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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소아 심폐소생술에서 컴퓨터 단층촬영을 이용한 

흉부압박 위치의 적절성 평가 

 

소아에서 아직까지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고 있는 손의 

위치가 흉부압박의 가장 이상적인 위치인지에 관한 연구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산화 단층촬영을 

이용하여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압박위치에 

해당하는 흉곽내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알아보고, 이상적인 

압박부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7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연세대학교 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 받은 1세 이상 10세 미만의 

181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 및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의 방사선학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유두선 상의 

흉골높이에서는 좌심실 보다는 좌심실 유출로(42.0%)나 대동맥 

기시부(21.5%)가 압박되는 해부학적 구조물이며, 흉골 아래 

1/3 지점은 상당 수에서 간(28.7%)이 압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좌심실 유출로를 압박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두선 상에서 최소한 6.3-7.2mm 이상 흉골의 아랫부분을 

압박할 것을 제안한다. 

----------------------------------------------

핵심되는 말 : 소아, 심폐소생술, 흉부압박, 가이드라인, 전산화            

단층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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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흉부압박에 의한 인공 순환은 반복적인 흉골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다. 현재까지 심폐소생술에 의한 혈액의 흐름은 

흉부압박에 의해 흉곽 내 압력이 증가하거나 심장을 직접 

압박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가정되고 있다1-5. 심폐소생술에 의해 

발생되는 혈액의 유출량은 정상 심박출량의 단지 17-27%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9. 많은 연구자들이 혈류역학적인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흉부압박의 깊이와 횟수 및 인공호흡과의 비율에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10, 11, 정확한 

압박위치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12,13. 

과거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손가락으로 갈비뼈의 가장자리를 만지면서 

따라와 흉골의 아랫부분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흉부압박의 위치를 

결정하도록 제시하였다14, 15.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일반인 뿐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해부학적 구조물을 찾기 어려워 인공호흡 후 첫 

번째 흉부압박까지의 시간지연이 발생하였다16-20. 따라서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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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서는 이와 같은 시간지연을 줄이기 위하여 더 간단한 

흉부압박의 위치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심장협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의 소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아에서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가상의 선 위치의 아래 1/2 

흉골부위를 압박부위로 제시하고 있다21. 반면에 유럽심폐소생위원회 

(European Resuscitation council; ERC)에서는 흉골의 아래 1/3 

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복부를 압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흉골의 칼돌기에서 손가락 하나 폭만큼 위쪽을 압박하라고 제시하고 

있다22. 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아의 압박부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압박부위는 성인에서의 연구결과에 대한 추정이나 확장 또는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다23. 즉 제시된 위치를 

흉부압박하였을 때 어떤 구조물이 압박되며, 어떻게 자발순환회복이 

되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나 연구는 아직 시행되어 있지 않다.  

최근 성인에서 전산화 단층촬영과 경식도 심초음파를 이용한 

흉부압박 위치에 대한 연구가 시행 되었다. Shin24 등은 성인에서 

시행된 전산화 단층촬영을 이용한 흉부압박 위치에 관한 연구에서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위치의 흉곽 내 구조물은 심실 

자체보다는 대동맥이나 좌심실 유출로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Hwang25 등도 경식도 초음파를 이용한 연구에서 현재 

가이드라인대로 흉부압박을 시행한 경우 역시 대동맥과 좌심실 

유출로가 가장 많이 눌리는 해부학적 구조며, 좌심실이 압박되었을 

때 좌심실 심박출량이 최대임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소아에서는 

아직까지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고 있는 손의 위치가 

흉부압박의 가장 이상적인 위치인지에 관한 연구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전산화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은 흉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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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서부터 내부 장기까지 객관적인 공간적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산화 단층촬영을 이용하여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압박위치에 해당하는 흉곽내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압박부위를 찾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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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기간 및 대상 

본 연구는 2007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연세대학교 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 받은 1세 

이상 10세 미만의 소아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오목가슴 (pectus 

excavatum)이나 새가슴 (pectus carinatum)과 같은 심각한 흉곽 

기형이 있는 환자, 전산화 단층촬영의 횡단면 영상 (axial view)에서 

양측 유두가 동일선상에 있지 않거나, 시상면 영상 (sagittal 

view)에서 흉골 기형 등으로 흉골 전체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시상면 영상에 대한 3차원 재건 (three dimensional 

reconstruction) 영상이 없는 경우도 제외한다. 또한 의무기록을 통해 

검사 당시의 신장과 몸무게를 알 수 없거나 대한 한국소아 

성장곡선의 백분위 범위를 벗어난 환자도 제외하였다.  

 2. 연구방법 

자료는 1명의 연구자가 의무기록조사 및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의 

방사선학적 평가를 통해 수집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으로 나이, 성별, 

신장, 체중 및 진단명을 의무기록을 통해 조사하였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 Centricity, GE Healthcare, Milwaukee, WI, USA)을 

이용하여 미국심장협회와 유럽심폐소생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흉부압박부위의 흉골 위치를 찾고 그 아래에 위치하는 

해부학적 구조를 횡단면 및 시상면 영상에서 확인하였다. 양측 

유두를 연결한 선상의 흉골 지점 (Pinl)은 횡단면 영상에서 양측 

유두가 동일 영상에서 보이는 지점으로 정의하였고, 흉골 아래 1/3 

지점 (Pster/3)은 시상면 영상에서 흉골을 3등분 한 후 가장 아래 

흉골부분의 가운데, 즉 검상돌기 (Px)에서 전체 흉골길이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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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만큼 위쪽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상적인 흉부압박지점은 

좌심실 유출로가 압박되지 않는 높이, 다시 말해 좌심실 유출로 

아래로 정의하였다.     

위의 정의를 사용하여 방사선학적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먼저 횡단면 영상에서 흉골의 가장 높은 위치와 낮은 위치를 찾고 

이에 해당하는 지점을 시상면 영상에 표시하여 전체 흉골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횡단면 영상에서 양측 유두가 보이는 높이(Pinl)를 

확인하고 횡단면 및 시상면 영상에서 흉골 아래의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검상돌기까지의 길이 (Dinl)를 측정하였다(그림1A, B). 

흉골 아래 1/3 지점 (Pster/3)은 시상면 영상에서 검상돌기에서 전체 

흉골길이의 1/6 길이 (Dster/3)를 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횡단면 및 

시상면 영상에서 흉골 아래의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였다(그림1C, 

D). 이상적인 흉부압박지점 (Pideal)을 확인하기 위해 횡단면 및 

시상면 영상에서 좌심실 유출로를 확인하고 시상면 영상에서 

검상돌기부터 이 지점까지의 길이 (Dideal)를 측정하였다(그림1E, F). 

또한 좌심실 유출로와 유두선상의 높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상면 

영상에서 두 지점 사이의 길이 (Dideal-inl)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두선상의 길이 (Dinl)와 좌심실 유출로의 길이 

(Dideal)를 전체 흉골길이로 나누어 흉골길이가 미치는 영향을 

보정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SPSS 15.0 for window (SPSS Inc., Chicago, IL, 

USA) 이용하였다. 자료는 범주형 변수는 건(%)으로, 연속형 변수는 

평균±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연속변수에 대하여는 t-검정으로, 

범주형 변수는 카이제곱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각각의 결과는 p 값이 

0.05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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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산화 단층촬영 분석. 유두선상 (A, B), 흉골 아래 1/3 지점 

(C, D), 좌심실 유출로 지점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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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대상 환자 군의 일반적 특성 

연구기간 동안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 받은 소아는 총 260명 

이었다. 이 중 양측 유두가 동일선상에 있지 않는 8명, 시상면 영상 

에서 흉골 전체가 보이지 않는 6명, 시상면 영상에 대한 3차원 재건 

영상이 없는 62명, 심장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질환이나 수술을 

받은 3명의 소아가 제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81명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평균 나이는 45.7± 30.1개월 이었고, 남자가 98명(54.1%), 여자가 

83명(45.9%) 이었다. 평균 신장은 97.1 ± 19.2cm 이며, 평균 체중은 

15.7 ± 7.4kg 이었다. 소아의 진단명은 폐렴이 61명(33.7%)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강 내 종양이 28명(15.5%), 백혈병 / 림프종이 16명 

(8.8%) 이었다. 전체 흉골길이, 유두선상의 길이 (Dinl), 흉골 아래 

1/3 지점의 길이 (Dster/3), 좌심실 유출로의 길이 (Dideal) 외에 

남녀간 차이는 없었다 (표 1). 

  

표 1. 일반적 특성 및 측정 길이 

    Male (n=98) Female (n=83) p-value 

Age (months)  46.8 ± 30.8 44.5 ± 29.5 0.620  

Height (cm)  98.2 ± 19.8 95.8 ± 19.8 0.389  

Weight (kg)  16.2 ± 8.2 15.0 ±6.2 0.286  

Sternal length (mm) 102.5 ± 17.9 94.9 ± 14.3 0.002  

Dinl (mm)  43.7 ± 14.3 38.6 ± 11.8 0.010  

Dster/3 (mm)  17.1 ± 3.0 15.7 ± 2.9 0.002  

Dideal (mm)  36.5 ± 12.1 32.3 ± 13.5 0.030  

Dideal-inl (mm) -7.2 ± 13.9 -6.3 ± 14.0 0.668  

% Dinl  42.0 ± 9.2 40.3 ± 9.3 0.211  

% Dideal   35.3 ± 9.6 33.4 ± 11.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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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흉부 압박 부위 아래에 위치한 구조물의 종류 

양쪽 유두선상의 흉골지점 (Pinl) 아래에 위치한 해부학적 구조물은 

좌심실 유출로가 76명(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좌심실이 47명 

(26.0%) 이었다 (표 2). 흉골 아래 1/3 지점 (Pster/3) 아래에 위치한 

해부학적 구조물은 좌심실이 121명(66.9%)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이 

52명 (28.7%) 이었다 (표 3).  

 

표 2. 유두선상의 흉골지점 아래에 위치한 해부학적 구조물 

  Frequency Percent (%) Cumulative Percent (%) 

Left ventricle 47 26 26 

LVOT* 76 42 68 

Root of aorta 39 21.5 89.5 

Ascending aorta 19 10.5 100 

Total 181 100   

*LVOT ; left ventricular outflow tract 

표 3. 흉골 아래 1/3 지점 아래에 위치한 해부학적 구조물 

 Frequency Percent (%) Cumulative Percent (%) 

Left ventricle 121 66.9 66.9 

LVOT* 8 4.4 71.3 

Liver 52 28.7 100.0 

Total 181 100.0  

 

*LVOT ; left ventricular outflow 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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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적인 흉부압박 지점의 위치 

이상적인 흉부압박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검상돌기부터 좌심실 

유출로 높이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남자의 경우 평균 36.5 ± 

12.1mm 였고, 여자의 경우 평균 32.3 ± 13.5mm 였다 (p=0.03). 

또한 좌심실 유출로는 유두선상보다 남자에서 7.2 ± 13.9 mm, 

여자에서 6.3 ± 14.0 mm 아래에 위치하였다 (p=0.668). 좌심실 

유출로가 유두선상보다 위에 위치한 경우가 47명(26.0%) 이었으며, 

아래에 위치한 경우가 134명 (74.0%) 이었다. 유두선상보다 좌심실 

유출로가 위에 있는 군과 아래에 위치한 군 사이에 성별, 나이, 신장 

및 체중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 4).   

 

표 4. 좌심실 유출로 위치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측정 길이의 차이 

    High (n=47) Low (n=134) p-value 

Gender (male) 27 (57.4%) 71 (53.0%) 0.615 

Age (months)  51.0 ± 35.6 43.9 ± 27.9 0.223  

Height (cm)  99.0 ± 19.1 96.4 ± 19.2 0.436  

Weight (kg)  16.1 ± 7.2 15.5 ± 7.4 0.649  

Sternal length (mm) 99.3 ± 15.7 98.9 ± 17.1 0.888  

Dinl (mm)  34.2 ± 10.2 43.9 ± 13.5 < 0.001 

Dster/3 (mm)  16.3 ± 3.5 16.5 ± 2.9 0.69 

Dideal (mm)  43.1 ± 10.9 31.6 ± 12.2 < 0.001 

Dideal-inl (mm) 8.9 ± 7.1 -12.3 ± 11.3 < 0.001 

%Dinl  34.0 ± 7.1 43.8 ± 8.6 < 0.001 

%Dideal   43.2 ± 8.3 31.4 ± 9.4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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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소아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Donoghue26등은 병원 전 소아 심정지 환자의 단 4%만이 

신경학적으로 온전한 상태로 퇴원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Nadkarni27 

등은 병원 내 소아 심정지 환자의 17%에서 신경학적으로 정상 

퇴원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회복, 병원 입원 및 

생존 퇴원과 흉부압박의 질과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28. 심폐소생술 

동안 시행되는 연속적인 흉부압박은 뇌와 심장과 같은 중요 장기에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심장마비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체외흉부압박 (external chest compression)은 

Kouwenhoven29 등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미국심장협회와 유럽심폐소생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배우고 교육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흉부압박의 정확한 

손의 위치를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가상의 선 위치의 아래 1/2 

흉골부위 또는 흉골의 아래 1/3 지점을 제시하고 있다21, 22. 본 연구 

결과 양쪽 유두선상의 흉골지점 아래에 위치한 해부학적 구조물은 

좌심실 유출로가 42.0%로 가장 많았으며, 대동맥 기시부가 21.5%, 

상행대동맥이 10.5%로 전체 환자 중 74%가 좌심실 이후의 구조물이 

압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간이 눌리는 경우는 없었다. 

반면에 흉골 아래 1/3 지점 아래에 위치한 해부학적 구조물은 

좌심실이 66.9%으로 가장 많았으나, 28.7%의 환자에서 간이 눌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현재 미국심장협회에서 제시하는 

위치는 너무 높다고 생각되며 유럽 심폐소생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위치는 일부 환자에서 간이 눌릴 수 있는, 즉 낮은 위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소아환자에서 이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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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압박 위치는 유두선상에서 최소한 6.3-7.2mm 이상을 내려와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차이는 흉부압박을 시행하는 

사람의 손바닥 너비를 고려한다면 임상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의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치가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적하고 싶다.  

흉부압박 시 흉골의 움직임이 어떨지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성인의 경우에는 흉골이 단단하여 어느 부위를 압박하여도 흉골 

아래에서 눌리는 구조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될 수 있다. 

하지만 소아 흉골의 경우 성인에 비하여 유연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하여 압박되는 흉골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흉골이 압박되었을 때 그 움직임은 경첩과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30. 단단한 쇄골의 지탱으로 양측의 흉골-쇄골 관절이 

중심으로 움직이며, 따라서 흉골의 아랫부분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윗부분에 비해 움직임이 많아질 것 이다. 또한 지렛대 원리를 

적용하면 아랫부분을 압박할수록 흉부압박 시행자의 피로도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Kouwenhoven이 초기에 제시한 손의 위치는 검상돌기 바로 

위쪽이었다29. Thaler와 Stobie는 영아와 소아에서 심폐소생술 후 

발생한 간 손상을 보고하면서 흉골의 가운데를 압박할 것을 

주장하였다12. 그러나 Orlowski는 칼돌기의 압박에 의해 발생한 복강 

내 장기손상은 빈도도 많지 않으며 그리 심각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흉골의 아래쪽 1/3을 압박하는 것이 소아에서 평균동맥압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3. 이번 연구를 통해 저자는 좌심실 유출로를 

압박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두선 상에서 최소한 6.3-7.2mm 이상 

흉골의 아랫부분을 압박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상적인 흉부압박위치는 흉부압박에 의한 합병증을 최소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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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흉부압박을 시행했을 때 최대한의 심박출량을 생산할 수 있는 

위치이다. 이번 연구는 심장펌프이론에 근거하에 좀 더 흉골의 

아랫부분을 압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흉곽펌프이론에서는 

흉부압박 위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지는 알 수 없다. 성인에서는 

흉골의 더 아랫부분을 압박할수록 더 높은 흉곽 내 압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론적 근거는 

부족하다21.  경식도 심초음파를 이용한 최근 연구에서 흉부압박 시 

대동맥 근위부의 단면적이 증가하고 압박부위의 대동맥 변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흉곽펌프이론보다는 심장펌프이론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으며, 따라서 흉부압박위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3, 

31,32. 소아를 대상으로 흉부방사선촬영을 이용하여 흉골과 심장의 

위치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심장은 흉골의 아래 1/3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33. 또한 3세 이하의 소아에서 흉부압박 

시 발생하는 수축기혈압과 평균동맥압을 측정한 연구에서도 중간 

1/3부분 보다는 아래 1/3 부분을 압박했을 때 수축기혈압과 평균동 

맥압이 더 높게 나타나므로 심폐소생술에서 적절한 위치로 흉골의 

아래 1/3구간을 압박할 것을 제안하였다13. 흉골이 사춘기나 25세 

이후에 융합이 완성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성인에 비하여 흉골이 

유연한 소아에서 흉골의 아랫부분을 압박할수록 더 많은 심박출량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흉부압박 시행자의 손바닥의 너비를 

고려할 경우 이번 연구의 임상적 효율성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 번째, 이번 연구는 후향적으로 의무기록과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을 분석한 것으로 상당수의 환자가 영상문제 

예를 들어 3차원 재건 영상이 없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두 번째, 

전산화 단층촬영이 실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는 동안 시행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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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기 때문에 실제 심폐소생술이 시행될 때 제공되는 흉부압박이나 

양압환기에 의해서 흉곽 내 구조물들의 위치 이동에 대하여는 예측할 

수가 없다. 또한 흉부압박 시 흉골의 움직임을 알 수 없어 실제 

압박위치의 변화가 압박되는 해부학적 구조물의 변화로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다. 세 번째, 이번 연구는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현재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지점에 해당하는 해부학적 구조물의 확인과 

좌심실 유출로의 위치에 대한 확인 연구로 이번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는 위치에서 흉부압박을 시행할 때 실제로 심박출량이 증가할 

지는 연구되지 않았으며, 또한 합병증의 발생 여부에 관한 연구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흉골의 길이를 측정할 때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상 가장 위 부분의 흉골과 가장 아래 부분의 흉골에 

해당하는 피부를 연결한 직선 길이를 측정하였으므로 흉곽의 굴곡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복강 내 장기손상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압박할 수 있는 흉골의 가장 아랫부분을 찾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흉골의 압박 부위에 따른 흉골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와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는 위치를 압박하는 경우의 임상적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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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미국심장협회가 제시하는 유두선 상의 

흉골높이에서는 좌심실 보다는 좌심실 유출로나 대동맥 기시부가 

압박되는 해부학적 구조물이며, 유럽 심폐소생위원회가 제시하는 

흉골 아래 1/3 지점은 상당 수에서 간이 압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저자는 좌심실 유출로를 압박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두선 상에서 최소한 6.3-7.2mm 이상 흉골의 아랫부분을 압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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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imation of optimal hand position in chest compression 

for children by using computed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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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little study that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guideline-suggested hand-position in pediatric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We aimed to assess 

which structure is mostly compressed by the current 

guideline-recommended hand position and tried to find the 

proper hand position using computed tomography (CT) images 

for more effective pediatric CPR. 181 patients whose ages 

were 1 to 10 years, admitted to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Severance Hospital and were taken CTs of chest were 

enrolled. We studied those structures located at the 

inter-nipple line and the lower third of the sternum. The 

distances from the xiphoid process to the level of the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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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ricular outflow tract (LVOT) were measured for finding 

the ceiling on the proper hand position. The left ventricular 

outflow tract (42.0%) and the root of aorta (21.5%) were more 

likely to be compressed than the left ventricle at the 

inter-nipple line, and significant cases (28.7%) showed the 

possibility of compressing the liver when the sternum was 

compressed at the lower third of the sternum. The mean 

distance from the xiphoid process to LVOT was 36.5 ± 

12.1mm in male patients and 32.3 ± 13.5mm in female patients 

(p=0.03). The hand position at the inter-nipple line might be 

too high and that at the lower third of the sternum might be too 

low, which the liver can be compressed. The proper hand 

position has to be at least 6.3-7.2mm lower from the 

inter-nipple line for more effective chest compression during 

pediatric 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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