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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무체외순환 관상동맥우회로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저용량 

ketamine의 항염증효과 
 

 
 
서론: 심장수술 시 발생하는 염증반응은 수술 후 사망률과 이환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저용량의 ketamine은 

체외순환을 이용한 심장수술에서 항염증반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마취유도 시 단회정주한 저용량의 

ketamine이 무체외순환 관상동맥우회술(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OPCAB)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염증반응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주술기 혈역학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OPCAB을 시행 받는 환자 53명을 대상으로 마취유도 

시 생리식염수를 단회정주한 군을 대조군(n = 27)으로, ketamine 0.5 

mg/kg을 단회정주한 군을 실험군(Ketamine군, n = 26)으로 분류하였다. 

마취유도 전, 이식편 문합 4시간 후, 수술 후 1일과 2일째 아침에 

백혈구수와 호중구백분율, troponin T, creatine kinase-MB, C-reactive 

protein (CRP) 측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마취유도 전과 후, 이식편 

문합 4시간 후, 수술 후 1일 및 2일째 아침에 혈역학 변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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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고, 시기별 심근수축촉진제 및 혈관작용 약물의 사용 여부와 

투여량을 기록하였다. 

결과: 수술 후 ketamine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CRP, 백혈구수와 

호중구백분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술 중 말초혈관수축제의 사용량은 군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중환자실에서 심근수축촉진제, 혈관이완제 및 

말초혈관수축제의 사용빈도 또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관내튜브의 발관 시간, 중환자실 재원 기간과 총 재원일 수는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OPCAB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마취유도 시 

단회정주한 저용량의 ketamine이 체외순환을 이용한 심장수술에서와는 

달리 CRP 및 백혈구수와 호중구백분율과 같은 염증반응인자들을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항염증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의미 있는 혈역학적 효과 또한 관찰할 수 없었다. 이는 체외순환을 

이용한 심장수술과 OPCAB의 염증반응 정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

핵심 되는 말: 무체외순환 관상동맥우회술，ketamine，항염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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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외순환 관상동맥우회로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저용량 

ketamine의 항염증효과 

 
 

<지도 교수 곽 영 란>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지 호 

 

Ⅰ. 서론 

 
심장수술 시 발생하는 염증반응은 수술 후 사망률과 이환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1,2 심장수술과 관련하여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수술에 의한 조직의 손상, 내독소혈증, 그리고 

비생물적 환경에 혈액이 노출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3 Interleukin 

(IL)-6와 C-reactive protein (CRP)은 전신적인 염증반응의 확립된 

표지자이다. 임상에서 흔히 측정되는 CRP는 간에서 IL-6의 자극에 

의해 생성 되며, 염증반응 급성기의 전염증성 물질일 뿐만 아니라, 

외인성 CRP의 주입 시 여러 염증반응을 유발시키며,4 IL-6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CRP 증가는 급성 관상동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단기적인 예후를 예측 할 수 있는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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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수 있다는 보고 및 CRP 자체가 관상동맥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보고 등이 있어,5,6 최근 관상동맥질환 환자에서 CRP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러 정맥마취제 중 ketamine은 자율신경계를 통해 중추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심박동수와 혈압 및 심장의 작업량을 증가시킬 뿐 만 

아니라 고용량에서는 직접적인 심근억제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마취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쥐에서 

tumor necrotic factor (TNF)-α의 생성과 백혈구의 부착을 ketamine이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와,7,8 저용량의 ketamine이 자궁절개술을 받는 

여성에서의 IL-6의 혈장내 농도를 감소시켰다는 보고에서와 같이 

ketamine은 항염증반응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심장수술 환자에서 마취유도 시 단회정주한 

저용량의 ketamine (0.5 mg/kg)이 체외순환 후의 CRP 및 IL-6의 증가를 

완화시켰으며, ketamine 사용군에서 수술 후 평균동맥압과 

전신혈관저항이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다.10 

무체외순환 관상동맥우회술(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OPCAB)은 체외순환과 관련된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실재적 장점으로 관상동맥우회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OPCAB 또한 체외순환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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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염증반응과 cytokine의 증가를 동반한다고 하는데,11,12 

OPCAB에서 이러한 염증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적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취유도 시 단회정주한 저용량의 ketamine이 

OPCAB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도 염증반응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주술기 혈역학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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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07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본원에서 OPCAB을 시행 받는 

환자들 중 수술 전 측정한 좌심실박출분율이 40% 이상으로 2개 

이상의 이식편 문합을 시행 받을 예정인 환자 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를 수술 전날 방문하여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을 

한 후 환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진행하였다. 75세 이상이거나, 최근 

2주 이내의 심근경색 또는 불안정협심증으로 creatine kinase-MB가 

정상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는 환자, 수술 전 creatinine이 상승되어 

있는 경우 (> 1.3 mg/dL), 심장수술을 시행 받은 기왕력이 있거나 

응급수술인 경우, 뇌경색의 기왕력이나 폐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취유도 시 생리식염수를 단회정주한 

군을 대조군(n = 27)으로 하였고, 마취유도 시 0.5 mg/kg의 ketamine을 

단회정주한 군을 실험군(Ketamine군, n = 26)으로 분류하였다. 

 

2. 방법 

 

 모든 환자는 수술실에 도착한 후 5개 유도를 부착하여 lead II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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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으며, 요골동맥을 천자하여 도관을 

삽입하였다. 우측 내경정맥에 지속적 심박출량과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의 감시가 가능한 폐동맥 카테터(Swan-Ganz 

CCOmbo® CCO/SvO2, Edwards Lifesciences LLC, USA)를 국소마취 하에 

거치하였다. Midazolam 0.03-0.04 mg/kg을 정주한 후 10% ketamine 0.5 

mg/kg 또는 동량의 normal saline을 정주하였다. 이후 sufentanil 1.5-3.0 

µg/kg과 rocuronium bromide 50 mg을 정주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다. 마취유도 후 7.0 MHz 다평면 경식도심초음파 소식자를 

삽입하여 심장기능을 평가하였다. 마취유지는 sufentanil (0.5-1.5 

μg/kg/h) 및 vecuronium 지속정주와 저농도의 sevoflurane (1-2%)으로 

하였으며 마취유도 후부터 isosorbide dinitrate (0.5-1.5 μg/kg/min)를 

지속정주하였다. 가온 매트리스, 공기 가온 담요 및 호흡회로의 

가온가습기 등을 이용하여 직장온도가 35.5-36.0°C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마취유도 시 및 수술 중 목표혈압은 평균동맥압 60-70 mmHg 

또는 수축기동맥압 110-120 mmHg로 하였으며, 평균동맥압이 60 mmHg 

이하, 또는 수축기동맥압이 90 mmHg 이하로 감소하면 norepinephrine 

(8 μg/ml)을 점적주입하였고, 평균동맥압이 90 mmHg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sodium nitroprusside를 점적주입하여 혈압을 유지하였다. 

Corticosteroid 제제 및 antifibrinolytics는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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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염증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CRP를 측정하였는데 이는 마취유도 

전, 이식편 문합 4시간 후, 수술 후 1일과 2일째에 시행하였다. CRP는 

진단검사의학과에서 rate immunonephelometry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동일한 시기에 백혈구수와 호중구백분율, 그리고 troponin 

T 및 creatine kinase-MB 측정을 시행하였다.  Ketamine이 혈역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마취유도 전(T0)과 후(T1), 이식편 

문합 4시간 후(T3), 수술 후 1일째(T4) 및 2일째(T5) 아침에 혈역학 

변수들을 측정하였고, 시기별 심근수축촉진제 및 혈관작용 약물의 

사용 여부와 투여량을 기록하였다. 측정한 혈역학 변수는 혈압, 

심박동수, 심박출량, 폐동맥압, 폐모세혈관쐐기압, 전신 및 

폐혈관저항과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였다. 기관내튜브 발관 시간, 

중환자실 체류 기간 및 재원 기간을 기록하였다. 

본원에서 OPCAB 을 시행 받은 환자들의 C-reactive protein 이 

최고치에 달했을 때 15 ± 7 mg/dl 임을 고려하고, ketamine 이 CRP 를 

의미 있게 감소시켰다는 이전의 연구에서 CRP 가 40-50% 정도 

감소되었던 것을 감안하여 군 간 차이 7 mg/dl 을 의미 있는 차이로 

하여 power of analysis 를 90%로 하였을 때 각 군에 22 명의 환자가 

필요하였다. 과거의 유사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 



 9

기간 중 10-15%의 환자에서 검사 결과가 누락되거나 중도 탈락하였던 

것을 감안하여 각 군에 27 명의 환자들을 배정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4.0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값은 평균 ± 표준편차 

또는 환자수로 표시하였다. 두 군 간의 인구학적 비교는 t-test와 

Chi-square test 및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각 군 

내에서의 측정값의 시기에 따른 변화는 t-test를 시행한 후 Bonferroni 

correction을 시행하였다. P 값이 0.05 미만 일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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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모두 5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으나 ketamine군의 

환자 한 명이 수술 후 좌측 내유동맥 박리 부분에서의 출혈로 

재수술을 받아 연구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환자들의 수술 전 좌심실 

심박출계수 및 수술 전 약물복용 빈도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Control (n = 27) Ketamine (n = 26) P value 

Age (yr) 63.9 ± 6.5 61.4 ± 7.7 0.205 

Sex (M/F) 17 / 10 19 / 7 0.43 

Body surface area (m2) 1.7 ± 0.2 1.7 ± 0.2 0.672 

LVEF (%) 62.3 ± 6.8 62.6 ± 7.2 0.89 

Hypertension 18 18 0.842 

Diabetes  10 15 0.132 

Preoperative medications    

calcium channel blockers 13 17 0.206 

β-blockers 19 18 0.928 

ACE inhibitors 4 7 0.327 

ARBs 10 4 0.119 

statins  17 23   0.074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ACE: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RBs: angiotensin receptor 

blo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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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유도를 위해 투여된 sufentanil과 midazolam의 양은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의 총 이식편 문합시간(total graft reconstruction time)과 이식편 

수 및 수술 중 norepinephrine 사용량은 차이가 없었다(Table 2). 

 

 

Table 2. Intraoperative Parameters 

  Control 
 (n = 27) 

Ketamine  
(n = 26) P value 

Number of grafts per patient 3.5 ± 0.6 3.3 ± 0.6 0.184 

Total graft reconstruction time (min) 35 ± 9 34 ± 9 0.72 

Amount of infused NE (μg) 228 ± 168 204 ± 156 0.612 

Values are mean ± SD. NE: norepinephrine 

 

 

Ketamine이 혈역학에 미치는 영향은, ketamine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심박동수가 T3 (P = 0.049)와 T5 (P = 0.01)에서 유의하게 

빨랐으며, 중심정맥압이 T1 (P = 0.034)과 T4 (P = 0.009)에서 높았다. 

폐모세혈관쐐기압이 T3에 Ketamine군에서 높았으며, 

혼합정맥혈산소포화도와 우심실수축기말용적이 T2에 Ketamine군에서 

의미 있게 낮았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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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Hemodynamic Parameters 

  T0 T1 T2 T3 T4 

HR (beats/min) 
Control  68 ± 12 62 ± 7 79 ± 7 77 ± 6 78 ± 8 

Ketamine 65 ± 10 61 ± 10 83 ± 7* 78 ± 6 84 ± 7* 

MAP (mmHg) 
Control  93 ± 13 68 ± 7 79 ± 10 77 ± 8 75 ± 8 

Ketamine 94 ± 14 70 ± 9 81 ± 10 78 ± 9 81 ± 13 

SPAP (mmHg) 
Control  24 ± 6 22 ± 3 26 ± 5 26 ± 5 26 ± 5 

Ketamine 26 ± 6 24 ± 4 27 ± 7 26 ± 4 25 ± 6 

MPAP (mmHg) 
Control  15 ± 4 15 ± 3 17 ± 3 19 ± 14 16 ± 3 

Ketamine 17 ± 5 17 ± 4 19 ± 4 17 ± 4 17 ± 4 

PCWP (mmHg) 
Control  10 ± 4 11 ± 3 11 ± 3 13 ± 9 11 ± 3 

Ketamine 11 ± 4 12 ± 3 14 ± 3* 12 ± 4 11 ± 4 

CVP (mmHg) 
Control  5 ± 3 7 ± 2 6 ± 2 7 ± 4 8 ± 3 

Ketamine 5 ± 3 8 ± 2* 8 ± 2* 8 ± 4 4 ± 3 

CI (L/min/m2) 
Control  3.4 ± 0.8 3.2 ± 0.7 3.2 ± 0.6 3.3 ± 0.5 3.2 ± 0.4 

Ketamine 3.3 ± 0.8 3.1 ± 0.7 3.2 ± 0.5 3.1 ± 0.6 3.3 ± 0.7 

SvO2 (%) 
Control   81 ± 3    

Ketamine  77 ± 4*    

RVEF (%) 
Control  38 ± 8 35 ± 7 32 ± 7 32 ± 8 31 ± 8 

Ketamine 39 ± 9 37 ± 6 30 ± 8 30 ± 5 30 ± 6 

RVEDVI (ml/m2) 
Control  128 ± 28 147 ± 46 123 ± 26 126 ± 23 135 ± 30 

Ketamine 131 ± 33 133 ± 24 134 ± 42 129 ± 27 127 ± 26 

RVESVI (ml/m2) 
Control  91 ± 31 104 ± 45 87 ±29 95 ± 19 94 ± 32 

Ketamine 86 ± 32  82 ± 19* 93 ± 26 91 ± 23 91 ± 29 

Values are mean ± SD. T0: pre-induction, T1: post-induction, T2: 4 hrs after 

grafting anastomosis completion, T3: post operative 1 day, T4: post operative 2 

day, HR: heart rate, MAP: mean arterial pressure, SPAP: systolic pulmonary 

artery pressure, MPAP: mean pulmonary artery pressure, PCWP: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CVP: central venous pressure, CI: cardiac index, 

SvO2: mixed venous oxygen saturation, RVEF: righ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RVEDVI: right ventricular end diastolic volume index, RVESVI: right 

ventricular end systolic volume index. *P < 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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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수술 후 두 군 모두에서 CRP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Troponin-T와 creatine 

kinase-MB도 수술 후 두 군에서 모두 증가하였고 수술 후 2일째 다소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며,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백혈구수와 

호중구백분율 또한 두 군 모두에서 수술 후 증가하였으나,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Table 4. Changes in Biological Markers 

  T0 T2 T3 T4 

CRP (mg/dL) Control  0.3 ± 0.3 0.4 ± 0.8 7.3 ± 2.1 15.5 ± 4.1

 Ketamine 0.5 ± 0.7 0.4 ± 0.5 7.4 ± 2.2 16.7 ± 4.4
Patients with CRP > 
0.8 mg/dL Control  3 2 20 24 

 Ketamine 1 4 18 22 

TnT (ng/mL) Control  0.01 ± 0 0.14 ± 0.20 0.10 ± 0.05 0.09 ± 0.08

 Ketamine 0.09 ± 0.34 0.08 ± 0.06 0.16 ± 0.20 0.16 ± 0.21

CK-MB (ng/mL) Control  2.8 ± 0.7 6.1 ± 1.8 8.3 ± 3.45 6.2 ± 3.2 

 Ketamine 3.4 ± 1.3 5.5 ± 1.6 13.0 ± 14.5 8.8 ± 7.7 

WBC (103/µL) Control  7.2 ± 2.0 9.7 ± 3.8 11.1 ± 3.4 11.0 ± 3.2

 Ketamine 7.5 ± 2.3 10.4 ± 3.5 11.9 ± 3.1 11.2 ± 3.3

Neutrophil (%) Control  56.2 ± 12.7 78.4 ± 6.5 84.6 ± 4.5 81.2 ± 5.4

 Ketamine 56.2 ± 8.8 77.1 ± 7.5 84.7 ± 4.8 78.3 ± 5.7
Values are mean ± SD. T0: pre-induction, T2: 4 hrs after grafting completion, 

T3: post operative 1 day, T4: post operative 2 day, CRP: C-reactive protein, 

TnT: troponin T, CK-MB: creatine kinase-MB, WBC: white blood cell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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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 말초혈관수축제, 심근수축촉진제 및 혈관이완제의 

사용빈도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 기관내튜브의 발관 시간, 중환자실 

재원 기간과 총 재원일수는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Table 5. Post-operative Data  

 Control (n = 27) Ketamine (n = 26) P value 
Patients treated with     

vasopressors  15 20 0.217 
inotropic agents  1  3 0.608 
vasodilators  7 8 0.753 

Time to extubation (min) 835 ± 234 885 ± 251 0.456 

ICU day (day) 3.1 ± 0.7 3.0 ± 0.3 0.82 

Hospital day (day) 14.6 ± 3.4 13.1 ± 3.9 0.159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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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에서 OPCAB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마취유도 시 

단회정주한 저용량의 ketamine은 기존의 체외순환을 이용한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에서의 연구 결과와 달리,10 CRP 및 백혈구수와 

호중구백분율과 같은 염증반응인자들의 수치를 감소시키지 

못하였으며, 의미 있는 혈역학 효과 또한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는 

체외순환을 이용한 심장수술과 OPCAB 간의 염증반응 정도의 차이 

및 염증반응 기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심장수술 시 발생하는 염증반응은 수술 후 사망률과 이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며,1,2 염증반응의 많은 부분이 

체외순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체외순환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행이 증가하고 있는 OPCAB에서도 

중대한 염증반응이 발생할 뿐 만 아니라,11,12 염증반응의 정도가 

체외순환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에서와 유사하다는 보고들이 

있었다.13 또한  관상동맥우회술에서의 염증반응은 체외순환이 아닌 

수술 그 자체로 인한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는 부분이 더 크다는 

보고들도 있으나,14,15 아직까지 OPCAB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의 

염증반응을 감소시켜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임상 연구는 

진행된 바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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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mine은 여러 정맥마취제 중 항염증효과가 가장 확실하게 

알려진 약제로 특히 패혈증 모델 및 환자에서 항염증효과에 대한 

보고가 많이 있는데,9,16 항염증효과의 기전은 확실하지 않다. 

Ketamine이 염증매개인자를 억제하는 것인지, 항염증매개인자를 

유도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최근에 nuclear factor (NF)-κB의 

억제를 통해 항염증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었다. NF-κB는 

proinflammatory cytokines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물질로 

ketamine이 내독소에 의한 NF-κB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것이다.17 또한 

세포내의 calcium의 증가가 NF-κB를 활성화시키는데, ketamine이 이의 

증가를 완화시킨다고 한다.18 Ketamine은 NMDA-통로의 phencyclidine 

수용체에 결합하여 비경쟁적으로 glutamate 활성도를 억제시키며, 

non-NMDA glutamate 수용체, opioid 수용체, gamma-aminobutyric acid 

수용체 type A, nicotinic과 muscarinergic 수용체, sodium, potassium 

그리고 calcium 통로에 작용한다. 특히 L-type calcium 통로를 

억제한다는 점은 위의 이론을 뒷받침해 준다.19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ketamine의 항염증효과는 lipopolysaccharide에의 노출, 

심부전, 수술 스트레스 등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내 calcium 증가를 

완화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ketamine의 

항염증효과는 adenosine A2 수용체에 작용하여 adenosine의 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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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일어나며 이러한 효과는 용량비례적으로 발현된다는 보고도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ketamine의 항염증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임상에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CRP 및 백혈구수치를 측정하였는데, 여러 

염증반응 표지자 중 IL-6와 CRP는 전신적인 염증반응의 표지자로 잘 

알려져 있다. CRP는 간에서 IL-6의 자극에 의해 생성 되며, 염증반응 

급성기의 전염증성 물질일 뿐만 아니라, 외인성 CRP의 주입 시 여러 

염증반응을 유발시키고, IL-6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4 CRP 

증가가 급성 관상동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단기적인 예후를 

예측 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으며,5,6 수술 

전후의 CRP는 수술 예후 및 염증반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체외순환을 이용한 심장수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마취유도 시 ketamine을 단회정주하는 간단한 처치로 CRP를 포함한 

염증표지자의 증가가 감소되었다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달리 

OPCAB을 시행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ketamine군과 

대조군 간의 수술 후 CRP 및 단기 예후의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이의 원인으로는 먼저 OPCAB이 체외순환을 이용한 

심장수술과 달리 덜 침습적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염증반응 정도가 

적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체외순환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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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우회술에서 ketamine의 항염증반응을 보고한 이전의 

연구결과를 보면 ketamine에 의해 CRP 농도 증가가 대조군에 비해 

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이 본 연구 결과의 3배 이상 되었다는 

결과에서,10 체외순환 유무가 CRP의 증가 정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IL-6, troponin I와 serum cytokine level이 

OPCAB에서 체외순환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에서보다 유의하게 

낮음을 보고 한 연구결과도 있다.11 수술 후 CRP 및 cytokine 농도는 

관상동맥우회로술에 있어서 심근의 손상 정도와 관련이 있다.5,6 

이전의 체외순환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에서의 수술 후 CK-MB 

증가 값에 비해,11 본 연구에서의 수술 후 CK-MB 값은 매우 낮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염증반응 정도가 적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쥐에서 화상에 의한 패혈증을 유발한 후 

ketamine의 항염증효과 및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ketamine은 심한 화상 후 패혈증이 발생한 쥐에서는 

항염증반응을 나타냈으나 화상만 입은 쥐에서는 염증반응인자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항염증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16 따라서 

OPCAB에서의 염증반응이 체외순환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과 

차이가 없다는 일부의 보고도 있기는 하나,13 실제 심장수술에서 

체외순환이 염증반응에 기여하는 바는 외과적 자극과는 별도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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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며,21 ketamine의 항염증효과는 이러한 염증반응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달라져 본 연구에서는 ketamine의 항염증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ketamine이 내독소의 발현에 따른 염증반응을 

감소시키는 효과 및 superoxide anion의 형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TNF-α의 발현 억제를 통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22,23 그런데 

심장수술에서 TNF-α의 증가는 체외순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24 

OPCAB에서는 이의 발현 정도가 미약하다는 점도 본 연구에서 

ketamine의 항염증반응을 관찰할 수 없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5 하지만 체외연구 결과이기는 하지만 복부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마취유도 시 정주한 0.15 mg/kg의 ketamine이 

말초혈액단구세포에서의 lipopolysaccharide 자극에 의한 

염증반응인자의 증가를 억제시켰다는 보고도 있어 염증반응의 정도나 

경로만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26 또한 

고지혈증 치료제인 statin은 수술 전 복용이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CRP 수치를 낮추었으며,27 체외순환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는 환자에서 IL-6과 IL-8 및 정맥내피세포에 

중성구의 부착을 감소시켰다는 연구에서와 같이 항염증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이전의 연구에서는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와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에 포함된 대부분의 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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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군 간의 빈도의 차이 없이 statin을 수술 전에 복용하고 있었던 

점도 본 연구에서의 염증 인자 발현 및 ketamine의 항염증효과 발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Ketamine은 자율신경계를 통해 중추아드레날린성자극에 의해 

심혈관계를 자극하여 심박동수와 혈압 및 심장의 작업량을 

증가시키며 고용량에서는 카테콜라민의 신경원내흡수와 

신경원외흡수를 억제하여 직접적인 심근억제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관상동맥질환자의 마취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29 하지만 이러한 

ketamine의 혈역학적 효과는 용량을 감소시키면 줄일 수 있는데, 0.25  

mg/kg의 ketamine은 위약과 비교하여 혈역학적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있다.9 이전의 관상동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0.5 mg/kg의 

ketamine은 혈압감소를 줄인다는 것 외에는 의미 있는 혈역학적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도 마취유도 후 유의한 

혈역학적 차이는 두 군 간에 없었다. 다만 이식편 문합 4시간 후와 

수술 후 2일째의 심박동수가 ketamine을 사용한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마취 용량(2 mg/kg 정주)의 ketamine 단회정주 시 마취 

및 혈역학 작용시간이 10-15분임을 감안하면, ketamine의 심혈관계 

효과에 의한 부작용이라 보기는 어렵다. OPCAB 중에는 목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수축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ketamine의 심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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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알기 어려우나 사용된 혈관수축제의 양이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ketamine이 혈역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Ketamine은 성인환자에서 단독 마취제로 사용할 경우 정신 이상적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약제이다. 저용량의 ketamine을 

정주하였을 때 환각이 증가하였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이의 예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ketamine을 투여하기 전에 프로토콜에 따라 

midazolam을 정주하였고 ketamine 용량 또한 통상의 마취용량보다 

적은 양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CRP는 전신적인 염증반응의 광범위한 지표로 환자의 특징과 사용 

약제 및 여러 침습적 치료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30 본 연구에서 두 

군 간의 수술 전 치료 약제, 마취 및 수술 수기와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의 치료 지침을 통일하였다 하여도 다양한 개인적 

인자들이 CRP의 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심장수술 후의 CRP의 증가가 감염을 포함하여 합병증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에서의 증가 정도가 유사였다는 보고도 

CRP가 염증인자로서의 특이성이 떨어짐을 보여준다.31 따라서 

심장수술에서 수술에 따른 조직 손상 정도 및 체외순환에 따른 

염증반응의 정도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으며, 심벽의 운동장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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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의 허혈성 심근경색 발생과의 관련을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는 

IL-6나 TNF-α와 같은 cytokine을 관찰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도 있겠다.6 하지만 수술 후 CRP의 증가와 IL-6의 

증가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32 ketamine이 CRP의 농도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IL-6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TNF-α의 경우 

OPCAB에서는 그 증가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ketamine의 

항염증효과를 이를 통해 관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25 본 

연구에서는 0.5 mg/kg의 ketamine이 체외순환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에서 CRP 증가를 억제하였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에 

따라 ketamine의 정주 농도를 결정하였다.10 그러나 동물 실험에서는 

주로 고용량의 ketamine만이 항염증반응을 나타냈을 뿐 만 아니라,20,33 

ketamine의 항염증반응이 용량의존적이었음을 고려할 때,22 OPCAB에서 

ketamine의 항염증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적정 농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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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맥마취제 중 항염증효과가 비교적 확실하게 

알려져 있으며, 이전의 체외순환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염증반응의 표지자인 CRP의 증가를 억제하였다고 

보고된 ketamine이 OPCAB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도 항염증효과를 

나타내는 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0.5 mg/kg의 ketamine을 

마취유도 시 단회정주한 후 CRP 농도 및 혈역학 인자들을 마취유도 

전, 이식편 문합 4시간 후, 수술 후 1일과 2일째에 측정하여 대조군과 

비교하였는데 모든 측정 시기에서 ketamine의 항염증효과 및 혈역학 

효과는 관찰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OPCAB과 체외순환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 간의 염증반응 정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저농도의 ketamine은 OPCAB에서는 의미 있는 항염증효과 

및 혈역학 효과를 갖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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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Cardiac surgery using cardiopulmonary bypass is closely 

associated with systemic inflammatory reaction, which increases postoperative 

morbidity and mortality. Recently,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surgery 

without cardiopulmonary bypass (OPCAB) has been increasingly performed to 

reduce inflammatory activation and other deteriorative effects. However, 

evidences suggest that activation of inflammation still occurs and action should 

be taken to counteract to protract inflammatory state even in OPCAB. In 

previous studies, subanesthetic dose of ketamine has been reported to attenuate 

inflammatory response in patients undergoing cardiac surgery using 

cardiopulmonary bypas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single low dose of ketamine before anesthesia could reduce inflamm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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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and improve perioperative hemodynamics in patients undergoing 

OPCAB.  

Materials and Methods: Fifty-three patients who underwent OPCAB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 pati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receiving 

bolus of normal saline (Control group, n = 27) or receiving bolus of 0.5 mg/kg 

of ketamine (Ketamine group, n = 26) during induction of anesthesia. C-reactive 

protein (CRP), white blood cell (WBC) count, neutrophil percent, troponin T 

and creatine kinase-MB were measured at preinduction, 4 hours after grafting 

anastomosis completion, the first and second day after surgery. The use of 

inotropic agent and norepinephrine and hemodynamic data were also measured 

at the same time. 

Results: With the passage of time after surgery, CRP, WBC count and 

neutrophil percent significantly increased in both ketamine group and control 

group withou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diac enzyme levels between the groups. The 

amount and frequency of inotropic agents and norepinephrine were similar 

between the groups during perioperative period. Time to extubation, length of 

stay in intensive care unit (ICU) and duration of hospitalization were not 

different.  

Conclusions: Subanesthetic dose of ketamine treated during induction of 

anesthesia did not have protective effect, neither on inflammatory activation 

measured with CRP and WBC count nor on perioperative hemo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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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y in patients undergoing OPCAB. It seems to be associated with less 

degree of inflammatory reaction in this study than that of previous studies 

performed in patients undergoing cardiopulmonary by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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