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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s in the Bispectral Index during the Cooling
Period of Cardiopulmonary Bypass in Pediatric Cardiac Surgery
Kyung Gon Cheong, M.D., Kyung Hwa Kwak, M.D., and Si Oh Kim,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gu, Korea

Background: The bispectral index (BIS), a value derived from the electroencephalogram, has been
proposed as a measure of anesthetic effect.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valuate the changes
in BIS, which simultaneously measure the body temperature changes during the cooling period of
moderate hypothermic cardiopulmonary bypass (CPB) in pediatric heart surgery.
Methods: After obtaining the Patients' informed consent and approval of the Hospital Ethical
Committee, fourteen pediatric patients who proceded open heart surgery with moderate hypothermic CPB
were studied. The BIS, nasopharyngeal and rectal temperature were recorded simultaneously for 20
minutes from the start point of cooling for moderate hypothermic cardiopulmonary bypass.
Results: The changes of BIS during cooling was strongly correlated with those of nasopharyngeal
2
and rectal temperature (R = 0.25 and 0.24). The spectral edge frequency (SEF) also changed with
the same fashion of BIS, but the scale was smaller than that of BIS.
Conclusions: Excluding the anesthetic effects, the BIS change during cooling is highly correlated
with the body temperature changes. This implies that BIS monitoring can be estimated as a useful tool
in the anesthetic management of pediatric open-hear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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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BIS monitoring; cardiopulmonary bypass; SEF; temperature monitoring; pediatric cardiac
surgery.

적으로 뇌파를 적절하게 가공을 하여 bispectral index

서

(BIS; Aspect Medical System, Newton, MA, USA)로

론

나타내어 마취 관리에 유용하게 이용을 하는 것은
마취의 깊이 즉 진정이나 최면상태를 감시하는 목

이제 보편화된 마취관리방법의 하나가 되었다.

1,2)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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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을 예방할 수 있고, 적절하게 마취 깊이를 감시
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취 약제의 과다투여도 어느 정
3,4)

도는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BIS 감시

장치는 심장 수술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일반적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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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외에 심폐우회술 시의 뇌기능 감시에 이용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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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Table 1). 또한 술 전 심기능 평가에서 심박

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장수술 후의 빠른

출지수가 40% 이하인 환자와 신장 및 간기능의 이

기관 내 튜브의 발관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이 감시

상이 있는 환자 또한 응급 심장 수술의 경우는 대상

장치가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는 보고가 있다.5) 또한

에서 제외하였다. 특별한 수술 전 처치 없이 환아가

초저체온 심정지를 하는 심장 수술 시에는 초저체온

수술 대기실에 도착하면 ketamine 2 mg/kg를 정맥

을 위한 냉각과 재가온 시의 뇌 기능을 감시하는데

내 주사를 한 뒤 수술실로 입실하였다. 마취에 필요

적용되고 있다.6)

한 감시장치를 부착한 후 마취 유도는 midazolam

체외순환에 의한 심장수술의 경우에는 체외순환

(0.05-0.1 mg/kg), fentanyl (2-5µg/kg)을 복합적으로

자체에 의한 약물약동학의 변화와 흡입마취제를 사

투여하여 이루어 졌으며 근이완제로는 vecuronium을

용할 수 없는 상황, 또 마취유지를 위하여 다량의

사용하였다. 마취유지는 산소(1.5 L/min)와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등으로 인하여 환자의 술

압축공기(2.5 L/min), isoflurane (＜ 1.0 vol%), fen-

중 각성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BIS

tanyl (2-10µg/kg/hr)을 사용하였으며 체외순환 중에

감시장치는 매우 유용하다.5) 국내에서도 이미 심장

는 midazolam (0.1-0.2 mg/kg)을 체외순환 시작 15분

수술 시의 BIS 감시장치의 사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전에 정주하고 fentanyl (2-10µg/kg/hr)을 지속적으

이미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로 정주하였다. 환자감시장치로는 5 전극 심전도, 비

있다.7-9) 이러한 심장 수술 시의 BIS 감시에서 간과

침습 혈압 측정 장치, 요골 동맥압, 중심 정맥압, 비

할 수 없는 사실은 저체온의 심폐우회술을 위한 냉

인두 체온, 직장 체온, 산소 포화도, 호기말 이산화

각과 재가온 시에 온도에 의해 BIS 수치가 변한다는

탄소 분압, BIS, 기도 내압, 분시환기량, 소변량, 흡

사실이다. 여러 연구 보고에서 체온의 저하에 따라

입 가스 농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 BIS 감시장

BIS 수치의 감소를 보고하고 있으나 그 변화에 대한

치는 BIS xp (Model A-2000, Aspect Medical Systems,

결과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7,10-12)

Inc. USA) 본체에 BIS xp platform 전용 소아용 센서

본 연구에서는 선천성 심기형의 수복을 위한 소아

를 지시된 대로 왼쪽이마에 부착한 후 측정하였다.

심장 수술에서 마취제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심

모든 측정치는 serial cable로 연결된 컴퓨터에 실시

폐우회술이 시작되고 저체온이 시작되면서부터 신체
몇몇 부위에서의 체온의 변화에 따른 BIS 수치의 변
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보고에서
는 대부분이 BIS의 변화가 실시간으로 변하는데 반
하여 그 측정을 연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몇몇 시점
에서의 측정치만으로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냉각에
따른 온도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기간 동안 실시간
으로 BIS 수치를 측정하지 않을 경우 그 변화가 제
대로 잘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착안
하여 BIS 감시장치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저장하고 마취기의 환자감시장치와 시간을 일치하여
온도 등의 다른 측정치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체외순환 하 심장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선천성
소아 심장병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병원 윤리 위원
회의 심의 및 허가를 받았으며, 연구과정에 대한 설
명을 보호자에게 하여 동의를 얻은 뒤 연구를 진행

Table 1. The Body Surface Area, Ages, Time for Cardiopulmonary Bypass and Pre-op Diagnosis
ꠧꠧꠧꠧꠧꠧꠧꠧꠧꠧꠧꠧꠧꠧꠧꠧꠧꠧꠧꠧꠧꠧꠧꠧꠧꠧꠧꠧꠧꠧꠧꠧꠧꠧꠧꠧꠧꠧꠧꠧꠧꠧꠧꠧꠧꠧꠧꠧ
2
BSA (M )
0.49 ± 0.18
(0.32-0.54)
Age (yrs.)
2.2 ± 1.4
(1-4)
TBT (min)
54.9 ± 10.5
(47-78)
ACC (min)
35.7 ± 7.9
(25-52)
Diseases
ASD
3
VSD
7
TOF
2
DORV
1
TAPVR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ranges are in the blank. BSA:
body surface area, TBT: total bypass time, ACC: aortic
cross clamping time.

234

정맥마취：제 8 권 제 4 호 2004

간으로 10초마다 저장이 되게 한 후 off-line에서
Ⓡ

Excel

program (Microsoft Office 2003, USA)에서 데

이터를 가공하였다. 또한 Datex-Ohmeda AS/3 Anes-

순환이 시작 되기 15분 전에 midazolam 을 투여하여
이 약제에 의한 냉각기 동안의 BIS 수치에의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thesia Monitor (Datex-Ohmeda Medical Instrumentation

BIS 감시장치로부터 기록된 자료에서 BIS 수치와

Inc., MA, USA)의 온도 측정 모듈에서 비인두와 직

spectral edge frequency (SEF, %)를 냉각이 시작된 후

장 온도를 측정하였고, 지속적 평균 요골 동맥압이

20분 동안 추출하였으며 이를 온도 자료 및 평균동

같이 저장되도록 하여 수술이 끝난 후 1분 간격으로

맥압 자료와 비교 분석하였다. 모든 결과는 평균 ±

측정치들을 기록하였다. BIS 감시장치에서의 측정치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통계분석은 SPSS ver 11.5

는 매 1분 동안에 측정된 모든 측정치들의 각각의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냉각 시작

평균값을 구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BIS 감시장

직전의 값을 기준으로 각 시간대에서의 변화는 paired

치와 마취기의 감시장치 간에 시간을 일치시켜 모든

t-test, 비인두와 직장의 온도변화와 BIS 및 SEF의 변

기록들이 동 시간대에 기록되도록 하였다.
모든 환자에게서 정중 흉골 절제가 시행되었으며

화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P
값이 0.05 미만일 때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상행 대동맥과 상대정맥, 하대정맥에 도관을 설치함
으로서 체외순환이 실시되었다. 저온 혈액-정질액의

결

과

심정지액이 심근 보호를 위해서 관상동맥 내로 주입
되었으며 막형산화기를 이용한 체외순환 하에 수술

체외순환의 냉각이 시작되고 20분간 측정된 각 변

이 이루어졌다. 체외 순환 중 심근 보호를 위해서

수들의 변화는 Fig. 1에 표시하였다. 냉각기 동안 평

경도의 저체온 상태로 체온 조절을 하였으며, 비박

균동맥압은

2

57.4

±

8.49

mmHg이었고

63.4-49.5

동성 관류가 2.0-2.4 L/m /min으로 유지되었다. 평균

mmHg의

동맥압은 50-90 mmHg으로 유지하였으며 혈압유지

35.5 ± 0.98 C에서 31.5 ± 1.17 C의 범위로 변화하

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phenylephrine과 sodium nitro-

였고, 직장의 온도는 36.0 ± 1.05oC에서 32.9 ±

prusside가 사용되었다. 마취의 유지를 위한 목표

1.55 C로 변하였다. 또한 냉각이 시작될 시점에서의

BIS 수치는 55-60 전후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체외

BIS 수치는 58.4 ± 10.3이었는데 냉각이 이루어진

범위에서
o

유지되었다.

비인두의

온도는

o

o

20분 후의 BIS 수치는 44.1 ± 8.5를 나타내었고,

Fig. 1. The overall changes of bispectral index (BIS),
spectral edge frequency (SEF, %), nasopharo
yngeal temperature (NP, C), rectal temperature
o
(Rectal, C) and mean blood pressure (MBP,
mmHg) during cooling period of moderate hypothermic cardiopulmonary bypass.

Fig. 2. The percent changes of bispectral index (BIS),
o
nasopharyngeal temperature (NP, C), rectal temo
perature (Rectal, C) during cooling period of
moderate hypothermic cardiopulmonary bypass
(*: P ＜ 0.05 with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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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F 값은 17.8 ± 4.3 Hz에서 14.8 ± 4.3 Hz의 범위

게 BIS 값이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심폐우회술이

로 변화하였다.

시작되면서 혈액희석 등에 의해 혈압이 유의하게 감

비인두와 직장 온도의 변화와 BIS 의 변화율을 비

소한 것과 연관이 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BIS 측정

교한 Fig. 2에서는 각각 비인두온도와 직장 온도가

치 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비인두와 직장 온도변

감소함에 따라 BIS 수치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화와 상관관계를 나타낸 통계결과에서도 유의한 상

시간의 변화에 따라 BIS 측정값은 유의하게 감소하

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서로 밀접한 종속관계에 있

였으며 각 구간별로는 냉각 시작 10분이 지나고부터

음을 알 수 있었다(Pearson r = 0.4965 with nasophar-

냉각 시작 시의 BIS 값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는

yngeal temperature and 0.4854 with rectal temperature,

것을 나타내었다. 또한 냉각 시작 2분대에서 특이하

P ＜ 0.0001, both)(Fig. 4A, B).
SEF 측정치는 비록 절대값에서 그 변화의 폭이
작았으나 비인두 및 직장 온도 변화와의 관계는 BIS
변화의 결과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었다(Fig. 3).
모든 대상 환아는 술 후 중환자실에서의 회복과
정에서 경련, 지남력 상실 혹은 인지기능의 장애 등
의 특이할 만한 합병증없이 중환자실에서 발관 후
일반병실로 옮겨졌으며 수술에 대한 결과도 만족스
러웠다.

고

찰

소아에서 심폐우회술의 냉각기 동안 BIS 감시의
변화를 살펴본 본 연구에서 비인두와 직장의 온도가
Fig. 3. The percent changes of spectral edge frequency
o
(SEF, %), nasopharyngeal temperature (NP, C),
o
rectal temperature (Rectal, C) during cooling
period of moderate hypothermic cardiopulmonary
bypass (*: P ＜ 0.05 with control).

하강함에 따라 BIS 수치의 변화에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BIS
감시장치에서의 기록을 실시간으로 연속적으로 저장
을 하여 분석에 이용하였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o

Fig. 4. The relationship of bispectral index (BIS) and nasopharyngeal temperature (NASO, C), (A) and bispectral index
o
(BIS) with rectal temperature (RECTAL, C), (B) during cooling period of moderate hypothermic cardiopulmonary
by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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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을 좀 더 확실하게 살펴 볼 수 있었다고 생각된

dlin 등도19) 저체온 군에서 BIS 수치가 더 많이 떨어

다. 또한 심폐회로 동안에는 fentanyl의 지속적인 정

진 것이 단순히 뇌의 냉각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체

주 외에 다른 마취제의 사용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온의 저하에 의한 투여되는 약제의 대사감소에 따른

온도만의 변화에 대한 BIS나 SEF의 변화를 좀 더

마취약제의 강도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살펴 볼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더욱이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저자들의 본 연구에서

대상을 소아환자로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는 투여되는 약제를 fentanyl으로만 한정하고 냉각기

뇌용적에 의하여 좀 더 균일하고 빠른 머리부분의

의 첫 20분 동안을 살펴본 것으로써 냉각에 의한

냉각으로 인하여 비교적 균일한 BIS나 SEF의 변화

BIS 수치의 저하가 약제에 의한 영향이라기 보다는

를 관찰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뇌의 냉각에 의해 나타나는 뇌파의 신경생리학적 변

체외순환을 동반하는 심장 수술 시의 뇌기능의 감
13,14)

시장치로는 대뇌산소포화도 측정기,
러 측정,

15)

16)

유발전위

경두개 도플

및 뇌파를 이용한 BIS 등이

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편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
된다. 한편 저체온의 심폐우회술에 의한 BIS 수치의
20)

변화는 Mathew 등에

o

의하면 체온이 1 C 감소하는

있다. 그 중 BIS 감시장치는 비교적 간편하게 사용

데 따라 BIS 수치가 1.12씩 변한다고 추정한 연구보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감시장치로서 대뇌에서 측정된

고가 있는가 하면 Doi 등에

뇌파의 빈도(frequency spectrum)와 진폭(amplitude),

우회술에 의해 BIS 수치가 감소는 하지만 그 범위가

위상각(phase angle) 등의 요소로부터 가공된, 통계적

너무 다양해서 마취깊이의 감시장치로는 부적절하다

으로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0과 100사이에서 적절하

고까지 주장한 연구 보고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게 나타내도록 지수화한 감시장치이다. 비록 통계적

Mathew 등의

인 의의를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들여서 고안한 감

라 BIS 수치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변화하

시장치이지만 몇몇 뇌파 파라미터로부터 제한된 신

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 자료로 발표는 하지 않지만

호처리로 만들어진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17)

일반적으로 체외순환 직전의 BIS 수치가 낮은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연구보고에서 최면상태

에서는 상대적으로 체온의 변화에 따른 BIS 수치의

를 판정하는 다른 방법이나 감시장치들과 높은 상관

변화가 저명하지 않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었고, 현재는 이를 이

성인에 비해서 소아에서 체온의 변화에 따른 BIS 수

용한 최면의 정도, 진정, 의식소실의 예측 기구로써

치의 변화가 더욱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변하는

뿐만 아니라 BIS를 이용하여 마취제의 사용량을 줄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추후의 연구과제로 더욱 규명

이고 빠른 각성과 발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마취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역에서 그 유용성이 증가되고 있다.

20)

21)

의하면 저체온의 심폐

연구보고에서처럼 체온의 하강에 따

뇌기저부의 온도를 잘 반영하는 온도 측정 부위로

심장수술에서 BIS 감시장치는 심장수술 중 특히

는 비인두와 고막에서의 온도 측정이라고 한다. 또

문제가 되는 각성을 감시할 수 있다는데 그 유용성

한 심부 온도의 변화는 직장온도가 잘 반영한다고

이 있다. 심장 수술은 다른 일반적인 수술과 달리

한다. Akata 등의22) 연구보고에 의하면 체외순환 동

정맥마취제의 사용, 특히 마약제를 많이 투여하게

안 몸중심부의 온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부위로는

되고, 심폐우회술에 의한 약물약동학의 지대한 변화

폐동맥 내의 온도가 가장 좋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와 장기보호를 위한 저체온의 도입으로 인한 약제의

서는 직장온도가 상대적으로 비인두온도에 비해서

감수성 증가에 따른 투여용량의 변화 등에 의해 각

심부의 온도를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심부온도

성의 발생빈도가 높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

의 변화는 비인두나 고막의 온도 변화에 비해 상대

다. 이는 소아의 경우에도 간과될 수 없는 문제이

적으로 반응이 느리게 나타난다. 하지만 본 연구에

18)

따라서 심장수술의 마취관리에 BIS 감시장치

서 나타난 결과에서 BIS 수치의 변화는 비인두나 직

를 도입하는 것은 각성의 위험성에 대처할 수 있는

장에서의 온도 측정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다.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

러한 결과는 저체온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31-

났듯이 체온이 떨어짐에 따라 BIS 수치가 비례적으

32 C까지 냉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로 감소하는 것을 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Schmi-

즉 순환정지를 해서까지 수술을 해야 하는 복잡 심

o

정경곤 외 2인：심폐우회술 냉각기의 BIS의 변화

기형이나 대동맥궁의 수술에서는 고도의 저체온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두 부위에서의 온도변
화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서 BIS 수치에의 영향도
달리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특히 이 경
우에는 초저체온을 유도하는 온도 시점을 BIS 감시
장치로 유용하게 감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
만 BIS 수치가 0에 가까운 지점이 너무 높은 온도에
서 예기치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도 있
는 것을 참고로 하여야 한다.

23)

한편 단일 측정치인

SEF 수치는 그 변화양상은 BIS의 변화와 같은 양상
을 나타내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와 측정치들
간의 숫자상으로 차이가 크지 않아 BIS에 비해 그
이용가치는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단지 감시장치가
두 가지 항목을 같이 측정해 주므로 BIS의 해석에
보조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여러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에 많이 이용을 하고 또 통계
학적으로 검정된 BIS가 임상 영역에서는 더욱 목적
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소아의 심장 수술에서 중등도 저체온
하의 심폐우회술의 냉각시기에 측정한 BIS 수치는
비인두의 온도나 직장 온도의 변화와 유의한 상관관
계를 가지면서 감소하는 것을 규명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체외순환을 동반하는 심장수술에서 BIS
감시장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연
구가 더욱 필요함을 제기하는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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