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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연구 배경 

 프로포폴과 레미펜타닐의 목표 농도 주입을 이용한 총정맥마취는 약동 

약리 모델에 기반하여 원하는 효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목표 농도 주입 중 효과처 농도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취 심도 감시 장치인 이중분광지수와 일치하지 

않음이 보고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 학습의 일종인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프로포폴과 레미펜타닐의 투여 후 이중분광지수 값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다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고전적 약동학 모델과 성능을 비교하여 보았다. 

 

대상 및 방법  

 전자 의무 기록 및 수술 중 생체 신호 레지스트리로부터 환자의 나이, 

성별, 키, 몸무게, 프로포폴 및 레미펜타닐 주입 용량, 효과처 농도 

계산값, 이중분광지수 측정값을 후향적으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환자 단위로 무작위 배정하여 학습군, 검증군, 시험군으로 

나누었다. 학습군 데이터는 딥러닝 모델의 학습에, 검증군의 데이터는 

학습의 중단 및 모델의 선택, 시험군의 데이터는 최종 모델의 성능 

평가에 이용하였다. 전처치를 위해 모든 군에서 목표 농도 주입 장비의 

주입 기록을 10초 단위로 합하고, 학습군의 이중분광지수 값은 

국소가중회귀법을 이용하여 평활화 하였다. 딥러닝 기법들 중, 약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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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 모델과 구조적 유사성이 있는 장단기기억모형을 이용하여 약물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모델링하고, 앞먹임 신경망을 이용하여 공변량의 

영향 및 용량 반응 관계를 모델링하였다. 학습된 딥러닝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 Short 등에 의해 보고된 반응 표면 모델과 비교하였다. 

 

결과 

 총 231명의 환자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모델의 학습에 131명의 환자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평가를 위해 100명의 환자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모델은 8개의 상태 변수를 가진 

장단기기억모형과 이어지는 16개의 숨김 노드를 가지는 앞먹임 

신경망으로 구성되었다. 딥러닝 모델의 예측치와 실제 측정된 

이중분광지수 간의 평균 제곱근 편차는 9±2로서 반응 표면 모델의 

15±4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았다 (P < 0.001). 

 

결론 

 프로포폴과 레미펜타닐의 목표 농도 주입 중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이중분광지수의 예측은 기존의 반응 표면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 마취 약리학 연구에 있어서 딥러닝 접근법은 정확도와 

확장성의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주요어: 약동약력학, 마취심도모니터, 기계 학습 

학  번: 2016-3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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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목표 농도 주입 (target controlled infusion, TCI)은 약동-

약력학(pharmacokinetic-pharmacodynamic, PK-PD) 모델에 

기반하여 빠르게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마취 및 진정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1, 2]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취제인 

프로포폴의 TCI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델은 modified Marsh 모델과 

Schnider 모델인데 이들은 모두 소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구해진 

것이다.[3, 4] 또한 이들 모델에서 사용중인 혈장 효과처 농도 평형 

상수는 뇌파 상의 canonical univariate parameter (CUP) 이라는 

지표로부터 구해졌는데 이 지표는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이들 모델에 의거한 효과처 농도(effect site concentration, 

Ce) 값과 현재 임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취 심도 측정 

장비인 이중분광지수(bispectral index, BIS) 값은 잘 일치하지 않음이 

지적되어 왔다.[5, 6]  

이 문제는 고전적 집단 약동-약력학적 모델링의 방법적 한계와도 

관련이 있다. 역사적으로 어떤 약물의 효과를 예측할 때, 흔히 소수의 

피험자들로부터 혈액 샘플을 얻어 약동학 모델을 만든 후 혈장 농도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여 약력학 모델을 만든다. 이러한 접근법은 혈장 

농도 측정을 매개로 어려운 문제를 쉽게 만드는 분할 정복(divide and 

conquer)의 일종으로 약리적 기전으로 보았을 때 합당하고, 비교적 

간단한 수학적 모델과 적은 피험자 수로도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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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지만, 약물의 혈장 농도 측정은 많은 비용을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론을 다양한 인구집단, 다양한 효과, 혹은 위험한 부작용에 

대한 모델링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임상 진료 과정에서 얻어진 수많은 약물의 투약 기록과 효과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이로부터 약동-약력학 모델을 생성해 낼 수는 

없을까? 수술 중 취득된 데이터는 대용량의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로서, 

다양한 교란인자들이 개입되어 있어 표준적인 Non-linear Effect 

Modeling (NONMEM, GloboMax LLC, Hanover, MD, USA) 방법으로 

효율적인 처리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딥러닝 기법은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라 할지라도 그 양만 충분하다면 

이로부터 고차원적 비선형 관계의 모델링을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모델의 정확도가 높아지며 지역 최저점(local 

minima) 문제가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실제 환자의 마취 중 

기록된 프로포폴, 레미펜타닐 주입 이력으로부터 BIS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찾아진 모델을 PK-PD 

모델링에 기반한 반응 표면 모델(response surface model)과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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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제 1 절 대상 환자 

본 연구의 선행 연구로 저자는 자체 개발한 생체 신호 수집 

프로그램(Vital Recorder, 이 프로그램은 https://vitaldb.net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을 이용하여 2016년 6월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생체 신호 및 활력 징후 

레지스트리를 구축하였다. 해당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기관 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 번호 H-1408-101-605) 공개된 

임상 연구 등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다. (ClinicalTrial.gov, 

NCT02914444) 현재 데이터의 수집은 자동화된 기록 후 주기적인 

수기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1만례 이상의 마취 환자의 생체 신호 

및 활력 징후를 기록하였다. 

이와 별도로 상기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본 연구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윤리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승인 번호 H-1610-057-

798) 

 

제 2 절 마취 방법 

연구 기간 동안 TIVA 혹은 흡입마취의 선택은 담당 마취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TIVA 마취가 진행된 경우만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마취 유도 전 환자에게 심전도, 비침습적 혈압, 맥박산소 

측정과 같은 일반적인 모니터가 부착되었고 BIS 모니터 (BIS VISTA, 

https://vitald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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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tronic, Ireland)가 적용되었다. Propofol은 Schnider 모델과 [4] 

Marsh 모델이 [2]담당 마취의의 선호에 따라 수술 전 결정 되어 

사용되었다. 레미펜타닐은 Minto 모델이 선택되었다. [8] TCI에 사용된 

주사기 펌프는 Orchestra Base Primea와 module DPS (Fresenius 

Kabi AG, Germany) 였다.  

마취 유도 시 레미펜타닐을 효과처 농도 3 ~ 5 ng/mL로 시작한 후 

프로포폴을 4 ~ 6 μg/mL로 시작하였다.[9] 구두 명령에 대한 응답이 

없어지면 rocuronium (0.6 ~ 1.2 mg / kg)을 투여하고 1분 30초 후 

기관 삽관 하였다. 1회 호흡량 6 ~ 8 mL/kg 및 호흡 수 10 ~ 20 

/분으로 기계 환기가 유지되었다.  

수술 중 프로포폴의 효과처 농도는 BIS를 40에서 60으로 유지하도록 

적정 되었고, [10] 레미펜타닐의 효과처 농도는 수술적 자극에 따른 

혈압과 심박수의 변화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적정 되었다. Rocuronium 

(0.15 mg/kg)은 간헐적으로 수술 중 신경근 차단을 유지하기 위해 

투여되었다. 

수술이 끝날 때 neostigmine (0.04 mg/kg)과 glycopyrrolate (0.01 

mg/kg)를 사용하여 신경근 차단을 역전시켰다. BIS가 60 이상으로 

증가했을 때 환자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름을 크게 불러 깨움으로써 의식 

회복을 확인하고 인공 호흡이 20 mmHg 미만의 음의 흡기 압력으로 

표시되면 기도내관을 발관 했다. 마취로부터 회복된 환자는 회복실 또는 

중환자 실로 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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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데이터 수집 

레지스트리 상의 생체 신호 데이터는 Vital Record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록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수술 중 사용되는 환자 감시 장치, 

마취기, BIS 장치, 심박출량 감시 장치, 목표농도 주입 펌프 등으로부터 

시간-동기화된 초 단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11] 수집된 

레지스트리 데이터 중 환자의 인구학적 정보(나이, 성별, 키, 몸무게), 

BIS 값, BIS의 신호 품질 지수 (signal quality index, SQI), 프로포폴 

및 레미펜타닐 주입 데이터와 계산된 효과처 농도 값을 추출하였다. BIS 

데이터와 펌프 데이터는 1초 단위로 추출되었다. 

추출되고 전처치 된 데이터를 학습군(training group), 

검증군(validation group), 시험군(testing group)으로 무작위로 

나누었다.[12] 학습군에 속한 환자의 데이터는 딥러닝 모델의 학습에만 

사용하고, 검증군에 속한 환자의 데이터는 학습 중단 및 학습된 모델의 

선택을 위해서만 사용하였다. 시험군에 속한 환자의 데이터는 최종 

선택된 모델의 성능 평가에만 사용하였다.  

 

제 4 절 데이터 전처치 

추출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전처치 하였다. 먼저 아래 

기준에 부합되는 데이터를 제거하였다. 

1. 데이터 누락 길이가 300초 이상인 경우 

2. 펌프의 시작 시점에서 누적 infusion량이 0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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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IS 기록의 시작 시점에서 값이 80 이하인 경우 

또한 다음 규칙에 따라 누락값을 대치하였다. 

1. 데이터의 앞쪽 누락 값은 BIS는 최초의 유효한 값으로, 누적 

infusion량의 경우는 0으로 대치하였다. 

2. 데이터의 뒤쪽 누락 값은 마지막 유효한 값으로 대치하였다.  

3. 데이터의 중간 누락 값은 모두 linear interpolation 하였다. 

마지막으로, TCI의 주입은 10초 단위로 투여량을 재결정하여 

주입되므로 [1] 주입 이력을 10초 단위로 합하였다. 10초 단위의 누적 

주입량으로부터 10초 동안의 주입량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주사기 펌프의 최대 주입 속도는 500 mL/h 로 설정되었으므로 

10초당 주입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프로포폴 27.8 mg, 레미펜타닐 

27.8 μg이 된다. 데이터를 정규화 하기 위해 공변량은 각 변수의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었고, 주입 데이터는 12로 나누어서 0 ~ 

2.5 범위가 되도록 하였다. 

Modified Marsh 모델에 따르면 프로포폴을 3시간 동안 주입한 후 

3μg/mL 농도에서 1μg/mL 농도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25분이다. 따라서 1800초 데이터 (180 데이터 포인트)를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학습군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SQI 50 미만인 샘플을 제외하고, 

평탄계수 0.03인 국소가중회귀법(locally weighted scatterplot 

smoothing, LOWESS)을 이용하여 BIS 값을 평활화 하였다. [13] 

검증군과 시험군에 대해서는 획득된 BIS 값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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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BIS 값은 0에서 100의 범위를 가지므로 100으로 나누어 

0에서 1의 범위가 되도록 하였다. 

 

제 5 절 딥러닝 모델의 개발 

본 연구의 모델은 2단계의 신경망을 연속하여 배치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먼저 시계열 입력 데이터를 3구획 약동학 모델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장단기기억모형(long short-term memory, 

LSTM)을 이용하여 약물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모델링하고, 이어서 

비선형 관계를 근사 시킬 수 있는 1개의 은닉층을 가진 앞먹임 

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work, FNN)을 이용하여 용량-반응 

관계(dose-response relationship)를 모델링하였다. (그림 1). 

LSTM은 미리 지정된 개수의 상태변수를 가지고 있으며 180의 

길이를 가지는 입력이 들어올 때 마다 상태 변수가 업데이트 된 후 

최종적으로 출력을 낸다. LSTM의 출력은 공변량과 함께 FNN에 

입력으로 투입되었다. FNN은 1개의 입력층과 1개의 은닉층, 그리고 

BIS값을 출력으로 내는 1개의 출력 층을 가지도록 하였다. 

6가지 LSTM의 상태 변수의 개수(2, 4, 6, 8, 10, 12)와, 3가지 

FNN의 은닉층 노드 개수(8, 16, 32)에 대해 총 18가지 조합을 전수 

조사하여 초모수(hyperparameter)를 최적화하였다. 각 초모수에 대해 

5배수 교차 검증 기법을 이용하여 검증 오차가 최소인 초모수를 

선택하였다.  

학습 중 네트워크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경사 하강 최적화 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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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인 ADAM 최적화 기법이 이용되었다. [14] 모델의 오차는 측정된 

BIS값과 예측된 BIS 값의 오차로 정의하였다. 최적 모델의 선택을 

위해서는 검증군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학습군의 데이터를 한 번 

이용한 것을 한 주기(epoch)로 하여 매 주기마다 검증군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 오차를 구하였다.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 오차가 

증가하는 순간 학습을 중단하고 직전 주기의 파라미터를 다시 읽었다. 

이렇게 구해진 최종 모델을 이용하여 시험군에 대해 시험 오차를 

구하였다. 

딥러닝 모델의 실제 구현은 파이선 언어 및 공개된 라이브러리인 

Keras library (Accessed October 21, 2016, at 

https://github.com/fchollet/keras)를 이용하여 Intel®  Xeon CPU와 

Nvidia® 의 GTX1080 GPU를 가진 워크스테이션에서 진행되었다. 

 

제 6 절 반응 표면 모델의 구현 

딥러닝 모델과 비교를 위한 고전적 모델로 반응 표면 모델이 사용되었다. 

반응표면 모델에서 BIS값을 예측하기 위한 식은 Short 등에 의해 

제안된 식을 이용하였다. [15] 이것은 sigmoid E-max 모델에 기반 한 

식으로 프로포폴과 레미펜타닐의 효과처 농도로부터 BIS 값을 예측한다. 

이때 사용된 효과처 농도 값은 주사기 펌프에서 해당 환자에 적용된 

모델에 따라 계산된 후 전송되어 기록된 값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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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통계 분석 

인구학적 정보의 차이, BIS값, 약물 사용량의 군간 차이를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BIS값 예측의 성능은 마취 유도 중 (프로포폴 주입 

시작 10분 이내), 유지 중, 회복 중 (프로포폴 주입 후 마취 종료 

까지)의 구간으로 나누어 PK-PD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수행 

측정(performance measurement)과 [16] 기계 학습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root mean square error (RMSE) 로 비교하였다. 

Performance error (PE)는 (측정된 BIS – 예측된 BIS)/측정된 BIS 로 

정의되었다. Median performance error (MDPE)와 median absolute 

performance error (MDAPE)가 각 마취 시기에 따라 측정되었다.  

MDPE, MDAPE, RMSE 값은 짝지은 t-검정을 통해 비교되었다. 

데이터의 표현은 평균 ± 표준편차 (범위)로 표시되었다. 통계 분석은 

SPSS 21 (IBM, USA) 상에서 수행되었고 P < 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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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연구 기간 동안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증례 수는 1,223례였다. 이 중 

417례(34.1%)가 총정맥마취로 수행되었다.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를 뺀 후 231례가 선택되었다. 선택된 환자를 101명, 30명, 

100명으로 나누어 학습군, 검증군, 시험군에 배정하였다. 군 간 

인구학적 특징의 차이는 없었다. (표 1) 

총 2,038,389 데이터 포인트가 추출되었고 927,104 데이터가 

학습군에, 219,723 데이터가 검증군에, 89,562 데이터가 시험군에 

사용되었다.  

5-배수 교차검정 결과 8개의 LSTM 상태 변수와 16개의 은닉층 

노드 수가 가장 낮은 검증 오차를 보였다. (그림 2). 

 각 모델의 학습에 걸린 시간은 평균 1.8시간이었다. 최종 학습 된 

딥러닝 모델의 MDPE, MDAPE, RMSE는 각각 -0.05, 13.88, 9 로서 

반응 표면 모델의 24.97, 28.48, 1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았다 

(P < 0.001). 각 마취의 시기별 오차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3은 딥러닝과 반응 표면 모델의 수행 오차를 마취의 시기별로 

도식화한 것이다. 반응 표면 모델의 수행 오차는 마취 유도 중 음의 

편이를 보이고 마취 유지 및 회복 중 양의 편이를 가지며 더 큰 범위의 

변동을 보인다.  

부록 1에 100명의 각 시험군 환자의 시간에 따른 BIS 값의 예측과 

실제 측정치 그래프를 추가하였다. 가장 작은 예측 오차와 가장 큰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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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를 보인 case가 그림 4에 있다. 

학습에 사용된 파이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최종 학습된 딥러닝 

모델의 weight 행렬이 부록2와 부록3에 표시되었다. 콤마로 분리된 

값들 (comma separated values, CSV) 형태의 원본 데이터는 다음 

공개된 저장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s://osf.io/d8gs2; 

accessed September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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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찰 

본 연구에서 저자는 프로포폴과 레미펜타닐 투여 이력 및 인구학적 

정보로부터 BIS를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고전적 약동-약력학 모델에 비해 마취 중 전 시기에 걸쳐 더 적은 

에러를 보였다. 

제 1 절 기존 연구 고찰 

의학 분야에서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예측 모델의 사용은 이전부터 

많이 시도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다층 FNN을 이용하여 약물의 

최대 효과를 예측하려는 모델은 이전의 비선형 혼합 효과 모형에 비해 

더 적은 오차를 보여왔다. [17] 이전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10개의 

임상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프로포폴 단회 주입 60초 후 BIS를 예측하는 

인공신경망은 임상 의사의 예측보다 더 정확했다. [18] 단순한 FNN을 

이용하여 신경근차단제의 잔여 효과 및 역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하는 모델도 보고되었다. [19] 또 다른 연구에서 FNN은 술 후 

오심 구토를 예측하거나 [20] 전신 마취 유도 후 발생하는 저혈압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21] 

인공신경망은 뇌파(electroencephalogram, EEG) 신호의 분석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처리되지 않은 EEG 신호를 이용해 마취 심도를 

예측하는 연구에서 BIS 값과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는 0.94 

였다. [22] 회귀신경망을 이용하여 EEG로부터 마취 심도를 예측하는 

모델은 정확도가 99.6%로 보고되었다. [23] 또한 EEG와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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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징후를 이용하여 마취 심도를 예측하는 연구에서는 BIS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보였다.[24]  

Gambus 등은 [25] fuzzy logic 기반 인공 신경망(Adaptive Neuro 

Fuzzy Inference System, ANFIS)을 이용해 프로포폴과 레미펜타닐의 

효과처 농도로부터 BIS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의 MDPE, 

MDAPE, RMSE는 각각 −5.83, 15.85, 13.25% 였다. 이러한 성능 평가 

지표는 Short 등의 반응 표면 모형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우리가 개발한 모형은 Gambus 모형의 성능보다 더 우수하다. 

또한 효과처 농도의 계산 없이 직접적으로 약물 투여로부터 BIS를 

예측한다. 사실 마취 유도 및 각성 시 효과처 농도 자체가 많은 오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점이 Gambus 모형의 약점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약물의 투여량으로부터 효과처 농도를 계산해내는 과정은 약물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모형화해야 하는데 ANFIS가 이에 적절한 

도구인지는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프로포폴과 레미펜타닐의 약력학적 약물 상호작용은 

isobole과 반응 표면 모델로 설명된다. [15, 26]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반응 표면 모형의 정확도는 딥러닝 모델의 정확도보다 

낮았다. 이는 기존의 반응 표면 모델에서 사용한 Marsh, Schnider, 

Minto 모델의 효과처 농도 값이 BIS를 이용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 

딥러닝 모델에서 보다 많은 상태 변수와 학습 파라미터를 이용했다는 점, 

반응 표면 모델의 개발에 사용된 데이터가 본 연구에 사용된 레지스트리 

환자군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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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 

본 연구에서 제안한 BIS 예측 모델에서 LSTM이 약물 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모델링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LSTM은 내부적으로 상태 

변수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 상태를 계산하기 위해 이전 상태에 고정된 

계수를 곱한 후 현재의 입력을 더한다. (최종 학습된 딥러닝 모델의 

계수에 대해 부록 3에 수록하였다) 이러한 업데이트 규칙은 약동학의 

구획 모형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LSTM은 모든 내부 상태에 

입력이 전달되고, 모든 내부 상태들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모든 

내부 상태가 출력되어 나온다는 점이 구획 모형과 다르다. 또한 입력, 

갱신, 출력단에 gate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은 

학습된 계수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에서 LSTM의 출력값은 공변량과 함께 

FNN에 투입되었다. BIS값은 뇌파로부터 구한 burst suppression ratio 

(BSR), QUAZI suppression index, relative beta ratio (RBR), 

SynchFastSlow (SFS)를 마취 심도에 따라 각기 다른 회귀 계수를 

이용해 선형 회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28] 따라서 BIS 값은 

구간별로 선형적이지만 전체로 보면 비선형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전적인 sigmoid 약력학 모델에 잘 적합되지 않는다. 이전 보고에 

따르면 두 개의 연결된 sigmoid 곡선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sigmoid 

곡선에 비해 isoflurane MAC 값에 따른 BIS 값을 예측하는데 좋다는 

보고가 있었다.[29] 그러나 FNN을 이용하면 비선형 관계를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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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것과 같은 1개의 은닉층을 가진 FNN은 임의의 비선형 함수를 

근사할 수 있음이 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다. [30] 

고전적 약동학 구획 모형의 출력은 효과처 농도이다. 효과처 농도는 

시간이 지나면 혈장 농도와 평형을 이루며 효과와 시간적으로 동기화된 

변수이다. 한 개의 효과처 농도를 효과의 대리자로 사용한다는 점은 

모형을 단순화시켜주고 효과처 농도 목표 농도 주입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오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LSTM의 

출력을 그대로 FNN에 입력으로 전달하였다. LSTM에서 FNN으로 

전달되는 8개의 변수들은 해당 약물의 시간에 따른 변화의 최종 

결과물로 효과에 시간 동기화된 계산상의 중개자로 볼 수 있으며 

비유하자면 8개의 효과처 농도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IS 값은 증가 감소 시 회귀 계수의 전환이 일어나고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비선형적으로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 구조는 

BIS값의 시간에 따른 비선형적 변화를 모델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전 약동학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개의 효과처를 둔 모델이 

제안된 적이 있으며 프로포폴 투여 후 BIS 값의 예측 성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고 보고되어 있다.[31] 

본 연구에서 개인별 신체의 크기, 약물에 대한 감수성, 최대 효과의 

차이 등의 공변량은 모두 FNN에서 학습된다. LSTM 단계에서 이러한 

공변량이 고려되지는 않지만 네트워크 전체로 보면 계산상의 중개자를 

통해 특정 공변량이 약물의 시간상의 변화에 영향을 주도록 학습될 수 

있다. 즉 시간에 따라 느리거나 빠르게 변하는 계산상의 중개자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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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량의 영향으로 결과 변수에 더 중요하게 효과에 영향을 주도록 

학습됨으로써, 공변량이 약물의 시간 변화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제 3 절 딥러닝 모델의 장단점 

약물의 입력으로부터 효과를 모델링하기 위한 딥러닝 접근법이 갖는 

장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혈액 샘플의 획득과 약물 농도 측정의 

불편함을 극적으로 제거해 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고전적 약동-

약력학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비용적, 윤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후향적 데이터를 이용해 특정 질환에 대한 모델을 생성하거나 소아 

등 취약한 피험자, 혹은 저혈압, 저산소증 등 부작용에 대한 모델링에도 

사용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공변량들을 쉽게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심박출량 

등의 실시간 공변량이나 많은 수의 공변량 또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면 

쉽게 모델링할 수 있다. 공변량이 약물의 시간적 변화나 효과-농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데이터로부터 알아서 학습된다.  

셋째, 둘 이상의 약물의 상호작용도 쉽게 모델링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계 학습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을 광범위하게 차용하여 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딥러닝 모델이 가지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우선, 최종적으로 

학습된 딥러닝 모형의 해석이 쉽지 않다. 딥러닝 모델에서 각 

계수값들이 가지는 임상적 의미는 직관적으로 이해되기 어렵다. 반면 

약동-약력학 모형의 계수들 – 최대 효과, Hill 계수, 50% 효과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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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상수, 중심 구획 용적은 약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와주고 모형의 

수학적 안정성 및 생물학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  

일반적으로 프로포폴의 최신 Eleveld 모형이나 [32] 레미펜타닐의 

Kim 모형에서 보듯 [33] 좋은 성능과 이해 가능성은 흔히 상충되며 

최신 약동학 모형들은 점점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복잡한 

구조와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은 좋은 성능만 보장된다면 임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 약동-약력학 모형의 

계수들을 학습하는 것 또한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제 4 절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오차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다. 우선, 고려되지 않은 공변량들의 영향이다. 예컨대 프로포폴의 

대사는 간 혈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이는 심박출량에 따라 결정된다. 

[34] 레미펜타닐의 분해는 체온이 영향을 준다. [35] 다음으로 BIS 

값에 영향을 주는 약제 이외의 요소들이다. 근이완제나 저체온, 저혈당, 

대뇌허혈, 알츠하이머 치매는 BIS 값을 감소시키며 고주파의 전기적 

잡음(전기 소작기, 근전도, 가온 장치)는 BIS 값을 증가시킨다.[36] 

또한 약물을 전달하는 수액의 속도나 투여 혈관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측정값의 결측이나 오류, 기록되지 않은 약제 투여 등 

후향적 기록의 부정확성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는 단일 기관에서 얻어진 후향적 



 

 22 

데이터이다. 때문에 딥러닝 모델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전혀 다른 

패턴의 임상 양상이나 극단적인 공변량 (예컨대 고도 비만이나 초고령인 

환자)를 만났을 때 좋은 성능을 내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추후에 모델 학습에 더 많은 데이터를 투입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앞서 언급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약동-약력학적 모수들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모델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고 수학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딥러닝 모델을 선형화하고 약동학 

단계의 출력을 단일화하여 목표농도 주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상용 목표 농도 주입 펌프에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여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공변량 및 다양한 효과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로서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불가능했던 

약동-약력학 모델의 생성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미 측정된 BIS 값을 

이용해 향후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추가 연구들을 통해 개인별로 맞춤화 된 고도로 정확한 예측 

모델의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측 모델의 정확도가 증가할 

수록 정교한 임상 진료가 가능해지고 예측된 BIS와 측정된 BIS가 

차이를 보일 때 임상적 재검토를 위한 경고를 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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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우리는 딥러닝 접근법을 이용하여 고전적인 

약동-약력학적 BIS 예측 모델에 비해 더 좋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딥러닝 접근법의 장점은 성능과 확장성이다. 이해 가능성과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보완된다면 빅데이터의 딥러닝을 이용한 모델링은 

향후 임상 상황에 널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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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그림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in groups. 

Mean±(SD) 

    Training Validation Test 

N 
 

101 30 100 

Age (year) 
 

57.5 ± 13.9 52.5 ± 16.1 55.0 ± 14.1 

Gender (M/F) 
 

44/57 15/15 39/61 

Weight (kg) 
 

60.7 ± 9.1 62.3 ± 10.4 62.2 ± 10.6 

Height (cm) 
 

161.2 ± 8.1 163.3 ± 9.6 161.5 ± 8.0 

Duration of anesthesia (sec) 9310 ± 5999 9436 ± 6299 8915 ± 5875 

Median BIS 
 

44.2 ± 5.9 44.3 ± 5.6 44.3 ± 5.3 

Propofol 

Total dose (mg) 
10375 ± 6308 11245 ± 7478 10536 ± 6669 

Median Ce 3.00 ± 0.54 3.10 ± 0.40 3.09 ± 0.46 

Remifentanil 

Total dose (mcg) 
13322 ± 13135 15069 ± 14175 12425 ± 10459 

Median Ce 3.75 ± 0.97 3.96 ± 0.87 3.75 ±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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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SD) performance error of each models during anesthesia 

phase. MDPE=median prediction error, MDAPE=median absolute 

prediction error, RMSE=root mean squared error. All paired variables are 

different in paired t-test (p-value < 0.001)    

Time period 
MDPE (%) MDAPE (%) RMSE 

DL RS DL RS DL RS 

All 
-0.05  

(11.82) 

24.97  

(17.46) 

 13.88  

(5.25) 

28.48  

(14.24) 

 0.09  

(0.02) 

0.15  

(0.04) 

Induction 
-3.09  

(14.57) 

-15.74  

(15.17) 

 15.24  

(7.25) 

22.60  

(8.81) 

 0.11  

(0.04) 

0.19  

(0.06) 

Maintenance 
1.14  

(13.04) 

28.20  

(19.00) 

14.10  

(6.51) 

30.19  

(16.68) 

0.09  

(0.02) 

0.11  

(0.06) 

Recovery 
 -5.28  

(14.87) 

19.93  

(20.91) 

 14.84  

(7.72) 

23.75  

(16.67) 

 0.11  

(0.06) 

0.15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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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deep learning model. (A) The 

traditional PK (pharmacokinetic)–pharmacodynamic (PD) model requires a 

PK–PD intermediary like plasma concentration (Cp) or effect-site 

concentration (Ce). The model has covariates in the PK part to enhance Cp 

to Ce relationship and in the PD part illustrating Ce to effect relationship. 

However, the deep learning model is designed to calculate computational 

intermediaries and has covariates input in the feed-forward ne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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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virtual PD) part only. (B) Structure of deep learning model. Deep 

learning model of propofol and remifentanil is built to predict bispectral 

index during anesthesia. Long short-term memory and feed-forward 

neural network are sequenced to model the linked PK–PD and interaction 

of propofol and remifentanil. The inputs are infusion histories of propofol 

and remifentanil and covariates like age, sex, weight, and height, and the 

output is the bispectra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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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s of hyperparameter optimization with fivefold cross-

validation. A grid search method was used for hyperparameter optimization. 

A total of 18 combinations have been tested for the number of memory 

cells in long short-term memory and the number of nodes in the hidden 

layer of feed-forward neural network. The combination representing the 

smallest validation error was selected as the hyperparameter of the model 

(8 memory cells and 16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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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erformance errors of deep learning model and response surface 

model during anesthesia induction, maintenance, and recovery periods. 

Performance errors were significantly smaller in the deep learning model 

compared to the response surface model during three periods of 

anesthesia (P < 0.001). 



 

 34 

 

Fig. 4. Cases with the smallest and largest prediction errors predicted by 

deep learning. Measured and model-predicted bispectral index values are 

plotted. The root mean square errors of the cases with the smallest and 

largest prediction errors fitted by the deep learning model were 5.5 and 

15.4,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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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시험군의 시간에 따른 BIS 예측치와 실제 

측정치 

Blue: measured BIS, Green: predicted BIS (deep learning model), 

Red: predicted BIS (response surfa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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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본 연구에 사용된 소스 코드 

import os 

import csv 

import pickle 

import numpy as np 

import statsmodels.api as sm 

 

# parameters 

timepoints = 180 

lnode = 8 

fnode = 16 

batch_size = 64 

cache_path = "cache_original.var" 

output_dir = "final_output" 

weight_path = output_dir + "/weights.hdf5" 

 

# create output dir 

if not os.path.exists(output_dir): 

    os.mkdir(output_dir) 

 

# load data and generate sequence data 

if os.path.exists(cache_path): 

    train_p, train_r, train_c, train_y, val_p, val_r, val_c, val_y, test_p, test_r, test_c, 

test_y, test_y_old = pickle.load(open(cache_path, "rb")) 

else: 

    train_p = [] 

    train_r = [] 

    train_c = [] 

    train_y = [] 

    val_p = [] 

    val_r = [] 

    val_c = [] 

    val_y = [] 

    test_p = [1] # by case 

    test_r = ｛｝ 

    test_c = ｛｝ 

    test_y = ｛｝ 

    test_y_old = ｛｝ 

 

    # load raw data 

    f = open('final_data.csv', 'rt') 

    raw_data = ｛｝ 

    first = True 

    for row in csv.reade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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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row[0] 

        if first: 

            first = False 

            continue 

        if id not in raw_data: 

            raw_data[id] = [] 

        rowvals = [] 

        for j in range(1, 14): 

            rowvals.append(float(row[j])) 

        raw_data[id].append(rowvals) 

 

    # smooth bis 

    smoothed = ｛｝ 

    for id, case in raw_data.items(): 

        case_len = len(case) 

        vals = [row[1] for row in case]  # bis values 

        vals_padded = [vals[0]] * 100 + vals + [vals[-1]] * 100 

        smoothed[id] = sm.nonparametric.lowess(vals_padded, np.arange(-100, 

case_len + 100), frac=0.03)[100:-100, 1] 

 

    # make sequence 

    gaps = np.arange(0, 10 * (timepoints + 1), 10) 

    for id, case in raw_data.items():  # for each case 

        ifirst = -1 

        ilast = -1 

        ppf_seq = [] 

        rft_seq = [] 

 

        is_test = id[:4] == "test" 

        if is_test: 

            case_p= [] 

            case_r = [] 

            case_c = [] 

            case_y = [] 

            case_y_old = [] 

 

        for isamp in range(len(case)): 

            row = case[isamp] 

 

            bis = row[1] / 100  # normalize bis 

            bis_smooth = max(0, min(1, smoothed[id][isamp] / 100)) 

            sqi = row[2] 

            ppf_dose = row[3] 

            rft_dose = row[4] 

            ppf_ce = row[7]  # ppf ce 

            rft_ce = row[8]  # rft_dose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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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refining tci 

bis_old = 0.98 * (1 + ppf_ce / 4.47 + rft_ce / 19.3) ** -1.43              

age = row[9] 

            sex = row[10] 

            wt = row[11] 

            ht = row[12] 

            ppf_seq.append(ppf_dose)  # make time sequence 

            rft_seq.append(rft_dose) 

 

            if ifirst is None:  # before started 

                if ppf_dose < 1: 

                    continue 

                ifirst = isamp 

            else:  # started 

                if ppf_dose > 0.05:  # restarted 

                    ilast = isamp 

            if ilast is not None and isamp - ilast > gaps[-1]: 

                break  # case finished 

 

            if sqi <= 50: 

                continue 

 

            pvals = [] 

            rvals = [] 

            for i in reversed(range(timepoints)): 

                istart = isamp + 1 - gaps[i + 1] 

                iend = isamp + 1 - gaps[i] 

                pvals.append(sum(ppf_seq[max(0, istart):max(0, iend)])) 

                rvals.append(sum(rft_seq[max(0, istart):max(0, iend)])) 

 

            if id[:5] == "train": 

                train_p.append(pvals) 

                train_r.append(rvals) 

                train_c.append([age, sex, wt, ht]) 

                train_y.append(bis_smooth)  # smoothed bis for training set 

            elif id[:3] == "val": 

                val_p.append(pvals) 

                val_r.append(rvals) 

                val_c.append([age, sex, wt, ht]) 

                val_y.append(bis) 

            elif id[:4] == "test": 

                case_p.append(pvals) 

                case_r.append(rvals) 

                case_c.append([age, sex, wt, ht]) 

                case_y.append(bis) 

                case_y_old.append(bis_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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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s_test: 

            test_p[id] = case_p 

            test_r[id] = case_r 

            test_c[id] = case_c 

            test_y[id] = case_y 

            test_y_old[id] = case_y_old 

 

    # save cache file 

    pickle.dump((train_p, train_r, train_c, train_y, val_p, val_r, val_c, val_y, test_p, 

test_r, test_c, test_y, test_y_old), open(cache_path, "wb"), protocol=4) 

 

male_ 

train_val_c = train_c + val_c 

 

# convert data to numpy array 

train_p = np.array(train_p) 

train_r = np.array(train_r) 

train_c = np.array(train_c) 

train_y = np.array(train_y) 

train_p = train_p.reshape(train_p.shape[0], train_p.shape[1], 1) 

train_r = train_r.reshape(train_r.shape[0], train_r.shape[1], 1) 

 

val_p = np.array(val_p) 

val_r = np.array(val_r) 

val_c = np.array(val_c) 

val_y = np.array(val_y) 

val_p = val_p.reshape(val_p.shape[0], val_p.shape[1], 1) 

val_r = val_r.reshape(val_r.shape[0], val_r.shape[1], 1) 

 

# normalize data 

mean_c = np.mean(train_val_c, axis=0) 

std_c = np.std(train_val_c, axis=0) 

train_c = (train_c - mean_c) / std_c 

train_p /= 12.0 

train_r /= 12.0 

val_c = (val_c - mean_c) / std_c 

val_p /= 12.0 

val_r /= 12.0 

 

train_x = [train_p, train_r, train_c] 

val_x = [val_p, val_r, val_c] 

 

from  keras.optimizers import Adam 

from  keras.regularizers import l2 

from keras.models import Model, Sequential, load_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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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keras.layers import Dense, Dropout, LSTM, Input, merge 

from keras.callbacks import ModelCheckpoint, EarlyStopping 

if os.path.exists(weight_path): 

    model = load_model(weight_path) 

else: 

    # build a model 

    cin = Input(batch_shape=(None, 4)) 

    pin = Input(batch_shape=(None, timepoints, 1)) 

    rin = Input(batch_shape=(None, timepoints, 1)) 

    cout = cin 

    pout = pin 

    rout = rin 

    pout = LSTM(lnode, input_shape=(timepoints, 1), activation='tanh')(pout) 

    rout = LSTM(lnode, input_shape=(timepoints, 1), activation='tanh')(rout) 

    out = merge([pout, rout, cout], mode='concat') 

    out = Dense(fnode, init='he_uniform', activation='relu', 

W_regularizer=l2(1.0e-4))(out) 

    out = Dropout(0.5)(out) 

    out = Dense(1, init='he_uniform', activation='sigmoid')(out) 

 

    model = Model(input=[pin, rin, cin], output=[out]) 

    model.compile(loss='mae', optimizer='adam') 

 

    # train the model 

    hist = model.fit(train_x, train_y, validation_data=(val_x, val_y), nb_epoch=10, 

batch_size=batch_size, shuffle=True, 

                     callbacks=[ModelCheckpoint(monitor='val_loss', 

filepath=weight_path, verbose=1, save_best_only=True), 

                                EarlyStopping(monitor='val_loss', patience=0, 

verbose=2, mode='auto')]) 

    model.load_weights(weight_path) 

 

# test model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sum_err = 0 

cnt_err = 0 

print('id\ttesting_err') 

for id in test_p.keys(): 

    case_p = np.array(test_p[id]) 

    case_r = np.array(test_r[id]) 

    case_c = np.array(test_c[id]) 

    real_y = np.array(test_y[id]) 

    old_y = test_y_old[id] 

    real_y = np.array(real_y) 

 

    case_p = case_p.reshape(case_p.shape[0], case_p.shape[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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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_r = case_r.reshape(case_r.shape[0], case_r.shape[1], 1) 

    case_c = (case_c - mean_c) / std_c 

    case_p /= 12.0 

    case_r /= 12.0 

 

    case_x = [case_p, case_r, case_c] 

    pred_y = model.predict(case_x) 

 

    real_y = real_y.T 

    pred_y = pred_y[:, 0].T 

 

    err = np.mean(np.abs(np.subtract(real_y, pred_y))) 

 

    real_y = real_y.tolist() 

    pred_y = pred_y.tolist() 

 

    case_len = len(pred_y) 

    sum_err += err * case_len 

    cnt_err += case_len 

 

    print('｛｝\t｛｝'.format(id, err)) 

 

    # save the result 

    fo = open('｛｝/｛｝.csv'.format(output_dir, id), 'wt') 

    writer = csv.writer(fo, dialect='excel', lineterminator='\n') 

    header = ['Measured BIS', 'Deep Learning BIS', 'Response Surface BIS'] 

    for i in reversed(range(1, timepoints+1)): 

        header.append('Propofol_｛｝'.format(i*10)) 

    for i in reversed(range(1, timepoints+1)): 

        header.append('Remifentanil_｛｝'.format(i*10)) 

    header.extend(['Age', 'Sex', 'Weight', 'Height']) 

    writer.writerow(header) 

    for i in range(len(real_y)): 

        row = [real_y[i], pred_y[i], old_y[i]] 

        for case_x_comp in case_x: 

            row.extend(case_x_comp[i, :].flatten().tolist()) 

        writer.writerow(row) 

 

    t = np.arange(0, len(real_y)) 

    plt.figure(figsize=(20, 5)) 

    plt.plot(t, real_y, t, pred_y, t, old_y) 

    plt.xlim([0, len(real_y)]) 

    plt.ylim([0, 1]) 

    plt.savefig('｛｝/｛｝_｛｝.png'.format(output_dir, err, id), dip=600) 

    plt.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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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cnt_err > 0: 

    print("Mean test error: ｛｝".format(sum_err / cnt_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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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최종 학습된 딥러닝 모델의 계수 

1. 인구학적 정보는 모델에 입력 전 평균으로 빼고 표준편차로 나눈다. 

    Mean  Standard Deviation 

Age     56.45154614 15.26101023   

Sex     0.492475702 0.499943382  

Weight     61.12911094 9.143546698  

Height     162.1075338 8.320336618    

         

2. 모든 약물 투여량은 12로 나눈다.      

        

3. 프로포폴 LSTM 

Activation for gate units: sigmoid      

Activation for input: tanh      

 

Input gate weight vector 

0.56743991, 0.22677909, -0.48083702, -0.20005594, 

0.86713707, 0.63245875, -0.76298213, -0.67987335 

 

Input gate update matrix 

-0.20252356, -0.38909221, -0.0520029, 0.25372216, 

0.16897142, 0.87097603, -0.29407412, 0.24146532, -

1.07162237, 0.4807474, 0.69215244, -0.29460093, -0.60664237, 

0.0335688, -0.53510958, -0.51095152, -0.07236411, -

0.66730607, -0.21794178, -0.27584636, -0.28016216, 

0.02907331, -0.69445556, 0.61922139, -0.36587748, 

0.59803301, -0.069424, 0.51690185, 0.65134507, -0.36316368, 

0.3511416, 0.48093686, -0.46573022, 0.42119402, 0.67491251, 

-0.54948556, 0.71009666, -0.4060055, -0.43447506, -

0.45176861, -0.5753209, 0.48580205, -0.67664212, -

0.36174923, 0.08088241, 0.07282414, -0.55621821, -

0.39005965, 0.49002042, 0.28027496, 0.02019741, 0.14125453, 

-0.11057697, -0.26212445, -0.57155228, 0.1107887, -

0.59283257, 0.66432315, 0.19181739, -1.56703317, 0.09745741, 

0.51035273, 0.18294208, 0.54093933 

 

Input gate bi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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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176773, 0.16868968, -0.08784509, -0.11000042, 

0.0499327, -0.05886807, -0.06116067, -0.06729988 

 

Forget gate weight vector 

0.39914516, 1.79732633, -0.9376266, -0.60918581, 0.48017538, 

1.35754144, 1.0365231, 0.53365266 

 

Forget gate update matrix 

0.0684908, 0.43585768, 0.68685049, -0.29662588, 0.02116247, 

0.39100543, -0.47801808, -0.21769252, -0.36208677, 

0.21797781, 0.39308354, -0.22811536, 0.61148936, -

0.15954843, 0.2091717, 0.65547919, 0.18324262, 0.27694789, -

0.0396801, -0.49830389, -0.68286419, -0.46414247, 

0.29933921, -0.1258862, -0.7181958, 0.07187685, 0.13771324, 

0.55005616, -0.63109523, -0.1129173, -0.0155639, 0.08659427, 

-0.04213952, 0.56769854, -0.04856318, 0.36967841, 

0.45511159, 0.00216621, 0.22265957, -0.58274859, 0.34398544, 

0.74050999, -0.41021845, 0.2025601, 0.12182593, -0.01438128, 

-0.33881825, 0.56998253, -0.74098122, 0.1183656, -

0.64562243, -0.14255823, -0.02056379, 0.54613411, 

0.06360327, 0.18283056, 0.25290951, 0.06185869, 0.14446355, 

0.22205946, -0.15918568, 0.58327961, 0.72117156, 0.32345292 

 

Forget gate biases 

0.029519, -0.0510358, 0.07286461, 0.03624975, -0.03452569, -

0.00028633, -0.11045334, 0.03884417 

 

Cell weight vector 

0.59176147, -0.67371517, -0.07064607, 0.19276775, 1.157897, 

1.20193815, -0.46912187, 0.91854566 

 

Cell update matrix 

-0.91217047, 0.23202324, -0.17275499, 0.60286891, -

0.66100705, -0.10180285, -0.45495075, 0.51977158, 

0.07377684, -0.64604378, 1.16941178, -0.04934958, 

0.07014013, -0.36580476, -0.66016555, -0.34603176, 

0.4602415, 0.50752783, -0.33979118, 0.23437205, 0.12164987, 

0.13397975, -0.8306312, 0.17642951, -0.147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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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951128, -0.37403131, -0.06863806, 0.65158802, 

0.09277423, 0.03805517, 0.28275967, 0.49759662, 0.12255348, 

0.37719256, 0.09148145, -0.57692426, 0.41250581, 0.10014421, 

0.28181088, 0.20014942, -0.91626018, -0.14628625, 

0.20357536, -0.36634031, 0.31253153, -0.14671141, -

0.69576132, 0.25020772, -0.25207454, -0.28172693, -

0.82850564, -0.49242765, -0.49996513, -0.16546592, 

0.00860471, 0.21979497, -0.34102941, 0.34532508, -

0.18729369, -0.00737476, -0.69010258, 0.48744965, -

0.24899016 

 

Cell biases 

1.23356819, 1.1345042, 1.13725674, 1.07916403, 1.00117254, 

1.01532376, 1.04211295, 1.07508254 

 

Output gate weight vector 

0.60095584, 0.18797328, -0.61159837, 0.71535498, 0.96125227, 

0.60407984, 0.03934605, 1.18080878 

 

Output gate update matrix 

-0.52372253, -0.05306531, 0.449377, 0.68736285, -0.10237832, 

-0.33249626, -0.5814743, -0.10074051, -0.20592964, -

0.29345918, 0.0337256, 0.06842662, -0.08516306, -0.17735888, 

-0.90259928, 0.22524054    , -0.72982037, -0.18009612, -

0.1109814, -0.12280847, -0.86545867, 0.73731762, -0.0302301, 

0.03531525, -0.63657808, 0.96354866, -0.29128534, -

0.24861719, 0.43289772, 0.16752449, -0.01354614, -

0.37275967, 0.2895228, -0.01288288, 0.27635986, 0.65170622, 

0.32770708, 0.51317072, 0.18159808, -0.43441036, -

0.03263726, -0.07031075, 0.10203278, 0.61709958, -

0.07213856, -0.64451092, 0.67875576, 0.42574453, 0.83217156, 

0.7084707, -0.06456491, 0.12826951, -0.44170731, -

0.26492265, -0.06445715, -0.45305306, -0.3560991, -

0.49885809, -0.64057744, -0.20202358, 0.06603993, -

0.29920095, -0.06443823, -0.74894363 

 

Output gate biases  

0.24195217, 0.06534759, 0.00683898, 0.09919185, -0.0138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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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111105, 0.05201742, -0.00862017 

 

4. 레미펜타닐 LSTM 

Activation for gate units: sigmoid 

Activation for input: tanh  

 

Input gate weight vector 

-0.50927114, 0.66632766, 1.18324375, -1.02604735, 

0.25345802, -1.5104028, 0.58302945, -1.34223592 

 

Input gate update matrix 

0.31211919, 0.42789963, 0.71976399, 0.45293742, -0.8171609, 

0.13826881, -0.07850444, 0.17584534, 0.16394891, 0.49822149, 

-1.02301049, 0.45823744, 0.15457496, 0.50580907, 0.2163972, 

0.50869018, -0.67374045, 0.12053267, -0.26922417, 0.474823, 

-0.32507282, 0.05785263, 0.23077114, -0.75642598, -

0.4037047, 0.04347117, -0.22142845, 0.12029876, 0.06087872, 

-0.514539, 0.71075982, 0.13635077, 0.72042632, 0.20651303, 

0.24923803, 0.37591767, 0.43041208, -0.03848893, 0.11614904, 

-0.71770823, -0.40936846, 0.60329974, -0.14324939, 

0.39102897, 0.72241449, -0.13297963, -0.24423712, 

0.49893185, 0.3349309, -0.85265344, 0.10835396, 0.62627578, 

0.30524364, 0.03682445, 0.26541227, 0.15658548, -0.01054112, 

0.26659098, -0.329768, 0.51862425, -0.20978212, -0.26441902, 

-0.08038227, 0.63488227 

 

Input gate biases 

0.08045588, 0.00738231, -0.15778731, 0.07439143, -

0.06007759, -0.06633299, 0.06346645, 0.10651349 

 

Forget gate weight vector 

0.36175922, -0.3052099, -0.29132935, 0.8520574, -0.11077689, 

-0.91318136, -0.93768567, -1.05334568 

 

Forget gate update matrix 

0.25627926, 0.55425435, 0.59362686, -0.1105971, 0.12426397, 

-0.96531135, -0.22990307, 0.1438504, -0.16372186, 

0.17108522, 0.385941, 0.14850791, 0.11437982, -0.2769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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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448776, -0.14926516, -0.64686835, 0.47393852, -

0.18983795, 0.02421144, 0.2732459, 0.01385883, -0.05770753, 

0.3050507, -0.11562987, -0.05157876, 0.41691983, -

0.45519069, 0.53824437, 0.22408806, -0.39292598, -

0.72491777, -0.14642699, 0.0750838, -0.19314972, 0.55267912, 

0.73605746, -0.19919549, 0.12030678, -0.61473566, -

0.26139244, 0.138962, -0.64336175, -0.81655085, -0.33982089, 

-0.15366422, 0.23459212, -0.00569159, -0.77351958, -

0.30717042, 0.10380579, 0.18084323, -0.47048396, -

0.05797575, -0.48080441, -0.07584032, 0.42947307, 1.0687629, 

0.20035681, 0.08626581, -0.18687488, 0.24112234, -

0.43845031, 0.284982 

 

Forget gate biases 

-0.07590844, 0.07827085, 0.05942366, -0.00129534, -

0.03938816, 0.02423229, 0.06754658, -0.13832463 

 

Cell weight vector 

-0.98232275, -0.69487846, 0.70335442, 0.14446735, 

1.28362083, 0.86157769, -0.36168984, -0.35472313 

 

Cell update matrix 

-0.00485234, 0.07430724, 0.0438737, -0.46431968, -0.1555618, 

0.42892411, 0.16642413, -0.74103755, 0.30043447, -

0.15633683, -0.35611999, 0.39568609, -0.03487172, 

0.80004269, -0.10828749, -0.04399461, -0.38808998, 

0.45860139, 0.36135373, 0.12198884, -0.4372597, 1.01425683, 

0.19875878, 0.41423181, -0.83313096, -0.49012673, 

0.81952047, 0.26163787, 0.0943298, 0.18064398, 0.47324744, -

0.63706094, 0.18111405, 0.22307356, 0.98507011, 0.07744785, 

0.88000739, 0.30327684, 0.67251879, -0.53231448, -

0.12079851, -0.46887064, -0.26158774, -0.49929634, 

0.4642989, -0.17929623, -0.49219838, 0.73193151, 0.22502464, 

-0.07112718, 0.20273501, -0.35767964, -0.81270289, -

0.05305343, -0.80744475, 0.00445735, 0.71100277, -

0.12871611, -0.23552521, 0.04039584, -0.53077787, 

0.27215084, 0.5765636, 0.8330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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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biases 

1.08272994, 0.87870771, 1.05030692, 1.1164732, 1.1012423, 

1.14255393, 1.13916671, 1.29237711 

 

Output gate weight vector 

-0.90345025, 0.56431466, 0.02787986, 0.84698814, 0.64741212, 

-0.24700733, -0.33784303, -0.89288121 

 

Output gate update matrix 

6.94E-01, -1.69E-01, 8.55E-01, -4.12E-01, 1.13E-01, -

2.31E-01, -1.70E-01, 1.52E-01, 5.29E-02, 1.31E+00, 

9.98E-02, 4.78E-01, -1.79E-01, 1.46E-01, 4.17E-01, 

9.13E-01, 2.72E-01, 6.33E-01, 3.28E-01, 7.36E-02, 4.82E-

01, 5.10E-01, 1.66E-01, -5.89E-01 

2.50E-01, 5.60E-02, 1.12E+00, 2.85E-01, -1.45E-02, 5.88E-

01, 1.13E+00, -2.43E-01, 4.02E-01, -5.72E-02, 3.57E-01, -

4.00E-02, -7.73E-01, 4.11E-01, -1.32E-01, -5.94E-01, 

2.24E-04, -1.10E-02, -2.77E-01, 3.24E-01, 2.20E-01, 

4.39E-01, -8.00E-01, 5.69E-01, 1.95E-01, -4.17E-01, -

1.23E+00, -6.14E-01, -1.59E-02, 3.72E-01, -3.18E-01, 

7.41E-01, -6.37E-01, 7.43E-01, -2.34E-02, -1.60E-01, 

2.01E-02, 7.00E-01, 3.43E-01, 5.01E-01 

 

Output gate biases 

0.09056577, -0.06670332, 0.10684747, 0.18373013, 0.07749595, 

0.14542939, 0.23036548, 0.15266448 

 

5. Hidden layer 

Activation function: relu 

 

Weight vector 

9.46E-02, -8.41E-02, 2.24E-01, -8.81E-02, -8.49E-02, 

2.30E-32, -6.98E-02, -1.43E-01, -1.53E-01, -8.79E-02, -

1.39E-01, 1.94E-01, 2.58E-01, 2.27E-01, 2.47E-01, -

9.85E-02 

1.18E-02, 3.31E-03, -1.12E-01, -3.37E-02, -3.83E-02, -

2.99E-32, 2.55E-03, -4.47E-02, -1.33E-01, 7.35E-03, -

4.54E-02, -1.04E-01, -9.05E-02, -1.34E-01, -7.80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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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E-03 

-1.43E-02, -5.37E-02, -9.10E-02, -5.74E-02, -5.97E-02, -

1.12E-32, -5.19E-02, -8.75E-02, -6.45E-02, -6.15E-02, -

8.11E-02, -7.98E-02, -5.50E-02, -1.95E-02, 1.90E-02, -

6.48E-02 

-1.69E-01, 1.04E-01, -2.54E-02, 9.60E-02, 1.03E-01, -

2.66E-33, 9.22E-02, 7.02E-02, 1.41E-02, 9.62E-02, 6.06E-

02, -4.34E-02, -3.49E-02, -9.17E-02, -6.96E-02, 8.53E-02 

2.50E-01, -6.93E-02, 1.08E-01, -6.84E-02, -6.79E-02, 

2.44E-32, -7.80E-02, -4.23E-02, -9.51E-02, -5.80E-02, -

6.75E-02, 1.42E-01, 9.31E-02, 4.53E-02, 5.71E-02, -2.57E-

02 

2.79E-02, -2.06E-02, 8.97E-02, -2.73E-02, -1.67E-02, -

2.46E-32, -5.12E-03, 2.57E-02, 4.51E-02, -2.64E-02, 

1.74E-02, 3.84E-02, 1.04E-01, 1.21E-01, 1.15E-01, 1.56E-

02 

-7.69E-02, 1.00E-02, -1.65E-01, 2.49E-02, 2.70E-02, 1.35E-

32, 3.02E-03, 1.08E-01, 1.66E-01, 1.19E-02, 9.23E-02, -

1.65E-01, -1.67E-01, -1.64E-01, -1.57E-01, 6.30E-02 

-2.33E-01, 3.28E-02, -1.91E-01, 2.19E-02, 2.62E-02, -

3.03E-32, 4.17E-02, 4.07E-02, 1.80E-02, 2.12E-02, 3.57E-

02, -2.30E-01, -1.70E-01, -1.59E-01, -1.07E-01, 3.84E-02 

9.24E-02, -2.26E-02, -4.64E-02, -2.19E-02, -2.80E-02, 

4.37E-32, -6.59E-03, -7.37E-02, 6.09E-04, 4.35E-03, -

4.80E-02, -8.42E-04, -2.58E-02, -1.07E-02, -3.26E-02, -

7.72E-02 

1.47E-01, 1.63E-03, 5.69E-02, 2.45E-02, 1.57E-02, -8.17E-

33, 1.11E-02, 1.20E-01, 3.59E-02, 1.42E-02, 1.37E-01, 

3.98E-02, 8.19E-02, 9.11E-02, 7.80E-02, 1.19E-01 

-1.30E-01, 3.33E-02, -5.81E-02, 6.38E-02, 4.45E-02, -

5.48E-32, 3.35E-02, 4.06E-02, 7.63E-02, 3.43E-02, 6.48E-

02, 2.87E-02, -2.06E-02, -6.36E-03, 1.89E-02, 6.59E-02 

4.45E-02, 4.02E-02, -4.52E-02, 3.35E-02, 4.54E-02, -8.87E-

34, 4.69E-02, 3.03E-02, -1.73E-01, 4.04E-02, 2.16E-02, -

6.42E-02, -3.04E-02, -4.85E-02, -3.72E-02, 1.84E-02 

8.04E-02, 4.24E-02, -7.09E-02, 1.81E-02, 3.80E-02, -3.77E-

32, 5.16E-02, 3.77E-02, -2.97E-01, 3.34E-02, 1.14E-02, -

1.47E-01, -6.43E-02, -7.45E-02, -1.04E-01, 2.76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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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E-03, -1.92E-02, 6.23E-02, -4.06E-02, -3.88E-02, 

2.16E-32, -3.14E-02, 8.59E-03, 2.99E-02, -5.17E-02, 

6.60E-04, 4.77E-02, 5.73E-02, 6.92E-02, 5.82E-02, 3.52E-

02 

3.68E-02, -1.41E-02, 1.85E-02, -3.27E-02, -3.38E-02, -

4.56E-32, -3.78E-02, 1.63E-02, 1.18E-01, -3.98E-02, -

1.02E-04, 2.04E-02, 1.06E-02, 1.05E-02, -2.87E-02, 3.38E-

03 

1.12E-01, -2.26E-02, 4.33E-02, -1.91E-02, -1.86E-02, 

4.45E-32, -1.57E-02, 9.58E-02, 4.03E-02, -2.11E-02, 

1.06E-01, 2.00E-02, 9.70E-02, 1.11E-01, 1.06E-01, 1.05E-

01 

-1.26E-02, -3.05E-02, -3.59E-02, -3.26E-02, -3.03E-02, 

5.31E-32, -2.13E-02, -8.95E-03, -3.16E-02, -3.18E-02, -

1.14E-02, -7.60E-02, -4.77E-02, 3.15E-02, 2.83E-02, 

7.32E-02 

6.07E-02, -1.15E-01, -7.91E-05, -9.48E-02, -1.02E-01, -

7.49E-33, -1.19E-01, -2.53E-03, 5.74E-02, -1.14E-01, -

1.15E-02, -1.21E-02, -1.40E-02, 2.97E-02, 1.57E-02, 

2.69E-02 

-7.98E-02, -3.54E-02, -3.15E-03, -2.55E-02, -3.45E-02, 

2.33E-32, -4.08E-02, -1.05E-03, -7.57E-02, -2.06E-02, 

1.84E-02, -2.56E-02, -7.11E-03, 3.33E-02, 2.94E-02, -

4.32E-02 

4.86E-02, -9.83E-02, 2.80E-02, -1.31E-01, -1.10E-01, 

1.26E-32, -1.08E-01, -2.66E-02, -3.67E-02, -1.10E-01, -

1.73E-02, 5.02E-02, -2.93E-02, 1.51E-02, -7.26E-03, 

6.43E-02 

 

Biases 

0.03468721, -0.04436943, 0.12681292, -0.0318439, -0.0315013, 

-0.02876286, -0.03484679, -0.05583142, -0.32140476, -

0.04025375, -0.07482076, 0.11300465, 0.11636997, 

0.07702381, 0.05026188, -0.08993112 

 

6. Output layer 

Activation function: sigm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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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vector 

0.52316815, -0.11535151, 0.49617183, -0.13369764, -

0.13065621, -0.00509963, -0.12335923, -0.15159953, -

0.75109607, -0.12836803, -0.1510399, 0.49157065, 

0.52962101, 0.5646404, 0.56054336, -0.17489581 

 

Bias: -0.2686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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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diction of bispectral index during 

target-controlled infusion of propofol and 

remifentanil- a deep learning approach 

 Hyung-Chul Lee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The discrepancy between predicted effect-site concentration and 

measured bispectral index is problematic during intravenous anesthesia 

with target-controlled infusion of propofol and remifentanil. We 

hypothesized that bispectral index during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would be more accurately predicted by a deep learning approach. 

Method  

Long short-term memory and the feed-forward neural network were 

sequenced to simulate the pharmacokinetic and pharmacodynamic parts of 

an empirical model, respectively, to predict intraoperative bispectral index 

during combined use of propofol and remifentanil. Inputs of long short-

term memory were infusion histories of propofol and remifentanil, which 

were retrieved from target-controlled infusion pumps for 1,800 s at 10-s 

intervals. Inputs of the feed-forward network were the outputs of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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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term memory and demographic data such as age, sex, weight, and 

height. The final output of the feed-forward network was the bispectral 

index. The performance of bispectral index prediction was compared 

between the deep learning model and previously reported response 

surface model. 

Result  

The model hyperparameters comprised 8 memory cells in the long short-

term memory layer and 16 nodes in the hidden layer of the feed-forward 

network. The model training and testing were performed with separate 

data sets of 131 and 100 cases. The root mean squared error of the deep 

learning model was 9 ± 2, which was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at in the 

response surface model (15 ± 4, P < 0.001). 

Conclusion 

The deep learning model–predicted bispectral index during target-

controlled infusion of propofol and remifentanil more accurately compared 

to the traditional model. The deep learning approach in anesthetic 

pharmacology seems promising because of its excellent performance and 

extensibility. 

Keywords: Pharmacokinetic-Pharmacodynamic modeling, 

Consciousness monitor, Machine learning 

Student Number: 2016-3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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