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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ac arrest(심정지)로 인한 코마환자의 회복 여부를 정량뇌파(QEEG)로 예측하다!
심정지에 흔히 동반되는 허혈성 뇌손상은 자발 순환이 돌아온 후에도 환자의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ICU에서 코마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된 정량뇌파를 분석하여
이 환자가 깨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good prognosis), 못 깨어나거나 깨어나더라도 심각한 뇌손상 후유장애가 동반될지(poor prognosis)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짐.

Purpose
ROSC(심정지 후 자발순환) 이후 72시간 이내의 뇌파를 이용한 파워스펙트럼 및 DMN(Default Mode Network)*의 연결성 분석이 초기 정량적 지표로서,
PCAS(심정지 증후군) 환자의 신경계 예후 예측에 활용가능을 알아보기 위함.
*DMN(Default Mode Network) : 휴식기의 깨어 있는 상태와 관련된 네트워크로, 최근에 코마 환자의 회복과정에서 중요한 바이오 마커로 활용되고 있음.

Subjects / Methods
목표체온요법을 받은 18세 이상의 모든 심정지증후군 환자 183명 / 남성 123명, 여성 60명 / 평균 연령 54.3세
글래스고 피츠버그(CPC, Cerebral Performance Category)*를 사용하여 신경계 예후를 평가하였으며, 신경계 예후가 좋은 군(Good; CPC 1~2점) 53명과
신경계 예후가 나쁜 군(Poor; CPC 3~5점) 130명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결과 비교는 ‘뇌기능 평가(iSyncBrain을 통한 정량뇌파 분석)’를 진행함.
*글래스고 피츠버그(CPC, Cerebral Performance Category) : 신경계 예후를 평가하는 지표로, 1점(회복), 2점(중등도장애), 3점(심한장애), 4점(식물인간 상태), 5점(뇌사) 기준으로 설정함.

Conclusions
코마 상태에서도 알파 주파수대역의 DMN이 활성화되어 있는 군의 경우 깨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며,
그렇지 못한 군의 경우 못 깨어나거나, 깨어나더라도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아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클 것임을 이 연구에서 증명함.

Results
파워스펙트럼(PSD, Power Spectrum Density) 분석 결과

Topomap(Abs. Power) 분석 결과

DMN(Default Mode Network) 연결성 분석 결과

- 신경계 예후가 나쁜 군 (Poor) 에서 세타 파워의 증가가 관찰됨.
- 신경계 예후가 좋은 군 (Good) 에서 알파 파워의 증가가 관찰됨.

신경계 예후가 좋은 군 (Good) 에서 나쁜 예후를 보이는 군 (Poor) 보다
Alpha 1, Alpha 2, Beta 1 대역에서의 파워 증가가 관찰됨.

신경계 예후가 좋은 군 (Good) 에서 나쁜 예후를 보이는 군 (Poor) 보다
Alpha2 대역에서 허수부 일관성 (iCoh) 값의 유의한 증가가 관찰됨.

Good

Poor

Good

Poor

Good

Alpha2
Difference (Good>Poor)

1000
800

2

Power spectral density (μV )

Poor

Good
Poor

600

*

Alpha 1

200

400

**

0

Alpha 2

Delta

Theta

Alpha

Beta

Gamma

FDR corrected p-value(<0.05)

Power band

top 30th corrected p=0.033

Beta 1

Web page: www.imedisync.com / www.isyncbrain.com

0.00

0.01

E-mail: isyncbrain@imedisync.com

0.02

0.03

0.04

0.05

Tel: 02-747-7422

IMS-BD-2009(Rev.1)
내부교육자료

iSyncBrain®

R
A Standardized QEEG (Quantitative Brainwaves) Group Statics Package with AI Denoising Pipeline

Independent t-test (G1 vs G2)

Paired t-test (Pre v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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