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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심장폐우회술 없는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Milrinone 의 지속 정주 효과 

 

Phosphodiesterase-III inhibitor 인 milrinone 은 심근수축력 증가, 혈관 확장, 동맥 

연축 방지 등의 효과가 있어서 심부전 환자 및 심장 수술 후 심근 기능이 저하

된 환자의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장폐우회술 없는 관상

동맥우회술(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OPCAB)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내흉동맥 박리 후부터 문합 기간 내내 milrinone 을 예방적으로, 부하 용량 없이 

지속 정주하였을 때, 문합 중 발생하는 혈역학적 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OPCAB 이 예정되었던 환자 62 명을 대상으로 milrinone 을 투여한 실험군(29

명)과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33 명)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

취 유도 후 내흉동맥을 박리한 후 실험군은 milrinone 0.5 µg/kg/min 을, 대조군은 

이에 해당하는 양의 생리식염수를 지속 정주하기 시작하여 관상동맥 문합이 끝

날 때까지 지속하였다. 심낭 절개 후, 각각의 관상동맥 문합을 위해 심장 고정

기를 부착하고 1 분, 3 분, 5 분, 10 분 경과 후, 관상동맥 문합이 끝나고 심장 고

정기를 제거한 후에 혈역학적 변수 들을 기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연령, 성비, 체표면적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두 군 

모두에서 어떤 이유로든 심장폐우회술로 응급 전환한 환자는 없었다. 평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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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맥압, 평균 폐동맥압, 폐모세혈관쐐기압, 중심정맥압, 일회 박출지수, 폐혈

관저항지수 등은 두 군간 차이가 없었고, 심박수는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 심박출지수는 좌전하행동맥, 좌회선동맥분지에 우회술을 시행하

는 동안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신혈관저항지수는 실험군

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심박출량, 일회 박출지수, 혼합정맥혈산소포

화도의 시기별 측정치의 대조치에 대한 백분율 (∆%)을 계산하여 두 군간의 변

화 정도를 비교한 결과 심박출지수와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의 ∆%는 실험군에

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커서 이들의 감소정도가 적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일회 

박출지수의 ∆%는 좌회선동맥분지와 우측관상동맥 문합 시 실험군에서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컸다. 각 관상동맥의 문합 중 사용된 norepinephrine 의 양은 좌전

하행동맥 문합 시 실험군에서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적었으며, 마취기간동안 

투여된 수액량과 소변량 그리고 수술 기간동안 적혈구용적의 감소는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OPCAB 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내흉동맥 박리 후부터 문합을 종료할 때까지 

milrinone 을 부하용량 없이 지속 정주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저혈압이나 빈맥, 

부정맥의 발생 없이 심박출량과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의 감소를 효과적으로 줄

일 수 있었는 바 , 특히 문합 중 혈역학적 불안정 및 저심박출량 상태가 예상

되는 환자에서 milrinone 의 예방적 투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되는 말  : 심장폐우회술 없는 관상동맥우회술, 혈역학적 변수, milr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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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폐우회술 없는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Milrinone 의 지속 정주 효과 

 
<지도교수 홍 용 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노 장 호 

 
 

I. 서 론 

 

심장폐우회술 없는 관상동맥우회술(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OPCAB)은 1960 년대 Kolessov 등에 1 의해 처음 시도되었으며, 최근에는 심장 고

정장치(stabilizer)의 개발과 수술 수기의 발전에 힘입어 관상동맥우회술 영역에

서 시행 대상 환자가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외과적 수술 영역이다.2-3 OPCAB 은 

심장폐우회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중대한 합병증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4-5 박동하는 심장의 표면에 특수한 기구를 고정

시켜서 압박하고 수술시야 확보를 위해 심장을 비틀거나 들어올리는 조작을 해

야 하기 때문에 혈역학적인 변화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6-7 혈역학적 변화

에 대처하기 위해 마취통증의의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들

에서 OPCAB 중에 혈압과 심박출량의 감소, 부정맥 등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

으며, 특히 문합 중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환자들에서도 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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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량의 감소가 심하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

다.8     

Phosphodiesterase-III inhibitor 인 milrinone 은 심근수축력 증가, 혈관 확장, 동맥 

연축 방지 등의 효과가 있어 심부전 환자 및 심장 수술 후 심근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9-15 일상적인 관상동맥우회술(conventional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CABG)을 시행 받는 환자에게 milrinone 의 예방적 투

여로 술 후  심근 기능의 저하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16 일반적으로 

milrinone 은 50 µg /kg 을 부하용량으로 정주한 뒤 0.5 µg/kg/min 을 지속 정주하

지만 최근 부하용량 없이 지속정주 만을 시행하여도 빠른 시간 내에 심근수축

력 증가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었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OPCAB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내흉동맥 박리 후부터 문

합 기간 내내 milrinone 을 예방적으로, 부하 용량 없이 지속 정주하였을 때, 문

합 중 발생하는 혈역학적 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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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및 방법 

 

2002 년 10 월부터 2003 년 1 월까지 관상동맥 질환으로 OPCAB 이 예정되었던 

환자 62 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동의 하에 전향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환자들은 

임의로 milrinone 을 투여한 실험군(29 명)과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33 명)

으로 구분되었다.  

모든 환자들에게 마취전투약제로 morphine 0.05 – 0.1 mg/kg 을 마취 시작 1 시

간 전 근주하였다.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한 후 심전도를 부착하여 II 와 V5 유

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으며, 혈역학적 감시와 동맥혈 가스분석을 위해 우측 

요골동맥에 20 gauge 도관을 삽입하였다. 우측 내경정맥을 통해 지속적인 심박

출량과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폐동맥 카테터(Swan-Ganz 

CCOmbo® CCO/SvO2, Edwards Lifesciences LLC, Irvine, CA, USA)를 거치하였다. 

Midazolam 2-3 mg, sufentanil 1-2 µg/kg 및 rocuronium 50 mg 을 정주하여 마취 유

도 후 기관 내 삽관하였고, 산소-의료용 공기-isoflurane(0.2-0.4 vol%) 흡입과 

sufentanil(0.2-0.3 µg/kg /hr)을 지속적으로 정주하여 마취를 유지하면서 혈중 이산

화탄소 분압이 30-35 mmHg 가 되도록 조절호흡을 시행하였다. 수액과 약물투여

를 위해 좌측 외경정맥에 중심정맥 카테터를 거치한 후 isosorbide dinitrate 0.5 

µg/kg /min 와 지속적인 근이완을 위해 rocuronium 20-30 mg/hr 로 정주하였다. 경

식도 심초음파 소식자를 삽입하여 좌심실 유두근이 보이는 단축면 상(mid-

papillary muscle short-axis view)에서 수술 중 심벽 운동 이상과 심실의 이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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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시하였으며, 심장 거상에 의해 심실이 압박되어 초음파 영상 관찰이 곤란

한 경우 4 심방상(four chamber view)을 통해 감시하였다. 또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수술실의 온도를 20°C 이상 유지하고 수액을 가온하거나 가온가습기를 호

흡기 회로에 부착하였으며 정맥 채취 후에는 warm blanket 을 하지에 덮었다.  

마취 유도 시부터 우회로로 사용할 혈관을 박리하는 동안 수액을 평균 

1,000-1,500 ml 정주하였다. 좌측 내흉동맥을 박리한 다음 심장 고정기를 부착하

기 전 heparin 1 mg/kg 를 정주하여 활성 혈액 응고 시간이 250 초 이상 유지되도

록 하였다. 심부 심낭 봉합사를 좌측 상폐정맥과 하폐정맥 사이 및 하대정맥 

근처의 횡격막면에 각각 거치시켜 문합할 혈관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심장을 

거상시킨 상태에서 노출된 관상 동맥 부위에 Octopus 심장 고정기(Octopus®, 

Medtronic Inc, Minneapolis, MN, USA)를 부착하였다.  

마취 유도 후 내흉동맥을 박리한 후 실험군은 400 µg/ml 로 희석된 

milrinone 0.5 µg/kg/min 을, 대조군은 이에 해당하는 양의 생리식염수를 지속 정

주하기 시작하여 관상동맥 문합이 끝날 때까지 지속하였다. 심낭 절개 후(Tpre, 

대조치), 각각의 관상동맥 문합을 위해 Octopus 심장 고정기를 부착하고 1 분, 3

분, 5 분, 10 분 경과 후(각각 T1, T3, T5,T10), 관상동맥 문합이 끝나고 심장 고정

기를 제거한 후(Tpost)에 변수 들을 기록하였다. 측정 변수들은 심박수, 전신동

맥압, 폐동맥압, 폐모세혈관쐐기압, 중심정맥압,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 및 심박

출량이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심박출지수, 일회 박출지수, 전신 및 폐혈관저항 

지수를 계산하였고, 시기별 norepinephrine 의 사용량을 기록하였다. 



7 

심장을  거상하는 동안 또는 문합 중 평균 전신동맥압이 60 mmHg 이하, 또는 

수축기 전신동맥압이 90 mmHg 이하로 감소하면 norepinephrine(8µg/ml)을 지속 

주입하며 용량을 조절하여 수축기 전신동맥압이 100mmHg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혈관문합 시 관상동맥내 션트(FLO-RESTER®, Bio-Vascular Inc, Saint Paul, 

MN, USA)를 사용하였고 문합 중 심근허혈의 소견이 관찰된 환자는 없었으나, 

각 관상동맥의 문합 시행 전에 심전도 상에서 ST 분절이 1 mV 이상 상승하여 

지속 또는 진행되거나, 수축기 폐동맥압이 50 mmHg 이상 상승하면, 심장을 제

자리에 돌려 놓은 후 isosorbide dinitrate 를 1-1.5 µg/kg /min 까지 증량하고 전신

동맥압이 유지되도록 norepinephrine 을 투여하면서 회복되기를 기다린 후 다시 

문합을 시도하였다. 수술 중 심근수축제는 사용하지 않았다. 관상동맥 문합 후 

필요에 따라 protamine sulfate 로 heparin 의 항응고 효과를 중화하였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혈역학

적 측정치의 비교는 independent-samples t-test 를 이용하였으며, 각 군내에서 각 

시기별 혈역학적 측정치의 변화는 심낭 절개 후 측정치를 대조치로 하여 반복

측정에 의한 분산분석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였다. 

 



8 

III. 결 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연령, 성비, 체표면적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술 

전 고혈압을 갖고 있는 환자의 발생 빈도가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실험군 62.1% : 대조군 30.3%) 당뇨, 이전의 심근 경색 또는 뇌혈관 질

환의 과거력 및 베타 차단제와 칼슘 차단제의 복용 빈도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수술 전 시행한 심도자와 심초음파 소견 상 질환이 있는 관상동맥 수, 

국소심근운동장애, 심박출계수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모

든 환자에서 좌측 내흉동맥과 좌측 요골동맥을 일차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실험

군에서는 총 76 개의 혈관을 문합하여 환자당 평균 2.62 개의 우회혈관을 연결

하였고 대조군에서는 총 83 개의 혈관을 문합하여 환자당 평균 2.51 개의 우회

혈관을 연결하였다. 두 군 모두에서 어떤 이유로든 심장폐우회술로 응급 전환

한 환자는 없었고 수술 중 새로운 부정맥이 발생한 환자도 없었다. 

Tpre 시기에 두 군 간의 혈역학적 변수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좌전하행동맥에 우회술을 시행하는 동안 심박수가 대조군에서는 변화가 없었

으나, 실험군에서 T1 부터 Tpost 까지 Tpre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T3, T5 와 

T10 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평균 전신동맥압은 대조군에서는 변화

가 없었으며 실험군에서는 Tpre 에 비하여 T3 부터 Tpost 까지 유의하게 감소하

였으나,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평균 폐동맥압은 대조군에서는 T1 부터 T10 까

지, 실험군에서는 T3 부터 Tpost 까지 Tpre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군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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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없었다. 폐모세혈관쐐기압은 대조군에서 T1 부터 Tpost 까지, 실험군에

서 T1, T3 에 Tpre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중심정

맥압은 T1 부터 Tpost 까지 두 군 모두에서 Tpre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심박출지수는 대조군에서는 T1 부터 T10 까지 Tpre 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실험군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며, T3, T5, T10 에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일회 박출지수는 대조군에서 T3, T5, T10 에 Tpre 

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실험군에서는 T5, T10 에 Tpre 보다 유의하게 감소

하였으나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는 두 군 모두에서 T1

부터 Tpost 까지 Tpre 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전신

혈관저항지수는 대조군에서 T3, T5, T10 에 Tpre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실

험군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며, T3 부터 Tpost 까지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

게 낮았다. 폐혈관지수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으며, Tpost 에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낮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군 간의 차이도 없었다(Table 2).  

좌회선동맥분지의 문합 시 심박수는 대조군에서는 T3 와 T5 에, 실험군에서는 

T1 부터 Tpost 까지 Tpre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T1, T10 및 Tpost 에 실험

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평균 전신동맥압은 대조군에서는 T1 에, 

실험군에서는 T1, T5, T10 과 Tpost 에 Tpre 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Tpost 에 대

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평균 폐동맥압과 폐모세혈관쐐기압은 두 군 모두에

서 변화가 없었으며, 군 간의 차이도 없었다. 중심정맥압은 두 군 모두에서 T1

부터 T10 까지 Tpre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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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지수는 대조군에서는 T1 부터 Tpost 까지, 실험군에서는 T3 부터 Tpost 까지 

Tpre 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T1 부터 T10 까지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 일회 박출지수는 두 군 모두에서 T1 부터 Tpost 까지 Tpre 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는 두 군 

모두에서 T1 부터 Tpost 까지 Tpre 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전신혈관저항지수는 대조군에서는 T3 부터 Tpost 까지 Tpre 보다 유의

하게 증가하였으며, 실험군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 T1 부터 Tpost 까지 대

조군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폐혈관저항지수는 대조군에서 T3, T5 와 Tpost 에 

Tpre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실험군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 T1 과 

T5 에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Table 3). 

우측관상동맥 문합 시, 심박수는 두 군 모두에서 T1 부터 Tpost 까지 Tpre 보

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실험군에서 T5 에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평

균 전신동맥압은 대조군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며, 실험군에서는 T1 부터 Tpost

까지 Tpre 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나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평균 폐동맥압과 폐

모세혈관쐐기압은 두 군 모두에서 변화가 없었으며, 군 간의 차이도 없었다. 중

심정맥압은 대조군에서 T1 부터 T10 까지 Tpre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실험

군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며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심박출지수는 대조군에서는 

T1 부터 Tpost 까지 Tpre 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며, 실험군에서는 변화가 없었

고 T1 과 T10 에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일회 박출지수는 대조군에서 T1

부터 Tpost 까지, 실험군에서 T3 부터 Tpost 까지 Tpre 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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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는 대조군에서는 T1 부터 

Tpost 까지, 실험군에서는 T3, T5 와 T10 에 Tpre 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전신혈관저항지수는 대조군에서는 T3, T5 와 T10 에 Tpre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실험군에서는 T1 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 T1, T3, T10 과 Tpost 에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폐혈관저항지수는 

두 군 모두에서 변화가 없었으며, 군 간의 차이도 없었다(Table 4). 

심박출량, 일회 박출지수,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의 시기별 측정치의 대조치에 

대한 백분율 (∆%)을 계산하여 두 군 간의 변화 정도를 비교한 결과 좌전하행

동맥 문합 시 심박출지수의 ∆%는 T1 부터 T10 까지,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의 

∆%는 T1, T5 과 T10 에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커서 이들의 감소정도

가 적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일회 박출지수의 ∆%는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좌

회선동맥분지 문합 시에는 심박출지수와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의 ∆%는 T1 부

터 Tpost 까지, 일회 박출지수의 ∆%는 T1 과 T3 에서 실험군에서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컸다. 우측관상동맥 문합 시 심박출지수의 ∆%는 T1 부터 Tpost 까지, 

일회 박출지수의 ∆%는 T1, T3 와 T10 에서,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의 ∆%는 T3 

부터 Tpost 까지,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컸다(Table 5).  

각 관상동맥의 문합 중 사용된 norepinephrine 의 양은 좌전하행동맥 문합 시 

실험군에서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적었으며(실험군 24.8 ± 40.2 µg : 대조군 69.7 

± 99.1 µg), 나머지 두 동맥지의 문합 시에는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좌회선동맥

분지; 실험군 71.1 ± 72.8 µg : 대조군 92.2 ± 75.3 µg, 우측관상동맥; 실험군 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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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µg : 대조군 49.8 ± 56.7 µg). 마취기간동안 투여된 수액량(실험군 4137 ± 983 

ml : 대조군 3862 ± 1164 ml)과 소변량(실험군 955 ± 509 ml : 대조군 1104 ± 422 ml), 

수술기간 동안 적혈구용적의 감소(실험군 7.84 ± 2.47 % : 대조군 8.51 ± 2.41 %)는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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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control milrinone 
variable 

number percent (%) number percent (%) 

age (yr)* 60.4 ± 8.4  61.5 ± 8.2  

sex (male/female) 26 / 7 78.8 / 21.2 21 / 8 72.4 / 27.6 

height (cm) * 162.6 ± 9.0  165.4 ± 8.6  

weight (kg) * 66.5 ± 8.4  70.3 ± 10.4  

BSA* 1.7 ± 0.1  1.7 ± 0.1  

coronary artery involvement     

   2-vessel disease 5 15.1 1 3.4 

   3-vessel disease 24 72.7 20 68.9 

   left main & 2-vessel disease 2 6.1 2 6.9 

   left main & 3-vessel disease 2 6.1 6 20.8 

LVEF (%)* 60.0 ± 11.4  57.0 ± 14.2  

RWMA     

   hypokinesia  7 21.2 11 37.9 

   akinesia 8 24.2 5 17.2 

co-morbid risk factor     

   hypertension 10 30.3 18 62.1 

   diabetes mellitus 11 33.3 7 24.1 

previous MI 3 9.0 5 17.2 

stroke/TIA 6 18.2 3 10.3 

preoperative medication     

   beta-blockers  29 87.9 21 72.4 

   calcium channel blockers 31 93.9 22 75.9 

   ACE inhibitors 16 48.5 17 58.6 

   diuretics 2 6.1 3 10.3 
BSA: body surface area, 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RWMA: regional wall motion 
abnormality, MI: myocardial infarction, TIA : transient ischemic attack, ACE :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 The data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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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modynamic data during LAD anastomosis 

variable Tpre T1 T3 T5 T10 Tpost 
C 61 ± 7 62 ± 9 62 ± 10 62 ± 9 61 ± 9 61 ± 9 HR 

 M 62 ± 8 67 ± 10† 69 ± 10*,† 68 ± 9*,† 68 ± 9*,† 67 ± 10† 

C 83 ± 12 84 ± 14 84 ± 11 82 ± 10 81 ± 9 79 ± 11 MAP 
 M 86 ± 9 83 ± 10 80 ± 9† 79 ± 8† 77 ± 7† 78 ± 8† 

C 20 ± 5 23 ± 6† 24 ± 6† 24 ± 7† 23 ± 7† 21 ± 6 MPAP 
 M 22 ± 6 26 ± 6 26 ± 5† 25 ± 5† 25 ± 5† 22 ± 5† 

C 13 ± 3 16 ± 5† 17 ± 5† 18 ± 6† 17 ± 6† 15 ± 4† PCWP 
 M 16 ± 5 19 ± 5*,† 19 ± 4† 18 ± 5 17 ± 4 16 ± 4 

C 8 ± 2 11 ± 4† 11 ± 3† 10 ± 4† 10 ± 4† 9 ± 3† CVP 
 M 9 ± 2 12 ± 3† 11 ± 3† 11 ± 3† 11 ± 3† 10 ± 2† 

C 2.8 ± 0.5 2.6 ± 0.5† 2.4 ± 0.5† 2.3 ± 0.5† 2.2 ± 0.5† 2.1 ± 0.4 CI 
 M 2.6 ± 0.5 2.8 ± 0.6 2.7 ± 0.5* 2.6 ± 0.4* 2.6 ± 0.4* 2.6 ± 0.5 

C 47 ± 10 43 ± 11 39 ± 9† 38 ± 9† 38 ± 8† 36 ± 8 SI 
 M 43 ± 9 44 ± 11 40 ± 8 39 ± 7† 39 ± 7† 40 ± 9 

C 82 ± 5 76 ± 8† 74 ± 8† 73 ± 9† 73 ± 8† 75 ± 7† SvO2 
 M 80 ± 6 77 ± 5† 76 ± 5*,† 76 ± 5† 76 ± 5† 78 ± 5† 

C 2241 ± 594 2361 ± 698 2518 ± 682† 2520 ± 594† 2543 ± 509† 2670 ± 666 SVRI 
 
 M 2369 ± 555 2106 ± 710 2111 ± 586* 2142 ± 537* 2120 ± 481* 2127 ± 573* 

C 185 ± 106 210 ± 123 221 ± 107 212 ± 106 215 ± 103 217 ± 83 PVRI 
 
 M 190 ± 103 193 ± 94 219 ± 91 215 ± 85 223 ± 99 210 ± 106* 

LAD: 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C: control group, M: milrinone group, HR (beat / min): heart 
rate, MAP (mmHg): mean arterial pressure, MPAP (mmHg): mean pulmonary artery pressure, 
PCWP (mmHg):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CVP (mmHg): central venous pressure, CI 
(L/min/m2): cardiac index, SI (mL/beat/m2): stroke index, SvO2 (%): mixed venous oxygen 
saturation, SVRI (dyne•sec• cm-5•m2):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index, PVRI (dyne•sec• cm-

5•m2): pulmonary vascular resistance index 
The data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 < 0.05 compared with data at pericardio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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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emodynamic data during LCx anastomosis 

variable Tpre T1 T3 T5 T10 Tpost 
C 61 ± 7 61 ± 11 64 ± 13† 63 ± 12† 62 ± 14 63 ± 11 HR 

 M 62 ± 8 71 ± 11*,† 70 ± 11† 70 ± 11† 70 ± 10*,† 69 ± 11*,† 

C 83 ± 12 76 ± 12† 82 ± 9 80 ± 10 81 ± 9 83 ± 12 MAP 
 M 86 ± 9 79 ± 10† 82 ± 8 78 ± 8† 78 ± 6† 77 ± 7*,† 

C 20 ± 5 20 ± 6 20 ± 6 21 ± 5 21 ± 6 21 ± 6 MPAP 
 M 22 ± 6 21 ± 5 21 ± 5 21 ± 5 21 ± 5 21 ± 5 

C 13 ± 3 14 ± 4 14 ± 4 14 ± 4 15 ± 5† 14 ± 4 PCWP 
 M 16 ± 5 15 ± 4 15 ± 4 16 ± 4 15 ± 4 15 ± 3 

C 8 ± 2 10 ± 3† 10 ± 3† 10 ± 3† 10 ± 3† 8 ± 3 CVP 
 M 9 ± 2 12 ± 3† 12 ± 3† 11 ± 3† 11 ± 2† 9 ± 3 

C 2.8 ± 0.5 2.1 ± 0.5† 2.0 ± 0.5† 1.8 ± 0.4† 1.8 ± 0.4† 1.9 ± 0.5† CI 
 M 2.6 ± 0.5 2.6 ± 0.4* 2.3 ± 0.4*,† 2.1 ± 0.5*,† 2.0 ± 0.2*,† 2.2 ± 0.4† 

C 47 ± 10 36 ± 9† 32 ± 9† 30 ± 9† 33 ± 16† 32 ± 9† SI 
 M 43 ± 9 38 ± 8† 33 ± 8† 31 ± 8† 30 ± 4† 32 ± 6† 

C 82 ± 5 70 ± 9† 68 ± 9† 67 ± 9† 67 ± 9† 70 ± 10† SvO2 
 M 80 ± 6 73 ± 8† 71 ± 8† 71 ± 8† 71 ± 7† 73 ± 6† 

C 2241 ± 594 2530 ± 669 3067 ± 952† 3169 ± 884† 3186 ± 1082† 3265 ± 1011† SVRI 
 
 M 2369 ± 555 2056 ± 428*,† 2513 ± 462* 2586 ± 585* 2588 ± 432* 2579 ± 663* 

C 185 ± 106 223 ± 89 225 ± 171† 296 ± 105† 244 ± 211 274 ± 130† PVRI 
 
 M 190 ± 103 159 ± 75* 195 ± 110 213 ± 100* 222 ± 86 226 ± 112 

LCx: left circumflex artery, C: control group, M: milrinone group, HR (beat / min): heart rate, MAP 
(mmHg): mean arterial pressure, MPAP (mmHg): mean pulmonary artery pressure, PCWP (mmHg):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CVP (mmHg): central venous pressure, CI (L/min/m2): cardiac 
index, SI (mL/beat/m2): stroke index, SvO2 (%): mixed venous oxygen saturation, SVRI (dyne•sec• 
cm-5•m2):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index, PVRI (dyne•sec• cm-5•m2): pulmonary vascular 
resistance index 
The data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 < 0.05 compared with data at pericardio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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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emodynamic data during RCA anastomosis 

variable Tpre T1 T3 T5 T10 Tpost 
C 61 ± 7 67 ± 10† 68 ± 9† 68 ± 10† 67 ± 10† 67 ± 10† HR 

 M 62 ± 8 72 ± 13† 72 ± 12† 74 ± 12*,† 73 ± 12† 72 ± 11† 

C 83 ± 12 80 ± 13 84 ± 13 80 ± 10 81 ± 9 79 ± 11 MAP 
 M 86 ± 9 79 ± 12† 78 ± 10† 77 ± 9† 79 ± 7† 78 ± 10† 

C 20 ± 50 19 ± 5 20 ± 5 20 ± 5 20 ± 5 19 ± 5 MPAP 
 M 22 ± 6 21 ± 5 21 ± 5 22 ± 6 22 ± 6 22 ± 5 

C 13 ± 3 14 ± 5 15 ± 4 14 ± 3 14 ± 4 14 ± 4 PCWP 
 M 16 ± 5 15 ± 4 15 ±5 15 ± 5 15 ± 4 14 ± 4 

C 8 ± 2 11 ± 3† 11 ± 3† 11 ± 3† 11 ± 3† 8 ± 3 CVP 
 M 9 ± 2 11 ± 4 11 ± 3 10 ± 3 11 ± 3 9 ± 3 

C 2.8 ± 0.5 2.4 ± 0.7† 2.3 ± 0.6† 2.1 ± 0.6† 2.0 ± 0.5† 2.2 ± 0.6† CI 
 M 2.6 ± 0.5 3.0 ± 0.7* 2.6 ± 0.6 2.5 ± 0.5 2.5 ± 0.5* 2.6 ± 0.6 

C 47 ± 10 37 ± 10† 34 ± 8† 33 ± 10† 31 ± 8† 34 ± 10† SI 
 M 43 ± 9 44 ± 12 37 ± 8† 34 ± 7† 35 ± 9† 37 ± 9† 

C 82 ± 5 73 ± 9† 70 ± 11† 70 ± 10† 69 ± 10† 72 ± 10† SvO2 
 M 80 ± 6 76 ± 8 75 ± 8† 74 ± 8† 75 ± 7† 77 ± 8 

C 2241 ± 594 2424 ± 804 2694 ± 734† 2707 ± 652† 2849 ± 577† 2679 ± 784 SVRI 
 
 M 2369 ± 555 1864 ± 559*,† 2155 ± 621* 2200 ± 551 2272 ± 597* 2192 ± 538* 

C 197 ± 85 183 ± 73 189 ± 96 195 ± 86 218 ± 78 197 ± 75 PVRI 
 
 M 190 ± 103 184 ± 79 208 ± 95 203 ± 84 216 ± 95 247 ± 87 

RCA: right coronary artery, C: control group, M: milrinone group, HR (beat / min): heart rate, MAP 
(mmHg): mean arterial pressure, MPAP (mmHg): mean pulmonary artery pressure, PCWP (mmHg):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CVP (mmHg): central venous pressure, CI (L/min/m2): cardiac 
index, SI (mL/beat/m2): stroke index, SvO2 (%): mixed venous oxygen saturation, SVRI (dyne•sec• 
cm-5•m2):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index, PVRI (dyne•sec• cm-5•m2): pulmonary vascular 
resistance index 
The data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 < 0.05 compared with data at pericardio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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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emodynamic Data, Percent change(%) 

variable Tpre T1 T3 T5 T10 Tpost 
C 100 94 ± 21 87 ± 21 84 ± 19 82 ± 19 78 ± 17 ∆ CI 

M 100 109 ± 27* 104 ± 25* 100 ± 20* 99 ± 22* 101 ± 23 

C 100 94 ± 22 86 ± 18 84 ± 21 82 ± 19 78 ± 20 ∆ SI 

M 100 102 ± 25 95 ± 23 92 ± 21 92 ± 22 96 ± 27 

C 100 92 ± 6 90 ± 6 89 ± 8 89 ± 7 91 ± 7 

LAD 

∆ SvO2 

M 100 96 ± 6* 95 ± 5 95 ± 5* 95 ± 6* 97 ± 5 

C 100 79 ± 16 72 ± 16 68 ± 21 68 ± 17 72 ± 21 ∆ CI 

M 100 104 ± 23* 89 ± 20* 82 ± 18* 82 ± 20* 86 ± 24* 

C 100 78 ± 19 69 ± 20 65 ± 25 71 ± 38 70 ± 23 ∆ SI 

M 100 92 ± 20* 80 ± 19* 74 ± 17 73 ± 18 78 ± 20 

C 100 85 ± 9† 82 ± 9† 81 ± 9† 81 ± 10† 84 ± 11† 

LCx 

∆ SvO2 

M 100 91 ± 9* 88 ± 9* 88 ± 8* 88 ± 8* 90 ± 8* 

C 100 87 ± 24 81 ± 19 76 ± 20 73 ± 20 81 ± 31 ∆ CI 

M 100 116 ± 31* 100 ± 26* 96 ± 22* 97 ± 25* 101 ± 28* 

C 100 80 ± 23 73 ± 17 69 ± 20 66 ± 20 74 ± 29 ∆ SI 

M 100 102 ± 27* 87 ± 23* 81 ± 22 84 ± 22* 89 ± 27 

C 100 89 ± 11 85 ± 11 85 ± 12 84 ± 10 87 ± 10 

RCA 

∆ SvO2 

M 100 95 ± 11 94 ± 9* 93 ± 9* 93 ± 9* 96 ± 10* 

LAD: 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LCx: left circumflex artery, RCA: right coronary artery, C: 
control group, M: milrinone group, CI : cardiac index, ∆ CI : (CI at each time / CI at 
pericardiotomy) x 100, SI : stroke index, ∆ SI : (SI at each time / SI at pericardiotomy) x 100, 
SvO2 : mixed venous oxygen saturation, ∆ SvO2 : (SvO2 at each time / SvO2 at pericardiotomy ) x 
100 
The data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 P < 0.05 compared with data at pericardio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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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 Cardiac index during LAD anastom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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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 Cardiac index during LCx anastom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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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 Cardiac index during RCA anastomosis.  

 
 
 

Figure 1-1~1-3. Percent change of cardiac index during coronary artery anastomosis. 
∆ Cardiac index are significantly greater at T1 – Tpost in milrinone group than in control group. 
∆ Cardiac index : (cardiac index at each time / cardiac index at pericardiotomy) x 100  
*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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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 SvO2 during LAD anastomosis. 

 
 
 
 
 

70

80

90

100

110

Tpre T1 T3 T5 T10 Tpost

( 
%

 )

Control Milrinone

 
Figure 2-2.  ∆ SvO2 during LCx anastom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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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 SvO2 during RCA anastomosis. 

 
 
 
Figure 2-1~2-3. Percent change of SvO2 during coronary artery anastomosis.  
∆ SvO2  are significantly greater at T1 – Tpost in milrinone group than in control group. 
SvO2 : mixed venous oxygen saturation, ∆ SvO2 : (SvO2  at each time / SvO2 at pericardiotomy ) 
x 100  
*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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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OPCAB 은 체외순환을 거치지 않기에 이에 따른 합병증을 피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어 그 시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기구와 수기의 발전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많으나,18-19 아직은 문합 중 저혈압, 부정

맥, 심박출량의 감소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혈역학적 변화와 

국소 심근 허혈의 가능성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된다.8,18 

본 연구에서는 OPCAB 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문합 전부터 부하 용량 없이 

milrinone 을 지속 정주 하는 것이 급격한 혈압의 변동과 심박수의 변화 없이 

심박출량과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의 감소 정도를 줄이고, 혈관수축제의 사용 

또한 감소시켜 문합 중 환자를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OPCAB 환자의 안정적인 혈역학 유지와 관련된 환자 관리는 전신동

맥압과 심박수 및 심박 리듬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행해져 왔는데,18,20-21 이는 

문합 중 발생하는 심박출량의 감소가 심장의 물리적 이동과 기계적 압박에서 

주로 기인하기 때문에 심근수축촉진제의 사용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대부분의 심근수축촉진제가 심근 산소소모량을 증가시키고, 빈맥을 유도

하여 수술을 방해할 수 있어 심근수축촉진제의 사용을 권장되지 않았기 때문이

다.22-23 또한 문합 중 저심박출량 상태가 지속되어도 술 후 환자의 예후에 악영

향을 미쳤다는 보고는 없었기 때문에 심근수축촉진제를 사용하여 심박출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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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기 보다는 체위의 변화와 수액정주 등의 일차적 치료 방법들이 권장되

었다.18,24-25 그러나 정성미 등은 26-27  체위변화와 수액 부하를 통하여 전신동맥

압과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도 문합 중 심박출량의 감소가 관상동맥 분

지 별로 심하게 나타나며, 그 결과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의 감소도 심하게 일

어남을 보고한 바 있다. 외과의의 숙련 정도에 따라 문합 시간이 길어질 수 있

으며, 특히 우리 나라에서의 OPCAB 이 시작 단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수 십분

에서 수시간에 걸쳐 지속되는 저심박출량 상태는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응급으로 CABG 로 전환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milrinone 은 phosphodiesterase-III 억제제로써 c-AMP 의 분해

를 억제하는 기전을 통해 세포내 c-AMP 의 농도를 증가시키므로 베타-수용체에 

작용하는 기존의 심근수축촉진제와는 달리 빈맥의 발생 빈도가 매우 낮으며, 

심근 산소소모량을 거의 증가시키지 않고 문합 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특

성을 지니고 있다.28-32 다만 혈관이완 작용이 강력하고, 빠른 효과를 얻기 위해

서는 일정량을 부하한 후 지속 정주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 시 저혈압의 발생 

빈도가 높다.33 그러나 최근 Baruch 등의 17 보고에 의하면 부하 없는 지속 정주

만으로도 30 분 경과 후에는 milrinone 의 작용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1 시간 

정도 경과 후에는 부하용량을 정주한 후 지속 정주를 시작한 환자에서와 같은 

혈중 농도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Kikura 등은 16 CABG 를 시행 받는 환자에서 

심장폐우회술로부터 이탈하기 전에 milrinone 을 예방적으로 투여한 결과 심근

기능의 저하를 감소시키고 심장폐우회술로부터 이탈이 용이하게 됐다고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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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흉동맥을 박리한 후 관상동맥의 문합을 시작하

기 전에 내흉동맥과 요골동맥의 Y-graft 를 시행하는 시간이 30-40 분 정도 소요

됨에 착안하여 milrinone 을 내흉동맥 박리 후부터 부하용량 없이 지속 정주하

였다.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문합 중 심박출량 및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의 

감소 정도가 유의하게 줄어들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때 대조군에 비하여 

전신동맥압이 감소하고, 심박수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정상 범위 

내에서의 작은 차이였으며, 수축기 전신동맥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여된  

norepinephrine 의 양은 오히려 실험군에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저혈압의 합병증

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Norepinephrine 의 투여량이 실험군에서 오히

려 적었던 것은 심박출량의 감소를 억제함으로써 치료를 요하는 저혈압의 발생

을 감소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심박수 증가와 관련하여 실험군에서 외

과의는 심박수의 증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70-75 회/분의 심박

수가 수술에 어려움을 더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몇몇 시기를 제외하고는 심박

출량의 증가가 일회 박출량의 증가 보다는 심박수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는 문합 중 심장이 기계적으로 압박되어 있어 전부하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했던 점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그러나 milrinone 은 대조군에서 

문합 중 발생하는 전신혈관저항의 증가를 억제하여 심장의 후부하를 감소시켰

으며 이에 따른 수액 요구량의 증가는 없었다.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의 감소 

정도가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는 점은 milrinone 이 전신 산소공급량

을 효과적으로 증가시켰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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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수혈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적혈구용적을 문합 시기별로 측정하지 못해서 

관찰된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가 아주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데,34 수술 기간 동안 적혈구용적의 감소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

다. Milrinone 이 폐동맥압이나 폐모세혈관쐐기압, 중심정맥압 등에 뚜렷한 효과

를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변수들이 환자의 체위와 매우 밀접

한 관계를 갖고 있어 환자에 따라 관상동맥 분지의 위치가 다르고 이에 따른 

두부하위와 우측경사(right tilting)의 정도가 다양하였기 때문에 이들 수치의 변

화가 환자의 혈역학적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문합 중 환자 체위가 표준화될 수 없었음은 본 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는 이중 맹검법을 이용하여 약물을 환자에게 연결하는 사

람 및 혈역학적 변수를 측정하는 사람은 투여 되는 약물의 종류를 알지 못하도

록 마취 준비실에서 임의로 준비된 약을 수술 시작 후 가져와 환자에게 연결하

였으나 약물 투여 후 심박출량의 증가가 실험군에서 뚜렷하여 대부분의 경우 

맹검실험(blind test)이 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것이 저혈압 치료를 위

해 사용된 norepinephrine 의 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내

흉동맥 박리 후부터 문합이 시작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환자 간에 차이가 있

으며 이에 따라 환자 간에 문합 시작 시 milrinone 의 혈중 농도가 차이가 있었

을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임상에서 문합 시작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

는 것은 불가능하여 문합 전에 milrinone 을 투여하는 시기를 표준화시키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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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웠는데 투여 시간이 길어질수록 milrinone 의 효과는 더욱 뚜렷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임상에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한다. 오히려 milrinone 의 투여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흉동맥 박리를 시작하면서 부터는 혈역학이 안정적인 시기로 접어들

고, 외과적 자극이 크지 않아 이 시기의 milrinone 투여가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내유동맥 박리 후를 milrinone 투여 시작 시기

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milrinone 을 투여 받은 환자들의 술 

전 심박출계수와 심박출량이 매우 다양하였는데, milrinone 의 작용효과가 환자

의 심근저하 정도가 심할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보고들을 감안할 때 35-36 환

자의 술 전 심근 기능 상태에 따라 milrinone 의 문합 중 심근촉진 작용도 달라

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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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OPCAB 을 시행 받는 환자에게 내흉동맥 박리 후부터 문합을 

마칠 때까지 milrinone 을 예방적으로, 부하 용량 없이 지속 정주하였을 때, 문

합 중 발생하는 혈역학적 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milrinone 을 투여한 실험군과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혈역

학적 변수를 측정하였다.  

평균 전신동맥압, 평균 폐동맥압, 폐모세혈관쐐기압, 중심정맥압, 일회 박출지

수, 폐혈관저항지수 등은 두 군 간 차이가 없었고, 심박수는 실험군에서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심박출지수는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

며 전신혈관저항지수는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심박출지수와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의 ∆%는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커서 이들의 

감소정도가 적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일회 박출지수의 ∆%는 좌회선동맥분지와 

우측 관상동맥 문합 시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컸다.  

OPCAB 을 시행 받는 환자에게 milrinone 을 부하용량 없이 지속 정주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저혈압이나 빈맥, 부정맥의 발생 없이 심박출량과 혼합정맥혈산

소포화도의 감소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는 바 , 특히 문합 중 혈역학적 불

안정 및 저심박출량 상태가 예상되는 환자에서 milrinone 의 예방적 투여가 도

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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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icacy of preemptive continuous 

infusion of milrinone in OPCAB 

 

Jang Ho Roh 
 

Department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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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Yong Woo Hong) 

 
 

Milrinone, a phosphodiesterase III inhibitor, has been shown to improve cardiac function 

and facilitate weaning from cardiopulmonary bypass (CPB) in cardiac surgical patients, 

and also has direct vasodilating effect on arterial coronary bypass grafts and increase 

grafted mammary artery flow after CPB.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effect of 

preemptive continuous infusion of milrinone in patients undergoing 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OPCAB) on hemodynamic changes during anastomosis. 

Total 62 patie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and 29 were in control group(C group) and 

33 were in milrinone group(M group). After the harvest of internal thoracic artery, the 

infusion of milrinone 0.5 µg/ kg/ min or the same amount of normal saline (M group and C 

group, respectively) was started and was maintained till the end of anastomosis. 

Hemodynamic variables were measured after pericardiotomy, 1, 3, 5, and 10 min after 

tissue stabilizer was applied for each coronary artery anastomosis, and measured when 

tissue stabilizer was removed after each coronary artery anastomo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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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sex and body surface area between the both 

group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ean systemic arterial pressure, mean 

pulmonary artery pressure,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central venous pressure, 

stroke index(SI), pulmonary vascular resistance index between the both groups. Heart rate 

was higher in M group than in C group. Cardiac index(CI) was significantly higher in M 

group than in C group during left anterior descending(LAD) and left circumflex artery 

anastomosis(LCx).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index was significantly lower in M group 

than in C group. ∆% of CI and ∆% of mixed venous O2 saturation (SvO2) were 

significantly greater in M group than in C group, and ∆% of SI was significantly greater in 

M group than in C group during LCx and right coronary artery anastomosis. The amount of 

norepinephrine infused during LAD anastomosis was significantly less in M group than in 

C group. The amount of fluid infused, blood transfused during operation and pre- and post-

operative hematocrit were not different between both groups. 

In conclusion, continuous infusion of milrinone without a bolus dose before and during 

coronary anastomosis significantly decreased the degree of reduction in CI and SvO2 

without severe complications in patients undergoing OPCAB and this therapy is 

considered as helpful, especially in patients with decreased cardiac function and low 

cardiac output. 

 

 
Key words : milrinone, OPCAB, hemodynamic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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