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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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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역학적 안정화 효과 심장지수가 낮은 환자와 정상인 환자의 비교혈역학적 안정화 효과 심장지수가 낮은 환자와 정상인 환자의 비교혈역학적 안정화 효과 심장지수가 낮은 환자와 정상인 환자의 비교혈역학적 안정화 효과 심장지수가 낮은 환자와 정상인 환자의 비교::::

심장폐우회로 없이 시행하는 관상동맥우회술(off-pump coronary artery

은 체외순환과 관련된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으bypass grafting, OPCAB)

나 심장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수술 부위의 심장박동과 관상동맥의 혈류를 제,

한시키므로 혈역학적 불안정성과 심근 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최

소화하기 위한 마취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을 시행 받는 환. OPCAB

자를 수술 전 심장지수가 낮은 군과 정상인 군으로 나누어 을 부하milrinone

용량 없이 지속 주입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총 명의 환자를 심장지수가 낮은 군과 정상인 군으로 나눈 후에 두 군에82

각각 과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였다 내유동맥 수집 후 또milrinone . milrinone

는 생리식염수의 주입을 시작하여 문합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였다 혈역학적.

변수 측정은 또는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기 전 기저치 과 좌전관상milrinone ( )

동맥 좌측회선동맥 우측관상동맥 문합을 위해 각각 심장고정기를 부착하고, ,

분 후 마지막으로 흉골 봉합 후에 측정하였다10 , .

심장지수가 낮은 군과 정상인 군 모두에서 은 문합 중 심장지수와milrinone

일회심박출지수의 감소를 둔화시켰다 문합 중 의 주입에 관계없이. milrinone

심장지수와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의 감소는 심장지수가 낮은 군보다 정상인

군에서 더 심하였다. 심장지수가 낮은 군과 정상인 군 사이에 의 혈milrinone

역학적 효과는 차이가 없었다.

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의 선행적 지속주입은 혈역학을 개OPCAB milrinone

선시키며, 특히 심장지수가 낮은 환자에서 심장지수와 일회심박출지수가 위험

수치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되는 말 저심장지수: OPCAB, milr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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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민 경 태민 경 태민 경 태민 경 태>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종 엽김 종 엽김 종 엽김 종 엽

서론서론서론서론I.I.I.I.

심장폐우회로 없이 시행하는 관상동맥우회술(off-pump coronary artery

은 체외순환과 관련된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bypass grafting, OPCAB)

는 이론적 실재적 장점 때문에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수술 수기이다, .1-3

그러나 동안 문합하고자 하는 관상동맥부위를 노출시키기 위해 심장OPCAB

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수술 부위의 심장박동을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혈역학

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심근허혈 및 좌심실작업수행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

다 이러한 심근 기능의 저하와 혈역학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심.

한 마취 관리가 연구되고 있다.4-6

은 억제제로서Milrinone phosphodiesterase III cyclic adenosine

를 증가시킴으로써 심근의 수축력을 강화하며 혈관monophosphate(cAMP)

을 확장시킨다.7 심장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은 심장 기능을 향상시milrinone

키며 체외순환으로부터의 이탈을 용이하게 하며8,9 심근 산소 소모량을 증가

시키는 효과가 미약하거나10 에 비하여 적다, dobutamine .11 은 또Milrinone

한 이식편 동맥혈관을 직접적으로 확장시키며,12 심폐우회술 후 이식된 내유동

맥의 혈류량을 증가시킨다.13 이러한 약리작용을 감안할 때 은milrinone

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심근수축촉진제OPCAB

라고 볼 수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 을 부하용량 없이 지속 주입 하는 것만으로 관상milrinone

동맥 문합술 중 심장지수와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정도를 줄일 수

있었다.14 한편 등은Feneck 15 이러한 의 효과가 수술 전의 심장기milrinone

능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서 의 지속 주입이 술 전 심장지수에 따라 혈역학적 차이OPCAB milrinone

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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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대상 및 방법대상 및 방법대상 및 방법II.II.II.II.

대상대상대상대상1.1.1.1.

본 연구는 관상동맥 질환으로 이 예정돼 있는 환자 명을 대상으로OPCAB 82

임상연구 윤리위원회 승인을 거친 후 환자의 동의하에 진행하였다.

환자를 술 전 심장지수에 따라 낮은 군(< 2.5 L/min/m2 과 정상인 군) (≥

2.5 L/min/m2 으로 구분하고 무작위순으) , 로 또는 생리식염수를 주milrinone

입 하여 환자군을 을 주입한 심장지수가 낮은 군 군 생리milrinone (Low-M ),

식염수를 주입한 심장지수가 낮은 군 군 을 주입한 심장지(Low-S ), milrinone

수가 정상인 군 군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심장지수가 정상인 군(Norm-M ),

군 모두 군으로(Norm-S ), 4 나누었다 신기능 및 간기능 장애 혈소판감소. ,

증 응고장애환자와 상심실, 성빈맥성부정맥 심방세동 심방조동 환자나 양성, ,

심근변력 약제를 복용중인 환자나 단관상동맥질환자는 제외하였다.

방법방법방법방법2.2.2.2.

모든 환자들에게 전투약제로 을 마취 시간 전에 근morphine 0.05 mg/kg 1

주하였다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한 후 심전도를 부착하여 와 유도를 지. II V5

속적으로 감시하였으며 혈역학적 감시와 동맥혈 가스 분석을 위해 우측 요골,

동맥에 도관을 삽관하였다 카테테르20-gauge . Swan-Ganz (Swan-Ganz

CCOmbo/SvO2 Model 744HF75R○ 를, Baxterhealthcare Corp., CA, USA)

우측 내경정맥을 통해 삽입하여 심박출량 및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를 측정하

였다.

및Midazolam 2.0-3.0 mg, sufentanil 1.5-3.0 g/kg rocuronium 50μ

를 정주하여 마취유도한 후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고 산소 의료용 공기mg , -

흡입과 을 지-isoflurane(0.2-0.5 vol%) sufentanil 0.3-0.5 g/kg/minμ

속 주입으로 마취유지를 하면서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이 가 되30-35 mmHg

도록 조절호흡을 시행하였다 심근 허혈과 관상동맥 연축 예방을 위해.

을 지속 정주하였다 경식도초음파 소isosorbide dinitrate 0.5 g/kg/min .μ

식자를 삽입하여 좌심실 유두근이 보이는 단축면상(short-axis

에서 심실벽의 기능을 감시하였다 환자의 체온midpapillary muscle 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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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절하기 위해 수술실의 온도를 21o 이상 유지하고 수액을 가온하거나 가C

습기를 호흡회로에 부착하였다 또한 보온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정맥의 수집.

후에 하지는 소독된 으로 싸주었다forced air blanket .

정중흉골절개 후 우회로로 사용할 이식 혈관을 박리하는 동안 심장의 전부하

를 유지하기 위해 수액을 평균 를 주입하였다 좌측 내유동맥1000-1500 ml .

을 박리한 다음 심장고정기Octopus (Octopus Tissue Stabilization System
R○ 를 부착하기 전 를 정주하여 활성혈액, Medtronic, USA) heparin 1 mg/kg

응고시간이 초 이상 유지되도록 하였다 효과적으로 심첨부를 거상하고250 .

심장측벽을 노출시키기 위해 심막사동후면의 좌측과 우측 하폐정맥 사이에 심

낭봉합사를 거치한 다음 너비 약 가량의 테이프를 반으로 접어 연결하, 2 cm

였다 이 테이프를 사용하여 문합할 혈관을 따라 다양한 방향과 각도로 심장.

을 이동하여 관상동맥부위를 노출시킨 다음 심장고정기를 부착하였Octopus

다.

내유동맥수집 후 또는 동량의 생리식염수 주입을milrinone 0.5 g/kg/minμ

시작하여 문합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였다 혈역학적 변수 측정은 심낭막 절개.

후 또는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기 전 기저치 과 좌전관상동맥 좌측milrinone ( ) ,

회선동맥 우측관상동맥의 문합을 위해 세 차례의 심장고정기 부착 분 후, 10 ,

마지막으로 흉골 봉합 후에 측정하였다 측정 변수들은 심박출량 심박수 평. , ,

균동맥압 폐동맥압 중심정맥압 폐모세혈관쐐기압과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 , ,

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심장지수 전신 및 폐혈관저항지수 일회심박출지수를, ,

계산하였다 또한 각 시기별 기저치에 대한 심장지수와 일회심박출지수 변화.

값의 백분율을 계산하였고 분절변화와 심혈관계 약물 요구량을 기록하였ST

다.

심장을 이동하는 동안 평균 동맥압이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60 mmHg

면 두부를 도 하강시키고 을10-20 norepinephrine 0.03-0.05 g/kg/minμ

점적 주입하였다 좌전관상동맥과 우측관상동맥의 근위부 문합 중에는 혈관.

폐색용 카테테르(FloresterR○ 를 단락 으로 사, Bio-Vascular, USA) (shunt)

용하였다 관상동맥문합 중 수액부하와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평균동맥압이.

이하로 유지되거나 분절이 이상 변하여 지속되거나 제50 mmHg , ST 4 mm ,

세동에 반응하지 않는 심실세동이 발생하는 경우 심장폐우회로로 응급 전환하

였다.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 또는 환자의 수 비율 로 나타내었다 프로( ) . 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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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사용하여 술전 병력과 심혈관계 약물 복용의 통계는 의 정확검Fisher

정에 의한 로 군간의 인구통계학적 자료 혈역학 변수 기저chi-square test , , ,

치에 대한 퍼센트 변화값의 비교는 로 분석하였다 또한one-way ANOVA .

혼합모형분석 을 통해 혈역학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mixed model analysis)

심장지수와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며 값이 미만일 때milrinone , P 0.05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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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결과결과결과III.III.III.III.

군 군 군 군Low-M (n=20), Low-S (n=20), Norm-M (n=21), Norm-S

총 명의 환자 모두 응급 심장폐우회로술 없이 성공적으로 수술이(n=21), 82

종료되었다 네 군간의 나이. , 성별 체표면적의 차이는 없었으며 고혈압 당, ,

뇨 심근경색 뇌혈관질환의 과거력이나 술전 심혈관계 약물 복용 이식편 혈, , ,

관의 수도 차이가 없었다 표( 1).

심낭막 절개 후 심장지수 일회심박출지수 전신혈(P < 0.001), (P < 0.001),

관저항지수 폐혈관저항지수 는 군간에 유의한 차이(P < 0.001), (P = 0.005)

가 있었고 심장지수와 일회심박출지수가 심장지수가 낮은 군보다 정상인 군,

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좌전관상동맥 문합 중과 좌측회선동맥 문합 중.

에도 심장지수와 일회심박출지수 전신혈관저항지수가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좌전관상동맥 문합시기에 심장지수는 군보다 군이. Low-S Norm-M

더 컸으며 일회심박출지수는 군보다 군에서 더 컸고 전신혈, Low-S Norm-S ,

관저항지수는 군보다 군이 더 컸다 좌측회선동맥 문합시기Norm-M Low-S .

에 심장지수와 일회심박출지수는 군보다 군에서 더 작았으Norm-S Low-S

며 전신혈관저항지수는 군과 군보다 군에서 더 컸, Norm-M Norm-S Low-S

다 우측관상동맥 문합 중과 흉골 봉합 후에는 군간 혈역학적 변수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그러나 심박수 평균동맥압 폐동맥압 중심정맥압 폐( 2). , , , ,

모세혈관쐐기압은 모든 측정 시기에서 군간의 차이가 없었다 표 좌전관( 3).

상동맥 문합부터 흉골 봉합시기까지의 심장지수와 일회심박출지수 변화값의

백분율은 군간에 차이를 보였다 그림( 1,2).

혼합모형분석에서 술전 심장지수의 저하 여부는 심장지수 혼(P = 0.0038),

합정맥혈산소포화도 심박수 전신혈관저항지수(p = 0.0003), (P = 0.0154),

의 차이에 영향을 끼쳤으며 사용 여부는 심장지수(P = 0.0084) , milrinone

일회심박출지수 심박수 의 차이(P = 0.0008), (P = 0.0347), (P = 0.0072)

에 영향을 미쳤으나 술전 심장지수와 사용의 상호 작용은 혈역학, milrinone

적 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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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관상동맥문합 중 심장지수 변화값의 백분율 심낭막 절개1. (CI) (%).

후의 심장지수를 기저치로 하여 각 시기별 심장지수의 비율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로 표시함± ) . 을 주입한 심장지수가 낮은 군Low-M: milrinone ,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심장지수가 낮은 군 을Low-S: , Norm-M: milrinone

주입한 심장지수가 정상인 군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심장지수가 정, Norm-S:

상인 군. 좌전관상동맥 좌측회선동맥 우측관상동맥LAD: , LCX: , RCA: ,

흉골 봉합St.cl: .
* 군에 비하여 값이 미만임: Low-M P 0.05 , † 군에 비하여 값이: Low-S P

미만임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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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관상동맥문합 중 일회심박출지수 변화값의 백분율 심2. (SVI) (%).

낭막 절개 후의 심장지수를 기저치로 하여 각 시기별 일회심박출지수의 비

율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로 표시함( ± ) . 을 주입한Low-M: milrinone

심장지수가 낮은 군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심장지수가 낮은 군, Low-S: ,

을 주입한 심장지수가 정상인 군 생리식염수Norm-M: milrinone , Norm-S:

를 주입한 심장지수가 정상인 군. 좌전관상동맥 좌측회선동맥LAD: , LCX: ,

우측관상동맥 흉골 봉합RCA: , St.cl: .
* 군에 비하여 값이 미만임: Low-M P 0.05 , † 군에 비하여 값이: Low-S P

미만임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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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구통계학적 자료1.

모든 수치는 평균 표준편차 또는 환자의 수 비율 로 표기됨± ( ) .

을 주입한 심장지수가 낮은 군 생리식염수를 주Low-M: milrinone , Low-S:

입한 심장지수가 낮은 군 을 주입한 심장지수가 정상인, Norm-M: milrinone

군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심장지수가 정상인 군, Norm-S: .

Low-M

(n = 20)

Low-S

(n = 20)

Norm-M

(n = 21)

Norm-S

(n = 21)

나이 세( ) 62.7 ± 8.9 64.1 ± 7.3 60.6 ± 8.6 57.8 ± 7.1

성별 남 여( / ) 15/5 10/10 13/8 12/9

키(cm) 165.9 ± 9.0 162.3 ± 8.4 162.0 ± 8.2 166.7 ± 6.3

체중(kg) 70.9 ± 11.0 64.8 ± 8.2 65.2 ± 9.7 70.8 ± 8.0

이식편 수 3.1 ± 0.6 3.1 ± 0.6 3.0 ± 0.7 3.1 ± 0.5

술전 위험요인

고혈압 11(55.0%) 5(25.0%) 11(52.4%) 9(42.9%)

당뇨 5(25.0%) 8(38.1%) 9(42.9%) 6(28.6%)

심근경색 4(20.0%) 1(5.0%) 5(23.8%) 2(9.5%)

뇌졸중 0(0.0%) 3(15.0%) 2(9.5%) 2(9.5%)

술전 심혈관계 복용약물

차단제-β 14(70.0%) 17(85.0%) 12(57.1%) 16(76.2%)

칼슘통로 차단제 13(65.0%) 14(70.0%) 14(66.7%) 16(76.2%)

전환효소 차단제Angiotensin 12(60.0%) 7(35.0%) 15(71.4%) 15(71.4%)

이뇨제 4(20.0%) 1(5.0%) 5(23.8%)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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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관상동맥 문합 중의 혈역학적 변2. 화 I

측정시기 Low-M Low-S Norm-M Norm-S 값P

심장지수 심낭막절개후 2.1 ± 0.3 2.2 ± 0.3 3.2 ± 0.6
*,†

3.3 ± 0.4
*,†

<0.001

(L/min/m2) 좌전관상동맥 2.5 ± 0.6 2.3 ± 0.5 2.8 ± 0.8† 2.7 ± 0.5 0.035

좌측회선동맥 2.2 ± 0.4 1.9 ± 0.4 2.5 ± 0.7
†

2.4 ± 0.5
†

0.001

우측관상동맥 2.5 ± 0.6 2.5 ± 0.7 2.8 ± 0.9 2.3 ± 0.7 0.273

흉골 봉합 3.2 ± 0.9 2.9 ± 0.7 3.0 ± 0.9 3.2 ± 0.9 0.739

일회심박출 심낭막절개후 34.8 ± 6.7 36.1 ± 6.7 49.5 ± 8.4*,† 55.3 ± 9.9*,† <0.001

지수 좌전관상동맥 35.4 ± 9.5 34.9 ± 40.5 40.5 ± 10.9 42.8 ± 7.8
†

0.015

(L/min/m2) 좌측회선동맥 30.8 ± 5.6 29.5 ± 9.7 35.5 ± 11.1 37.2 ± 7.5† 0.018

우측관상동맥 34.1 ± 8.8 35.6 ± 11.6 38.7 ± 11.3 33.7 ± 8.5 0.500

흉골 봉합 41.3 ± 9.8 40.3 ± 11.0 40.8 ± 10.3 43.8 ± 9.3 0.730

혼합정맥혈 심낭막절개후 81 ± 6 80 ± 4 80 ± 6 84 ± 4 0.159

산소포화도 좌전관상동맥 77 ± 5 72 ± 7 76 ± 7 76 ± 7 0.115

(%) 좌측회선동맥 73 ± 8 66 ± 7 69 ± 9 71 ± 10 0.122

우측관상동맥 75 ± 7 73 ± 9 75 ± 9 72 ± 11 0.766

흉골 봉합 82 ± 8 76 ± 6 80 ± 5 78 ± 4 0.255

전신혈관 심낭막절개후 2872 ± 488 2844 ± 527 1961 ± 495*,† 1823 ± 390*,† <0.001

저항지수 좌전관상동맥 2384 ± 576 2496 ± 571 1977 ± 580
†
2120 ± 440 0.012

(dyne/sec 좌측회선동맥 2639 ± 487 3051 ± 828 2246 ± 661† 2465 ± 587† 0.003

/cm
5
) 우측관상동맥 2312 ± 665 2278 ± 722 2058 ± 664 2612 ± 595 0.158

흉골 봉합 1920 ± 486 2122 ± 563 2079 ± 670 1965 ± 502 0.691

폐혈관 심낭막절개후 266 ± 142 242 ± 103 187 ± 82 162 ± 62
*

0.005

저항지수 좌전관상동맥 253 ± 114 234 ± 99 233 ± 131 195 ± 64 0.349

(dyne/sec 좌측회선동맥 325 ± 215 236 ± 132 208 ± 119 245 ± 101 0.111

/cm5) 우측관상동맥 261 ± 103 216 ± 73 203 ± 88 201 ± 70 0.170

흉골 봉합 146 ± 49 161 ± 50 141 ± 48 179 ± 78 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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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치는 평균 표준편차로 표기됨± .

을 주입한 심장지수가 낮은 군 생리식염수를 주Low-M: milrinone , Low-S:

입한 심장지수가 낮은 군 을 주입한 심장지수가 정상인, Norm-M: milrinone

군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심장지수가 정상인 군, Norm-S: .
* 군에 비하여 값이 미만임: Low-M P 0.05 , † 군에 비하여 값이: Low-S P

미만임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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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관상동맥 문합 중의 혈역학적 변3. 화 II

측정시기 Low-M Low-S Norm-M Norm-S 값P

심박수 심낭막절개후 63 ± 9 61 ± 9 64 ± 9 61 ± 8 <0.001

회 분( / ) 좌전관상동맥 72 ± 9 66 ± 9 71 ± 11 64 ± 12 0.098

좌측회선동맥 73 ± 13 67 ± 15 73 ± 12 65 ± 12 0.114

우측관상동맥 76 ± 14 72 ± 11 74 ± 12 69 ± 12 0.491

흉골 봉합 78 ± 10 74 ± 12 75 ± 13 73 ± 16 0.714

평균동맥압 심낭막절개후 86 ± 10 84 ± 10 85 ± 12 83 ± 12 0.815

(mmHg) 좌전관상동맥 83 ± 8 80 ± 11 78 ± 11 81 ± 9 0.367

좌측회선동맥 84 ± 11 78 ± 8 80 ± 8 81 ± 10 0.339

우측관상동맥 82 ± 12 80 ± 13 80 ± 10 83 ± 9 0.789

흉골 봉합 83 ± 9 83 ± 10 82 ± 9 82 ± 8 0.979

평균 심낭막절개후 24 ± 9 20 ± 5 24 ± 7 21 ± 5 0.102

폐동맥압 좌전관상동맥 28 ± 8 25 ± 7 27 ± 6 25 ± 7 0.509

(mmHg) 좌측회선동맥 24 ± 7 21 ± 5 22 ± 6 21 ± 6 0.404

우측관상동맥 23 ± 8 21 ± 4 23 ± 6 20 ± 4 0.316

흉골 봉합 21 ± 5 20 ± 3 19 ± 4 20 ± 3 0.741

폐모세혈관 심낭막절개후 17 ± 6 13 ± 4 17 ± 5 15 ± 5 0.079

쐐기압 좌전관상동맥 19 ± 5 18 ± 6 20 ± 5 19 ± 6 0.833

(mmHg) 좌측회선동맥 16 ± 4 16 ± 5 16 ± 5 15 ± 6 0.761

우측관상동맥 17 ± 6 16 ± 5 16 ± 5 15 ± 4 0.724

흉골 봉합 15 ± 4 14 ± 3 14 ± 3 13 ± 3 0.504

중심정맥압 심낭막절개후 10 ± 3 9 ± 3 10 ± 4 8 ± 3 0.138

(mmHg) 좌전관상동맥 12 ± 3 11 ± 3 12 ± 4 11 ± 3 0.503

좌측회선동맥 12 ± 3 11 ± 4 13 ± 4 10 ± 3 0.060

우측관상동맥 13 ± 5 12 ± 5 12 ± 5 12 ± 3 0.882

흉골 봉합 10 ± 3 9 ± 2 9 ± 2 9 ± 3 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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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치는 평균 표준편차로 표기됨± .

을 주입한 심장지수가 낮은 군 생리식염수를 주Low-M: milrinone , Low-S:

입한 심장지수가 낮은 군 을 주입한 심장지수가 정상인, Norm-M: milrinone

군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심장지수가 정상인 군, Nor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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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혼합모형분석 결과4.

모든 수치는 값으로 표기됨P .
1 술전 심장지수가 낮은 군과 정상인 군과의 차이:
2 과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군과의 차이: milrinone

술전 심장지수의

영향
1 의 영향milrinone

2 술전 심장지수와

의 상호관계milrinone

심장지수 0.0038 0.0008 0.5547

일회심박출지수 0.2290 0.0347 0.8483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 0.0003 0.0998 0.1443

평균동맥압 0.6930 0.3711 0.0696

평균폐동맥압 0.6539 0.2892 0.7435

폐모세혈관쐐기압 0.4788 0.3011 0.5708

우심방압 0.9913 0.5368 0.4002

심박수 0.0154 0.0072 0.7709

전신혈관저항지수 0.0084 0.5974 0.9400

폐혈관저항지수 0.5216 0.8420 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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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고찰고찰고찰V.V.V.V.

의 과정에서 관상동맥 문합 중에 발생하는 혈역학적 불안정성은 가OPCAB

장 중요한 문제이며,16 본 연구에서 중 일어나는 혈역학적 변화는 수술OPCAB

전 심장지수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은 심장지수와 일회심. Milrinone

박출지수를 증가시켰으나 그 효과는 수술 전 심장지수의 영향보다 적었으며, ,

술전의 심장지수는 심장지수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 심박수 전신혈관저항지, , ,

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변량 분석 모형은 자료가 결측치가 포함된 반복측정 자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혈역학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심장지수와 사이의 상관milrinone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혼합모형분석 을 사용하여(mixed model analysis)

결과를 분석하였다. 혼합모형분석은 모델에 있는 변수의 고정효과(fixed

와 임의효과 를 모두 분석하기 위한 모형으로 개발되effect) (random effect)

었으며 결측값이 포함된 반복측정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혼합모형분석에서 이 혈역학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milrinone

이 심장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은 심장지수가 낮은 환자에서 혈역학적 변화가 심한 좌측회선동맥milrinone

문합 중에 심장지수와 일회심박출지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결과적으로 문,

합전 군과 정상 심장지수군 사이에 존재하던 심장지수와 일회심박출Low-M

지수의 차이는 관상동맥 문합 중에 소실되었다.

환자에서 문합 중 혈역학 변화가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심한 좌심OPCAB

실 기능이상을 가진 환자에서 을 안전하게 시행한 보고가 있었는데OPCAB ,17

본 연구에서 심장지수가 낮은 환자에서 문합 중에 혈역학적 변화가 적었다는

것은 이런 환자들에서 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OPCAB

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관상동맥 문합 중 심장. OPCAB

지수가 낮은 환자에서도 혈역학이 잘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술 전 저심박출량

상태에 있던 환자에서는 작은 심박출량 감소도 주요 장기의 허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여러 분지의 문합을 시행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장,

기간의 저심박출량 상태에 따른 주요 장기의 허혈성 손상의 정도는 심장폐우

회로술에 비해 더 커질 수도 있다.18 이러한 환자군에서 의 사용으Milrinone

로 술 전 심장지수가 낮은 환자에서 심장지수와 일회심박출지수를 잘 유지시

킬 수 있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적으로 매우 유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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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의 양성효과가 수술 후의 경과에도 긍정적인 영향milrinone

을 미칠 수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의 사용이. milrinone

술 후 기본검사 결과에 의미 있는 차이를 유발하지 않았으며 혈, 역학적 변수와

주요 합병증 심근수축제의 사용정도 그리고 중환자실과 병실에서의 재원일, ,

수 모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수술 예후에 미치milrinone

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등은Feneck 15 심장 수술 후 의 반응은 술 전 혈역학적 상태의 영milrinone

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심, 장지수의 퍼센트 변화값을 비교하였을 때

의 사용에 따른 심장지수의 증가 정도가 심장지수가 낮은 군에서 정milrinone

상인 군보다 더 컸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등은Yamada 19 이 술전milrinone

의 심장지수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에 나타난4

바와 같이 의 효과를 술 전 심장지수 상태에 따라 비교하여 보았을milrinone

때 심장지수 일회심박출지수 및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의 변화는 술 전 심장,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통.

계분석이나 수술 종류에 따라 술 전 심장지수 수치에 따른 이 혈역milrinone

학적 변화에 미치는 정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을 초기 부하용량을 정주한 후 지속 주입 하는 경우 현저한 저혈압Milrinone

이 초래될 수 있으나,20,21 등은Baruch 22 을 부하용량 없이 지속 주milrinone

입하는 것만으로도 심근 수축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으며 등도, Shibata
23 같은 방법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부정맥 없이 심장지

수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도 을 지속 주입한. milrinone

두 군 모두 문합 전 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문합 중 주입한norepinephrine ,

의 양도 차이가 없었다norepinephrine .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의 혈장농도를 측정하지 않아 심장지수를milrinone

최대로 증가시킬 수 있는 의 농도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차후 연milrinone

구의 여지로 남는다 등은. Baruch 22지속 주입 분 후에 유의한 혈역학적 효30

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시간 후에는 부하용량을 준 군과 같은 혈장농도에1

도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유동맥과 요골동맥 사이의 이식. Y

편을 만드는 데에 평균 분에서 분이 소요되었고 내유동맥 수집 시간이35 40 ,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 주입기간 차이와 저혈압 발생 가능성을milrinone

줄이기 위해 내유동맥 수집 후에 주입을 시작하였다 또한 술 전milrinone .

심장지수가 정상인 군보다 낮은 군에서 심장지수와 일회심박출지수의 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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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었던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두 군간의 문합 전후 수액의 총량과 문합 혈,

관 수의 차이는 없었으며 동일한 술자에 의해서 시술이 이루어졌으므로 심장

박동의 제한이나 압박의 차이는 없었다고 여겨진다 가능한 기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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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결론결론결론V.V.V.V.

결론적으로 은 심장지수가 낮은 군과 정상인 군 모두에서 심장지milrinone

수와 일회심박출지수를 증가시켰고 술 전 심장지수 따른 이 혈역학, milrinone

적 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는 없었다 심장지수가 정상인 환자보다 낮은.

환자에서 원위부 문합 중의 혈역학적 변화가 더 적었으나 은 심장, milrinone

지수가 낮은 환자에서 심장지수와 일회심박출지수가 위험수치 이하로 감소하

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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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Kyeong Tae Min)

The hemodynamic instability associated with positioning and

stabilizing the heart as well as the interruption of the coronary artery

flow is an important factor limiting the performance of 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 surgery(OPCAB).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effect of milrinone on hemodynamics during OPCAB in two groups

of patients with low and normal pre-graft cardiac index(CI).

Eighty-two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ir

pre-graft CI. Each group was randomly subdivided into two groups to

receive either milrinone or normal saline. After the internal mammary

artery was harvested, milrinone or normal saline was infused in 0.5 μ

g/kg/min until the end of the anastomosis. The hemodynamic

variables were measured: just before the start of milrinone or normal

saline after pericardiotomy; 10 min after the tissue stabilizer had been

applied for the anastomosis of 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left

circumflex artery and right coronary artery; and after the sternal

closure. The following variables were measured: cardiac output, heart

rate, mean systemic arterial pressure, pulmonary artery pressure,

central venous pressure,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and

mixed venous oxygen saturation(SvO2). Using these variables, CI,

systemic and pulmonary vascular resistance index and stroke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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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SVI) were calculated.

Milrinone reduced the extent of the decrease in CI and SVI in both

low and normal pre-graft CI groups without significant systemic

hypotension. Pre-graft CI affected significantly the changes in CI and

SvO2 in mixed model analysi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effect

of milrinone on hemodynamics between low and normal pre-graft CI

groups.

Preemptive infusion of milrinone without an initial bolus can safely be

used in patients with low pre-graft CI to prevent decrease in the CI

and SVI below critical level during distal anastomoses in OPCAB.

Keywords: OPCAB, milrinone, low cardiac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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