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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체외순환체외순환체외순환체외순환    없는없는없는없는    관상동맥우회술관상동맥우회술관상동맥우회술관상동맥우회술    시시시시    부분적부분적부분적부분적    겸자겸자겸자겸자    전에전에전에전에    대동맥대동맥대동맥대동맥    표면에표면에표면에표면에    

도포한도포한도포한도포한 lidocaine lidocaine lidocaine lidocaine의의의의    영향영향영향영향    

 

 관상동맥우회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인성 급성 대동맥 박리는 드물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합병증으로 체외순환을 사용한 

관상동맥우회술 시 발생 빈도는 0.12% 정도이다. 특히 체외순환 없는 

관상동맥우회술에서 근위부 관상동맥 문합을 위해 대동맥에 부분적 겸자를 

시행하는 것은 체외순환 중에 대동맥에 완전겸자를 시행하는 것에 비해 

대동맥 박리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들이 있다. 임상에서는 이러한 

대동맥 박리를 예방하기 위해 근위부 문합을 위해 부분적 대동맥 겸자를 

시행하는 동안 sodium nitroprusside와 같은 혈관확장제를 이용하여 

수축기전신혈압을 100 mmHg 이하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다량의 

혈관이완제 사용은 대동맥 겸자를 푼 후 오랜 기간 동안 저혈압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체외순환 없는 관상동맥우회술에서 대동맥 표면에 국소적으로 

도포한 lidocaine이 대동맥의 기계적 수용체를 차단하여 부분적 겸자 

시행과 관련된 수축기전신혈압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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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순환 없는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는 환자 중 부분적 대동맥 

겸자가 필요한 환자 44명을 대상으로 하여 환자들을 무작위적으로 22명은 

대조군으로, 22명은 lidocaine군으로 분류하였다. 대조군에서는 10 ml 

생리식염수에 적신 거즈를, lidocaine군에서는 동량의 4% lidocaine에 적신 

거즈를 부분적 겸자 전에 5분 동안 겸자를 시행할 대동맥 부위에 도포한 

후 대동맥의 부분적 겸자를 시행하였으며 부분적 겸자 시행 1, 3, 그리고 

5분 후와 겸자를 푼 1분 후에 혈역학 변수를 측정하고, 전신혈압 조절을 

위해 대동맥 겸자 기간 동안 투여된 sodium nitroprusside 양을 

기록하였다.  

연구 결과 두 군간 혈역학 변수와 부정맥의 빈도는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lidocaine군에서 혈압상승을 억제하는데 요구되는 sodium 

nitroprusside의 양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적었으며 혈압 조절을 위해 

sodium nitroprusside를 사용한 환자 수도 유의하게 적었다. 

 결론적으로 대동맥의 부분적 겸자 전에 대동맥 위에 국소적으로 도포한 

lidocaine은 부분적 겸자 시 전신혈압을 조절하기 위하여 투여 되는 

sodium nitroprusside의 양과 사용빈도를 줄여 안정적인 혈역학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핵심 되는 말: 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lidocaine, 

부분적 겸자, 의인성 대동맥 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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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순환 없는 관상동맥우회술 시 부분적 겸자 전에 대동맥 표면에 

도포한 lidocaine의 영향 

 

<지도교수 곽곽곽곽    영영영영    란란란란>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김김김    승승승승    호호호호    

 

 

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체외순환 없는 관상동맥우회술(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OPCAB)은 Kolessov에1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그러나 그 후 

체외순환 기술의 빠른 발달로 보편화되지 못하다가 1980년대부터 

Buffolo2 및 Benetti 등에3 의해 많은 임상경험이 보고되고 더불어 

체외순환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4 OPCAB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후 심장 고정 장치의 사용과 수술 수기의 

발전으로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 OPCAB 시술이 일반화되었고 매우 

빠르게 시행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초기에는 단일 관상동맥 질환이 

있거나 신부전증이 있는 환자, 또는 뇌혈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만 

OPCAB이 시행되었으나5 최근에는 외과의에 따라서는 관상동맥의 

해부학적 문제만 없으면 거의 모든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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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AB이 행해지고 있다. 

 다혈관 관상동맥질환자에서 OPCAB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혈관도관이 요구되면서 요골동맥을 사용하여 Y자 문합을 시행하거나 

순차적 문합(sequential anastomosis)를 시행하며, 복재정맥을 이용하여 

대동맥에 문합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6 박동하는 심장에서 복재정맥을 

이용하여 대동맥에 도관을 문합하기 위해서는 상행대동맥에 부분적 

겸자(partial cross clamp)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 때 색전증이 생길 

위험성뿐만 아니라 대동맥박리(aortic dissection)가 생길 위험성이 

있는데,7,8 OPCAB에서 체외순환을 사용한 관상동맥우회술에 비하여 

대동맥박리의 발생 빈도가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다.8 현재까지 

상행대동맥 조작 중이나 부분적 겸자 시에 혈압이 상승하는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대동맥박리의 합병증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대동맥 

겸자를 시행 전에 수축기전신혈압을 90-100 mmHg 정도로 조절하고 

근위부 문합이 끝날 때까지 가능하면 혈압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5 부분적 겸자 시에 혈압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sodium 

nitroprusside와 같은 혈관확장제를 흔히 사용하는데9 이러한 약제를 

사용하여 일정 범위의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반사성 빈맥이 

발생할 수 있고, 작용 시간이 짧은 혈관확장제를 사용하더라도 대동맥 

겸자를 제거 한 후 약제의 잔여 작용으로 저혈압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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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Na+ channel blocker인 lidocaine을 대동맥의 부분적 

겸자 시행 전에 상행대동맥에 도포하여 상행대동맥에 분포하는 기계적 

수용체와 구심성 섬유를 차단하는 것이 부분적 겸자 시 나타나는 혈압 

상승을 억제하고 혈관확장제의 요구량을 감소시켜 안정적인 혈역학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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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1.1.1. 대상대상대상대상    

 

OPCAB을 시행 받는 환자 중 부분적 대동맥겸자가 필요한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본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에 진행하였다. 수술 중 

경식도 초음파상 상행대동맥이 45 mm 이상으로 확장되어 있거나 석회화

가 심한 경우, 또는 상행대동맥이나 대동맥궁에 두께가 4 mm 이상인 죽종 

또는 궤양병변이나 이동성의 죽종(atheroma)이 관찰되었던 6명의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경식도심초음파 시행 결과 연구 대상에 포함된 환자

들 중 22명은 생리식염수를 적신 거즈를 도포하는 대조군으로 22명은 

lidocaine 거즈를 도포하는 Lidocaine군으로 무작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

하였다.  

 

2.2.2.2. 방법방법방법방법    

 

모든 환자는 수술실 도착 1시간 전에 morphine 0.05 mg/kg을 근주 받

았으며 모든 심혈관계 복용약물은 수술 당일까지 투여 받았다. 수술실에 

도착한 후 5개 lead를 이용해 심전도를 부착한 후 lead II 및 V5를 감시하

였고 지속적 혈역학 감시와 동맥혈 채취를 위해 요골동맥을 천자하여 도관

을 삽입하고 우측 내경정맥에 지속적 심박출량과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 감

시가 가능한 폐동맥카테터(Swan-Ganz CCOmbo®, Baxter Healthcar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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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를 삽입하였다. 

마취 유도는 midazolam 2.0–3.0 mg, sufentanil 1.5-3.0 μg/kg, 

rocuronium 50 mg 정주로 하였으며 이 후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다. 마취

유지는 sufentanil (0.5-1.5 μg/kg/h) 및 vecuronium 지속 정주와 50% 산

소와 50% 의료용공기 및 호기말 농도 0.3%~0.5%의 isoflurane으로 하였

다. 마취유도 후부터 isosorbide dinitrate를 0.5-1.5 μg/kg/min으로 지속 

정주하였고, 경식도심초음파 소식자를 삽입하여 심장의 기능을 관찰하였다. 

호흡회로의 가온 가습기, warm mattress와 forced air blanket 등을 이용

하여 직장온도가 가급적 정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생리식염수 10 ml 또는 4% lidocaine (Xylocaine®; AstraZeneca; 

Wilmington, DE) 10 ml에 거즈 한 장을 담가 두었다가 대조군에서는 생리

식염수 거즈를, Lidocaine군에서는 lidocaine 거즈를 부분적 겸자를 시행하

기 5분 전에 상행대동맥의 겸자할 부위에 올려 놓았다. 이 때 거즈를 적실 

용액의 용량을 10 ml로 결정한 것은 실험 결과 거즈 한 장을 완전히 적시

면서도 용액이 흘러 내리지 않을 정도에 해당하는 용액의 양이 10 ml 이

었기 때문이다. 거즈를 적실 용액은 실험에 참가하지 않는 마취과 간호사

가 준비하였으며 순서는 번호 뽑기에 의해 결정되었다. 외과의사와 환자를 

관리하는 마취과의사, 그리고 변수들을 기록하는 마취과의사는 수술이 종

료될 때까지 거즈를 적신 용액의 종류에 대해 몰랐고,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후 거즈를 적신 용액의 종류를 확인하여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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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대동맥 겸자를 위하여 100 µg/ml로 희석된 sodium 

nitroprusside (Nitropress® Chicago, IL, USA)를 점적주입 하여 수축기전

신혈압을 90 mmHg이하로 낮춘 후 이때까지 투여 된 sodium 

nitroprusside 양을 기록하였다. 모든 환자의 수술은 한 사람의 외과의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부분적 겸자는 모든 환자에서 일회 시행되었다. 부분

적 겸자를 하는 동안 수축기전신혈압을 100 mmHg 이하로 유지하였고, 심

박출량, 평균전신혈압, 중심정맥압, 폐동맥압, 심박수, 혼합정맥혈산소포화

도, 심전도 상 lead II와 V5의 ST 분절의 변화와 부정맥의 출현을 sodium 

nitroprusside 투여 전, 부분적 겸자 전, 부분적 겸자 후 1분, 3분, 5분, 겸

자를 푼 1분 후 그리고 흉골봉합 시에 각각 측정하였다. 부분적 겸자 후 

수축기전신혈압이 100 mmHg까지 다시 상승할 때까지의 시간과 부분적 

겸자 시 투여 된 sodium nitroprusside의 양을 기록하였다. 

 통계 분석은 SAS 8.0 (SAS Institute, Cary NC)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인

구통계학적자료 비교는 Chi-square test와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고 

Lidocaine군과 대조군과의 비교는 independent t-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다. Lidocaine군과 대조군의 군내 비교는 repeated 

measures ANOVA를 사용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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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결과결과결과결과    

 

1. 인구통계학적 자료 

대상 환자 44명 중에서 부분적 겸자를 시행하기 전에 상행대동맥에 생

리식염수에 적신 거즈를 도포한 군(대조군)은 22명이었고, 4% lidocaine에 

적신 거즈를 도포한 군(Lidocaine군)은 22명이었다. 두 군간 성별, 연령, 

키, 체중, 그리고 좌심실심박출계수의 차이는 없었으며, 고혈압과 당뇨의 

과거력이나 수술 전 복용한 심혈관계 약물, 이식편 혈관의 수나 부분적 겸

자 시간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2. 부분적 대동맥 겸자에 따른 혈역학 변화 

 Sodium nitroprusside 투여 전(T1), 부분적 겸자 전(T2), 부분적 겸자 1

분 후(T3), 3분 후(T4) 및 5분 후(T5), 부분적 겸자를 풀고 1분 후(T6), 

그리고 흉골 봉합 시(T7) 측정한 심장지수, 평균전신혈압, 평균폐동맥압, 

중심정맥압, 심박수,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 그리고 심전도상 lead II와 V5

의 ST분절의 변화는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군내 비교 시 심장지수는 두 군 모두에서 T2-T6 시기에 T1에 비하여 유

의하게 증가하였고 평균전신혈압은 대조군에서는 T2-T6 시기에 그리고 

Lidocaine군에서는 T2-T5시기에 T1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심

박수와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는 대조군에서는 T3-T5 시기에 T1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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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Lidocaine군에서는 측정 시기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평균폐동맥압, 중심정맥압 그리고 ST의 변화는 두 군 모두 

측정 시기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표 2). 

 

3. 부분적 대동맥 겸자와 관련된 sodium nitroprusside의 요구량과 

부정맥의 발생빈도 

 부분적 겸자 전 수축기전신혈압을 90 mmHg까지 낮출 때까지 요구된 

sodium nitroprusside의 양은 두 군간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부

분적 겸자 중 수축기전신혈압을 100 mmHg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주입된 

sodium nitroprusside 양은 Lidocaine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P < 0.001 ). 혈압 조절을 위해 sodium nitroprusside를 투여 받았던 환자

가 대조군에서는 21명(95.5%)이었으나 Lidocaine군에서는 14명(63.6%)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P = 0.021). 부정맥이 대조군에서는 5명, 

Lidocaine군에서는 1명에서 발생하여 발생빈도는 대조군에서 높았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모든 환자에서 발생한 부정맥

은 심방세동 이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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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구통계학적 자료 

 

 대조군 

(n = 22) 

Lidocaine군 

(n = 22) 

나이(세) 57.7 ± 8.8 60.5 ± 9.1 

성별(남/여) 14/ 8 17/ 5 

키(cm) 161.0 ± 8.2 164.8 ± 7.3 

체중(kg) 65.2 ± 9.5 66.8 ± 9.9 

심박출계수(%) 56.1 ± 14.9 55.9 ± 10.4 

이식편 수 3.3 ± 0.6 3.4 ± 0.7 

부분적 겸자 시간(분) 10.3 ± 1.6 10.5 ± 2.8 

고혈압 16 (72.7%) 13 (59.1%) 

당뇨 9 (40.9%) 10 (45.5%) 

수술 전 심혈관계 복용약물   

ß-차단제 19 (86.4%) 18 (81.8%) 

칼슘통로 차단제 11 (50.0%) 9 (40.9%) 

angiotension 전환효소 차

단제 

13 (59.1%) 10 (45.5%) 

이뇨제 4 (18.2%) 3 (13.6%) 

 

모든 수치는 평균 ± 표준편차 또는 환자의 수(비율)로 표기됨. 

대조군: 부분적 대동맥 겸자 전 생리식염수 거즈를 5분 간 도포한 군, 

Lidocaine군: 부분적 대동맥 겸자 전 lidocaine 거즈를 5분 간 도포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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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분적 대동맥 겸자에 따른 혈역학 변화 

 

  T1 T2 T3 T4 T5 T6 

심장지수

(L/min/m
2
) 

대조군 2.6 ± 

0.5 

2.9 ± 

0.8
*
 

3.0 ± 

0.7
*
 

3.1 ± 

0.6
*
 

3.3 ± 

0.6
*
 

3.5 ± 

0.6
*
 

 Lidocaine

군 

2.5 ± 

0.8 

2.6 ± 

0.8
*
 

2.8 ± 

0.9
*
 

2.9 ± 

0.9
*
 

3.0 ± 

0.7
*
 

3.1 ± 

0.8
*
 

평균전신동맥압

(mmHg) 

대조군 84 ± 

11 

62 ± 

10
*
 

71 ± 

12
*
 

68 ± 

11
*
 

65 ± 

8
*
 

75 ± 

14
*
 

 Lidocaine

군 

82 ± 9 64 ± 

9
*
 

64 ± 

9
*
 

64 ± 

7
*
 

65 ± 

8
*
 

73 ± 

13 

평균폐동맥압

(mmHg) 

대조군 20 ± 5 19 ± 

5 

20 ± 

5 

20 ± 

6 

19 ± 5 20 ± 6 

 Lidocaine

군 

21 ± 6 19 ± 

5 

20 ± 

5 

20 ± 

5 

20 ± 5 21 ± 6 

중심정맥압

(mmHg) 

대조군 9 ± 4 8 ± 3 9 ± 3 10 ± 

4 

10 ± 4 9 ± 3 

 Lidocaine

군 

9 ± 3 9 ± 4 9 ± 4 9 ± 4 9 ± 4 9 ± 4 

심박수 

(회/분) 

대조군 70 ± 9 74 ± 

10
*
 

76 ± 

10
*
 

74 ± 

9
*
 

73 ± 9 72 ± 8 

 Lidocaine

군 

72 ± 

14 

77 ± 

11 

76 ± 

11 

76 ± 

11 

76 ± 

11 

75 ± 

13 

혼합정맥혈산소포

화도(%) 

대조군 78 ± 7 82 ± 

6
*
 

80 ± 

7
*
 

80 ± 

7
*
 

80 ± 6 79 ± 6 

 Lidocaine

군 

80 ± 7 82 ± 

8 

79 ± 

9 

79 ± 

9 

80 ± 8 79 ± 8 

Lead Il의 ST 분

절 변화(mm) 

대조군 0.3 ± 

0.4 

0.2 ± 

0.6 

0.1 ± 

0.5 

0.0 ± 

0.5 

0.0 ± 

0.4 

0.0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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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docaine

군 

0.1 ± 

1.0 

0.2 ± 

1.1 

0.1 ± 

1.0 

0.8 ± 

0.9 

0.0 ± 

0.9 

0.1 ± 

0.7 

V5의 ST 분절변

화(mm) 

대조군 0.3 ± 

0.6 

0.3 ± 

0.5 

0.2 ± 

0.4 

0.0 ± 

0.4 

0.0 ± 

0.4 

0.0 ± 

0.3 

 Lidocaine

군 

-0.1 ± 

1.2 

0.1 ± 

1.3 

0.0 ± 

1.3 

0.0 ± 

1.2 

-0.1 ± 

1.1 

-0.1 ± 

1.1 

모든 수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기됨. 

대조군: 부분적 대동맥 겸자 전 생리식염수 거즈를 5분 간 도포한 군, 

Lidocaine군: 부분적 대동맥 겸자 전 lidocaine 거즈를 5분 간 도포한 군, 

T1: sodium nitroprusside 투여 전, T2: 부분적 겸자 전, T3: 부분적 겸자 

1분 후, T4: 부분적 겸자 3분 후, T5: 부분적 겸자 5분 후, T6: 부분적 

겸자를 풀고 1분 후. * T1값에 대한 군내 비교시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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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분적 대동맥 겸자와 관련된 sodium nitroprusside의 사용과 부정

맥의 발생빈도 

 

 대조군 

(n = 22) 

Lidocaine군 

(n = 22) 

P 값 

겸자 전 SNP의 요구량

(μg/kg) 

0.36 ± 0.18 0.27 ± 0.14 0.12 

겸자 중 SNP의 요구량

(μg/kg/min) 

0.14 ± 0.08 0.03 ± 0.04 < 0.001 

겸자 중 SNP 사용빈도 21 (95.5%) 14 (63.6%) 0.021 

부정맥의 발생 빈도 5 (22.7%) 1 (4.5%) 0.18 

모든 수치는 평균 ± 표준편차 또는 환자의 수(비율)로 표기됨. 

대조군: 부분적 대동맥 겸자 전 생리식염수 거즈를 5분 간 도포한 군, 

Lidocaine군: 부분적 대동맥 겸자 전 4% lidocaine 거즈를 5분 간 도포한 

군. SNP: sodium nitroprus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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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찰고찰고찰고찰    

 

본 연구에서는 OPCAB에서 이식편을 대동맥을 문합하기 위해 대동맥에 

부분적 겸자를 시행할 때 대동맥에 가해지는 기계적 자극을 줄이고자 

부분적 대동맥 겸자를 시행할 상행대동맥의 표면에 lidocaine 거즈를 5분 

간 도포한 후 부분적 대동맥 겸자를 시행한 Lidocaine군에서 생리식염수 

거즈를 도포하였던 대조군에 비하여 수축기전신혈압을 100 mmHg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sodium nitroprusside의 양과 혈압조절을 위해 

sodium nitroprusside를 사용하는 빈도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외순환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 중 의인성 대동맥박리가 발생하는 

빈도는 0.12% 정도로 낮게 보고 되고 있지만 한번 발생하게 되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다.7,10-12 자연성 대동맥박리의 소인으로는 

고혈압의 기왕력, 대동맥의 벽의 확장, 낭성중층괴사 (cystic medial 

necrosis), 결합조직병 등이 있는데, 수술 중 의인성 대동맥박리의 가장 

중요한 유발 요인은 수술과 관련된 외상이라고 알려져 있다.12-15 

체외순환을 사용하는 심장수술에서 의인성 대동맥박리를 유발할 수 있는 

수술적인 외상은 대동맥에 동맥관이나 심정지액 주입관을 삽입이나 대동맥 

겸자의 시행 또는 대동맥에 이식혈관을 봉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7,8 

체외순환 중에는 대동맥에 겸자를 시행하는 시기에 혈압과 펌프유량을 

일시적으로 크게 줄여 대동맥의 후부하를 감소시킴으로써 대동맥박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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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OPCAB에서는 대동맥에 동맥관과 

심정지액 주입관을 삽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외순환 중에서와 같은 

인위적이고 급격한 혈압조절이 어렵고 체외순환 중과는 달리 혈류가 

박동성이어서 체외순환을 사용한 관상동맥우회술 보다 대동맥 겸자의 

사용과 관련된 의인성 대동맥 박리의 위험성이 오히려 높다고 한다.8 

OPCAB 중 대동맥 박리의 합병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외과적으로는 

부분적 대동맥 겸자를 가능하다면 일회만 시행하는 것이 권장되며, 마취과 

영역에서는 대동맥 겸자를 시행하는 시기에 수축기전신혈압을 100 mmHg 

이하로 조절해 주고 근위부 문합이 끝날 때까지 가능하면 혈압을 낮은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5 이를 위해서 보통 sodium 

nitroprusside와 같은 혈관확장제를 사용한다. 하지만 혈관확장제의 

투여량이 많아질수록 반사성 빈맥이 나타날 가능성이 증가하며, 대동맥 

겸자를 제거한 후 과량의 혈관확장제 투여로 인한 심한 저혈압이 초래되는 

등 불안정한 혈역학 상태가 유발될 수 있는데9 현재까지 OPCAB에서 

부분적 대동맥 겸자에 따른 혈역학 변화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이전의 여러 동물실험에 의하면 대혈관을 자극하게 되면 상행대동맥이나 

대동맥궁에 분포하고 있는 기계적 수용체가 자극되어 심장으로의 구심성 

섬유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전체 말초혈관저항이 상승하여 혈압이 

상승하며 심박수가 증가된다고 한다.16-18 사람의 경우에서도 대혈관 

자극은 직접 심장으로 들어가는 구심성 섬유를 자극하여 심박수의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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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의 상승, 관상동맥혈관저항의 증가를 초래한다고 한다.19-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Na+ channel blocker인 lidocaine이 이러한 자극을 차단하여 

혈압 상승을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lidocaine의 전처치가 부분적 겸자에 의한 혈압 상승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킴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부분적 겸자와 관계된 혈역학 변화의 

기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신경액성(neurohumoral) 

연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4% lidocaine 

거즈를 5분간 도포한 것은 표면도포가 국소마취제의 전신효과를 최소화 

하면서 대동맥을 조작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고, 

국소마취제를 직접 도포하는 것보다는 거즈에 적셔 5분 정도 두는 것이 

보다 확실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도포를 

이용한 국소마취에 가장 흔히 이용되는 국소마취제가 lidocaine이며 2-

4%의 lidocaine이 주로 점막의 도포마취에 이용된다.22 도포시간은 

외과의가 근위부에 문합할 준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5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수술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분으로 

결정하였다. 혈중의 lidocaine을 측정하지 못해 상행대동맥에 거즈로 

도포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양이 흡수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으나, 

정상적인 간기능을 가진 환자에서는 lidocaine의 혈중 반감기는 

1.5시간이고23 부분적 겸자로부터 1시간 정도 소요된 흉골 봉합 시까지 두 

군간에 혈역학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lidocaine과 관련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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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는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본 연구에 사용된 

lidocaine 용량은 안전용량이라고 생각한다. 

심방세동과 같은 심방성 부정맥은 체외순환의 사용, 심정지액의 사용, 

저혈압, 수술 시 심방의 조작이나 삽관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형적으로 심장수술 후 2-4일에 최대로 

발생한다.24 이러한 심방세동의 기전에 대해 Cox 등은25 재진입이 기본적인 

기전일 것이라는 가설을 주장하였고 많은 동물 실험에서 심장으로의 

구심성 섬유에 대한 해부, 생리학적 연구 결과가 보고 되었다.26-28 Davis 

등은29 심장수술 중 대동맥과 폐동맥사이의 지방조직을 제거하게 되면 

심장 주위에 존재하는 신경조직에 손상을 주어 심방세동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구심성 섬유의 자극이나 손상으로 인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는 

lidocaine으로 이러한 자극을 감소시킬 경우 부정맥의 발생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대조군에서 더 많은 심방성 

부정맥을 보이기는 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이는 부정맥이 주로 수술 2-4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후의 환자 경과를 살펴보지 못하였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대상환자 수가 적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OPCAB을 시행하는 도중 응급으로 체외순환으로 전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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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없었으며 두 군내 모든 환자에서 특별한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lidocaine을 도포한 군에서 현격하게 sodium 

nitroprusside의 요구량이 적어 실험 종반에는 연구에 참여한 마취과 

의사가 환자군에 대해 알게 되어 정확한 이중맹검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부분적 겸자를 푼 

후 바로 원위부 문합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sodium nitroprusside의 

사용량이 감소된 것이 부분적 겸자 후 혈역학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할 수 없었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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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론결론결론결론    

 

OPCAB을 시행 받는 환자 중 부분적 대동맥 겸자가 필요한 환자 44명

을 대상으로 부분적 겸자할 부위에 국소적으로 도포한 lidocaine이 부분적 

대동맥 겸자에 의해 기계적 수용체의 활성화에 따른 전신수축기혈압의 상

승을 막기 위해 사용된 혈관확장제의 요구량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연

구하기 부분적 대동맥 겸자 전 5분간 생리식염수로 도포한 군(대조군)과 

lidocaine으로 도포한 군(Lidocaine군)으로 나누어 부분적 겸자시 요구되

는 sodium nitroprusside의 양을 측정하였다. 

Lidocaine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sodium nitroprusside의 요구량이 적

었고 사용빈도를 줄일 수 있어 이 방법을 사용하면 근위부 문합을 위한 부

분적 대동맥 겸자와 관련된 의인성 대동맥박리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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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rogenic acute aortic dissection is a rare but potentially fatal 

complication of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surgery. It is reported 

that the risk of aortic dissection may increase during 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OPCAB). Application of 

mechanical stimuli to the aorta could increase the systemic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In order to prevent aortic dissection, us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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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ac anesthesiologist reduces systemic blood pressure during side-

clamp of the aortic by using vasodilating agents; which have the risk of 

prolonged hypotension after releasing the cross-clamp.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 of topical lidocaine, which blocks the 

activation of mechanoreceptor on aorta, on hemodynamic changes by 

measuring the amount of sodium nitroprsside used to maintain systemic 

blood pressure during side-clamp of the aorta in OPCAB.  

Forty-four patients undergoing OPCAB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Lidocaine group (n = 22) and 

Control group (n = 22).  In Lidocaine and Control group, lidocaince and 

normal saline gauze, which was socked in 10 ml of 4% lidocane and 

normal saline, respectively, was applied topically on the surface of the 

aorta for 5 min before applying side-clamp to the aorta. Systolic blood 

pressure was reduced and maintained at a level of 100 mmHg during 

side-clamp using sodium nitroprusside.  In Lidocaine group, the 

amount and frequency of sodium nitroprusside used to maintain target 

systolic blood pressure during side clam of the aorta were significantly 

less than those of control group.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cidence of arrhythmia and hemodynamic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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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al application of lidocaine on the surface of the aorta safely 

reduces the requirement of sodium nitroprusside to maintain systemic 

blood pressure during partial cross-clamping of the aorta in patient 

undergoing OPCAB and it may be associated with attenuated 

hemodynamic response to mechanical stimulation induced by side-

clamping of the aorta. 

 

 

Key Words: 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lidocaine, 

partial cross clamp, iatrogenic aortic dis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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