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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마취제와 아포토시스(Apoptosis)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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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시스가 되어 사멸 되어야 될 세포가 이상증식반응

론

으로 변이가 일어난 병이다.4,5) 또 반대로 정상적으로
최근 들어 세포죽음의 일종인 아포토시스(apoptosis)

유지되어야 될 세포가 과도하게 아포토시스가 일어
6,7)

에 대한 관심은 모든 분야에서 집중되고 있다. Apop-

나서 죽는 경우는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이 된다.

이러한 아포토시스는 정상적인 신체 내부에서 일

tosis 용어는 apo (off)와 ptosis (falling)가 합성된 그리스

어나는 과정이지만 외부적인 자극(스트레스, 손상,

어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다는 의미이며 1972년 Kerr
1)

가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연구들이 진

약물, 허혈, 저산소증, 마약 등)에 노출될 경우에도

행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 분자생물학의 눈부신 발전에

일어난다. 마취영역과 관련해서 저산소증, 뇌허혈,

의해서 새로이 각광받는 분야가 되었다. 아포토시스는

심허혈, 허혈/재관류 손상 등은 주요기관의 손상을

세포사멸이라고도 하며 세포증식의 반대개념으로 세

초래하게 되어 심각한 장애를 주거나 생명을 위협하

포가 과도하게 많거나, 불필요하거나, 손상을 입어 회

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세포의 죽음은 주로 세

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으로 생명

포괴사(necrosis)로만 알고 있었다.

체의 세포의 수를 일정하게 조절함으로써 생명을 유지

여러 가지 분자생물학적인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손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

상을 받은 세포는 세포괴사뿐만 아니라 아포토시스

8-10)

아포토시스는 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는 것이다. 이

그러나 최근의

과정을 통해서도 세포가 제거되어 결국은 기관의 손
11-14)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

것은 생물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필요

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한 세포제거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세포는 증식

지 세포괴사에만 국한해서 치료하고 예방했던 여러

분화라는 과정을 가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어느 것

가지 치료법과 예방법들에 대해 새로운 개념들이 필

은 소멸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기기도 한

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포토시스를 방지하고 치

다. 생명체는 이러한 생성과 소멸이란 과정을 통해

료할 수 있는 방법도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

서 일정한 세포 수를 유지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되

게 된다. 그리고 마취와 수술 중에 일어나는 외부적

는 것이다. 모든 세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인 손상뿐만 아니라 신진대사와 약리반응 그리고 물

의 수명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

리적이고 생리적인 여러 반응들과 마취제의 종류에

정된다. 즉 세포는 생성되면서 이미 자기의 수명을

따라서도 아포토시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여

조절하는 유전자를 가지게 되고 유전자의 결정에 따

겨진다. 이처럼 아포토시스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라서 자연히 소멸되게 되어 있어서 계획된 죽음에

마취과영역과 관계가 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많은

이르는데 이런 이유로 해서 아포토시스를 “program-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ed cell death”라고도 한다.

2,3)

15)

이처럼 아포토시스는

정상적으로 일어날 경우는 불필요한 세포를 제거하
고 새로운 세포를 그 자리를 채워 일정한 숫자를 유

아포토시스란?

지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정상적인 필요한 과정이 되

세포의 죽음

지만 이상이 생길 경우는 병리학적 변이를 초래하게

세포괴사(necrosis)는 세포가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되어 많은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암은 세포가 아포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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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을 받아 세포가 팽창되어 결국 세포막의 파열로

효소인 캐스페이즈(caspase)에 의해서 DNA가 분해

인해 분비되는 물질에 대한 염증반응을 통해서 죽는

되면서 주변세포나 식세포에 의한 탐식작용(phago-

과정이고, 세포자살(apoptosis) 혹은 아포토시스는 정

cytosis)으로 사멸하는 경우, 둘째 캐스페이즈가 작용

상적인 세포가 외적 또는 내적 자극에 의해서 세포

하지 않고 아포토시스 유발 인자에 의해 사립체로부

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내의 죽음인자가 발동되어

터 분비된 AIF (apoptosis-inducing factor)가 직접 DNA

세포가 위축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죽는 과정으로

를 분해하는 경우이다. 이 과정에는 여러 유전자들

세포괴사와는 형태학적, 생화화적, 생리학적으로 다

이 관여하게 된다. 대표적인 유전자들은 다음과 같

16-19)

른 양상을 보인다.

세포 분자생물학의 발전은 세

포괴사와 아포토시스가 구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여 주었다. 아포토시스가 된 세포만을

다.
Bcl-2 군과 사립체

염색하여 구별할 수 있는 방법과 세포핵을 염색하여

Bcl-2 유전 단백질 군은 15종 정도가 알려져 있으

구분하는 방법, flow cytometry를 통하여 아포토시스

며 종류에 따라서 아포토시스를 억제(anti-apoptosis)

가 된 세포의 양을 측정, DNA의 양상관찰, 특정한

하거나 아포토시스를 유발(pro-apoptosis)시키는 역할

유전단백질인 Bcl-2, Bax, Bad, p53 등의 측정, 사립

을 한다. 아포토시스에 관련되어서 가장 초기에 알

체(mitochondria)의 막전위를 관찰, cytochrome c 검

려진 단백질인 Bcl-2, Bcl-xL은 세포질세망(endoplas-

사, 캐스페이즈 활성도 측정 등의 방법들은 아포토

mic reticulum), 핵막, 사립체 외막에 존재하는 복합

시스를 검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

단백질로서 세포막에서 이온과 단백질의 이동에 중

다.

20,21)

아포토시스의 과정

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사립체의 외막에서 채널
을 형성하여 막의 탈분극화를 억제하여 또 막의 산
화적 인산화(oxidative phosphorylation)를 증진시켜 mi-

크게 두가지로 단백질 분해효소인 캐스페이즈가

tochondrial permeability transition (MPT)을 억제한다.

작용을 하여 사멸하는 경우와 캐스페이즈가 작용하

억제된 MPT는 사립체의 permeability transition (PT)

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pore를 닫히게 하여 사립체 내에 존재하는 cytoch-

첫째 외부적이거나 내부적인 아포토시스 유발 인

rome c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아포토시스의 최종 단

자에 세포가 노출되면 여러 가지 경로와 핵심인자들

계 단백질 분해효소인 캐스페이즈의 활성화를 막아

간의 유기적인 작용으로 최종적으로는 단백질 분해

서 아포토시스를 억제한다(Fig. 1A).

22-24)

이와 반대로

Fig. 1. Regulation of the mitochondrial permeability transition pore (PT). (A) Bcl-2-bax or bcl-xl-bax heterodimers
maintain the PT in a closed state, preventing mitochondrial release of cytochrome c. Under conditions that lead
to an increase in bax relative to bcl-2 or bcl-xl, bax homodimers are formed(B). The bax homodimer alters the
conformation of the PT allowing mitochondrial release of cytochrome c. Cytochrome c then forms a trimeric
complex with Apaf-1 and procaspase-9. This complex cleaves procaspase-9 proroducing caspase-9 in the initial
step of the mitochondrial-mediated caspase cascade.

문봉기：정맥마취제와 아포토시스(Apoptosis)

Bax나 Bad는 아포토시스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세포내(cytosol)에 존재하며 세

77

캐스페이즈(caspase)

포가 아포토시스 유발인자에 노출된 경우에는 세포

아포토시스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으로 되어 있

내에서 사립체로 이동되어 Bcl-2나 Bcl-xL의 작용을

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단백질 분해효소인 캐스페

억제하여 사립체 막을 탈분극화 시켜서 PT pore를

이즈(caspase) 혹은 cysteine protease에 의해서 세포가

열게 하여 cytochrome c를 분비시킨다. 사립체로부터

분해되면서 아포토시스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이

분비된 cytochrome c는 아포토시스의 시초 단계에서

유로 캐스페이즈는 아포토시스에서 필수적인 최종작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이것은 캐스페이즈의 활성화

용 단백질분해효소라 할 수 있다. 캐스페이즈 8, 9,

를 촉진시키는 Apaf-1 (apoptosis activating factor-1)

10은 주로 초기에 작용하여 캐스페이즈 캐스케이드

에 촉매작용을 해서 캐스페이즈를 활성화함으로써

(cascade)를 활성화하고, 캐스페이즈 2, 3, 6, 7 등이

22-24)

아포토시스를 촉진시키게 된다(Fig. 1B).

Apaf-1 (apoptosis activating factor-1)

최종적으로 DNA와 단백질을 분해하여 손상된 세포
가 주변세포나 식세포에 의한 탐식작용으로 아포토
시스가 일어나게 한다. 이것은 아포토시스를 수행하

이것은 사립체로부터 방출되는 cytochrome c와

기 위한 필수적인 유전단백질로서 분자량이 30-50

pro-caspase 9과 ATP 활성화 하에 결합되며 이 복합

kDa인 단백질 분해효소이며 목표단백질을 특이 부

체를 아포좀(aposome)이라 한다. 이것은 케스페이즈

위에서 절단하여 아포토시스가 일어나게 한다. 최근

9를 활성화시켜서 아포토시스의 최종 작용물질인 캐

세포사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는 부분으로 이

스페이즈 3, 6, 7 등을 활성화시켜 세포의 DNA를

것과 관련된 많은 질환들의 분자생물학적 역할과 치

분해하여 세포의 아포토시스를 유발하게 하는 아포

료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25-29)

25,26)

토시스 유발체라고 할 수 있다(Fig. 1B).

아포토시스 기전
지금까지 밝혀진 기전으로는 첫째 세포가 아포토

Fig. 2. Mechanisms of apop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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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유발인자(성장호르몬제거, 스트레스, 허혈, 화

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암치료와 만성 뇌질환

학물질에 노출 등)에 노출되면 스트레스에 의해 활

등의 치료제 개발을 위해 많은 부분이 투자되고 있

성화되는 protein kinase인 JNK (c-jun N-terminal ki-

다. 최근 들어서야 마취약제와 아포토시스와의 관계

nase)가 활성화되면서 아포토시스를 촉진시키는 유

가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검사방법이나 접근방법은

전자인 Bad, Bax를 활성화시킨다. 이것은 아포토시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아직 임상적으로

스 억제유전자인 Bcl-2나 Bcl-xL의 작용을 억제하여

정맥마취제와 아포토시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확정된

캐스페이즈 캐스캐이드(caspase cascade)를 촉진시켜

사실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여기서는 주로 동물실험

단백질을 분해함으로써 아포토시스를 유발한다. 둘

과 세포배양실험 결과를 토대로 기술하였다. 지금까

째 세포표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Fas와 TNF (tu-

지 아포토시스에 대한 연구보고는 주로 뇌세포에 관

mor necrosis factor) receptor에 아포토시스 유발인자

련된 부분이 가장 많고 혈액세포와 심장세포에 대한

에 의해서 생성된 죽음활성인자(death activator)인

보고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포토시

FasL이나 TNF 등의 사이토카인(cytokines)이 붙으면

스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뇌세포와 관련된 부분이

이러한 죽음신호가 세포질로 전달되어 이 신호가 캐

많을 것이다.

스페이즈 8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아포토시스 촉진
유전자인 Bid를 활성화하여 Bcl-2과 Bcl-xL을 억제하

Barbiturates

여 cytochrome c 분비를 촉진시켜, ATP 하에 Apaf-1

국소적 뇌허혈과 뇌경색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뇌

과 pro-caspase 9와 아포좀을 형성하여 캐스페이즈 9

보호를 위해 널리 이용되어온 약제이다. 그 동안 뇌

를 활성화하고 최종적으로 캐스페이즈 3, 6 등을 활

대사율 감소와 뇌허혈 부분으로의 국소적 뇌혈류증

성화시킨다. 캐스페이즈 8은 사립체에 영향을 주지

가, glutamate 증가 억제와 세포내로의 칼슘유입억제,

않고 바로 캐스페이즈 3, 6 등을 활성화시켜 아포토
3-5,30)

자유기(free radicals) 생성억제가 뇌보호 작용의 기전

셋째 세포질세망에 스

으로 알려져 있었다 최근 세포사멸 분야가 발달되면

트레스가 가해지는 경우 Ca2+가 직접적으로 캐스페

서 NMDA, AMPA 수용체 자극에 의한 glutamate 증

이즈 캐스케이드를 촉진시켜서 아포토시스가 일어나

가는 주로 초기에는 세포괴사를 초래하고, 어느 정

시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24)

(apoptosis-inducing

도 시간이 지나면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 세포사멸

factor)에 의해 DNA가 직접 손상 받아서 사멸하는

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barbiturate는 세포괴

는

경우가

있다.

31)

또한

AIF

그러나 아직 아포토시스와 관

사와 세포사멸을 동시에 억제하고 nitric oxide 생성

련된 많은 유전자가 밝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

에 의한 세포사멸 과정을 억제하면서 뇌보호 작용을

정확한 작용경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으며

한다. 그리고 자유기의 방출을 억제하여 자유기에

점차적으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의한 세포사멸을 억제한다.

있다.

도 뇌허혈이 국소적으로 왔을 경우에 의미가 있고

경우도 있다(Fig. 2).

32-35)

이러한 뇌보호 작용

전체적인 뇌허혈인 경우는 의미가 없다고 한다.32)

정맥마취제와 아포토시스

그러나 지금까지의 보고는 세포사멸이란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고 아포토시스적 관점

아포토시스는 스트레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에서 분자생물학적 접근을 시도하면 전체적인 뇌허

저산소증, 저혈압, 허혈/재관류 등도 마취 중에 일어

혈인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과학적

나는 스트레스에 포함된다. 이러한 이유로 마취영역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에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예방, 치료하는 것도 주요
장기의 손상을 막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

Propofol

다. 그러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마취제 자체도 아

뇌대사율 감소와 뇌혈류 감소 그리고 뇌를 부드럽

포토시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마취약제는

게 만들어 수술을 용이하게 하고 마취로부터의 빠른

아포토시스를 억제하는 경우, 영향이 없는 경우와

회복의 장점으로 뇌신경마취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아포토시스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다. 아포토시스

지금까지 여러 보고에 의하면 popofol의 뇌보호 작

문봉기：정맥마취제와 아포토시스(Apop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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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었고 분자생물학적 방법으

을 나타낸다. 독성으로 인한 신경손상은 임상적으로

로 관찰한 결과, 뇌신경세포가 저산소증, 허혈, 허혈

매우 치명적이다. 이러한 신경손상은 국소마취제에

후 재관류 등에 노출될 경우 세포사멸이 일어나게

노출된 신경세포들이 세포괴사와 세포사멸에 의해서

되고 이 결과 뇌손상이 야기되는데, popofol은 이러

손상을 당해서 생기는 것이다. 사람의 신경세포를

한 과정의 세포사멸을 억제하여 뇌보호 작용을 하였

이용한 실험에서 lidocaine의 경우 3 mM 농도에서

다.

36)

신경세포들은

세포사멸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10

많은 동물 실험에서 뇌허혈과, 척수허혈을 유발

mM에서는 세포괴사와 세포사멸이 동시에 일어났다

했을 경우, propofol을 사용한 군은 신경세포의 세포

고 한다. 이러한 여러 논문들은 신경세포에 노출되

사멸을 억제하여 뇌손상과 척수손상을 현저하게 줄

는 국소마취제의 농도와 노출시간이 신경손상을 일

였다. 그 기전은 glutamate의 활성도를 감소시키고,

으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한다.42) 그러므로 손상을

GABA-A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anti-oxidant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농도 약물 사용과 노출시간을 줄

가지고, Bcl-2 증가와 자유기(free radicals)의 생성을

이고 그리고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아포토시스를

억제하고, Bax를 억제하여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것

억제하는 약물을 첨가하면 국소마취제에 의한 신경

36,37)

이러한 세포사멸 억제 작용을 이용하면,

손상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맥 투여

임상적으로 propofol이 저산소증, 허혈, 허혈 후 재관

된 저농도의 lidocaine은 동물실험 뇌허혈 모델에서

류 등에 의한 뇌손상 및 심장손상 등을 줄일 수 있

뇌허혈을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43)

이다.

으리라 생각되나 여러 보고에 의하면 popofol을 사
용한 경우 급성기 때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다 세

Ketamine

포사멸 억제 작용이 강하나 시간이 지난 후 조직학

NMDA 길항제인 ketamine은 주로 소아환자에서

적으로 세포손상의 정도는 사용하지 않은 군과 비슷

진정과 마취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동물실험에서

38)

그러나 propofol이 초기의 세포괴사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취혈중 농도인 100μM 이하인

나 세포사멸을 억제 할 수 있는 것은 세포손상을 지

경우는 nitric oxide synthase와 세포 내 Ca2+ 농도를

연 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이 기간동안 적절한 예

감소시켜서 세포사멸을 억제하지만 1,000μM 이상

방과 치료법이 사용되면 주요장기의 손상을 많이 줄

의 고농도에서는 세포사멸을 초래한다. 이론적으로

일 수 있다. 그러므로 propofol의 사용은 마취와 수

NMDA 수용체를 억제하여 glutamate 증가를 억제하

술 중 생길 수 있는 뇌허혈, 심장허혈을 억제할 수

여 세포사멸을 억제 하는 연구보고도 있다.

있어 뇌수술과 심장수술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

만 Ketamine은 NMDA 수용체의 길항제이지만 NM-

다.32,36-39)

DA 수용체의 NR1을 활성화시키면서 오히려 세포사

하다는 것이다.

멸을 초래한다.

Fentanyl

하지

특히 신경세포의 시냅스 생성시

기(synaptogenesis period) 때는 NMDA 길항제와 GA-

마약중독 환자의 혈액에서 세포사멸은 많이 일어
40)

45,46)

44)

BA 유사제 그리고 두 가지 작용을 다 가진 ethanol

마취 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fentanyl의

같은 약물들은 동물실험에서 뇌신경세포의 세포사

경우 동물실험에서 노출시간이 많을수록 림프구의

멸을 초래해서 기능장애와 학습/기억 장애를 초래한

세포사멸이 많아진다고 하였으며 그 기전은 미토콘

다.47-51)

난다.

41)

그러나 주로

Ethanol은 산모가 임신 중에 남용을 했을 경우 뇌

동물실험과 배양실험에서 나온 결과로 fentanyl의 임

가 자라지 않고 신경학적인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태

상사용으로 인해서 세포사멸이 생겨 환자가 문제가

아 알코올 증후군(fetal alcohol syndrome)을 일으키는

생긴 경우는 보고되지 않아서 약물의 안정성에 대해

데, 이것은 신경세포의 시냅스 생성시기 때 ethanol

선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에 의해 뇌신경세포가 세포사멸 되어 생기는 병이

드리아 막전위를 억제하여 일어난다.

Lidocaine
국소마취제는 때때로 신경세포나 척수세포에 독성

다.48) 그러나 이 시기 때에는 ethanol뿐만 아니라
NMDA 수용체의 길항제인 ketamine도 여러 동물 실
험에서 신경세포의 세포사멸을 초래하여 기능장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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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를 일으켰다.45-47) 시냅스 생성시기 때 ketamine 이 신경세포의 세포사멸을 초래하는 동물 연구

결

론

45-51)

보고가 많이 있다.

아직 사람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영유아 환

정맥 마취제는 마취 중에 신체에서 일어나는 세포

자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ketamine의 사용은 이론적

사멸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아직 임상

으로는 신경세포의 시냅스 생성시기인 임신 3 주부

농도에서 정맥마취제가 세포사멸을 초래하여 임상적

터 생후 3세 정도 까지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인 이상을 야기 시키는 경우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48-51)

그러나 임상적으로 시냅스 생성시기 때

분자생물학적인 발달이 앞으로 마취약제와 마취시간

ketamine 사용으로 뇌신경장애가 있었다는 보고나

그리고 마취 농도에 따른 주요장기세포와 혈액세포

태아 알코올 증후군처럼 뇌 발육 장애가 있었다는

의 세포사멸에 관한 많은 정보를 주게 될 것이다.

된다.

보고는 없었다.

현재 임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정맥마취제인 bar-

분자생물학적 실험 기법의 발달은 외부적 인자나

biturate, propofol은 세포사멸을 억제한다. 이러한 작

내부적 인자가 세포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

용은 마취 중 특히 뇌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

현재 정맥마취제와 세포사멸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포사멸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

으로 임상적으로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고 있

면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정맥마취제와 세포사멸 억

다. 그러므로 ketamine이 지금까지 임상적으로 널리

제제를 사용하여 마취와 수술 중에 생기는 저산소

사용된 약제이지만 사람에 있어 신경세포의 시냅스

증, 저혈압, 허혈/재관류에 의한 세포사멸을 최소한

생성시기 때에 신경 세포사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으로 하여 주요장기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가는 밝혀져야 할 것이다.

기대한다.

신경세포의 시냅스 생성시기와 마취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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