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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It is known that propofol protects myocardium against a global ischemia-reperfusion injury in the isolated rat 

heart model.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propofol, at a clinically relevant concentration infused during 

the peri-ischemic period, also provides a protective effect against a regional myocardial ischemia-reperfusion injury in vivo.

  Methods:  Rats were subjected to 25 minutes of coronary artery occlusion followed by 24 hours of reperfusion.  Propofol 

or intralipid was administrated during 35 minutes starting 5 minutes before the onset of ischemia until 5 minutes after the onset 

of reperfusion.  A micromanometer catheter was advanced into the left ventricle and the hemodynamic function was evaluated.  

The infarct size was determined by triphenyltetrazolium staining after 24 hours of reperfusion.

  Results:  Propofol administration during the peri-ischemic period demonstrated protective effects on hemodynamic function and 

infarct size reduction.  In the control group, the peak rate of the ventricular pressure increase (+dP/dtmax)(P = 0.0001) and the 

peak rate of the intraventricular pressure decline (−dP/dtmax)(P = 0.0001)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sham group.  

In the propofol group, the +dP/dtmax (P = 0.003) and −dP/dtmax (P = 0.002) were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infarct size was 47.6% of the area at risks in the control group, and was reduced markedly by administration of 

propofol during the peri-ischemic period to 26.2% in the propofol group (P = 0.004).

  Conclusions:  Propofol, at a clinically relevant concentration infused during the peri-ischemic period, have protective effect 

after regional myocardial ischemia-reperfusion injury in an in vivo rat heart model.  (Korean J Anesthesiol 2008; 55: 338∼43)

Key Words:  heart, in vivo, ischemia-reperfusion injury, propofol. 

서      론

  상 동맥 질환 환자는 매년 늘어나며 나이가 들수록 

상 동맥 질환의 유병률은 증가한다.1) 더구나 의료의 질  

향상으로 생존기간이 증가하여 심장 외 수술을 시행하는 

심장 질환 환자의 마취는 흔히 경험하는 일이 되었다.1,2) 미

국에서 매년 3백만 이상의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가 수술

을 해 마취를 시행 받고 있으며 기존에 심근 경색의 과

거력이 있은 환자의 수술  후 심근 경색의 빈도는 2−
37%, 수술  후 심근 경색의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의 사

망률은 25−70%로 높게 보고 되어있다.1-3) 뿐만 아니라 심

근 경색 등 다양한 이유로 경피 경  상 동맥 확장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상 

동맥 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CABG), 심장 이

식(cardiac transplantation) 등의 수술이 증가하고 있다.1,4) 이

러한 이유로 상 동맥 질환의 험도가 높은 환자나 상 

동맥 질환 환자의 심장 외 는 심장 수술의 빈도는 증가

하고 있다.1,2) 그러므로 상 동맥 질환은 마취과 의사가 수

술 에 흔히 할 수 있는 심장 질환이 되었고, 이들 환자

들에 있어 수술 동안 심장 손상을 일 수 있는 마취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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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은 마취과 의사의 심 상이다.5) Propofol은 자유 산

소 유리기의 청소기(oxygen free radical scavenger),6-8) 원형질

막의 L-형 칼슘 통로를 억제하여 칼슘 통로 차단제로서의 

역할,9,10) 성구의 기능 억제11,12) 등 다양한 기 으로 심근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 

효과가 임상 용량을 이용한 생체 내(in vivo) 실험 모델에서 

국소 허 -재 류 상황에서도 지속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자들은 살아있는 흰쥐 심장의 국소 허 -재 류 

모델에서 임상 용량의 propofol을 허   후 투여하고, 재

류 24시간 후 역학 기능과 경색의 크기를 측정하여 심

근 보호 효과의 지속 여부를 생체 내 실험을 통하여 찰

하고자 하 다. 

상  방법

  7주령의 Sprague-Dawley계 흰쥐 수컷을 공 받아 8주 내

에 실험을 마쳤으며, 상 백서의 체 은 230−270 gm 범

다. 실험 상 백서의 체 과 좌심실의 무게는 군 간 

차이가 없었다. 실험 연구는 본 학 연구소의 실험 동물 

리  동물 실험 규정 지침에 따라 진행하 다. 실험 동

물의 퇴 근육에 ketamine (Ketamine HclⓇ, Huons, USA) 50 

mg/kg과 xylazine (RompunⓇ, Bayer, Korea) 3 mg/kg을 근주

하여 마취를 유도하 고, 마취가 되었을 때 퇴 정맥에 헤

린이 처리된 24 게이지 도 을 삽입하 다. 시술 도  마

취가 얕아 쥐가 움직이는 경우 ketamine 25 mg/kg을 추가로 

근주하여 마취를 유지하 다. 삽입된 도 을 통하여 각각 

실험 군의 로토콜에 따라 계획된 약물을 주입하 다. 기

 개 부 로 6 Fr 튜 를 삽 한 후에 설취류 인공호흡

기(Harvard Rodent Ventilator Model 607, Harvard, USA)를 이

용하여 실내 공기로 분당 90회 인공 환기를 시행하 다. 인

공 환기 10분 후 동맥  가스 분석을 실시하여 이산화탄소 

분압이 35−40 mmHg 사이에서 유지되도록 조 하 다. 모

든 군에서 흉곽을 열어 심장막을 제거하고 허 -재 류 손

상을 주었지만, Sham 군은 심장의 허 -재 류 손상 없이 

심장막만 제거한 후에 흉곽을 닫고 수술을 종료하 다. 

  로토콜에 따라 각각의 약물 정주 시작 5분 후에 4.0 실

크로 좌하  심  동맥(Left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이 지나가게 하여 작은 라스틱 으로 류를 차단

하 다. 25분간 허 을 유발한 후에 류를 차단하기 해 

묶은 라스틱 을 느슨하게 하여 재 류를 시행하 다. 

재 류 후 각각의 약물을 5분간 정주하고, 열려진 흉곽과 

흉벽을 닫고 실험을 종료하 다. 각 군에서 류 차단은 심

근 허 에 의해 청색증과 부정맥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

하 고, 재 류는 심근 벽에 생긴 청색증이 사라지고 다시 

부정맥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 다.

  Control 군은 0.9% 생리식염수를 0.3 ml 정주한 후에 1.5 

ml/hr의 속도로 지속 정주하 다. Sham 군과 Propofol 군은 

20 mg/ml의 propofol (FresofolⓇ 2%, Fresenius Kabi, Austria) 

5 ml에 생리식염수 45 ml를 혼합하여 2 mg/ml의 propofol로 

희석하 다. 2.5 mg/kg (250 g 기 : 0.3 ml)의 희석된 

propofol을 유도 용량으로 정주하고 200μg/kg/min (250 g 기

: 1.5 ml/hr)의 propofol을 지속 정주하 다. Intralipid 군은 

intralipid (IntralipidⓇ 20%, Fresenius Kabi, Sweden) 0.5 ml에 

생리식염수 49.5 ml를 혼합한 용액 0.3 ml을 정주한 후에 

1.5 ml/hr의 속도로 지속 정주하 다. 각각의 약물은 허  

유발 5분 부터 허  후 5분까지 35분간 정주하 다. 40마

리의 흰쥐를 10마리씩 각각의 군에 배정하 고, 수술 후 

리 도 에 죽은 경우 추가 실험을 진행하 다. 추가 실험에 

배정된 흰쥐는 Sham 군에서 1마리, Control 군에서 3마리, 

Intralipid 군에서 2마리 그리고 Propofol 군에서 2마리 다. 

수술을 종료한 후 백서는 마취에서 각성되어 우리에 자유

롭게 다니도록 하 다. 

  역학  기능을 측정하기 하여 모든 실험 군을 수술 

24시간 후에 ketamine 30 mg/kg과 xylazine 1.5 mg/kg을 근주

하여 마취하 다. 역학  측정을 해 우측 경동맥을 박

리하고 박리된 우측 경동맥을 통하여 좌심실에 2 Fr 도

(Model SPR-407, Millar instruments INC., USA)을 삽입하고 7

분간 안정시킨 후에 역학  기능을 측정하 다. 역학  

기능을 측정하기 해 압력 변환기(Model ML 118, AD 

Instruments Pty Ltd., Australia)를 디지털 분석 시스템에 연결

하고 컴퓨터 자동 분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좌심실 수축

기 압력(left ventricular systolic pressure, LVSP), 좌심실 이완

기 말압(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pressure, LVEDP), 수축기 

최  좌심실 압력 순간 변화율(+dP/dtmax) 이완기 최소 좌심

실 압력 순간 변화율(−dP/dtmax), 분당 심박수를 측정하 다. 

도 을 후퇴하여 상행 동맥에 치시킨 후 동맥 수축

기 압과 이완기 압  평균 동맥 압을 측정하 다.

  역학  기능을 측정한 후 경색 험 부 (Area at 

Risks)의 무게를 구하기 해 흉곽을 열고, 좌하  심  

동맥을 차단하기 해 남겨둔 실크를 이용하여 다시 류

를 차단하 다. 폐동맥을 통하여 2% Evans blue 용액 1 ml

를 주입하고 30 간 심장을 류시킨 후 심장을 출하

다. 출된 심장을 1%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용액

에 넣어 씻은 후, 과 동맥 의 심장 조직 즉 좌우 

심방  우심실을 제거하여 좌심실을 분리하 다. 좌심실을 

2 mm의 크기의 편으로 나 어 체 좌심실 무게에서 

Evans blue로 염색되지 않은 경색 험 부 의 무게를 구하

다. 좌심실 경색 험 부  에서 경색 부 의 무게를 

구별하기 하여, 조직을 37oC의 0.5% 2,3,5-triphenyltetrazo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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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ody, Left Ventricle, Infarct Area Weight and Infarct Area 

Weight as a Percentage of the Area at Risks

  Control   Propofol  Intralipid

  group   group   group

  (n = 10)   (n = 10)   (n = 10)

Body weight (g) 248 ± 21 245 ± 18 245 ± 1.7

LV weight (g) 0.57 ± 0.02 0.59 ± 0.02 0.62 ± 0.03

Infarct area weight/ 47.6 ± 4.9 26.2 ± 4.8* 44.2 ± 7.0

 Area at risk (%)

Infarct area weight (g) 0.12 ± 0.01 0.07 ± 0.01* 0.10 ± 0.01

Values are mean ± SEM. N: number of rat, LV: left ventricle, 

*: P ＜ 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able 1. Hemodynamic Data

After

Reperfusion

LVSP

(mmHg)

LVEDP

(mmHg)

HR

(beats/min)

+dP/dtmax

(mmHg/sec)

-dP/dtmax

(mmHg/sec)

SBP

(mmHg)

DBP

(mmHg)

MAP

(mmHg)

Sham group 24 h (n = 10) 105 ± 2.2 5.0 ± 0.7 370 ± 13 4,064 ± 110 −3,409 ± 91 103 ± 3 78 ± 3 87 ± 3

Contol group 24 h (n = 10)   90 ± 1.9* 7.2 ± 0.9 351 ± 17 3,242 ± 99* −2,589 ± 104*  88 ± 2*  65 ± 2*  73 ± 2*

Propofol group 24 h (n = 10)  101 ± 2.9
†

7.0 ± 1.6 392 ± 12  3,880 ± 148
† −3,279 ± 149

†
97 ± 3 71 ± 3 80 ± 3

Intralipid group 24 h (n = 10)   93 ± 1.6*  9.1 ± 0.9* 356 ± 11 3,200 ± 90* −2,628 ± 100* 92 ± 2  68 ± 2*  77 ± 2*

Values are mean ± SEM. N: number of rat. LVSP: left ventricular systolic pressure, LVEDP: left end diastolic pressure, HR: heart rate, 

+dP/dtmax: peak rate of ventricular pressure rise, −dP/dtmax: peak rate of intraventricular pressure declin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AP: mean arterial pressure. *: P ＜ 0.05 compared with the sham group. 
†

: P ＜ 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chloride (TTC)에 15분간 염색하 다. 경색 부 를 정상 조

직과 구별할 때 생길 수 있는 편견(bias)을 없애기 해 조

직을 고정하는데 사용한 튜 에 군을 표시하지 않고 번호

로 표기하여 보 하 다. 하루 동안 2% 포르말린에 고정하

고, 고정된 심장의 편을 육안으로 경색 부 와 정상 조직

을 구별하여 잘라내고 경색 부 의 무게는 울(EPG214C, 

Chaus Corporation, USA)로 측정하 다. 

  통계는 SPSS 12.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 고, 모든 측

정치는 평균 ± 표  오차로 기록하 다. 통계 분석은 

Friedman one way ANOVA로 하 고, P값이 0.05 미만인 경

우 유의하다고 정하 다.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으면 

Tukey 다  범  검정으로 사후 검정하 다.

결      과

  수술에 사용된 흰쥐의 수는 Sham 군 11마리, Control 군 

13마리, Intralipid 군 12마리 그리고 Propofol 군 12마리로 

부 48마리 다. 수술 후 리 도 에 죽은 흰쥐는 Sham 군

에서 1마리, Control 군에서 3마리, Intralipid 군에서 2마리, 

Propofol 군에서 2마리 으며 사망 원인은 명확하지 않았다. 

수술  마취 유지가 부 하여 추가로 마취를 시행한 경

우는 Control 군에서 2마리가 있었지만 다른 군에서는 없었

다. 

  좌심실 수축기 압은 Sham 군에 비하여 Control 군과 

Intralipid 군에서 유의하게(P = 0.0001) 하되었으나, Propofol 

군은 Sham 군과 차이가 없었고 Control 군과 유의한(P = 

0.045) 차이가 있었다. 좌심실 이완기 말압이 Sham 군에 비

하여 Intralipid 군에서 유의하게(P = 0.045) 증가하 지만, 다

른 군과 차이가 없었으며 심박수도 군 간 차이가 없었다. 

수축기 최  좌심실 압력 순간 변화율은 Sham 군에 비하여 

Control 군과 Intralipid 군에서 유의하게(P = 0.0001) 하되

었으나, Propofol 군은 Sham 군과 차이가 없었고 Control 군

과 유의한(P = 0.003) 차이가 있었다. 이완기 최소 좌심실 

압력 순간 변화율은 Sham 군에 비하여 Control 군과 Intralipid 

군에서 유의하게(P = 0.0001) 하되었으나, Propofol 군은 

Sham 군과 차이가 없었고 Control 군과 유의한(P = 0.002) 

차이가 있었다. 수축기 압과(P = 0.0001) 이완기 압(P = 

0.001) 그리고 평균 동맥 압은(P = 0.002) Sham 군에 비하

여 Control 군에서 유의하게 하되었고, Propofol 군은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경색 부 의 무게는 Control 군 0.12 ± 0.01 g, Propofol 군 

0.07 ± 0.01 g, Intralipid 군 0.10 ± 0.01 g으로 Control 군과 

Propofol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P = 0.004), Control 

군과 Intralipid 군 간 차이는 없었다. 경색 험 부 의 무게 

 경색 부 의 무게 비는 Control 군 47.6 ± 4.9%, Propofol 

군 26.2 ± 4.8%, Intralipid 군 44.2 + 7.0%로 Control 군과 

Propofol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P = 0.035), Control 

군과 Intralipid 군 간 차이는 없었다(Table 2). 

고      찰

  Propofol은 자유 산소 유리기의 청소기로 작용하여 산화 

자극에 의한 지질 과산화 반응을 억제하거나,6,8) 산화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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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기 으로 심근 보호 효과를 가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9,10) Propofol의 심근 보호 효과에 

한 보고는 다양하지만, 기존의 보고들에 몇 가지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심근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된 부분의 허 -재 류 

모델은 랑겐도르 (Langendorff)를 이용한 생체 외 실험들이

었다. 이러한 출 심장 모델은 약물 자체가 심장에 미치는 

효과를 보는 장 은 있지만, 체액 호르몬계의 향이나 

성구의 향  자율 신경계의 작용 등 부수 인 요인들이 

배제되었기에 실제 임상 상황에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허 -재 류 손상은 성구와 상  내막을 활성화 시

키고, 이들의 활성화는 성구가 상  내막에 부착되

도록 유도한다. 내막에 침착한 성구는 심근내로 이동하고 

이동된 성구로 인해 심근 세포와 상  내막이 손상

을 받으며,11) 심근 재 류 기 성구 고갈과 성구 활동

성 억제가 심근 보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이와 같이 성구가 허 -재 류 손상에서 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존의 랑겐도르  모델에서는 심근 보호 효과에 

성구의 역할이 배제되어 있어 성구가 심근 보호 역할

에 미치는 향도 고려되는 생체 내 실험을 하는 것이 필

요하다. 뿐만 아니라 생체 외 실험에서 propofol이 성구의 

활동성을 억제하여 심근을 보호한다는 보고가 있어 생체 

내에서 그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

여 성구의 효과가 배제된 출 심장 모델과 달리 성구

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propofol이 재 류 손상으로부터 심

근 보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구의  내막 손

상의 억제 같은 생체 외 실험에서 제외된 부가 인 심근 

보호 효과에 의해 임상용량의 propofol이 생체 내에서 심근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출 심장 모델을 이용한 부분의 연구는 심장 체의 

허 을 유발한 실험이기에 실제 임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국소 인 허 이나 경색과는 다르기에 심장 체의 허 을 

유발한 실험에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국소 인 허 에서도 

심근 보호 효과가 있다고 단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랑겐

도르 를 이용한 허 -재 류 모델에서 임상 용량의 

propofol이 국소 허 -재 류 모델에서 심근 보호 효과가 없

다는 보고도 있다.13) 본 연구의 결과 국소 허 -재 류 손상

이 상되는 수술이나 시술을 시행할 때에도 propofol이 심

근 보호 효과가 있음이 밝 졌다. 

  임상에서 사용하는 propofol의 유도 용량은 1−2.5 mg/kg

이고 유지 용량은 100−200μg/kg/min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식이 소실되는  농도는 2.5−4.5μg/ml이고 수술을 

해서 요구되는  농도는 2.5−8 ug/ml으로 알려져 있다.14) 

개에서 propofol 0.2  0.3 mg/kg/min으로 지속 정주 할 경우 

 농도가 5.4와 9.4μg/ml임을 보고하 다.15) 본 실험은 

임상 용량의 propofol이 국소 허 -재 류 모델에서 심근 보

호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는 연구이기에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2.5 mg/kg로 마취를 유도하고 200μg/kg/min으

로 유지하 다. 임상 농도의 propofol이 허헐-재 류 모델에

서 심근 보호 효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보고

는 다양하며, 임상 농도의 propofol은 심근 보호 효과가 없

다는 보고가 다수이다.13,16,17) Ebel 등은13) 랑겐도르 를 이

용한 좌하  심  동맥의 국소 허 -재 류 모델에서 임

상농도의 propofol은 심  기능 회복이나 경색크기 변화에 

향이 없다고 보고 하 다. 임상 농도의 propofol은 랑겐도

르 를 이용한 심장 체의 허 -재 류 모델에서 자유 산

소 유리기의 생성에 향을 주지 못하고, 심장 기능과 세포

내 Ca2+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하 다.16) Ko 등은17) 

랑겐도르 를 이용한 심장 체의 허 -재 류 모델에서 고

농도의 propofol은 심근 손상에 의한 심  기능, 생화학  

검사와 조직학  변화를 억제하지만, 임상 농도의 propofol

은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 다. 물론 이와 달리 출 심장을 

이용한 실험에서 임상 용량의 propofol이 산화 자극을 감소

시키거나 지질 과산화 반응을 억제하여 허 -재 류에 의한 

심근 손상을 인다는 보고도 있다.7,8) 하지만 생체 내 실험

에서 임상 농도의 propofol이 국소 허 -재 류에 의한 심근 

손상 모델에서 심근 보호 효과가 있다는 보고는 없다. 본 

연구는 국소 허 -재 류 모델에서 임상 용량의 propofol을 

허   후 투여하고 24시간 후 역학 기능과 경색의 크

기를 측정하여 심근 보호 효과가 있음을 생체 내 실험으로 

찰하 고, 본 연구를 통하여 임상 농도의 propofol도 생체 

내에서 심근 보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허 -재 류 후에 발생하는 심근 경색의 크기는 24시간 

후에 최 로 나타나지만, 랑겐도르 를 이용한 허 -재 류 

모델의 한계로 진정한 최  경색의 크기 차이를 알 수 없

다. 허 -재 류 손상 후에 심근 손상의 경과가 어떠한지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사한 연구에서 경색의 크기는 재

류 24시간 후 최 에 달했다.18) 허 -재 류 모델을 이용한 

생체 내 연구에서 세포 괴사는 재 류 24시간 후 최고에 

도달하며 세포의 자멸사는 재 류 후기 72시간까지 진

으로 진행한다고 보고 되어있다.19) 하지만 기존에 랑겐도르

를 이용한 연구들은 찰할 수 있는 기간의 한계성 때문

에 재 류 6시간 이내에 찰이 이루어져 최종 인 괴사의 

크기를 확인할 수 없다. 이는 특정 약물이 단순히 괴사나 

세포의 자멸사를 연기시키는 효과만 가지고 있는 것을 배

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괴사의 크기가 최 가 되

는 24시간 후에 찰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되었다. 본 

연구는 생체 내 실험을 실시한 연구이기에 기존 랑겐도르

를 이용한 실험의 단 의 시간 인 제약을 극복하여 괴

사의 크기가 최 가 되는 재 류 24시간 후에 역학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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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경색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었고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생체 내 실험의 단 은 마취를 하지 않은 조군이 실제

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이다. 허 -재 류 모델을 이용

한 시술을 시행하기 해서는 기본 마취가 필요하고 이러

한 마취제가 마취제 자체의 심근 보호 효과와 역학에 

향을 주어 심근 보호 효과 단에 혼돈을  수 있다는 단

이 존재한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기본 마취제를 ketamine

으로 선택하 는데 이는 허 -재 류 손상 모델에서 keta-

mine이 심근 보호 효과가 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ketamine을 기본 마취제로 마취를 

시행하고 로토콜에 따라 각각의 약물을 주입하여 각각의 

약물이 심근 보호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하지만 

propofol 자체가 마취제이기에 각 군의 마취 깊이가 다르고, 

실제 Control 군에서 추가로 마취를 시행하 기에 마취 깊

이 차이에 의한 편견은 배제할 수 없다. 

  허 -재 류 손상 정도에 심근 수축력과 심박수의 요성

은 이미 알려져 있다. 허  후에 주어진 β-차단제,20) 칼

슘 길항제21) 같은 심근 수축력 억제 약물이나 서맥을 유발

하는 약물이22,23) 심근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음 보고 되어 

있다. Propofol 역시 심 계에 많은 향을 끼치는데 수축

기  이완기 압, 신  항, 심장의 수축력, 심박출

량, 심지수 등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Propofol이 심근 수축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논문은 다

양하게 보고되어 있다. 토끼에서 임상 용량을 과하는 농

도에서 수축력 억제 효과를 보 다는 보고와24) 쥐에서 심근 

수축력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보고도25) 있다. 본 연구

에서 밝 진 propofol의 심근 보호 효과가 심 계 억제에 

의한 것인지 배제할 수 없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토끼를 사용한 생체 내 허 -재 류 모델을 사용한 실험에

서 압이 경색의 크기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압

은 경색의 크기에 향이 없다는 보고와26) propofol이 쥐의 

심근 수축력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보고도25) 있어 심

계 억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보고만으로 

propofol의 심근 보호 효과에 심 계 억제 효과가 여하

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수축기 최  좌심실 압력 순간 변화율은 심근의 수축력

을 변한다. Sham 군에 비하여 Control 군에서 수축기 최

 좌심실 압력 순간 변화율이 하되었으나, Propofol 군은 

Sham 군과 차이가 없었고 Control 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이는 propofol이 허 -재 류에 의한 심근 손상을 억제

하여 심근 수축력을 보존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심근 수축

력의 보호 효과가 propofol의 용매인 intralipid에서는 나타나

지 않았다. 수축기 기능뿐 아니라 이완기 기능도 심근 기능

의 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어 이완기 기능 평가도 심장 

기능 평가에 요하여, 심근의 이완력을 변하는 이완기 

최소 좌심실 압력 순간 변화율을 측정하 다. 이완기 최  

좌심실 압력 순간 변화율은 Sham 군에 비하여 Control 군과 

Intralipid 군에서 하되었으나, Propofol 군은 Sham 군과 차

이가 없었고 Control 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propofol이 허 -재 류에 의한 심근 손상을 억제하여 심근 

이완력을 보존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심근 이완력의 보호 

효과가 propofol의 용매인 intralipid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으로 생체 내 국소 허 -재 류 모델에서 허   

후에 정주한 임상 용량의 propofol은 재 류 24시간 후에도 

심근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 졌으며, 허 -재 류 손

상 기에 나타나는 심근 보호 효과가 심근 손상의 지연이 

아니라 propofol의 효과임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경피 경

 상 동맥 확장술이나 허 -재 류 손상이 상되는 각

종 시술시 한 진정제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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