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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ypes of artifacts that are observed in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INM) is truly 
diverse. The removal of artifacts that interfere with the examination is essential. In addition,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examination by removing artifacts is a reflection of the competency of 
the examiner and is also the best way to ensure patient safety. However, if knowledge of the 
equipment or anesthesia in the operating room is insufficient due to lack of experience, artifacts 
cannot be removed even with a method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If artifacts are not separated and 
removed, the reading of the examination results in confusion in the operation process. This can be a 
fatal problem in neurosurgery that requires rapid and sophisticated procedures. In this paper, the 
causes of artifacts that occur during surgery are classified into electrical factors, non-electrical 
factors, and other factors, and a method and examination method for removing artifacts according to 
the specific situation is mentioned. Although the operating room environment is a very critical place 
to simultaneously consider various scenarios, we hope that a stable and optimal INM will play a role 
by knowing the types and causes of various artifacts and how to tackle them.

Copyright Ⓒ 2021 The Korean Society for Clinical Laboratory Science. All rights reserved. 

Key words
Artifact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Neurosurgery

서  론

뇌, 척추, 혈관 등의 수술에서 신경학적 결손이 우려될 만한 

수술 중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유발전위 검사법을 이용하거나 

응용한 방법들로 수술중신경계감시(intraoperative neuro-

physiological monitoring, INM)를 시행한다[1, 2].

검사의 제약이 없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유발전위검사는 환자

의 협조와 더불어 주변 환경의 방해요인이 최소화된 공간에서 

진행되어야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술실 내에는 마

취기구 및 수술에 필요한 여러 장비와 기구들을 사용하며 수술

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불가피한 환경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공산물(artifact)의 영향으로 파형의 왜곡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검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artifact의 종류들과 해결 방법을 

파악하여 검사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도

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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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hospital 
electrical grade (NEMA-6). (B) Ground system.

방  법

Artifact는 전기를 사용하는 장비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전기

적 요인(electrical factor)과 수술 도구들의 영향으로 발생하

는 비 전기적 요인(non-electrical factor)으로 분류할 수 있

다. 그리고 마취의 심도가 깊어 유발전위검사 파형의 형성을 저

해하는 경우와 넓은 수술 부위로 인하여 자극을 주는 부위의 선

택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 등도 같이 살펴봄으

로써 파형이 원활하게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해 

언급하였다.

1. 전기적인 요인

1) 의료 전용 콘센트

수술에 필요한 기구들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구들이 많아 

전기적인 artifact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수술실에서 검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중 하나는 의료 전용 전력의 사용

이다(Figure 1). 가정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220 V 전용 콘센트

의 경우 60 Hz artifact에 의한 영향이 심하고 무엇보다 접지가 

제 로 되어있지 않아 환자를 검사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검사에 도움이 된다. 어쩔 수 없

이 220 V의 교류전류를 사용한다면 추가적인 접지를 통해 

artifact를 제거할 수 있다.

2) 수술용 침대

수술용 침 는 일반 침 와는 달리 각 부분을 관절처럼 움직

일 수 있게 설계되었고 환자의 자세나 수술하고자 하는 위치에 

따라서 수술실 내에서도 상당히 유동적으로 사용된다. 침 의 

전원 연결 부분 또는 벽면의 콘센트 부분이 완전히 결착되어 있

지 않으면 누설전류로 인해 artifact가 발생하게 되어 검사가 원

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침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

므로 검사자는 artifact의 원인으로 놓치기 쉽다. 따라서 전원케

이블의 단선 여부나 결착 유무의 확인만으로도 artifact를 제거

할 수 있다(Figure 2) [3].

3) 전기소작기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에 지속해서 사용되는 전기소작기는 고

주파의 전류를 사용하여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 응고 등에 사

용하는 기구로 수술 중 신경계 검사에 발생하는 부분의 

artifact가 이 기구의 사용으로 나타난다[3-5].

검사방법과 측정되는 전위의 크기에 상관없이 장비를 사용하

는 동안에 혼입되는 artifact로 인해 검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

에 검사자는 장비가 사용되는 동안에는 검사를 일시적으로 중지

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Figure 3). 그리

고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혼입되는 artifact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장비에 접지선을 연결해보거나 전기소작기에서 발생

하는 고전류를 흡수하는 dispersive pad를 이용해 접지전극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 누설전류가 최 한 많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면 되면 artifact를 줄일 수 있다.

4) 수술용 현미경

수술용 현미경은 수술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artifact가 자주 

발생하고 검사에 영향을 준다. 특히 청각유발전위검사(brainstem 

auditory evoked potentials, BAEPs)는 유발되는 전위의 진

폭이 다른 유발전위검사보다 상 적으로 매우 작은 검사로 8번 

뇌신경(vestibulocochlear nerve)과 관련된 미세혈관감압술

(microvascular decompression)이나 소뇌교각(cerebello-

pontine angle)종양수술 등에 간섭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

다. artifact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표적으로 현미경과 수술



124   Sung Hyuk Lim, et al. Artifacts of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www.kjcls.org

 

Figure 2. (A) The operating table. (B) Artifacts caused by surgical bed. This was seen when free running EMG were being monitoring.

  

Figure 3. (A) Electrosurgical unit. (B) Artifacts caused by electrosurgical unit. This was seen when free running EMG and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s were being averaged.

용 침  또는 증폭기(amplifier)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전극

의 정리가 미흡한 경우 나타날 수 있다[3, 4]. 이런 artifact가 발

생했을 때 현미경과 침 의 간격을 1 m 이상 두고 artifact가 혼

입되지 않으면서 검사가 원활히 진행되는 거리를 측정해 위치를 

고정으로 정해 놓고 사용하거나 전극을 침 나 환자의 몸에 밀

착시켜 정리하면 artifact를 없앨 수 있다(Figure 4).

평균화과정이(average) 필요한 BAEPs나 체성감각유발전

위(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s, SSEPs)와 같은 검사

는 자극빈도를 낮춰서 조정(stimulation rate adjustment)하

는 것 만으로도 원활하게 검사가 가능하다. 반면에 평균화과정

이 없는 운동유발전위(transcranial motor evoked potential, 

TceMEP)나 direct cortical stimulation (DCS), free 

running EMG와 같은 검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

면 artifact의 혼입을 막기 어렵다. 하지만 이 검사들은 근육에

서 측정되는 전위의 단위가 SSEPs나 BAEPs보다 훨씬 크기 때

문에 artifact가 혼입된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파형이 식별이 가

능하다.

5) 가온기

수술 중 저체온(hypothermia)은 긴 수술 시간, 량 수혈 및 

수액 투여, 마취로 인한 체온 조절 중추의 보상 기전의 저하 및 

낮은 수술실 온도 등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흔히 발생한다. 전

신마취 시 심부 체온은 마취 유도 후 매우 감소하는데 이는 마취

제의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의 억제와 직접적인 혈관 확장으로 인

하여 체열이 심부에서 온도가 낮은 말초 부위로 이동되는 재분

포성 저체온이 나타나며, 그 후 체온 조절을 위해 말초 혈관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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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An operating surgical 
microscope. (B) Artifacts caused by 
operating surgical microscope. This 
was seen when brainstem auditory 
evoked potentials were being averaged.
(C) Surgical microscope are always 
used in the same place. (D) Electrodes 
as close to the patient’s body or 
operating table as possible.

이 발생하고 체온은 감소한 채로 지속되게 된다. 체온이 감소하

게 되면 말초신경과 근육을 검사하는 수술 중 신경계 감시검사

에서 파형의 잠복기의 지연(prolonged latency)을 발생시켜 

검사결과 판독에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저체온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 방법으로는 강제적 공기 가온(air warm)이 효과적이

며, 수액이나 혈액을 일정한 온도로 가온하여 혈액에 주입해주

는 수액 가온기(fluid warmer)를 사용하여 열의 재분포를 줄여

준다. 하지만 체온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가온기의 작동으로 인

해 검사 중 artifact 혼입 때문에 검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3, 4]. 이러한 경우 마취과와의 협의를 통해 수술 중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초기파형(baseline) 설정 시

의 온도까지 유지되면 가온기를 꺼준 뒤 검사를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가온기에 직접 접지하면 artifact가 사라지는지 확인

한다. 또한 여러 종류의 가온기가 있지만 artifact를 유발시키는 

장비가 있고 아닌 장비가 있어서 수술 중 신경계 감시검사를 하

는 수술에서는 마취과와 협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수술 중 검사에 집중해야 하는 때는 기계의 전원을 꺼 놓은 상태

여야 원활한 검사가 가능하다(Figure 5).

2. 비 전기적 요인

비 전기적인 원인은 사용하는 수술용 기구가 환자의 수술 부

위에 닫는 순간 발생하며 기구를 떼는 순간 사라진다. 기구의 전

원이 켜져 있지만 사용을 위해 환자에 몸에 닿지 않으면 artifact

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최초로 환자의 몸에 기구가 닫는 

순간에만 발생하는 artifact가 존재한다.

1) Cavitron ultrasonic surgical aspirator (CUSA)

조직의 파쇄나 체액의 흡인(suction), 관주(irrigation)의 목

적으로 사용되는 CUSA는 뇌나 척추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사

용되는데 단순히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는 artifact가 발생하지 

않지만 CUSA tip 부분이 종양이나 조직 등 환자의 신체 일부분

에 닿아 장비를 사용하는 순간에 artifact가 혼입된다[4].

BAEPs나 SSEPs처럼 전위의 진폭이 0.1∼10 μV 미만의 단

위로 작게 측정되는 전위를 검사할 때는 검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 검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TceMEP와 같

이 전위의 진폭이 큰 검사이거나 평균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검

사에서는 artifact로 인한 간섭현상이 심하지 않지만 정확한 측

정을 위해서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 검사를 한다(Figure 6). 

또한 수술 중 CUSA의 사용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는 BAEPs

나 SSEPs의 진폭이 전체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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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 Air warmer. (B) Types of blood warmer. B-1 does not cause artifacts. But B-2 and B-3 cause artifacts. (C) Artifacts is mixed 
during machine operation.

Figure 6. (A) Cavitron ultrasonic surgical aspirator. (B) Hand piece. (C) The SSEPs waveform were recorded normally. Artifacts caused by CUSA. 
This was seen when SSEPs subcortical potentials (C5s) not recorded were being averaged during the us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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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 Navigation. (B) Artifacts due to navigation in free running 
EMG and SSEPs.

야 한다[6-8].

2) 수술용 드릴

부분 외과적 수술에 있어서 두개골이나 척추 같은 뼈를 천

공하거나 갈아낼 때 수술용 드릴을 사용한다. 수술 중 신경계 감

시검사의 초기파형 설정 이후에 드릴을 사용하고 드릴을 사용하

는 동안에는 artifact가 혼입되어 검사를 할 수 없고 환자의 신경 

손상이 의심될 만한 경우도 거의 없다. 그러나 얼굴이나 상지 및 

하지의 근전도 파형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드릴에 의한 artifact

를 신경 손상 시 나타나는 근전도 파형을 오인할 수 있으므로 주

의해야 한다[3, 4].

3) 네비게이션

두개내 종양 제거 시 위치항법시스템(navigation system)

장비를 사용하여 종양의 위치, 현재 수술 부위의 위치를 비교하

며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신경외과의 부분의 수술은 수술부

위인 머리를 고정하게 되는데 간혹 고정이 필요 없는 수술에 

해서는 이 장비에서 지원하는 전자기(electromagnetic)방법

을 사용한다. 이 방식은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되는 기구가 수술

해야 할 머리 부분에 근접해 있어 TceMEP나 free running 

EMG에서 파형이 왜곡되어 나타나거나, BAEPs와 SSEPs는 평

균화과정에서 모든 파형을 reject시켜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술 중 검사가 필요한 순간에만 장비의 소프트웨어를 

끄고 검사하거나 자기장이 발생되는 기구의 케이블의 연결을 잠

시 차단하고 검사를 진행한 후 다시 결속하도록 한다(Figure 7).

4) 수술 기구

수술에 사용되는 도구나 기구들을 혈액이나 체엑 등에 의해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티타늄 등

의 합금으로 제작된다[9]. 특히 개두술을 시행하는 수술에서 검

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 표적인 기구는 뇌견인기(brain 

retractor), suction tip, brain spatula 등과 같은 기구가 직접

적으로 환자의 뇌표면 또는 다른 구조물들에 직접 닿는 순간에 

발생하여 몇 초간 artifact를 유발하고 사라지거나 심한 경우에

는 기구를 사용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artifact를 유발한다.

3. 기타 요인

1) 마취제에 의한 영향

TceMEP와 근육에서 발생되는 복합근육활동전위(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 CMAP)를 측정하는 검사들의 경우 

특히 마취제에 의한 영향이 많다. 흡입마취의 경우 주 마취제가 

마취가스로서 호흡을 통하여 체내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뇌겉

질(cerebral cortex)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므로 뇌 운동중추

의 흥분을 억제하여 운동신경 유발전위검사가 원활하게 측정되

지 않는다. 반면에 정맥마취(total intravenous anesthesia, 

TIVA)는 주 마취제인 propofol은 흡입마취제보다 뇌피질에 

훨씬 적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동중추의 흥분이 원활하게 되

어서 TceMEP가 원활하게 측정될 수 있다[12-15]. 하지만 정맥

마취인 상태일지라도 수술 부위와 상관없이 동시에 모든 파형의 

진폭이 작아지는 것은 부분 마취제 중 근이완제(muscle 

relaxant)의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체내 근이완제의 증가

는 신경근접합부위(neuromuscular junction)의 지속적인 탈

분극 억제를 통해 근수축을 방해하기 때문에 TceMEP검사가 원

활하게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Figure 8) 

[10].

이와는 반 로 마취의 심도가 너무 낮으면 수술 도중에 환자

가 각성할 수 있다. 정맥마취에서 근이완제의 투여량이 부족하

여 환자가 각성할 경우 환자는 자발 호흡을 시작하고 기도에 삽

관된 튜브로 인해 자연적으로 기침을 하게 되어 육안으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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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 Wide incision due to tumor around the primary motor 
cortex and primary sensory cortex. (B) The stimulation site for 
TceMEP can be selected from F3∼F4, C3∼C4 and P3∼P4.

Figure 8. (A) Normal TceMEP. (B) TceMEP caused by excessive muscle relaxant injection.

가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보다 먼저 free 

running EMG에서 나타나는 근육전위로도 미리 예측할 수 있

지만 이 반응이 신경손상이나 자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신경

의 긴장성 발산(neurotonic discharge)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

에 검사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환자의 마취상

태를 사연속자극검사법(train of four, TOF)이나 마취의 심도

를 뇌파를 통해 수치화해서 볼 수 있는 bispectral index (BIS)

로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환자가 각성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검사

할 수 있는 마취농도를 유지시켜야 한다[11, 12].

2) TceMEP 자극 부위, SSEPs 기록 부위를 확보하지 못하

는 경우

뇌피질의 운동영역과 감각영역 주변에 발생한 종양의 수술

에서 개두술(craniotomy)을 시행할 때 절개(incision)부위와 

전극을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겹쳐서 정확한 TceMEP 자극 부

위, SSEPs 기록 부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최 한 절개부위

를 피해 전극을 설치하게 되는데 환자의 사지위약감(weakness)

정도에 따라 좌, 우측의 진폭차이(asymmetry) 잠복기의 지연

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극의 설치의 제약이 없는 수술 

환경에서 TceMEP는 C3, C4에 자극전극을 설치하고 SSEPs는 

TceMEP 자극전극보다 2∼3 cm 정도 후방에 위치한 C3’, Cz’, 

C4’에 기록전극을 설치한다[13].

하지만 설치하는 부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TceMEP는 

F3, F4 또는 P3, P4에 후 순위적으로 자극부위를 선택할 수 있

다(Figure 9). 하지만 어떤 곳을 선택하는 것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인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요한 점은 자극전극

의 설치 부위가 되도록 양쪽 반구를 기준으로 칭을 유지해야 

파형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극성을 갖는 전극의 양극

(anode)과 음극(cathode)의 위치가 너무 멀거나 비 칭이 심

한 경우 파형이 형성되지 않는다(Figure 10). 그리고 SSEPs의 

경우 기록전극의 설치부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 한 절

개 부분과 가까운 곳에 전극을 설치해야 신뢰도 높은 검사가 가

능한데 이는 SSEPs의 피질전위(cortical potential)가 근접부

위전위(near-field potential)이기 때문에 삽입된 활성전극의 

위치가 전위가 발생하는 위치와 최 한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만 

인체에서 유래된 전위가 정확하게 측정된다[14].

3) 교류장애필터(60 Hz notch filter)에 의한 영향

수술을 위한 여러 종류의 기계를 한꺼번에 사용하면 다양한 

주파수의 혼입으로 유발전위파형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다. INM을 시행할 때 high frequency filter, low frequency 

filter, 60 Hz notch filter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주파한 주파수

를 차단해 검사를 진행한다. SSEPs는 30∼3000 Hz, BAEP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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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 When the distance 
between the anode and the cathode is 
long or severely asymmetric, no 
potential is formed.

10∼3000 Hz, free running EMG는 10∼32000 Hz의 주파

수 역을 사용하고 high frequency filter (low pass filter)를 

이용해 불필요한 높은 주파수를 제거하고 low frequency 

filter (high pass filter)를 이용해 낮은 주파수를 제거한다. 또

한 공급되는 전원에서 발생되는 60 Hz의 교류장애 주파수는 60 

Hz의 noise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교류장애필터를 이용해 제

거할 수 있다. 하지만 artifact의 원인을 찾지 못하여 파형형성

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류장애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artifact뿐

만 아니라 본래의 파형이 왜곡되어 baseline에 비해 파형이 감

소하는 현상으로 검사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3, 15]. 

artifact로 인해 유발전위의 감소 및 소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

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교류장애필터를 사용해 즉각적인 검사결

과를 얻어야 하지만 본래의 파형에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검사

자가 이런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고  찰

수술중신경계감시는 수술부위 및 방법에 따라 여러 유발전위

검사를 활용하여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돕는 검사이

다. 검사를 실시하는 곳이 수술실이라는 특성상 환경적, 상황적

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단독 검사실과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

다. 수술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는 환자에게서 얻어지는 전

위뿐만 아니라 누설전류,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 간섭 등 여러 방

해요소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다[3, 4]. 이런 검사에 방해되는 요

소들을 검사자의 능력으로 상쇄시키고 효과적으로 구별해내어 

정확한 검사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관찰하고 해결방

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완벽한 검사준비를 마치고 검사를 진

행하더라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검사자의 처능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논문이나 검사와 관련된 참고문헌에

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지만 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부족한 실

정이다. 모든 수술실 내의 상황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2]. 본 논문에서 제시

하고 있는 상황말고도 원인을 알 수 없는 artifact의 혼입, 새로

운 장비의 사용 등에 의한 간섭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므로 검

사자는 각 환경에 맞는 최상의 조건을 찾아 기준으로 삼고 추가

되는 장비 및 장치를 확인하며 원활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요  약

수술중신경계감시에서 혼입되는 artifact의 종류는 매우 다

양하고 검사에 방해 되는 artifact의 제거 또한 필수적이다. 그

리고 artifact를 제거해서 검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검사자

의 역량이며 환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경험

이 부족해서 수술실의 장비나 마취에 관한 사항들에 한 숙지

가 미흡한 경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artifact를 제거할 

수 없다. 만약 artifact가 구별 및 제거되지 않고 진행된 검사의 

판독은 수술 진행에 혼선을 초래하며 이는 신속하고 정교함이 

요구되는 신경외과 수술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수술 중에 발생하는 artifact의 원인을 전기적요인과 비 

전기적인 요인 그리고 기타 요인들로 분류하였고 상황에 맞게 

artifact를 제거하는 방법과 검사법에 해 언급하였다. 수술실

의 환경이 동시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매우 민감한 

조건이지만, 다양한 artifact의 형태와 원인을 숙지하여 안정적

이고 원활한 수술중신경계감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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