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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roduction to Bispectral Analysis for the
Electroencephalogram and Bispectral Index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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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뇌파를 단순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신경학적

몇 가지 신호처리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기술

질환, 술중 마취 효능 및 뇌허혈 진단 등 여러 분야

들의 개발 목적은 뇌파를 단순화시켜서 분석함으로

에 이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몇 가지의

써 신경학적 질환, 술중 마취 효능 및 뇌허혈의 진

신호처리 된 뇌파 파라미터들이 특정 분야에서 제한

단 등 여러 분야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록

적으로 성공을 거두기는 했으나 표준으로 받아 들일

몇몇 신호처리된 뇌파 파라미터가 특정 분야에 제한

만 한 것은 아직 없다. 그 이유는 흔히 사용되는 신

적인 성공을 거두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표준으로 받

호처리 기술이 뇌파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아 들일 만한 것은 아직 없다. 이것은 신호처리 기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술들이 뇌파의 모든 통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는 못

파워 스펙트럼 분석(power spectral analysis)은 위상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phase)에 관한 정보는 무시한 채 주파수(frequency)

뇌파는 뇌의 전기적인 활동을 나타내 주는 복잡한

에 대한 파워의 분포만 정량화 한다. 또한 파워 스

신호이다. 다른 신호들과 마찬가지로 뇌파 또한 일

펙트럼 분석은 신호가 선형적인(linear) 과정에서만

련의 사인 곡선(sinusoids)으로 쪼갤 수 있다. 대부분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신호 각 요소(components)

의 신호처리 된 뇌파 파라미터들은 사인 곡선의 진

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위상연동(phase cou-

폭(amplitude)을 주파수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 주는

pling)을 무시한다. 위상연동은 중추신경계 같은 비

파워 스펙트럼 분석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선형적인(nonlinear) 곳에서 발생되는 신호의 공통적

파워 스펙트럼 분석은 사인 곡선들 사이에 있을 수

인 특성이다.

있는 관계(relationship)를 정량화 하지는 못한다. 이

여기서는 뇌파 신호 각 요소들 간의 위상연동 정

러한 요소 간 관계는 뇌와 같은 비선형적인 시스템

도를 정량화 하는 신호처리 기술인 바이스펙트럼 분

에서 발생되는 신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뇌파

석(bispectral analysis)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바

를 파워 스펙트럼 분석할 경우 사인 곡선들 사이에

이스펙트럼 분석의 기초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관계를 명백하게 무시하게 된다.

바이스펙트럼 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파워

거의 대부분의 생물학적 시스템들은 상당 정도 비

스펙트럼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비교하고자

선형적인 행태를 보인다. 특히 뉴런 활동의 비선형

한다. 또한 바이스펙트럼 지수(bispectral index)의 개

적 특성 때문에 뇌파 신호는 매우 복잡한 역학(dy-

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모델

namics)을 지니게 된다. 뇌파는 마취제, 신경계 약물,

의 신호나 대표적인 임상 케이스를 바이스펙트럼 분

허혈, 저체온, 기타 뇌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

석을 시행하여 결과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변화에 의하여 크게 변한다. 이러한 비선형적 변화
의 어떤 면을 감지하고 정량화 할 수 있는 분석기술

서

은 뇌파의 역동적인 구조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을

론

것이다. 바이스펙트럼 분석은 선형적인 발생과정 변
최근에 뇌파의 변화를 좀 더 잘 분석할 수 있는

화뿐만 아니라 비선형적인 발생과정 변화 때문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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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신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신호처리 기술이

신호의 통계적인 특성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

다. 따라서 바이스펙트럼 분석은 파워 스펙트럼분석

는다면 그 신호가 정적(stationary)이라고 한다. 정적

보다 뇌 활동성의 미묘한 변화를 정량화 하는데 더

인 신호는 간단한 수학적 함수(요소, components)들

적합하다.

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신호의 모든 정보

바이스펙트럼 분석은 1960년대 초 해류 파동 운동

를 여기에 담을 수 있다.

(ocean wave motion), 대기압 변화, 지진 활동, 태양

N-1

흑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지구물리학자들이 처음으로

x(k) ∑ a n φ n (k)
n= 0

(1)

도입하였다. 초기에는 각성 상태와 수면 상태를 포

k = 0, 1, .., M-1

함한 몇몇 상태에서 뇌파의 주파수 간 연동(interfre-

x(k): 신호

quency coupling)을 연구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φn(k): 전체 N개의 요소(components) 중 n번째 요소

바이스펙트럼 분석은 컴퓨터가 고사양이어야 하기

an: n번째 요소와 연관된 계수(coefficient)

때문에 십여 년 동안 군사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 함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

연구 업적이 없었다. 최근에는 고사양의 컴퓨터를

다. 그러나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사인(sine) 및

싼 값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바이스펙트럼

코사인(cosine) 파형(wave) 즉, 사인 곡선(sinusoids)이

분석을 이용한 새로운 뇌파 연구 분야가 나타나게

다. 어떤 신호를 사인 곡선의 합으로 나타낸 것을

되었다. 이 중에는 다중 전극으로부터 기록된 뇌파

Fourier 시리즈라고 한다.

에서의 비선형적 관계에 대한 연구, 마취 효과의 평

사인 곡선(Sinusoids)

가, 여러 가지 생리적 조건 하에서 뇌파변화에 대한
연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바이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하면 파워 스펙트럼 분석으로는 얻을 수

사인 곡선은 진폭(amplitude), 주파수(frequency), 위

없는 유용한 정보들을 추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

상각(phase angle)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 정의된다.

여 주었다. 앞으로 신호처리의 기본적인 요소들과

뇌파의 경우, 진폭의 단위는 μV가 가장 흔하게 사

용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Fourier 분석,

용되고 있다. 위상각 θ는 사인 곡선의 시작 시간이

파워 스펙트럼 분석, 바이스펙트럼 분석에 대하여

시간 0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낸다. θ는

차례로 기술할까 한다.

사인 곡선이 출발점에 비하여 시간적으로 얼마나 이
동하였는가를 나타내며 전체 주기(cycle)에 대한 분

신호와 샘플링(Signals and Sampling)

율로 나타낸다. 위상각의 단위는

o

o

이며, 0 -360

o

사

o

이의 값을 가진다. 위상각 360 는 한 주기를 완전히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것을 샘플

돌았음을 의미한다.

링(sampling) 혹은 디지털화(digitizing)라고 한다. 뇌파

진폭 A, 주파수 f, 위상각 θ인 사인 곡선은 A․

를 신호처리 하는데 사용되는 디지털 신호분석 시스

sin (ft+θ)(t: 시점)으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Fig. 1

템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뇌파 샘플을 연속적으로

은 A = 1μV, f = 1 Hz, θ = 0 인 사인 곡선이다.

수집한다. 예를 들어, 샘플 간 시간 간격이 ∆t이고 수

Fig. 2는 진폭과 주파수는 같으나, θ = 90 (즉, 1/4

집된 자료 내 특정 분절(segment)의 샘플수가 M개라

주기)인 사인 곡선이다. 사인 곡선은 크기(magni-

면 뇌파 신호 x의 연속적인 샘플들은 x(k․∆t)로 표시

tude)와 방향(direction)을 가지는 벡터(vector)로 나타

될 수 있고 이때 k = 0, 1, 2, ··, M-1이다. 이것은

낼 수 있다.

o

o

벡터의 크기(길이)는 사인 파형(sine wave)의 진폭

0․△t, 1․△t, 2․△t,........., (M-1)․∆t 시간에서의

22로 나눈 값이다( A/ 22). 벡터의 방향은 위상각

뇌파 신호 x의 값을 의미한다. 샘플링 된 전체 뇌파

을

자료는 x(k)로 표시할 수 있으며, x(k)는 순차적인

θ이며 수평축에서 시계반대 방향으로 측정된다. 벡

epoch (동일 시간 분절)들의 시리즈로 나눌 수 있다.

터의 크기와 위상각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epoch들은 서로 중첩될 수도 있고 연속적일

실수축(real axis)과 허수축(imaginary axis) 상에서 벡

수도 있다.

터를 분해하여 선을 그어 봄으로써 시각적인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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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크기 A / 2 , 위상각 θ인 벡터.

o

Fig. 1. 진폭 1, 위상각 0 인 사인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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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진폭 1, 위상각 90 인 사인 곡선.

가능하다.
단순하거나 복잡하거나에 상관없이 거의 어떠한

0.50

0.75

Time (secs)

Fig. 4. 위의 사인 곡선 5개는 주파수가 1, 2, 3, 4, 5
Hz인 요소이며 각각의 진폭은 1, 1.5, 1, 2, 1.5이다. 맨
아래 곡선은 5개의 사인 곡선 요소들을 합한 것이다.
o
o
즉, x(k) = 1 sin(k + 90 ) + 1.5 sin(2k + 270 )+1
o
o
sin(3k + 315 ) + 2 sin(4k + 0 ) + 1.5 sin(5k +
90o)

연속적인 신호라도 다 만들어 내기 위하여 사인 곡
선은 Fourier 시리즈의 기초 벽돌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원하는 신호가 될 때까지 다양한 진폭, 주파수,
위상각을 가진 사인 곡선 요소들을 더하거나 뺄 수

k = 0, 1, 2, .., M-1
신호 x(k)는 이 사인 곡선 요소들의 합으로 이루어
진다.

있다. 독립적인 사인 곡선 요소(independent components,
fundamentals)가 서로 합쳐질수록 신호는 점점 복잡

Fourier 변환과 파워 스펙트럼분석(Fourier

해진다. Fig. 4는 5개의 사인 곡선이며

Transform and Power Spectral Analysis)

5

x(k) = ∑ bn sin(nf0k+θn)
n= 1

(2)

신호를 Fourier 시리즈로 전환시키면 사인 곡선 요

n = 1, 2, 3, 4, 5

소 별로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정량적 뇌

주파수 = 1, 2, 3, 4, 5 Hz (f0 = 1)

파 분석의 공통 개념이며, 뇌파를 delta, theta, alpha,

진폭(bn) = 1, 1.5, 1, 2, 1.5

beta 밴드 같은 주파수 대역(frequency bands)을 가지

위상각(θn) = 90o, 270o, 315o, 0o, 90o

고 흔히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신호를 Fourier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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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의 사인 곡선 요소들의 진폭과 주파수로 나타내도

4

록 전환시키는 것을 Fourier 변환이라고 한다.

파수의 함수인 주파수 계열(frequency domain) 신호 X(f)
로 전환한다. 샘플링 된 신호 x(k)의 Fourier 변환은 다

2

시 계열(time domain) 신호 x(t)를 진폭이나 파워가 주

Power (µV )

Fourier 변환은 진폭 혹은 파워가 시간의 함수인
2

음과 같이 정의된다.
2 M - 1 x(k)e-ik2πf
(3)
M ∑
k= 0
결과적으로 Fourier 변환 X(f)는 불연속적인 일련의
X(f) =

0

0

1

2

3

값으로 구성되며 이 값들은 각각 특정 주파수 요소
f에 대응된다. X(f)의 주파수 범위는 0 - fs/2 Hz이

4

5

6

7

8

9

Frequency (Hz)

Fig. 5. Fig. 4의 합쳐진 신호의 파워 스펙트럼.

다. fs는 samples/sec 단위의 샘플링 속도(samplingrate)
이다. 공식 3에서 계산된 Fourier 변환은 양과 음의

라서 X(f)를 역 Fourier 변환(inverse Fourier trans-

주파수 모두를 가지게 되나 편의상 양의 주파수만

form)하면 원래의 신호 x(k)를 X(f)로부터 얻을 수

취한다.

있다.

X(f)의 주파수 해상도(frequency resolution)는 X(f)의 값

Fourier 시리즈에서 각 사인 곡선 요소들의 파워는

들이 서로 몇 Hz씩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워 스펙트럼(power spectrum) P(f)를 계산해 보면

서 fs/N Hz로 표시되며 N은 신호 x(k)의 전체 샘플 수

알 수 있다.

이다.

2

P(f) = ︳X(f) ︳

(4)

예를 들어 x(k)가 4초간의 자료이고 fs = 100 samples/

뇌파 자료는 일반적으로 epoch들로 분할할 수 있

sec이면 N = 400이 되며, X(f)의 주파수 범위는 0 -

으며 모든 epoch들의 파워 스펙트럼을 평균하여 전

50 Hz, 주파수 해상도는 0.25 Hz이다. 따라서 X(f)의

체 뇌파 자료의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한다. 이렇게

각 값들의 순서는 X(0.00), X(0.25), X(0.50), .......

하면 주파수 해상도가 낮아도 수용할 만한 정도가

X(50.00)이 될 것이다.

되면서 파워 스펙트럼의 분산(variance)이 감소된다.

Fourier 변환된 신호 X(f)가 이 주파수 범위로 제한

파워 스펙트럼에는 파워와 주파수 정보만 있으며

되는 것은 샘플링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기 때문

위상각에 대한 정보는 없다. Fig. 4의 신호들을 합하

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인 곡선을 찾

여 파워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 Fig. 5이다. 각각의

아내기 위해서는 한 주기 내에서 최소한 두개 이상

사인 곡선 요소의 주파수에서만 파워가 0이 아니다.

의 샘플 지점이 필요한데, 샘플링 속도가 느려서 한

파워 스펙트럼은 중추신경계의 변화에 대한 반응으

주기 내에서 최소한 두 샘플 지점을 찾을 수 없을

로 파워의 절대값과 분포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조

경우, 디지털화 된 사인 곡선은 원래의 아날로그 신

사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따라서 중추신경계의 변

호보다 느린 것처럼 보이게 된다. 즉 샘플링 속도가

화를 감시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깨

느리면 빠른 아날로그 신호가 느린 디지털 신호로

어 있는 정상인에서 뇌파는 대부분의 파워가 alpha

전환된다. 이러한 aliasing artifact (Fourier 변환에서

(8-13 Hz)와 beta (14-30 Hz) 대역에 있으나 마취

고주파수의 사인 곡선 요소가 저주파수 사인 곡선

제를 투여하면 이보다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파워의

요소로 잘못 나타나게 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

분포가 이동된다.

호의 주파수 범위는 fs/2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
는 일반적으로 신호 획득 과정에서 low-pass 필터를 사

위상연동(Phase Coupling)

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주파수 범위가 0 - fs/2 Hz 로
제한만 된다면 Fourier 변환된 신호 X(f)는 원래의 샘플

비선형 시스템은 사인 곡선적인 입력 신호에 대한 반

링 된 신호 x(k)의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따

응으로 흔히 종속적인 사인 곡선 요소(dependent com-

노규정：An Introduction to Bispectral Analysis for the Electroencephalogram and Bispectral Index 79

2

1

y (k)

Fig. 6. 단순한 비선형 시스템의 예. *시스템으로의 입력신
호 x1(k)에 대한 출력을 γ1(k), 입력신호 x2(k)에 대한 출력은
γ2(k)라고 가정하자. 이때 입력신호 a․x1(k)+b․x2(k)에 대
한 출력이 a․γ1(k)+b․γ2(k)일 경우에만 이 시스템은 선
형적이라고 정의한다.

2

x

Power (µV )

x (k)

ponents)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Fig. 6처럼 출력 γ

0

(k)가 입력 x(k)의 제곱인 단순한 비선형 시스템이 있다

0

2

4

6

고 가정하면
2

γ(k) = x (k)

(5)

만약 입력 신호가 각각 주파수 f1, f2이고 위상각이
θ1, θ2

(위상각은

무작위적(random)이며

독립적(inde-

8

10 12 14 16 18

Frequency (Hz)

Fig. 7. 공식 6과 7의 신호 γ(k)와 γ1(k)의 파워 스펙트
럼. 이 신호들은 Fourier 변환을 하기 전에 평균값이 0이
되도록 조절되었다.

pendent))라면, 출력신호는 다음과 같다.
입력: x(k) = cos(f1k + θ1) + cos(f2k + θ2)

γ1(k) = 1+cos (f a k+θ a )+cos (f b +θ b )+

출력: γ(k) = 1 + cos[f1 + f2)k + (θ1 + θ2)] +
cos[(f1 - f2)k + (θ1 - θ2)] + 1/2 cos(2f1k
+ 2θ1) + 1/2 cos(2f2k + 2θ2)

(6)

1
1
(7)
cos (f c k +θ c ) +
cos (f d k+θ d )
2
2
f a = f 1 + f 2 , f b = f 1 -f 2 , f c = 2f 1 , f d = 2f 2
θa,

γ(k)의 주파수 요소 f1 + f2, f1 - f2, 2f1, 2f2는 f1,

θb,

θc,

θd는

무작위적이고

독립적(random

and independent)

f2에 종속적이다. 입력신호 사인 곡선 요소들을 곱하

신호 γ1(k)는 위상연동된 신호 γ(k)와는 전혀 다른

기(더하기나 빼기 제외) 등을 함으로써 나오는 출력

위상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파워 스펙트럼은 위상연

신호의 사인 곡선 요소들을 intermodulation products

동된 신호(phase-coupled signal)와 동일하다(Fig. 7은

(IMPs)라고 한다. IMPs가 아닌 출력신호 사인 곡선

이 두 신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 개의 스펙트럼만

요소는 fundamental이라고 하며 본 예에서는 funda-

보인다). 이 두 신호가 근본적으로 다른 과정으로부

mental은 없다. 즉, IMPs 사인 곡선 요소가 있으면

터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파워 스펙트럼으로는 구분

위상연동이 되었다고 말하며 이러한 과정을 이차 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위상에 대한 정보가 무시되었

상연동(quadratic, or second-order phase coupling)이라

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모든 위상연동 정보를 억제하

고 한다.
위상연동은 비선형 시스템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외부자극에 대한 신호 내부의 위상연동 정도와 위상

는 효과를 가진다. 신호에서 위상연동의 정도를 특
성화 하려면 바이스펙트럼 분석(bispectral analysis)을
사용하여야 한다.

연동의 변이(variation)를 분석할 수 있으면 그 시스
템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중추신경계의

바이스펙트럼 분석(Bispectral Analysis)

경우 임상 상태와 뇌파의 위상연동 변화를 상관 분
석하면 될 것이다.

뇌의 비선형성(nonlinearity), 정규성(normality)으로

위상연동의 정도는 파워 스펙트럼 분석이나 기타

부터 일탈된 진폭 분포, 뇌파의 비정적성(nonstation-

다른 정량적 뇌파 파라미터로는 정량화 할 수 없

arity)은 뇌파의 주파수 간 관계를 변형시킨다(진폭의

다, 예를 들어, 공식 6의 γ(k)와 동일한 파워 스펙

도수 분포도(histogram)가 정규분포라면 신호는 정규

트럼들을 가진 신호 γ1(k)는 독립 주파수 요소들에

적이거나 정규분포를 한다). 바이스펙트럼 분석은

주파수 f1 + f2, f1 - f2, 2f1, 2f2를 더함으로써 만들

이차 비선형성(quadratic nonlinearity)과 정규성(normal-

수 있다.

ity)으로부터의 일탈(deviation) 정도를 정량화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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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보다 진보된 신호처리 기술이다. 이것은

각 주파수 쌍 간의 위상 관계가 무작위적(random)

신호를 이루는 사인 곡선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인지 혹은 서로 연관되어(related) 있는지를 알아야

정량화 함으로써 가능하다. 뇌파가 변하면 이차 비

한다. 이것은 각각의 epoch마다 triple product X(f1)X(f2)

선형성(quadratic nonlinearity)도 변화하여 바이스펙트

X*(f1 + f2)를 계산하여 평균을 구함으로써 알 수 있

럼(bispectrum)의 정량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다. Triple product의 평균의 크기가 바이스펙트럼이

바이스펙트럼을 계산하기 위하여, 신호 x(k)는 먼

다.

저 평균값이 0이 되도록 조절된 epoch들로 나누어

무작위적인 위상을 가진 독립 fundamental들로만 구

지는데 평균값이 0이 되도록 조절하는 것은 전극의

성된 신호는 triple product를 평균해보면 주파수는

half-cell 전위(electrode half-cell potential) 등에서 발생

같으나 위상각들이 무작위적인 사인 곡선 요소들이

한 모든 파생 신호(signal offset)를 분석에서 제외하

서로를 상쇄하여 합이 0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의

기 위함이다. 각 epoch의 Fourier 변환을 계산하고

에 의하면, 위상이 작위적이거나(nonrandom) 혹은 연

다음과 같이 바이스펙트럼 B(f1, f2)을 계산한다.

동된(coupled) IMP들의 경우 합하여 0이 되지 않는

L

*

B( f 1 , f 2 ) = | ∑ X i ( f 1 )X i ( f 2 )X i ( f 1 + f 2 ) |

(8)

i= 1

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간단히 보여주는 방법은 뇌
파 신호에서 Fourier 시리즈의 각 사인 곡선 요소별

X*i (f1 + f2)는 Xi (f1 + f2)의 켤레(conjugate)를 의미한다

벡터를 사용하는 것이다(Fig. 3). 매 epoch마다 같은

(Fourier 변환된 신호 X(f)는 복소수(complex value)이므

주파수를 가진 사인 곡선 요소의 벡터를 평균하면

로, 실수 부분 R과 허수 부분 I로 구성되어 R + il이

triple product의 평균이 나온다. 벡터를 더하려면 각

된다. 복소수 R + il의 켤레는 R - il이다. 이때 i는

벡터의 실수축 값(R)과 허수축 값(I)을 각각 합하면

- 1이다).

된다. 무작위적인 위상각을 가진 많은 벡터를 평균

공식 8에서 아래첨자 i는 epoch의 수를 의미하며

해서 나오는 벡터의 길이는 0이 되는 경향이 있다

L개의 epoch이 있다. Xi(f)는 각 epoch의 Fourier 변환

(Fig. 8). 이는 실수축과 허수축에서 양의 값과 음의

이다. 파워 스펙트럼은 단일 주파수 변수(f)에 대한

값이 동수로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위상각이 비슷

함수이나 바이스펙트럼은 두개의 주파수 변수(f1, f2)

한 벡터를 평균해보면 0이 되지 않는다(Fig. 9). 위상

에 대한 함수이다.

연동이 없는 경우, 바이스펙트럼(공식 8)은 0이 되는

한 개의 epoch으로부터는 신호가 위상연동 되었는

경향이 있다. 주파수가 f1, f2, f1 + f2인 사인 곡선

지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이는 위상연동이 공식 6의

요소들 사이에 위상연동이 일어났다면 B(f1, f2)는 0

intermodulation products 이외의 방식으로 일어날 수

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바이스펙트럼을 사인 곡선

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epoch을 조사하여

요소 간 위상연동을 검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주파수에서라도, 신호는 위상연동에 의하여

Imaginary

A

Imaginary
Ia
A

Rb

(A+B)/2

Ra
Real

B

(A+B)/2

Real

Ib

B

Fig. 8. 크기는 비슷하나 위상각이 다른 두 벡터의 평균.
새로운 벡터 [(A + B)/2]의 요소는 실수축은 (Ra +
Rb)/2, 허수축은 (Ia + Ib)/2이다.

Fig. 9. 위상각이 같은 두 벡터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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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는 IMPs, IMPs와 주파수만 같고 위상은 다른

2

P(f) = |X( f)| 2 (단위μV )

fundamental들을 모두 가질 수 있다(이때 fundamental
의 위상이 IMPs와 같다면 이들은 같은 신호이다).

L

RTP( f 1 , f 2 ) = | ∑ P i ( f 1 )P i ( f 2 )P i ( f 1 + f 2 )|
i= 1

6

(단위: μV )

이런 종류의 신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상연동을
검출할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fundamental이 아닌

바이스펙트럼과 RTP의 제곱근 모두, 신호의 진폭

IMPs로부터 발생하는 각 사인 곡선 요소들의 비율

에 의하여 똑같은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

을 계산함으로써 모든 가능한 주파수 쌍(f1, f2)의 사

들의 비율은 신호 진폭과는 무관하게 되어 BIC(f1,

인 곡선 요소들과(f1 + f2)의 주파수를 가진 사인 곡

f2)는 순전히 위상연동의 정도만을 나타내준다. 뇌파

선 요소들 사이에 위상연동의 정도를 정량화할 수

의 각 사인 곡선 요소들이 모두 fundamental이라서

있어야 한다. 바이스펙트럼의 진폭은 신호 진폭뿐만

위상연동이 없다면 바이스펙트럼은 0이 되며 동시에

아니라 위상연동의 정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

bicoherence도 0이 될 것이다. 뇌파의 모든 사인 곡

이스펙트럼은 순수하게 위상연동의 정도만 측정하는

선 요소들이 서로에게 위상연동이 되어 있다면 바이

것은 아니다. 위상연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스펙트럼은 real triple product와 같아지고 bicoherence

bicoherence를 사용한다. Bicoherence는 근본적으로 바

는 100%가 된다. 이 두 극단 사이의 위상연동의 경

이스펙트럼을 0-100% 범위로 표준화(normalization)한

우 bicoherence 값은 0-100% 사이가 될 것이다. 계

것이다.

산된 bicoherence는 어림값(estmate)이다. 이 어림값의

신호의 bicoherence를 계산하기 위하여 먼저 평균

분산(variance)은 바이스펙트럼과 RTP를 평균하는데

real triple product, RTP(f1, f2)을 계산하여야 한다.

포함된 epoch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epoch들의 중

RTP(f1, f2)은 파워 스펙트럼 P(f)로부터 계산된다(공

첩 정도가 클수록 작아진다. 완전히 위상연동된 신

식 4).

호에서 계산된 bicoherence는 100%가 되고 위상연동
L

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신호에서 계산된 bicoherence

RTP( f 1 , f 2 ) = ∑ P i ( f i )P i ( f 2 )P i ( f 1 + f 2 ) (9)
i= 1

는 0%가 되도록 하려면, 평균된 epoch의 수가 많아야

Real triple product는 신호 내 모든 요소들의 위상

한다.

각을 0으로 조절한 뒤 계산한 바이스펙트럼이다. 이

Fig. 7에서 보면, 위상연동되지 않은 과정 (non-phase-

것은 그 신호의 위상연동이 최대로 일어난 경우를

coupled process, 공식 7)과 위상연동된 과정(phase-cou-

의미한다. Real triple product는 신호의 각 epoch에

pled process, 공식 6)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로 다른

대하여 계산되며 이들을 모두 평균한다. 평균 RTP

신호의 파워 스펙트럼은 동일할 수도 있다. 바이스

는 f1, f2, f1 + f2 주파수를 가진 세 가지 사인 곡선

펙트럼 분석은 위상연동 여부를 찾아내서 이 두 가

요소 모두가 IMPs일 경우의 바이스펙트럼에 해당한다.

지 서로 다른 신호를 구분할 수 있다. Fig. 10에는,

바이스펙트럼은 각 사인 곡선 요소들의 위상각이
실제 값대로일 때, 뇌파 신호에 존재하는 위상연동
의 실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Real triple pro-

공식 6에서 f1= 7 Hz, f2 = 3 Hz일 때 신호 γ(k)의
bicoherence가 그려져 있다.
γ(k) = 1 + cos[(f1 + f2)k + (θ1 + θ2)] +

duct는 뇌파의 각 사인 곡선 요소들이 모두 동일하

cos[(f1 - f2)k + (θ1 - θ2)] + 1/2 cos(2f1k

다고 가정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위상연동

+ 2θ1) + 1/2 cos(2f2k + 2θ2)

의 척도이다. Bicoherence는 뇌파의 위상연동 정도를

수직축(Z)은

0-100%까지의

bicoherence

값이다.

0-100%까지 표준화하여 표현해주는 것으로서 바이

삼각형 모양은 바이스펙트럼과 real triple product의

스펙트럼과 real triple product의 제곱근의 비이다.

대칭성 때문에 중복되는 값들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

BIC( f 1 , f 2 ) = 100
L

이다. 여기서는 두개의 bicoherence 피크가 있는데,

B( f 1 , f 2 )
RTP( f 1 , f 2 )

(10)

한 개는 4, 6 Hz 교차점에서 다른 한 개는 4, 10 Hz
교차점에서 나타난다. 입력신호 f1 = 7 Hz, f2= 3 Hz

*

B( f 1 , f 2 ) = | ∑ X i ( f 1 )X i ( f 2 )X i ( f 1 + f 2 )|

에 대한 공식 6의 비선형 제곱 과정의 출력신호에는

i= 1

3

(단위: μV )

f1 + f2(10 Hz), f1 - f2(4 Hz), 2f1(14 Hz), 2f2(6 Hz)

82 정맥마취：제 7 권 제 3 호 2003
100

100

80

80

60

60

40

40

20

20

0
15

0
15

10

10
5

f2 (Hz)

5
0

0

5

15
10
f1 (Hz)

20

25

30

f2 (Hz)

0

5

0

15
10
f1 (Hz)

20

25

30

Fig. 10. 공식 6의 신호 γ(k)의 bicoherence.

Fig. 11. 공식 7의 신호 γ1(k)의 bicoherence.

의 주파수를 가진 사인 곡선 요소가 있다. 바이스펙

정도는 바이스펙트럼 어림값의 분산을 적절하게 감

트럼은 X(f1), X(f2), X(f1 + f2)가 0이 아닌 경우의 f1,

소시키고 계산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정하였

f2 주파수 쌍에서만 0이 안될 수 있다. 지금의 예에서

다. 뇌파는 128 Hz로 샘플링 되었고, low filter는 0.5

는 f1 = 6 Hz, f2 = 4 Hz와 f1 = 10 Hz, f2 = 4 Hz일 때

Hz, high filter는 50 Hz로 조절하였다. Epoch의 길이

만 그러하고, 이는 4, 6, 10, 14 Hz 주파수를 가진

가 한정됨으로써 발생하는 왜곡효과를 감소시키기

사인

위하여 각각의 epoch에 Blackman 창(window)을 적용

곡선

요소가

위상연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IMPs임을 의미한다.
공식 7의 신호 γ1(k)의 bicoherence가 Fig. 11에 그
려져 있다. Fig. 10에 비하여, 모든 bicoherence 값이
0%이며 이는 신호에 위상연동이 없음을 의미한다.

하였고, 그 다음에 각 epoch의 Fourier 변환 X(f)를
계산하였다. 각 뇌파 분절의 파워 스펙트럼은 공식
4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P(f) =

2

︳X(f) ︳

그러나 이차 위상연동이 없다고 해서 사인 곡선 요

계산된 파워 스펙트럼의 주파수 범위는 0-64 Hz,

소 간의 독립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주파수 해상도는 0.25 Hz이다. 각 뇌파 분절의 바이

한다.

스펙트럼, real triple product, bicoherence는 공식 8, 9,
10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뇌파의 바이스펙트럼(Bispectrum of EEG)

L

B( f 1 , f 2 ) = | ∑ X i ( f 1 )X i ( f 2 )X *i ( f 1 + f 2 )|
i= 1

(단위: μV 3)

실제 뇌파 자료의 바이스펙트럼 분석의 예가 다음
의 그림들에 나온다. Fig. 12부터 14는 isoflurane으로
마취하고 있는 환자에서 뇌파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기록된 자료이다. 기록된 자료에서 두 개의 분절을

L

RTP( f 1 , f 2 ) = ∑ P i ( f i )P i ( f 2 )P i ( f 1 + f 2 )
i= 1

(단위: μV 6)

선택하여 off-line 상에서 분석을 하였다.
첫번째 분절은 마취유도 직전에 기록된 것이며 두
번째 분절은 피부절개 직전의 것이다. 각 뇌파 분절

BIC( f 1 , f 2 ) = 100

B( f 1 , f 2 )
RTP( f 1 , f 2 )

은 길이가 60초인데, 4초의 epoch들로 나누고 바이

마취유도 직전 뇌파 분절의 처음 4초가 Fig. 12A

스펙트럼 어림값(bispectral estimate)의 분산을 줄이기

에 나타나 있다. 이것의 파워 스펙트럼은 Fig. 12B에

위하여 75%씩 이전 epoch과 중첩되게 하였다. 중첩

있다. Bicoherence, 바이스펙트럼, real triple product는

이 많이 될수록 계산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중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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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 마취유도 전 뇌파 분절. 세로축의 단위는μV이다. (B) Fig. 12A의 파워 스펙트럼. 세로축의 단위는μV
3
이다. (C) Fig. 12A의 bicoherence. 세로축의 단위는 %이다. (D) Fig. 12A의 바이스펙트럼. 세로축의 단위는μV 이다.
3
(E) Fig. 12A의 real triple product. 세로축의 단위는μV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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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 피부절개 전 뇌파 분절. 세로축의 단위는μV이다. (B) Fig. 13A의 파워 스펙트럼. 세로축의 단위는μV
3
이다. (C) Fig. 13A의 bicoherence. 세로축의 단위는 %이다. (D) Fig. 13A의 바이스펙트럼. 세로축의 단위는μV 이다.
3
(E) Fig. 13A의 real triple product. 세로축의 단위는 μV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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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C, 12D, 12E에 각각 나타나 있다. Fig. 13A는

한다. 이런 특성은 마취유도 전과 피부절개 전 파워

피부절개 직전 4초간의 뇌파 분절이다. 이것의 파워

스펙트럼 모두에서 볼 수 있다. Delta 밴드 피크의

스펙트럼은 Fig. 13B에 나타나 있으며 bicoherence,

높이는 마취유도 전 파워 스펙트럼보다 피부절개 전

바이스펙트럼, real triple product는 Fig. 13C, 13D,

파워 스펙트럼이 25배 증가하였고 이는 뇌파에서 관

13E에 각각 나타나 있다. 바이스펙트럼과 real triple

찰되는 delta 활동성의 전반적인 증가와 잘 맞는 소

product의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real triple pro-

견이다. 마취유도 전과 피부절개 전 바이스펙트럼을

duct는 공식 9에 정의된 RTP(f1, f2)의 제곱근을 사용

보면 바이스펙트럼 파워 분포와 real triple product가

한다.

비슷하며,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30% 미만의 모든 bicohe-

낮은

주파수에서

바이스펙트럼과

real

triple product 값이 가장 크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낮

rence 값들은 추정 잡음 효과(effect of estimation noise)

은 경향을 보여 준다. 그러나 피부절개 전 바이스펙

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0으로 조절된다. 여기에 더하

트럼과 real triple product는 이에 대응하는 마취유도

여, bicoherence, 바이스펙트럼, real triple product 세

전 바이스펙트럼과 real triple product보다 낮은 주파

트는 이차원 디지털 필터로 smoothing 하는데, 이는

수 대역에서의 바이스펙트럼 파워가 훨씬 많다.

이웃한 각각의 대응되는 값들과 가중 평균을 냄으로

마취유도 전과 피부절개 전 바이스펙트럼과 real

써 이루어진다. 30% 이상의 bicoherence 값들과 이미

triple product의 파워 분포가 전반적으로 비슷하다는

0으로 조절된 이웃한 값들을 평균하므로 bicoherence

것은 이들의 바이스펙트럼 파워 분포의 상당 부분이

피크의 진폭 감소는 30% 미만이다. 이런 간단한 기

이차 위상연동뿐만 아니라 신호의 파워에 의한 것이

술을 이용함으로써 과도하게 smoothing 하지 않고도

라는 것을 의미한다.

bicoherence 세트의 구조를 연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스펙트럼과 real triple product 간에는

Smoothing된 bicoherence 세트의 진폭은 더 이상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 차이는 이차 위상연동

특정 주파수 쌍에서 위상연동 정도의 절대측정치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bicoherence로 정량화

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상태 별로 뇌파의

된다. 마취유도 전 bicoherence의 피크는 상대적으로

bicoherence 변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여전히 smoothing

작고 흩어져 있는데 이는 넓게 분포된 주파수들에서

된 bicoherence 세트(smoothed bicoherence array)를 사용

산발적으로만 위상연동이 일어 났음을 의미한다. 반

할 수 있다.

면에 피부절개 전 bicoherence는 큰 피크가 하나 있
는데 이 피크는 5 Hz 미만의 모든 주파수들을 포함
하고 있다. 이것은 마취유도 전 뇌파와 달리, 이들

하여,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파워는 전반적으로 감소

주파수를 가진 사인 곡선 요소들에서 큰 정도의 위

MCFP(mmHg)

예에서 볼 수 있는 파워 스펙트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낮은 delta 대역에서의 피크이다. 여기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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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연동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부가적으로, 다른 주
파수에서의 피부절개 전 bicoherence 정도도 마취유
도 전 상태보다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마취유도 전

수면심도가 깊어질수록 뇌파는 Fig. 15와 같이 변
화한다.
진정제는 고주파수 대역의 활동성을 증가시키기도

과 피부 절개 전 bicoherence 변화는 isoflurane 마취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 깨어 있는 사람에서 근육

에 의하여 뇌파 신호 사인 곡선 요소들 간에 이차

활동성 혹은 EMG는 주파수 대역 전체에서 나타나

위상연동의 변화가 일어 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 30 Hz 이상까지도 나타난다. 어떤 진정제 용량에

Bicoherence는 진폭 혹은 파워와 무관한 값이기 때문

서 고주파수 대역의 활동성이 감소하는 것은 EMG

에, 파워 스펙트럼에서 얻어지는 진폭 정보로는 알

활동성의 감소에 기인한다. 어떤 진정제 용량에서는

수 없는 뇌 상태의 추가 정보를 알려 준다.

중등도 주파수와 고주파수 대역의 활동성이 증가될

Fig. 14는 Fig. 12와 13의 케이스에서 마취유도부

수도 있는데 이를 beta activation이라고 한다. 용량을

터 회복까지의 바이스펙트럼 지수(ver 1.1)를 나타낸

더 증가시켜 의식소실에 도달하면 저주파수 대역의

것이다. Fig. 12와 13의 시간이 Fig. 14에 표시되어

진폭이 증가하고 전체 뇌파의 진폭은 각성 상태보다

있다. 바이스펙트럼 분석은 근육에 의한 뇌파의 artifact를 제거하는 데도 사용된다.

바이스펙트럼 지수(Bispectral Index)
일반적으로 뇌파는 깨어 있을 때 진폭이 작고 주
파수가 큰 신호를 보이다가 깊게 마취되면 진폭은
커지고 주파수는 작아진다. 다음은 뇌파의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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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이다(Table 1).

Table 1. 뇌파의 주파수 대역
ꠧꠧꠧꠧꠧꠧꠧꠧꠧꠧꠧꠧꠧꠧꠧꠧꠧꠧꠧꠧꠧꠧꠧꠧꠧꠧꠧꠧꠧꠧꠧꠧꠧꠧꠧꠧꠧꠧꠧꠧꠧꠧꠧꠧꠧꠧꠧ
Frequency band
Frequency range (Hz)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ery low frequencies (Delta)
0-4 Hz
Low frequencies (Theta)
4-8 Hz
Medium frequencies (Alpha)
8-14 Hz
High frequencies (Beta)
14-30 Hz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0

2

70
60

4
6
Time (seconds)

8

Very Deep Hypnosis
BIS=11 (Suppression)

40
20
0
20
40
60
70

0

Fig. 15. 수면심도에 따른 뇌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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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dified OAA/S Scale의 Responsiveness Scale

ꠧꠧꠧꠧꠧꠧꠧꠧꠧꠧꠧꠧꠧꠧꠧꠧꠧꠧꠧꠧꠧꠧꠧꠧꠧꠧꠧꠧꠧꠧꠧꠧꠧꠧꠧꠧꠧꠧꠧꠧꠧꠧꠧꠧꠧꠧꠧꠧꠧꠧꠧꠧꠧꠧꠧꠧꠧꠧꠧꠧꠧꠧꠧꠧꠧꠧꠧꠧꠧꠧꠧꠧꠧꠧꠧꠧꠧꠧꠧꠧꠧꠧꠧꠧꠧꠧꠧꠧꠧꠧꠧꠧ
Hypnotic state/sedation level
Scor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esponds readily to names poken in normal tone
5
Lethargic respones to name spoken in normal tone or says name post-op
4
Conscious
Responds only after name is called loudly and/or repeatedly, or opens eyes post-op
3
Responds only after mild prodding or shaking
2
Does not respond to mild prodding or shaking
1
Unconscious
Does not respond to noxious stimulus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전형적으로 커진다. 의식소실 단계보다 좀 더 깊은

zolam, sodium thiopental을 투여하고 보조적으로 다

수면 상태에서는 고주파수 대역이 거의 사라지고 뇌

양한 아편유사제와 nitrous oxide를 병용하면서 임상

파 전체의 진폭은 각성 상태보다 더욱 더 커진다.

적으로 판단된 수면상태 혹은 진정심도에 따르는 뇌

매우 고용량의 진정제를 투여하면 뇌파의 활동성이

파 자료 분절을 모아서 database를 구축하였다. 진정

없어져서 등전위 뇌파(isoelectric EEG)가 된다. 바이

심도는 modified OAA/S scale의 responsiveness scale

스펙트럼으로부터 임상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은 바

(Table 2)을 이용하여 판정하였다.

이스펙트럼의 일관된 혹은 특징적인 변화를 마취제

이들은 바이스펙트럼 분석에서 파생되는 복잡한

와 신경계 약물의 투여, 허혈, 저체온 등 뇌 기능이

자료의 세트에 복잡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뇌의

변화되는 특정 기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평가하

상태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종합적(composite)이고

는 것이다.

수치로 표현되는(numerical) 바이스펙트럼 지수를 만

비록 바이스펙트럼이 다른 기술로는 얻을 수 없는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는 하나 분석

들어 내었다. 다음은 바이스펙트럼 지수의 개발 과
정을 도식으로 표시한 것이다(Fig. 16).

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바이스펙트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바이스펙트럼을 임상에서

을 임상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뇌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측용(predictive) 혹은 상관용

상태를 알려 주는, feature라고 불리는 적절한 서술형

(correlative) feature들을 찾아내서 이들을 알기 쉬운

파라미터(descriptive parameter)를 추출하고 이를 쉬운

형식(format), 가령 지수(index) 같은 것으로 결합하여

말로 바꿔 주는 몇 가지 신호처리 기술을 적용할 필

야 한다. 예를 들어 바이스펙트럼 지수(bispectral in-

요가 있다. 서로 다른 뇌 현상들은 다른 세트의

dex)는 뇌파의 바이스펙트럼, real triple product, bico-

feature들을 사용하여야 가장 잘 정량화 될 수 있을

herence 뿐만 아니라 burst suppression 같은 시 계열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세트의 feature들이 마취효과를

feature들도 포함한 feature의 세트로부터 얻을 수 있

정량화 하는데 필요하다면 허혈 효과를 정량화 하는

다. 여러 가지 마취제를 투여 받는 환자들에서 수술

데에는 다른 세트의 feature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 자극에 대한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feature들

바이스펙트럼 지수의 개발 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

을 찾아 내기 위하여 단계적인 회귀분석(regression)을

과 같다. 뇌파는 환자의 수면 상태와 일차적으로 상

시행하고, 이렇게 선택된 feature들을 결합시켜서 판

관관계를 보이고 진통의 정도에 대한 정보는 주지

별분석(discriminant

못한다. 실제로 바이스펙트럼 지수는 마취제나 수면

(multivariate index)인 바이스펙트럼 지수를 만든다.

analysis)을

하여

다변량

지수

제로 유발되는 수면심도 변화와 좋은 상관관계를 보

바이스펙트럼 지수를 계산하는 전체 알고리즘은

인다. 따라서 Aspect Medical Systems는 바이스펙트

아직까지 문헌에 출판된 적이 없어서 학문적인 평가

럼 지수를 마취심도보다는 환자의 수면심도를 정량

와 신경생리학적 혹은 마취과적 연구 도구로 사용하

화 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였다.
2000명 이상의 환자에서 isoflurane, propofol, mida-

기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일부 알려져 있는 알고
리즘을 살펴 보면 바이스펙트럼 지수는 다음의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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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Bispectral Index Development Process

Table 3. Subparameters Used in the Calculation of Bispectral Index BIS
ꠧꠧꠧꠧꠧꠧꠧꠧꠧꠧꠧꠧꠧꠧꠧꠧꠧꠧꠧꠧꠧꠧꠧꠧꠧꠧꠧꠧꠧꠧꠧꠧꠧꠧꠧꠧꠧꠧꠧꠧꠧꠧꠧꠧꠧꠧꠧꠧꠧꠧꠧꠧꠧꠧꠧꠧꠧꠧꠧꠧꠧꠧꠧꠧꠧꠧꠧꠧꠧꠧꠧꠧꠧꠧꠧꠧꠧꠧꠧꠧꠧꠧꠧꠧꠧꠧꠧꠧꠧꠧꠧꠧꠧꠧꠧꠧꠧꠧꠧꠧ
Time Domain
Frequency Domain
Bispectral Doma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urst suppression ratio
P
B 0.5 - 47.0 Hz
SynchFastSlow: Log(
Relative β ratio: Log( 30 - 47 Hz )
)
P 11 - 20 Hz
B 40.0 - 47.0 Hz
QUAZI suppress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x-y: x에서 y사이의 주파수대역에서 스펙트럼 파워의 합, Bx-y: 주파수 대 주파수 바이스펙트럼 공간(frequency
versus frequency bispectral space)에서, 두 주파수 축 위의 x-y 대역에 대하는 면적의 바이스펙트럼 활동성(activity)
의 합.

지 하부 파라미터로부터 계산된다.

상관분석(crosscorrelation)하는 것이다. 만약 심전도나

(1) BSR by Time Domain Analysis

pacer의 spikes가 검출되면 이들을 epoch으로부터 제

(2) QUAZI by Time Domain Analysis

거하고 자료 결손은 보간(interpolation)에 의하여 추

(3) Relative β-ratio by Power Spectral Analysis

정된다. 이 단계에서는 정정(repair)된 epoch들이 여

(4) SynchFastSlow by Bispectral Analysis.

전히 신호처리에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 다음

이와 같이 바이스펙트럼 지수는 시 계열, 주파수

에는 눈깜박임을 검출한다. 눈깜박임은 모양이 정해

계열 그리고 더 고차의 스펙트럼 하부 파라미터

져 있으므로(stereotypical) 템플릿과 교차상관분석을

(spectral subparameter)로 구성된다. 바이스펙트럼 지

하여 찾아낸다. 이러한 blink artifact를 가진 epoch들

수 계산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은 정정 불가능한 잡음으로서 더 이상 신호처리에

샘플링된 뇌파에서 고주파수와 저주파수 artifact를

포함되지 않는다. 남은 epoch들에서 저주파수의 전

필터링해서 제거하고 2초의 epoch으로 쪼갠다. 그

극 잡음(low-frequency electrode noise)이 있는지 검사

다음에 artifact들을 찾아내서 제거하거나 무시하는

하게 되고 만약 있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추가

일련의 알고리즘이 적용된다. 첫번째 단계는 뇌파

적인 필터링을 한다.

파형의 템플릿(template) 패턴과 뇌파의 epoch을 교차

추가적으로 각 epoch 마다 뇌파 파형의 분산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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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다. 신호처리 되지 않은 뇌파에서 epoch의 분산

하여 smoothing 된다. 그 다음에 주파수 계열 하부

이 직전 epoch들의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새

파라미터인 “SynchFastSlow”와 “β-ratio”가 계산된다.

로운 epoch은 잡음이 생긴 것으로 표시되고 더 이상

β-ratio는 경험적으로 얻어진 두 가지 주파수 대역의
Hz/P11-20

Hz)].

신호처리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 분산은 경신된 평

파워에 대한 로그 비율이다[Log (P30-47

균값(updated average)에 포함된다. 이후에 새로 들어

SynchFastSlow는 바이스펙트럼 분석으로 얻어지며,

오는 epoch들의 분산이 계속 이전 기준치와 다르다

40-47 Hz 영역의 바이스펙트럼 합에 대한 0.5-47

면 시스템이 여기에 서서히 적응함으로써 새 분산으

Hz 영역의 모든 바이스펙트럼 피크 합의 로그 비율

로 분산의 기준치가 변한다. 들어오는 뇌파 epoch들

이다[Log (B0.5-47.0

Hz/B40.0-47.0 Hz)].

이 잡음이 없고 정정된 것으로 판단되면, 시 계열

바이스펙트럼 지수는 이들 정량적 뇌파 하부 파라

분석을 시행하여 돌발파 억제의 정도를 계산하는데

미터(QEEG subparameters)를 조합한 것이다. 이 하부

여기에는 BSR과 QUAZI 두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파라미터들은 다음의 과정에 의하여 계수(coefficient)

돌발파 억제 비율(burst suppression ratio, BSR)은
시 계열 뇌파 파라미터이다. 억제(suppression)란 0.5

들이 결정된 비선형적 함수(nonlinear function)를 사
용하여 조합된다.

초 이상 동안 뇌파의 전위가 +/- 5.0μV를 넘지

바이스펙트럼 지수를 계산하는데 중요한 점은 BSR,

않는 것을 말한다. BSR은 epoch 길이에 대한 억제되

QUAZI, β-ratio 그리고 SyncFastSlow의 네 가지 하

어 있는 시간의 비율이다.

부 파라미터(subparameter)의 가중치가 진정 심도에

QUAZI 억제 지수(QUAZI suppression index)는 wan-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β-ratio는 얕은 심도의 진

dering baseline voltage가 있을 때 돌발파 억제를 검

정에서 바이스펙트럼 지수 계산에 더 가중되며, Sync-

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느린 파형에 돌발파가

FastSlow 파라미터는 흥분 상태와 외과적 심도의 수

중첩되어 있으면 전기적 침묵(electrical silence)의 전

면 상태에서의 주로 가중되며 BSR과 QUAZI는 뇌파

위 기준을 넘어서게 되어 BSR 알고리즘이 무용지물

가 억제되는 가장 깊은 심도의 수면 상태에서 바이

화 될 수 있다. QUAZI는 이런 느린 파형에 중첩되

스펙트럼 지수 계산에 중요하다. 이들 하부 파라미

어 있는 돌발파 활동성(burst activity)을 검출하기 위

터들 각각의 가중치는 바이스펙트럼 지수 계발 단계

하여 주파수 계열 분석에서 나오는 1.0 Hz 미만의

에서 다양한 종류의 마취제를 투여 받는 환자군에서

느린 파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현재 epoch의 파형에 관한 자료는 Blackman 창 함
EEG signal

수(Blackman window function)에 의하여 주파수 계열
로 전환될 준비를 하게 된다. Windowing이란 이어지

Digitizing

는 주파수 계열 신호처리에서 epoch의 끝에 있는
artifact로부터 발생하는 왜곡현상을 감소시키는 기술
이다. Window는 epoch의 수와 동일한 수의 디지털

Artifact
filtering

값들의 세트로 이루어지며, Blackman window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w(i) = 0.42-0.5․cos (

2πi
4πi
)+0.8․cos (
)
n-1
n-1

Suppression
detection

Fast fourier
transform

Bispectrum

BSR &
QUAZI

Beta ratio

SynchSlow

i는 샘플의 수이며 n은 epoch 내의 샘플 수이다.
Window operation에 의하여 각각의 샘플 값과 이에
대응하는 window 값을 곱하므로 그 결과로 생기는
파형 zi = xi ․wi이다.
다음은 현재 뇌파 epoch의 Fast Fourier 변환과 바
이스펙트럼을 계산한다. 여기서 계산된 스펙트럼과
바이스펙트럼은 이전 1분 동안에 계산된 값과 평균

BIS = weighted sum of subparameters

Fig. 17. Flow chart for the calculation of the bispectral index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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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와 행태(behavior)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얻

마취심도가 깊어지면서 뇌파의 특성이 변할 때, 바

어진 방대한 양의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되었다. 이

이스펙트럼 지수 결정에 하부 파라미터들이 가중되

상에서 본 것처럼 Aspect 다변량 모델(multivariate

는 정도를 달리 하여 뇌파 활동성의 비선형성을 고

model)은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진다. 첫번째는

려한다. 두 번째는 모델의 구조가 확장 가능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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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바이스펙트럼 지수를 결정하는 전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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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새로운 마취제가 나왔을 때 새로운 하부 파라

tude)가 상단에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돌발파 억

미터가 더해져서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

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BSR과 QUAZI 값은 0

바이스펙트럼 지수는 약 15-30초 동안 뇌파 신호

이다.

를 수집하여 결정되며 0-100까지 단위가 없는 비선

하단 좌측은 같은 뇌파 epoch에서 계산된 파워 스펙

형적 파라미터로 표시된다. 0은 전기적인 활동이 없

트럼과 스펙트럼 파라미터이다. β-ratio는 바이스펙트

는 상태이며 100은 깨어 있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럼 지수의 한 요소이다. 하단 우측은 이전 56초의 뇌파

바이스펙트럼 지수는 깨어 있을 때는 95 이상이며,

와 평균된 바이스펙트럼이다. SynchFastSlow 요소와 바

진정 상태에서는 65-85, 전신마취에 적합한 각성

이스펙트럼 지수가 나타나 있다.

상태 억제는 40-65, 40 미만에서는 burst suppression
이 나타나게 된다.
Fig. 18은 바이스펙트럼 지수를 결정하는 전체 과
정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위 Fig. 18은 한 명의 자원자에서 propofol 혈중
농도를 증가시켜 가면서 뇌파의 변화를 본 것이다.
각 농도마다 4초간의 신호처리 되지 않은 뇌파와 함
께, 시 계열 파라미터인 RMS (root mean square amp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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