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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와위에서 개흉술 및 일측폐환기 시 Amrinone 지속정주가
동맥혈 산소화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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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Intravenously Infused Amrinone on Arterial Oxygenation during Opened
Chest and One Lung Venitlation in Supine Position
Jong Yeon Park, M.D., Jae Woong Choi, M.D., and In Cheol Choi,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Seoul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Background: The effects of amrinone on oxygenation are not well known. We have studied the
effects of amrinone on oxygenation during one lung ventilation in supine position.
Methods: Twenty four patients scheduled for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and one-lung ventilation
were randomly assigned to control or amrinone group. Each group was consisted of 4 steps measuring
hemodynamic and oxygenation parameters. Step 1; two-lung ventilation (TLV), Step 2; one-lung
ventilation (OLV), Step 3; OLV with amrinone continuous infusion (0.5 mg/kg loading dose followed
by 5μg/kg/min continuous infusion), Step 4; TLV with amrinone continuous infusion. In the control
group, normal saline was infused instead of amrinone. Parameters were checked at the end of 30 minutes
after starting each step.
Results: OLV produced significant decreases in partial pressure of arterial oxygen and pulmonary
shunt fraction but significant increases in alveolar-arterial oxygen pressure difference (P ＜ 0.05).
Amrinone did not produce further changes in hemodynamic and oxygenation parameters.
Conclusions: We suggest that amrinone (0.5 mg/kg loading dose followed by 5μg/kg/min continuous
infusion) may not significantly influence on arterial oxygenation and shunt fraction during OLV in supin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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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흉부외과 수술기법의 발달로 다양한 수술이
전통적인 측와위 이외에 앙와위에서도 시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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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중 폐이식,

폐 용적 축소술,
5,6)

장동맥바이패스 수술

3,4)

최소 침습 심

등이 앙와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폐 부분 절제술 시 정중 흉골절개술이 권장
7)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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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술방법을 시행하면서, 이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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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튜브를 이용한 일측폐환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일측폐환기는 수술부위의 폐를 허탈시켜 수술시야
를 확보함으로써 수술 조작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
나 비환기폐로 인해 폐내단락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저산소혈증을 초래하게 된다. 저산소혈증에 대한 주
된 방어기전은 저산소성 폐혈관수축(hypoxic pulmo8)

nary vasoconstriction, HPV)이며,

이는 환기가 되지

않는 폐로 가는 혈류량은 줄이고 환기가 되는 폐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단락을 감소시킴으로써 심
각한 저산소혈증을 방지한다.

9,10)

Table 1. Demographic Data
ꠧꠧꠧꠧꠧꠧꠧꠧꠧꠧꠧꠧꠧꠧꠧꠧꠧꠧꠧꠧꠧꠧꠧꠧꠧꠧꠧꠧꠧꠧꠧꠧꠧꠧꠧꠧꠧꠧꠧꠧꠧꠧꠧꠧꠧꠧꠧꠧ
Control group
Amrinone group
(n = 12)
(n = 1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60.8 ± 10.0
59.3 ± 7.3
Sex (M/F)
6/6
7/5
Weight (kg)
71.3 ± 9.7
68.9 ± 7.4
Height (cm)
165.3 ± 8.6
162.5 ± 8.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ll values are expressed by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s.

일측폐 환기를 시

행 할 경우 측와위보다는 앙와위에서 동맥혈 산소분

박출계수가 50% 이하 또는 다른 판막질환이 동반된

압이 더욱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11)

경우는 제외하였다. 본원 윤리위원회의 승인하에 마

Amrinone은 phosphodiesterase III 억제제로써 심근

취전 환자면담 시 연구의 내용과 가능한 부작용에

산소소모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심박출량을 증가

대하여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였다. 두 군 간에

시킬 뿐만 아니라 이식혈관의 경축을 방지하여 수술

나이, 성별, 체중, 키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Table 1).

성공률을 높이며, 폐혈관 저항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전처치는 수술 90분 전에 midazolam 0.1 mg/kg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혈역학적 효과

경구투여 하였고 수술실에 도착하면 midazolam 2

에 대한 연구들에 비하여 amrinone의 산소화에 미치

mg을 정주 후 요골동맥에 20 G 카테터를 거치하여

12)

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속적인 동맥압 감시와 동맥혈 가스분석을 위한 혈

Amrinone은 심장의 수축력과 심박출량을 증가시켜

액채취의 통로로 사용하였다. Midazolam 10 mg과

서 조직관류를 증가시킴으로써 저산소혈증을 개선시

vecuronium 0.15 mg/kg을 정주하여 마취 유도를 하

킬 가능성이 있는 반면, 폐혈관 저항을 감소시키고

였으며 혈압을 관찰하면서 fentanyl 500－1,000μg을

폐혈관을 확장시켜서 저산소성 폐혈관수축을 억제하

정주하였다.

여 저산소혈증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일측폐환기를 위해서 이중관튜브를 삽관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관상동맥회로이식술을 시

기관 내 삽관은 여자는 35 Fr, 남자는 37 Fr 크기의

행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앙와위에서 개흉술 및 일측

좌측 이중관 기관 내 튜브(Bronchocath, Malinckrodt,

폐환기를 시행하면서 속가슴 동맥을 분리하는 과정

USA)를 사용하였고, 삽관 후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

에서 amrinone을 투여할 경우 나타나는 혈역학적 변

용하여 튜브의 위치가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환기는

화와 동맥혈 산소분압 및 폐내단락에 미치는 효과를

흡입산소농도를 100%로 유지한 상태에서 일회호흡

관찰하고자 하였다.

량은 실험기간 동안 10 ml/kg로 고정하였고, 분당
호흡수는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이 35－45 mmHg가

대상 및 방법

되도록 조절하였다.
우측 쇄골하정맥에 중심정맥 카테터를 거치하였

본원 흉부외과에서 안정 또는 불안정 협심증으로

고, 우측내경정맥에 폐동맥 카테터(Swan-Ganz cathe-

관상동맥회로이식술을 시행받는 46세에서 70세까지

ter)를 거치하여 중심정맥압, 폐동맥압 및 폐동맥쐐

의 환자 중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2, 3에

기압 등을 측정하였고 지속적 심박출 측정기(Vigi-

해당하는 환자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전 산

lance, Edward, USA)를 이용하여 심장박출계수(cardi-

소를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동맥혈 가스분

ac index)를 구하였다. 수술 중에는 흡입마취제를 쓰

석상 저산소혈증이나 과이산화탄소혈증을 나타내는

지않고 midazolam, fentanyl, vecuronium을 간헐적으로

환자는 제외하였으며, 폐기능검사상 비정상 소견을

투여하면서 마취유지 하였고, 투여되는 fentanyl과 수

보이는 환자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좌심실

액의 양을 이용하여 수술 중 동맥압은 수술 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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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치의 20%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였다. 개흉

입하는 시기로 하였다. 각 단계가 시작된 후 30분 후

후 이식편을 얻기 위해 좌측 전흉벽에 위치한 속가

에 동맥혈 및 혼합정맥혈 가스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슴 동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수술시야를 확보하기

일측폐환기 후에는 용수환기로 허탈된 폐를 충분히

위해 일측폐환기를 시행하였다.

팽창시킨 후 양측폐환기로 이행하였다. Amrinone (암

실험은 단계별로 동맥혈 및 혼합정맥혈에서 가스분

Ⓡ

리논 , 광명약품, 대한민국)은 부하용량으로 0.5 mg/kg

석을 하였다. 1단계는 마취유도 후 활력징후가 안정

을 10분간 주입하고 후에 5μg/kg/min의 속도로 지속

된 후에 양측폐환기를 시행하는 시기, 2단계는 좌측

주입하였다. 약물의 투여용량과 투여시기는 예비실험

폐를 허탈시키고 일측폐환기를 시행하는 시기, 3단계

의 결과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정하였다.

는 일측폐환기를 시행하면서 amrinone을 주입하는 시

대조군은 1단계에서 4단계에 걸쳐 실험군과 동일

기, 4단계는 양측폐환기를 시행하면서 amrinone을 주

한 과정으로 양측 또는 일측폐환기를 시행하면서 동

Table 2. Hemodynamic Parameters during Two Lung Ventilation and One Lung Ventilation with or without Continuous
Infusion of Amrinone
ꠧꠧꠧꠧꠧꠧꠧꠧꠧꠧꠧꠧꠧꠧꠧꠧꠧꠧꠧꠧꠧꠧꠧꠧꠧꠧꠧꠧꠧꠧꠧꠧꠧꠧꠧꠧꠧꠧꠧꠧꠧꠧꠧꠧꠧꠧꠧꠧꠧꠧꠧꠧꠧꠧꠧꠧꠧꠧꠧꠧꠧꠧꠧꠧꠧꠧꠧꠧꠧꠧꠧꠧꠧꠧꠧꠧꠧꠧꠧꠧꠧꠧꠧꠧꠧꠧꠧꠧꠧꠧꠧꠧꠧꠧꠧꠧꠧꠧꠧꠧ
Step 1
Step 2
Step 3
Step 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ontrol
Amrinone
Control
Amrinone
Control
Amrinone
Control
Amrinone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n = 12)
(n = 12)
(n = 12)
(n = 12)
(n = 12)
(n = 12)
(n = 12)
(n = 1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BP
128.0 ± 18.1 133.3 ± 14.9
126.8 ± 16.7 137.1 ± 12.6 135.7 ± 18.7 128.8 ± 21.3 127.3 ± 11.6 129.5 ± 17.6
(mmHg)
DBP
70.5 ± 15.9 68.2 ± 10.0
65.8 ± 10.7 70.4 ± 5.2
71.3 ± 10.2 66.5 ± 7.7
68.2 ± 3.6
67.3 ± 7.4
(mmHg)
MAP
91.2 ± 16.0 91.2 ± 12.5
87.0 ± 13.0 93.2 ± 7.4
92.7 ± 11.1 86.4 ± 10.6
89.2 ± 2.7
87.9 ± 10.3
(mmHg)
HR
58.7 ± 14.8 61.8 ± 13.4
75.0 ± 11.3 68.3 ± 12.3
74.8 ± 10.2 74.9 ± 15.7
68.5 ± 11.8 73.2 ± 16.5
(beats/min)
SPAP
31.0 ± 10.0 25.2 ± 5.8
31.0 ± 8.3
25.5 ± 5.1
31.2 ± 9.1
24.8 ± 4.9
27.5 ± 6.9
24.1 ± 4.4
(mmHg)
DPAP
15.3 ± 6.0
12.3 ± 2.8
16.0 ± 6.7
11.8 ± 3.8
16.8 ± 4.8
11.4 ± 3.2
14.2 ± 5.0
10.4 ± 3.6
(mmHg)
MPAP
21.2 ± 7.6
16.4 ± 4.4
23.2 ± 6.6
17.3 ± 3.4
22.8 ± 6.5
16.4 ± 3.5
19.3 ± 4.9
15.8 ± 3.0
(mmHg)
PCWP
15.2 ± 6.3
12.0 ± 3.6
16.2 ± 6.7
11.3 ± 4.3
16.3 ± 4.9
10.4 ± 3.9
14.3 ± 5.0
9.7 ± 3.4
(mmHg)
CVP
9.5 ± 2.5
7.7 ± 1.5
9.7 ± 2.8
7.3 ± 2.5
9.0 ± 3.2
6.8 ± 2.2
8.5 ± 2.8
6.6 ± 2.6
(mmHg)
CI
2.5 ± 0.4
2.5 ± 0.5
2.8 ± 0.4
2.6 ± 0.4
3.1 ± 0.8
2.8 ± 0.7
3.1 ± 0.9
2.7 ± 0.7
2
(L/min/cm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 amrinone group, step 1: two lung ventilation without amrinone infusion, step 2: one lung ventilation without amrinone
infusion, step 3: one lung ventilation with amrinone infusion (0.5 mg/kg loading dose followed by 5μg/kg/min continuous infusion), step 4: two lung ventilation with amrinone infusion. In control group, normal saline was infused instead
of amrinon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AP: mean arterial pressure, HR: heart rate,
SPAP: systolic pulmonary arterial pressure, DPAP: diastloic pulmonary arterial pressure, MPAP: mean pulmonary arterial
pressure, PCWP: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CVP: central venous pressure, CI: cardiac index. All values are
expressed by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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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혈 및 혼합정맥혈 가스분석을 하였으며, amrinone

차로 나타내었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

대신 생리식염수를 지속주입 하였다.

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단계에서 측정한 동맥혈 가스소견과 혈역학 지수
를 가지고 다음의 공식에 의해 폐내단락을 구하였다.

결

과

Qs/Qt = (CcO2 - CaO2)/(CcO2 － CvO2)
Qs: 션트된 혈류량
Qt: 심박출량

실험 중 동맥압은 수술 전 기준치의 20% 내에서
잘 유지되었다. 각 단계에서 동맥압, 심박수, 폐동맥

CcO2: 폐포 모세혈내 산소함량

압, 폐동맥쐐기압, 중심정맥압, 심장박출계수 등 혈

CaO2: 동맥혈내 산소함량

역학적 지표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Table 2).

CvO2: 혼합 정맥혈내 산소함량

산소화의 변화를 보면, 동맥혈 산소분압(mmHg)은

통계분석은 Sigma Stat (version 2.03) 프로그램을

1단계(437.0 ± 61.9), 4단계(389.4 ± 74.9)에 비해 2

사용하였다. 각 단계에서 대조군과 실험군간의 비교

단계(199.6 ± 66.3), 3단계(180.7 ± 65.8)에서 유의

는 Student t-test를 사용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시간

하게 감소하였으며(Table 2), 폐내단락(%)은 1단계(18

경과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one-way repeated

± 6), 4단계(26 ± 1)에 비해 2단계(34 ± 4), 3단계

measures ANOVA을 이용하였고 Tukey test를 사용하

(32 ± 7)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폐포-동맥

여 사후검정 하였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

혈 산소분압차[alveolar-arterial oxygen pressure differ-

Table 3. Oxygenation Parameters during Two Lung Ventilation and One Lung Ventilation with or without Continuous
Infusion of Amrinone
ꠧꠧꠧꠧꠧꠧꠧꠧꠧꠧꠧꠧꠧꠧꠧꠧꠧꠧꠧꠧꠧꠧꠧꠧꠧꠧꠧꠧꠧꠧꠧꠧꠧꠧꠧꠧꠧꠧꠧꠧꠧꠧꠧꠧꠧꠧꠧꠧꠧꠧꠧꠧꠧꠧꠧꠧꠧꠧꠧꠧꠧꠧꠧꠧꠧꠧꠧꠧꠧꠧꠧꠧꠧꠧꠧꠧꠧꠧꠧꠧꠧꠧꠧꠧꠧꠧꠧꠧꠧꠧꠧꠧꠧꠧꠧꠧꠧꠧꠧꠧ
Step 1
Step 2
Step 3
Step 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ontrol
Amrinone
Control
Amrinone
Control
Amrinone
Control
Amrinone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n = 12)
(n = 12)
(n = 12)
(n = 12)
(n = 12)
(n = 12)
(n = 12)
(n = 1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FIO2 (%)
1.0
1.0
1.0
1.0
1.0
1.0
1.0
1.0
PaO2
†
†
†
†
436.1 ± 54.2 437.0 ± 61.9 195.6 ± 52.4* 199.6 ± 66.3* 186.4 ± 55.8* 180.7 ± 65.8* 405.3 ± 90.2 389.4 ± 74.9
(mmHg)
PaCO2
34.5 ± 2.7
33.8 ± 4.4
37.9 ± 5.9
35.0 ± 5.2
37.2 ± 6.2
34.0 ± 5.9
36.1 ± 4.1
33.6 ± 4.3
(mmHg)
100
100
100
99.9 ± 0.2
100
99.4 ± 1.3
100
99.6 ± 1.5
SaO2 (%)
86.6 ± 2.7
85.5 ± 5.7
83.3 ± 3.6
82.1 ± 4.4
80.4 ± 4.3
76.0 ± 11.4
85.6 ± 5.7
85.8 ± 6.8
SvO2 (%)
Hb (g/dL) 11.8 ± 1.2
10.9 ± 1.5
11.5 ± 0.7
10.1 ± 1.6
11.0 ± 1.0
9.8 ± 2.3
11.2 ± 1.2
9.3 ± 2.0
PvO2
52.0 ± 5.3
53.9 ± 7.3
50.1 ± 5.1
48.5 ± 5.6
46.3 ± 4.9
45.2 ± 6.2
52.7 ± 8.4
52.8 ± 8.2
(mmHg)
†
†
†
†
Qs/Qt (%)
16 ± 5
18 ± 6
33 ± 5*
34 ± 4*
31 ± 5*
32 ± 7*
21 ± 6
26 ± 1
P(A-a)O2
236.4 ± 56.0 235.6 ± 67.4 473.4 ±55.6*† 472.4 ±68.4*† 483.4 ±56.7*† 492.3 ±67.9*† 265.5 ± 91.0 282.8 ± 76.1
(mmH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 amrinone group, step 1: two lung ventilation without amrinone infusion, step 2: one lung ventilation without
amrinone infusion, step 3: one lung ventilation with amrinone infusion (0.5 mg/kg loading dose followed by 5μg/
kg/min continuous infusion), step 4: two lung ventilation with amrinone infusion. In control group, normal saline was
infused instead of amrinone. FIO2: fraction of inspired oxygen, PaO2: partial pressure of arterial oxygen, PaCO2: partial
pressure of arterial carbon dioxide, SaO2: arterial oxygen saturation, SvO2: mixed venous oxygen saturation, Hb:
hemoglobin, PvO2: partial pressure of mixed venous oxygen. Qs/Qt: pulmonary shunt fraction, P(A-a)O2: alve†
olar-arterial oxygen pressure difference. *: P ＜ 0.05 compared to step 1, : P ＜ 0.05 compared to step 4. All values
are expressed by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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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e, P(A-a)O2, mmHg]는 1단계(235.6 ± 67.4), 4단

기를 시행하는 경우, 양측 폐가 동일하게 중력의 영

계(282.8 ± 76.1)에 비해 2단계(472.4 ± 68.4), 3단

향을 받으므로 양측 폐의 혈액관류에 있어서 의미

계(492.3 ± 67.9)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 ＜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0.05, Table 3), 대조군의 각 단계와 비교해서도 유의

를 시행하면 결과적으로 우좌 단락이 발생되어 동맥

한 차이는 없었다.

혈 산소분압은 감소하고 폐포-동맥혈 산소분압차는

2)

그러나 일측폐환기

2단계와 3단계 즉, 일측폐환기 상태에서 amrinone

증가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도 앙와위에서 일측폐환

주입 전 과 후 동맥혈 산소분압, 폐내 단락, 폐포-동

기를 시행한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은 437.0 ± 61.9

맥혈 산소분압차에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mmHg에서 199.6 ± 66.3 mmHg로 감소하였으며, 폐

그 외에 동맥혈 산소포화도, 혈색소 농도 등은 각

포-동맥혈 산소분압차는 235.6 ± 67.4 mmHg에서

단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대조군의 각 단

472.4 ± 68.4 mmHg로 증가하였다. 또한 폐내단락은

계와 비교해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18 ± 6%에서 34 ± 4%로 증가하였다(P ＜ 0.05,

실험기간 중 투여된 fentanyl은 amrinone 군에서

Table 3). 수술 중 흉막이 절개되면 동맥혈 산소분압

1,355 ± 289μg, 대조군에서 1,505 ± 332μg였고, 수

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는데,15) 이번 실험에서도 수

액은 amrinone 군에서 1,345 ± 355 ml, 대조군에서

술 중 흉막절개로 인해 동맥혈 산소분압이 110

1,575 ± 307 ml가 실험기간 중 투여되었으며, 두 군

mmHg 이하로 심하게 감소되는 경우는 실험에서 제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외하였다.
비의존 폐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고

찰

8,13)

기전은 저산소성 폐혈관수축이다.

측와위에서 일

측폐환기를 시행할 경우 비의존 폐로 가는 혈류는
저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앙와위에서 일측폐환

중력에 의해 이미 감소되어 있으므로 저산소성 폐혈

기를 시행하는 환자에서 amrinone 지속정주로 인해

관수축으로 인해 혈류는 더욱 감소하게 된다. 그러

나타나는 혈역학적 변화와, amrinone 주입이 동맥혈

나 앙와위에서는 양측 폐가 중력의 영향을 동일하게

산소분압 및 폐내단락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하였다.

받으므로 일측폐환기 시 혈류의 감소는 저산소성 폐

일측폐환기 중 amrinone을 부하용량으로 0.5 mg/kg

혈관수축에만 의존하게 된다. 동맥혈 이산화탄소분

을 10분간 정주하고 후에 5μg/kg/min의 속도로 지속

압이 상승되어 있을 경우 저산소성 폐혈관수축에 대

주입하였으나 동맥혈 산소분압 및 폐내단락의 유의

한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실험기간 중 동맥혈 이산화탄

16)

본 실험에서는

일측폐환기를 시행하는 환자에서 무기폐가 높은

소분압은 35－45 mmHg 범위 내에서 유지되었으므

비율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혈액 내 산소섭취량은

로 저산소성 폐혈관수축에 대한 동맥혈 이산화탄소

보존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저산소성 폐혈관

분압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중력

수축,10,13) 중력,2)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기계적 힘6,14)

은 국소적 폐혈류 분포를 결정하는 중요한 비의존적

등에 의한 폐내단락의 감소로 설명하고 있다. 측와

요소이다. 폐혈류가 재분포되는 정도는 폐동맥압, 폐

위에서 일측폐환기를 시행하면서 편측 폐를 환기로

정맥압, 기도내압의 국소적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

부터 격리시킬 경우 비의존 폐를 통해 필연적으로

다.17) 일측폐환기 시 의존 폐의 환기방식 또한 폐혈

우좌 단락이 발생되고 동맥혈 산소섭취가 감소하게

류 분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도내압이

9)

환기되지 않는 비의존 폐의 저산소 영역 내

높을 경우 폐혈관을 압박하게 되어 폐 혈류를 환기

에 있는 폐혈관들은 혈류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켜

되지 않는 무기폐 부위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러나

된다.

저산소성 폐혈관수축을 유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일측폐환기 시 의존 폐의 기도내압과 환기를 감소시

혈류가 비의존 폐에서 의존 폐로 전환되고, 비의존

키면 의존 폐의 폐혈관 저항이 감소되어 비의존 폐

폐 조직으로의 혈액관류가 능동적으로 감소되어 저

의 저산소성 폐혈관수축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9)

산소혈증을 완화시키게 된다.

9,13)

전신마취 중 앙와위에서 양측 폐에 기계적 조절환

본 실험에서는 일회호흡량을 실험기간동안 10 ml/kg
로 고정하였으며, 기도내압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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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양측폐환기 시 15－20 mmHg, 일측폐환기 시

산소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결과가 나타

20－30 mmHg 범위에서 유지되었으며 통계적으로

남을 볼 수 있다.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호흡양상으로 인해 폐혈

이번 실험에서는 앙와위에서 개흉술 및 일측폐환

류와 동맥혈 산소분압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되

기를 시행하며 저산소증이 유발된 상태에서 amri-

지 않는다.

none 지속 정주 후 동맥혈 산소분압과 폐내단락의
18)

Amrinone은 phosphodiesterase III 억제제로 성인과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으나, 심장지수, 동맥혈 산소

소아에서19) 심폐우회술 후 혈류 순환을 호전시키기

분압, 단락 등의 지표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되

위하여 자주 사용되고 있다. Phosphodiesterase III 억

지 않았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첫

제제는 교감신경경로와 무관하게 심근과 혈관에서

째, 이번 실험에서 사용된 amrinone의 용량이 충분하

c-AMP 치를 증가시켜 심근에서는 c-AMP 의존 단백

지 않아 저산소성 폐혈관수축을 둔화시키지 못하였

2+

키나아제(protein kinase)와 세포막을 통한 Ca 유입
20)

고, 심박출량을 충분히 증가시키지 못하여 저산소혈

전

증을 개선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저자들

신혈관에서는 평활근에 작용하여 혈관이완효과를 나

은 예비 실험에서 amrinone을 0.5 mg/kg 부하량 투여

을 활성화함으로써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키며,
21)

전신혈관에서 amrinone의 혈관이완효과에

후 10μg/kg/min 지속 정주하였으며, 이때 수축 기동

는 혈관 내피로부터 유래되는 산화질소도 관여한다

맥압이 90 mmHg 이하, 평균 동맥압은 60 mmHg 이

고 알려져 있다.22) Amrinone은 수축촉진제로서 심박

하로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 실험을 더 이상 진행하

출량 증가에 의해 산소전달을 증가시켜서 혼합정맥

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이번 실험에서는

타낸다.

혈 산소포화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지만, 한편으

amrinone 0.5 mg/kg 부하량 투여 후 5μg/kg/min 지속

로는 여타의 혈관확장제처럼 저산소성 폐혈관수축을

정주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Amrinone의 투여 용량

23-26)

이는 만

을 증가시키면 혈관확장으로 인해 혈압이 감소되어

성폐쇄폐질환 환자에서 저산소성 폐혈관수축의 강화

저산소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산소성

같은 보상작용으로 저산소증이 일부 개선되어진 상

폐혈관수축을 둔화시키고 단락을 더욱 증가시켜 동

태에서 amrinone 투여 후에 오히려 저산소증이 악화

맥혈 산소분압을 의미있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심박출량을 증가시켜 저산소혈증을

방해하여 단락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데,

Phosphodiesterase III 억제제가 산소화에 미치는 영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

향에 대한 보고를 보면, 심장동맥우회술 24시간 후

째, 실험군에 포함된 환자의 수가 적어서 의미있는

발관한 환자를 대상으로 amrinone을 저용량(0.75 mg/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상 환자

kg 부하량 투여 후 10μg/kg/min 지속 정주) 및 고용

의 수가 많아지면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량(2.25 mg/kg 부하량 투여 후 20μg/kg/min 지속 정

로 생각된다.

주)을 투여했을 때 용량에 비례하여 심장박출계수가

본 실험에서 개흉술 및 일측폐환기를 시행하면서

증가하더라도 혼합정맥혈 산소포화도는 변화하지 않

amrinone을 투여할 경우 나타나는 혈역학적 변화와

27)

만성폐쇄폐질환 환자와 폐성심 환

동맥혈 산소분압 및 폐내단락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

자를 대상으로 amrinone 1.0 mg/kg 정주 후에 폐동

하고자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

는다고 하였고,

맥압과 폐동맥쐐기압이 저하되었지만, 심박출량, 전

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robotic surgery가 개흉술

신동맥압 또는 동맥혈 가스 수치의 변화는 보이지

및 심장 수술 시 적용되고 있는데, 이때는 일측폐환

28)

그러나 다른 보고에서는 중환자에

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며, 또한 amrinone을 사용하

서 phosphodiesterase III 억제제인 milrinone의 10분간

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임상적 용량에서

부하량 투여 시 혼합정맥혈 산소포화도가 3－5% 증

amrinone이 동맥혈 산소분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가하고, 뒤따르는 점적투여로 충분한 혈장농도에 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

달한 후에는 심장박출계수와 산소전달을 증가시킨다

다. 본 논문에서 비록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

않았다고 했다.

29)

실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상태나 실험을

으나 임상적으로 amrinone 5μg/kg/min이 동맥혈 산

진행하는 방법에 따라 phosphodiesterase III 억제제가

소분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데 의의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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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앙와위에서 개흉술 및 일측폐환기를
시행하는 환자에게 이번 실험에서 사용된 amrinone
용량(0.5 mg/kg 부하량 투여 후 5μg/kg/min 지속 정
주)을 투여 시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
며, 더 많은 용량의 지속 정주 시 혈압 감소 등의
부작용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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