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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있다는 보고와

수술환자나 중환자들은 외상성 수술조작에 대한 스

함께 EEG-entropy라는 모듈 형태

트레스, 인지나 기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의 진정깊이 측정 장치가 개발되어 이미 국내의 몇

최면이 필요하며, 마취깊이의 신속 정확한 판단은 술

몇 대학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

중 및 술 후 환자 마취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고 필수적

한 연구가 거의 없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다.

1,2)

3-5)

많은 연구에서

기존의 뇌파 혹은 힘 분광분

석(power spectral analysis)을 마취깊이의 판정방법으로

뇌파(EEG)와 BIS

시도하였으나 마취제의 양과 뇌파의 여러 지수들은 부
적합한 함수관계를 보였으며 마취제의 종류에 따라서

뇌파는 잘게 쪼개보면 일련의 sine 혹은 cosine 파

도 많은 오차를 보였다. 한편, 최근에 개발된 bispectral

로서 이들을 sinusoid라고 부르는데 진폭, 주파수, 위

index (BIS)모니터는 뇌파의 주파수(frequency), 진폭

상각의 3가지 기본요소로 구성되며 이때의 진폭을

(amplitude)에 위상각(phase angle)의 개념을 도입하여

power, 주파수를 spectrum이라고도 한다.

6)

6)

간섭성(coherence)을 측정함으로써 propofol, midazolam,

뇌파는 각성환자에서는 저진폭(low amplitude), 고

isoflurane, desflurane 등의 마취제에 의한 진정이나 의

주파수(high frequency)를 보이다가 진정깊이가 깊어

식의 정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8)

질수록 진폭이 증가하고 주파수가 beta (14－30 Hz),

그동안 환자들의 마취나 진정 시에 진정 깊이

alpha (8－14 Hz), theta (4－8 Hz), delta (0－4 Hz)로

(hypnotic level)측정 때에 BIS모니터를 사용하여 왔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뇌파는 시간

는데, 최근에 entropy이론을 사용하여 대뇌신경활동

경과에 따른 변화(time domain)로 표시되는데 analog

의 정도를 정량화하였고 통합된 신경작용의 소실이

파형을 digital화하는 Fourier transform (Fig. 1)을 통

나 entropy의 증가가 마취중 의식의 정도와 관련되어

하여 힘 분광분석 (Fig. 2)을 거쳐서 주파수별 크기(fre-

Fig. 1. Fourier transform (analog to
digital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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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power spectrum analysis.

Table 1. Subparameters Used in the Calculation of Bispectral Index
ꠧꠧꠧꠧꠧꠧꠧꠧꠧꠧꠧꠧꠧꠧꠧꠧꠧꠧꠧꠧꠧꠧꠧꠧꠧꠧꠧꠧꠧꠧꠧꠧꠧꠧꠧꠧꠧꠧꠧꠧꠧꠧꠧꠧꠧꠧꠧꠧꠧꠧꠧꠧꠧꠧꠧꠧꠧꠧꠧꠧꠧꠧꠧꠧꠧꠧꠧꠧꠧꠧꠧꠧꠧꠧꠧꠧꠧꠧꠧꠧꠧꠧꠧꠧꠧꠧꠧꠧꠧꠧꠧꠧꠧꠧꠧꠧꠧꠧꠧ
Time domain
Frequency domain
Bispectral doma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urst suppression ratio
Relative β ratio log (P30－47 Hz/P11－20 Hz)
SynchFastSlow log (B0.5－47.0 Hz/B40.0－47.0 Hz)
QUAZI suppress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x－y: the sum of the spectral power in the band extending from x to y Hz, Bx－y: the sum of the bispectrum activity
in the area subtended from frequency x to y on both axes in the frequency versus frequency bispectral space. Only
a triangular area need to be calculated due to symmetry considerations.

quency domain)를 그려낼 수 있다.

지표(Table 1)인 time domain의 BSR, frequency domain의

BIS란 중추신경계의 경우 임상상태의 변화를 뇌파

relative β ratio, bispectral domain의 위상일치정도로

내에서 나타나는 위상각일치(phase coupling) 정도의

부터 구해진 값에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이미

변화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때 뇌파 내의 요

연구된 database로부터 그 합산 값에 해당하는 백분

소의 위상각들로부터 위상각일치 정도의 실제 수준

위의 BIS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각성환자에서

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들 개념으로 우리는 bispectral

parameter X, Y와 Z가 50, 10, 0이라면 database로부

domain의 위상일치정도(SynchFastSlow)를 구할 수 있

터 그 합산 값에 해당하는 백분위의 BIS값인 100을

고 여기에 frequency domain의 relative β ratio와 time

표시하고, 진정제 투여 후 parameter X, Y와 Z가 40,

domain의 burst (QUAZI) suppression ratio (BSR)를 참

18, 0이라면 database로부터 그 합산 값에 해당하는

조하여 database로부터 해당되는 BIS값을 컴퓨터를

백분위의 BIS값인 80을 표시하는 것이다.

6)

사용하여 구해내는 것이다. 참고로 BSR은 깊은 마
취(deep anesthesia)를, relative β ratio는 얕은 진정(light

BIS의 임상사용

sedation)을, SynchFastSlow는 중등도 진정이나 얕은
마취(moderate sedation or light anesthesia)인 surgical

BIS는 화면에 숫자로 표시되는데 뇌의 활성도가

level의 마취 깊이를 잘 반영한다. 그래서 3가지 보조

전혀 없는 경우를 0, 완전한 각성상태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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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100으로 하여 환자의 현재의 진정상태를 지속적

Johnson 등에12) 의하여 신호의 power spectrum에 적

으로 측정하게 된다. BIS는 현재의 최면상태의 절대

용되어 불규칙성(irregularity)와 예측 불가성(unpredic-

치의 측정이므로 환자의 감시를 위해 이를 위한 대

tability)이 기술되었다.

조치는 필요 없다. BIS 범위에 따른 임상 상태를 살

ponent)의 sine curve가 있다면 완전히 규칙적이고 예

펴보면,

측 가능하여 entropy값은 0이다. 그러나 여러 성분들

100-90: 각성상태,

로 구성된 불규칙파형의 white noise는 높은 entropy

9,13,14)

만약에 한 가지 성분(com-

값을 나타낸다.15) 각성환자에서 뇌파는 매우 불규칙

80-90: 경-중등도의 진정,
70-80: 깨어날 수 있는 중등도에서 깊은 진정상태,

하고 entropy는 높지만 마취가 깊어질수록 뇌파는 규

60-70: 얕은 최면 상태(깨어 날 수도 있지만 기억

칙적으로 되면서 entropy가 감소한다. 그럼 불규칙성
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먼저 무작

할 위험은 낮은 상태),
40-60: 중등도의 최면상태(수술 중에 유지되는 범위),

위와 예측성에 대하여 알아보면 규칙적인 자료에서

40 미만: 깊은 최면 상태(barbiturate coma, 심한 저

0, 0, 1, 0, 0, 1, ...이라면 0, 0, 다음에는 1이 예상된
다. 그러나 불규칙성이 증가되면 전단계의 값을 알

체온, burst suppression)

아도

0: 뇌사상태

다음

값의

예측성이

나빠져서

approximate

entropy값이 증가한다. 참고로 불규칙성자료의 approximate entropy의 예측성은 전 단계 값들의 숫자 길

EEG-entropy

이나 불규칙성 신호에서는 단위시간조각(epoch)의 길
물리적 개념으로서 “시스템내의 무질서 정도”라
고 1948년 Shannon이 처음 정의하였고

11)

1980년대에

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Approximate entropy란 m개의 관찰점 동안의 어떤

Fig. 3. Three pieces of signals corresponding to different entropy values. n = 7 frequency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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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다음 m + 1개의 관찰점 동안에도 계속 유

타내는데 확률 Pi는 각 주파수 성분(component)의 power

사하게 남을 가능성을 로그로 표시한 것으로서 다음

spectrum의 확률인 Q(f)로 대입해서 표현할 수 있다.

13)

과 같은 공식으로 표시된다.

m

ApEn(m, r, N) = Φ (r) － Φ

m+1

(r)

P(f)
Q(f) = ꠏꠏꠏꠏꠏꠏ
∑ P(f)
f

즉, 규칙성의 가능성이 클수록 approximate entropy

여기서 P(f)는 신호의 power spectrum이다. 이것을

는 작으며, 반대로 불규칙의 가능성이 클수록 appro-

Shannon's entropy 공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ximate entropy는 크다. 뇌파 신호도 힘 분광분석 후
불확실성 수준인 entropy를 구할 수 있는데 여러 가
지 주파수 요소로 넓게 퍼져 있으면 entropy가 높을
것이다. Shannon's entropy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
1
n
E = ∑ Pi․log (ꠏꠏꠏ)
1

1
H(f) = Q(f)log(ꠏꠏꠏꠏ)
Q(f)
표현되고 결국 H(f)를 다음 공식에 대입하면 0과 1
사이에 표준화된 신호의 entropy를 구할 수 있다.

∑ H(f)

Pi

여기서 Pi는 확률이고, n은 각 확률들의 개수를 나

E =

f

ꠏꠏꠏꠏꠏꠏꠏꠏ
log(N[f])

0.00

Fig. 4. Step 1: sine wave (one component, one Hz), Step 2: in the Shannon mapping, spectrum values 1, and 0 contribute
a value of 0 (n of component = 1, (P *ln(1/P))/ln(N) = 0), Step 3: corresponding entropy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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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Fig. 5. White noise is superimposed on top of the sine Wave. Step 1: 1 high component and smaller 6 components.
Step 2: in the Shannon mapping, (n of component = 1, (P* ln(1/P))/ln(N) = 0.12) + (n of component = 6, (P* ln(1/P))/ln(N)
= 0.08). Step 3: total entropy = 0.12 + 6 × 0.08 = 0.60.

Fig. 3에서 서로 다른 entropy값을 갖는 3가지 신호를
볼 수 있고 7가지 주파수 성분을 볼 수 있다.

noise만 남은 것으로서 1단계는 7개의 주파수 성분
으로서 P = Q(f) = 1/7이다. 2단계와 3단계에서

첫 번째는 Fig. 4에서 좌상측의 신호를 분석하려

Shannon mapping의 power에 해당하는 X좌표 값인

면 1단계로 1 Hz의 한 가지 성분의 sine wave로서 2

(P*ln(1/P))/ln(N)이 1/7 = 0.1428이고 주파수성분 개수

단계는 Shannon mapping에서 구성요소는 1, power에

7을 곱하면 entropy값은 1이다.

15)

따라서 이상의 개념에서 볼때 entropy는 BIS 값의

해당하는 X좌표값인 (P *ln(1/P))/ln(N) = 0이므로 3단
계로 해당 entropy는 0이다. 두 번째는 Fig. 5에서 보

표시처럼 database로부터 구한 값이 아니라 뇌파를

면, sine wave에 white noise가 첨가되어 1단계로 하

직접 분석한 값이므로 BIS와 entropy는 어느 정도의

나의 높은 성분과 6개의 낮은 성분으로 구성되고 2

차이가 예상된다.

단계는 Shannon mapping에서 power에 해당하는 X좌
표 값인 (P*ln(1/P))/ln(N)이 0.12, 0.08이므로 3단계로

신호의 Entropy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총 entropy값은 1 × 0.12 + 6 × 0.08 = 0.60이다. 세
번째는 Fig. 6에서 sine wave는 사라지고 단지 white

시간 도메인(time domain)에서는 approximate entropy

김대우：EEG-entropy와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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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Fig. 6. The sine wave has disappeared, and there is only white noise left. Step 1: the noise contributes to N = 7 components
P = Q(f) = 1/7. Step 2: (1/7)log(7) by the Shannon mapping. Step 3: summation of these components and normalization
By 1/log (7) (n of component = 7, (P* ln(1/P))/ln(N) = 0.1428) 7(1/7)log(7)/log(7) = 7 × 0.1428 = 1. White noise has
maximal entropy = 1.

나 Shannon entropy가 있고, 주파수 도메인(frequency

32 Hz 사이에서 이전 15초 내의 뇌파 자료로부터

domain)에서는 spectral entropy와 EEG-entropy같은 적

계산되는 반면에 RE는 이마근육의 빠른 근 활동을

절한 반응시간을 위한 시간과 주파수를 조정한 spec-

반영하는 32－47 Hz를 뇌파에 포함시켜 0.8－47 Hz

tral entropy (spectral entropy with balanced time and

사이에서 계산되어 1.92초 내에 나타낸다.16) 그러면

frequency)가 있다.

10,15)

왜 RE에 FEMG를 포함시켰는가하면, RE는 FEMG에
민감한데 FEMG는 얕은 마취나 진정 시 작동하며

EEG-entropy (M-Entropy
TM

S/5

TM

, Datex-Ohmeda

Entropy Module)

마취가 충분치 않을 때 고강도 통증자극에 반응하고
마취종료 각성시 FEMG가 급격히 증가한다. Entropy
가 감소하면 환자의 반응이 소실됨을 관찰할 수 있

Fig. 7에서 보듯이 EEG-entropy는 raw EEG에서 정

고 RE의 갑작스런 증가는 FEMG의 활성에 기인하고

보를 얻는 state entropy (SE)와 frontal electromyography

BSR은 뇌파의 단위시간조각 내의 silent기간의 비율

(FEMG)로부터 얻은 정보를 추가한 response entropy

을 나타내며 RE가 갑자기 증가하면 환자 각성이 임

(RE)로 구성된다. SE는 대부분 뇌파로 구성된 0.8－

박했다는 경보이다(Fig. 8). RE는 0－100까지 변하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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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는 0－91내에서 변한다.16) BIS와 유사하게 100은

를 의미한다. EEG-entropy 측정 시 방해요소들로는,

완전한 각성과 반응상태(fully awake and response), 60

전기소작(electrocautery), ECG, EMG, 빈번한 안구운

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마취상태(clinically meaningful

동의 개인차, 기침, 환자움직임, 간질경련, 신경질환,

anesthesia), 40은 의식이 있을 가능성이 낮은 상태

외상과 그 후유증, 정신과 약물복용, 소아환자들에서

(low probability of consciousness), 0은 대뇌피질 전기

부정확성이 있다.

14,15)

활동 억제상태(suppression of cortical electrical activity)

BIS와 EEG-entropy sensor
EEG-entropy sensor (Fig. 9)도 BIS sensor (Fig. 10)
와 유사하게 생겨서 entropy sensor나 BIS sensor의
세 개의 동심원 중에 1번 동심원을 코의 1.5 inches
상방의 이마에 오게 하고 3번 동심원은 오른쪽 눈꼬
리와 머리선 사이의 측두 부위에 오도록 하여 sensor
를 부착한다. 일단 모든 연결이 이루어지면 monitor
는 각 sensor의 임피던스를 확인하게 된다. 각 요소
가 확인되면서 임피던스의 통과 또는 실패 여부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임피던스가 통과되면
monitoring이 시작되며 EEG-entropy나 BIS의 추적이
그래프화 되어 나타난다. 만약 임피던스가 너무 높
으면 문제의 요소를 확인하여 시정해야 수치가 나타
나게 된다. 감시 도중에 높은 임피던스가 나타날 때
poor signal quality를 나타내며 이때는 높은 임피던스
부위에 set up key를 누르고 전극을 점검한다. 진정
깊이의 평가를 위해 이마에 두 가지 sensor를 부착할
TM

Fig. 7. EEG-entropy (M-Entropy , S/5
dule).

TM

Entropy Mo-

때 FEMG를 반영하는 EEG-entropy sensor를 이마 아
래쪽에, BIS sensor는 그 보다 위쪽에 부착한다.16,17)

Awake: RE 100/SE 85

100
80
60
40
20
0

Intubation response:
RE rapid increase /
SE maintenance

Maintenance:
RE = SE

Wake-up:
RE increase > SE increase

Fig. 8. Changes of EEG-entropy (RE, SE) during anesthesia. RE: response entropy, SE: state entropy.

김대우：EEG-entropy와 BIS

Fig. 9. EEG-entropy sensor pos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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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의하면 20명의 환자들에서

thiopental-desflrane-N2O 마취 시에 BIS의 술 중 마취
영역(surgical range)인 40－60의 양측 경계부위의 진
정깊이에서 RE의 급격한 변화를 보고하였는데 이들
변화와 3가지 다른 기술자(descriptor)로부터 계산되
는 BIS와 EEG-entropy의 특성으로 미루어 술 중 마
취영역의 양측 경계부위 즉, BIS 60 이상 영역이나
BIS 40 이하 영역에서는 BIS가 EEG-entropy보다 상
태를 더 잘 반영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마취영
역에서는 실제로 사용해보니 EEG-entropy가 BIS보다
상태를 훨씬 빠르고 안정되게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전기소작에도 덜 영향을 받는 것 같았다. 앞
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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