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ce의 하지무부하가 심혈관계 기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조 준 현



Mice의 하지무부하가 심혈관계 기능에
미치는 영향

지도 이 광 호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조 준 현



조준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년 12월 일



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시며 논문이 완성 될 수 있
도록 이끌어 주신 이광호 교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
니다.그리고 제가 실험 및 논문에 열중하는 동안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던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님들,의국의 동기,후배
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마음속으로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

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자 씀



- i -

차차차 례례례

표 및 그림 차례 ․․․․․․․․․․․․․․․․․․․․․․․․․․․․ ⅱ

국문요약 ․․․․․․․․․․․․․․․․․․․․․․․․․․․․․․․ ⅲ

제1장 서론 ․․․․․․․․․․․․․․․․․․․․․․․․․․․․․․․ 1

제2장 재료 및 방법 ․․․․․․․․․․․․․․․․․․․․․․․․․․․ 3

제3장 결과 ․․․․․․․․․․․․․․․․․․․․․․․․․․․․․․․ 6

제4장 고찰 ․․․․․․․․․․․․․․․․․․․․․․․․․․․․․․․10

제5장 결론 ․․․․․․․․․․․․․․․․․․․․․․․․․․․․․․․14

참고문헌 ․․․․․․․․․․․․․․․․․․․․․․․․․․․․․․․․16

영문요약 ․․․․․․․․․․․․․․․․․․․․․․․․․․․․․․․ 21



- ii -

표표표 차차차 례례례

Table1.HemodynamicChangesMeasured from Carotid Artery Occlusion․
․․․․․․․․․․․․․․․․․․․․ ․․․․․․․․․․․․․․․․7

그그그 림림림 차차차 례례례

Fig.1.PressurevolumeloopsatbaselineandduringBCO incontrolandHLU
mice.․․․․․․․․․․․․․․․․․․․․․․․․․․․․․․․․․․ 8

Fig.2.Contractileresponseinisolatedcardiacmyocytesfrom controlandHLU
mice.․․․․․․․․․․․․․․․․․․․․․․․․․․․․․․․․․․ 9



- iii -

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MMMiiiccceee의의의 하하하지지지무무무부부부하하하가가가 심심심혈혈혈관관관계계계 기기기능능능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기립성불내성(Orthostaticintolerance)은 장기간의 침상안정 후,무중력 상태에
노출 되었을 때 또는 고령의 환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이와
같은 저혈압에 대한 보상성 반응이 저하되어 있는 원인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혈량증,자유신경계 이상,그리고 혈관이나 심장기능의 변화들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본 연구의 목적은 mice의
하지무부하를 이용하여 장기간의 침상안정 상태와 유사한 생리학적 변화를 유발
하여 압력반사에 대한 반응과 심근의 수축력을 평가함으로 기립성불내성의 원인
이 되는 심혈관계 기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은 C57BL/6mice(25-30gbodywt,8-10wkold)를 이용하여 좌심실에

micromanometer-conductance catheter를 삽입하고 양측의 목동맥 폐색(carotid
arteryocclusion)으로 압력반사를 유도하여 심근 수축력을 측정하였으며,심근세
포를 분리하여 isoportrernol농도 변화에 따른 근육원섬유마디 수축(sarcomere
shortening)과 일과성칼슘증가(calcium transient)를 측정하였다.
결과는 양측 목동맥 폐색으로 인한 수축력과 동맥압 반응은 하지무부하군에서

현저히 약화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다.양측 목동맥 폐색 후 수축기 혈압의 % 변
화에서 대조군은 31% ±3,하지무부하 군에서는 8% ±4㎜Hg/㎖을 나타냈으며
,후부하를 나타내는 Effectivearterialelastance(Ea)는 대조군,하지무부하에 군
에서 각각 32% ± 5 vs 8% ± 3 ㎜Hg/㎖,수축력을 나타내는 end systolic
ventricularelastance(slopeoftheESPVR,Ees)는 70% ±11vs10% ±8㎜
Hg/㎖ 증가 소견을 보였으나 하지무부하 군에서 모두 유의하게 약화되어 있었다.
양측 목동맥 폐색 후에 positiveinotropicresponse를 나타내는 Ees,즉 ESP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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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하지무부하 군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의미
있게 약화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다.(Fig.1)
분리된 심근세포의 수축력 실험에서 심근수축 작용제인 isoproterenol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근육원섬유마디 수축과 일과성칼슘증가를 동시에 측정하였다.두 군
모두 isoproterenol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근육원섬유마디 수축은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에 비하여 하지무부하 군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Fig.2)그러나
일과성칼슘증가의 변화는 두 군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2)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압력반사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박수와 압력유지 인자

들이 장기간의 침상안정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기립성불내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핵심 되는 말 :기립성불내성,심혈관계 기능,압력반사,침상안정,하지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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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iiiccceee의의의 하하하지지지무무무부부부하하하가가가 심심심혈혈혈관관관계계계 기기기능능능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지지지도도도 이이이 광광광 호호호 교교교수수수>>>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의의의학학학과과과

조조조 준준준 현현현

제제제 111장장장...서서서 론론론

심근은 부하조건(loadingcondition)의 변화에 잘 적응한다.만약 과도한 훈련으
로 인한 생리적인 현상 또는 고혈압이나 심장판막증 같은 병적인 상태에서는 좌
심실 비대가 유발되고 고혈압이 치료되면 좌심실 비대는 줄어들게 된다.또한 6주
와 12주의 침상안정 후에 좌심실 mass가 의미 있게 감소하고 위축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좌심실이 작업량에 민감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감소된 심근
부하에 대한 생리적인 적응에 의한 것이다.1)

자율신경계는 서 있는 동안 뇌혈류를 유지하기 위하여 심혈관계의 기능을 조
절한다.이들 기립성 스트레스(orthostaticstress)로 인한 뇌혈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기전으로 심박출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압력반사(baroreflex)에 의한 심박수
증가가 올 수 있고,적당한 동맥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신혈관 저항의 증가가 초
래된다.또한 argininevasopressin,ANG Ⅱ 같은 혈중 혈관수축물질의 증가가 따
라온다.따라서 기립성 유발(orthostaticchallenge)에 대한 반응으로 혈압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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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신경성(neuronal)그리고 체액성(humoral)매개 혈관 수축이 일어난
다.2)

오랜 기간 동안 침상안정에 노출되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들 변화 중 실신(syncope)등을 보일수가 있는데 이것은 심혈관계의 탈조건화
(cardiovascular deconditioning)가 발생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 기립성불내성
(orthostaticintolerance)이라고 한다.이와 같은 현상은 무중력 상태에서 장기간
노출된 우주인에서도 흔히 나타나고 고령의 환자들에서도 발생하며 그 기전은 다
양하여 주로 저혈량증.자율신경계 실조증(autonomicdysfunction),혈관 및 심장
변화 등이 알려져 있다.

쥐에서 하지무부하는 침상안정이나 무중력상태와 같은 효과를 가상
(simulation)할 수 있으며3,4)장기침상 환자와 비슷하게 교감신경계의 둔화된 압력
반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6)

본 연구는 mice의 하지무부하를 이용하여 장기간의 침상안정 상태와 비슷한
생리학적 변화를 유발하여 압력반사에 대한 반응과 심근의 수축력을 평가함으로
써 기립성불내성의 원인이 되는 심혈관계 기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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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생후 2-3개월 된 몸무게 25-30g,C57BL/6mice를 이용하였다.하지무부하 군
은 실험하기 14-21일 전에 꼬리부위를 테이프로 감고 자유롭게 돌아가는
ball-bearingline에 뒷다리가 지면에서 35̊ 각도가 되도록 올린다음 앞다리만 지면
에 닿도록 하였다.

심근수축력 반응 검사:Pressure-VolumeLoops
실험동안 체온을 측정하였고,45̊C의 물이 순환되는 수술 테이블에 의해 체온

은 37̊C로 유지 시켰다.마취는 morphine80 μg/㎏,urethane200 μg/㎏,그리고
etomidate120 μg/㎏으로 시행하였고 기관지 절제술 후 sinusoidalsolenoidvalve
를 이용하여 FiO21.0,일회호흡량을 200㎕로 환기시켰다.
흉골하 개흉술을 시행 후 1.4Frmicromanometer-conductancecatheter(Millar

Instruments,Houston,TX)를 역방향으로 좌심실에 삽입하였다.카테테르의 끝은
대동맥 뿌리에 위치하도록 전진 시키고 근위부 전극은 좌심실 끝의 심내막벽 바
로 안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알부민-식염수(1:4)를 30G 바늘을 통하여 우측 목정
맥(jugular vein)으로 투여하였다. 유량탐색자(flow probe, model AT01RB,
Transonics,Ithaca,NY)를 통하여 얻은 saline-wash-intechnique으로 기록된
신호의 보정(offsetcalibration)을 시행하였고 대동맥 혈류의 직접적인 측정으로
일회심박출량의 보정을 시행하였다.압력,용량,그리고 유량에 대한 신호는 1
KHz에서 계수화 되어 디스크에 저장되고 상용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미세클립으로 양쪽 목동맥을 일시적으로 폐색하여 짐덜기(unloading)를 함으로써
선택적 목동맥 압력수용체(baroreceptor)로부터 압력반사를 유도하였다.양쪽 목동
맥 폐색 15초 후에 동맥압과 심박수를 측정 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을 4-6회 반
복 하였다.심근수축력과 이완능력 값은 안정 상태와 하대정맥 폐색으로 하대정맥
의 일시적 폐색으로 수축기말 압력-용적 관계(ESPVR)를 구하고,전부하는 좌심
실 확장기말 압력으로 지수화 하였다.심장 후부하는 효과적 동맥탄성률(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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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rialelastance,Ea,ratioofLV end-systolicpressuretostrokevolume)그리
고 심장수축력은 ESPVR(Ees)과 dP/dtEDV relationship(dP/dt-EDV)로 지수화
하였다.기초자료와 하대정맥 폐색 자료는 두 군에서 양측 목동맥 폐색 전,후에
얻었다.

심근세포 실험
2개월 된 mice의 심근세포를 이용하였으며,생체내 실험에 사용된 mice는 시

험관내 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하지무부하 현수를 2주간 시행한 하지무부하
군과 대조군의 mice를 대상으로 심근세포를 분리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심근세
포 분리 방법은 심장을 적출한 후 관류장치에 현수하고 95% O2-5% CO2를 포화
시킨 Ca2+-free 완충액(buffer solution)[(in mmol/l) 120 NaCl.5.4 KCl,1.2
MgSO4, 1.2 NaH2PO4 5.6 glucose, 20 NaHCO3, 10 2,3-butanedione
monoxime(Sigma),and5taurine(Sigma)]으로 관류시키고 collagenasetype2(1
㎎/㎖;Worthington)와 proteasetypeXIV (0.1㎎/㎖;Sigma)용액으로 통과시켜
심장이 부드러워지게 한 후 피펫으로 수차례 통과시켜 심근세포들 사이의 조직을
분리하였다.200㎛ nylonmesh로 심근세포를 걸러낸 후 여과와 원심분리를 하고
0.125mmol/lCa2+-Tyrode[(in mmol/ℓ)144NaCl,1MgCl2,10HEPES,5.6
glucose,and5KCl.]용액으로 resuspension시키고 NaOH를 이용하여 pH를 7.4로
조정하였다. 얻어진 심근세포는 0.25, 0.5 mmol/ℓ Ca2+-Tyrode 용액에서
resuspension후 tyrode용액(0.5mmol/ℓ probenecidand1.8mmol/ℓ Ca2+)에
보관하였다.
심근세포는 5mol/ℓ fura2-AM (MolecularProbes,Eugene,OR)용액에서

배양(incubation)되고 도립 현미경(modelTE200,Nikon)의 Lucitechamber에 심
근세포에 고정하고 지속적으로 Tyrode(1.8 mmol/ℓ Ca2+ and 0.5 mmol/ℓ
probenecid)용액으로 관류시켰다.근육원섬유마디 길이(sarcomerelength,SL)는
IonOptixiCCD camera(modeliCCD,IonOptix)로 xenonlamp에서 근육원섬유마
디 길이 변화의 평균값을 구한 후 (diastolicSL-systolicSL)/diastolicSL에 의하
여 근육원섬유마디 수축(sarcomere shortening)을 구하였다. 일과성칼슘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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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ium transients)는 Ca2+ sensitive dye인 Fura-2 dual-excitation
spectrofluorometer(IonOptix)를 이용하여 365와 380nm의 파장을 교대로 조사하
여 측정하였다.이들 실험은 모두 대기압 하에서 isoproterenol용량을 10-9,10-8,
10-7,그리고 10-6으로 증가시키면서 진행되었다.
통계처리는 SASinstitute사의 StatView를 이용하였으며,모든 자료는 평균 ±

표준오차(SE)로 표시하였고 통계학적 검정은 ANOVA를 이용하였다.통계학적으
로 P<0.05인 경우에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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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결결결 과과과

심박수와 동맥압은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1)압력반사 촉
진에 의한 동맥압과 심박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양측 목동맥 폐색을 시행한
결과 두 군 모두 동맥압과 심박수 증가가 있었으나 대조군과 비교하여 하지무부
하 군에서는 현저히 약화되었다.
양측 목동맥 폐색으로 인한 수축력과 동맥압 반응은 하지무부하 군에서 현저

히 약화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다.양측 목동맥 폐색 후 수축기 혈압의 % 변화에
서 대조군은 31% ±3,하지무부하 군에서는 8% ±4mmHg/ml를 나타냈으며,후
부하를 나타내는 Effectivearterialelastance(Ea)는 대조군,하지무부하 군에서 각
각 32% ±5vs8% ±3㎜Hg/㎖,수축력을 나타내는 endsystolicventricular
elastance(slopeoftheESPVR,Ees)는 70% ±11vs10% ±8㎜Hg/㎖ 증가 소
견을 보였으나 하지무부하 군에서 모두 유의하게 약화되어 있었다.양측 목동맥
폐색 후에 positiveinotropicresponse를 나타내는 Ees,즉 ESPVR기울기의 증가
를 보여주고 있으며,하지무부하 군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의미 있게 약화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다.(Fig.1)
분리된 심근세포의 수축력 실험에서 심근수축 작용제인 isoproterenol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근육원섬유마디 수축과 일과성칼슘증가를 동시에 측정하였다.두군
모두 isoproterenol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근육원섬유마디 수축은 증가하였으나
대조군과 비교하여 하지무부하 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ig.2)그러나 일
과성칼슘증가의 증가는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2)이것
은 하지무부하 군에서 칼슘에 대한 민감도에 변화가 있거나 심근위축으로 인한
수축력이 감소한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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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HemodynamicChangesMeasuredfrom CarotidArteryOcclusion

Control HLU
BBBaaassseeellliiinnneee
Heartrate(bpm) 654±5 582±11*
Systolicbloodpressure(㎜Hg) 123±2 108±5*
Preload
EDP(㎜Hg) 6±2 5±1
EDV(㎕) 22±1 23±1

Contractility
Dp/dt(㎜Hg/s) 14,342±674 10,967±423*

%%% ccchhhaaannngggeeeaaafffttteeerrrBBBCCCOOO ssstttiiimmmuuullluuusss
Systolicbloodpressure(㎜Hg) 31±3 8±4*
Afterload,Ea(㎜Hg/㎖) 32±5 8±3*
Contractility,Ees(㎜Hg/㎖) 70±11 10±8*
HLU:hind-limb unweighing,BCO:bilateralcarotid occlusion,EDP:end
diastolicpressure,EDV:enddiastolicvolume,*: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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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PressurevolumeloopsatbaselineandduringBCO incontrolandHLU
mice.TransientBCO results in a marked pressorresponse as wellas a
significantincreaseintheslopeofESPVR,Ees.Thisresponsesweremarkedly
attenuatedintheHLU mice.
BCO:bilateralcarotid occlusion,HLU:hind-limb unweighing,ESPVR:end
systolicpressurevolume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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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Contractileresponseinisolatedcardiacmyocytesfrom controlandHLU
mice.Isoproterenolresultsindosedependentincreaseinsarcomereshortening
andintracellularcalcium concentrationinmyocyte.Thecontractileresponseto
isoproterenol was significantly attenuated in HLU mice.There was no
significantchangeinthemeasured% changeincalcium transients.Valuesare
means±SE.*:P<0.05vs.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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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고고고 찰찰찰

이 연구의 중요한 결과는 심근 수축력이 양측 목동맥 폐색에 반응하여 촉진되
고 이러한 효과는 하지무부하에 의하여 현저히 감소된다는 것이다.그동안 침상안
정이나 무중력 상태에서 기립성불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주로 혈액량 감소,7)심근위축(cardiacatrophy),8)그리
고 정맥 유순도(venouscompliance)의 증가로 인한 말초 혈액의 저류(peripheral
bloodpooling)등에9)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쥐의 무중력 모델인 하지무부하 연구에서 혈관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바,10,11)typeⅡB fiber로 이루어진 골격근에서 혈류는 대조군보다 하지무부하 군
에서 더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type Ⅱ 골격근 혈관계가
norepinephrine의 반응에 증가되는 혈관저항 능력이 감소한 결과라고 하였다.하지
무부하골격근 세동맥의 수축반응도 감소한다.이와 같은 혈관의 반응은 자연 긴장
의 감소,혈관수축 촉진제에 대한 감수성 감소,근육의 반응 감소에 의하여 나타난
다.12)Delp는12)하지무부하가 세동맥 근육 자가조절과 수축력 반응을 감소시키며,
무중력에 노출된 후에 혈관저항을 증가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이런 현관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또한 하지무부하 쥐에서 흉부와 복부 대동맥의 혈
관수축반응을 조사한 결과 norepinephrine에 의하여 최대 수축력이 유발되었으며
수용체 의존형이거나,아니거나 서로 다른 기전을 통하여 작용하는 다른 혈관수축
유발물질들이 하지무부하에 의하여 감소 되어있다고 하였다.낮아진 혈관수축 반
응은 혈관저항을 증가시키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혈관저항에 대한 조절능
력이 감소하면 동맥압과 근육혈류량의 조절능력이 감소하게 되어 하지무부하시
기립부하검사에 노출되었을 때 저혈압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며,기립시 피부와 근
육이 전체 말초저항의 40%를 담당하기 때문에 혈관저항 조절능력이 감소되면 기
립성불내성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

기립성불내성에서 하지의 정맥용량(venouscapacitance)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
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Grenon등은14)하지의 유순도는 기립성 스트레스의 내성



- 11 -

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최근에 Stewart등은15)기립성불내성에 대한 다리의 정
맥계통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하였다.Pavy등은16)침상안정 동안 다리의 유순도와
침상안정 후에 측정한 높은 다리 유순도가 기립성불내성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
였으나 침상안정 전의 다리의 유순도 효과는 보고하지 않았다.따라서 기립성불내
성에 정맥의 유순도의 역할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자율신경계 또한 심박수,혈압 그리고 다른 혈류역학적 요소들의 조절에 중요

한 역할을 하여 기립성불내성의 발생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Xiao등은18)가상된 무중력 상태에 노출되었을 때 자율신경계 조절능력을 심각하
게 변화시켜 기립성불내성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가설 하에 심박수에 대한 교감신
경과 부교감신경 기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반응이 침
상안정에 의하여 장애를 받았으며 떨어진 감수성으로 인하여 침상안정 후에 기
립성불내성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 방법들은 제한점이 있는데 자율신경의 변화보다는 호흡과 같이

다른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역할을 분리
하여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다.19)하지무부하에 의해 압력반사 유도성 교감신경
활성화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동맥압력반사(arterialbaroreflexresponse)는 기립성
스트레스 반응에 있어 중요한 보상 기전이다.증가된 순환 바소프레신도 하지무부
하로 감소된 교감신경 유도성 압력반사 조절을 보상한다.20-21)이와 같이 무중력상
태나 침상안정에 노출된 후 나타나는 기립성불내성의 빈도는 남성과 비교하여 여
성에서 더 흔히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이것은 여성에서 압력 반사성 교감신
경 예비력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으로 감소된 동맥 압력반사 보상이 기립성불내성
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장기능의 변화도 무중력상태에서의 기립성불내성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요소

가 될 수 있고,실제 또는 가상된 무중력 상태에서 심장구조의 의미 있는 차이들
을 나타내고 있다.Levine등의8)보고에 의하면 침상안정으로 17%의 혈장량 감소
와 폐동맥쐐기압 18%,일회심박출량 12%,좌심실 확장기말용적 16% 감소를 보이
고 압력용적 커브의 평행한 좌측 이동으로 인하여 SV/PCWPcurve의 기울기가
증가한다고 하였다.또한 cardiacmass도 5% 감소하였다고 하였다.따라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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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스타링 관계가(starlingrelationship)기립동안 과도한 일회심박출량 감소에
의하여 기립성불내성을 유발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Spaak등은22)장기간의 침상안정 후 심박출량 일회심박출량,평균동맥압,심박

수 등을 조사하여 심박출량과 일회심박출량이 의미 있게 감소되어 있었으며 장기
간의 headdowntilt가 급격한 전부하 감소로 인한 일회심박출량 감소를 유발한다
고 하였다.또한 장기간의 침상안정한 사람에서 좌심실 벽 두께나 심실 mass감
소는 심장초음파 결과와 일치하는데 Arbeille등은23)6주간 침상안정한 사람에서
좌심실 벽 두께가 의미 있게 감소되어 있다고 하며,2주의 침상안정 후 촬영한
MRI에서 심실 mass의 의미 있는 감소를 보고하기도 하고,8)14일 동안 우주선에
탑승한 쥐에서 좌심실꼭지근(papillary muscle)평균 단면적의 20%가 감소되었
다.24)따라서 하지무부하 쥐에서 나타나는 좌심실 mass의 감소는 우주비행사의 심
장초음파검사 결과와 하지무부하 쥐의 심장무게와 연관성이 있다.Ludwig등은25)

기립성불내성에 취약한 사람들에서 일회심박출량이 감소하는데 영향이 있는 요소
들이 반사반응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며,부하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생리학적 심장
위축으로 좌심실 크기와 신전성의 감소가 발생한다.
우주인에서 압력수용체 활성화에 대한 심박수 반응이 감소함을 보여 주는 보

고가 있으며 120일 동안 장기간의 침상안정한 사람에서도 비슷한 소견을 나타내
고 있다.26,27)심박수에 대한 우리의 결과는 무중력에 노출된 우주인이나 장기간의
침상안정을 한 환자들의 소견과 일치한다.Koenig등은28)4일 동안 head-down
tilt한 원숭이에서 심박출양 감소와 평균동맥압 감소를 보고하였다.우주인,장기간
침상안정 환자 그리고 무중력의 동물모델 들에서 15-18%의 혈장량 감소가 있으
며 이것이 기립성불내성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29)혈량저하증
만이 사람이나 무중력 동물모델에서 관찰되는 혈류역학 변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순환 혈류량 단독으로 압력반사 촉진과 함께 평균동맥압 감소에
기여한다면 심박수 증가가 따라올 것이다.즉 혈량저하증은 압력반사 민감도와 심
폐 압력반사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30)따라서 하지무부하 후에 감소된 심박수 반
응은 일차적으로 그것이 자율신경 조화나 종말기관 반응감소에 의한 것이든 압력
반사 조절이상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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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등용적성시기(isovolumicphase,peakdp/dt)와 분출기말(Ees)로
나타나는 심근의 수축력을 측정한 결과 하지무부하 쥐에서 압력반사 자극으로 인
한 좌심실 수축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결과는 전부하와 후부하 비의존
성 지표인 분출기말로 심근 수축력 감소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들 단독으로 압
력반사의 감소에 관여하지는 않는다.또한 심근세포를 통해 실험에서 아드레날린
수용체 활성화에 대한 수축력 반사도 감소되었다.세포내 칼슘의 변화 없이 근육
원섬유마디 수축이 억제된 것은 칼슘순환성(calcium cycling)의 조절곤란 뿐만 아
니라 수축력 민감도의 변화나 수축력 자체에 변화를 주는 기전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양측 목동맥 결찰에 의하여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양측 목동맥 결찰로 대뇌허혈이 유발되고 목동맥 팽대
(carotidsinus)와 대뇌의 화학수용체가 낮은 산소분압에 노출되어 화학수용체 매
개 압력반사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이것이 심박수와 동맥압에 대한 압력반사
반응을 변화 시키는 것과 같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Yang 등은31)C57BL/6
mice가 다른 종(strains)과 비교하여 완전대뇌허혈에 대해 더욱 취약하다고 하였
다.그러나 이들 mice종은 불가역적 신경세포 손상을 일으키는데 15분의 양측 목
동맥 결찰이 필요하다고 하며 본 실험에서는 압력반사 반응을 보일 때까지 100%
산소를 투여하여 화학수용체 반응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결론적으로 압력반사 촉진 시술인 양측 목동맥 폐색을 이용하여 동맥압,심박

수,수축력 등 압력반사 반응을 측정하였다.이런 자극은 목동맥 압력수용체를 활
성화시키고 이것은 심박수,평균동맥압,심근 수축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
들 3가지 요소는 하지무부하 쥐에서 뚜렷이 감소되었다.하지무부하 군에서는 낮
은 수축력 상태를 보였고,심박수,혈압,그리고 목동맥 폐색에 따른 심근 수축력
반응도 감소하였다.따라서 전체적인 압력반사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박동수와
압력유지 인자들이 장기간의 침상안정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기립성불내성과 연관
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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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결결결 론론론

기립성불내성을 유발할 수 있는 장기간의 침상안정과 유사한 생리학적 현상을
나타내는 mice의 하지무부하를 이용하여 압력반사 촉진 시술인 양측 목동맥 폐색
을 이용하여 동맥압,심박수,수축력 등 압력반사 반응을 측정하였고,분리된 심근
세포를 이용한 isoporterenol용량에 따른 근육섬유마디 수축과 일과성칼슘증가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양측 목동맥 폐색으로 인한 수축력과 동맥압 반응은 하지무부하 군에서 현저히
약화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다.
2.양측 목동맥 폐색 후 수축기 혈압의 % 변화에서 대조군은 31% ±3,하지무부하
군에서는 8% ± 4㎜Hg/㎖을 나타냈으며,후부하를 나타내는 Effectivearterial
elastance(Ea)는 대조군,하지무부하 군에서 각각 32% ±5vs8% ±3㎜Hg/㎖,
수축력을 나타내는 endsystolicventricularelastance(slopeoftheESPVR,Ees)
는 70% ±11vs10% ±8㎜Hg/㎖ 증가 소견을 보였으나 하지무부하 군에서 모
두 유의하게 약화되어 있었다.
3.양측 목동맥 폐색 후에 positiveinotropicresponse를 나타내는 Ees,즉 ESPVR
기울기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하지무부하 군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의미
있게 약화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다.(Fig.1)
4.분리된 심근세포의 수축력 실험에서 심근수축 작용제인 isoproterenol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근육원섬유마디 수축과 일과성칼슘증가를 동시에 측정하였다.두군
모두 isoproterenol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근육원섬유마디 수축은 증가하였으나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ig.2)그러나 일과성칼슘증가의 변화는 두
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2)이것은 하지무부하 군에서 칼
슘에 대한 민감도에 변화가 있거나 심근위축으로 인한 수축력이 감소한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압력반사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박동수와 압력유지 인자들

이 장기간의 침상안정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기립성불내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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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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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CCCaaarrrdddiiiooovvvaaassscccuuulllaaarrrEEEffffffeeeccctttsssooofff
HHHiiinnnddd---llliiimmmbbbUUUnnnwwweeeiiiggghhhiiinnngggiiinnnMMMiiiccceee

Cho,JunHyun
Dept.ofMedicine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IIInnntttrrroooddduuuccctttiiiooonnn: Orthostatic intolerance is a debilitating problem following
prolongedbed-rest,exposuretomicrogravity,andintheelderly.Althoughthe
mechanism underlyingtheimpairedresponsetoahypotensivestimulusremain
poorlyunderstood,therearelikelymultifactorialandmayincludehypovolemia,
autonomicdysfunction,andvascularandcardiacalterations.Weexaminedthe
integrated cardiovascular response to baroreceptor activation in hind-limb
unweighing mouse modelofmicrogravity to testthe hypothesis thatboth
pressorandcontractilityresponseareattenuatedinhind-limbunweighingmice.
MMMeeettthhhooodddsss:C57BL/6mice(25-30gbodywt,8-10wkold)wereusedinthis
experiment.Myocardialcontractileresponsetobilateralcarotidarteryocclusion
weremeasuredwithaleftventricularmicromanometer-conductancecatheter.
We performed bilateralcarotid artery occlusion,and open-loop baroreceptor
stimulus,inmiceexposedtohind-limbunweighingfor2Weeks.Iniso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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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cytestudies,simultaneoussarcomereshorteningandcalcium transientwere
measureinisolatedmyocytesinresponsetoincreasingconcentrationsoftheβ

-agonistisoproterenol.
RRReeesssuuullltttsss:Incontrols,bilateralcarotidarteryocclusionincreasedheartrateand
meanarterialpressure.Theseresponseweremarkedlyattenuatedinhind-limb
unweighingmice.Bilateralcarotidarteryocclusionincreasedtheslopeofthe
end-systolic pressure volume relation(Ees)by 70 ± 11 ㎜Hg/㎖ and this
inotropicresponsewasmarkedlyattenuatedto10± 8㎜Hg/㎖ inhind-limb
unweighing.Isoproterenolincreasedsarcomereshorteninginadose-dependent
mannerin controland hind-limb unweighing mice.Howeverthecontractile
response to isoproterenol was significantly attenuated in the hind-limb
unweighingmice.
CCCooonnncccllluuusssiiiooonnnsss:Bothpressorandcontractilityresponsesappeartobeimpairedin
amodelofmicrogravity.Thechronotropic,inotropic,andpressorcontributions
totheoverallbaroreflexresponseanddecreasedmyofilamentCa2+ sensitivity
can have further crucial implications in providing countermeasures for
orthostaticintoleranceinprolongedbed-restpatients.

Key Words: baroreflex, hind-limb unweighing, microgravity, orthostatic
in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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