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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흡입 마취제인 Sevoflurane의 QTinterval연장 효과에 대한
전기생리학적인 연구:쥐 심실근 세포에서의 K+전류에 미치는 영향

최근 임상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sevoflurane(SEVO)은 halogenated
ether계통의 흡입 마취제로서 다른 흡입 마취제에 비하여 매우 낮은
혈액-가스 용해도(0.686)를 보이며,마취 유도 및 각성이 다른 흡입
마취약제에 비해 빠르고,냄새가 거부감이 없어 외래 마취 및 소아마
취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SEVO는 성인 및 소아의 심전도 상에서 QT interval을 연장시키는

데 반해,동물실험에서는 활동전위 기간을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는
상반된 보고가 있어 왔다.기니 픽의 심실근 세포를 이용한 전기생리
학적인 연구에서 SEVO는 delayedoutwardK+current(Ik)를 감소시
키는 반면,inwardlyrectifyingK+current(Ik1)에는 영향이 없는 것
으로 보고 되었다.이러한 전류 외에 사람의 심실근 세포에는
transientoutwardK+current(Ito)가 존재하며,이는 Ik1과 더불어 쥐
와 사람의 심실근 세포에서 재분극에 관여하는 주된 K+전류로 알려
져 있다.현재 Ito에 대한 SEVO의 영향은 밝혀져 있지 않으며,Ito의
전기생리학적인 특성(kinetics)은 두 종간에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Langendorff장치와 효소를 이용하여 쥐의 심실근세포를 분리 후

currentclamptechnique를 이용하여 활동전위를 측정하였으며,patch
clamp기법을 사용하여 Ito의 peakK+current,sustainedK+current
(Isus),Ik1및 L-typeCa2+current(ICa,L)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Ito의 kinetics로서 막전압의 변화에 따른 불활성화(steady-state
inactivation)를 평가하였다.
1.94% (0.32mM)및 3.95% (0.65mM)SEVO는 심실근 세포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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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위 크기 및 휴지막전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50및 90%에
서의 활동전위 기간(APD50,APD90)의 의의 있는 연장을 보였다.+60
mV에서 측정한 Ito의 peakcurrent는 1.94% SEVO에서 대조군에 비
해 18±2%(mean±SEM),3.95% SEVO에서 대조군에 비해 24±
2% 감소하였으며,두 투여 농도간의 차이는 없었다.Isus는 3.95%
SEVO 투여 시에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며 Ito의 inactivationcurve
또한 대조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1.94% 및 3.95% SEVO는 Ik1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ICa, L은 1.94% SEVO에서 28± 3%,3.95%
SEVO에서 33±1% 감소하였으며,두 투여 농도간의 차이는 없었다.
쥐 심실근세포에서 활동전위 기간의 연장 효과는 Ito의 억제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Ito의 전류밀도가 ICa,L에 비하여 매우 크므로 Ito의
억제에 의한 활동전위 기간의 연장 효과가 ICa,L의 감소에 의한 활동
전위 기간의 감소 효과를 상쇄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SEVO 투여
시 활동전위에서 휴지막전위의 변화가 없었던 것은 Ik1에 영향이 없었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핵심 되는 말 :sevoflurane,rat,ventricular myocytes,action
potential,transientoutward K+ current,inwardly rectifying K+

current,L-typeCa2+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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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마취제인 Sevoflurane의 QTinterval연장 효과에 대한
전기생리학적인 연구:쥐 심실근 세포에서의 K+전류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박박 윤윤윤 곤곤곤>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채채채 지지지 은은은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새로운 halogenatedether계통의 흡입마취제로서 최근 임상에서 사

용하기 시작한 sevoflurane (SEVO)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halogenatedether계통의 흡입 마취제인 enflurane,isoflurane등에 비
해 매우 낮은 혈액-가스 용해도(blood/gassolubility,0.686)를 보임으
로서,마취 유도 및 각성이 다른 흡입 마취약제에 비해 빠르고 특히
약제의 냄새가 거부감이 없어 빠른 각성 및 유도가 요구되는 외래 마
취 및 소아 마취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2.
그간의 임상 연구에서 SEVO는 수술을 받는 정상 환자에서 QTc
interval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으며3-6,또한 Gallagher등은7선천성
LQTS가 있는 17세 여자 환자에서 SEVO 투여 시 QT interval이 더
욱 연장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동물의 심근세포를 이용한 전기생리학적인 연구에서 Park등8 및
Shibata등은9기니 픽 심근 절편에서 SEVO가 활동전위 기간을 연장
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관찰하였다(심전도 상의 QT interval은 심실근
세포의 활동전위 기간과 일치).이에 반하여 Azuma등은10동일한 기
니 픽 심근 절편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전위 기간을 단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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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상반된 결과를 관찰하였으며,이와 같은 단축 현상은 개의 심실
근 세포를 이용한 Hatakeyama등11 및 쥐 심실근 세포를 이용한
Rithalia등12의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다.
심근 세포의 활동전위 기간은 세포막을 통과하는 내향전류 및 외향

전류의 상호간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며,이러한 균형의 변화에 따라
활동전위 기간이 단축 혹은 연장될 수 있다13,14.심실근 세포의 초기
재분극 시기(early repolarization phase)는 transient outward K+

current(Ito)의 활성에 의해 형성된다.즉,활동전위의 초기 재분극 시
기인 phaseI및 plateauphase의 초반은 Ito에 의해 결정되며,plateau
phase는 주로 L-typeCa2+current(ICa,L)에 의해 결정된다.Plateau
phase가 끝날 무렵에 delayedoutwardK+current(Ik)는 심실근 세포
의 재분극에 관여하고,inwardlyrectifyingK+current(Ik1)는 활동전
위의 마지막 재분극 시기의 조정을 담당하며13 또한 휴지막전위
(restingmembranepotential)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심실근 세포
의 활동 전위에서의 phase4).따라서,Ik1이 억제되면 휴지 막전위가
탈분극 되는 현상을 보이며 또한 활동전위 기간이 연장된다.쥐의 심
실근 세포에서 재분극에 관여하는 전류로는 Ito,ICa,L 및 Ik1등이 있
다.앞서 언급하였던 기니 픽 심실근 세포를 이용한 전기생리학적인
연구에서 Park등은8SEVO가 투여 농도에 비례하여 Ik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으나,Ik1의 inward및 outwardcomponent에는 영향을 보이
지 않는 점으로 보아 기니 픽 심실근 세포에서 SEVO의 활동전위 연
장 효과는 Ik의 억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Stadnicka등은15기니
픽 심실근 세포에서 SEVO의 Ik1에 대한 연구에서 SEVO가 막전압
-80mV 이하에서 Ik1의 inwardcomponent를 감소시키며(0.75mM:
～20%),-80～0 mV 사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Ik1의 outward
component는 증가시키는(0.75 mM: ～12%) 효과를 보고하였다.
Rithalia등은12쥐 심실근 세포에서 SEVO가 Ito에 대한 영향은 없으
나,ICa,L은 감소시킴으로서(～12%)활동전위 기간을 감소시키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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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하였다.이와 같이,SEVO에 대한 전기생리학적인 연구는 연
구자에 따라 동일한 포유류의 심실근 및 세포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활동전위 기간과 재분극의 후반부에 영향을 미치는 Ik1에 대해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특히 재분극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는 Ito에 대한 연구는 거의 되어 있지 않다.쥐의 심실근 세포를 이용
한 본 연구에서 SEVO가 활동전위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하고,아울
러 재분극에 관여하는 전류인 Ito,Ik1및 ICa,L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
들 전류가 활동전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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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쥐쥐쥐의의의 심심심실실실근근근 세세세포포포분분분리리리
250～300g의 수컷 쥐(Sprague-Dawley)를 enflurane으로 흡입 마취
시킨 상태에서,꼬리정맥으로 heparin(2500I.U.)을 투여한 후 심장을
적출하였다.O2를 포화시킨 실온의 정상 Tyrode용액(mM:143NaCl,
5.4KCl,1.8CaCl2,0.5MgCl2,5HEPES,0.18glucose, pH 7.4)에
잠시 담가두어 심장내의 혈액을 배출시킨 뒤 4°C의 냉각 정상
Tyrode용액에 넣어 심박동을 멈추게 하였다.이 상태에서 상행 대동
맥을 박리한 후 Langendorff관류장치에 현수한 다음 37°C의 정상
Tyrode용액으로 약 5분간 역관류시켰고,Ca2+-freeTyrode용액으로
다시 5분간 순환시켰다(flow rate:7ml/min).이후,Ca2+-freeTyrode
용액에 녹인 collagenase (0.6～0.7 mg/ml,Worthington type II,
Worthington Biochemical Corporation, Lakewood NJ, USA)와
hyaluronidase(0.4mg/ml,SigmatypeII,Sigma-AldrichCo.,Mo,
USA)를 10-14분간 순환시키면서 심장이 물렁물렁 해지는 것을 관찰
하였다.이후 약 5분간 KB용액(mM:70KOH,50L-glutamicacid,
50KCl,20Taurine,20KH2PO4,3MgCl2,20glucose,5HEPES,
0.5EGTA,5Na2ATP,5Pyruvicacid,pH 7.4)으로 순환시킨 다음
양측 심실을 절제하였다.절제한 심근을 따로 KB용액에 넣고 Pasteur
pipette으로 여러 번 흔들어 조직을 분해 시킨 후,200 μm nylon
mesh로 걸러 내었다.KB용액에 담겨져 있는 심근 세포를 4℃의 온도
에 1시간 동안 보관 후 8시간 이내에 사용하였으며,2mM CaCl2에
노출 시 수축을 보이지 않고 striation이 뚜렷한 세포를 골라 실험하
였다.

222...전전전기기기생생생리리리학학학적적적인인인 실실실험험험
분리된 심근 세포는 invertedmicroscope위에 얹혀 있는 chambe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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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10분간 바닥에 가라 앉혀 고정시킨 후 wholecellmode로 각각
의 전류를 측정하였다16.Axopatch 200B Patch Clamp Amplifier
(Axoninstruments,Fostercity,CA,USA)를 사용하였으며,patch
electrode는 borosilicate glass (KIMAX, American scientific,
Charlotte,NC,USA)를 사용하였다.Twostagemicropipettepuller
(PP-83,NarishigeCo.Ltd,Setagaya-ku,Tokyo,Japan)를 이용하여
첨단의 저항이 2～3MΩ인 전극을 만들어 사용하였다.모든 실험은 실
내온도 (20～22℃)에서 시행하였다.Wholecellmode가 되면 4～6분
간 기다려 안정 상태가 된 후 실험을 시행하였으며,chamber에서 용
액의 관류량은 분당 2ml로 하였다.Dataacquisition은 version6.0.3
pClamp system (Axon instruments)을 장착시킨 IBMㅡcompatible
Pentium Ⅲ personalcomputer를 사용하였다.

가가가...세세세포포포 외외외액액액 및및및 내내내액액액의의의 구구구성성성
세포의 외액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성의 modifiedTyrode용액(mM:
140NaCl,5.4KCl,1CaCl2,1MgCl2,5HEPES,10glucose,1N
NaOH로 pH를 7.4로 조절)을 사용하였으며,Ca2+ 내향전류의 억제가
필요한 경우,0.2mM CdCl2를 첨가하였다.K+전류의 측정 시 patch
pipette충만 용액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성의 용액(mM:20KCl,110
K-aspartate,10EGTA,10HEPES,1MgCl2,5K2ATP,1CaCl2,10
NaCl,3 N KOH로 pH를 7.2로 조절)을 사용하였다.Sustained
outwardK+current(Isus)를 측정 시 modifiedTyrode용액에 Ito의 선
택적 차단제인 5mM 4-aminopyridine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ICa,L
은 modifiedTyrode용액의 관류상태에서 wholecellmode을 하고 나
서 다음과 같은 구성의 용액(mM:140NaCl,5.4CsCl,2CaCl2,1
MgCl2,10HEPES,CsOH로 pH 7.4로 조절)으로 관류 후 측정하였으
며,이때 patchpipette충만 용액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성의 용액
(mM:30 CsCl,100 aspartic acid,100 CsOH,10 BAPT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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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ES,10phosphocreatinine,1Na2GTP,5Na2ATP,10glucose,2
MgCl2,CsOH로 pH 7.2로 조절)을 사용하였다.

나나나...VVVooollltttaaagggeeeCCClllaaammmpppPPPrrroootttooocccooolll

(((111)))활활활동동동전전전위위위
Patchpipette충만 용액으로는 K+전류 측정 시의 용액을,세포외

액으로는 modifiedTyrode용액을 사용하였으며,currentclampmode
를 시행하였다.5ms동안 1Hz의 자극회수로 800pA의 전류를 주입
하였다.

(((222)))IIItttooo
막전위를 -80 mV로 고정한 후 Na+ 내향 전류를 불활성화
(inactivation)시키기 위해 50ms동안 -40mV의 prepulse를 가한 다
음 -40mV에서 +60mV까지 300ms동안 5초 간격으로 10mV씩
steppulse를 증가시켜 가면서 측정하였다.이러한 조건하에서 막전류
는 처음에 capacitativecurrent가 발생한 후 즉시 outwarddirection
으로 K+전류가 나타나게 된다.-40mV에서 +60mV까지 10mV씩
증가시켜 가면서 depolarizingpulse를 가하였으며 전류의 모양은 초
기 peakcurrent가 나타난 후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plateaucurrent
보이게 된다.

(((333)))IIIsssuuusss
막전위를 -80mV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Na+ 내향전류를 불활성화
(inactivation)시키기 위하여 50ms동안 -40mV의 prepulse를 가한
후 -40mV에서 +60mV까지 5초 간격으로 10mV씩 steppulse를
증가시켜 가면서 측정하였다.Depolarizingpulse의 기간은 Ito측정 시
와 동일하게 300ms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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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SSSttteeeaaadddyyy---ssstttaaattteeeiiinnnaaaccctttiiivvvaaatttiiiooonnnooofffIIItttooo(((IIItttooossssssiii)))
SEVO의 Ito에 대한 억제 효과가 steadystateinactivationcurve의
이동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실험을 시행하였다.막전
위를 -80mV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100mV에서 0mV까지 500ms
동안 2초 간격으로 10mV씩 증가시키는 steppulse를 적용한 다음,
각각의 steppulse에서 +80mV의 pulse를 가하여 측정하였다.불활성
화(inactivation)의 정도는 I/Imax비율로 측정하였으며,I는 -100mV에
서 0mV까지 각각의 두 번째 steppulse에서 측정한 Ito의 크기이며,
Imax는 -100 mV에서 측정한 Ito의 크기로 하였다.얻어진 결과는
Boltzmann distribution (I/Imax = 1/{1+ exp[(V1/2 - Vm)/S]},Vm:
membranevoltage,V1/2:thevoltageathalf-maximalinactivation.
S:slope)에 적용하였다.

(((555)))IIIkkk111
50ms동안 -40mV로 Na+전류를 불활성화(inactivation)시킨 상태
에서 막전압을 -130mV로부터 0mV까지 200ms동안 5초 간격으로
10mV씩 steppulse를 증가시켜 가면서 측정하였다.
Ca2+내향전류는 50ms동안 -40mV를 고정 막전압으로 하여 Na+

전류를 불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40mV에서 +50mV까지 200ms동
안 5초 간격으로 10mV씩 steppulse를 증가시켜 가면서 측정하였다.

(((666)))IIICCCaaa,,,LLL
SEVO가 시간에 따른 ICa, L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40

mV를 고정 막전압으로 하여 Na+전류를 불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0
mV로 200ms동안 0.1Hz의 자극 하에 측정하였다.

333...투투투여여여 약약약물물물의의의 종종종류류류,,,사사사용용용 농농농도도도 및및및 투투투여여여 방방방법법법
SEVO (Abbott Laboratories, Queenborough, UK)는 기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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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otec3,Ohmeda,WestYorkshire,UK)를 통해 100% O2를 gas
dispersion tube를 이용하여 분당 0.25 L의 유량으로 관류액인
modifiedTyrode용액에 용해시켰다.SEVO의 투여 농도는 기화기의
출구에 호기말 이산화탄소 및 마취가스 분석기(Capnomac,Datex,
Helsinki,Finland)를 부착하여 일정 농도가 나오도록 기화기를 보정
(calibration)한 후 사용하였다.Gas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각
투여 농도에서 관류 용액이 담겨있는 용기 내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SEVO 1.7% 투여 시 용기내의 농도는 0.32± 0.04mM (n= 2),
SEVO 3.4% 투여 시 0.65± 0.02mM (n= 3)이었다.22℃에서
NormalTyroyde/gas분배계수는 0.40이므로 이를 계산하여 보면 실
온에서 0.32mM은 1.94%,0.69mM은 3.95%에 해당하게 된다.
대조군의 측정 후 약제 투여시간 및 세척 시간은 각각 2분으로 하

였다.대조치의 측정 후 1.94% 또는 3.95% SEVO투여 시의 억제 및
세척 후의 회복정도를 측정하였다.

444...자자자료료료 검검검증증증 방방방법법법
모든 수치는 mean±SEM으로 표시하였으며,P값이 0.05미만인 경

우를 통계적인 의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대조군과 각 약물농
도 투여군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repeatedmeasureofANOVA
를 사용하였으며,다중 비교로는 Student-Newman-Keulstest를 사용
하였다.Ito,Ik1및 ICa L에서 1.94%와 3.95% SEVO의 투여 효과에 대
한 비교는 unpairedt-test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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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과과과

활활활동동동전전전위위위
1.94%(n=6)및 3.95%(n=7)SEVO는 안정막 전위 및 활동전위

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활동전위 기간의 50 및 90%
(APD50,APD90)에서 의의 있는 연장 효과를 보였다(Table1)(Fig.
1).

IIItttooo
1.94% SEVO는 +60mV에서 측정한 Ito의 peakcurrent를 대조군에

비해 18±2% 감소시켰으며(n=7,P<0.05)(Fig.2D),세척 후 대
조치로 회복되었다.1.94% SEVO는 +60 mV에서 Ito의 plateau
current를 10±3% 감소시켰으며(P< 0.05),세척 후 대조치로 회복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95% SEVO는 +60mV에서 측정한 Ito의 peakcurrent를 대조군에

비해 24±2% 감소시켰으며(n=11,P<0.05)(Fig.2A-D),세척 후
대조치로 회복되었다.3.95% SEVO는 +60 mV에서 Ito의 plateau
current를 10±2% 감소시켰으며(P<0.05)(Fig.2C),세척 후 회복
되었다.Ito의 peak와 plateaucurrent에서 두 투여 농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SEVO 1.94% 및 3.95% 투여 군에서 Ito의 peakcurrent의 대
조치는 각각 3.82 ± 0.54 nA 및 3.64 ± 0.30 nA였으며,plateau
current의 대조치는 각각 1.51±0.12nA 및 1.52±0.10nA였다

.IIIsssuuusss
Ito에서(Fig.3A)5mM 4-aminopyridine을 투여 시 Isus만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3B).3.95% SEVO 투여 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
며(n=6,NS)(Fig.3C),세척 후 대조치로 회복되었다.대조치는
1.31±0.12nA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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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111...Effects ofSevoflurane (SEVO) on Action Potential
CharacteristicsinIsolatedRatVentricularMyocytes

RMP,mV AMP,mV APD50,ms APD90,ms

1.94% SEVO(n=6)
Control -74±2 130±5 5.52±1 19.56±2
1.94% SEVO -74±3 127±6 6.87±1＊ 22.45±2＊
Washout -74±3 128±6 6.27±1 20.24±2

3.95% SEVO(n=7)
Control -74±2 134±3 5.29±0 18.49±0
3.95% SEVO -74±2 128±4 7.01±1＊ 25.58±1＊†
Washout -75±3 129±5 5.27±0 17.02±1

Valuesrepresentmeans±SEM.RMP:restingmembranepotential,
AMP:actionpotentialamplitude,APD50andAPD90:actionpotential
durationmeasuredat50and90% ofrepolarization,respectively.＊
P < 0.05differedfrom controlandwashoutvalues.†P < 0.05
differedfrom 1.94% SE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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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111...Effectofsevoflurane(SEVO)onactionpotentialduration
inaratventricularmyocyte.Crepresents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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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222...Effectsofsevoflurane(SEVO)on transientoutwardK+

currents(Ito)in ratventricularmyocytes.(A,B)Recordingsof
control(A)and3.95% SEVO (B)inaratventricularmyocyte.(C)
Current-voltagerelationshipsofIto.Closedandopencirclesindicate
thepeakcurrentofItoateverypotentialinthecontrolandinthe
presenceof3.95% SEVO.Trianglesarethecurrentlevelsatthe
endofthetestpulsesbefore(closed)andafter(open)application
of3.95% SEVO.(D)Effectof1.94% and 3.95% SEVO on the
amplitudeofIto.*P<0.05vs.control.Errorbarsindicatemean±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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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FFFiiiggg...333...Effectofsevoflurane(SEVO)onsustainedoutwardK+

currents(Isus)inaratventricularmyocyte.(A)A controlrecording
oftransientoutwardK+ currents(Ito).(B)Isus obtainedfollowing
applicationof5mM 4-aminopyridine,aspecificblockerofIto.(C)
After3.95% SEVO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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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tttooossssssiii
3.95% SEVO에서 Ito의 inactivationcurve는 Boltzmanndistribution

을 보였으며,대조군의 halfinactivation(V1/2)은 -31.53±0.68mV,
3.95% SEVO 투여 시에는 -35.04±0.84mV로 두군 간의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며(n=4,NS)(Fig.4B),세척 후 대조치로 회복되었다.

IIIkkk111
3.95% SEVO 투여 시 (Fig.5A,B)-130mV에서 측정한 Ik1은 대

조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n=7,NS).두 투여 농도간의 차이는
없었으며,세척 후 대조치로 회복되었다.대조치는 -2.92±0.25nA였
다.

IIICCCaaa,,,LLL
+50mV에서 1.94% 및 3.95% SEVO는 대조군에 비해 각각 28±

3%(n=8,P<0.05),33±1%(n=7,P<0.05)로 감소시켰으며(Fig
6B),세척 후 대조치로 회복되었다(Fig6A).두 투여 농도간의 차이는
없었다.대조치는 SEVO 1.94% 및 3.95% 투여 군에서 각각 -0.75±
0.09nA 및 -0.81±0.20nA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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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444...Steady-state inactivation of Ito.(A) A representative
controlrecordinginaratventricularmyocyte.Cellswereclamped
toarangeofconditioningpotentialsfrom -100to0mV followed
byatestpulseto+80mV toevokeresidualIto.(B)Steady-state
inactivationcurvesareshownundercontrolconditionsandinthe
presenceof3.95% sevoflurane(SEVO).Closed and open circles
indicatecontroland3.95% SEVO,respectively.Dataarepresented
asmean±SEM forfourcellsandwerefittedwiththeBoltzmann
function.Thehalf-inactivations(V1/2)ofcontroland3.95% SEVO
were-31.53±0.68mV and-35.04±0.84mV,respectively,which
showedno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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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555...Effect of sevoflurane (SEVO) on inwardly rectifying
K+current(Ik1)inratventricularmyocytes.(A)Closedandopen
circles indicate controland 3.95% SEVO in a ratventricular
myocyte,respectively,atamembranepotentialof-130mV.(B)
Current-voltagerelationshipsforIk1 beforeandafteraddition of
3.95% SEVO.Closedandopencirclesindicatecontroland3.95%
SEVO.Errorbarsindicatemean±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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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666...Effectofsevoflurane(SEVO)onL-typeCa2+current(ICa,
L).(A)A representativeexampleoftheeffectofSEVOonICa,Lin
aratventricularmyocyte.Theopencirclesrepresentthepeakof
anindividualcurrentrecord.Thehorizontalbarindicatestheperiod
whenananestheticwasapplied.(Inset)anexampleofindividual
currentsrecordedinthepresenceof3.95% SEVO.(B)Depression
of ICa, L following application of 1.94% and 3.95% SEVO,
respectively.*vs.control.Errorbarsindicatemean±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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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쥐 심실근 세포를 이용한 본 실험에서 SEVO는 활동전위 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보였다.Ito와 ICa,L을 감소시켰으나,Ik1과 Isus에
는 별다른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SEVO의 활동전위 기간 연장효과는
기니 픽 심실근 세포에서도 관찰되었으며8,9,이러한 효과는 성인3-5및
소아의6심전도 상에서 SEVO가 QTcinterval의 연장을 일으킨다는
보고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연장효과와는 달리 Azuma등은10기니 픽 심실근 절편에서,

Hatakeyama등은11 개의 심실근 세포에서 SEVO가 활동전위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관찰하였으며,특히 Rithalia등은12저자들과 동일하
게 쥐의 심실근 세포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EVO가 활동전위
기간을 감소시킨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Ito는 쥐17,개18,고양이19,토끼20및 사람의 심실근 세포21에 존재하

는 반면 기니 픽의 심실근 세포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쥐의 심
근 세포에서 Ik는 매우 작거나 또는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2.Ito는 potassium에 의해 전도되며,빠른 활성(activation)및 불활
성(inactivation)을 보인다.즉,이 통로는 열리자마자 빠르게 닫히며
전체적으로 외향전류를 형성 한다23.전압 의존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
며, 조직에서의 전류 밀도(current density)가 매우 높고, 또한
4-aminopyridine에 선택적으로 차단되는 특성을 보인다.현재 Ito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 종류는 calcium 의존성
Cl- 전류(Ca2+-dependentCl-current)이며,다른 한 종류는 calcium
비의존성 K+전류(Ca2+-independentK+current)로서24,calcium 의존
성 Ito는 세포내에서 유리되는 calcium에 의해 활성화 되고25전류 밀
도는 calcium 비의존성 Ito에 비해 매우 적다20.현재 이 전류의 생리학
적 역할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반면,calcium 비의존성 Ito는
활동전위 기간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되었다25.쥐의
심실근 세포에는 calcium 비의존성 Ito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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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6.
쥐 심실근 세포에서 Ito의 전류 밀도는 매우 크므로(+60mV에서

19.9±2.8pA/pF)27본 결과에서의 Ito의 감소는 숫자상으로 볼 때 작
으나 큰 전류 밀도를 생각하여 볼 때 이 정도의 감소가 실제 재분극
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사료된다.또한,Ito의 활성화가 매우 빠
르기 때문에 phaseI및 earlyplateauphase에 수백 pA의 전류의 변
화는 plateauphase에 관여하는 다른 전류(Ca2+ 내향 전류,Ik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Ito의 변화는 활동전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따라서 본 실험에서 SEVO에 의한 Ito의 감소는 쥐 심
실근 세포에서의 활동전위 기간의 연장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한
다.
쥐 및 사람의 심실근에서 Ito는 재분극에 관여하는 주된 전류이며

17,27,28,Ito및 Ik차단제인 tedisamil은 쥐의 단일 심실근 세포에서 활동
전위 기간을 연장시키고29,이는 tedisamil을 투여한 Langendorff
preparation상의 쥐 심근에서도 QT interval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보
이고 있다30.말기 심부전 환자에서 활동전위의 연장은 Itoexpression
level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보고는31,32Ito의 감소와 활동전
위의 연장이 사람에서도 또한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
다33,34.
SEVO의 Ito에 대한 억제 효과가 steadystateinactivationcurve를

좌측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Itossi를 측정하였다.
SEVO 투여 시 halfinactivation(V1/2)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SEVO의 Ito에 대한 억제 효과가 steadystateinactivationcurve
를 좌측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즉,SEVO는
voltage-dependency와 inactivationkinetics를 변화시키지 않고 Ito의
크기만 변화시켰는데 이것은 SEVO가 singlechannelconductance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단지 singleopening이나 burstopening의 기간
을 감소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9.Halothane을 사용한 실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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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es 등은28 halothane이 Ito의 크기를 감소시키며,steady state
inactivation curve도 좌측으로 이동시킴을 관찰하였는데,이것은
SEVO의 Ito에 대한 불활성화 기전이 halothane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
미한다고 하겠다.
Isus는 4-aminopyridine에 의해 Ito가 제거된 상태에서 남은 전류에

해당되며, potassium 통로 차단제인 TEA (tetraethylammonium
chloride)에 의해 억제되는 것으로 보아 delayedoutwardK+current
로 생각되며35,빠르게 활성화되지만 불활성화 되지 않는 전류로서 활
동전위의 전체적인 재분극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본
실험에서 SEVO가 Isus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으로 보아 SEVO에
의한 Ito의 감소는 순수하게 Ito에만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Ik1은 심실근 세포에서 휴지막전위의 유지에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K+ 전류이다.Ik1의 억제는 이완기 탈분극(diastolicdepolarization)을
일으키고 이는 심실근 세포의 흥분도(cardiacexcitability)를 증가시키
며30이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automaticity가 발생할 수 있다36.Ik1의
inwardcurrent의 이러한 작용 외에 outwardcomponent는 활동전위
의 재분극 끝부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37,38.결과적으로 Ik1의 억제는
early afterdepolarization을 일으키며,활동전위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36.본 실험에서 SEVO는 Ik1의 inward및 outwardcomponent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Ik1의 변화가 APD90에 해당하는 활동전위 기
간과 휴지막 전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SEVO
투여 시 휴지막전위에 변화가 없었던 것은 Ik1의 inwardcomponent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Agus등의39실험에
서 -40mV를 고정막 전압으로 하고 세포외액에 CdCl2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 Ito가 활성화되지 않으나,CdCl2를 첨가하면 Ito가 활성화됨
을 관찰 할 수 있었다.이것은 steadystateinactivationcurve가 우측
으로 이동되기 때문인데,이는 0.2mM의 CdCl2를 첨가하였을 때 -40
mV에서도 Itochannel이 ∼20%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본 실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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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1측정 시 세포외액에 0.2mM의 CdCl2를 첨가 하였으므로 -40mV
이상의 전류에 Ito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따라서,본 실험으
로는 SEVO가 Ik1의 outwardcurrent에 미치는 영향은 알 수 없다.
Park등은8기니 픽 심실근 세포에서 0.35mM(1.7%에 해당)SEVO
가 Ik1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하였으며(inwardcomponent:∼8% 감
소,outwardcomponent:∼7% 감소),0.7mM에서도 유사한 감소를
보임으로서 SEVO가 Ik1에 별다른 영향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Stadnicka등은15 기니 픽 심실근 세포에서 SEVO가 Ik1의 inward
component를 감소시키며(0.35mM:0%,0.75mM:∼20%),-80∼0
mV 사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outwardcomponent는 증가시키는(0.35
mM:∼10%,0.75mM:∼12%)이중적인 효과를 보고하였으나 이 역
시 억제의 정도가 크다고는 할 수 없다.기니 픽 심실근 세포에서
halothane및 isoflurane은 SEVO와 같이 Ik1의 inward및 outward
component에 유사한 이중적인 효과를 보이기는 하나 이 역시 억제의
정도가 크지 않아 큰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40.Halogenatedether
계통의 약제인 SEVO와 isoflurane이 Ik1에 유사한 효과를 보임으로서
기타 halogenatedether계통의 약제인 desflurane도 유사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이는 향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해 보아
야 할 것이다.
ICa,L은 심근세포의 흥분-수축 연계과정에서 전압 의존성 Ca2+통로

를 통한 Ca2+ 내향전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활동전위의
plateauphase에 Ca2+은 세포내로 유입되며 유입된 Ca2+은 근소포체
(sarcoplasmicreticulum)로부터 Ca2+방출을 유도하고,또한 다음 방출
을 위해 근소포체에 Ca2+을 공급하기도 한다41.ICa,L이 억제되면 활동
전위 기간은 감소하게 된다.본 실험에서 ICa ,L을 1.94% SEVO는 ～
28%,3.95% SEVO는 ～33% 감소시켰으며,또한 기니 픽8및 개11의
심실근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ICa,L의 감소가 보고 되었다.
심근세포의 활동전위 기간은 세포막을 통과하는 내향전류와 외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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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상호간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며,이러한 균형의 변화에 따라 활동
전위 기간이 단축 혹은 연장될 수 있다13,14.외향전류인 Ito의 감소는
활동전위 기간을 연장시키며,내향전류인 ICa,L의 감소는 활동전위 기
간을 감소시킨다.본 연구에서 SEVO가 Ito와 ICa,L모두 감소시켰음에
도 불구하고,활동전위 기간을 연장시킨 것은 아마도 SEVO에 의한
ICa,L의 감소로 인한 활동전위 기간 단축 효과가 Ito의 감소로 인한 활
동전위 기간 연장 효과에 의해 상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동일종의 실험에서 Rithalia등은120.6mM SEVO가 ICa,L을

감소시키나(∼12%),Ito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오히려 활동전위
기간을 감소시킴을 보고하고 있다.그러나 기니 픽 심실근을 이용한
Park등의8실험에서 SEVO는 투여 농도에 비례하여 활동전위 기간
을 연장시키며,1.7%의 농도에서 Ik를 ～50% 감소시키는 반면,Ik1에
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동일종의 심실근 세포를 이용한
Shibata등의9실험에서도 0.65mM의 SEVO가 휴지막 전위를 변화시
키지 않으면서 활동전위 기간을 연장시킴을 보고하였다.Ik를 구성하
는 요소인 Iks및 Ikr중 Iks를 더욱 현저히 감소시켰으며,이 실험에서
Ikr의 선택적 차단제인 E4031을 투여 후 활동전위가 더욱 연장되는
점으로 보아 Iks의 감소가 활동전위 기간 연장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
각하였다.동일종의 심실근 세포에서 isoflurane또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42.
본 실험에서 SEVO의 활동전위 기간 연장 효과는 임상에서 SEVO

가 성인3-5 및 소아에서6 QTcinterval의 연장을 일으킨다는 보고와
일치하고 있다.사람의 심실근 세포에 분포하는 전류로는 Ito,Ikr43및
Ik1이 분포하고 있으며44,개나 토끼의 Iks에 비해 전류의 크기가 작기
는 하나 최근 Iks도 분포하고 있음이 보고 되고 있다45.사람의 심실근
세포에서 Ito의 전류 밀도는 쥐에 비해 3∼4배 정도 낮으나(+60mV에
서 8.2±0.7pA/pF)주된 K+전류이며,또한 두 종간에 Ito의 전기생
리학적 특성(kinetics)이 매우 유사한 점과27,Ik1에 대한 약제의 효과가



                                   

- 25 -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점으로 보아46,SEVO의 임상적인 QTcinterval
연장 효과는 Iks의 억제 외에 Ito의 억제도 그 한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26 -

ⅤⅤⅤ...결결결론론론
쥐 심실근세포에서 SEVO의 활동전위 기간 연장 효과는 Ito의 감소

효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SEVO에 의한 ICa,L의 감소에도 불구하
고 활동전위 기간이 연장된 것은 Ito의 감소가 이를 상쇄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SEVO는 Ik1의 inward및 outwardcomponent에
영향이 없었으며,활동 전위에서 휴지막전위의 변화가 없었던 것은
이러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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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physiologicMechanism ofSevofluraneonProlongationof
theQTInterval:K+currentsinRatVentricularMyocytes

JiEun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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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byProfessorWyunKonPark)

Sevoflurane(SEVO)isahalogenated volatileanestheticthat
possessesa low blood-gassolubility (0.686)and providesrapid
inductionandemergencefrom anesthesia.Inhalationalinductionand
anaesthesiawithSEVOinadultsandchildrenhasbeenreportedto
significantly prolong the QT interval. In animal myocardial
preparations,however,eitherprolongationorshortening ofaction
potential duration (APD) by SEVO has been reported.
Electrophysiologicstudiesusing guineapig ventricularmyocytes
havedemonstratedthatSEVO inhibitedthedelayedoutwardK+

current(Ik)and L-type Ca2+ current(ICa, L)while the inwardly
rectifyingK+current(Ik1)remainedalmostunaffected.Whereasthe
transientoutward K+ current(Ito)is also a majorrepolarizing
currentin ratventricularmyocyteswhich can affecttheaction
potentialduration,littlehasbeenknownontheeffectsofSE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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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reliminarystudiesusingratventricularmyocytes,weobserved
concentration-dependentprolongation ofAP and inhibition ofIto,
differentfrom thoseofapreviousstudy.
With approvaloftheAnimalResearch Committeein Yonsei

UniversityMedicalCollege,isolatedventricularcellswereobtained
from enzymatically treated rathearts.AP was measured using
currentclamptechnique.TheItowasrecordedduringdepolarizing
stepsfrom -80mV followed by inactivation ofNa+ currentby
short pulses to -40 mV and then depolarized with 10 mV
incrementstotestpotentialsupto+60mV.SustainedoutwardK+

current(Isus)wasobtainedbyadditionof5mM 4-aminopyridine,a
specific blockerofIto.Thesteady-stateinactivation ofIto was
investigatedbyholdingaprepulsevoltagerangingfrom -100mV
to0mV for500msbeforetriggeringatestpulseto+80mV to
measurepeakIto.TheIk1wasobtainedfrom aholdingpotentialof
-40mV beforetheirmembranepotentialwaschangedfrom -130
to0mV.TheICa,L waselicitedfrom aholdingpotentialof-40
mVto+50mVunderthenormalTyrodesolution.
ApplicationofSEVO prolongedtheAPD,whiletheamplitudeof
theAP andtherestingmembranepotentialremainedunchanged.
Atmembrane potentialof+60 mV,peak Ito was significantly
reducedby18± 2% and24± 2% by1.94% and3.95% SEVO,
respectively. 3.95% SEVO did not shift the steady-state
inactivationcurveandIsuswasunaffectedby3.95% SEVO.TheIk1
atmembranepotentialof-130mV waslittlealtered by 3.95%
SEVO.ICa,L wassignificantlyreducedby28±3% and33±1%
by1.94and3.95% SEVO,respectively.
Inconclusion,prolongationofAPDinratventricularmyocyt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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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lytobeattributedtothereductionofIto.Consideringthehigh
currentdensityofItoinratventricularmyocytes,itmaysuggest
thatinhibitionofItocounteractstheshorteningofAPD inducedby
moderatereductionofICa,L.Restingmembranepotentialwasnot
affectedbySEVO,whichseemstoberelatedtonoalterationof
Ik1.
--------------------------------------------------------
Key Words : sevoflurane, rat, ventricular myocytes, action
potential,transientoutward K+ current,inwardly rectifying K+
current,L-typeCa2+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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