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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아 주사액은 다양한 종류의 수술 후 오심 및 구토에 효과적입니다.1)

•나제아 주사액은 1일 1앰플로서 24시간 제토효과가 유지됩니다.2)

    (24시간 내 2앰플까지 증량 가능합니다.)

•나제아 주사액은 항 구토 작용이 강력한 R체만의 순수한 5-HT3 수용체 길항제 입니다.3)

1) Hahm TS et al, Anaesthesia 2010 May;65(5);500-4 / Kwak YL et al, Spine. 2008 Aug 1:33(17):E602-6
2) Nasea Package insert
3) Miyata K et al, J pharmacol Exp Ther. 1991 Oct:259(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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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한마취약리학회	 연수	 교육에	 참가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마취약리학회에서는	 임상에서	 마취를	 하거나,	 마취를	 보조하는	 여러	 직군의	 선생님께	 필요한	

마취약리(anesthetic	 pharmacology)와	 관련된	 최신	 지견을	 포함한	 다양한	 강의들을	 준비하여	 매년	

연수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올	 해	 연수교육은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동등용량(bioequivalent	

dose)	 계산의	 약리학적	 기본	 원리를	 시작으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해피벌룬(happy	

balloon)에	 대한	 이야기	 및	 생체	 소리	 신호와	 관련된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세션에서는	 마취의	 유도부터	 각성까지	 마취	 중	 뇌의	 작용과	 뇌파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강좌와	

폐보호	 환기법(lung	protective	ventilation)	 및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결핵환자를	 마취할	 때	 주의점	 등	

마취	 중	 호흡관리에	 대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한마취약리학회에서는	 임상에서	 마취를	 시행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토픽	 중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수교육의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대한마취약리학회	 연수교육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내용도	 해결하고	 나아가	 강의	 내용을	

임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가하신	 모든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선생님들의	 활발한	 토론과	 참여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마취약리학회장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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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	equivalence:	principles	of	calculation	

	

울산의대	 송인경	

	

임상에서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때,	 필요에	 따라	 동일	 계통의	 다른	 약물로	 변경하거나	 약물의	

투여	 경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증	 클리닉에서	 만성	 통증	

환자의	 통증을	 치료할	 때,	 경구로	 복용하던	 약물을	 피하	 또는	 정맥	 주사로	 투여하게	 되면,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하지만,	 동등역가의	 약물량(equipotent	 dose)	

계산은	 대부분	 경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약동력학	 모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1,2	 새로운	 용량용법(dosing	 regimen)이	 필요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다른	 투약	

경로	 또는	 다른	 종류의	 약물	 사이의	 역가비(potency	 ratio)를	 이용하는	 것이다.	 흔한	 예가	

아편유사제의	 동등진통효과용량표(equianalgesic	 dose	 table)이다.	 그러나	 약물마다	 반감기,	 청소율	

등이	 다르므로	 설사	 동등역가의	 용량을	 투여했더라도	 각	 약물의	 시간에	 따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강의에서는	 동등역가약물량	 계산을	 설명함에	 있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임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fentanyl과	 remifentanil의	 약동력학	 모형을	 이용하고자	 한다.3,4	 두	 약물	 모두	 효과를	

측정하는	 변수로	 뇌파를	 이용하였다.	 뇌파에서	 SEF	 (spectral	 edge	 frequency)가	 50%	 억제되는데	

필요한	 항정상태	 약물농도를	 C50라고	 하면,	 이	 농도는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	 삽관과	 같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둔화시키는	 농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마취를	 유도할	 때,	 단회정주(intravenous	

bolus)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동등한	 효과를	 얻기	 위한	 두	 약물의	 용량을	 계산해보자.	

Scott의	 모형에서	 fentanyl의	 C50은	 7.8	 ng/mL,	 Minto	 모형에서	 remifentanil의	 C50은	 최대	 16.1	

ng/mL로	 fentanyl보다	 2배	 정도	 크다.	 그렇다면	 fentanyl	 100	 µg을	 단회정주하는	 것과	 동등한	

효과를	 기대하려면	 remifentanil	 200	 µg을	 투여하면	 될까?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공식만	 알면	 된다.	 각	 공식의	 유도	 과정은	 생략하겠다.	 먼저	 최대효과도달시간(tpeak)에서의	

분포용적(Vdpeak	effect,	Vdpe)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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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1은	 중심구획분포용적,	 Cpeak은	 최대효과도달시간	 tpeak에서의	 농도,	 C0은	 시간	 t=0에서의	

농도를	 의미한다.	 각	 모형에서	 계산된	 대략의	 Vdpe	 값은	 fentanyl	 75	 L,	 remifentanil	 17	 L이다.	 분포	

용적은	 투여량/농도이므로	 다음의	 공식	 	

	

peak peLoading dose C Vd  	 	

	

을	 이용하면	 tpeak에서	 C50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용량을	 구할	 수	 있다.	 계산	 결과,	 위의	

가정에서	 C50의	 효과를	 얻으려면	 fentanyl	 585	 µg,	 remifentanil	 273	 µg이	 필요하다.	 즉,	 두	 약물의	

효과처	 모형과	 항정상태	 약물농도	 개념을	 적용하였을	 때,	 fentanyl	 100	 µg과	 동등역가의	

remifentanil	 용량은	 그	 2배가	 아닌	 약	 0.5배,	 47	 µg인	 것이다.	 한편,	 fentanyl의	 최대효과도달시간	

tpeak는	 3.7분인데	 반해	 remifetanil의	 tpeak는	 1.5분이므로	 시간에	 따른	 효과의	 변화는	 두	 약물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위에서	 구한	 동등역가	 단회정주	 용량비를	 지속정주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약동력학	

모형에	 근거하여	 지속정주속도를	 계산하는	 개념을	 알고	 있다면	 아래	 공식들을	 이용하여	

항정상태에서의	 C50를	 얻기	 위한	 각	 약물의	 주입	 속도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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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속도(IR)를	 구하려면	 농도와	 청소율(Cl)을	 알면	 되는데,	 fentanyl의	 청소율은	 0.57	 L/min,	

remifentanil의	 청소율은	 2.4	 L/min이므로	 항정상태에서의	 C50를	 얻기	 위한	 주입속도는	 대략	

fentanyl	 266	 µg/h,	 remifentanil	 2.3	 mg/h로	 계산이	 된다.	 즉,	 단회정주할	 때의	

동등역가용량비(2:1)와는	 달리	 지속정주할	 때의	 동등역가주입속도는	 remifentanil이	 fentanyl의	

10배	 정도	 되는	 것이다.	 	

이처럼	 약동력학	 모형을	 이용하여	 동등역가약물량을	 계산해보면,	 각	 상황에서의	 용량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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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하나의	 동등역가용량비(equipotent	 dose	 ratio)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우리는	 항정상태에서의	 뇌파로	 측정된	 농도효과	 관계를	 바탕으로	 두	 약물의	 상대적	

역가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가정이	 달라진다면	 계산도	 달라질	 것이다.	 두	 약물의	 약동력학	 모형이	

완전히	 다르고	 투약	 경로	 또한	 다르다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동등역가약물량은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잘	 만들어진	 약동력학	 모형이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동등역가약물량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상	 경험에	 근거하여	 역가비나	 각	 약물의	 총	

누적	 투여량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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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ous	oxide:	happy	balloon	

	

고려의대	 김연희	

	

지난	 4월	 경기도	 한	 호텔에서	 웃음가스	 혹은	 마취가스로	 불리는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N2O)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호주	 종합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들에게	

의료기기	 설치	 오류로	 아산화질소를	 공급해,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의	 아기가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산화질소는	 마취용	 의약품으로뿐만	 아니라	 휘핑크림	 제조	 등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지만,	 잘못된	 사용은	 위	 경우처럼	 사망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아산화질소는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작용을	 앞세워	 유사마약처럼	 젊은	 층을	 빠르게	 파고	

들었고,	 이는	 해외에서	 유행하던	 해피	 벌룬(happy	 balloon)으로	 우리나라의	 대학가	 주변	 술집,	

클럽	 등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합법적	 마약으로	 활발하게	 판매되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중독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산화질소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손쉽게	 매매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사망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다.	 법적인	 규제가	 없어	 아산화질소의	 위험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단순한	 호기심과	 유혹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어	 이런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아산화질소로	 인한	 사망사고로	 환경부와	 식약처	 책임	

공방	 끝에	 환경부서	 아산화질소를	 관리하기로	 하고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아산화질소를	 흡입,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결정되었다.	 반면	 의약품용	

아산화질소는	 의료용이란	 표시를	 명시하고	 의료기관	 등의	 취급자에게만	 공급되도록	 규정돼	 있어,	

불법	 유통시	 약사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산화질소의	역사	

아산화질소는	 흡입마취제로	 사용되는	 안전한	 물질로	 1793년	 Joseph	 Priestly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고,	 역사적으로	 치과치료의	 불안과	 공포를	 감소시키기	 위해	 치과의사였던	 Horace	Wells에	

의해	 1844년	 처음으로	 아산화질소를	 임상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공개시연에	 실패하여	 사용되지	

않다가,	 1863년	 Colton에	 의해	 다시	 임상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어	 1868년	 Andrews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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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와	 산소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었고,	 1898년	 Hewitt에	 의해	 아산화질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공급	 장비를	 개발함으로써	마취는	 급속히	 발달하게	 되었다.1	

	

아산화질소의	특징	

아산화질소는	 무색,	 무취의	 기체로	 단맛을	 지닌다.	 실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며,	 혈액가스	

분배계수가	 0.47로	 낮아	 빠른	 작용시간	 및	 작용소실	 등의	 장점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폭발성도	

없고	 비인화성이나	 산소가	 인화물질과	 반응할	 때	 연소	 작용을	 도와줄	 수	 있다.	 아산화질소는	

액화되어	 저장되어	 압력계로	 가스량을	 측정하지는	 못하고	 가스의	 실중량(net	 weight)으로	

계산하는데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40	 L	 용기	 속에	 약	 20	 kg이	 들어	 있다.	 아산화질소는	

최소폐포농도(minimal	alveolar	concentration,	MAC)가	 105%로,	 단독으로는	 충분한	 마취심도를	 얻기	

어려우나,	 아산화질소는	 다른	 흡입마취제와	 함께	 사용시	 마취유도가	 빨라져	 다른	 흡입마취	

가스와	 함께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이	 기체를	 흡입하면	 얼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마치	 웃는	

것처럼	 보여,	 웃음가스(laughing	 gas)	 혹은	 행복가스(happy	 gas)라고	 하고,	 아산화질소	 가스를	

풍선에	 넣어	 행복풍선(happy	 balloon)이라고도	 한다.	 아산화질소는	 체내에서	

생체전환(biotransformation)이	 일어나지	 않고	 빠른	 속도로	 폐를	 통해	 99%가	 제거되고,	 극히	 작은	

량은	 피부나	 체액	 장내	 가스	 등으로	 제거된다.	

	

아산화질소의	작용기전	

아산화질소의	 작용기전이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고	 있으나	 GABAA	 (gamma‐aminobutyric	 acid)	

수용체에는	 활성이	 없고,	 시냅스	 후	 흥분성	 NMDA	 (N‐methyl‐D‐aspartate)	 수용체의	 억제를	 통해서	

나타내며,	 부분적으로는	 내인성	 매개체의	 유리에	 의해서	 중재된다고	 믿어지며	 endorphin과	

norepinephrine	 유리가	 아산화질소에	 의해	 자극된다고	 알려져	 있다.2	 즉,	 가장	 주된	 안산화질소의	

작용기전은	 NMDA	 형	 글루탐산수용체,	 다시	 말해	 흥분을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메이트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자극으로	 인한	 흥분	 전달이	 차단한다.	 결국,	 아산화질소	

흡입은	 자극의	 전달을	 억제해	 기분을	 진정시키고	 통증을	 줄여	 준다.	

현재	 아산화질소는	 전신마취의	 보조제로	 주로	 사용되며,	 다른	 마취약제의	 최소폐포농도를	



11	

	

감소시키나	 아산화질소	 단독	 투여나	 정맥마취의	 보조제로	 사용	 시에는	 bispectral	 index	 (BIS)	

값이나	 구두지시에	 대한	 반응소실과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한다.3,4	 또한,	 아산화질소는	

정맥	 마취제(propofol과	 remifentanil)와	 병용	 사용할	 경우	 자극에	 대한	 운동반응을	 억제한다.5	

	

아산화질소가	장기에	미치는	영향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른	 마취제와는	 달리	 아산화질소는	 심혈관계에	 유의할	 만한	 유해작용이	

없다.	 용량에	 따른	 심근수축력을	 감소시키고,	 내인성	 카테콜아민을	 증가시켜	 부정맥의	 빈도를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반된	 두	 가지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심박출량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아산화질소는	 homocysteine	 유리를	 촉진시켜	 심장질환을	 악화시킨다는	

보고도	 있다.6	 따라서,	 환자가	 만성	 고혈압,	 좌심실부전,	 진행성	 죽상경화증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는	 심장	 억제	 작용의	 위험이	 증가된다.7	

아산화질소에	 의한	 호흡억제는	 크지	 않으나	 일회호흡량이	 감소하고	 호흡수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정도의	 마취를	 효력	 높은	 마취제로	 유도했을	 때보다는	 호흡억제작용이	 크지	 않다.	

하지만,	 저산소증에	 대한	 저산소	 유도(hypoxic	 drive)는	 낮은	 농도로	 사용할	 때도	 심하게	 억제되어	

저산소증에	 대한	 보상적인	 환기증가	 반응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혈액으로부터	 폐포로	 아산화질소가	 확산되어	 폐포	

안의	 산소	 농도를	 잠시	 감소시키는	 현상인,	 확산성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산화질소를	 중단한	 후	 35분	 동안	 100%	 산소를	 흡입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아산화질소는	 뇌혈류를	 증가시켜	 두개내압(intracranial	 pressure)을	 상승시키고,	 뇌	 산소소모량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아산화질소	 사용은	 동물실험에서	 기형발생과	 자연유산이	 확인되었고,	 인체	 내에서	 독성은	 확실히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수술실에	 근무하는	 여성이나	 배우자에서	 자연	 유산의	 발생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7	 이와	 같은	 이유로	 아산화질소에	 대해	 미국과	 호주에서는	 권고노출기준을	

시간가중평균치	 25	 ppm	 (45	 mg/m3)로	 권고하고	 있고,	 미국,	 벨기에,	 덴마크,	 뉴질랜드,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농도를	 시간가중평균치	 50	ppm	(90	mg/m3)로	 제시하고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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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는	 장기간	 사용시	 혈역학	 및	 신경학적으로	 독성효과도	 갖고	 있다.912	 아산화질소는	

비타민	 B12의	 cobalt	 원자를	 불가역적으로	 산화시켜	 비타민	 B12에	 의존적인	 효소들	 즉,	 myelin	

생성에	 필요한	 메치오닌	 합성	 효소(methionine	 synthase)와	 DNA	 합성에	 필요한	 티미딜레이트	

합성효소(thymidylate	 synthase)를	 억제시킨다.9	 따라서	 아산화질소를	 장시간	 흡입하면	 골수를	

억제시킬	 수	 있으며	 심하면	 말초신경병증(peripheral	neuropathy)	 및	 악성빈혈도	 초래할	 수	 있다.13	

아산화질소는	 마취	 중	 체내에	 존재하는	 폐쇄공기체강으로	 이동하여	 가스용적을	 증가시켜	

수술시야를	 가리거나	 수술	 결과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수술	 후	 오심과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흉이	 있는	 상태에서	 75%의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기흉	 용적이	 10분	 이내에	

2배가	 될	 수	 있고,	30분	 안에	 3배로	 증가될	 수	 있다.14	

	

최근	연구와	결론	

최근	 법령으로	 환각물질로	 지정된	 웃음가스	 즉,	 아산화질소는	 진통작용,	 다른	 흡입마취제의	

최소폐포농도	 감소효과,	 낮은	 혈액가스	 분배계수로	 인한	 빠른	 작용시간	 및	 작용소실	 등의	

장점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2015년	 전신마취	 하	 수술	 중	 아산화질소의	 사용	 유무가	 환자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분석한	 결과	 아산화질소를	 사용한	 군에서	 입원기간의	 증가나	 혈전,	 뇌졸증,	

상처	 감염의	 빈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무기폐와	 구역,	 구토의	 발생	 빈도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5	 최근에는	 이	 약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를	 대체할	 만한	 마취약제의	 발달로	

아산화질소	 대체	 약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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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s	in	Anesthesia:	beyond	auscultation	

	

서울의대	 김은희	

	

청진(auscultation)의	 정의는	 몸	 안의	 소리를	 듣는	 것이며,	 주로	 심장,	 호흡,	 장의	 소리를	 듣는	

것을	 일컫는다.	 청진을	 진단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이어져	 온	

방법인데	 처음에는	 귀를	 직접	 환자의	 가슴에	 대고	 소리를	 듣는	 방법을	 사용했다.	1816년	 프랑스의	

Laennec은	 청진기를	 개발하여	 소리를	 듣는데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진기는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의사가	 청진기를	 목에	 걸고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의사를	 상징하는	

모습이	 되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청진을	 이용하여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점점	 생겨나게	 된다.	 청진이라는	 것이	 주관적이라는	 것,	 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1	 2000년대부터	 급속도로	 발달한	 초음파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머지않은	 미래에는	 초음파가	 청진기를	 대신하게	 될	 것,	 청진기는	 죽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청진이	 가지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소리를	 증폭시키고,	 구분하고,	 디지털화하여	 이를	 시각화하여	 객관적으로	 자료를	 보여주고,	

저장,	 분석의	 용이성과	 정확성이	 높이는	 방법이	 발전하고	 있다.2	 대표적인	 것으로	 시각	

청진기(visual	 stethoscope),	 전산화	 폐음	 분석(computerized	 lung	 sound	 analysis),	 음향	 호흡	

감시(acoustic	 respiration	 monitoring),	 음향	 심전도(acoustic	 cardiography)가	 있으며,	 오늘	

강의에서는	 이러한	 감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시각	청진기	

시각	 청진기는	 청진기(Fig.	 1)를	 통해	 들리는	 소리의	 신호를	 실시간	 고속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빈도,	 진폭,	 시간의	 3차원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3,4	 Fig.	 2는	 시각	 청진기를	 이용하여	 왼쪽과	

오른쪽의	 양쪽의	 폐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은	 정상적으로	 호흡이	 되는	 폐음을	

나타내고,	 왼쪽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	 즉	 우측	 주기관지로	 기관내	 튜브가	 들어간	 상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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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전흉부에	 위치한	 청진기(22094‐S,	Kimura	Medical	 Instrument,	Tokyo	 Japan),	 시각	 청진기를	

위해	 청진기를	 위치한	 상태	

	 	

	

	

	

	

Fig.	2.	 단측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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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각	 청진기의	 임상적	 유용성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청진으로	 소리가	 달라지는	 것보다	 먼저	 소리의	 변화를	 그림을	 이용하여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다	

(2)	 양쪽	 폐의	 소리를	 동시에	 비교	 가능하다	

(3)	 전신	 마취	 중	 지속적인	 폐음	 관찰이	 가능하다	

	

전신	 마취	 중	 기관	 내	 튜브를	 적절하게	 위치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수술	 중	 환자의	

자세에	 따라,	 특히	 소아에서는	 그	 위치가	 쉽게	 변할	 수	 있다.	 기관	 내	 튜브가	 너무	 깊게	 위치해	

기관지	 내	 삽관이	 되면	 무기폐,	 저산소증,	 기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너무	 얕게	

위치하게	 되면	 기계환기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쪽	 폐	 청진을	

이용하여	 기관	 내	 튜브	 위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양쪽	 폐음이	 청진되는	 경우에도	

60%에서	 기관지내	 삽관일	 가능성이	 있다.5	 이런	 경우에	 시각	 청진기는	 폐음이	 달라지는	 것을	

민감하게	 나타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3	Hiromi	Kato	 등은	 시각	 청진기를	 이용하여	

기관내	 삽입	 튜브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지,	 직접	 청진으로	 폐음을	 듣는	 것과	 비교하여	 장점을	

가지는지	 연구하였고,	 시각	 청진기를	 사용하여	 그려지는	 소리의	 형태가	 직접	 청진을	 하는	 것보다	

기관내	 삽관	 튜브	 위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폐음의	 변화를	 더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술	 중	 폐음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전산화	폐음	분석	

폐질환을	 진단할	 때	 청진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진단하는	 것은	

부족하다.	 가장	 큰	 단점은	 관찰자	 변이(observer	 variability)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청진을	 통해	

폐렴을	 진단하는	 것의	 민감도는	 4769%,	 특이도	 5875%	 정도로	 낮게	 측정되었다.	 전산화	 폐음	

분석은	 폐음을	 청진하는	 것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폐음을	 녹음하고	 이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리의	 특징을	 분석하여	 시각화해	 진단에	 도움을	 주는	 방법	 이다.	 Raymond	 L.H.	

Murphy는	 1977년	 시각적	 폐음	 특성화라는	 방법을	 소개하였고,6	 그후	 이를	 통한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다.	 Fig.	 3은	 2004년	 Raymond	L.H.	Murphy가	 소개한	 폐음	 분석의	 방법이다.	 Fig.	 3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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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마이크를	 부착한	 폼	 패드를	 환자의	 등에	 거치시킨	 후	 20초	 정도	 깊게	 숨을	 쉬도록	 하고	

소리를	 녹음해서	 그	 소리를	 분석하여	 Fig.	 4의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준다.	 예를	 들어,	 180	 Hz	

이상의	 사인	 곡선	 파형의	 소리가	 한	 호흡	 주기에	 4%	 이상	 감지되면	 천명이	 있는	 것으로,	 180	Hz	

미만의	 사인	 곡선	 파형의	 소리가	 한	 호흡	 주기에	 4%	 이상	 감지되면	 이는	 수포음으로	 간주한다7.	

이러한	 방법으로	 폐렴환자의	 폐음과	 정상인의	 폐음을	 구분하는데	 양성예측률이	 0.90	 정도로	 높게	

보고되었다.7	 이외에도	 1개월	 정도의	 영아에서	 PulmoTrack을	 사용하여	 전체	 폐음	 중	 천명의	 양을	

측정하여	 환아에게	 천명이	 있는지	 진단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으며,	 흉부	 물리	

치료후의	 효과를	 측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그	 유용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다.811	 관찰자	 변동성을	 줄여	 객관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전체	 폐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12	 	

	

	

	
	

	

Fig.	3.	Computerized	multi‐channel	lung	sound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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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uterized	multi‐channel	lung	sound (normal lung	sound)

	

	

음향	호흡	감시	

호흡억제는	 기관발관	 직후,	 그리고	 진통제를	 주입하고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사망이나	 뇌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전신마취	 직후나	 진통제를	 주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맥혈	 산소검사,	 호흡	 수	 검사	 등을	

통해	 호흡감시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수술	 중	 호흡,	 이산화탄소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측정기로	 호기말	 이산화탄소를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기관발관	 후에는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	 최근	 비침습적이며	 지속적으로	 호흡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가	 소개되었다.	Masimo	 사에서	 개발된	 rainbow	acoustic	 respiration	monitoring	 (RRa)이다.	

이는	 목과,	 기관	 근처에서	 흡기와	 호기의	 공기의	 흐름에	 의한	 진동을	 감지해	 호흡수를	 계산하고	

이를	 수치로	 나타낸다.13	 이는	 여러	 연구에서	 호흡수를	 직접	 재는	 것	 또는	 호기말	 이산화	 탄소	

분압	 측정기를	 사용해서	 호흡수를	 측정하는	 것과	 비슷하게	 호흡수를	 예측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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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으며,	 다른	 방법에	 비해	 장점은	 환자의	 편안함이라고	 보고하고	 있다.13‐15	 또한	 중등도	

이상의	 진정이	 필요한	 시술	 진정에서	 이를	 통한	 기본적인	 산소포화도,	 마취	 깊이	 모니터링	 외에	

음향	 호흡	 감시를	 추가하여	 감시하게	 되면	 호흡저하에	 의한	 저산소증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16	 	

	

	

	

Fig.	5.	Rainbow	acoustic	monitor	

	

	

음향	심전도	

심음을	 청진하여	 보고하는	 데에도	 관찰자	 변이의	 영향으로	 그	 민감도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보고	 되고	 있다.	 심음도(Fig.	 6)는	 심음과	 심잡음을	 더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음향	 신호를	 시각화해서	 보여준다.17	 의료기기의	 발전으로	 현재는	 소리의	 구성요소,	

패턴,	 시간,	 빈도,	 그리고	 강도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임상적인	 진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심전도,	 심초음파의	 정보를	 더하면	 좌심실	 수축기능,	 심근허혈	

등	 다양한	 심질환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심음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숙련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0	

	

	

	

	

Fig.	6.	The	phonocardiogram	(1935)	 	

	 	

	

음향	 심전도는	 심음을	 청진하는	 가장	 발전된	 방법입니다.	 이는	 심음과	 심전도를	 동시에	 저장하고	

분석하여	 심장의	 기계,	 전기적인	 기능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18	 몸에는	 간단하게	 두	 개의	 전극을	

부착하게	 되고	 연결되어	 있는	 작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분석한다(Fig.	 7).	 현재까지	 알려진	

임상적인	 의미는	 (1)	 심부전의	 진단과	 감시,19	(2)	 심허혈의	 발견,	(3)	 심장	 재동기화	 치료의	 최적화,	

그리고	 (4)	 좌심실	 비대,	 심실세동,	 폐동맥	 고혈압,20	 심부전환자의	 예후21	 등의	 감시에도	 그	

유용성이	 보고되어	 있다.	 최근에는	 휴대용	 감시	 장치기능을	 더하게	 되어	 3개의	 전극과	 작은	 기록	

장치를	 가지고	 있으면	 심음과	 심전도의	 데이터가	 무선으로	 전달되어	 분석이	 가능하다.	 일과성	

허혈증,	 심실	 기능	 부전,	 부정맥	 등의	 드문	 사건을	 감시할	 수	 있다.	

	

	

	
	

	

Fig.	7.	Acoustic	cardiogrpahy	(Audic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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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리를	 이용한	 모니터링	 방법들의	 발전과	 유용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외에도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청진기	 자체도	 다양한	 변화를	 생기고	 있다.	 듣고	 싶은	 소리를	

증폭해주고,	 소음은	 감소시켜주며,	 소리를	 즉시	 분석해서	 시각화해서	 보여준다.	 또한	 여러	 사람이	

같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며,	 무선을	 통해	 원격으로	 진료가	 가능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같이	 소리를	 들으면서	 유대감을	 더	 강화시키기도	 하고	 환자의	 바로	 옆에서	 학생들과	

함께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듣고	 태블릿	 화면으로	 보면서	 교육의	 방법도	 바뀌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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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of	music	in	anesthesia	

	

건국의대	 임정애	

	

서론	

음악은	 우리	 주변에	 늘	 있으면서	 즐거움을	 더해	 주고,	 슬픔과	 무료함을	 달래	 주는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이다.	 우리는	 길가	 음악이나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알게	 모르게	 많은	 시간	 음악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음악의	 효능은	 선사시대,	 뼈로	 악기를	 만든	 것부터	 시작하여	 주술과	 치료에	

사용되었고,	 현재는	 음악치료,	 나아가	 사운드	 테라피로	 불리고	 있다.	 음악치료는	 장애아동,	

치매노인,	 호스피스	 등	 많은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더불어	 음악과	 뇌의	 작용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술실	 내에서	 음악의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들로1,2	 많은	 병원에서	 이미	

부위마취	 수술	 동안	 헤드셋을	 통해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음악치료,	 음악과	 뇌,	 마취	 후	 회상에서	

음악의	 역할,	 그리고	 마취와	 연관	 된	 음악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음악치료	 	

음악치료란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	 및	 유지시키며,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생성되는	 것으로,	 요새	 각광	 받는	 명상음악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노르아드레날린	 수치를	 떨어뜨리며	 시술	 중에서도	 불안을	 감소시킨다.3,4	

직접	 노래하거나	 연주하면	 이런	 효과는	 더	 커지며,	 어려서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들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corpus	 callosum)이	 더	 컸고,5	 음악의	 처리	 과정으로	 좌우뇌	 사이에	 정보	

교환량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슬플	 때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경우는	

슬픔을	 느낄	 때	 신경안정	 호르몬인	 프롤락틴이	 눈물을	 통해	 배출되는데,	 슬픈	 음악이	 이것을	

유도하기	 때문이다.6	 음악치료는	 협력을	 장려하고,	 신체지각과	 자아인식을	 높이며,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학습능력을	 강화하고	 조직화하는	 효과와	 긴장을	 풀어	 마음을	 안정시킬	 뿐아니라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이거나	 원활한	 인간관계를	 돕는다.	 음악치료는	 학습장애,	 난독증,	

주의력결함장애,	 다운증후군,	 만성피로증후군,	 자폐증,	 우울증,	 행동장애,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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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등과	 같이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일반	 건강한	 어린이부터	 노인,	 병원에서	 시술과	

마취와	 수술	 환자,	 특히	 요즘	 호스피스	 영역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연구되고	 있다.7,8	 	

	

음악과	뇌	

음악의	 소리	 파동이	 고막과	 등자뼈(stapes)를	 거쳐	 내이의	 달팽이관으로	 들어선	 진동이	

청각세포인	 유모세포(hair	 cell)를	 자극할	 때	 발생한	 전기신호가	 신경섬유를	 통해	 뇌로	 전달되면서	

비로소	 뇌와	 음악이	 만나고,	 음악의	 지각,	 인지	 과정이	 일어난다.	 초기에는	 음악은	 대부분	 우뇌가	

처리를	 하고	 언어는	 좌뇌가	 처리	 한다는	 이론에서	 최근에는	 언어와	 음악을	 처리	 하는	 신경회로가	

오버랩	 되는	 상관설이	 제기되고	 있다.9	 즉	 음악을	 들을	 때는	 우뇌가	 주로	 전체적인	 인상을	

받아들이고,	 좌뇌는	 세세한	 것을	 분석한다.	 멜로디,	 리듬,	 음	 사이의	 간격을	 알아차리고	 분석하는	

음악의	 처리과정은	 양쪽	 뇌가	 모두	 활동한다.	 음악과	 뇌에	 대한	 연구는	 음악의	 종류와	 음	 높이,	

음색,	 조성,	 화성,	 리듬,	 박자,	 템포	 등	 음악적	 요소와	 뇌의	 반응과	 음악으로	 인한	 사람의	 생리적	

변화인	 혈압,	 심박수,	 피부,	 호흡,	 호르몬,	 면역작용	 등에	 대한	 것들이다.	 음악과	 뇌의	 연구에는	

뇌파(electroencephalography),	 뇌자도(magnetoencephalography),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fMRI	 (functional	 magnetic	 reonance	 imaging)	 등이	 사용되고	 있다.	 뇌파	 중의	 알파파는	 신체	 또는	

정신활동의	 이완	 및	 각성과	 관련하여	 우세하게	 나타나며	 두뇌의	 안정	 상태를	 반영한다.	 음악은	

알파파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나	 슬픔을	 유발하는	 음악(장송곡)보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느낌의	

음악이	 알파파를	 더	 증가시킨다.	 음악을	 듣고	 나서도	 효과가	 일정	 기간	 지속되었다.10	 음악에	 의한	

사람의	 정서적	 변화,	 즉	 생리적	 변화와	 뇌와의	 관계는	 변연계(limbic	 system)과	 변연계	 주변	

(paralimbic	 system:	 amygdala,	 hippocampus,	 parahippocampal	 gyrus,	 insula,	 temporal	 poles,	 ventral	

striatum,	orbitofrontal	cortex,	cingulate	cortex)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11	 뇌의	 PET	 검사를	 통해	

유쾌한	 음악으로	 limbic,	 para	 limbic	 구조물이	 활성화됨을	 제시하였다.12	 fMRI를	 이용하여	 유쾌한	

음악과	 불쾌한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불쾌한	 음악에는	 amygdala,	 hippocampus,	 parahippocampal	

gyrus	 그리고	 temporal	 poles이	 활성화되었고,	 유쾌한	 음악에는	 ventral	 striatum과	 insula가	 활성화	

되고	 반대로	 amygdala,	 hippocampus,	 parahippocampal	 gyrus,	 temporal	 poles	 활성도는	 감소하였고13	

불쾌한	 음악으로	 인해	 활성화된	 부분인	 hippocampus은	 아마도	 억제성	 시냅스(inhibitory	 synap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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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음악의	 생리적	 영향은	 음악외적	 요인과	 음악	 자체로	

구분되며	 외적	 요인은	 사람의	 기억	 속에	 과거의	 사건을	 연상시켜	 회상을	 일으키는	 것이며	

음악자체의	 요인은	 템포,	 셈여림,	 음색,	 리듬,	 선율형,	 듣는	 청취자의	 기대감과	 그것에	 대한	 만족과	

불만에	 대한	 정서의	 경험이다.	

	

마취와	기억	

마취과	 의사로서	 마취	 중	 학습과	 기억이	 되는가하는	 논제는	 재미있고	 궁금한	 내용이다.	 그리고	

마취	 중	 학습과	 기억이	 실제적인	 문제점은	 외현기억,	 회상(explicit	 memory,	 recall)과	

내현기억(implicit	 memory)이다.	 외현	 기억은	 수술	 중	 환자가	 스스로나	 면담을	 통해	 수술	 중	

의료진의	 소리,	 근이완제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의	 느낌,	 통증	 등으로	 나타난다.	 수술	

후에는	 불면,	 악몽,	 불안증상으로	 즉각적인	 의료진의	 면담과	 나아가	 정신과로의	 연계가	 필요하며	

반대로	 의료진의	 무관심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umatic	 stress	 disorder)를	 겪게	 되어	

중요하다.	 과거	 산모와	 심장	 수술이	 아닌	 경우의	 회상은	 약	 0.2%	 알려	 졌으나	 최근	 적절한	

마취심도	 측정을	 위한	 여러	 장치가	 마취	 중	 사용되고	 약물주입	 기계의	 정교함과	 오작동의	 감소로	

최근에는	 수술	 후	 회상률이	 더욱	 적게	 발표되기도	 한다.14	 그러나	 내현기억은	 수술	 후에	

회상되지는	 않으나	 환자의	 경험,	 느낌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또한	 중요성이	 대두된다.	

회상을	 피하는	 방법	 중에는	 회상의	 위험성이	 높거나	 얕은	 마취	 (산모,	 심장	 수술,	 응급	 수술로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예정돤	 경우에는	 수술실의	 불안을	 일으키는	 소리를	 단절하는	

방법으로	 헤드셋이	 있고	 외현기억과	 내현기억을	 통한	 환자의	 문제점을	 마취	 유도와	 마취	 중에	

음악을	 헤드셋으로	 들려줌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음악과	마취	

마취	 전	 후의	 음악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혈압,	 호흡,	 맥박,	 불안,	 통증,	 스트레스	

호르몬	 차이,	 수술	 후	 진통제	 사용량,	 환자의	 만족도	 등을	 지표로	 삼았다.	 의료에	 있어	 음악에	

대한	 연구는	 간호파트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었고,	 실제	 마취와	 연관된	 음악의	 사용이	 가장	 많은	

것은	 부위마취	 중	 음악의	 사용으로,	 음악을	 들려	 주어	 불안을	 감소시키고	 낯선	 수술실	 소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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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여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음악의	 자극이	 뇌하수체에서	 엔돌핀을	

분비시켜	 통증을	 줄이고	 카테콜아민의	 분비를	 감소시켜	 혈압과	 맥박수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음악의	 중요한	 역할은	 불안을	 일으키는	 수술실의	 친숙하지	 않은	 소리로부터의	 차단이다.	

의료진은	 수술실	 환경과	 기계소리에	 익숙하나	 환자에게는	 수술실에	 들어와	 마취유도	 전의	 모니터	

소리,	 기구들의	 익숙하지	 않는	 소리로	 인해	 불안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낮은	 음조와	 사람의	

맥박수와	 비슷한	 박자는	 이완과	 진정을	 주고	 자극적인	 음악은	 불안을	 일으킬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각	 개인의	 음악에	 대한	 친 도이다.15	 국내	 의료현장에서	 음악요법에	 대한	 58편의	

보고는16	 음악치료사,	 간호와	 의학,	 대체요법으로	 구성되며,	 그중	 정형외과	 34편,	 마취과가	

28편으로	 마취과가	 두	 번째로	 높았고	 음악에	 대한	 효과로는	 혈압,	 호흡과	 맥박의	 생리적	 효과	

보다는	 불안과	 통증이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코티졸	 등의	 호르몬의	 변화와	 수술	 후	 진통제	

요구량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음악을	 적용하는	 시기를	 보면	 수술	 중보다는	 환자가	

깨어	 있는	 수술	 전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컸고,	 음악의	 1회	 적용보다는	 연속적인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보고를	 하였다.	 	

	

결론	

음악과	 뇌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도	 활발히	 진행되는	 과제로	 마취과	 영역에서	 음악은	 비용적으로	

효율이	 높고	 위험하지	 않으며	 쉽게	 적용	 할	 수	 있어	 마취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도구이다.	 또한	 음악은	 마취로	 인한	 내현기억과	 외현기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마취	 중	 기억에	 대한	 표현이	 어렵기에	 더욱	 마취	 중	 음악의	 적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선호하는	 음악,	 수술	 전에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효과가	 더	 크며,	 일회성으로	

마취	 중에만	 들려주는	 것뿐	 아니라	 수술	 후	 회복실까지	 연결하여	 들려주는	 것	 또한	 좋다고	

사료된다.	 앞으로	 중	 마취	 중	 불안과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음악에	 대한	 세 한	 종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마취과	 영역에서	 음악의	 활용도가	 커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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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arameters	of	bispectral	index	

	

	

인제의대	 박재홍	

	

사람의	 뇌는	 셀	 수	 없이	 많은	 신경다발의	 복합체이며,	 이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	 및	 다양한	 신체활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뇌의	 활동은	 필연적으로	 전기적	

활성을	 수반하게	 되며,	 따라서	 뇌파를	 분석하여	 뇌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신호처리	 기술들은	 뇌파에서	 얻어진	 모든	 정보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현재	 환자의	 의식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마취심도	 감시지표	 중의	 하나인	 Bispectral	 Index를	 산출하는	 하부	

모수들과	 그	 원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본	 강의록은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복잡한	 수식과	 어려운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였으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고문헌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바란다.	 	

	

신호와	샘플링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것을	 샘플링(sampling)	 혹은	 디지털화(digitizing)라고	

한다.	 뇌파를	 신호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디지털	 신호분석	 시스템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뇌파	

샘플을	 연속적으로	 수집한다.	 예를	 들어,	 샘플	 간	 시간간격이	 t이고	 수집된	 자료	 내	 특정	

분절(segment)의	 샘플수가	 M개라면	 뇌파	 신호	 x의	 연속적인	 샘플들은	 x(kt)로	 표시될	 수	 있고	

이때	 k=0,	 1,	 2,……,	 M1이다.	 이것은	 0t,	 1t,	 2t,…,	 (M1)t	 시간에서의	 뇌파	 신호	 x의	 값을	

의미한다.	 샘플링	 된	 전체	 뇌파	 자료는	 x(k)로	 표시할	 수	 있으며,	 x(k)는	 순차적인	 에폭(epoch,	

동일시간	 분절)들의	 시리즈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에폭은	 서로	 중첩될	 수도	 있고	 연속적일	 수도	

있다.	

신호의	 통계적인	 특성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면	 그	 신호가	 정적(stationary)이라고	 한다.	

정적인	 신호는	 간단한	 수학적	 함수(요소)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신호의	 모든	 정보를	

여기에	 담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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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	 신호	

n(k):	 전체	 N개의	 요소	 중	 n번째	 요소	

an:	n번째	 요소와	 연관된	 계수	

	

어떤	 신호를	 사인곡선의	 합으로	 나타낸	 것을	 푸리에	 시리즈라고	 한다.	

	

푸리에	변환	

푸리에	 변환은	 1822년	 프랑스	 수학자	 조제프	 푸리에가	 만든	 시간영역에서의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공식이다.	 푸리에	 변환에	 따라	 불규칙적인	 뇌파	 신호는	 주기함수인	 사인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의	 중첩된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Fig.	1,	2)	

	

	

	

Fig.	1.	 푸리에	 변환(http://www2.technologyreview.com/tr10/?yea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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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의	 전환.	 	 (A)	 시간	 영역에서	 관찰되는	 신호.	 (B)	 신호가	

푸리에	 변환을	 통해	 크고	 작은	 사인파들로	 분리된	 모습.	 (C)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사인파들은	

각자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위치에	 수직선의	 진폭으로	 나타나게	 된다.	 	

	

	

푸리에	 변환은	 진폭	 혹은	 파워가	 시간의	 함수인	 시계열신호	 x(t)를	 진폭이나	 파워가	 주파수의	

함수인	 주파수계열	 신호	 X(f)로	 전환한다.	 샘플링된	 신호	 x(k)의	 푸리에	 변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푸리에	 변환은	 적분변환의	 일종으로	 커널함수로	 2ik fe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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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푸리에	 변환	 X(f)는	 불연속적인	 일련의	 값으로	 구성되며	 이	 값들은	 각각	 특정	

신호주파수	 요소	 f에	 대응된다.	 신호를	 푸리에	 시리즈로	 전환시키면	 사인곡선	 요소별로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인곡선의	기본요소	

사인곡선은	 진폭,	 주파수,	 위상각(phase	 angle)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	 정의된다.	 뇌파의	 경우,	

진폭의	 단위는	 V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위상각	 는	 사인곡선의	 시작	 시간이	 시간	 0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낸다.	 는	 사인곡선이	 출발점에	 비하여	 시간적으로	 얼마나	

이동하였는가를	 나타내며	 전체	 주기에	 대한	 분율로	 나타낸다.	 위상각의	 단위는	 이며,	 0360	

사이의	 값을	 가진다.	 위상각	 360는	 한	 주기를	 완전히	 돌았음을	 의미한다.	 실제로는	 위상각을	

라디안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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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폭	 A	 (V),	 주파수	 f	 (Hz,	 1/s),	 위상각	 	 (rad)인	 사인곡선을	 생각해보자.	 각속도	 혹은	 각주파수	

=2f	 (rad/s)이다.	 그러면	 시간에	 따르는	 사인함수	 f(t)=Asin(t+)=Asin(2ft+)로	 표시된다.	

여기서	 시간의	 단위는	 s이다.	 사인함수의	 괄호	 안은	 전부	 라디안	 단위임을	 알	 수	 있다.	 360=2	

rad,	180=	rad,	90=/2	rad,	0=0	rad이다.	

다음	 A=1	V,	f=1	Hz,	=0	(0	rad)	 및	 90	(/2	rad)인	 사인곡선이다(Fig.	3).	

	
	

	

Fig.	3.	 진폭	 1,	 주파수	 1,	 위상각	 0	 및	 90	(/2	rad)인	 사인곡선.	 각각	 f(t)=sin(2t),	

sin(2t+/2)이다.	
	

	

파워	스펙트럼(power	spectrum)	

푸리에	 시리즈에서	 각	 사인곡선	 요소들의	 파워는	 파워스펙트럼(power	 spectrum)	 P(f)를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다.	

	

 2( ) | ( )|P f X f 	

	

여기서	 X(f)는	 x(k)의	 푸리에	 변환이다.	 	

뇌파	 자료는	 일반적으로	 에폭(epoch)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모든	 에폭의	 파워스펙트럼을	

평균하여	 전체	 뇌파	 자료의	 파워스펙트럼을	 계산한다.	 이렇게	 하면	 주파수	 해상도가	 낮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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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할	 만한	 정도가	 되면서	 파워스펙트럼의	 분산이	 감소된다.	

파워스펙트럼은	 중추신경계의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파워의	 절대값과	 분포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조사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따라서	 중추신경계의	 변화를	 감시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깨어	 있는	 정상인에서	 뇌파는	 대부분의	 파워가	 알파(813	Hz)와	 베타(1430	

Hz)	 대역에	 있으나	 마취제를	 투여하면	 이보다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파워의	 분포가	

이동된다(table	1,	Fig.	4).	 	

Table	1.	 뇌파의	 주파수	 대역.	

대역이름	 주파수	 대역(Hz)	

델타()	 <	4	

쎄타()	 47.99	

알파()	 812.99	

베타()	 1329.99	

감마()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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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마취유도	 전	 깨어	 있을	 때의	 뇌파	 분절.	 세로축의	 단위는	 V이다.	 (B)	 A의	

파워스펙트럼.	 세로축의	 단위는	 V2이다.	 (C)	 마취	 유도	 후	 피부절개	 전	 의식이	 없을	 때의	 뇌파	

분절.	 세로축의	 단위는	 V이다.	 (D)	 C의	 파워스펙트럼.	 세로축의	 단위는	 V2이다.	 마취유도	 전에	

비해	 알파와	 베타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의	 파워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파워스펙트럼에는	 파워와	 주파수	 정보만	 있으며	 위상각에	 대한	 정보는	 없다.	 	

	

위상연동(phase	coupling)	

입력신호	 사인곡선	 요소를	 곱하기(더하기나		 빼기	 제외)	 등을	 함으로써	 나오는	 출력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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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곡선	 요소를	 배수(intermodulation	 products,	 IMP)라고	 하며,	 배수가	 아닌	 출력신호	 사인곡선	

요소는	 기본(fundamental)이라고	 한다.	 배수	 형태의	 사인곡선	 요소가	 있으면	 위상연동이	 되었다고	

말하며	 이러한	 과정을	 이차	 위상연동(quadratic,	or	second‐order	phase	coupling)이라고	 한다.	 	

A	 B

	

	

	

	

	

Fig.	5.	 (A)	 크기는	 비슷하나	 위상각이	 다른	 두	 벡터	 A,	B의	 평균.	 새로운	 벡터	 (A+B)/2의	 요소는	

실수축은	 (Ra+Rb)/2,	 허수축은	 (Ia+Ib)/2이다.	(B)	 위상각이	 같은	 두	 벡터의	 평균.	

	

	

벡터를	 더하려면	 각	 벡터의	 실수축	 값(R)과	 허수축	 값(I)을	 각각	 합하면	 된다.	 	 무작위적인	

위상각을	 가진	 많은	 벡터를	 평균해서	 나오는	 벡터의	 길이는	 0이	 되는	 경향이	 있다(Fig.	5,	A).	 이는	

실수축과	 허수축에서	 양의	 값과	 음의	 값이	 동수로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위상각이	 비슷한	

벡터를	 평균해보면	 0이	 되지	 않는다(Fig.	 5,	 B).	 위상연동의	 증가는	 뇌파	 신호의	 무작위성이	

감소됨을	 의미하고,	 따라서	 뇌	 활성의	 감소를	 반영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파워	 스펙트럼에는	 위상각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위상연동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사인곡선	 요소	 간	 위상연동을	 검출하기	 위해서	 바이스펙트럼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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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펙트럼	분석	

바이스펙트럼	 분석은	 이차	 비선형성(quadratic	 nonlinearity)과	 정규성(normality)으로부터의	

일탈(deviation)	 정도를	 정량화하는데	 사용되는	 보다	 진보된	 신호처리	 기술이다.	 이것은	 신호를	

이루는	 사인곡선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정량화함으로써	 가능하다.	 뇌파가	 변하면	 이차	

비선형성도	 변화하여	 바이스펙트럼(bispectrum)의	 정량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바이스펙트럼을	

계산하기	 위하여,	 신호	 x(k)는	 먼저	 평균값이	 0이	 되도록	 조절된	 에폭으로	 나누어지는데,	

평균값이	 0이	 되도록	 조절하는	 것은	 전극의	 half‐cell	 전위(electrode	 half‐cell	 potential)	 등에서	

발생한	 모든	 파생	 신호(signal	 offset)를	 분석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다.	 각	 에폭의	 푸리에	 변환을	

계산하고	 다음과	 같이	 바이스펙트럼	 B(f1,	f2)을	 계산한다.	

	



   *
1 2 1 2 1 2

1

1
( , ) ( ) ( ) ( )

L

i i i
i

B f f X f X f X f f
L

	

	

*
1 2( )iX f f 는	 1 2( )iX f f 의	 켤레를	 의미한다.	 푸리에	 변환된	 신호	 X(f)는	 복소수이므로,	 실수	 부분	

R과	 허수	 부분	 I로	 구성되어	 R+il이	 된다.	 복소수	 R+il의	 켤레는	 Ril이다.	 이때	 i는	 1 이다.	 L은	

에폭의	 수이다.	 위의	 수식에서	 아래첨자	 i는	 에폭의	 수를	 의미하며	 L개의	 에폭이	 있다.	 Xi(f)는	 각	

에폭의	 푸리에	 변환이다.	 파워스펙트럼은	 단일	 주파수	 변수(f)에	 대한	 함수이나,	 바이스펙트럼은	

두개의	 주파수	 변수(f1,	f2)에	 대한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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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A)	 마취유도	 전	 깨어	 있을	 때의	 바이스펙트럼,	(B)	 마취유도	 후	 피부절개	 전	 의식이	 없을	

때의	 바이스펙트럼.	 세로축의	 단위는	 V3이다.	

	

	

바이스펙트럼	 파워의	 증가는	 신호의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파워	 증가와	 위상연동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는	 모두	 의식수준의	 감소와	 관련된다.	 Fig.	 6은	 마취유도	 전과	 후의	

바이스펙트럼의	 변화를	 보여준다.	 깨어	 있는	 상태와	 비교하여	 마취유도	 이후의	 바이스펙트럼	

파워는	 전반적으로	 증가되며,	 이러한	 경향은	 저주파수	 영역으로	 갈수록	 두드러진다.	

어떤	 주파수에서라도,	 신호는	 위상연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배수형태와,	 배수와	 주파수만	 같고	

위상은	 다른	 기본형태	 모두를	 가질	 수	 있다.	 이때	 기본형태의	 위상이	 배수형태와	 같다면	 이들은	

같은	 신호이다.	 이런	 종류의	 신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상연동을	 검출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형태가	 아닌	 배수형태로부터	 발생하는	 각	 사인곡선	 요소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모든	 가능한	 주파수	 쌍	 (f1,	 f2)의	 사인곡선	 요소와	 (f1+f2)의	 주파수를	 가진	 사인곡선	 요소	 간	

위상연동의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어야	 한다.	

	

바이스펙트럼지수(bispectral	index)	

뇌파는	 환자의	 수면	 상태와	 일차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이고	 진통의	 정도에	 대한	 정보는	 주지	

못한다.	 실제로	 바이스펙트럼지수는	 마취제나	 수면제로	 유발되는	 수면심도	 변화와	 좋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Aspect	 Medical	 Systems는	 바이스펙트럼지수를	 마취심도보다는	 환자의	

수면심도를	 정량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였다.	 2000명	 이상의	 환자에서	 isoflurane,	 propof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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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azolam,	 sodium	 thiopental을	 투여하고	 보조적으로	 다양한	 아편유사제와	 아산화질소를	

병용투여하면서	 임상적으로	 판단된	 수면상태	 혹은	 진정심도에	 따르는	 뇌파	 자료	 분절을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진정심도는	 modified	 OAA/S	 scale의	 responsiveness	 scale을	 이용하여	

판정하였다(table	2).	

Table	2.	Modified	OAA/S	scale의	 responsiveness	scale.	

Hypnotic	state/sedation	level	 Score	 	

Responds	readily	to	name	spoken	in	normal	tone 5 Conscious

Lethargic	response	to	name	spoken	in	normal	tone	or	says	name	post‐op 4

Responds	only	after	name	is	called	loudly	and/or	repeatedly,	or	opens	eyes	

post‐op	

3

Responds	only	after	mild	prodding	or	shaking 2 Unconscious

Does	not	respond	to	mild	prodding	or	shaking 1

Does	not	respond	to	noxious	stimulus	 0

	

	

바이스펙트럼지수를	 계산하는	 전체	 알고리즘은	 아직까지	 문헌에	 출판된	 적이	 없어서	 학문적인	

평가와	 신경생리학적	 혹은	 마취과적	 연구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일부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바이스펙트럼지수는	 Burst	 suppression,	 Quazi	 suppression,	 Relative	 beat	

ratio,	SyncFastSlow,	 이	 네	 가지	 하부모수로부터	 계산된다(table	3).	

Table	3.	Subparameters	Used	in	the	Calculation	of	Bispectral	Index	BIS

Time	Domain	 Frequency	Domain Bispectral	Domain	

Burst	suppression	ratio Relative		ratio:	

30 47

11 20

( )Hz

Hz

P
Log

P



	

SynchFastSlow:	

0.5 47.0

40.0 47.0

( )Hz

Hz

B
Log

B



	

QUAZI	suppression	

Px‐y:	x에서	 y	 사이의	 주파수	 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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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열분석을	 시행하여	 돌발파	 억제의	 정도를	 계산하는데	 여기에는	 BSR과	 QUAZI,	 두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돌발파억제	 비율(burst	 suppression	 ratio,	 BSR)은	 시계열	 뇌파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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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suppression)란	 0.5초	 이상	 동안	 뇌파의	 전위가	 	5.0	 V를	 넘지	 않는	 것을	 말한다.	 BSR은	

에폭	 길이에	 대한	 억제되어	 있는	 시간의	 비율이다.	 QUAZI	 억제	 지수(QUAZI	 suppression	 index)는	

wandering	 baseline	 voltage가	 있을	 때	 돌발파	 억제를	 검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느린	 파형에	

돌발파가	 중첩되어	 있으면	 전기적	 침묵(electrical	 silence)의	 전위	 기준을	 넘어서게	 되어	 BSR	

알고리즘이	 무용지물화	 될	 수	 있다.	 QUAZI는	 이런	 느린	 파형에	 중첩되어	 있는	 돌발파	

활동성(burst	activity)을	 검출하기	 위하여	 주파수	 계열	 분석에서	 나오는	 1.0	Hz	 미만의	 느린	 파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주파수	 영역에서는	 각	 에폭의	 Fast	 푸리에	 변환과	 바이스펙트럼을	 계산한	 다음,	 이전	 1분	 동안에	

계산된	 값과	 평균하여	 스무딩한다.	 여기서부터	 주파수계열	 하부모수인	 SynchFastSlow와	

BetaRatio가	 계산된다.	 BetaRatio는	 경험적으로	 얻어진	 두	 가지	 주파수	 대역의	 파워에	 대한	 로그	

비율이다 30 47

11 20

Hz

Hz

P
Log

P




  
      

	 .	 SynchFastSlow는	 바이스펙트럼분석으로	 얻어지며,	 4047	 Hz	 영역의	

바이스펙트럼	 합에	 대한	 0.547	 Hz	 영역의	 모든	 바이스펙트럼	 피크	 합의	 로그	 비율이다

0.5 47.0

40.0 47.0

Hz

Hz

B
Log

B




  
      

.	

	 	

바이스펙트럼지수를	 계산하는데	 중요한	 점은	 BSR,	 QUAZI,	 	 ratio	 그리고	 SyncFastSlow의	 네	 가지	

하부모수의	 가중치가	 진정	 심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ratio는	 얕은	 심도의	 진정에서	

바이스펙트럼지수	 계산에	 더	 가중되며,	 SyncFastSlow는	 흥분	 상태와	 외과적	 심도의	 수면	

상태에서의	 주로	 가중되며	 BSR과	 QUAZI는	 뇌파가	 억제되는	 가장	 깊은	 심도의	 수면	 상태에서	

바이스펙트럼지수	 계산에	 중요하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Aspect	 다변량	 모델은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진다.	 첫	 번째는	 마취심도가	 깊어지면서	 뇌파의	 특성이	 변할	 때,	 바이스펙트럼지수	

결정에	 하부모수들이	 가중되는	 정도를	 달리하여	 뇌파	 활성의	 비선형성을	 고려한다.	 두	 번째는	

모델의	 구조가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취제가	 나왔을	 때	 새로운	 하부모수가	 더해져서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	 바이스펙트럼지수는	 약	 1530초	 동안	 뇌파	 신호를	 수집하여	 결정되며	

0100까지	 단위가	 없는	 비선형적	 모수로	 표시된다.	 0은	 전기적인	 활동이	 없는	 상태이며	 1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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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	 있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바이스펙트럼지수는	 깨어	 있을	 때는	 95	 이상이며,	 진정	

상태에서는	 6585,	 전신마취에	 적합한	 각성상태	 억제는	 4065,	40	 미만에서는	 burst	suppression이	

나타나게	 된다(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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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수면심도에	 따른	 뇌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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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s	of	the	electroencephalographic	spectrum	in	propofol	induced	loss	and	recovery	of	

consciousness	

	

가톨릭의대	 서권휘	

	

전신마취	 동안	 마취심도를	 감시하기	 위해	 여러가지	 뇌파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식소실과	

회복을	 믿을만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는	 아직	 없다.	 전신마취를	 받는	 환자에서	 가공되지	 않은	

뇌파를	 스펙트럼	 분석하면,	 마취제의	 작용에	 따른	 의식상태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뇌파와	스펙트로그램의	구성	

뇌파는	 두피에서	 측정한	 대뇌	 피질의	 전위	 변화이며,	 주파수(frequency)와	 진폭(amplitude)으로	

구성된다.	 마취심도에	 따라	 뇌파는	 다양하게	 변화하므로,	 가공되지	 않은	 뇌파의	 주파수와	 진폭을	

지속적으로	 읽고	 분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스펙트럼	 분석을	 하게	 되는데,	 임의의	 한	

부위에서	 측정한	 뇌파	 파형을	 여러	 주파수	 대역의	 합으로	 가정한다.	 	

	

	

	

Fig.	1.	 왼쪽은	 가공되지	 않은	 뇌파,	 오른쪽은	 812	Hz	 및	 0.11	Hz	 대역으로	 필터링한	 뇌파임.	

	

	

Fig.	 1의	 왼쪽	 그림은	 프로포폴로	 무의식	 유도한	 후	 기록된	 10초간의	 가공되지	 않은	 뇌파이고,	

오른쪽은	 이것을	 두	 가지	 주요	 주파수	 대역으로	 필터링한	 것이다.	 파란색은	 알파파(812	Hz)이고	

초록색은	 알파파보다	 느린	 0.11	Hz	 대역의	 뇌파신호이다.	 	

뇌파	 속에	 각	 주파수	 대역별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스펙트럼	 분석을	 사용한다.	 스펙트럼	 분석은	 뇌파를	 푸리에	 변환하여	 정해진	 범위	 내의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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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으로	 분해한다.	 	

	

	

Fig.	2.	 뇌파의	 스펙트럼	 분석	

	

	

Fig.	 2에서	 뇌파의	 주파수	 대역은	 0.130	 Hz이다.	 초록색	 밑줄은	 느린	 델타파,	 파란색	 밑줄은	

알파파를	 의미한다.	12	Hz	 이상에서는	 파워가	 매우	 낮다.	 	

뇌파분석에서	 이러한	 주파수	 대역별	 분석	 외에,	 정중	 주파수(median	 frequency)와	 스펙트럼	

가장자리	 주파수(spectral	 edge	 frequency,	 SEF)도	 자주	 사용된다.	 정중	 주파수는	 총파워의	 50%가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주파수이며,	 SEF50이다.	 95%	 스펙트럼	 가장자리	 주파수(SEF95)는	 총파워의	

95%가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정중	 주파수와	 스펙트럼	 가장자리	 주파수는,	

뇌파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는지	 빨라지는지	 파악하는데	 임상적으로	 유용하다.	 Fig.	 2에서	 정중	

주파수는	 3.4	Hz(수직	 점선)이다.	95%	 스펙트럼	 가장자리	 주파수는	 15.9	Hz(검은	 수직선)이다.	

스펙트로그램에서	 파워는	 데시벨(dB)로	 나타낼	 수	 있는데,	 주어진	 주파수의	 진폭(μV)에	 대하여	 	

	
2

1010 logdB V  	 	

	

이다.	 5가지	 주파수	 대역(알파,	 베타,	 감마,	 쎄타,	 델타)에서의	 파워	 변화는	 마취	 상태에서	 뇌파의	

변화를	 추적하는데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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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스펙트로그램(좌:	compressed	spectral	array,	 우:	density	spectral	array)	

	

	

Fig.	 3의	 왼쪽	 그림은	 3차원	 스펙트로그램(compressed	 spectral	 array)으로,	 프로포폴로	 마취된	

환자에서	 얻은	 32분간의	 뇌파로	 계산하였다.	 각	 스펙트럼은	 3초	 간격으로	 계산되었고,	 인접한	

스펙트럼은	 0.5초씩	 중첩하였다.	 24분의	 검은	 곡선은	 Fig.	 2의	 스펙트럼이다.	 오른쪽	 그림은	 같은	

뇌파에서,	 시간을	 x축,	 주파수와	 파워를	 y축으로	 하여	 2차원으로	 구성한	 것이다(density	 spectral	

array).	 검은	 수직선은	 왼쪽	 그림의	 검정색	 스펙트럼이다.	 맨아래의	 흰색	 곡선은	 정중	 주파수의	

시간에	 따른	 경로이고,	 위의	 흰색	 곡선은	 스펙트럼	 가장자리	 주파수이다.	

	

프로포폴로	무의식	유도시와	무의식으로부터의	각성	시	뇌파	스펙트럼의	특성	

프로포폴로	 유도된	 의식	 소실과	 프로포폴	 주입	 중단	 후	 의식	 회복	 때의	 뇌파	 스펙트럼	 변화를	

알아보자.	 뇌파	 스펙트로그램은,	 10명의	 건강지원자에게	 프로포폴을	 점진적으로	 주입하여	 무의식	

상태에	 도달	 후	 프로포폴	 주입	 속도를	 줄여가며	 마취로부터의	 각성을	 시행하며	 얻은	 뇌파로	

구성한	 것이다.	 	

	

마취	단계에	따른	주파수별	파워의	변화	

프로포폴로	 마취	 유도	 및	 회복을	 할	 때,	 시기별로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파워	 변화가	 나타난다.	

아래	 그림은	 전두엽	 채널의	 스펙트로그램이다(Fig.	 4).	 오른쪽	 바에	 나타냈듯이,	 파란색에서	 붉은	



46	

	

색으로	 갈수록	 높은	 파워를	 나타낸다.	 	

	

	

	

Fig.	4.	 전두엽	 채널의	 스펙트로그램.	LOC:	 의식소실(loss	of	consciousness),	ROC:	 의식회복(return	of	

consciousness).	

	

	

감마(25–40	 Hz)와	 베타(13–24Hz)	 파워는	 전두엽	 채널에서	 의식소실	 전	 30분	 동안	 기저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여,	 무의식	 동안	 상승한	 상태로	 남아있다가,	 의식회복	 후	 증가된채	 남아	 있다(Fig.	

4).	

	

	

Fig.	5.	 저주파수	 대역(0.1–1	Hz),	 알파	 대역(8–12	Hz)	 및	 감마	 대역(25–35	Hz)의	 파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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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8–12	 Hz)와	 저주파수	 대역의	 델타(0.1–1	 Hz)	 파워의	 변화는	 의식소실	 시점	 및	 의식회복	

시점과	 일치한다.	 즉	 의식	 소실	 때부터	 유의하게	 증가한다.	 	

의식	 소실	 15분	 후의	 주파수	 대역별	 파워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알파	 파워에서의	 증가는	 전두엽	

채널에	 집중되고,	 반면에	 저주파수	 대역(0.1–1	 Hz)의	 파워는	 측두엽과	 두정엽	 채널에	 걸쳐	 넓게	

분포한다(Fig.	 6).	 의식회복	 때는	 의식소실	 때와	 반대로,	 전두엽	 채널에서	 알파파와	 저주파수	

대역의	 파워가	 감소한다.	 	

	

	

	

Fig.	 6.	 무의식	 동안(LOC	+	15	min)	 저주파수	 대역,	 알파	 대역	 및	 감마	 대역의	 공간적	 분포.	 LOC:	

의식소실(loss	of	consciousness).	 	

	

	

정중	주파수와	대역폭(대역폭)의	변화	

주파수	 분포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40	 Hz	 사이의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중	

주파수와	 정중	 대역폭(median	bandwidth)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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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단일	 전두엽	 채널의	 240	 Hz	 스펙트로그램과	 시점별	 정중	 주파수	 대역	 파워의	 공간적	

분포.	EON:	 프로포폴	 효과	 개시,	Pre‐LOC:	EON과	 LOC	 중간,	Unconscious:	LOC와	 ROC	 중간,	Post‐LOC:	

ROC와	 EOFF	 중간,	EOFF:	 프로포폴	 효과	 소실.	

	

	

Fig.	 7에서	 흰색선은	 아래부터	 주파수	 파워의	 25번째,	 중앙,	 75번째	 백분위수를	 표시한	 것이다.	

75번째와	 25번째	 백분위수	 사이의	 폭이	 정중	 대역폭을	 나타낸다.	 마취	 유도	 동안	 LOC	 전	 이행	

시기에서	 정중	 주파수는	 23.1에서	 12.0	Hz로,	 대역폭은	 17.4에서	 9.1	Hz로	 감소한다.	 각성	 동안,	ROC	

후의	 이행	 시기에서	 정중	 주파수는	 11.8에서	 21.9	 Hz로	 증가하고,	 대역폭은	 9.9에서	 12.8	 Hz로	

증가한다.	 즉	 뇌파의	 주파수가	 마취	 유도	 동안에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마취에서	 깸에	 따라	 다시	

증가하게	 된다.	 마취	 과정에	 따른	 정중	 주파수	 파워의	 공간적	 분포는	 의식	 소실	 전,	 프로포폴의	

효과가	 나타난	 이후부터	 의식	 회복까지	 전두엽으로	 분포한다(Fig.	7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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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별	파워의	공간적	분포	

주파수별	 파워의	 공간적	 분포는	 정중	 주파수가	 감소되는	 경향과	 일치한다.	 감마	 파워는	 pre‐

LOC부터	 LOC까지	 전두엽으로	 분포하였고,	 무의식	 동안	 파워가	 감소하였다가	 의식회복	 이후부터	

전두엽의	 파워가	 다시	 증가하여,	 프로포폴의	 효과가	 사라진	 이후까지	 지속된다.	 베타	 파워는	 pre‐

LOC부터	 의식회복까지	 전두엽으로	 분포하였고,	 의식	 회복	 이후	 프로포폴의	 효과가	 사라질	 때까지	

후두엽	 파워(occipital	power)가	 증가한다.	 알파	 파워는	 기저수준부터	 의식	 소실	 전까지	 후두엽으로	

분포하다가,	 의식소실	 및	 무의식	 동안	 전두엽으로	 분포하게	 되고,	 의식회복	 이후부터	 다시	

후두엽으로	 분포한다.	 이와	 같이	 감마,	 베타,	 알파	 파워의	 공간적	 분포는	 프로포폴로	 유도된	

무의식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이행	 동안	 지속적으로	 달라지고,	 이러한	 주파수	 대역들에서	 파워는	

모두	 공통적인	 전두엽	 분포를	 하게	 된다.	 	

	

	

	

Fig.	8.	 여러	 시점별	 감마,	 베타,	 알파	 대역	 파워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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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	분석의	실제	

Telescan	 (Laxtha	 inc.,	 Seoul,	 Korea)을	 이용하여	 뇌파를	 분석할	 수	 있다.	 뇌파	 자료를	 얻은	 후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하는	 과정을	 소개	 하고자	 한다.	 뇌파는	 건강자원자에게	 프리폴	

엠시티주(대원제약,	 서울,	 대한민국)를	 12	 mg/kg/h의	 속도로	 60분간	 영차지속정주하며	 얻은	

것이다.	 뇌파의	 기록은	 프리폴	 주입	 시작	 6분	 전부터	 주입	 중단	 후	 31분까지,	 총	 97분	 동안	

하였다.	 7채널의	 뇌파기록을	 하면서	 정해진	 시점에	 프로포폴	 혈중농도를	 측정하였고,	 의식소실	

시점과	 회복	 시점을	 기록하였다.	 Fig.	 9의	 왼쪽	 그림은	 7채널	 몽타주이고,	 오른쪽	 그림은	 프리폴	

주입시작부터	 2시간까지의	 시간농도곡선이다.	 프로포폴	 혈중농도는	 주입	 시작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주입을	 중단한	 시점에	 최고농도에	 도달	 후	 일차역학으로	 감소하였다.	

	

	
	

	
	

Fig.	9.	 채널	 몽타주와	 프로포폴	 시간농도곡선.	
	

	

Telescan	 프로그램	 설치	 후	 메뉴	 제일	 왼쪽의	 File	 →	 Open을	 클릭하여	 뇌파	 자료를	 불러온	 후,	

먼저	 moving	window를	 설정한다.	Analysis	Bar의	 Select	 아래의	 moving	window	 클릭,	Window	Size	of	

Each	Segment와	 Overlap	ratio의	 Value를	 설정한다.	Window	Size	of	Each	Segment는	 몇초마다	 평균을	

내서	 계산할지	 결정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고	 Overlap	 ratio는	 잡음(noise)에	 의한	 뇌파	 효과를	

줄이기	 위해	 자료를	 몇	 %씩	 중첩할지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Window	Size	of	Each	Segment를	

30으로	 설정하면,	 30초마다	 평균을	 내고,	 Overlap	 ratio를	 50%로	 설정하면,	 50%씩	 중첩하여	

계산한다(즉,	 130,	 1545,	 3060초마다	 평균을	 냄).	 다음은	 Analysis	 Bar의	 Frequency	 filtering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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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주파수	 범위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0.5–50	 Hz	 분석하고자	 할	 때,	 High	 pass는	 0.5,	 Low	

pass는	 50으로	 설정하면	 된다.	 	

	

	

	

	

	

	

Fig.	10.	Moving	Window	and	Frequency	Filtering	 설정.	

	

	

파워	 스펙트럼에서	 해당	 주파수에	 속하는	 세로축	 막대	 그래프	 높이의	 합을	 해당	 주파수의	

절대파워라고	 한다.	 주파수별	 절대파워를	 구하려면	 Analysis	 Bar의	 Power	 Spectrum	 Analysi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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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lute	 band	 power	 parameter	 클릭	 후	 Variable	 setting에	 구하고자	 하는	 대역의	 주파수	 범위를	

지정하면	 채널별로	 해당	 주파수	 대역의	 결과값이	 나온다.	

	

	

	

Fig.	11.	 절대파워	 계산.	

	

	

채널별로	 시점에	 따른	 해당	 주파수의	 파워를	 보기	 위해서는	 History	 of	 moving	 window를	 보면	

된다.	 Moving	 window	 operation에서	 History	 over	 moving	 window	 클릭하면	 해당	 주파수	 대역의	

파워가	 시간에	 따라	 계산된다.	 프리폴	 주입	 및	 중단	 시점,	 의식	 소실	 및	 회복시점의	 절대	 파워를	

그래프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History	 over	moving	window의	 x축을	 오른	 클릭	 후	 Event	Marking을	

클릭한다.	Horizontal	position에	 EEG	 측정	 시작	 시점부터	 표시하고자	 하는	 시점까지의	 경과	 시간을	

초	 단위로	 넣는다.	 같은	 창에서	 Modify를	 클릭하여	 시점	 명을	 넣고	 Apply	 버튼을	 누르면	 해당	

시점이	 표시	 된다.	

	

	

	

	 	



53	

	

	

	

	

	

	

Fig.	12.	 시간에	 따르는	 알파	 파워의	 채널별	 번화.	 	

	

	

프리폴	 주입으로	 유도된	 의식	 소실	 및	 회복	 동안	 5가지	 주파수	 대역들의	 전전두엽	 채널(Fp1)에서	

절대	 파워의	 변화는	 아래	 Fig.	14	 및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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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뇌파	 측정	 동안의	 프로포폴의	 시간농도곡선과	 전전두엽	 채널(Fp1)에서	 델타,	 쎄타,	 알파,	

베타,	 감마의	 파워의	 변화.	
	

	

Table	1.	 프로포폴	 혈중농도와	 전전두엽	 채널(Fp1)에서	 5가지	 주파수	 대역의	 파워	 변화	

	 기저상태	 의식소실	 시점	 프리폴	 투여	

중지	 시점	

의식회복	 시점	

프로포폴	

혈중농도(ng/mL)	

0	 3920.1 7715.56 1529.55	

델타	 파워	 27.7	 28.4 146.7 109.9	

쎄타	 파워	 15.5	 17.8 36.0 49.2	

알파	 파워	 26.5	 53.7 37.4 28.9	

베타	 파워	 6.5	 34.2 16.0 51.4	

감마	 파워	 1.4	 1.5 0.6 30.6	

	

	

Table	 1에서	 기저상태는	 뇌파기록	 시작	 후	 300초	 시점이다.	 프리폴	 주입은	 뇌파기록	 시작	 후	

376초가	 되었을	 때	 시작하여	 3976초에	 끝났다.	 의식소실과	 회복은	 각각	 뇌파기록	 시작	 후	 646초,	

5304초가	 되었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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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두엽	 채널(Fp1)에서,	 저주파수	 대역인	 델타	 파워는	 의식소실	 후	 2분부터	 의식회복까지	

기저수준보다	 증가되었고	 의식회복	 이후	 다시	 기저수준으로	 돌아왔다.	 쎄타	 파워	 또한	 델타	

파워와	 비슷하게	 의식소실	 후	 약	 1분부터	 의식회복	 후	 1분까지	 기저수준보다	 증가하였고,	

의식회복	 후	 기저수준과	 비슷하게	 되었다.	 알파	 파워는	 의식소실	 시점부터	 회복	 시점까지	

기저수준보다	 증가하였고,	 무의식	 동안의	 파워가	 주파수	 대역들	 중	 가장	 높았다.	 베타	 파워는	

의식소실	 12분	 전부터	 기저수준보다	 증가하기	 시작하여,	 프리폴	 주입	 중단까지	 증가되었고,	 그후	

감소하여	 의식회복	 직전까지	 기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의식회복	 후	 다시	 기저수준보다	

증가하였다.	 감마	 파워는	 파워의	 기저값이	 모든	 주파수	 대역	 중	 가장	 낮았고,	 뇌파	 측정	 시작	

후부터	 무의식	 동안	 기저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의식회복	 시점에	 기저수준보다	 증가	 후	

계속	 증가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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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ve	lung	ventilation	and	PEEP	during	anesthesia	

	

조선의대	 김동준	

	

서론	

전신마취는	 건강한	 상태의	 환자에서조차	 산소	 공급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기계	 환기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정상	 폐기능을	 가진	 환자에서조차도	 폐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급성	 폐손상	 환자에서	 침습적	 기계환기는	 회복보다는	 질병의	 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규모	 연구에서	 급성	 폐손상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이	 감소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저일회호흡량환기(low	 tidal	 volume	 ventilation)와	 편평부압(plateau	 pressure,	 Ppl)	 및	 호기말양압	

(positive	 end	 expiratory	 pressure,	 PEEP)	 적용으로	 이루어진	 보호	 환기	 전략이	 중환자실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상	 폐기능	 환자가	 단기간	 기계환기를	 받는	 수술실에서	 기계환기의	

호흡기	 효과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전신마취와	 관련된	 대규모의	 다국적	 연구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를	 적절하고	 안전하게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려는	 연구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시간에는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증명된	 치료법을	 중심으로,	 폐보호	 환기(lung	

protective	ventilation)	 및	 호기말양압의	 적용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전신마취가	폐에	미치는	영향	

전신마취는	 기능적	 잔기량을	 감소시켜서	 전체환자의	 90%까지	 무기폐를	 유발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높은	 흡입산소분율을	 사용하는	 전신마취	 중에	 흡수성	 무기폐가	 발생할	 수	 있다.	

기계환기는	 폐실질을	 주기적으로	 변형시키며,	 결과적으로	 폐포의	 변형을	 유발하여	 폐포의	

신전손상	 및	 폐	 자체의	 용적손상(volutrauma),	 압력손상(barotrauma),	 생체학적	 손상(biotrauma)을	

일으키게	 되며,	 이러한	 과정으로	 기계환기	 유발	 폐손상(ventilator‐induced	 lung	 injury,	 VILI)이	

발생한다.	

전신마취를	 진행하는데	 있어	 폐보호환기의	 목표는	 폐포의	 과도한	 팽창	 및	 주기적인	 무기폐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무기폐는	 예방될	 수	 있으며	 PEEP이나	 폐포모집술과	 같은	 방법으로	 되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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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폐포의	 과도한	 팽창은	 저일회호흡량과	 편평부압(plateau	 pressure,	 Ppl)을	 줄임으로써	

막을	 수	 있다.	

전신마취의	 폐에	 대한	 효과는	 건강한	 환자가	 짧은시간동안	 충분히	 이겨낼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수술	 후	 폐	 합병증은	 환자의	 상태,	 수술의	 특성	 및	 종류와	 마취의	 방법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Risk	factors	for	postoperative	pulmonary	complications	

Patient	characteristics	 Preoperative	testing Surgery Anesthetic	management	

Age	 Low	albumin Open	thoracic General	anesthesia	

Male	 Low	SpO2	 	

(≤	95%)	

Cardiac High	inspiratory	driving	pr.

(≥13	cmH2O)	

ASA	≥	3	 Anemia	(<10 g/dL) Open	 upper	

abdominal	

High	vol.	of	crystalloid	admin

Previous	 respiratory	

infection	

	 Neurosurgery RBC	transfusion	

Functional	

dependency	

	 Urology Residual	 neuromuscular	

blockade	

CHF	 	 Duration	>	2hrs NG	tube	use	

COPD	 	 Emergency

Smoking	 	

Renal	failure	 	

GERD	 	

Anesthesiology	2015;	123(3):692‐713	

	

폐보호	환기	전략(lung	protective	ventilation	strategy,	LPV)	 	

LPV란	 일차적으로	 VILI의	 손상기전들을	 근거로	 전통적으로	 적용하는	 일회	 호흡량보다	 적은	

일회호흡량을	 적용하여,	 폐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편평부압력(plateau	 pressure)을	

제한함으로써	 압력상해	 및	 용적상해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호기말양압(positive	 end‐

expiratory	pressure,	PEEP)을	 적용하여	 호기말	 폐용적을	 증가시켜	 허탈상해를	 방지함으로써	 VIL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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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기계환기	 전략이다.	 넓은	 의미로는	 폐동원술(lung	recruitment	maneuver)	

의	 경우도	 폐보호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많은	 일회호흡량환기(1012	mL/kg)	및	 호기말양압(PEEP)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	 상대적으로	 적은	 일회호흡량환기(68	mL/kg)	 및	 호기말양압(PEEP	 ≥	 5	 mmHg)을	 마취	

중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수술	 후	 폐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술	 중	 폐보호환기의	 구성요소는	 중환자실에서의	 폐보호환기	 전략을	 차용하여	

 저일회호흡량환기(low	tidal	volumes	or	driving	pressure	to	reduce	stress	and	strain)	

 호기말양압(PEEP	to	keep	the	lung	open)	

 폐포모집술(recruitment	maneuvers	to	reopen	collapsed	alveoli)	

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폐보호	 기법들은	 환자의	 상태	 및	 임상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저일회호흡량환기(low	tidal	volumes)	

전통적으로	 기계환기시	 산소화를	 호전시키고	 닫힌	 소기도를	 여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론	 하에	

비교적	 큰	 일회호흡량(1015	mL/kg	of	ideal	body	weight,	IBW)	 및	 적은	 호흡수를	 적용해왔지만,	 이로	

인한	 폐포과팽창이	 VILI의	 주요기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6	 mL/kg	 of	 IBW의	 일회호흡량을	

설정한	 군이	 12	mL/kg으로	 설정한	 군보다	 31%	vs.	 40%로	 사망률이	 낮았다는	 ARDSNet	 연구	 이후	

점점	 감소하였다.	 4개의	 무작위대조시험을 대상으로	 시행한	 메타분석에서	 28일	 및	 병원	 사망률이	

저일회호흡량	 환기군에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OR=0.75,	 CI:	 0.580.96,	 P=0.02).	

저일회호흡량환기는 CO2	 증가와	 이로	 인하여	 호흡성산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호흡수를	 증가시키거나	 호흡기와	 연관된	 사강을	 감소시킴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어느	

정도의	 과이산화탄소혈증은	 인체가	 매우	 잘	 견딜	 수	 있는데	 그	 적정한	 수준은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으나	 저일회호흡량으로	 인해	 단락(shunt)	 비율이	 증가하고,	 두개강	 내압이	 상승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저일회호흡량환기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임상적	 변수로	 기도	

편평부압(plateau	 pressure,	 Ppl)이	 있는데	 흡기	 중	 0.5초간	 흡기를	 멈추고	 그	 때의	 기도압을	

측정하는	 것으로	 폐포에	 직접	 전해지는	 기도압을	 반영한다.	 ARDSNet연구	 결과에	 따라	 Ppl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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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H2O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VT를	 낮추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생존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Ppl	 수치에	 대한	 근거는	 약한	 편이며	 또한	 생리학적으로	 Ppl를	

결정하는	 인자가	 폐	 뿐	 만	 아니라	 흉곽도	 관여하고	 있으므로	 같은	 Ppl	 수준에서도	 폐에	 직접	

전해지는	 스트레스는	 달라질	 수	 있다.	 낮은	 흡기압,	 특히	 낮은	 편평부압은	 적은	 폐포	 확장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수술	 후	 폐	 합병증을	 예방할	 수도	 있다.	 7만여명의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전신마취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연구에서	 이러한	 것이	 설명되었다.	 	

또한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	 수술	 전	 호흡기합병증	 위험도가	 중등도	 이상이었던	 복부	 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일회호흡량	 환기를	 포함한	 LPV를	 시행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여	 폐렴을	

비롯한	 급성호흡부전	 등의	 주요	 호흡기	 합병증을	 비롯한	 여러	 임상	 지표들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일호흡량	 환기는	 기계환기를	 시행받는	 환자들에서도	 기본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계환기	 전략이다.	

	

호기말양압(PEEP)	

호기말양압은	 폐포의	 허탈을	 방지하고	 흡기동안에도	 호기말의	 폐용적을	 유지하게	 한다.	 그러나,	

PEEP은	 어떤	 환자들에게는	 해로울	 수	 있으며(저혈량증, 두개내압상승),	 최적의	 PEEP	 수치	 또한	

다양하다.	 수술	 중	 최적의	 PEEP	 레벨은	 알려져	 있지	 않다.	 낮은	 레벨의	 PEEP(≤	 5	 cmH2O)은	

폐포모집술이	 선행되지	 않고	 단독으로	 적용시에	 마취	 중에	 신뢰할만할	 정도로	 무기폐를	

예방한다거나	 산소화를	 개선해	 주지는	 못한다.	

최근	 PROVHILO	 trial에서는	 높은 호기말양압(12	 cmH2O)과	 함께	 폐포모집술을	 시행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폐포모집술	 없이	 단독으로	 낮은 호기말양압(≤	 2	 cmH2O)에서	 유의한	 폐합병증의	

발생의	 차이가	 없음이	 보고되었다.	 반면에	 IMPROVE	 trial에서는	 적은	 일회환기량(68	 mL/kg)과	

동시에	 PEEP	 (68	 cmH2O)과	 반복적인	 폐포모집술을	 시행한	 그룹이,	 많은	 일회환기량(1012	

mL/kg)과	 PEEP을	 적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폐	 부작용이	 적음을	 보고하였다.	 그러한	

상대적인	 PEEP과	 일회환기량의	 기여도는	 이번	 연구에서는	 명확하게	 보고되지는	 않았다.	 	

PEEP의	 순기능은	 수술의	 종류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11,000개의	 마취기록을	 분석한	 결과	 PEEP	

≥	 5	 cmH2O을	 적용한	 환자에	 있어서	 주요복부수술을	 시행한	 환자는	 폐합병증이	 감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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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두술을	 시행한	 환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되었다.	

	

폐포모집술(recruitment	maneuvers)	 	

	폐포모집술은	 무기폐를	 역전시키고	 산소	 공급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도내양압(3540	 cmH2O)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경폐압(transpulmonary	 pressure)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킴으로서	 호기말	 폐용적을	 증가시켜	 가스	 교환을	 촉진하고	 불안정한	 폐	 구역의	 반복적인	

개방과	 허탈을	 예방함으로	 VILI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통기된	 폐구역을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건강한	 폐포의	 선택적인	 과팽창을	 감소시킴으로써	 VILI를	 예방한다.	 목표는	 FiO2	 0.6	 이하로	

산소포화도를	 90%	 이상	 유지하는	 것이다.	 	

폐포모집술을	 하는	 동안,	 흡기압을	 30	cm	H2O으로	 하게	 되면	 마취로	 유발된	 무기폐의	 절반	 가량이	

다시	 팽창되게	 되며,	 완전하게	 마취로	 유발된	 건강한	 폐의	 허탈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40	

cmH2O까지의	 압력이	 필요하게	 되며,	 비만한	 환자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압력이	 필요하게	 된다.	

폐포모집술은	 비만	 환자를	 포함하여,	 복강경	 수술	 중	 복강내 공기주입 전	 산소화의	 개선	 및	

복강외로의 공기배출	 후	 유순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	 마취로	 유발된	 기능적	 잔기용량의	 저하는	

소아에서	 더욱	 명확히	 나타나게	 되므로,	 무기폐에	 취약하게	 된다.	 소아에서	 자기	 공명	 영상과	

폐역학	 측정(pneumondic	 mechanics)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PEEP	 유무에	 관계없이	 폐포동원이	

시행되었을	 때	 무기폐의	 역전과	 기도	 폐쇄	 방지가	 보고되었다.	 	

저혈압과	 저산소증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며	 기흉	 등의	 압력상해나	 부정맥	 및	 세균의	

전위(bacterial	 translocation)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폐포모집술과	 관련된	 7개의	 임상연구들에	 대한	

코크란	 리뷰에	 의하면	 폐포모집술이	 사망률,	 기계환기의	 기간	 및	 재원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으며,	 동맥혈	 산소	 분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기는	 하나	 폐포모집술	 단독으로	

산소분압을	 장기간	 동안	 상승시키는지	 그리고	 이	 효과가	 장기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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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신마취에	 필수적인	 기계환기	 자체가	 환자들의	 이환과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고,	 그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수술	 후	 폐	 합병증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LPV)을	 적절하게	 임상적인	 상황과	 관련지어서	 기계환기를	 해야	 할	 것이다(Grade	 1C).	

임상적으로	 LPV의	 여러	 전략	 중	 가장	 근거수준이	 높은	 것은	 저일회호흡량	 환기(68	mL/kg)로	

모든	 전신마취하	 기계환기를	 받는	 환자들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저일회호흡량	 환기만으로	

수술	 후	 폐	 합병증을	 충분히	 예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저일회호흡량	 환기	 이외에도	

PEEP,	 폐포모집술	 등의	 치료	 전략들을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환자들에서	 선택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일회호흡량	 환기를	 기본으로	 하고	 여러	 치료	

전략들을	 임상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면	 안전한	 전신마취	 중	 기계환기를	 수술	 중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중	 보호	 환기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는	 5	 cmH2O의	 PEEP와	 16	 cmH2O	 이하의	 편평부	 압력이	 폐를	

보호하는	 기계환기를	 위한	 인공	 호흡기	 설정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급성	 폐	 손상	

환자에	 비해	 정상적인	 폐를	 가진	 환자의	 수술	 중	 인공	 호흡에	 대한	 보호	 역치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하여	 일차적인	 수술	 중	 기계환기의	 목표는	 해를	 끼치지	 않는	 환기,	 폐를 개방시키는	 환기,	

수술	 후에도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환기이며,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적은	 일회호흡량(68	

mL/kg),	 PEEP	 (시작할	 때	 5	 cmH2O,	 복강경	 수술	 중	 10	 cmH2O)를	 적용하며,	 편평부	 압력은	

마취동안	 16	 mmHg	 이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폐포모집술을	 산소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정한	 경우의	 환자(비만,	 소아,	 개복술,	 복강경	 및	 흉강경	 수술)에게	 적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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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의	전염성과	예방	

	

가천의대	 경선영	

	

서론	

결핵은(tuberculosis)은	 역사가	 매우	 오래	 된	 대표적인	 전염성	 질환이며,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결핵균은	 1882년	 코흐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	 2‐4	 um	 크기의	 호기성	 간균으로,	 세포벽	 특성	 상	 산성	 용액으로	 처리한	 후에도	

탈색되지	 않는	 항산성(acid‐fastness)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항산성	 염색을	 하면	

현미경으로	 결핵균을	 관찰할	 수	 있다.	 결핵균이	 호흡기도를	 통해	 체	 내로	 들어오면	 사람의	

면역체계가	 활성화되어	 결핵균을	 없애거나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육아종을	 형성하여	 감염	

상태가	 된다.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결핵이	 발병하지는	 않으며,	 약	 10%의	 환자들이	

감염	 상태에서	 면역이	 떨어지면	 치료를	 요하는	 결핵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질환이	 발생할	 때	

주로	 폐결핵을	 일으키며,	 그	 외	 림프절,	 흉막,	 뇌,	 장,	 뼈	 등	 체	 내	 어디든	 침범할	 수	 있다.	 세계	

인구의	 1/3이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으며,	 해마다	 1천만	 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18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한다.	 우리나라	 또한	 결핵	 환자가	 적지	 않은	 국가	 중	 하나로	 매년	 약	 3만	 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약	 2천명	 이상이	 결핵으로	 사망한다.	 이는	 OECD국가	 중	 매우	

높은	 발병률과	 사망률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결핵퇴치를	 위해	 정부가	 결핵의	 치료와	 관리를	

지원하는	 민간∙공공협력결핵사업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결핵관리가	 결핵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있었다면,	 최근에는	 전염력이	 있는	 결핵	 환자와	 접촉한	 접촉자의	 검진과	

잠복결핵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권고가	 있으며	 여기에	 전염력이	 있는	 결핵환자와	 접촉이	 잦을	 수	

밖에	 없는	 의료인에	 대한	 권고도	 포함하고	 있고	 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결핵의	전염성과	예방	

호흡기결핵	 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할	 때	 공기	 중으로	 결핵균이	 포함된	 비말핵(nuclei	

droplet)이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며,	 이를	 근처에	 있던	 접촉자가	 호흡을	 하면서	 들이마시게	 되면	

호흡기도로	 결핵균이	 들어와	 감염이	 된다.	 따라서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는	 공기	 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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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균이	 배출될	 수	 있는	 폐결핵,	 후두결핵,	 기관지	 결핵에	 한하며,	 그	 외	 폐외결핵은	 전염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결핵성흉막염이	 폐	 실질	 내	 결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염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매우	 드물게	 배농이나	 수술	 중	 체	 내	 고립되어	 있던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나오면서	 전염이	 될	 수	 있다.	 결핵의	 전염력은	 전염원인	 환자의	 상태,	 환기의	 정도,	 접촉	

기간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공동이	 있거나	 항산균	 도말	 양성인	

결핵환자,	 기침	 증상이	 있는	 경우	 배출되는	 결핵균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전염력이	 높다.	

호흡기결핵으로	 진단되었을	 때	 언제부터	 전염성이	 있었는	 지	 추정하게	 되는데,	 기침	 증상이	

있거나,	 객담도말	 양성이거나,	 폐	 내	 공동이	 있으면	 진단	 3개월	 전부터	 전염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소견들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	 달	 전부터	 전염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접촉자	 검진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환자와	 접촉자들의	 접도(proximity	of	contact)와	 기간에	 따라	

감염의	 위험성이	 결정되는데,	 접	 접촉자는	 폐된	 공간에서	 전염성	 결핵	 환자와	 장시간(8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을	 말하며	 가족인	 경우가	 많고	 일부	 직장이나	 공동생활을	 같이	 한	 비가족	

접접촉자도	 있다.	 접	 접촉자이면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지낸	 대상자들이	 감염위험도가	

높아서	 감염률이	 20%	 정도	 된다.	 전염성	 결핵	 환자이면서	 치료받지	 않은	 경우	 매년	 10‐15명의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	 반면	 전염성	 결핵환자가	 치료를	 시작할	 경우	 전염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내성이	 없는	 감수성	 결핵	 환자의	 경우	 치료	 시작	 후	 2일	 이내에	 결핵균	 수가	 치료	

전의	 1/25로	 줄고,	 다음	 2‐3주에	 걸쳐	 다시	 1/100로	 감소한다.	 전염성	 결핵환자의	 전염성은	 2주	

이상	 항결핵제를	 복용하였고,	 증상이	 호전되었으면서,	 항산균	 도말검사가	 음전(negative	

conversion)되었을	 때	 소실된	 것으로	 정의한다.	 상기의	 기준을	 만족하고	 항산균	 도말검사	 음전은	

8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항산균	 도말	 검사가	 3회	 연속으로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결핵의	 전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염성	 호흡기결핵환자를	 빨리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결과를	 통한	 확진	 상태가	 아니더라도	 전염성	 결핵이	

의심되면	 즉시	 공기매개	 격리를	 실시하고,	 의료인을	 비롯한	 접촉자들은	 N95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하고	 환자를	 돌보며,	 평소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공간은	 음압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결핵	 환자를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하여	 접접촉자	 대상자들	 중	 접촉자	 검진을	

실시하여	 무증상	 결핵	 또는	 잠복결핵	 유무를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추후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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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해야	 한다.	 	

	

잠복결핵과	의료기관종사자	치료	기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발병은	 하지	 않아서	 전염력이	 없고,	 증상도	 없으며,	 영상의학적	

검사에서도	 정상인	 경우를	 잠복결핵(latent	 tuberculosis	 infection)이라	 한다.	 균이	 체외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항산균	 검사로	 진단할	 수	 없고,	 결핵균이	 체	 내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면역학적	 검사법(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인테페론감마분비능검사)을	 통해	 진단한다.	 잠복결핵의	

치료	 대상자는	 나중에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	 실제	 발병했을	 때의	 위험성,	 및	 지역의	

결핵	 역학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접촉하여	 잠복결핵으로	 진단된	 경우	

65세	 이하이면	 치료를	 하며,	 나이와	 상관없이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기저	 질환이	 있을	 경우	

치료를	 한다.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결핵	 발병	 위험도가	 중등도	 이상인	 경우	 치료를	 고려한다.	

발병했을	 때의	 위험성과	 전파력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주기적으로	 잠복결핵	 진단을	

실시하며,	 주기적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또는	 인터페론감마분비능검사에서	 양전이	 되거나,	 최근	

2년	 내에	 결핵환자와	 접촉력이	 있으면서	 잠복결핵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를	 권고한다.	 또한	

의료기관종사자	 분류	 중	 호흡기결핵	 환자와	 접촉가능성이	 높은	 의료인이거나	 돌보는	 환자들의	

면역이	 약하여	 결핵발병시	 위험도가	 높은	 부서에	 근무하는	 의료기관종사자들은	 잠복결핵으로	

진단되면	 치료를	 권고한다.	 	

	

결론	

그동안의	 국내	 결핵관리가	 결핵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한	 반면	 최근에는	 감염	 상태의	

잠복결핵이	 전염성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줄이고자	 잠복결핵의	 진단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이는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하게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위험이	 높은	

면역저하자들	 뿐만	 아니라	 접촉이	 잦아	 발병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또는	 발병	 시	 영향력이	

큰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다.	 더불어	 치료	 당사자이면서	 또한	 접촉에	 의한	

결핵균의	 전염	 위험이	 있는	 의료인이	 결핵의	 역학과	 전염성,	 전파	 기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활용하여	 필요할	 때	 적절히	 격리를	 시행하고	 예방조치를	 함으로써	 다른	 환자뿐	



66	

	

아니라	 의료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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