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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연구 배경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란 심장과 같은 목표 장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다

른 장기에 짧은 반복된 허혈-재관류 자극을 줌으로써 이후에 지속되는

치명적 허혈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목표 장기를 보호한다는 개념이다. 동

물 실험과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 시술 환자에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보호효과가 비교적 일관되게 효과 있게 나타난 데 비해, 심장 수술 환자

에서는 심장보호효과와 임상 예후 개선에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여 왔

다. 특히 심장 수술 환자에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심장보호효과를

방해하는 가능한 교란 인자로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베타수용체 차단제

등이 제기되었지만 아직 임상 연구에서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심장보호효과에 프로포폴과

베타수용체 차단제의 사용이 영향을 미치는지 임상 연구와 랑겐돌프 심

장 모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심장 수술을 받기로 예정된 성인 환자 51명이 수술 당일 마취전군

(n=17), 세보플루란군(n=17), 프로포폴군(n=17)에 무작위 배정되어 각각

마취전, 그리고 세보플루란 혹은 프로포폴 마취 하에서 원격 허혈성 전

조건화를 시행하였다.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는 한쪽 팔에 혈압 측정용

압력계를 감아 200 mmHg의 압력을 5분간 가하고 이어 5분간 압력을

제거하는 방식을 네 번 반복하였다. 또한 건강 자원자 11명을 대상으로

베타수용체 차단제인 카르베딜롤을 복용하는 군과 복용하지 않는 군에

배정하여 각각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를 시행했다. 건강 자원자는 6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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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방문하여 반대편 군에 교차 배정되어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를 시행 받

았다. 심장보호효과는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 전, 후 대상자로부터 얻은

혈청 투석액으로 관류한 랑겐돌프 심장 모델에서 허혈-재관류 후 심근

경색의 크기 비교로 판단하였다.

연구 결과

마취전군, 세보플루란군, 프로포폴군의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 전 심근

경색의 크기에는 차이가 없었다 (각각 39.7 ± 4.5%, 38.9 ± 5.3%, 38.6 ±

3.6%; p=0.785). 마취전군의 경우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 후 심근 경색의

크기가 효과적으로 줄었지만 (27.5 ± 8.0%; 평균 차이 -12.1%, 95% 신

뢰 구간 -17.4%, -6.9%; p<0.001), 세보플루란군과 프로포폴군은 차이가

없었다 (각각 35.7 ± 6.9%와 35.8 ± 5.8%). 건강 자원자에서 카르베딜롤

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 후 심근 경색의 크기가 감

소하였지만 (41.7% ± 4.3% vs. 30.6 ± 8.5%; 평균 차이 -10.6%, 95% 신

뢰 구간 -14.7%, -6.5%; p<0.001), 카르베딜롤을 복용 시 경색 크기에

차이가 없었다 (41.0 ± 4.0% vs. 39.6 ± 5.6%; 평균 차이 -1.6%, 95% 신

뢰 구간 -5.9%, 2.8%; p=0.452).

결론

심장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마취제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원격 허혈

성 전조건화에 의한 심장보호효과가 나타났으나, 세보플루란이나 프로포

폴 마취 하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 자원자에서 베타수

용체 차단제인 카르베딜롤의 복용은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에 의한 심장

보호효과를 저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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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환자의 임상적 예후를 향상시키려는 현대 의학의 치료 방법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부전은 전세계적으로 유병율과

사망률의 가장 주요한 원인 질환으로 꼽히고 있다 [1]. 따라서 이런 환자

들에서 허혈-재관류 손상(ischemia-reperfusion injury)에 의한 심장 근

육의 손상(myocardial injury)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 전략이 필

요한 가운데, 지난 수십년간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remote ischemic

preconditioning)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원격 허혈성 전

조건화란, 심장과 같은 목표 장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조직이나 장기에

짧은 반복된 주기의 간헐적 허혈과 재관류 자극을 줌으로써 이후에 지속

적으로 주어지는 치명적 허혈-재관류 손상으로부터 목표 장기를 보호하

려는 전략이다 [1]. 이 전략은 수많은 동물 실험에서 동물의 뒷다리 등에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를 적용했을 때, 이후 주어지는 관상동맥의 결찰로

유발된 허혈과 재관류로 초래되는 치명적인 허혈-재관류 손상으로부터

동물의 심장근육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2].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임상 적용에서는, ST 분절상승 급성 심근경

색으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는 환자의 팔이나 다리에 반복

되는 간헐적 압력을 주어 허혈, 재관류를 반복 시행한 결과 중재술 이후

심근의 손상 지표인 트로포닌의 농도 상승이 대조군에 비해 의미 있게

줄어들어 사지에 적용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심근보호효과를 확인하

였다 [3]. 심폐우회술을 사용하는 심장판막 수술 환자나 관상동맥 우회수

술을 받는 환자에게 역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를 시행하였을 때 일부에

서 수술 후 트로포닌의 농도 상승이 대조군에 비해 의미 있게 낮아 수술

환자에서도 역시 심근보호효과가 증명된 바 있다 [4-8].

그러나 이후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가 중재술이나 심장 수술 후 혈중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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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 손상의 지표값뿐 아니라 단기적, 장기적 임상 예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한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경

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는 환자에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가 중재시

술 후 사망률 감소 등 예후를 향상시키는 결과가 일부 증명되기도 하였

으나 [9, 10], 최근의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에서는 예후의 차이를 보이

지 않기도 하였다 [11]. 또한 심장 수술의 경우 몇 개의 대규모 무작위

시험에서 모두 장, 단기적 예후에 일관적으로 개선을 보이지 않아 동물

실험 혹은 심근지표를 일차 종점으로 보았던 기존 연구들과 차이 있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12-15].

이에 연구자들은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가 임상 예후에까지 보호 효과

를 나타나지 않게 하는 교란 변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여러 가능한 교

란 변수 중 마취제의 하나인 프로포폴이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효과를

방해할 것이라 의심되었지만 [16] 임상 시험에서 프로포폴의 사용과 원

격 허혈성 전조건화 효과의 관계는 심장 수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또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가 목표 장기에 보호효과를 나타내는 기전

이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최소한

humoral, 그리고 neural pathway가 보호기전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18]. 따라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를 받은 환자의 혈청으로부

터 보호인자가 다른 종으로 전이되어 허혈-재관류 손상에 대한 보호 효

과를 증명할 수 있고 [19, 20], 부교감 혹은 교감 신경계 신호 전달경로

의 일부가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보호기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

으로 생각되지만 [17], 이 또한 임상 시험에서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포폴과 베타수용체 차단제의 사용이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심장보호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의 가설을 심장 수술 환자에서 마취제인 프로포폴의 사용이 원

격 허혈성 전조건화에 따른 심장보호효과를 저해할 것으로 세우고, 또한

건강 자원자를 대상으로 베타수용체 차단제의 복용이 원격허혈성 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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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심장보호효과를 저해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심장보호효과의 규

명은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를 받은 대상자의 혈액 검체물로부터 얻은 혈

청 투석액을 랫드 심장에 사용하여 허혈-재관류 손상을 받은 랫드의 심

장 근육 경색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판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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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연구 윤리 준수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심장 수술을 받는 성인 환자

와 건강 자원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각각 대상자 연구에 대해 대상

자 모집 전 기관의 연구 윤리 준수에 따른 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승인번호 1605-079-761, 1702-031-829), clinicaltrials.gov에 연구 진행에

관한 사실을 공표 후 (NCT02932722, NCT03169426), Good Clinical

Practice Guideline과 헬싱키 선언의 원칙에 따라 연구를 시행하였다. 모

든 대상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서면 동의 취득 후 연구에 참여

토록 하였으며 대상자가 원할 시 연구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랫드를 사용한 동물 실험은 서울대학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고 (승인번호 SNU-160812-2-2, SNU-170417-22), 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따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

심장 수술 환자 대상자는 심폐우회술을 이용한 심장 수술을 받기로 예

정된 나이 20세 이상, 80세 이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에의 참여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하행 흉부 대동맥 수술을 포함하는 경우, 수술 전

24시간 이내에 과격한 운동을 하였거나 알코올이나 카페인을 섭취한 경

우, 수술 전 좌심실 구축률 30% 미만인 경우,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 심각한 신기능 혹은 간기능 장애, 투석을 받고 있거나 상지에 동-

정맥루를 가진 경우, 말초 혈관 질환이나 말초 신경 질환을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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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고장애, 수술전 베타수용체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기계적 심실 보

조장치를 가진 경우, 응급 수술, 재수술, 임신, 그리고 연구에 참여를 거

부한 경우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건강 자원자의 경우 지역 광고를 통해 나이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건

강한 남자 성인을 대상으로 모집하였고, 기존에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는 경우, 음식이나 약물에 알레르기 과거력이 있는 경우, 체질

량 지수가 18 kg/m2 미만이거나 30 kg/m2 초과인 경우, 안정시 수축기

혈압이 150 mmHg 초과되거나 100 mmHg 미만인 경우, 안정시 이완기

혈압이 100 mmHg 초과되거나 50 mmHg 미만인 경우, 연구에 참여하기

24시간 이내 과격한 운동을 하였거나 흡연, 알코올 혹은 카페인을 섭취

한 경우, 14일 이내에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이나 한약 등을 복용

한 경우, 상지에 혈관 이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설명 후 연구에 참여하

기 거부한 경우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무작위 배정과 눈가림

연구에 참여하기로 등록된 심장 수술 환자는 수술 당일 각각 마취전

군, 세보플루란군, 그리고 프로포폴군 등 세 군 중 한 군에 무작위 배정

되도록 하였다 (그림 1). 건강 자원자는 베타수용체 차단제인 카르베딜

롤을 복용하는 군과 복용하지 않는 군에 무작위 배정 후 6일간의

wash-out 기간이 지난 후 반대의 군에 교차 배정되도록 하였다 (그림

2).

무작위 배정 순서는 연구와 독립적인 간호사에 의해 각 군에 동일한

비율로 배정되도록 전산화된 무작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되었고,

배정군은 수술 집도의, 대상자, 자료 수집자,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는 사

람이 미리 알 수 없도록 비밀을 유지하였다. 대상자의 혈청을 이용한 동

물 실험은 대상자 군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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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수술 환자 대상 연구

심장 수술 대상자는 수술 당일 전처치 없이 수술실에 입실하여 5극 심

전도, 말초산소포화도, 비침습적 혈압 측정 등의 기본 활력 징후 감시를

시작하고, 요골 동맥에 침습적 연속적 동맥 혈압 감시를 위한 20 게이지

캐뉼라를 거치하여 동맥 혈압을 감시하였다.

마취전군의 경우 마취를 시작하기 전에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를 시행

하였다.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 시행 방법은, 침습적 동맥 혈압을 감시하

지 않는 쪽 윗팔에 혈압 측정용 압력계를 감고 200 mmHg의 압력을 5

분간 가하고 이어서 5분간 압력을 푸는 방식을 4회 반복하였다. 원격 허

혈성 전조건화가 끝나면 마취전군은 이후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신 마취

유도 후 예정된 수술을 진행하였다.

세보플루란군과 프로포폴군은 각각 세보플루란과 프로포폴을 이용한

전신 마취 하에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를 시행하였다. 세보플루란군의

경우 미다졸람 0.1 mg/kg을 정주하여 마취 유도 후 세보플루란 흡입농

도 2 vol%로 마취를 유지하고, 프로포폴군의 경우 목표농도 조절 주입

법을 사용하여 효과처 농도 4 μg/ml의 프로포폴을 주입하여 마취 유도

및 유지하면서 각각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를 시행하였다 (그림 3).

건강 자원자 대상 연구

건강 자원자 대상자는 연구 당일 조용한 외래 진료실에 앙와위 자세를

취하고 3극 심전도, 말초산소포화도, 비침습적 혈압 측정 감시를 하면서

카르베딜롤 복용군의 경우 카르베딜롤 12.5 mg을 복용 후 90분 후에, 복

용하지 않는 군의 경우 복용하지 않은 채로 각각 한 쪽 윗팔에 감긴 혈

압 측정용 압력계를 이용하여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를 시행하였다.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는 200 mmHg의 압력을 5분간 가하고 이어 5분간 압력

을 모두 제거하는 방식을 4회 반복하였다. 대상자는 첫 번째 연구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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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재방문하여 반대편 군에 교차 배정되어 동일한 연구 방법을 반복하였

다 (그림 4).

혈청 투석물 준비

대상자로부터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 전, 후에 각각 30 ml의 혈액을 채

취하여 즉시 3000 r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 후 얻은 혈청을 12-14 kDa

의 pore 크기를 가진 dialysis tubing membrane (Spectra/Por, Spectrum

Laboratories, Rancho Domiguez, CA, USA) 안에 넣어 20배 용량의 투

석용 Krebs-Henseleit buffer (KHB)를 통해 4℃에서 24시간 동안 투석

하여 혈청 투석액 300 ml을 제조하였다 (그림 5). 분리된 혈청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80℃에 냉동 보관하였다가 사용하였다. 투석용

KHB의 조성은 118 mM NaCl, 4.7 mM KCl, 1.1 mM MgSO4․7H2O,

1.2 mM KH2PO4, 1.8 mM CaCl2․2H2O로 이루어져 있다. 랫드 심장에

혈청 투석액을 관류시키기 직전 25 mM NaHCO3와 11 mM D-glucose

를 추가하고 95% O2와 5% CO2 혼합가스를 공급하여 37℃에서 pH 7.4

를 유지하여 심장 관류에 사용하였다.

랑겐돌프 허혈-재관류 손상 심장 모델

9-11 주령의 몸무게 250-350 g의 수컷 Sprague-Dawley 랫드를 펜토

바비탈 소디움 60 mg/kg를 복강내 주사하거나 세보플루란 6-8 vol%를

흡입하여 마취 후 헤파린 100 IU/kg를 꼬리 정맥을 통해 정주하였다. 랫

드의 통증 반응이 소실되는 즉시 개흉술을 통해 심장을 적출하여 랑겐돌

프 장치에 상행대동맥 캐뉼라를 통해 거치하였다. 랑겐돌프 장치에 거치

된 랫드의 심장은 pH 7.4, 37℃의 KHB를 상행대동맥 캐뉼라를 통해 역

행성 관류시켜 심장 수축을 유지하였다. KHB의 조성은 118 mM NaCl,

4.7 mM KCl, 1.1 mM MgSO4․7H2O, 1.2 mM KH2PO4, 1.8 mM C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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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H2O, 25 mM NaHCO3와 11 mM D-glucose로 구성되었고, 관류 전

95% O2와 5% CO2 혼합기체가 가해졌다.

랑겐돌프 심장 모델을 통한 랫드 심장의 허혈-재관류 손상 프로토콜

은 다음과 같다. 즉, 랑겐돌프 장치에 심장 거치 후 KHB로 관류시키며

10분간 안정화 상태를 유지하고, 15분간 준비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

전 혹은 후 혈청 투석액을 관류시키고, 이어 다시 KHB로 5분간 관류시

킨 후 30분간 관류 없는 허혈 기간을 주고, 이어 60분간 KHB로 재관류

시켜 랫드 심장에 허혈-재관류 손상을 유발하여 허혈-재관류 손상 전

심장에 관류된 혈청 투석액의 심장보호효과를 재관류 후 심근 경색의 크

기로 판단하였다 [21]. 관류 동안 심장의 수축력이 불안정하거나, 심각한

부정맥이 3분 이상 지속되거나, 의도치 않게 관류가 3분 이상 시행되지

않거나, 심박수가 분당 100회 미만 혹은 400회 초과되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60분간의 재관류 기간이 끝나면 심장을 장치로부터 분리하

여 -20’C에서 30분 거치 후 두께 1-2 mm의 5-6개의 단면으로 잘라 1%

2,3,5-triphenyltetrazolium chloride 용액으로 15분간 염색하여 붉은 색으

로 염색된 살아 있는 조직과 흰 색으로 염색된 경색된 조직을 구분하였

다 [22]. 심장 단면은 10% 포르말린 용액에 담가 24시간 고정 후 디지털

사진 측정을 통해 ImageJ 프로그램(버전 1.51, NIH, Bethesda, MD,

USA)으로 각 단면의 전체 심실 면적 중 경색된 면적의 비의 평균으로

심근 경색의 크기를 퍼센트로 표시하여 군간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 종점 및 대상수 산출

본 연구의 일차 연구 종점은 심장 수술을 받는 환자 대상 연구의 각

군에서 혈청 투석액으로 관류된 랫드 심장의 심근 경색의 크기이다. 이

전 연구에서 환자로부터 얻은 혈청 투석액으로 관류시킨 랑겐돌프 허혈

-재관류 심장 모델에서 심근 경색의 크기가 27.4 ± 3.8% 였음을 참고하

여 [23], 마취전군과 세보플루란군 간에는 경색 크기에 차이가 없고 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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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란군과 프로포폴군 간에 20%의 경색 크기의 차이가 있으면 임상적

으로 의미 있다고 가정하면 각각의 가정에 대해 2.5% 유의수준과 80%

의 검정력, 10%의 탈락률을 고려하면 각 군당 17명의 대상수가 필요하

게 된다. 따라서 총 세 군에서 총 51명의 대상수를 산출할 수 있다.

이차 연구 종점은 건강 자원자 대상 연구에서 카르베딜롤 복용 군과

복용하지 않은 군 간 혈청 투석액으로 관류한 랫드 심장의 심근 경색의

크기로 하였다. 이외에 심장 수술 환자에서 72시간 동안 혈중 트로포닌

I의 최고값, 수술 후 24시간 동안 흉관 배액량, 수술 후 새로 발생한 심

방세동, 중환자실 재원 기간, 수술 후 병원 재원 기간을 비교하였다.

통계 분석

자료는 분포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 중앙값과 사분위수, 빈도수와 퍼

센트, 혹은 평균 차이와 95% 신뢰 구간으로 표시하였다. 자료의 정규성

분포는 Kolmogorov-Smirnov 검정과 Shapiro-Wilk 검정을 이용하였다.

연속형 변수의 비교는 독립 t 검정, 일원분산분석, 또는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였고, 범주형 변수는 Pearson’s chi square test 혹은

Fisher’s exact test로 비교하였다.

일차 종점에 대해서 마취전군과 세보플루란군의 비열등성 검정시 비열

등성 인정한계 -5%에 대해 one-sided t-test를 유의수준 0.025에서, 그

리고 세보플루란군과 프로포폴군 간 비교시 two-sided t-test를 유의수

준 0.025에서 검정하였다. 군 내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 전, 후의 경색 크

기의 비교는 짝지은 t 검정과 함께 다중검정 교정을 하였다. 이차 종점

에 대해서 카르베딜롤을 복용한 군과 복용하지 않은 군의 2 x 2 교차

시험의 경색 크기 비교는 선형혼합모형을 사용하였다. 선형혼합모형에서

처치, 기간, 순서, 그리고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 전 경색 크기를 고정 효

과로, 대상자는 임의 효과로 간주하였다. 모형의 정규성 가정은 잔차의

히스토그램과 Q-Q plot으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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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은 SPSS (버전 21.0, IBM, Armonk, NY, USA)와 SAS (버

전 9.2, SAS Institute,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0.05 미

만의 p 값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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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2017년 2월에서 2018년 1월 사이 기간 동안 심장 수술 대상자가 모집

되었다. 스크리닝을 거친 162명의 대상자 중 51명이 각각 마취전군, 세보

플루란군, 프로포폴군에 17명씩 배정되었다 (그림 1). 프로포폴군에 배정

된 대상자 중 한 명은 추후 등록 기준에 맞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었

고, 세보플루란군 대상자 중 한 명은 수술 중 관상동맥 손상으로 수술

후 트로포닌 값 비교에 포함되지 않았다. 건강 자원자는 2017년 5월부터

10월 사이 기간 동안 11명이 모집되었고 (그림 2), 카르베딜롤 복용이나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없었다. 동물 실험 중 마취

전군과 카르베딜롤 복용군에서 각각 랫드 심장의 수축력 저하와 부정맥

발생이 있었던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의 특

성은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심장 수술 환자 대상자 연구 결과, 세 군에서의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

전 심근 경색의 크기는 비슷하였다 (마취전군 39.7 ± 4.5%, 세보플루란

군 38.9 ± 5.3%, 프로포폴군 38.6 ± 3.6%; p=0.785). 원격 허혈성 전조건

화 후 심근 경색의 크기는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 전에 비해 마취전군의

경우 의미 있게 감소하였으나 (27.5 ± 8.0%; 평균 차이 -12.1%, 95% 신

뢰 구간 -17.4%, -6.9%; p<0.001), 세보플루란군과 프로포폴군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보플루란군 35.7 ± 6.9%, 프로포폴군 35.8

± 5.8%; 그림 6). 세보플루란군의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 후 심근 경색의

크기는 마취전군에 비해 비열등하다고 할 수 없었고 (평균 차이 -8.1%,

일측 95% 신뢰 구간 -13.5%, +∞; p>0.999), 프로포폴군과는 차이가 없

었다 (p=0.957).

건강 자원자 대상 연구 결과, 베타수용체 차단제인 카르베딜롤을 복용

하지 않은 경우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에 따라 심근 경색의 크기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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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감소하였다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 전 41.7% ± 4.3% vs. 원격 허

혈성 전조건화 후 30.6 ± 8.5%; 평균 차이 -10.6%, 95% 신뢰 구간

-14.7%, -6.5%; p<0.0001; 그림 7). 반면 카르베딜롤을 복용한 경우 원

격 허혈성 전조건화 전, 후의 심근 경색 크기에 차이가 없었다 (41.0 ±

4.0% vs. 39.6 ± 5.6%; 평균 차이 -1.6%, 95% 신뢰 구간 -5.9%, 2.8%;

p=0.452). 교차 시험에서 첫 기간 처치의 이월 효과는 없었다 (p=0.216).

이 외 심장 수술 후 혈중 트로포닌, 흉관 배액량, 심방세동, 중환자실

및 병원 재원 기간에 군 간 차이는 없었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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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에서 전신 마취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

의 시행은 대상자의 혈청 투석액을 사용한 허혈-재관류 손상 모델에서

심근 경색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그러나, 세보플루란이나 프

로포폴 마취 하에서는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심장보호효과가 저해되었

다. 건강 자원자에서 카르베딜롤의 복용은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심장

보호효과를 저해하였다.

1993년 Przyklenk 등에 의해 개 심장의 좌회선 관상동맥에 반복된 허

혈-재관류 자극을 준 후 좌전하행 관상동맥에 지속적인 허혈을 가했을

때 관상동맥 허혈에 의한 심근 경색 크기가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연

구에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기술되었다 [2]. 이후

동물 실험을 넘어 인간 대상으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를 적용하였을 때

심근 경색이나 심장 판막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

술이나 [3] 심장 수술 후 [5, 6] 심근 손상 지표인 트로포닌 등의 감소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침습적 처치로 심근을 손상

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뿐만 아니라

사망률이나 심부전에 의한 재입원 등 장, 단기적 임상 예후에 대한 연구

에서도 일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9, 24] 심장 수술 환자에서

[6]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를 시행하였을 때 예후 개선이 증명된 결과들

이 있었다. 그러나 심장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들에서는 예

후 개선에 효과가 없는 결과들 또한 있었고 [25, 26], 이어서 실시된 최

근의 대규모 다기관 연구들에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가 심장 수술 후

사망률이나 주요 심뇌혈관계 유해 사건 발생의 개선에는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12-14]. 이러한 임상 연구에서의 결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현재

까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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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 [27, 28].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심장보호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가능한 교란

인자 중에 정맥 마취제인 프로포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프로포폴

(2,6-diisopropylphenol)은 앞서 언급된 세 개의 주요한 대규모 다기관 무

작위 배정 임상 시험에서 심장 수술을 시행한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주된

마취제로 쓰인 약제이며 [12-14], 페놀 구조의 자유라디칼 제거제인 알

파-토코페롤(α-tocopherol)과 비슷한 페놀산 구조를 지닌 지질용해성 마

취제이다 [29]. 프로포폴은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함으로써 소장의 허혈-

재관류 손상을 경감하는 역할이 있음이 동물 실험에서 밝혀진 바 있고

[30], 흡입마취제에 의한 전조건화 효과 또한 자유라디칼 제거제에 의해

억제되었다는 결과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30, 31], 원격 허혈성 전조건

화의 장기보호 효과 또한 프로포폴의 이러한 자유라디칼 제거 능력의 영

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33].

임상 시험에서도 비슷하게,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서 흡입마취제인 이소플루란의 영향 아래서는 원격 허

혈성 전조건화에 의해 수술 후 트로포닌 수치가 감소하였지만 프로포폴

마취하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34], 또 다른 연구에서는 관상동맥 우회술

에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를 시행하였을 때 프로포폴을 사용한 서브그

룹 분석에서 역시 보호효과가 저해되었다 [6].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고위험 수술 환자에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신

장 손상을 줄여주는 효과가 증명되었다 [25].

본 연구에서는, 심장 수술 환자에서 세보플루란과 프로포폴 마취 하에

시행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가 허혈-재관류 손상으로부터 심근을 보호

하지 못하였다. 즉, 세보플루란과 프로포폴 모두 심장 수술 환자에서 원

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심장보호효과 발현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가능한 설명으로 첫째, 연구에 사용된 프로포폴 농도 자체가

독립적으로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내기에 부족하여 어떤 쪽으로든

심장보호효과가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35],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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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된 프로포폴의 항산화 작용뿐 아니라 세보플루란의 reactive

oxygen species를 감소시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로 인해 [36]

두 마취제의 이러한 성질이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보호효과를 저해했

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어떤 종류의 마취제를 사용했던 간에 전신 마

취 자체의 영향으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신경성 전달경로가 억제되

었을 가능성이다. 전통적으로 전신 마취의 네 가지 요소 중 두 가지는

구심성, 원심성 신경 전달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37]. 따라서 원격 허

혈성 전조건화의 신경 전달 경로 또한 전신 마취 자체에 의해 억제되어

장기보호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의 Behmenburg 등에 의한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 Behmenburg 등은 동물 실험에서 세 가지 다른 마취제의 영향 아

래에서의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심장보호효과를 비교하였는데, 펜토바

비탈, 세보플루란, 그리고 프로포폴을 사용한 마취 하에서 랫드의 뒷다리

에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를 시행하고 이어 랫드의 심장에 허혈-재관류

손상을 가한 후 심근 경색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펜토바비탈과

세보플루란 마취 하에서는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에 의해 심근 경색의 크

기가 효과적으로 감소하였지만, 프로포폴 마취하에서 시행한 원격 허혈

성 전조건화는 심장보호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38]. 그러나 건강하고

어린 실험동물을 이용한 잘 통제된 조건에서의 실험 조건과 달리, 실제

질병에 이환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은

그 조건이 훨씬 복잡하다. 환자들은 대개 나이가 많고,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특정 질환뿐 아니라 다른 동반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에 따라 동시에 복용하고 있는 약제도 다양하다. 말초 신경병변을 동반

한 당뇨 환자에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를 시행 후 얻은 혈청 투석물을

사용시 심장보호효과가 저해되었고 [20],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의 복

용 또한 허혈성 전조건화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9].

세보플루란 마취를 사용한 경우에도 선천성 심장 결손 수술을 받는 어린

이 환자에서는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보호효과가 나타났지만 [40],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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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질환이 있는 성인 심장 수술 환자에서는 보호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41]. 반면 본 연구에서 마취제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는 심장 질환을

가진 성인 환자에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에 의한 심장보호효과가 의미

있게 발현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건강 자원자에게 투여한 카르베딜롤이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보호효과를 저해시켰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한 몇 가지 가능

한 설명 중에, 무스카린성 수용체 차단 혹은 미주신경 절단에 의해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효과가 차단되었듯이 [17, 42], 베타수용체 차단제가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신경성 전달 경로를 차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프로포폴과 마찬가지로, 카르베딜롤 역시 자유라디칼 제거제 역할

을 하여 동물 모델에서 허혈성 조건화의 효과를 저해한 바 있다 [43,

4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베타수용체 차단 효과에 상관없이 카르베딜

롤의 항산화 성질이 본 연구의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심장보호효과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프로프라놀롤이나 니프라딜롤의 장기적 전처치

로 인해 랫드 심장에서 허혈성 전조건화에 의한 효과가 소실되었고 [45],

단기 작용 베타수용체 차단제인 에스몰롤의 짧은 처치로도 토끼 심장에

서 허혈성 전조건화의 효과가 저해되었으며 [46], 역시 베타 수용체 차단

제인 아테놀롤에 의해 마우스 심장의 전조건화의 효과가 저해된 바 있다

[47]. 그러나 이러한 여러 동물 실험의 결과와 달리,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에 의한 심장보호효과에 베타

수용체 차단제 사용은 영향이 없었다는 후향적 연구 결과도 있다 [48].

따라서 본 연구 결과와 이전의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카르베

딜롤과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심장보호효과의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두 마취제군에 함께 사용되었던 레미펜타닐 사용에 대해서

아편유사제 수용체 (opioid receptor) 작용제와 전조건화의 심장보호효과

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아편유사제 수용체 작용제

의 사용이 심근을 조건화시키고 심장보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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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레미펜타닐의 지속 주입시 심근의 저산소성 재산소화 스트레스

(hypoxia reoxygenation stress)로부터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다

[50].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레미펜타닐의 지속된 주입시 토끼 심장에

서 전조건화(5분 허혈-5분 재관류)의 한 사이클에 의한 보호 효과는 억

제되었지만, 두 사이클로 시행된 전조건화에 의한 경색 크기 감소 효과

는 유지되었다 [51].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심장 수술 환자에서 세보플루란

과 프로포폴이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심장보호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실제 심장 수술 환자에게 흔히 행해지는 임상 진료 형태

와 비슷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레미

펜타닐이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보호 신호 전달 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으며, 그 영향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러한 심장 수술 환자에서 레미펜타닐의 사용과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관계에 대해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각 마

취제와 베타수용체 차단제가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보호효과와 신호

전달 체계에 미치는 기전에 대해서는 규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기전에 대한 규명은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을 벗어나므로 향후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대상수 산출은 일차 종점인 랫드

심장의 심근 경색의 크기 비교에 기반하여 산출되었기 때문에 연구에 포

함된 대상자 집단의 기본 특성에 다소 군간 차이가 발생하였다. 향후 연

구에서는 이러한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 동질한 특성을 가진 집단의 대상

자로 국한하여 모집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외적 타당성이 감소될 제한점

을 가질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포함된 대부분의 환자는 판막 수술을

받는 환자였고 이전에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에 대한 임상 연구는 주로

허혈성 심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9, 10, 13, 14]. 판

막 질환의 경우 질환의 원인 분류가 허혈성 심질환에 비해 다양하지만

판막 수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허혈-재관류 손상에 취약



18

하므로 장기보호전략이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가 의미를 가질 것이다. 마

지막으로, 일차 종점 외 본 연구에서 분석된 트로포닌 등 임상 변수에

대한 분석은 충분한 검정력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모든

군에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 시행이 끝난 후에는 프로포폴을 기본으로

한 마취가 제공되었으므로 임상 변수의 군간 비교에 대한 해석에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

심장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마취제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원

격 허혈성 전조건화는 심장보호효과를 나타냈지만, 세보플루란 혹은 프

로포폴 마취 하에서는 심장보호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보플루란과

프로포폴군 간 효과의 차이는 없었다. 건강 자원자에서 카르베딜롤을 복

용하지 않았을 때 보였던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심장보호효과가 카르

베딜롤 복용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세보플루란,

프로포폴, 카르베딜롤이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에 의한 심장보호효과를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심장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들에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의 심장보호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에 대한 가능한 설명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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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심장 수술 환자의 기본 특성

특  성 
마취전군
(n=17)

세보플루란군
(n=17)

프로포폴군
(n=16)

p 값

나이 (세) 68 (61―77) 63 (53―71) 66 (53―74) 0.246
남성 6 (35%) 13 (77%) 7 (41%) 0.040
체질량지수 (kg/m2) 25.0 ± 3.5 23.2 ± 2.4 24.2 ± 3.0 0.242
좌심실 구출률 (%) 62 ± 6 60 ± 7 59 ± 8 0.480
기저 트로포닌 I 
(ng/ml)

0.00 
(0.00―0.01)

0.00 
(0.00―0.01)

0.00 
(0.00―0.03)

0.669

적혈구용적율 (%) 40 ± 3 41 ± 6 39 ± 4 0.357
기저 사구체여과율 
(ml/min/1.73m2)

78.3 
(61.2―87.2)

87.3 
(67.4―102.3)

83.4 
(71.4―99.9)

0.351

동반질환
  고혈압 8 (47%) 2 (12%) 6 (37%) 0.075
  당뇨 2 (12%) 1 (6%) 3 (18%) 0.524
  허혈성 심질환 3 (19%) 1 (6%) 1 (6%) 0.456
복용약
  아스피린 7 (41%) 4 (24%) 2 (13%) 0.165
  클로피도그렐 1 (6%) 1 (6%) 0 0.613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2 (12%) 2 (12%) 3 (18%) 0.802

  칼슘 채널 차단제 9 (53%) 4 (24%) 3 (18%) 0.071
  이뇨제 7 (41%) 4 (24%) 6 (37%) 0.520
  스타틴제 8 (47%) 4 (24%) 5 (31%) 0.337
수술종류 0.381
  판막 수술 8 (47%) 10 (59%) 13 (82%)
  판막 + 관상동맥 
혹은 대동맥 수술

8 (47%) 5 (29%) 2 (12%)

  대동맥 수술 1 (6%) 1 (6%) 0
  기타 0 1 (6%) 0

자료는 중위수 (사분위범위), 평균 ± 표준편차 혹은 빈도 (퍼센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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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건강 자원자의 기본 특성

특성 건강 자원자 (n=11)

나이 (세) 27 (24―28)

체질량지수 (kg/m2) 23.7 (22.9―25.2)

자료는 중위수 (사분위범위)임.



29

표 3. 심장 수술 후 임상 변수

특  성 
마취전군
(n=17)

세보플루란군
(n=17)

프로포폴군
(n=16)

p 값

72시간 동안 
트로포닌 I의 최고치 
(ng/ml)

12.88 
(6.07―16.64)

12.06 
(5.79―18.79)

12.11 
(7.00―17.55)

0.930

24시간 동안 흉관 
배액량 (ml)

620 
(365―940)

650 
(420―1072)

605 
(505―740)

0.561

심방 세동 5 (31%) 7 (41%) 7 (47%) 0.671

중환자실 재원 (시간) 27 (25―51) 24 (23―41) 24 (20―48) 0.176

병원 재원 (일) 10 (8―14) 9 (8―11) 8 (6―14) 0.299

자료는 중위수 (사분위범위) 혹은 빈도 (퍼센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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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심장 수술 환자 대상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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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건강 자원자 대상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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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심장 수술 환자 대상 연구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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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건강 자원자 대상 연구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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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혈청 투석액(plasma dialysate) 준비 과정

KHB, Krebs-Henseleit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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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심장 수술 환자에서 마취전군, 세보플루란군, 프로포폴군의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 전, 후 혈청 투석액을 이용한 랫드 실험에서의

심근 경색 크기 비교

*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 전 vs.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 후 간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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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건강 자원자에서 카르베딜롤 복용시와 비복용시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 전, 후 혈청 투석액을 이용한 랫드 실험에서의 심근 경색

크기 비교

*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 전 vs. 원격 허혈성 전조건화 후 간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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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Sevoflurane, Propofol, and

Carvedilol on Cardioprotection of Limb

Remote Ischemic Preconditioning

Youn Joung Cho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Remote ischemic preconditioning consists of brief cycles of non-lethal

ischemia and reperfusion applied to an organ or tissue remote from

the target vital organ, such as the heart. This strategy has been

shown to protect myocardium against subsequent sustained lethal

ischemia-reperfusion injury. Remote ischemic preconditioning has

shown organ-protective effects in numerous pre-clinical studies and

in patients undergoing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However,

recent large-scale multicenter studies did not show consistent benefit

on clinical outcomes in cardiac surgery patients received remote

ischemic preconditioning. The suspicious confounders include

anesthetic agents, such as propofol, and beta-adrenergic receptor

blocking agents. We hypothesized that propofol and carvedilol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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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uate the cardioprotective effect of remote ischemic

preconditioning.

Methods

Fifty patients undergoing cardiac surgery were randomized to

pre-anesthesia (n=17), sevoflurane (n=17), or propofol group (n=16),

and received remote ischemic preconditioning in an awake state,

under sevoflurane, or propofol anesthesia, respectively. Remote

ischemic preconditioning consisted of four cycles of 5-min ischemia

and 5-min reperfusion, induced by inflating the pneumatic cuff on the

arm to 200 mmHg and deflating the cuff. Eleven healthy volunteers

received either carvedilol or no medication before remote ischemic

preconditioning in a two-period cross-over study, which was

separated by a washout period of 6 days. Human plasma dialysates

were obtained before and after remote ischemic preconditioning, and

were used to perfuse the isolated rat hearts through Langendorff

ischemia-reperfusion model to compare rat myocardial infarct sizes.

Results

In the cardiac surgery study, the infarct sizes before remote ischemic

preconditioning were similar in the three groups (pre-anesthesia 39.7

± 4.5%, sevoflurane 38.9 ± 5.3%, and propofol 38.6 ± 3.6%; p=0.785).

After remote ischemic preconditioning, the infarct size reduced in the

pre-anesthesia group (27.5 ± 8.0%; mean difference -12.1%, 95%

confidence intervals -17.4%, -6.9%; p<0.001), but not in the

sevoflurane and propofol groups (35.7 ± 6.9% and 35.8 ± 5.8%,

respectively). In the healthy volunteer study, myocardial infarct size

reduced in the no-carvedilol group (41.7% ± 4.3% vs. 30.6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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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difference -10.6%, 95% confidence intervals -14.7%, -6.5%;

p<0.0001), but not in the carvedilol group (41.0 ± 4.0% vs. 39.6 ±

5.6%; mean difference -1.6%, 95% confidence intervals -5.9%, 2.8%;

p=0.452).

Conclusions

The cardioprotective effect of remote ischemic preconditioning was

attenuated under sevoflurane and propofol anesthesia. The use of

carvedilol also inhibited the cardioprotective effect of remote ischemic

preconditioning.

------------------------------------------------

Keywords: remote ischemic preconditoning, cardiac surgery,

propofol, carvedilol, ischemia-reperfusion injury

Student Number: 2013-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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