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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Hypoperfusion during manipulation of the heart in 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 (OPCAB) surgery may lead 

to postoperative neurological complications.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monitor cerebral function during OPCAB surgery.  

In this study, we compared regional cerebral oxygenation (rSO2) by near-infrared spectroscopy (NIRS) with jugular bulb venous 

oxygen saturation (SjvO2) and assessed whether rSO2 measured by NIRS could be an alternative method of SjvO2 during OPCAB 

surgery. 

  Methods:  A total of 20 patients who underwent OPCAB surgery were studied.  A fiberoptic catheter was placed in the right 

jugular bulb to measure SjvO2 while a cerebral oximeter based on NIRS, INVOS 5100B was used to monitor rSO2.  Radial arterial 

and jugular bulb blood samples were drawn simultaneously from baseline every hour during operation.  The values of rSO2 were 

compared with SjvO2 values.

  Results:  For all data points (n = 78) for all patients combined, rSO2 valu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jvO2 values 

(r = 0.513, P ＜ 0.0001).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arterial carbon dioxide and values of SjvO2 (r = 0.393, 

P = 0.0002) and rSO2 (r = 0.432, P ＜ 0.0001).

  Conclusions:  We concluded that NIRS correlates with SjvO2 in this patient popul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near-infrared 

spectroscopy may be useful in assessing cerebral oxygenation during OPCAB surgery.  (Korean J Anesthesiol 2008; 54: 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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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는 환자에 있어서 수술  뇌 

기능 손상으로 인한 술 후 신경학  이상은 아직도 해결해

야 할 요한 합병증으로,1,2) 상동맥 우회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약 22%에서 수술 후 인지장애가 발생하 다고 하

다.3) 체외순환 없는 상동맥 우회술(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OPCAB)은 체외순환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

화시키기 때문에 수술  뇌의 생성을 감소시켜 뇌 기

능손상을 감소시킨다고 하 다.4,5) 하지만 OPCAB수술에서 

술 후 뇌허 에 의한 국소 손상이 31% 정도에서 발생하

으며,6) 뇌 기능의 장기 인 후의 측면에서는 체외순환을 

시행한 상동맥 우회술과 차이가 없다고 하 다.7,8) 이러한 

이유로 OPCAB수술에서도 수술  뇌의 이상 유무를 발견

하기 한 감시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심장수술  뇌의 이상 유무를 알아내기 한 여러 가지 

방법  뇌의 산소 소모와 공  균형의 변화를 간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지 까지는 경정맥내에 직  카

테테르를 거치하여 경정맥구 산소포화도(jugular bulb venous 

oxygen saturation, SjvO2)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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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Sample size (n)  20

Gender (M/F)  15/5

Age (yr)  63.4 ± 9.2

Body weight (kg)  63.9 ± 8.5

Height (cm) 161.9 ± 6.9

Preoperative Hematocrit (%)   31.6 ± 10.2

Initial MAP at operating room (mmHg)   77.1 ± 12.8

Initial rSO2 (%)  59.1 ± 8.0

Values are mean ± SD. MAP: mean arterial pressure, rSO2: regio-

nal cerebral oxygen saturation.

Table 2. Hemodynamics during Operation

MAP (mmHg)  78.6 ± 12.3

CVP (mmHg)  9.9 ± 2.9

CI (L/min/m
2
)  2.5 ± 0.7

Hematocrit (%) 29.2 ± 5.9

PaCO2 (mmHg) 36.6 ± 7.3

Values are mean ± SD. MAP: mean arterial pressure, CVP: cen-

tral venous pressure, CI: cardiac index, PaCO2: arterial carbon 

dioxide tension.

그러나 이 방법은 침습 이며 카테테르를 경정맥구에 정확

히 거치하는 것이 필수 이다. 최근에는 근 외선 분 법

(near-infrared spectroscopy, NIRS)을 이용하여 비침습 으로 

뇌산소 포화도를 연속 으로 측정하는 장치인 뇌산소 포화

도 측정기(cerebral oximeter)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10)

  NIRS는 sensor를 통해 동맥, 정맥, 모세 을 모두 포함

하는 뇌조직의 혼합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지만 뇌조직 

액의 부분을 정맥 이 차지하고 있으므로,11) NIRS에 의해 

측정된 산소 포화도는 뇌정맥 산소 포화도를 부분 반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NIRS가 SjvO2를 치할 수 있는 

뇌 감시 장치인지에 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지만,12,13) 

NIRS와 SjvO2를 비교한 여러 보고들에서 둘 간의 의미 있

는 상 계를 가진다고 하 다.14-17)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

은 건강한 성인이나 소아환자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심장 수술을 시행한 성인 환자에서와 OPCAB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는 연구가 드물다.12,13) 

  이에 자들은 OPCAB수술을 시행한 환자 군에서 최근에 

비침습  뇌 감시장치로 각 받고 있는 INVOS 5100B 

(Somanetics, USA)을 이용하여 국소 뇌산소 포화도(regional 

cerebral oxygen saturation, rSO2)를 측정하여 SjvO2와 비교함

으로써 그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상  방법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병원 임상 윤

리 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사 동의서를 얻은 상동맥 

질환 환자로서 OPCAB 수술을 시행한 환자  NIRS와 

SjvO2 감시를 시행한 20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상

환자의 연령분포는 45세부터 77세까지 고, 남자는 15명, 

여자는 5명이었다(Table 1).

  마취  투약은 하지 않았고 수술실에 도착 후 심 도, 

맥박산소계측기, 압계, bispectral index (A-2000 BIS moni-

tor, Aspect medical system, USA)를 거치하 으며 우측 요골

동맥을 천자하여 침습  동맥압을 감시하 다. rSO2의 측정

을 해 cerebral oximeter (INOVOS 5100B, USA)의 탐식자

(probe)를 양쪽 썹에서 15 mm 상방에 BIS sensor부착 부

 바로 쪽에 좌우를 구별하여 부착시켰다. Lidocaine 40 

mg을 투여 후 propofol (DiprivanⓇ, AstraZeneca, UK)과 remi-

fentanil (UltivaⓇ, GlaxoSmithKline, UK)을 각각 1.0μg/ml, 

10.0 ng/ml로 infusion pump (Orchestra, Fresenius Vial, France)

를 사용하여 목표 농도 조  주입(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을 하기 시작하 으며 의식 소실을 확인한 후에 rocuro-

nium 50 mg을 정주하고 100% O2로 조  호흡 후에 기 내 

삽 을 시행하 다. 그 후 BIS값이 40에서 60 사이에 유지

되도록 propofol과 remifentanil의 용량을 조 하여 마취 유지

를 하 다. 수술  환자들은 가능한 역학을 정상 범 내

에 유지하 는데, 식도온도가 35oC 이상, 평균 동맥압은 60

80 mmHg, Hematocrit (Hct)은 2530%, 심박출지수는 2.0 L/ 

min/m2 이상 되도록 유지하 다.

  9 Fr 카테터(MACTM, Arrow, USA)를 우측 내경정맥에 삽

입하여 수액공 , 약물투약로  지속 인 심정맥압과 폐

동맥압  심박출량의 측정을 하여 사용하 다. SjvO2의 

측정을 해 우측 내경정맥에 머리쪽으로 5 Fr 도입자(CP- 

08503-A, Arrow, USA)를 삽입하고 이를 통해 4 Fr Double 

lumen oxymetry catheter (015HF4, Edwards Lifesciences, USA)

를 항이 느껴질 때까지 넣은 후 0.51 cm 정도 당기고 나

서 두경부 정면  측면 방사선 사진을 촬 하여 카테터의 

첨단부가 내경정맥구(jugular bulb)에 치함을 확인한 후 고

정하 다. 

  SjvO2의 값은 경정맥구에 치시킨 카테터로부터 액을 

천천히 채취하여 액가스 분석을 시행하여 측정하 다. 

rSO2는 수술  지속 으로 측정하 는데 마취 유도  탐

식자(probe)를 부착한 후 기록하 고, 마취 유도 후 경정맥

구 카테터를 거치한 직후와 그 후 매 1시간 마다 SjvO2의 

값과 같이 기록하 는데, 좌우값을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측정값으로 사용하 다. 한 같은 측정시 에 평균 동맥압

과 심 정맥압, 심박출량을 측정하 고 동맥 액가스 분

석을 시행하 다. 액가스 분석을 통하여 pH, PaO2, Pa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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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rrelation between rSO2 and SjvO2 in patients undergoing 

OPCAB surgery. Total 78 measures are drawn from 20 subjects. 

rSO2: regional cerebral oxygen saturation, SjvO2: jugular venous 

oxygen saturation, OPCAB: 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 Mean 

and 95% confidence limits around mean are shown. 

Table 3. Results of Single Regression Analysis

rSO2 SjvO2

R P value R P value

Hematocrit (%) 0.21 0.053 0.08 0.503

MAP (mmHg) ｝0.01 0.954 ｝0.16 0.195

CVP (mmHg) ｝0.01 0.963 0.13 0.252

CO (L/min) 0.20 0.109 0.19 0.160

BIS ｝0.04 0.739 ｝0.08 0.525

PaCO2 (mmHg) 0.43 ＜0.0001  0.39 0.0002

rSO2: regional cerebral oxygen saturation, SjvO2: jugular venous 

oxygen saturation, MAP: mean arterial pressure, CVP: central 

venous pressure, CO: cardiac output, BIS: bispectral index, PaCO2: 

arterial carbon dioxide tension.

 Hematocrit (Hct)을 측정하 다(Table 2). 수술 종료 후 

propofol과 remifentanil의 투여를 단하 고 환자는 기 내

삽  된 상태로 환자실로 이송되었으며 술 후 환자의 의

식 수 에 향을 미칠만한 투약은 시행하지 않았다. 술 후 

의식 회복 시간을 기록하 는데, 명령에 따르는 상태(obey- 

command)가 되는 시기를 의식 회복의 기 으로 잡았다. 술 

후 1주일째까지 신경학  이상 여부를 찰하 다. 기 

rSO2 값과 술  Hct, 나이, 몸무게, 키 사이의 상 계를 

분석하 고, 수술  두경부 자기공명 촬 술(MR Angio-

graphy of the head and neck) 검사상 뇌질환의 유무에 따른 

기 rSO2값의 차이를 비교 하 다. 한 수술  rSO2의 

값이 50% 이하로 감소하거나 기 rSO2값에 비해 20% 이

상 감소하는 것을 임상 으로 유의한 변화라고 하 는데,18) 

이러한 유의한 변화가 있었던 군과 유의한 변화가 없었던 

군 사이의 술 후 의식 회복 시간과 신경학  이상여부의 

차이를 비교하 다.

  측정된 자료의 통계학  처리는 SigmaStat program (version 

3.10, Systat software, USA)을 사용하 고, 측정치는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 다. rSO2의 군간 비교는 정규분포를 따

르는 지표들은 unpaired t-test를,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지

표들은 Mann-Whitney Rank Sum Test를 이용하 다. rSO2  

SjvO2와 다른 측정변수와의 상 계에 한 분석은 정규분

포를 따르는 지표들은 Pearson's correlation을, 정규분포를 따

르지 않는 지표들은 Spearman's rank order correlation을 이용

하여 검정하 다.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 으로 유의하

다고 하 다.

결      과

  20명의 OPCAB 수술을 시행한 환자로부터 총 78 의 

rSO2와 SjvO2 측정치를 분석하 는데 수술  rSO2와 SjvO2

는 서로 유의한 상  계(r = 0.513, P ＜ 0.0001)를 나타내

었다(Fig. 1). 수술  rSO2와 SjvO2의 변화는 Hct, 평균 동맥

압, 심 정맥압과 심박출량, BIS값의 변화와는 서로 상

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rSO2와 PaCO2, SjvO2와 PaCO2 사이

에는 서로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었다(Table 3). 

  기 rSO2 값과 수술  Hct (r = ｝0.01, P = 0.965), 나

이(r = 0.146, P = 0.538), 몸무게(r = 0.316, P = 0.175), 키(r 

= ｝0.123, P = 0.606) 사이에는 유의한 상 계가 없었다. 

수술  뇌질환이 있는 군(n = 9)에서 60.7%, 뇌질환이 없

는 군(n = 11)에서 57.7%로 두군 사이의 기 rSO2값의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P = 0.415). 한 술 후 의식 회복 시간

은 수술  rSO2값의 유의한 감소가 있었던 군(n = 6)에서

는 243.3분, 유의한 감소가 없었던 군(n = 14)에서는 159.2분

으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P = 

0.201) 술 후 신경학  이상을 보인 환자는 없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 OPCAB 수술  rSO2와 SjvO2는 서로 유의

한 상  계를 나타내었고, rSO2의 변화는 PaCO2의 변화와 

상 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수술  rSO2값의 유의한 

감소 유무가 술 후 의식 회복 시간과 신경학  이상여부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는 환자에 있어서 수술 후 

체 인 사망률  이환율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신경학  



 한마취과학회지：제 54 권 제 1 호 2008 

50

합병증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3) 수술 후 신경학  

합병증의 원인으로 수술 환자들의 고령화, 공기, , 가

스, 지방, 소 이나 세포응집체에 의한 색 증, 염증 반응

으로 인한 뇌 부종, 부 한 뇌 류 등이 보고 되고 있

는데,1,19,20) 특히 색 증과 장시간의 체외 순환 등이 뇌기능 

손상과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체외 순환으로 인한 신경학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해 

체외 순환을 이용하지 않는 OPCAB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고 험군 환자에서 그 시행빈도가 증가되고 

있다.21) OPCAB수술이 뇌기능에 유용한 효과를 미치는지에 

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BhaskerRao 등은22) 체

외 순환을 시행하여 상동맥 우회술을 실시한 환자에서 

OPCAB수술을 시행한 환자에 비해 뇌기능 이상의 발생빈도

가 많았는데 체외 순환  발생된 색 으로 인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 다. 이에 반해 Lund 등은8) OPCAB

수술을 시행한 환자와 체외순환을 시행하여 상동맥 우회

술을 시행한 환자 사이에 뇌 기능의 장기 인 후는 차이

가 없다고 하 다. 이는 OPCAB수술이 체외 순환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색 증의 험은 감소시키지만 수술  심

박출량의 감소로 인한 뇌 류의 감소로 인해 수술 후 뇌 

기능 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23) 이

러한 이유로 OPCAB수술에서도 수술  뇌의 이상 유무를 

발견하기 한 감시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심장수술  뇌의 이상 유무를 알아내기 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 부분은 뇌의 류역학을 

감시하거나 뇌의 기 인 활동도를 감시하는 것이다. 그 

 SjvO2는 뇌 체의 산소 공 과 소모의 균형을 반 하

는 간 인 지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침

습 이며 경정맥구에 카테테르를 정확히 거치해야 한다.9) 

  NIRS는 비침습 으로 간편하게 뇌산소 포화도를 연속

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으로 인해 최근에 뇌 감시 

장치로서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다.10) 그러나 이러한 장 에

도 불구하고 개체간 변이가 심하여 정상치를 제시할 수 없

고 NIRS로 측정된 rSO2값의 정확성을 비교할 만한 표 값

(gold standard)이 없다는 단 들로 인해 NIRS의 사용이 제

한 받고 있다.24) 정상값이 없다는 단 으로 인해 NIRS을 효

과 으로 이용하기 해서는 rSO2의 값 자체를 감시하기 보

다는 그 변화의 추세를 감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여

러 연구에서 rSO2값이 3540% 이하로 감소하거나 기 값에 

비해 20% 이상 감소할 경우 뇌허  가능성에 해 인지하

고 이에 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하 다.10,25) NIRS로 측정

한 rSO2값의 정확성을 비교할 만한 표 값은 재 없는 상

태인데, 임상 으로 가장 근 한 표 값이라고 할만한 것은 

경정맥구에서 측정된 SjvO2라고 할 수 있다.24) 이러한 이유

로 인해 여러 임상 인 상황에서 rSO2값과 SjvO2값을 비교

하여 rSO2값의 정확성  유용성에 해 평가한 연구가 이

루어져왔다.12-17) NIRS에 의해 측정된 rSO2값은 두엽의 국

소 인 뇌 조직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SjvO2는 뇌

의 반 인 산소 포화도를 반 하는 것이므로 서로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수술  NIRS로 측정한 rSO2값과 

SjvO2사이에 의미 있는 상 계를 보인다면 비침습 인 

NIRS 장치를 침습 인 SjvO2를 신하여 뇌의 이상 유무를 

알아내기 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rSO2값과 SjvO2값을 비교한 연구  건강한 자원자들에서 

둘 사이의 계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둘 사이에 강한 상

계가 있다고 하 다.14,17) 이 연구들에서 rSO2와 SjvO2사이

에 가까운 일치율을 보인다고 하 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뇌조직의 액의 75%를 정맥 이 차지한다고 가정하

다. 이처럼 NIRS로 측정된 rSO2는 정맥 과 동맥 이 3：1

의 비율로 혼합된 상태의 산소 포화도를 반 하므로 정맥

의 산소포화도만 반 하는 SjvO2보다 높은 값을 가진다. 

하지만 Watzman 등은11) NIRS에 의해 측정되는 뇌 조직의 

동맥   정맥 의 비율이 사람마다 다양하다고 하 고, 

재의 기술로는 NIRS의 두개외 오염을 완 히 배제할 수

는 없다고 하 다. Daubeney 등은15) 소아 환자에서 rSO2와 

SjvO2사이에 의미 있는 상 계를 보인다고 하 는데 1세 

이하의 환아에서 더 높은 상 계를 보인다고 하 다. 하

지만 어른 환자에서는 수술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 는데, 

체온하에 체외순환을 시행한 환자군에서는 rSO2와 SjvO2

사이의 상 계가 약하거나 수술  뇌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NIRS가 SjvO2를 체할 수 없다고 하

다.13,26) 체외순환을 시행하지 않은 어른 환자에서 둘 사이의 

계를 연구한 것은 드문데 본 연구결과 OPCAB 수술을 시

행하는 환자에서는 rSO2와 SjvO2사이에 의미 있는 상 계

를 보 다. 이는 소아 환자에 비해서는 낮은 수 의 상

계를 보 지만 체외순환을 시행한 어른 환자에 비해 높은 

수 의 의미 있는 상 계라 할 수 있다. 소아 환자에서 

둘 사이에 더 높은 상 계를 보이는 것은 어른과 달리 

소아에서는 두개골의 두께가 얇고 두 개의 크기가 작으므

로 근 외선이 뇌피질뿐만 아니라 뇌 백질을 포함하는 더 

깊은 뇌조직까지 침투하여 측정하므로 NIRS값이 SjvO2값에 

더 근 한 것으로 사료된다.15) 체온하에 체외 순환을 시

행한 어른 환자에서 둘 사이에 상 계를 보이지 않는 것

은 체외순환을 시행한 경우 rSO2는 액 희석에 의해 더 큰 

향을 받고,27) 체온을 시행할 경우 뇌 조직 내 정맥 과 

동맥 의 분포에 변화가 생겨 뇌 체의 산소 공 과 소

모의 균형을 반 하는 SjvO2에 비해 rSO2가 더 큰 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13,15) 하지만 체외순환을 시행

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향을 주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둘 사이에 상 계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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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RS에 의해 측정된 rSO2는 뇌 류량과 뇌 사량뿐만 아

니라 다른 여러 요소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10) Yoshitani 

등은27,28) SjvO2와는 달리 rSO2값은 수술  색소의 농도, 

두개의 두께(skull thickness), 뇌척수액 등에 의해 향을 받

는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rSO2와 SjvO2의 변화는 Hct, 평

균 동맥압, 심 정맥압과 심박출량에 의해 향을 받지 않

았는데 이는 이 수치들이 수술  정상 범 를 유지하 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PaCO2에 의해 rSO2와 SjvO2값이 

향을 받았는데 이는 수술  PaCO2가 다른 요소들 보다 

더 민감하게 뇌 류량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OPCAB 수술 시 PaCO2를 정확히 조 하는 것이 

수술  뇌 류량을 유지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을 추측

되나 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으로 OPCAB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에서는 rSO2와 

SjvO2사이에 의미 있는 상 계를 보 으므로 체외 순환을 

시행하는 심장 수술에서와는 달리 NIRS가 뇌 산소포화도

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있어 유용한 뇌 감시 장치인 것으

로 생각된다. 하지만 향후 OPCAB 수술  역학  변화

가 있을 때의 rSO2의 변화 양상  SjvO2와의 상 계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NIRS의 임상 인 유용성에 

한 규모의 향 인 임상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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