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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ilter setting

Input 
range

Reject 
range

LFF* HFF† Timebase 
(ms/div)

MEP ±2.5 mV ±1.5 mV 10 Hz   1 kHz 10
SEP ±250 μV ±80 μV 30 Hz 200 Hz 10
BAEP ±250 μV ±40 μV 150 Hz   3 kHz   1.5
VEP ±250 μV ±40 μV 5 Hz 100 Hz 50∼120
EMG ±50 μV ±15 mV 10 Hz   3 kHz 100

*Low friquancy filter; †high friquancy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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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술 중 신경계 감시(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INM)는 신경계 관련 수술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되

었고, 수술 중 기능적 변화를 관찰하여 의사에게 수술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과 수술 중 신경계 손상을 조기에 찾아서 수

술 합병증을 줄이며, 고위험군 수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NM에서 유발전위 검사 종류에 따라 크

게 시각유발전위(VEP), 청각유발전위(BAEP), 감각유발전위(SEP), 

운동유발전위(MEP) 로 분류하였고, 각 검사 별로 적용 가능한 수술

을 다루어 보았다(서, 2011; 서, 2008; Walsh 등, 2005; Nuwer, 

1998).

재료 및 방법

1. 검사장비

수술장에서 사용하는 신경계 추적감시(INM) 검사장비는 Xltek 

Protektor (Natus Medical Incorporated Excel Tech Ltd., 

XLTEK, Canada)를 사용하였다. 검사 setting을 살펴보자면 시각

유발전위검사는 Range ±250 μV, Reject Threshold ±40 μV, 

LFF/HFF: 5 Hz/100 Hz, Timebase 30∼70 ms/div으로 하였고, 

청각유발전위검사는 Range ±250 μV, Reject Threshold ±40 

μV, LFF/HFF: 150 Hz/3 kHz, Timebase 1.5 ms/div으로, 운동유

발전위검사는 Range ±2.5 mV, Reject Threshold ±1.5 mV, 

LFF/HFF: 10 Hz/1 kHz, Timebase 10 ms/div으로, 감각유발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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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RI of pituitary adenoma and illustration of trans spenoide approach endoscope.

Fig. 2. Example of VEP recordings.

검사는 Range ±250 μV, Reject Threshold ±80 μV, LFF/HFF: 

30 Hz/200 Hz, Timebase 10 ms/div으로 하였으며, 근전도

(Electromyography, EMG) 검사는 Range ±50 mV, Reject 

Threshold ±15 mV, LFF/HFF: 10 Hz/3 kHz, Timebase 100 

ms/div으로 설정하여 검사를 하였다(Table 1).

2. 시각유발전위(Visual evoked potentials, VEP)

1) 시각 자극은 망막에서 시신경, 시각교차(optic chiasm), 시각

부챗살(optic radiation)을 거쳐 후두엽으로 전달된다. 시각유발전

위는 이러한 시각전달경로의 이상 유무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2) 검사방법

빛 자극은 고글안경을 통해 플래쉬 형태의 번쩍이는 자극을 반

복해서 준다. 기록 방식은 1.1 Hz 빛 자극을 50회 주고 각각 기록된 

파형들을 평균화(averaging)하여 5 μV, 50 msec 척도로 기록한

다. 기록전극은 Queen square 전극 부착법을 이용하여, 뒤통수점

(inion)에서 5 cm 상방에 Middle occipital (MO), 좌측으로 5 cm, 

우측으로 5 cm 지점에 Left occipital (LO), Right occipital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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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ight-emitting diode goggle 
are placed and sealed over the closed
eyes of the patient on both sides for
flash stimulation.

Table 2. Intraoperative VEP wave changes the impact of the 
patient’s vision after surgery

VEP wave amplitude % Post-op V/A (%)

Stable 50 No change 66
Increased 20
Decreased 14

Increased 20 Increased all
Decreased  6 Increased 50

Decreased 50
No reproducible 24 ? ?

2009.08∼2011.03 pt. 55.
3∼6 month changes in vision after receive (changes in visual 
acuity more than 0.3 standard).

을 위치한다. A1, A2는 기준전극으로 사용한다. VEP는 check- 

board (자극화면)를 보면서 검사한 파형이 고글로 자극하여 검사

한 파형보다 훨씬 파형이 크고 잘 관찰되나, 수술장에서는 고글로 

자극을 줄 수 밖에 없고, 수술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외과적인 시술

에 의한 영향도 다른 검사에 비하여 가장 심하게 받는다. 시신경은 

시야, 움직임, 빛 이렇게 세가지를 담당하는 신경으로 구성되어 있

고, 빛에 반응하는 신경의 전도속도가 매우 느리므로 1 Hz보다 훨

씬 빠른 간격으로 빛 자극을 줄 수는 없다. 한쪽 눈씩 검사를 진행하

며 50회의 자극을 주어서 검사를 하므로 양쪽 눈을 검사하는 데 총 

100초의 시간이 필요하고, 필요 시에는 정확한 파형을 얻기 위해서 

외과적 시술을 멈추게 하고 검사를 할 정도로 파형 형성이 잘 안 되

는 경우도 있다.

수술 중 P100 (IV) 파형은 250 ms 이내의 파형으로 선택하고, 파

형의 분석은 재현성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경우는 진폭의 

변화와 P100 (IV) 절대 잠복기의 변화 두 가지를 모두 관찰을 하고, 

파형이 잘 형성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재현성이 없어지면서 파형이 

형성되다가 안되다가 하는 경우도 시신경 손상을 의미하므로 외과

의사에게 바로 알린다(Odom 등, 2004; Celesia, 1984).

3) 적용

뇌하수체 종양(pituitary Adenoma), 인후 유두종(Craniophar-

yngioma), 안장옆 병변(Para sellar lesion)과 뇌동맥류(Cerebral 

aneurysm clipping) 수술에 적용 가능하다(Fig. 1, 2).

4) 제안

2009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56명 110안구의 환자를 대상

으로 수술 중 시신경검사를 진행하였고, 수술 이후 3개월, 6개월까

지의 환자시력을 관찰해 보았다. 수술 중 파형의 진폭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잘 관찰된 경우를 살펴보면 66%에서 수술 후에 시력

(Visual Acuity) 변화가 없었고, 20%에서 시력이 향상되었고, 14%

의 환자는 오히려 시력이 감소하였다. 즉, 수술 중 시신경 파형이 안

정적인 경우 86%에서 환자의 시신경이 잘 보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술 중 파형의 진폭이 증가하였던 경우는 모든 환자들이 수

술 후에 시력이 향상되었다. 수술 중에 파형의 진폭이 감소하였던 

경우는 50%의 환자는 시력이 향상되었고, 나머지는 감소하였다. 

수술 중 파형의 재현성이 없어서 검사가 원활하지 못했던 경우는 

대부분 시력이 없는 환자들이라 평가를 하지 못 하였다. 지금까지 

수술 중 시신경검사를 평가해 보자면 파형이 잘 관찰되거나 증가할 

경우에는 시신경이 잘 보존됨을 알 수 있었고, 수술 중 파형이 감소

한 경우 수술 이후에 시력이 오히려 향상된 50%의 환자는 수술 중

에 시신경의 손상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술을 진행

하지 않고 시신경의 손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된

다. 시신경의 회복은 수술 이후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장기적으

로 관찰을 해야만 하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욱 시력이 좋아지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어서 수술장에서의 시신경검사의 유용성을 판

단하려면 매우 장기적인 환자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술 전에 미리 시신경검사를 측정하여서 파형의 형성유무를 관찰

하고 종양으로 인하여 파형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

든 환자에 있어서 수술장에서의 시신경검사는 매우 유용한 검사라 

생각한다(Chung 등, 2012) (Table 2, Fig. 3).

3. 청각유발전위(Brainstem auditory evoked potentials, BAEP)

1) 소리자극은 청신경과 뇌간을 거쳐 측두엽으로 전달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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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ample of BAEP recordings.

Fig. 4. MRI of vestibular schwannoma.

러한 청각경로에서 청각유발전위 파형은 측정된다. 청신경은 수술 

중 물리적인 손상에 의해 매우 쉽게 손상받으며 손상받은 청신경은 

바로 청각유발전위 파형의 변화로 감지된다. 청신경 손상이 자주 

발생하는 미세혈관 감압술(micro vascular decompression: 

MVD)에서 관찰되는 경우를 보면 수술 부위를 보기 위해 견인기

(brain retractor)를 사용할 경우 BAEP 파형의 변화가 10초 내에서 

급변화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다.

2) 검사방법

소리자극은 주로 클릭 음(Click Sound)으로 왼쪽, 오른쪽 각각 

한 쪽씩 검사한다. 보통 1 kHz의 가청주파수를 이용하고 자극은 30 

Hz 빈도로 300번 이상 기록한다. BAEP 파형이 형성되는 최소 자극 

수를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시간적으로는 반드시 10초 정도에서 청

신경의 손상유무를 관찰할 수 있어야만 하고, 파형으로서 인정할 

정도의 파형 형성이 되는 최소 평균화 횟수는 300번 이상이 가장 적

당하다고 판단된다. 자극의 극성은 교환전위(alternating polarity)

로 하며, 120 dB SPL 또는 90 dB nHL의 세기로 주고, 반대쪽 귀는 

방해음(masking sound)을 준다. 양쪽 귓볼에 설치한 A1, A2 전극

을 기준 전극으로 하고, 두정부(vertex) 부위에 설치한 Cz 전극을 

활동 전극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진폭(amplitude)이 처음에 비해 

50% 이상 감소하거나, 절대 잠복기(latency)가 1 ms 이상 연장될 

때 외과의사에게 바로 알린다(Davis, 1985; 박 등, 1987; 하 등, 

1989; 박, 2001). 

3) 적용

전정신경초종(vestibular schwannoma), 뇌신경 미세혈관감

압술(microvascular decom pression), 제4 뇌실 종양 수술, 아놀

드키아리 기형수술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Fig. 4, 5).

4) 제안

자극 10 Hz 빈도로 평균화(averaging) 과정을 1,000번 이상 검

사를 하면 100초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청신

경의 손상은 즉시 파형으로 감지되지 못하고 약간의 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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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llustrated case example of BAEP. 

Table 3. BAEP Stim rate according to the amplitude of the 
waveform and latency changes

I-I (μV) V-V' (μV) I (ms) V (ms) I-V (ms)

100 Hz 0.28 0.37 2.13 7.47 5.33
90.1 Hz 0.30 0.36 2.37 7.17 4.80
80.1 Hz 0.38 0.37 2.27 7.30 5.03
70.1 Hz 0.31 0.44 2.20 7.10 4.90
60.1 Hz 0.32 0.49 2.27 7.10 4.83
50.1 Hz 0.35 0.30 2.27 7.10 4.83
40.1 Hz 0.44 0.36 2.20 7.03 4.83
30.1 Hz 0.49 0.46 2.13 6.77 4.63
20.1 Hz 0.50 0.58 2.10 6.87 4.77
10.1 Hz 0.59 0.57 2.13 6.63 4.50

(amplitude)의 감소와 약간의 잠복기(latency) 연장으로 측정된

다. 이러한 평균화 과정이 끝나고 다시 검사를 하게 되면 두 번째 파

형은 심각한 영향을 받은 파형으로 측정된다. 즉, 실시간으로 청신

경의 손상을 감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0초 이내에 청신

경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평균화 과정을 단축해야만 하고, 자극 빈

도는 10 Hz보다 훨씬 빠른 빈도로 검사를 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제

기되어, 2012년 2월 한 달 동안 13명의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자극 

빈도를 10.1, 20.1, 30.1, 40.1, 50.1, 60.1, 70.1, 80.1, 90.1, 100 

Hz로 모든 환자에 대해 각각 검사를 진행하여 보았고, 각각의 자극

빈도에 대한 파형이 모두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자극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I번 파형의 진폭이 감소하였고 V번 파형의 잠복기가 

연장이 되었다(Table 3, Fig. 6). 

하지만 수술장에서 청신경 검사는 파형의 절대값보다는 수술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빠르게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자극 빈도를 30∼40 Hz로 하고 평균화 과정을 300∼

400번 정도로 검사를 한다면 10 Hz 대의 파형과 큰 차이가 없이 10

초 안에 청신경의 손상 유무를 즉시 감별할 수 있는 최적의 검사가 

되리라 생각한다(김 등, 2000; Park 등, 2011). 

4. 운동유발전위, 감각유발전위(Motor evoked potentials, MEP; 

Sensory evoked potentials, SEP)

1) 뇌 피질(Brain cortex), 섬유질(Brain fiber), 시상(Thalamus), 

뇌간(Brainstem), 척수(Spinal cord), 말초신경(Peripheral nerve)

으로 이어지는 운동신경로(Motor pathways)와 역행하는 감각신

경로(Sensory pathways)에서 각 구간에서의 이상발생 시 유발전

위 파형에 이상이 발생한다. 

2) 검사방법

운동 유발전위는 좌,우 측 반구의 운동영역 부위를 두피에서 자

극하고 상지와 하지의 원위부 근육, 즉 짧은엄지벌림근(abductor 

pollicis brevis, APB), 새끼벌림근(abductor digitis quinti, 

ADQ), 앞정간근(tibialis anterior, TA), 엄지벌림근(adductor 

hallucis, AH)에서 4 cm 정도 떨어진 두 바늘을 삽입한 후 복합근활

동전위(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 CMAP)를 기록하

는 방법 경두개근운동유발전위(Transcranial electrical myogenic 

MEP, TcemMEP)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전기자극은 10∼20 

system의 C1/C2 또는 C3/C4 부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

나, 수술 부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P3/P4 부위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신경외과 수술에서 많이 있어서 C3/C4와 P3/P4에 대

하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여러번 비교 평가를 해 보았고 MEP 파형 

측정값에 큰 차이점이 보이지 않아서 수술부위를 피하여 C3/C4 부

위에서 P3/P4 부위까지의 넓은 부위에서 원활한 자극지점을 선택

하여 검사를 한다. 자극은 항전압(Constant voltage) 방식으로 연

속펄스(Train)를 3∼7회 반복하여 주며, 펄스간격(Interpulse 

interval)은 1∼5 ms으로 하고, 펄스기간(Pulse duration)은 50∼

200 μs로 한다. 자극강도(Intensity)는 파형이 형성되는 최저 자극

으로 200∼500 Voltage로 검사한다. 진폭 기준으로 MEP의 진폭 

50% 또는 80% 이상감소, 또는 잠복기의 10% 이상 증가를 유의한 

변화로 본다.

감각 유발전위는 상지에서는 정중신경(Median nerve), 하지에

서는 뒤정강신경(Posterior tibial nerve)의 원위부를 자극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기록전극은 10∼20 system으로 C3’, Cz’, C4’와 

Cercical 5 level (C5s)을 기준 전극으로 하고 Fpz를 활동 전극으로 

한다. 검사 진행은 Lt, Rt Upper 와 Lt, Rt Lower의 네 곳을 자동으

로 장비에서 돌아가면서 자극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사지의 파형을 

기록하며 분석한다. 자극은 항전류(Constant current) 방식으로 

자극폭은 200∼300 μs로 하고, 자극빈도는 2∼5 Hz로, 평균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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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A of scoliosis.

Fig. 9. Example of MEP recordings.

Fig. 7. MRI of cord tumor.

50회로 한다. 수술 중에는 검사를 위하여 수술을 멈추기 힘들고, 일

반 유발전위 검사와 같이 200∼400번의 평균화(Averaging Time)

로 검사를 한다면 87∼174초, 즉 1분 27초에서 약 3분 정도의 시간

이 필요하다. 수술 중에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200번 

이상 평균화 검사를 하는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수술적 요

인에 의하여 감각 신경에 영향을 주는 수술적 행위를 하여도 오래 

평균화 검사를 하면 민감하게 검사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실시

간 검사의 의미가 없게 된다. 자극빈도를 2.3 Hz로 하고 50회 평균

화로 검사를 한다면 약 22초의 검사시간이 소요된다. SEP 파형이 

형성되는 최소 자극 수를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30초 정도에서 감

각신경의 손상유무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고, 파형으로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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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xample of SEP recordings.

정도의 파형 형성이 되는 최소 평균화 횟수는 50번이 가장 적당하

다고 판단된다. 진폭이 50% 이상 감소하거나 절대 잠복기가 10% 

이상 연장되면 경고를 하고, 진폭이 80% 이상 감소하고 절대 잠복 

기가 10% 이상 연장되면 수술을 중단하고 중재술을 고려해야 한다

(Kraft 등, 1998; Nuwer, 1998; Weinzierl 등, 2007; Woodforth 

등, 1996).

3) 적 용

Spine 수술과 관련된 척수종양(Cord tumor), 척추측만증

(Scoliosis), 척추만곡증(Kyphosis) 등이 있고, 혈관의 원활한 순환

(Vascular circulation)과 관련된 대동맥교체술(Aorta replace-

ment), 뇌동맥류 수술(Cerebral aneurysm), 측두엽 종양수술

(Temporal tumor) 등이 있고, 뇌 운동감각 피질척수로(Brain 

Motor Sensory cortex-corticospinal tract system, MSC-CST)

와 관련된 전두-중심-두정부 종양(Fronto-centro-parietal tu-

mor) 수술에 적용할 수 있다(Fig. 7∼10).

4) 제안 1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 검사(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rTMS)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MEP 전기자극의 빈

도와 횟수를 조절하여 대뇌피질을 반복적으로 자극함에 따라 뇌를 

활성화하는 검사이다. 이러한 검사는 경우에 따라서 환자의 마취상

태가 MEP검사를 원활하게 측정하지 못할 정도로 유지가 될 경우에 

사용하거나, 환자가 사지에 위약(weakness)이 있을 경우에 사용

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마취가 원활하지 않거나 팔다리를 잘 움직

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MEP 파형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

는데 이럴 경우 Priming Pulse 검사를 진행하면 파형이 형성되므

로 보다 안전한 수술이 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위와 같이 반복

적인 검사, 즉 Paird Stimulation을 응용한 MEP 검사는 수술장에

서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한다(Fig. 11).

5) 제안 2

수술장에서는 특히 SSEP가 주변기기들의 간섭현상으로 인한 

Noise의 혼입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Artifact가 발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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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Waves before and after adjusted stimulation rate. (a) Left median nerve SSEP. (b) Right median nerve SSEP. (c) Left posterior 
tibial nerve SSEP. (d) Right posterior tibial nerve SSEP.

Fig. 11. Priming pulses test of MEP. t, pulse duration – fixed at
50 μs; i, interpulse interval (pulse rate).

는 SSEP를 검사하는 Stim rate와 주변기기에서 발생하는 Noise가 

비슷한 Hz일 경우 특히 혼입이 잘 되기 때문이다. 즉, SSEP는 일정

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인 검사를 하는데 이러한 간격과 유사한 간

격으로 주변기기에서 Noise가 발생을 하고 있다면 검사파형이 영

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술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주변의 

기기들이 어떠한 Hz의 Noise를 발생하는지 감별할 수 있으면 좋

고, 이러한 주변환경의 영향을 최소화 하여서 검사를 하면 보다 더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적합자극빈도(Adjusted Stim rate)라는 

기능이 Xltek Protektor라는 장비에 탑재가 되어있는데, 자동으로 

주변환경을 분석하여서 최적의 Stim rate를 찾아서 자동으로 소수

점 셋째 자리까지 바꾸어 주는 이러한 기능은 앞으로 수술장에 널

리 보급되어야 할 기능으로 생각된다(Fig. 12).

결과 및 고찰

수술 중 신경계 감시는 수술 부위, 수술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발

전위 검사를 이용한다. VEP, BAEP, SEP, MEP를 해당 수술에 적극 

활용하여 보다 안전한 수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발전

위 일반검사에서는 검사도중 환자의 Muscle artifact의 혼입을 최

소화하기 위해 평균화 과정을 오래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술

장 검사에서는 환자가 마취되어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없다. 하지

만 유발전위 검사를 원활하게 하도록 몇 분씩 수술을 하지 않고 기

다려 주지는 못한다. 전기소작기(Bovie)를 매우 자주 사용하며 

Saline을 지속적으로 뿌리고 흡입기(Suction)로 흡입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검사 파형은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일반 유발전위 검사와는 다르게 빠른 시간에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각 검사마다 최적의 평균

화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평균화 시간을 살펴

보면 VEP 50회, BAEP 300회, SEP 50회는 삼성서울병원 의료기사

들이 많은 수술을 경험하면서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린 수치일 뿐 

절대값은 아니며, 여러 병원에서도 각 병원의 상황에 맞는 평균화 

시간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필요 시에는 뇌파(EEG), 뇌혈류초음파(TCD)를 추가적으로 이

용할 수도 있고, 자발근전도(Spontaneous EMG), 직접신경전기자

극(Direct Nerve electrical Stimulation, DNS), 직접피질전기자

극(Direct Cortical electrical Stimulation, DCS) 등의 검사 방법

도 적절히 이용한다면 환자에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이 

될 것이다. 특히 INM에 있어 원활한 마취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검사가 대부분이므로 각 검사 별로 영향을 주는 마취제 및 약제를 

잘 알아야 할 것이고, 주 마취제의 농도변화와 근 이완제의 투여량

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다(Park 등, 2012). 수술 중 파형의 

변화가 수술로 인한 것인지 환자의 체온이나 혈압 변화에 의한 것

인지 빠르게 판단하여 외과의사에게 잘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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