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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생술에 대한 첫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기

원전 800년경 엘리사가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라고 구강 대 구강 

소생법을 묘사하고 있다. 1899년 개의 심장에 자극을 주어 

심실세동을 유발한 후 더 세게 자극하 더니 심실세동이 

멈추고 정상 동방 리듬(normal sinus rhythm)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발견하 다.1) 그러나 사람에서의 제세동은 1947년 

beck 등이 수술방에서 처음으로 성공하 다.1)

  1960년에 Kouwenhoven에 의해 폐흉 심장 압박법(closed 

chest cardiac massage)이 소개된 이후로1) 심폐소생술은 세계 

곳곳에서 구조요원와 의료진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

시되어져 왔다. 1998년 The European Resuscitation Council 

(ERC)가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이후로 Inter-

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 (ILCOR)과 미국 

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이 결합하여 con-

sensus meeting을 갖고 2000년 단일화된 심폐소생술 지침서

를 마련하 다. 이후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배

우고 익혀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심폐소생

술 지침을 2005년 재발표 하 다.2) 

  본 종설에서는 미국 심장학회에서 제시한 2005년 심폐소

생술과 심혈관계응급조치(Emergency Cardiovascular Care)에 

대한 지침의 주요 변경 사항을 소개하고 성인 환자에서의 

전문 심장소생술(이차 심폐소생술, advanced cardiac life sup-

port, ACLS) 및 심정지에서 소생한 환자의 치료를 2005년 

지침에 준해서 논하겠다. 아울러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심

정지(in-hospital cardiac arrest)에 대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미국심장학회 2005년 심폐소생술과 심혈관계

응급조치 지침의 주요 변경 사항

  2005년의 새 지침은 폭넓게 검토한 자료에 근거하여 만

들어졌고, 심정지를 처음 목격하는 사람의 역할을 강조하여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자가 습

득해야 하는 정보의 양을 줄이고 중요한 수기를 명확히 했

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침서와 구별된다고 하겠다. 새로이 

발표된 지침의 핵심은 효율적인 ‘흉부 압박'과 적시의 신속

한 제세동기 사용이다. 

  효율적인 흉부 압박이야말로 심폐소생술 동안에 혈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므로 ‘세게, 빠르게 압박하라

(Push hard, push fast)'고 강조하고 있다. 흉부 압박의 속도

는 분당 100회를 권하며 압박하는 시간과 이완되는데 걸리

는 시간이 동일하게 하여 매 흉부 압박 후에 흉부의 반동

(chest recoil)이 충분하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흉부압박 

대 인공호흡의 비율도 15：2이던 것이 30：2로 흉부 압박

의 횟수가 증가되어 있다. 심폐소생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려면 관상동맥과 뇌로 가는 혈류가 유지되어야 한다. 어

떠한 이유에서든 흉부압박이 중단되면 관상동맥 혈류를 생

성하지 못하게 되고 소생의 가능성은 떨어지게 된다.3) 심정

지 시에는 폐로 가는 혈류 역시 감소되므로 환기-관류 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기 수 역시 감소한다. 또한 일반 

구조자에 의해 시행되는 심폐소생술 동안 인공 호흡을 위

해 흉부 압박이 중단되며4) 기관내 삽관이 된 경우에는 과

호흡이 종종 발생한다는 보고에 근거하여 비록 사람에서 

이상적인 흉부압박 대 인공호흡의 비에 대한 직접적인 연

구 결과는 없지만 그 비율을 30:2로 권고하는 것이다. 아울

러 30 대 2 비율은 대상이 성인이든, 소아든, 유아든(신생아 

제외) 똑같다는 점도 종전 지침과 다르다. 다만 2명의 의료 

전문인이 소아나 유아(신생아 제외)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5 대 2의 비율로 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 또한 흉부 압박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

도록 구조자의 모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기도 유지나 

약 투입, 순환 회복의 평가 등의 어떤 수기들보다 흉부 압

박이 소생에 효과적이므로 모든 수기들이 흉부 압박을 방

해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

한다. 환자가 움직이지 않거나 숨쉬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미 확인된 경우에 일반인이 환자의 맥박을 평가하는 것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흉부 압박의 시간을 방해하므로 일

반인 구조자의 경우는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구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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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인 경우에는 구조자가 지쳐서 흉부 압박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분 간격으로 교대할 

것을 권고한다. 교대 시에도 흉부압박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인에서 목격되는 급작스런 심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심실세동이고5)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이 3-5분 이내에 행해

졌을 때 생존율은 현격하게 증가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지

침에서는 적절한 때에 신속하게 제세동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는데 자동체외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s, or 

AED) 사용시 심장리듬 분석과 심폐소생술의 순서도 큰 변

화의 하나이다. 이전에는 자동체외제세동기의 심장리듬 분

석-쇽 전달-심장리듬 재분석의 한 주기를 3회까지 반복(3 

stacked shocks)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했지만, 새 

지침은 일회의 고에너지 제세동을 권장하고 제세동 직후에

는 심장리듬이나 맥박을 확인하지 않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5회(흉부 압박 대 인공 호흡 30：2을 한 회로 간주한다), 즉 

약 2분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이것은 새로운 제세동기의 

첫번째 고에너지 쇽이 성공률이 높고 실패했다고 하여도 

흉부 압박으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는 것이 다

음 제세동의 효과를 높인다는 보고에 근거한다. 또 제세동

에 성공한 직후에는 대개 nonperfusing rhythm을 보이는데 

이 때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기도 하다.6)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는 시간에 따라 3단계

로 나누어 설명한다.7) 1단계는 electrical phase로 처음 약 5

분간에 해당하며 이때에는 제세동이 가장 중요한 치료이다. 

그 다음 5-15분은 circulatory phase로 심장이나 뇌로 혈류

를 보내주는 것에 치료의 초점을 맞춘다. 이 때에 자동 체

외제세동기를 먼저 사용하면 오히려 생존율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쇽을 전달하는 동안이나 쇽 전후의 심장 리듬을 분

석하는 과정에서 흉부압박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3단계는 

metabolic phase로 현재의 방법으로 이렇다 하게 생존율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유도 저체온 정도가 시도

해 볼 수 있는 치료법에 들겠다. 그러므로 심정지 후 구조

자가 도착하기 까지 4-5분 이상 걸린 것으로 간주되는 경

우에는 제세동 전에 심폐소생술을 5회 실시하도록 권장한

다.8) 그러나 모든 심실세동 환자에서 심폐소생술이 제세동

에 선행되어져냐 하는지, 제세동 전에 얼마 동안이나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과연 제세동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유리한 심실 세동의 기간은 몇 분인지에 대

해서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제세동기의 파형(wave form)

에 따라 에너지 수준이 달라지는데 수동 이상성 파형

(manual biphasic waveform)의 경우에는 기계에 따라 120 J에

서 200 J을 선택하는데 잘 모를 경우에는 200 J을 권장한

다. 자동 체외 제세동기의 경우에는 기계에서 정해진 만큼

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며 단상성 파형(monophasic wave 

form)의 경우에는 360 J을 권장한다. 

  그 외에도 인공호흡에 대한 지침도 단순화하여 기본 소

생술을 시작할 때에 일초 이상에 걸쳐서 흉부의 거상이 눈

으로 확인될 정도의 충분한 인공 호흡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후 즉시 흉부 압박에 들어가도록 권고한다. 과호흡

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흉곽 내 압력을 올려서 정맥혈이 

심장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해하고 심박출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뇌혈류를 감소시켜서 생존율을 저하시키므로 

피해야 한다.9)

전문 심장 소생술

    심정지 환자의 처치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 심정지(pulseless cardiac arrest)를 유

발하는 심장리듬은 심실세동, 심각한 심실빈맥, 무맥성 전기

활동(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PEA), 전기적 무수축(asystole)

의 네 가지이다. 이러한 심정지 리듬은 효율적인 기본 소생

술과 전문 소생술을 모두 필요로 한다. 전문 심장 소생술의 

기초는 제대로 시행된 기본 소생술, 즉 목격된 순간 즉시 

시작된 심폐소생술과 심실 세동의 경우 수분 내에 실시된 

제세동이다. 지침서에 따라 제대로 시행된 전문 심장 소생

술, 말하자면 여러 기구를 이용한 적절한 기도 유지나 어떠

한 약물의 사용도 생존율을 높 다는 보고는 없다. 다시 말

하지만 심정지 동안 흉부압박과 호흡을 중심으로 한 효율

적인 심폐소생술과 조기 제세동이 우선 순위를 가지며 약

물 투여는 부차적인 것이며 이를 위해서 심폐소생술이 중

단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더불어서 가역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데 치료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일반적인 

원인은 Table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이 시작되고 나면 정맥로 확립과 약

물 투여, 도구를 이용한 기도 유지를 고려하게 된다. 심폐

소생술 시에 반드시 중심 정맥도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말초 도관을 이용해서 약물을 주입하면 농도가 낮고 시간

이 더 걸리기는 하지만 1-2분이면 중심순환에 도달할 뿐

만 아니라 무엇보다 거치가 용이하고 심폐소생술을 덜 방

Table 1. Reversible Causes of Pulseless Cardiac Arrest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Hs T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Hypovolemia Toxins

Hypoxia Tamponade, cardiac

Hydrogen ion (acidosis) Tension pneumothorax

Hyper/hypo-kalemia Thrombosis (coronary or pulmonary)

Hypothermia Trauma (hypovolamia, increased ICP)

Hypoglycemia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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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CLS pulseless arrest algorithm (adapted from 2005 American Heart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Emergency 

Cardiovascular Care: Management of cardiac arrest. Circulation 2005; 112: iv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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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다.10,11) 제세동 후나 말초혈관을 통한 약물 투여 후에도 

자발 순환이 돌아오지 않으면 중심정맥관의 삽입을 고려할 

수 있겠다. 정맥 도관이 어려우면 골내 도관(intraosseous 

cannulation)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lidocaine, epinephrine, atro-

pine, naloxone, vasopressin 같은 약제는 기관 내 삽관된 튜

브를 통해서 줄 수 있는데 정맥내 주입량의 2-2.5배를 5-

10 ml 증류수나 생리 식염수에 희석해서 주면 된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 심정지시의 치료는 Fig. 1에서 보

는 순서로 행한다. 초기 심장 리듬이 심실세동이나 심실빈

맥인 경우에는 심정지를 목격한 사람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흉부 압박과 제세동이 예후에 가장 큰 향을 미

친다. 심정지의 순간이 목격되지 않은 경우는 우선 5회의 

심폐소생술 후에 제세동을 시행하며 앞서 밝혔듯이 제세동 

후에는 심장 리듬을 확인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5회의 심폐

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12) 심장 리듬은 2분 간격으로 빨리 

확인하고 약물의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맥박

은 유기적(organized)인 리듬으로 회복된 후 확인한다. 예방

적으로 항부정맥 약제를 투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지만 

제세동으로 자발 순환이 돌아온 후 반복적으로 제세동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무맥성 전기활동(PEA)나 전기적 무수축의 경우 제세동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

며 가역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심박수가 느린 무맥성 전기활동이나 전기적 무수축의 

경우에는 atropine이 효과적이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사용

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13) 1 mg을 추천하고 3-5분 간격으

로 3회 혹은 최대 3 mg까지 반복 투여할 수 있겠다. 전기

적 무수축 환자에서의 조율(pacing)은 효과가 없고14) 심실 

빈맥이나 세동 환자에서의 precordial thumb은 오히려 심장 

리듬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응급을 요하는 부정맥

  갑작스런 심정지에 준하는 환자들이나 심근 경색의 증상

을 보이는 환자들은 가능한 빨리 심전도를 거치한다. 지체

Fig. 2. Bradycardia algorithm (adapted from 2005 American Heart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Emergency Cardiovascular 

Care: Management of symptomatic bradycardia and tachycardia. Circulation 2005; 112: iv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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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제세동기에 있는 심전도를 이용

하기도 한다. 심전도에서 얻은 정보에만 준해서 부정맥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우를 범하기 쉬운데 환자들이 호소하는 

임상 증상이나 징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환기 상태

나 산소화 정도, 의식의 정도, 혈압, 심박동수, 육안으로 보

이는 조직 관류의 부적절성 등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진단

하고 이에 준하는 처치를 해야 한다. 

  서맥을 보이는 환자가 기도 유지나 호흡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서맥과 연관된 갑작스런 의식의 변화나 진행하는 

흉통, 심부전, 저혈압 등의 증상이나 징후를 보이면 조율

Fig. 3. Tachycardia algorithm (adapted from 2005 American Heart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Emergency Cardio-
vascular Care: Management of symptomatic bradycardia and tachycardia. Circulation 2005; 112: iv67-77).

Tachycardia
with pulses

· 
· 
· 
· 

Assess and support ABCs as needed
Give oxygen
Monitor ECG (identify rhythm), blood pressure, oximetry
Identify and treat reversible causes

Symptoms persist

Is patient stable?
Unstable signs include altered

mental status, ongoing chest pain, 
hypotension or other signs of shock

 rate-related symptoms
uncommon if heart rate < 150/min

Note:

Perform immediate 
synchronized cardioversion 

Establish IV access and give 
   sedation if patient 
   is conscious: do not delay 
   cardioversion

Consider expert consultation 
If pulseless arrest develops, 

   see pulseless arrest develops, 
   see pulseless Arrest Algorithm 

· 

· 
· 

· 
· 

Establish IV access
Obtain 12-lead ECG 

  (when available) 
  or rhythm strip
Is QRS narrow (< 0.12 sec)?

NARROW QRS*: 
Is Rhythm Regular?

·
·
 Attempt vagal maneuvers
 Give 6 mg rapid 

  IV push: If no conversion,
  give 12 mg rapid IV push:
  may repeat 12 mg dose once 

adenosine 

Does rhythm
convert?

 Consider
expert consultation

Note:

Irregular Narrow-Complex
Tachycardia
Probable atrial fibrillation or
possible artial flutter or MAT 
(multifocal atrial tachycardia)

Consider expert consultation

-blockers; use -blockers with 
caution in pulmonary disease 
or CHF)

· 

β
· Control rate (eg. diltiazem, 
   
   
   

β

WIDE QRS*: 
Is Rhythm Regular?
Expert consultation 

advised

If ventricular 
tachycardia or 
uncertain rhythm

Amiodarone
  150 mg IV over 10 min 
  Repeat as needed 
  to maximum does of 
  2.2 g/24 hours

Prepare for elective 
  synchronized 
  cardioversion

· 

· 

If SVT with aberrancy 
Give adenosine 

(go to Box 7)
· 

If atrial fibrillatinn with 
aberrancy

See Irregular Narrow-
  Complex Tachycardia 
  (Box 11)

· 

If pre-excited atrial 
fibrillation (AF + WPW)

Expert consultation 
  advised

Avoid AV nodal 
  blocking agents (eg. 
  adenosine, digoxin, 
  diltiazem, verapamil)

Consider antiarrhyth-
   mice (eg. amiondarone 
   150 mg IV over 10 min)
If recurrent polymor
VT, seek expert 
consultation

If torsades de pointes, 
give magnesium 
(load with 1 2 g over 
5 60 min, then infusion) 

· 

· 

· 

phic

-
-

*NOTE: If patient becomes 
unstable, go to Box 4.

During evaluation
· 

· 

· 

Secure, verify airway 
   and vascular access 
   when possible

Consider expert 
   consultation

Prepare for 
   cardioversion             

Treat contributing factors:
－
－
－
－
－
－

Hypovolemia
Hypoxia
Hydrogen ion (acidosis)
Hypo-/hyperkalemia
Hypoglycemia
Hypothermia

－
－
－
－

－

Toxins
Tamponade, cardiac
Tension pneumothorax
Thrombosis (coronary or

    pulmonary)
Trauma (hypovolemia)

UnstableStable

Narrow

Regular Irregular

Wide ( 0.12 sec)≥

Regular Irregular

Converts Does not convert

1

2

5 3

6

7

8

9 10

11

13 1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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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ing)을 준비한다. 증상을 동반한 고도의 방실 차단(Mor-

bitz type II or third degree AV block)은 지체없이 경피적 조

율(transcutaneous pacing)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Fig. 2). 빈

맥을 보이는 환자가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빈맥과 연

관된 증상이나 징후를 보이면 즉각적으로 cardioversion을 준

비한다(Fig. 3).

    약물 치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위약을 대조군으로 한 연구에서 

특정 시기에 투여한 특정 약물 치료가 심정지로부터의 생

존율을 호전시켰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Epinephrine은 심정지시에 혈관 수축을 유발하는 알파 아

드레날린 수용체를 자극하여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킴으로써 심폐소생술 시에 유용한 약제로 널리 사용

되어지고 있다.15) 그러나 실제 epinephrine이 생존율이나 퇴

원율을 높 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희박하고 오히려 심폐소

생술 후 심장 기능을 악화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고용

량의 epinephrine도 일반적인 용량에 비해서 이렇다할 생존

율의 증가를 보이지는 못했다.16) 심정지시에 1 mg을 3-5분 

간격으로 정맥이나 골내로 투여할 수 있고 기관내 삽관 튜

브를 통하여 2-2.5배 용량을 희석하여 투여할 수 있겠다. 

  Vasopressin은 강력한 혈관 수축제인데 뇌혈관과 관상 동

맥 수축을 동시에 유발한다. 사람과 동물을 대상으로 한 

epinephrine과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 결과가 다양하게 발표

되고 있으나 그 결과에 일관성이 없고 epinephrine에 비해 

우월한 효과를 입증할 수 없었으므로 epinephrine의 대체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정도로 권고되고 있다. 그러나 주술기 

동안에 통상의 방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혈관 확장성 쇽의 

경우 vasopressin의 단독 투여나 카테콜라민계 약제와의 병

용 투여 혈역학을 개선하고 퇴원율을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17)

  항부정맥제 중에서도 amidarone이 placebo나 lidocaine 에 

비해 생존율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증명된 바 없지만 병

원 밖에서 생긴 심정지의 경우에는 amiodarone이 병원으로

의 이송율을 증가시켰으며 심실세동이나 심실성 빈맥 환자

에서 제세동에 대한 반응을 호전시켰다. 그러므로 심폐소생

술, 제세동, 혈관 수축제에 반응하지 않는 심실세동이나 심

실성 빈맥 환자에서는 amiodarone을 정맥내나 골내로 투여

해 볼 수 있겠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idocaine이 심정지 시에 단기 혹은 장기 생존율을 높인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으므로 amiodarone의 대체약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Torsades de pointes의 경우에는 마그네슘의 

정맥 내 투여가 효과적이다.18)

  그 외에 혈역학의 개선을 위해서 norepinephrine, dopamine, 

dobutamine, amirinone이나 milrinone 같은 inodilators, digitalis, 

nitroglycerin, sodium nitroprusside 같은 약제의 사용을 고려

해 볼 수 있겠다. 중환자에서는 약역학적, 약동학적 변동이 

심하여서 주입 용량을 일률적으로 권고하기는 어렵고 환자 

개개인에 맞추어서 혈역학적 변동을 보면서 주입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드레날린성 약제는 sodium bicarbonate나 다른 알카리성 

약제와 섞이면 그 효능이 상실되므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Calcium이 심근이 수축하는 데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심정지시의 calcium 투여는 효과적이지 않다.19) 그러므로 심

정지 시에 혈역학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calcium

을 투여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고칼륨혈증, 이온화 칼슘 부

족, 칼슘통로 차단제 과다 투여와 같은 상황에서는 calcium 

투여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심정지 시나 심폐소생술 과정 동안에 생기는 산증은 혈

류의 중단이나 부족으로 생기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그러므

로 효율적인 흉부 압박으로 심박출량을 증가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적절한 환기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주

요한 치료법이다. Sodium bicarbonate가 제세동의 성공률이

나 생존율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관상동맥 

관류압의 저하, 세포외 알칼리증, 세포내 산증, 동시에 투여

한 아드레날린성 약제의 비활성화, 과나트륨혈증, hyperos-

molarity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심정지 환자

에서 일차 약제로 권하지는 않는다.20,21) 산증이 이미 존재하

고 있었거나 과칼륨혈증, 삼환계 항우울증 과다투여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bicarbonate 투여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감시장치

  심폐소생술의 효율성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뢰

할만한 임상 지표는 현재까지는 없다.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은 안전하고 비침습적이면서 흉부 압박에 따라 

생성되는 심박출량의 지표로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 심정지 

동안에도 우리 몸안에서 이산화탄소 생성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결정짓는 요소는 결국 말초

조직에서 폐로 가는 혈류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환기가 일

정하다고 가정하면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는 심박

출량의 변화를 반 한다고 할 수 있겠고 즉, 자가 순환 회

복(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의 지표로 사용되

어 질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기관내 삽관이 행해진 

환자에 국한된 것이고 또한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가 심

폐소생술의 예후를 결정하는 인자로 이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초기의 호기말 이산화

탄소 농도나 심폐소생술 동안의 그 최대치가 10 mmHg 이

하인 경우 예후가 좋지 않다는 보고도 있으나 일관성이 없

으므로 예후인자로는 신뢰할 수 없다.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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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상동맥 관류압은 심근 혈류량이나 ROSC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24) 동맥관 삽입이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이완기 

혈압을 지표로 해서 관상 동맥 관류압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관상 동맥 관류압을 15 mmHg 이상으로 유지

해야 한다. 우심방 이완기 압력을 10 mmHg로 가정하면 이

완기 동맥압을 30 mmHg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

겠다. 그러나 이것은 중환자실이나 수술방 처럼 한정된 환

경에서 동맥관 삽입에 의한 직접 혈압 측정이 가능한 경우

에 국한되어 이용되어 질 수 있는 지표이겠다.

  그 외에 심폐소생술 동안의 동맥혈 가스 검사는 조직의 

저산소혈증이나 과이산화탄소혈증, 환기의 적절성 평가나 

조직의 산증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적절하지 않다.25) 맥

박 산소 포화도 측정기 역시 심정지 동안에는 말초 조직에 

박동성 혈류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유용하지 않다. 그러나 

고위험군 환자에서 산소화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감시 장치로써는 활용되어질 수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혈역학적 불안정은 술중 경식도 초음파 

사용의 category I 적응증에 들어간다. 수술 중에 발생한 심

정지에서 경식도 초음파를 사용하여 86% (19/22명)에서 진

단이 가능했고 이중의 대부분(18명)에서 그 진단에 준해서 

전문 심장소생술을 시행, 63%가 소생하여 수술방에서 퇴실

할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심정지 환자의 30%가 퇴원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수술중 발생한 심정지의 경우에 훈련

된 마취과 의사가 경식도 초음파를 사용하여 진단적 정보

를 얻고 치료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26)

심정지로부터 소생된 환자의 치료

(Post-resuscitation support)

  심정지로부터 소생된 환자의 치료는 전문심장 소생술의 

다음 단계이고 병원내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서 생존고

리의 마무리 단계라 하겠다. 심정지로부터 회복되어 자발 

순환이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사망률은 높을 뿐만 아니라 

첫 24시간 내에는 궁극적인 예후를 가늠하기가 어렵다.27) 

이 시기에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검사 소

견상의 이상을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환자들은 여러 장

기가 장애에 빠지기 쉽다. Post-resuscitation support의 궁극적

인 목표는 1) 심폐기능 및 신경학적인 기능을 최적화 해야 

하며, 2) 단지 환자의 상태만을 쫓아서 치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역적인 원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

다. 3) 체온을 감시하고 고체온증을 피해야 한다. 

  심정지에서 회복된 후의 사망은 대부분 첫 24시간 내에 

일어난다. 이상적으로는 심정지에서 회복된 후 자발 호흡이

나 반응이 돌아오고 의식이 있는 것이겠으나 초기에 그 예

후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초기 혼수 상태 던 환자들

의 경우에도 신경학적으로 좋게 회복되기도 하므로28,29) 초

기의 환자 상태와 관계없이 환자의 상태를 최적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기는 가벼운, 즉 33oC 

이상의 저체온은 환자의 상태가 혈역학적으로 안정되어 있

다면 굳이 적극적으로 가열해 줄 필요가 없다. 가벼운 저체

온은 생존율을 높이고 신경학적 예후도 유리하고 대개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실 세동으로 

인한 심정지 후 자발 순환이 회복된 혼수 상태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상 체온군과 유도저체온군의 생존율, 신경

학적 예후, 퇴원률을 비교한 연구에서 유도 저체온군이 예

후가 우수하 으며 부정맥, 지혈 장애 등의 부작용은 심각

하지 않았음을 보고하 다. 그러므로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

정지 후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혼수 상태의 환자들은 첫 12

시간에서 24시간 정도에서 32-34oC 유도 저체온을 적극적

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28,30,31) 오히려 심정지에서 회복 

후 뇌손상의 증상으로 고체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온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고체온을 적극적으로 피

해야 한다. 

  혈당 조절이 예후를 호전시켰다는 보고는 없지만 고혈당

은 심정지 후 발생한 신경학적 손상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

에 근거하여 혈당은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심정지에서 회복된 후 기계 호흡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

소적인 과호흡은 뇌혈류를 감소시켜 뇌 손상을 악화시킨

다.32) 적절한 동맥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명시된 바는 없지

만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기본 소생술에 대한 일반인 교육이 강화되고 공공장소에

서의 자동체외 제세동기의 설치 등으로 심정지 직후의 소

생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완전한 신

경학적 회복에서부터 식물인간,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고 그 예후를 예측하기란 어렵다. 임상 증상이나 검사 소견

으로 예후를 가늠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으나 불행히도 

신뢰할 만한 예후인자는 없다. 심정지 후 72시간에 측정한 

median nerve somatosensory-evoked potential이 신경학적 예후

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33) 최근에, 심정지에서 

회복하여 혼수 상태인 환자 1,914명을 대상으로 한 meta- 

analysis에서 사망이나 불량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5가지 

임상 징후를 발표하 다(Table 2).27) 이들 중 4가지는 심정

지 후 24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보다 더 일찍 

임상 징후 만으로 예후를 평가하기란 어려운 것으로 여겨

진다. 심정지 후 24-48시간 후에 하는 뇌파 검사 또한 신경

학적 예후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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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에서의 심폐소생술(In-hospital resuscitation)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강

조되고 공공장소에서 자동체외제세동기의 설치 및 일반 구

조자에 의한 사용이 확대되면서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심정지의 소생술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반면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심정지에 대한 소생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Horlitz 등은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정지에 비해 생존율이 4

배 정도 높다고 보고하 으나35) 실질적으로 병원 내에서 발

생한 심정지에 대한 소생술 직후 생존율(immediate survival 

rate)은 44-60% 정도이고, 생존하여 퇴원하는 경우는 대개 

20% 미만이다.36-38) 이것은 환자군 자체가 말기 질환자가 많

아 전신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발견시의 심장 리듬 자체가 

심실 세동인 경우는 16%에 불과하고37) 대개는 소생 가능성

이 낮은 전기적 무수축(asystol)이나 무맥성 전기활동(pul-

seless electrical activity)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심정지가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심정지와 

크게 다른 점은 '돌연'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점이 우리가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심정지에 별도의 관심과 주의를 기

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내에서 발생했던 심정지 

환자들의 의료 기록을 검토해 보면 70% 이상에서 상태가 

악화되는 징후나 증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을 찾을 수 있었

고 대부분에서 이러한 변화가 간과되거나 적절히 치료되지 

않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39,40) 즉 원내에서 발생하는 심

정지는 일정 정도 예견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병원 내에서의 

심폐소생술은 ‘심정지의 예방'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

  병원 내에서의 심정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

법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Intermediate care unit 운 이 그 

하나이다. 중환자실에 입실했던 환자의 상당수가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활력 징후의 감시에 그쳤다는 연구에 근거하여 

병동과 중환자실의 매개로 심폐 기능에 대한 감시가 가능

하고 병동 보다 간호사의 비가 높게 하여 경도의 중환을 

별도로 관리하는데 활용하는 것이다. Franklin 등은 inter-

mediate care unit을 운 하여 병동, 중환자실 모두의 사망률

을 낮추었음을 보고하 다.41) 다만 입실의 적응증을 체계화

하는 방법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Bellomo 등은 

‘벽을 허문 중환자 치료'를 개념으로 한 Medical Emergency 

Response Team을 조직하여 병원내 사망률을 26% 감소시켰

다고 보고하 다.42) 

  심정지를 목격한 사람에 의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

되는 심폐소생술이 생존율을 높인다는 것은 병원 내 심정

지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6-9개월이 지나면 50%에서만 적

절한 흉부 압박을 하며 기도 유지는 33%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43-45) 주기적으로 반복 교육을 받게 해서 각 개인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병원 내에서 행해지는 심폐소생술이 발표된 지침 대

로 일관되게 행해지는가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잘 교육된 

의료진에 의해서 행해지는 심폐소생술 조차도 일관성이 없

고 지침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46) 그러므로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위해서는 구조자의 feedback이 필요하

고 소생술 동안의 심폐소생술의 질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

다. 심폐소생술 후의 보고서는 심폐소생술의 적정성 여부와 

그와 관련된 검토를 하면서 소생술 동안에 간과했던 사항

을 알아보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는데 꼭 필요

한 서류이다. 생사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원인에 대

한 연구와 토론을 통한 재교육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

다.

맺음말

  국내 심폐소생술 관련 연구에 의하면 병원 내에서 발생

한 심정지의 경우 발견 후 기본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기 

까지 2-3분이 소요된다고 한다.47-49) 심폐 소생술이 1분 지

연될 때 마다 생존율이 10%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병

원 내 의사 외의 모든 의료진 및 비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기본 심폐 소생술 교육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

내 마취과에서의 심폐소생술 교육 시간에 대한 연구를 보

면 외국에 비해 적었으며 강의 위주로 이루어졌다.47,50) 수기

에 숙달하지 못하고 지식 만을 가지고 시행되는 심폐 소생

술은 소생술 시행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소생술 후의 이환율, 사망률이 증가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유지

나 흉부압박 등의 수기가 동시에 학습되어져야 한다. 또한 

관련 장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늘 정비된 상

태로 있어야 하며 의료진들은 그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

야 하겠다.

Table 2. Five Clinical Signs to Predict Death or Poor Neurologic 
Outcom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Absent corneal reflex at 24 hours

Absent pupillary reflex at 24 hours

Absent withdrawal response to pain at 24 hours

No motor response at 24 hours

No motor response at 72 hour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dapted from Booth CM, et al: Is this patient dead, vegetative, or 

severely neurologically impaired? Assessing outcome for comatose 

survivors of cardiac arrest. JAMA 2004; 291: 8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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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연 심정지의 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심

폐소생술을 교육 받고 시행할 줄 아는 사람과 소생술에 필

요한 장비가 바로 곁에 존재하느냐임을 상기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정확하고 빠르게 시행되는 효율적인 흉부 

압박과 적시의 제세동기 사용이 성공적인 심폐소생술의 핵

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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