축 유발물질에 의해 다른 동맥

 보다 가장 잘 수축한다고 밝 졌다.4)

  Arginine vasopressin은 상동맥우회로 이식술을 포함한 

다양한 심장수술  는 후에 발생하는 난치성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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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쇼크의 의미 있는 치료방법의 하나로 보고되었고, 최근

에는 이러한 난치성 쇼크를 방하기 하여  용량의 

vasopressin 투여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5,6) Vasopressin

의 상동맥에 한 효과는 의 직경, 치, 산소 분압 

그리고 내피세포의 유무에 따라서 을 이완시키거나 수

축시킨다고 알려져 있다.7) Vasopressin의 투여가 상동맥우

회로 이식술 이후의 이식 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마취제의 심장 보호 효과에 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어왔고 최근에는 허 성 처치가 심근허 에서 심근을 

보호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고 허 성 처치와 비슷한 기

으로 마취제들의 허  처치가 심근 보호에 효과가 있

다고 보고되었다.8,9) 마취제의 처치로 인한 심근보호 효과

는 정맥마취제보다는 흡입마취제들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

타난다고 한다.10) 하지만 흡입마취제의 주된 기 인 신호

달 체계에 장애가 있는 당뇨병 환자들이나 허 기간이 장

시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흡입마취제에 의한 심근보호 외에 

다른 기 을 통한 심근 보호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허  

후 재 류 손상은 산화제(oxidant) 스트 스와 연 이 있으

며 한 체외순환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활성산소종(reac-

tive oxygen species)을 발생한다.11) 활성 산소종의 생성은 이

차 으로 심장기능에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에서 사용된 이식 의 연축발생의 요한 

원인이 된다. 정맥마취제인 propofol은 항산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상동맥우회로 이식술시 지질과산화

(lipid peroxidation)를 약화시켜 심근 보호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12)

  이 실험에서는 상동맥우회로 이식술에서 수술도  혹

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vasoplegic syndrome의 방  

치료목 으로 사용되는 vasopressin이 상동맥우회로 이식

술의 이식 으로 사용되는 그물막동맥에서 농도에 따

른 수축 효과를 살펴보고, vasopressin으로 유도된 그물막

동맥의 수축효과에 한 propofol의 작용을 살펴보았다.

상  방법

  43−74세에 해당하는 아 제술을 받는 조기 암 환

자 35명에서 제 후 그물막동맥을 이용하 다. 이 실

험은 학교 병원 윤리 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하 다.

  출된 그물막동맥은 산소화된 생리  용액(4oC)에 넣

어서 즉시 실험실로 운반하 다. 출된 의 결합 조직

을 제거한 다음 3 mm 길이의 고리로 잘라서 생리학  용

액에 보 하 다.  고리는 생리학  용액을 온도(36−
37oC)와 pH (7.3−7.4)를 유지하면서 95%의 산소와 5%의 이

산화탄소를 통과시키는 용기에 보  하 다. 모든 실험은 

환자에서 그물막동맥이 출된 후 24시간 내에 이루어 

지도록 하 다. 생리  용액은 Na＋ 137.4, HCO3
− 15.5, K＋ 

5.9, Ca2＋ 2.6, H2PO4
− 1.2, Mg2＋ 1.2, Cl− 134.4, glucose 

11.5 mM으로 구성되었다.

  내피세포의 제거는 3% CHAPS(3-[(3-cholamidopropyl)dimeth-

ylammonio]-1-propanesulfonate)용액에 60  동안  고리를 

담그는 방법으로 시행하 으며, KCl 60 mM로 수축을 유도

한 다음 acetylcholine 10−5 M을 투여하여 내피에 의한  

이완 작용의 여부를 찰하여 내피의 존재 유무를 결정하

다.

  각각의  고리는 갈고리 모양의 스테인리스에 의 

양측을 걸어 생리학  용액 내에 보 하 으며 아래쪽의 

고리는 등척성 힘의 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신호변환

기(model FT03, Grass Instrument, USA)에 연결하 고 이는 

Chart 5 로그램(PowerLabⓇ, ADInstrument, USA)을 이용하

여 기록되었다.

기본 실험

  각  고리는 2.0 g의 휴지기 장력 아래에서 30분 마다 

생리  용액을 교체하면서 60−90분간 평형상태를 유지하

다.  고리가 걸려있는 용액에 60 mM의 KCl을 첨가

하여 최  수축값을 기록한 다음  고리가 걸려있는 용

액을 비워내고 생리  용액을 이용하여 2차례 씻어  다음 

1시간의 평형시간을 가진 뒤 vasopressin 농도를 5분마다 증

가시키면서(10−9에서 10−6 M) 투여하여 농도에 따른  

수축을 찰 하 다.  고리가 걸려있는 생리  용액을 

다시 비우고 생리  용액으로 2차례 씻어  다음 1시간의 

평형 시간을 가졌다. 기본 실험을 시행한 다음 아래의 실험

을 실시하 다.

실험 1

  Propofol 농도가 0, 10−5, 10−4, 10−3 M이 되도록 propofol

을 생리  용액에 투여한 다음 5분 뒤에 vasopressin 농도를 

3분 간격으로 증가시키면서(10−8, 10−7.5, 10−7, 10−6.5, 10−6 

M) 투여하 다.

실험 2

  3% CHAPS 용액을 이용하여  내피가 제거된  

고리에서 실험 1과 같은 동일한 실험을 시행하 다.

실험 3

   고리가 걸려있는 생리  용액을 Ca2＋이 없는 생리

 용액으로 바꾸어 2차례 씻어  다음 1시간의 평형시간

을 가진 뒤 propofol 농도가 0, 10−3 M이 되도록 propofol을 

생리  용액에 투여 하 다. 5분 뒤에 vasopressin 농도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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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ntration-response curves for arginine vasopressin with-

out propofol (○; reference KCl contraction: 6.8 g, n = 6), propo-

fol 10−5 (□; reference KCl contraction: 7.7 g, n = 6), propofol 

10−4 (■; reference KCl contraction: 6.7 g, n = 6), and propofol 

10−3 M (●; reference KCl contraction: 6.3 g, n = 6) in human 

gastroepiploic arteries. Propofol (10−4, 10−3 M) attenuate the vaso-

pressin-induced contraction in the isolated human gastroepiploic 

arteries. Values are mean ± SD. *: P ＜ 0.05 compare with C,  
†: P ＜ 0.05 compare with C and P3. C: control vasopressin con-

centration response, P3: propofol 10−3 M, P4: propofol 10−4 M, 

P5: propofol 10−5 M, AVP: arginine vasopressin.

Fig. 2. Concentration-response curves for arginine vasopressin with 

the endothelium (○; reference KCl contraction: 6.6 g, n = 6), 

without endothelium (□; reference KCl contraction: 6.9 g, n = 6), 

without endothelium ＋ propofol 10−3 M (■; reference KCl con-

traction: 5.7 g, n = 6), and with endothelium ＋ propofol 10−3 M 

(●; reference KCl contraction: 4.9 g, n = 6) in human gastro-

epiploic arteries. Vasopressin-induced concentration contraction on 

human gastroepiploic arteries is independent of functional 

endothelium. Values are mean ± SD. *: P ＜ 0.05 compare with 

C and CHAPS, †: P ＜ 0.05 compare with C and CHAPS. C: 

with endothelium, CHAPS: without endothelium, CHAPS P3: with-

out endothelium ＋ propofol 10−3 M, P3: with endothelium ＋

propofol 10−3 M, AVP: arginine vasopressin.

분간격으로 증가시키면서(10−8, 10−7.5, 10−7, 10−6.5, 10−6 M) 

투여하 다. 

실험 4

  생리  용액에 diltiazem 농도가 10−5 M이 되도록 투여한 

다음 5분 뒤에 propofol 농도가 0, 10−3 M이 되도록 propofol

을 생리  용액에 투여 하 다. 5분 뒤에 vasopressin 농도를 

3분 간격으로 증가시키면서(10−8, 10−7.5, 10−7, 10−6.5, 10−6 

M) 투여하 다. 

실험 5

  생리  용액에 glybenclamide 는 nicorandil 농도가 각 

10−5 M이 되도록 약제를 투여한 다음 5분 뒤에 propofol 농

도가 0, 10−3 M이 되도록 propofol을 생리  용액에 투여 

하 다. 5분 뒤에 vasopressin 농도를 3분 간격으로 증가시키

면서(10−8, 10−7.5, 10−7, 10−6.5, 10−6 M) 투여하 다.

통계

  Vasopressin에 의해 유도된  수축은 KCl 60 mM로 유

도된 수축의 백분율로 표시하 다.모든 값은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다. 통계는 Statview 5.0 로그램(SAS in-

stitute, Cary, USA)을 이용하여 처리하 다. 각 수치의 통계

학  비교는 Mann Whitney법과 Kruskall Wallis법을 이용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 다. 동일 환자의 에서 하나 이상의  고리가 동

일한 실험에 사용된 경우에 있어서 통계  분석에 앞서 각 

환자에서의 평균을 계산 하 다.

결      과

  출된 사람의 그물막동맥  고리는 내피세포의 유

무에 상 없이 KCl 60 mM에 수축을 하 다(5.66 ± 1.34 g, 

n = 135). 

실험 1

  Vasopressin 농도에 따라 수축 반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Vasopressin 10−9 M; 30.7 ± 5.5%, Vasopressin 10−8.5 

M; 33.7 ± 5.0%, Vasopressin 10−8 M; 52.8 ± 10.6%, Vaso-

pressin 10−7.5 M; 73.6 ± 18.8 %, Vasopressin 10−7 M; 97.1 

± 7.2%, Vasopressin 10−6.5 M; 108.0 ± 4.1%, Vasopressin 10−6 

M; 113.1 ± 3.9%). 

  Propofol 10−5 M은 vasopressin에 의한 수축 반응을 억제

하지 못하 다.

  Propofol 10−4 M은 vasopressin 10−7 M부터 수축 효과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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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centration-response curves for arginine vasopressin in 

the Ca2＋ contained physiologic solution (○; reference KCl con-

traction: 6.5 g, n = 6), Ca2＋ free physiologic solution (□; refer-

ence KCl contraction: 6.5 g, n = 6), calcium contained physiologic 

solution with propofol 10−3 M (■; reference KCl contraction: 7.3 

g, n = 6), and calcium contained solution with propofol 10−3 M 

(●; reference KCl contraction: 6.3 g, n = 6) in human gastro-

epiploic arteries. Vasopressin-induced concentration contraction on 

human gastroepiploic arteries is independent of Ca2＋ movement 

from outside smooth muscle cell. Values are mean ± SD. *: P ＜

0.05 compare with C and Calcium free, †: P ＜ 0.05 compare 

with C and Calcium free. C: Ca2＋ contained physiologic solution, 

Calcium free: Ca2＋ free physiologic solution, Calcium free P3: Ca2＋ 

free physiologic solution with propofol 10−3 M, P3: Ca2＋ con-

tained physiologic solution with propofol 10−3 M, AVP: arginine 

vasopressin.

Fig. 4. Concentration-response curves for arginine vasopressin in 

the control physiologic soultion (○; reference KCl contraction: 7.1 

g, n = 6), with diltiazem 10−5 M (□; reference KCl contraction: 

7.7 g, n = 6), with diltiazem 10−5 M ＋ propofol 10−3 M (■; 

reference KCl contraction: 8.7 g, n = 6), and with propofol 10−3 

M (●; reference KCl contraction: 6.6 g, n = 6) in human gastro-

epiploic arteries. Diltiazem attenuate the vasopressin-induced con-

traction in the isolated human gastroepiploic arteries. Values are 

mean ± SD. *: P ＜ 0.05 compare with C, †: P ＜ 0.05 com-

pare with Diltizem P3 and P3. C: control physiologic soultion, 

Diltiazem: diltiazem 10−5 M, Diltiazem P3: diltiazem 10−5 M ＋

propofol 10−3 M, P3: propofol 10−3 M, AVP: arginine vaso-

pressin.

제하 다(Vasopressin 10−7 M; 84.1 ± 6.7%, Vasopressin 10−6.5 

M; 91.1 ± 6.8%, Vasopressin 10−6 M; 100.3 ± 6.6%). 

  Propofol 10−3 M은 vasopressin에 의해 수축하기 시작하는 

10−8 M에서부터 의미 있게 vasopressin의 수축 효과를 억제

하 다(Vasopressin 10−8 M; 30.7 ± 6%, Vasopressin 10−7.5 

M; 37.7 ± 4.7%, Vasopressin 10−7 M; 41.5 ± 5.4%, 

Vasopressin 10−6.5 M; 53.2 ± 10.7%, Vasopressin 10−6 M; 

56.1 ± 11.3%)(Fig. 1).

실험 2

  3% CHAPS 용액을 이용하여 내피를 제거한 그물막동

맥에서도 vasopressin 농도 증가에 비례하여 수축반응을 보

다(Fig. 1). 내피 세포가 없는 경우에도 propofol의 효과는 

실험1과 동일하게 vasopressin의 수축효과를 억제하 다(Fig. 

2).

실험 3

  Ca2＋이 없는 생리  용액에서도 그물막동맥은 Ca2＋이 

있는 생리  용액과 동일하게 vasopressin에 반응하 다. 

Propofol의 vasopressin에 의한 수축 억제 효과 역시 Ca2＋이 

없는 생리  용액에서도 동일하게 반응하 다(Fig. 3).

실험 4

  생리  용액에 diltiazem 10−5 M을 투여한 경우 vasopres-

sin에 의해 유도된  수축 효과가 억제되었다(Vasopressin 

10−8 M; 32.9 ± 8.3%, Vasopressin 10−7.5 M; 45.6 ± 18.7%, 

Vasopressin 10−7 M; 65.2 ± 17.7, Vasopressin 10−6.5 M; 75.1 

± 10.3%, Vasopressin 10−6 M; 85.7 ± 8.5).

  생리  용액에 diltiazem 10−5 M을 투여하고 다시 propo-

fol 10−5 M을 투여한 경우에는 vasopressin 농도가 10−7 M 

이상인 경우에서 diltiazem만 투여한 경우보다 수축 억제 효

과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Vasopressin 10−7 

M; 36.8 ± 6.7%, Vasopressin 10−6.5 M; 47.6 ± 3.7%, Vaso-

pressin 10−6 M; 56.5 ± 4.9%)(Fig. 4).

실험 5

  Glybenclamide 10−5 M을 투여하고 다시 propofol 10−3 M

을 투여한 경우에는 glybenclamide는 propofol의 vasopressin에 

의해 유도된  수축에 한 억제 효과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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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centration-response curves for arginine vasopressin in 

the control physiologic soultion (○; reference KCl contraction: 6.9 

g, n = 6), with glybenclamide 10
−5

 M (□; reference KCl con-

traction: 7.3 g, n = 6), with nicorandil 10
−5

 M (△; reference KCl 

contraction: 7.1 g, n = 6), with propofol 10
−3

 M (●; reference 

KCl contraction: 5.7 g, n = 6), with glybenclamide 10
−5

 M ＋

propofol 10
−3

 M (■; reference KCl contraction: 8.7 g, n = 6), 

and with nicorandil 10
−5

 M ＋ propofol 10
−3

 M (▲; reference 

KCl contraction: 6.7 g, n = 6) in human gastroepiploic arteries. 

Nicorandil attenuate the vasopressin-induced contraction in the iso-

lated human gastroepiploic arteries. ATP-sensitive potassium chan-

nel does not affect the inhibition effect of propofol on vaso-

pressin-induced contraction. Values are mean ± SD. *: P ＜ 0.05 

compare with C and Glybenclamide, 
†

: P ＜ 0.05 compare with 

P3, Nicarandil P3, and Glybenclamide P3. C: control physiologic 

soultion, Glybenclamide: glybenclamide 10
−5

 M, Nicorandil: nicor-

andil 10
−5

 M, Glybenclamide P3: glybenclamide 10
−5

 M ＋ pro-

pofol 10
−3

 M, Nicorandil P3: nicorandil 10
−5

 M ＋ propofol 10
−3

 

M P3: propofol 10
−3

 M, AVP: arginine vasopressin.

  생리  용액에 nicorandil 10−5 M을 처치 한 경우 vaso-

pressin에 의해 유도된  수축이 억제되었다(vasopressin 

10−8 M; 29.7 ± 4.5%, vasopressin 10−7.5 M; 45.0 ± 5.0%, 

vasopressin 10−7 M; 60.0 ± 9.0%, vasopressin 10−6.5 M; 67.7 

± 8.1%, vasopressin 10−6 M; 76.0 ± 6.2%)(Fig. 5).

  Nicorandil 10−5 M과 propofol 10−3 M을 함께 투여한 경우

에는 nicorandil을 투여한 경우보다 통계 으로 의의 있게 

vasopressin에 의해 유도된  수축을 감소시켰다(vasopres-

sin 10−8 M; 30.7 ± 7.5%, vasopressin 10−7.5 M; 37.7 ± 4.8%, 

vasopressin 10−7 M; 41.5 ± 5.4%, vasopressin 10−6.5 M; 51.5 

± 7.9%, vasopressin 10−6 M; 55.1 ± 8.7%)(Fig. 5).

고      찰

  Vasopressin은 일반 으로 V1 수용체를 통하여  평활

근의 수축을 래한다.13,14) Vasopressin은 교감신경계의 신경 

달을 진 할 뿐 아니라 상동맥우회로 이식술에서는 

이식  연축을 유발하는 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

다. Vasopressin은 압, 량, 그리고 산소증 때 분비

되며 심근 경색이나 체외순환 에도 분비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4,15) 인체 내 의 vasopressin에 한 반응양상

은 의 직경, 치, 산소분압, 그리고 내피의 유무에 따

라서 반응의 양상이 달라진다고 보고되었다.16,17) 실험에서 

출된 사람의 그물막동맥은 내피의 유무에 상 없이 

vasopressin의 농도에 따른 수축반응을 보 다. 이 의 실험

에서는 동물이나 사람의 출된 동맥에서 내피의 유무에 

따라서 vasopressin의 수축 는 이완 반응이 다양하게 보고 

되었다.7,17) Vasopressin에 한 상동맥의 반응 한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고 상동맥우회로 이식술에 이식 으로 

사용되는 내유동맥과 요골동맥에서 vasopressin이 강력한 수

축 유발 인자로 보고되었다.18,19) 실험에서 당뇨병 환자의 경

우 그물막동맥에서 acetylcholine에 의한 반응이 없어 내피

가 손상된 경우가 많았다. 상동맥질환을 가진 환자들 역

시 의 내피가 손상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시 이식 으로 사용되는 그물막동맥 이

외의 들에 하여서도 vasopressin에 의한 들의 반

응이 내피의 존재에 의해 향을 받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

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Propofol은 심장 수술과 심장 수술 후 진정에 범 하게 

사용되는 약제이다. Propofol의 마취효과는 일반 으로 동맥

압의 감소를 동반한다. 이러한 동맥압의 감소는 심박출량의 

감소나 신 항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20) 따라서 마

취제의 효과와 함께 발생하는 압 하강 효과를 방지하기 

하여 propofol의 직 인  작용에 한 많은 연구 결

과가 보고되었다. 용량의 propofol (10−5 M)은 세포 외액

의 Ca2＋ 유입을 차단하여  이완 효과를 가져오고 고용

량의 propofol (10−4 M 이상)은 세포 외액의 Ca2＋의 유입을 

차단 할 뿐 아니라 세포내의 근형질세망(sarcoplasmic retic-

ulum)에서 Ca2＋ 유리를 차단하여  이완 효과를 나타낸

다고 보고 되었다.21) 실험에서 Ca2＋을 포함하지 않은 생리

 용액을 이용하여 세포 외부에서의 Ca2＋유입을 차단한 

경우에도 vasopressin의 수축작용은 억제되지 않았고 

propofol의 작용도 그 로 나타났다. 이는 vasopressin의 작용

이나 propofol의 작용이  평활근 세포 외부의 Ca2＋ 유

입에 향을 받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L형 Ca2＋ 

채  차단제인 diltiazem을 사용하여 Ca2＋ 통로를 차단한 경

우는 vasopressin에 의한 수축 작용이 억제되었지만 pro-

pofol에 의한 vasopressin의 수축 억제 작용보다는 약하

게 나타났다. 이는 에서 언 한  평활근 내의 근형질

세망에서의 Ca2＋을 차단하지 못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따라서 이러한 근형질세망에서의 calcium유리를 차단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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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ryanodine receptor 차단제를 이용한 추가 실험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의 연구에서 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에서 이식 의 류나 연축의 방지에 다른  

이완제보다 calcium 채  차단제인 diltazem이 보다 효과

인 이유 역시 기계 인 자극에 한 diltiazem의 작용과 함

께 이번 실험에서 밝 진 vasopressin의 작용에 한 억제 

작용이 하나의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22)

  K＋ 채 은 평활근의 기  막 를 유지하는데 필수

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의 수축과 이완을 조 하는 것

이 세포 내, 외의 Ca2＋이며 이러한 Ca2＋의 이동은  평

활근의 막 의 변화에 의해 래되게 된다.23) 따라서 K＋ 

채 의 활성도는 의 수축과 이완을 조 하는 요한 

요인이 되게 된다. K＋ 채   ATP-sensitive K＋ 채 이 c- 

AMP 의존 protein kinase 신호 달경로를 통하여  이완

을 일으키고 이를 응용하여 ATP-sensitive K＋ 채  개방 약

제가 허 후재 류 손상에서 심장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

고되었고 상동맥우회로 이식술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

다.24,25) 한 ATP-sensitive K＋ 채 은 흡입마취제의 처치

에 의한 심장 보호 효과와 련된 신호 달체계로 보고되

었다.26) 이 실험에서 ATP-sensitive K＋ 채  차단제인 gly-

benclamide를 처치한 결과 propofol의 그물막동맥에서 

vasopressin에 의한 수축억제효과는 찰할 수 없었다. 하지

만 ATP-sensitive K＋ 채 을 열어주는 nicorandil을 사용한 

경우에는 vasopressin에 의해 유도된 의 수축반응이 억

제되었다. 이 의 보고에서 vasopressin은 ATP-sensitive K＋ 

채 을 차단한다고 보고되었고,27) 이 연구의 결과도 nicor-

andil이 vasopressin의 K＋ 채  차단효과를 방지함으로써 

vasopressin으로 유도된 그물막동맥의 수축 효과가 감소하

다. 

  실험에서 사용한 propofol은 많은 임상 는 실험 모델에

서 심장 손상 후 심장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28-31) 

Propofol의 심장 보호 효과는 활성산소(free radical) 제거, 조

직의 항산화 효과의 강화, 그리고 Ca2＋ 채 의 억제 등을 

통하여 얻어진다고 보고되었다.32,33) 이러한 효과들이 임상 

용량보다는 높은 농도에서 얻어진다는 이 문제 으로 지

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 Murphy 등은33) 임상 인 농도에

서도 이러한 효과가 이루어진다고 보고하 다. 한 임상

인 농도의 propofol을 사용한 군과 두 배의 농도의 propofol

을 사용한 군 그리고 흡입 마취제인 isoflurane을 사용한 군

들 에서 propofol을 사용한 군이 심장보호 효과가 뛰어났

고 그 에서도 고농도 군에서 통계 으로 의의 있게 심장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31) 앞서 언 하 듯이 당뇨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군들에서 acetylcholine에 반응하지않

았고 이는  내피의 손상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 이번 연구에 앞서 비 실험으로 진행된 상동

맥이식술시 사용되고 남은 그물막동맥을 사용한 실험에

서도 당뇨병 환자와 유사하게  내피가 손상되었다. 이

러한  내피 세포의 손상은 흡입마취제의 허 처치를 

통한 심근 보호 기 의 요한 신호 달체계의 장애를 가

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흡입마취제가 아닌 propofol의 심근 

보호 작용에 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용량의 Propofol을 심폐순환회로에 함께 사용하여 심

장 보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35) 앞서 언

하 듯이 다량의 propofol을 심폐회로에 사용하 듯이 고농

도의 propofol을 이식  보존액에 첨가하는 방법에 한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정맥마취제인 propofol은 vasopressin에 의해 

유도된 그물막동맥의  수축을 억제하며 이러한 효과

는 임상 용량보다는 높은 농도에서 나타났다. Propofol의 

vasopressin에 의해 유도된  수축 억제 효과는  세

포 외부에서 세포 내부로의 Ca2＋이동과는 무 하 고 세포 

내에서의 Ca2＋의 이동과 연 성이 있었다. 한 vasopressin

의  수축 작용은 K＋ 통로를 열어 으로써 억제할 수 

있었지만 propofol의 작용은 K＋ 통로와 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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