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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Impedance Cardiography is a noninvasive and simple method of cardiac output 

determin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 impedance device with the thermodilution 

method during the intraoperative period in patients undergoing open heart surgery.

  Methods:  The study was undertaken in 12 patients undergoing elective open heart surgery without 

a shunt.  When abnormal impedance signals were obtained, the patients were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Stroke volume wa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rmula of Bernstein.  Cardiac output was measured 

simultaneously by the impedance cardiograph and thermodilution method.  We obtained 41-paired 

measurements during the surgical procedure.  The method described by Bland and Altman 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comparison.

  Result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two methods was r = 0.36 (P ＜ 0.05).  Bias and 

precision analysis between the two techniques showed a mean difference between techniques of 0.80 

L/min and a SD of the differences of 1.71 L/min (95% level of agreement 4.21 L/min to - 2.62 L/min). 

Trending analysis showed the impedance cardiogram to inaccurately track the direction of thermodilution 

CO changes and to underestimate their magnitude (r = 0.57, intercept - 3.29, slope 1.27). 

  Conclusions:  This study reveals clinically significant errors in impedance CO measurements.  These 

inaccuracies may be related to the intraoperative environment and abnormal cardiovascular function. 

Further investigation of such technique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impedance cardiogram in 

the intraoperative setting is warranted.  (Korean J Anesthesiol 2002; 43: 28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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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박출량을 측정하는 방법 중 임상적으로 널리 이

용되는 것은 폐동맥 도관을 이용한 온도희석법이다. 

환자의 심혈관 상태에 관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주

지만 폐동맥 도관에 의한 합병증과 도관의 삽입에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
1)

  교류저항 심박동곡선(impedance cardiogram)을 이용

한 심박출량 측정(transthoracic electrical bioimpedance, 

TEB)은 1960년대 Kubicek 등이
2)
 우주여행동안 비침

습적인 심혈관 감시를 위해 개발하 다. 인체 향

이 없는 교류 전류(＜ 4 mA, 50-100 kHz)를 전류

주입전극(current injecting electrode)으로 통과시키고 

전압감지전극(voltage sensing electrode)으로 교류저항 

신호의 변화를 기록한다(Fig. 1).3) 이러한 교류저항 신

호는 통과된 조직의 구성(혈액, 근육, 지방 등)에 의해 

결정되며 이것을 미분하면 심장주기와 관련된 심박동

곡선을 구할 수 있다. 심박동곡선에 향을 주는 흉곽

의 기초 교류저항(Z0), 환자의 특성(키, 몸무게, 성별), 

헤마토크리트 및 호흡활동과 같은 요소를 제거하고 

좌심실구혈기간(left ventricular ejection time)으로 일회

박출량(SV) 및 심박출량(CO)을 구할 수 있다.
4)
 

  초기의 교류저항 심박동기록법의 측정값은 부정확

하 으나5) 기술 및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건강한 성

인에서의 정확성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6,7)
 고위

험도 환자에서 집중치료 및 수술 동안의 사용에 관

한 연구가8,9) 진행되고 있다. 이 측정법은 특별한 수

기 없이도 순간적인 심박출량을 실시간으로 지속적

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심장폐우회로 없이 심박동상태

에서 시행하는 관상동맥우회술(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OPCAB)을 포함한 심장수술을 위한 감

시장치로 가장 가능성이 있으나 심장질환을 갖는 환

자에서는 정확성이 감소한다고10,11) 알려져 있다.

  이에 저자는 교류저항 심박동기록법을 심장수술 

동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심박동기록법

으로 측정된 심박출량을 동일한 시기에 온도희석법

으로 측정된 심박출량과 비교하 다.

대상 및 방법

  심장내 단락질환이 있거나 응급수술이 아닌 개심

술 환자 중 수술 중 폐동맥압 감시가 필요한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시행하 다. 전투약 없이 수술실에 도착한 후 감시

장치(PC2 90305, SpaceLabs Medical, USA)로 심전도

(제 2유도, V5), 맥박산소포화도 및 요골동맥 삽관으

로 혈압을 측정하 다. 1명의 불안정성 협심증 환자

에서 수술 전 대동맥내풍선펌프를 삽입하 다. 전신

마취유도 후 우측 내경정맥으로 8 Fr 유도관(percuta-

neous sheath introducer set, Arrow International Inc., 

USA)을 거치하고, 7 Fr 폐동맥 도관(thermodilution 

balloon catheter, Arrow International Inc., USA)을 삽

입하고 첨단(tip)의 위치를 경식도심초음파(ultrasound 

system 77040A, Hewlett Packard, USA)로 확인하 다.

  Fig. 1과 같이 지정된 부위의 피부를 알코올 솜으

로 닦고 건조시킨 후 소아용 전극(Skintact
Ⓡ
, Leon-

hard Lang, Austria)을 부착하 다. 흉골상절흔(supras-

ternal notch) 높이에서 좌우 목에 위치한 전극에 적

색 케이블을 연결하고, 검상돌기 높이에서 좌우 액

와정중선에 위치한 전극에 황색 케이블로 연결하

다(voltage sensing electrode). 적색 전극과 황색 전극 

사이의 거리(thoracic length)를 측정하고 좌우 적색 

및 황색 전극의 위 및 아래로 5 cm 떨어진 위치에 

부착된 전극에 4개의 흑색 케이블을 연결하 다(cur-

rent injecting electrode). 수술부위를 피부 소독할 때 

이 부분에 베타딘 액이 묻지 않도록 외과용 비닐 접

착 덮개로 씌웠다. 혈액의 고유저항(ρ)은 135(Ω․

cm), 일회박출량의 교정값(specific factor for the stroke 

volume, SV factor)은 1.5, 그리고 심장주기 4회의 측

Fig. 1. Traditional eight-spot electrode configuration. Cur-

rent injecting and voltage sensing electrodes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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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값을 평균하도록 프로그램(CardioScreenⓇ Profes-

sional, Medis., Germany)을 설정하 다. 일회박출량은 

Bernstein 등식을
4)
 사용하 다:

L3 (dZ/dt)max
SV=δ× ꠏꠏꠏꠏꠏ ×LVET×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2 Z0

로 표현되며 δ = a weight correction factor, L = 

thoracic length (cm), LVET = left ventricular ejection 

time (sec), (dZ/dt)max = maximum rate of impedance 

change (Ω/s), Z0 = basal thoracic impedance (Ω)이다. 

환자의 이름, 나이, 몸무게, 키, 헤마토크리트 등을 

입력하고 교류저항 심박동기록기(Cardioscreen
Ⓡ
, Medis., 

Germany)의 화면에 심전도 모양과 적절한 교류저항 

파형을 확인한 후 수술을 시작하 고 측정된 자료가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도록 설정하 다. 3명의 환자

에서는 수술시작 직후 교류저항 신호가 기록되지 않

아 제외시켰다. 

  12명의 환자 모두 흉골절개를 시행하 고 이중 6

명은 심장폐우회로를 사용하 다. 심장판막질환의 

경우 심폐기 이전(pre-bypass) 및 심폐기 사용 동안을 

제외하고 수술적 조작과 호흡주기에 관계없이 실온

의 생리식염수 10 ml로 5회 반복 측정하여 최고값 

및 최저값을 뺀 나머지 값을 평균하여 심박출량

(thermodilution cardiac output, TCO)으로 기록하 고 

이 측정기간동안 평균동맥압이 5 mmHg 이상 변동

된 경우 그 측정값은 제외시켰다. 수술이 종료된 후 

유효한 측정값인 경우 동일한 시각에 보조기억창치

Table 2. Comparison between Thermodilution and Impedance Cardiography
ꠧꠧꠧꠧꠧꠧꠧꠧꠧꠧꠧꠧꠧꠧꠧꠧꠧꠧꠧꠧꠧꠧꠧꠧꠧꠧꠧꠧꠧꠧꠧꠧꠧꠧꠧꠧꠧꠧꠧꠧꠧꠧꠧꠧꠧꠧꠧꠧꠧꠧꠧꠧꠧꠧꠧꠧꠧꠧꠧꠧꠧꠧꠧꠧꠧꠧꠧꠧꠧꠧꠧꠧꠧꠧꠧꠧꠧꠧꠧꠧꠧꠧꠧꠧꠧꠧꠧꠧꠧꠧꠧꠧꠧꠧꠧꠧꠧꠧꠧꠧ
        Parameter Thermodilution Impedance cardiography r 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Observation 41 41

  CO (L/min)  3.3 ± 0.9 4.1 ± 1.8 0.36 0.0221

  SVRI (dynes‧sec‧m
2
/cm

5
) 2897 ± 897

  PVRI (dynes‧sec‧m
2
/cm

5
) 182.8 ± 90.6

  LVSWI (g‧m/beat/m
2
)  24.8 ± 11.4

  RVSWI (g‧m/beat/m
2
)  4.1 ± 2.3

  PF (ml/s) 211.4 ± 65.3

  EF (%) 56.8 ± 8.7

  ACI (L/s
2
)  1.0 ± 0.5

  LVET (ms) 265.8 ± 51.1

  PEP (ms) 108.0 ± 22.6

  EVI (Ω/s)  0.9 ± 0.4

  TFI (Ω) 31.2 ± 7.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CO: cardiac output, SVRI: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index, PVRI: pulmonary vascular resistance index, LVSWI: 

left ventricular stroke work index, RVSWI: right ventricular stroke work index, PF: peak flow, EF: ejection 

fraction, ACI: acceleration index, LVET: left ventricular ejection time, PEP: pre-ejection-period, EVI: ejection 

velocity index, TFI: thoracic fluid index.

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
   Age (year) 51 ± 20

   Sex (m/f) 7/2

   Height (cm) 165.0 ± 9.7

   Weight (kg) 63.0 ± 6.5

   Hematocrit (%) 42.0 ± 7.9

   Thoracic length (cm) 33.0 ± 3.7

   IABP 1

   CPB 6

   Surgical procedure 

      CABG with CPB 1

      CABG without CPB 3

      Valvular operation 2

      Aorta operation 2

      Combined operation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for 9 patients.

IABP: intraaortic balloon pump, CABG: coronary arte-

ry bypass graft, CPB: cardiopulmonary by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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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록된 교류저항 방식의 측정값(impedance cardiac 

output, ICO)을 대응값으로 하 다.

  두 가지 측정방법으로 얻은 측정값은 각각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통계처리는 SAS 6.01로 

하 다. 심박출량에 대해 Pearson 상관계수, 단순선

형회귀분석으로 기울기와 y 절편을 구하 다. 두 측

정방법사이의 치우침과 정 도를 분석하기 위해 

Bland와 Altman 방법에
12)
 의한 두 측정방법사이의 

차이(ICO - TCO)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다. 연속된 시점 사이의 측정값에 대한 변화율(%

ΔICO, %ΔTCO)을 계산하여 두 측정방법 사이에 

상관계수, 단순선형회귀분석으로 기울기와 y 절편을 

구하여 온도희석법의 변화를 교류저항 방식이 얼마

나 반 하는가를 알아보았다. P값이 0.05 미만을 유

의수준으로 하 다. 

결      과

  모두 12명의 환자에서 검사하 고 3명에서 전극이 

떨어져 자료를 얻을 수 없었다(Table 1). 9명의 환자

에서 두가지 방법으로 41쌍의 심박출량을 측정하

고 측정된 혈역학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2

에 정리하 다.

  심박출량에 대한 두 측정방법 사이의 관계를 Fig. 

2에 요약하 다. 심박출량에 대한 두 가지 측정방법

사이의 상관계수(r)는 0.36이고, 회귀등식은 ICO = 

0.75 × TCO + 1.65이었다(P ＜ 0.05).

  두 측정방법 사이의 차이(ICO - TCO)에 대한 평

균 ± 표준편차는 0.80 (9.4%) ± 1.71 (32.6%) L/min

이었다. 2 SD는 ± 3.42 (65.2%) L/min이었다(Fig. 3).

Fig. 2. Cardiac output values estimated by impedance 

cardiography plotted against their simultaneously mea-

sured thermodilution values. Regression analysis shows 

ICO = 0.75 × TCO + 1.65, r = 0.36, r2 = 0.13 (P 

＜ 0.05). ICO: impedance cardiac output, TCO: ther-

modilution cardiac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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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측정방법 사이의 경향분석(trending analysis)은 

Fig. 4에 나타냈다. %ΔICO와 %ΔTCO 사이의 상관

계수는 0.57, 회귀등식은 %ΔICO = 1.27 × %TCO 

- 3.29이었다(P ＜ 0.005). %ΔICO - %ΔTCO의 

평균은 - 2.83%이었다.

고      찰

  심박출량을 측정하는 가장 안정되고 믿을 만한 방

법은 온도희석법이다. 이것은 폐동맥 도관 삽입이 

요구되며 심장기능 평가에 유용한 지표를 제공하나 

도관을 삽입하는데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중환

자에게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13) 비침습적인 심박

출량 측정방법으로 경식도심초음파술 및 교류저항을 

이용하여 대동맥 혹은 심장내의 혈류를 측정하는 방

법 등이 알려져 있다.14) 경식도심초음파는 수술하는 

동안 국소 심근벽 운동이상, 판막기능 및 심실용적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15)
 심박출량 측정도 

할 수 있으나,16,17) 시술자의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

다. 특히 심폐기 없이 하는 관상동맥우회로 수술동

안 경식도초음파의 사용은 수술조작 때문에 만족스

런 상을 구하기 어렵다. 

  교류저항 심박동기록법은 비침습적인 심박출량 측

정방법의 하나로 Kubicek 등이
18)
 개발하 으나(Min-

nesota Impedance Cardiograph, Instrumentation for Medi-

cine, USA) 일회박출량이 정상인에서 과장되어 임상

적으로 신뢰성을 얻지 못했다. Sramek
19)
 및 Bernstein

이20) 측정방법을 개선하여 다른 모델(NCCOM, BoMed 

Medical Manufacturing, USA)로 상품화하 으나 교류

저항 파형이 보이지 않을 때 온도희석 방법과의 상

관계수 ＜ 0.5, 설명력 ＜ 0.24로 상관관계가 적음을 

보여주었다. 더 안정된 교류저항 파형을 얻기 위해 

평균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으나 신뢰성을 얻지 못했다.

  Wong 등은21) 교류저항 방식의 자료수집 및 처리

과정을 개선시켰고 Shoemaker 등은
8)
 3개 병원 68명

의 중환자를 대상으로 온도희석법과 비교한 임상실

험에서 두 방법 사이의 상관계수가 0.84, 설명력이 

0.74임을 보여주었고 Perrino 등은
9)
 심장수술을 제외

한 중증 환자 50명에게 수술 중 감시장치로 혈액희

석법과 비교하 을 때 상관계수가 0.84이었다고 보

고하 다. 그러나 키에 비해 체중이 무거운 환자에

서는 만족스런 교류저항 신호가 적었다고
8)
 한다. 본 

연구에서 12명의 환자 중 9명에서 수술종료까지 심

전도와 교류저항 파형이 잘 나타났고 3명의 환자에

서 피부소독 후 파형이 사라졌는데 이는 베타딘 소

독액에 의한 기계적인 차단 때문이었다. 피부에 부

착된 전극 위에 외과용 비닐 접착 덮개를 붙인 것이 

전극이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흉막유출 및 심한 폐부종과 같이 측정부위의 체액

이 증가하는 상황이나 흉관 등에 의해 전기신호가 

우회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기초 교류저항이 감소한

다고8) 알려져 있다. 또한 심혈관계질환이 있는 경우

에 진단적인 교류저항 파형을 보이는데 대동맥판막 

폐쇄부전 환자에서는 심박출량이 과대 평가되고, 대

동맥판막 협착과 대동맥 탄성도가 감소된 환자에서 

심박출량은 과소 평가되어, 이러한 환자에서 일회박

출량의 측정은 그 정확도가 감소하게 된다.
22)
 이러

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판막질환의 경우 수술적인 

교정전 자료를 제외시켰다.

  본 연구에서 제조회사의 추천에 따라 측정된 일회

박출량을 1.5배로 교정하도록 설정하 으나 두 측정

방법간 평균 차이는 0.80 L/min으로 온도희석법에 

비해 교류저항법이 9.4% 과대평가하 다. 관상동맥 

질환 및 동반된 대동맥의 병변의 경우 흉곽 교류저

항의 증가로 심박출량을 과소평가하기
23)
 때문에 측

정치를 1.5배 보상하 으나 감시장치를 위한 케이블, 

수술에 의한 출혈 및 수술기구로 인해 교류저항의 

증가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두 측정

법 차이의 표준편차(SD)가 ± 1.71 L/min (32.6%)으로 

교류저항 심박출량의 측정값은 95% 수준에서 - 2.62

-4.21 L/min (65.2%) 범위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심장과 대동맥의 병변 및 

개심술에 따른 기초 교류저항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빈맥 및 부정맥과 같은 상황에서 교류저항 방식과 

온도희석법에 의해 측정된 심박출량의 차이가 증가

할뿐만 아니고,
8,24)
 온도희석법과 Fick 방법에 의한 

심박출량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알려

져 있다.25) 온도희석법 자체의 오차도 두 측정법사

이의 불일치에 기여한다고
8)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온도희석법으로 심박출량을 측정할 때 이

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5회 반복 측정하여 온도곡

선을 확인한 후 최저 및 최고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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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저항 방식의 정확도보다 온도희석법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과 온도희석법의 변화량에 대한 교류

저항 방식의 민감도 및 특이도가 중요하다. Perrino 

등은9) ROC (receiver-operator characteristics) 곡선을 

이용한 민감도와 특이도의 분석에서 온도희석법이 

15% 이상의 변화에 대응되는 교류저항 방식의 변화

값이 크면 특이도는 높아지나 민감도가 낮고, 대응

되는 교류저항 방식의 변화값이 작으면 민감도는 높

아지나 특이도가 떨어져 수술 중 교류저항 심박동기

록법의 사용이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 두 측정방법간에 변화율에 대한 상관계수

는 0.57이었고 교류저항 방식의 변화량이 온도희석

법의 변화량에 비해 평균 2.83% 과소평가되었다. 이

러한 원인으로 수술장에서 교류저항 방식을 사용할 

때 원심분리기 및 전기소작기와 같은 전기적 잡음과 

수술적인 조작이 교류저항 값에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류저항 방식의 수술 중 사용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26,27)
 주장하 다. 교류저항 신호 및 수

축기 시간에 의해 유도되는 다른 혈역학 지표도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중 이러한 지표의 

사용에 대한 타당성도 조사되어야 한다.

  교류저항 심박동기록법은 설치가 간편하며 비침습

적이고 지속적인 감시를 할 수 있고 측정값을 실시

간으로 얻을 수 있으나 심장질환이 있는 개심술 환

자에서 심박출량 측정 및 심박출량의 변화를 추적하

는 능력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오차가 발생하

다. 이것의 원인으로 심장질환에 대한 임피던스 방

식의 오류, 수술 중 전기소작, 기계환기, 감시장치 

및 수술조작 등에 의한 교류저항 신호의 왜곡 때문

에 오차가 발생한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심혈관질환

과 더불어 심장수술을 위한 수술장 조건에서 교류저

항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관한 조사가 더 필요하

다고 결론한다.

참  고  문  헌

 1. Robin ED: The cult of the Swan-Ganz catheter. 

Overuse and abuse of pulmonary flow catheters. Ann 

Int Med 1985; 103: 445-9.

 2. Kucicek WG, Karnegis JN, Patterson RP, Witsoe DA, 

Mattson RH: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im-

pedance cardiac output system. Aerospace Med 1966; 

37: 1208-12.

 3. Critchley LA: Impedance cardiography. The impact of 

new technology. Aneaesthesia 1998; 53: 677-84.

 4. Bernstein DP: A new stroke volume equation for 

thoracic electrical bioimpedance: theory and rationale. 

Crit Care Med 1986; 14: 904-9.

 5. Keim HJ, Wallace JM, Thurston H, Case DB, Drayer 

JI, Laragh JH: Impedance cardiography for the 

determination of stroke index. J Appl Physiol 1976; 

41: 797-9.

 6. Ebert TJ, Eckberg DL, Vetrovec GM, Cowley MJ: 

Impedance cardiograms reliably estimate beat-by-beat 

changes of left ventricular stroke volume in humans. 

Cardiovasc Res 1984; 18: 354-60.

 7. Goldstein DS, Cannon RO 3rd, Zimlichman R, Keiser 

HR: Clinical evaluation of impedance cardiography. 

Clin Physiol 1986; 6: 235-51.

 8. Shoemaker WC, Wo CC, Bishop MH, Appel AL, Van 

de Water JM, Harrington GR, et al: Multicenter trial 

of a new thoracic electrical bioimpedance device for 

cardiac output estimation. Crit Care Med 1994; 22: 

1907-12.

 9. Perrino AC Jr, Lippman A, Ariyan C, O'Connor TZ, 

Luther M: Intraoperative cardiac output monitoring: 

comparison of impedance cardiography and thermo-

dilution. J Cardiothorac Vasc Anesth 1994; 8: 24-9.

10. Harley A, Greenfield JC Jr: Determination of cardiac 

output in man by means of impedance plethysmo-

graphy. Aerospace Med 1968; 39: 248-52.

11. Karnegis JN, Kubicek WG: Physiological correlates of 

the cardiac thoracic impedance waveform. Am Heart 

J 1970; 79: 519-23.

12. Bland JM, Altman DG: Statistical methods for asses-

sing agreement between two methods of clinical 

measurement. Lancet 1986; 1: 307-10.

13. Iberti TJ, Fischer EP, Leibowitz AB, Panacek EA, 

Silverstein JH, Albertson TE: A multicenter study of 

physicians' knowledge of the pulmonary artery 

catheter. JAMA 1990; 264: 2928-32.

14. 노규정, 김종성, 김광우: 전신마취시 Thoracic Electric 

Bioimpedance, 경식도 Doppler, 온도희석법에 의한 심

박출량 측정의 상호 비교. 대한마취과학회지 1993; 26: 

729-38.

15. Khandheria BK, Oh J: Transesophageal echocardiogra-

phy: state-of-the art and future directions. Am J 

Cardiol 1992; 69: 61H-75H.

16. Darmon PL, Hillel Z, Mogtader A, Mindich B, Thys 

D: Cardiac output by transesophageal echocardiogra-

phy using continuous wave Doppler across the aortic 

valve. Anesthesiology 1994; 80: 796-805.



박종국․함병문：Comparison of Cardiac Outputs  287

17. 이병호, 채준석, 임용걸, 김창재, 정미 , 서선희: 개심술

시 경식도 심초음파와 Thermodilution 방법에 의한 심

박출량 측정의 비교. 대한마취과학회지 1997; 33: 309- 

14.

18. Kubicek WG, Kottke J, Ramos MU, Patterson RP, 

Witsoe DA, Labree JW, et al: The Minnesota imped-

ance cardiograph - theory and applications. Biomed 

Eng 1974; 9: 410-6.

19. Sramek BB: Thoracic electrical bioimpedance mea-

surement of cardiac output. Crit Care Med 1994; 22: 

1337-9.

20. Bernstein DP: Continuous noninvasive real-time moni-

toring of stroke volume and cardiac output by thoracic 

electrical bioimpedance. Crit Care Med 1986; 14: 898- 

901.

21. Wong DH, O'Connor D, Tremper KK, Zaccari J, 

Thompson P, Hill D: Changes in cardiac output after 

acute blood loss and position change in man. Crit 

Care Med 1989; 17: 979-83.

22. Karnegis JN, Heinz J, Kubicek WG: Mitral regurgita-

tion and characteristic changes in impedance cardio-

gram. Br Heart J 1981; 45: 542-8.

23. Stein PD, Sabbah HN: Ventricular performance mea-

sured during ejection: studies in patients of the rate 

of change of ventricular power. Am Heart J 1976; 91: 

599-606.

24. 김혜경, 박형희, 함병문: 관상동맥우회로술 환자에서 전

기저항과 온도희석을 이용한 심박출량 측정치의 비교

연구. 대한마취과학회지 1993; 26: 933-40.

25. Shoemaker WC, Appel PL, Kram HB: Hemodynamic 

and oxygen transport responses in survivors and 

nonsurvivors of high-risk surgery. Crit Care Med 

1993; 21: 977-90.

26. Donovan KD, Dobb GJ, Woods WP, Hockings BE: 

Comparison of transthoracic electrical impedance and 

thermodilution methods for measuring cardiac output. 

Crit Care Med 1986; 14: 1038-44.

27. Preiser JC, Daper A, Parquier JN, Contempre B, 

Vincent JL: Transthoracic electrical bioimpedance 

versus thermodilution methods for cardiac output mea-

surement during mechanical ventilation. Intensive 

Care Med 1989; 15: 2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