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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에서 압박회수와 주기의 변화가

혈역학적 효과에 미치는 향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은 흉골 압박과 흉곽 수축을 동시에 유발하는 새로운 

심폐소생술 방법으로서, 표준 심폐소생술에 비하여 혈역학적 효과가 우수하고 심

정지 후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

에 의한 혈역학적 효과의 기전과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을 할 때 혈역학적 효

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압박 회수 및 압박/이완의 비율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에 의해 최적의 혈역학적 효과가 발생

하는 흉부압박 회수와 압박과 이완의 시간적 비율을 결정하고, 동시에 이중혈류유

발 심폐소생술의 주된 혈류유발 기전을 밝히는 것이다.

12마리의 개(잡견, 체중 18-25kg)를 압박주기 변화 실험군과 압박회수 변화 실

험군으로 나누었다. 압박주기 변화 실험군은 흉부 압박회수를 분당 80회로 유지하

면서 압박과 이완의 비율을 30%:70%, 40%:60% 및 50%:50%로 변화시켜 심폐소

생술을 시행하 다. 압박회수 변화 실험군은 압박과 이완의 비율을 50:50으로 유

지하면서 분당 흉부압박 회수를 60회, 80회, 100회 및 120회로 변화시켜 심폐소생

술을 시행하 다. 각 군으로부터 측정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수축기 및 이완

기의 대동맥압과 우심방압, 수축기 총경동맥 혈류량, 관상동맥 관류압(대동맥이완

기압-우심방이완기압)을 서로 비교하 다.

압박회수 변화에 따른 경동맥 혈류량은 분당 흉부압박 회수가 60회일 경우 

4530±10.0 mL/min, 80회일 경우 53.0±11.7 mL/min, 100회일 경우 61.9±9.0 

mL/min, 120회일 경우 45.3±7.1 mL/min으로 분당 100회에서 가장 높은 경동맥 

혈류량이 유발됨으로써 흉부압박 회수에 따라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p=0.03). 압

박주기 변화군에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압박과 이완의 비율이 30:70일 경우 

10.33±1.51 mmHg, 40:60일 경우 12.33±3.67 mmHg, 50:50일 경우 14.5±2.81 

mmHg로 흉부압박과 이완의 비율이 50:50에서 가장 높은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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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임으로써 압박기간이 증가할수록 혈류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p=0.03).

결론적으로,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에 의한 개의 심정지 모델에서 흉부압박

과 이완의 비가 50:50, 분당 압박회수가 100회일 때 가장 효율적인 혈역학적 효

과가 유발됨을 알수 있었으며,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의 혈류유발 기전은 심장

펌프와 흉강펌프가 동시에 작동하는 심폐소생술 기법임을 증명하 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심폐소생술,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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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인공호흡으로 산소를 제공하고 인공순

환으로 혈류를 발생시켜 뇌와 심장으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술이

다. 1960년에 Kouwenhoven(1960)에 의하여 흉부압박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시작된 

이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조금씩 증가되어 왔으나, 생존율의 증가는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에 의해서보다는 주로 제세동기의 보급과 응급의료체계의 접근도가 높

아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Herlitz 등 1994; Herlitz 등 2000; 

Valenzuela 등 1997). 심폐소생술 시에 제공되는 인공호흡으로 환자의 혈액을 충

분히 산소화시킬 수 있으나, 흉부압박에 의한 인공순환방법으로는 정상 심박출양

의 20% 정도의 혈류만이 유발된다(Barsan 등 1981; Luce 등 1984). 인공순환 혈

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왔으나 현재까지 표준 심폐소생술

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많은 양의 혈류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일반적으로 

심정지 상태에서 자발적인 순환이 회복되려면, 심폐소생술 중 관상동맥 관류압이 

15 mmHg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저산소성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뇌혈류량

이 심박출량의 20%이상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McNeil 1990; Paradis 등 

1990). 그러나 표준 심폐소생술만으로는 심장과 뇌로 공급되는 충분한 혈류를 발

생시킬 수 없으므로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환자는 심각한 저산소증 상태에서 벗

어날 수 없고, 결국 심장과 뇌 등 주요기관은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게 된다. 이러

한 조직관류량의 부족이 결국 심폐소생술의 성공률을 낮추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Barsan 등 1981; Luce 등 1984). 표준 심폐소생술의 한계를 극복하려

면 심정지 환자의 혈류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심폐소생술 방

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표준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혈류가 발생되는 기전은 ‘심장펌프(cardiac pump)’ 

이론과 ‘흉강펌프(thoracic pump)’ 이론으로 설명되고 있다. 심장펌프 이론은 흉부 

압박에 의해 심장이 압박되고, 특히 심실이 압박됨으로써 심실 내 압력이 증가되

어 증가된 심실내압에 의하여 인공혈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며(Feneley 등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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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ano 등 1990; Maier 등 1984), 흉강펌프 이론은 흉부를 압박하면 심장이 직접 

압박되는 것이 아니라, 흉부 압박에 의해 흉강내압이 상승되고 상승된 흉강내압과 

흉강외압의 차이에 의하여 혈류가 유발된다는 것으로, 심장은 혈액 펌프 작용은 

없고 단순히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의 역할만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Halperin 등 

1986a; Niemann 등 1979; Rosborough 등 1981; Rudikoff 등 1980). 1970년대에 심

도자술 도중 심실세동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기침을 하도록 

지시하고 흉부압박은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혈압이 유지되었다는 보고(Criley 등 

1976)와 함께 혈류 유발에 대한 두 번째 이론인 흉강펌프 이론이 제시되었다. 개

에게 심정지를 유발한 후 공기주입식 조끼(pneumatic vest device)를 사용하여 흉

강내압을 상승시키자 혈액순환이 유발되었다는 사실 등이 보고(Halperin 등 

1986b)되면서 흉부압박과 관계없이 흉강내 압력만 증가하여도 혈액순환이 이루어

진다는 흉강펌프 이론이 심정지 상태에서의 심폐소생술 중 혈류를 유발하는 주된 

기전일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실제로 심폐소생술에 

의한 혈류 유발의 주된 기전인지에 대하여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각각의 이론에 기초한 여러가지 심폐소생술 방법들이나 기구를 이용한 심

폐소생술기가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새로운 심폐소생술 방법들은 심장펌프 이론이나 흉강펌

프 이론 중 한 가지 이론에 근거를 둔 방법이었으나 Hwang 등(2001)은 표준 심

폐소생술과 유사한 방식으로 흉골을 압박하는 동시에 흉곽을 수축시키는 심폐소

생술법(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 : simultaneous sternothoracic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SST-CPR)을 고안하 다. 이는 표준 심폐소생술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스톤의 상하운동에 의해 흉골 부위를 압박하는 동시에 흉곽을 둘러싸는 띠로 

흉곽을 수축시키도록 제작되었다. 공압에 의하여 작동되는 피스톤의 양쪽 모서리

에는 흉곽띠의 양 끝이 고정되어 있으며 이 흉곽띠는 피스톤을 둘러싸고 있는 상

하운동 통로에 부착된 롤러를 통과하여 대상동물의 흉곽을 감싸도록 설계되어 있

다. 피스톤이 흉골을 압박하게 되면 흉곽띠의 전체길이가 짧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흉곽띠와 동물의 흉곽이 접촉하는 면이 적어져 결과적으로 흉곽의 수축을 가져오

게 된다. 반대로 흉골 압박의 이완기 때에는 흉곽의 이완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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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심폐소생술 시에는 흉골을 압박할 때 흉곽이 양방향으로 찌그러져 더 편편

한 모양으로 변형될 수 있으나 흉곽띠에 의해 이러한 흉곽의 변형이 방지되고 흉

곽의 단면적이 감소되어 흉강내압이 부가적으로 더욱 상승할 수 있게 된다. 이중

혈류유발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시 심폐소생술에 의해 혈류가 유발되는 기전으로 

생각되는 심장펌프 이론과 흉강펌프 이론의 혈역학적 효과를 1회의 심장주기 내

에서 동시에 실현하고자 개발된 심폐소생술로서 심실세동을 유발시킨 동물실험에

서 표준 심폐소생술에 비해 높은 평균동맥압, 관상동맥 관류압, 심박출양 및 호기

말 이산화탄소분압을 유발하며(Hwang 등 2001), 순환회복률 및 단기생존률을 높

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wang 등 2002). 그러나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의 혈

역학적 기전과 최고의 혈역학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흉부압박회수와 압박과 

이완의 비율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저자는 이 연구를 통하여 이중혈류유발 심폐

소생술 시 최대의 혈역학적 효과가 발생하는 흉부압박 회수와 압박과 이완의 시

간적 배분을 찾아냄으로써 실제적인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의 시행 방법을 제

시하고, 심장펌프 이론과 흉곽 수축을 통한 흉강펌프 이론의 두가지 혈류유발기전

이 동시에 작동하는지를 알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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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료 및 방법

2.1. 연구재료

생후 1년 전후의 개 16마리(잡견, 체중 18-25 kg)를 암수 구별없이 실험동물로 

사용하 다. 실험 전 최소 7일간 온도와 습도 및 양 정도가 동일한 조건에서 사

육하 고 실험 12시간 전부터는 절식시켰다. 

실험동물을 압박회수 변화 실험군과 압박주기 변화 실험군의 두 군으로 나누

었다. 

2.1.1. 압박회수 변화 실험군

압박과 이완의 비율을 50:50으로 고정하고 분당 흉부압박 회수를 변화시켜 심

폐소생술을 시행하 다. 분당 60회로 2분, 80회로 2분, 100회로 2분, 120회로 2분간 

흉부압박을 시행하 다. 심폐소생술 시간 경과에 따른 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압

박회수의 순서를 6가지로 변화시켰다. 60, 80, 100, 120 / 80, 60, 120, 100 / 120, 

100, 60, 80 / 100, 120, 80, 60 / 60, 100, 120, 80 / 80, 120, 60, 100의 조합으로 실

험을 하 다.

2.1.2. 압박주기 변화 실험군

흉부압박회수를 분당 80회로 고정하고 압박과 이완의 비율을 변화시켜 심폐소

생술을 하 다. 흉부압박 시 압박과 이완의 비율을 30%:70%로 2분, 40%:60%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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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50%:50%로 2분간 시행하 다. 심정지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혈류량의 감소를 

감안하여 압박:이완 비율의 순서를 경우의 수 6가지로 변화시켰다. 30:70, 50:50, 

40:60 / 30:70, 40:60, 50:50 / 40:60, 30:70, 50:50 / 40:60, 50:50, 30:70 / 50:50, 

30:70, 40:60 / 50:50, 40:60, 30:70의 6가지 조합으로 실험하 다.

위의 12가지 실험에 대한 프로토콜을 각 장의 종이에 미리 인쇄하여 준비한 

후, 실험준비를 시작할 때에 한 장씩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험방법을 선택하 다.  

전체적인 실험의 프로토콜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실험 프로토콜. 심정지 유발 전 30초간과 각각의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후 1분 30초부터 30초간 혈역학적 지수를 측정하 다.

심실세동 유발 후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

Vasopressin 0.4 IU/kg 정맥주사 부검

실험동물 준비

자료 수집

시간(분)       -0.5   0  1.5 2    3.5    4   5.5 6     7.5   8

심실세동 유발 후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

Vasopressin 0.4 IU/kg 정맥주사 부검

실험동물 준비

자료 수집

시간(분)       -0.5   0  1.5 2    3.5    4   5.5 6     7.5   8

2.2. 실험방법

  2.2.1. 실험동물의 준비 

실험을 시작하기 전 실험동물의 체중과 가슴둘레를 측정하고 우측 경부, 흉곽, 

우측 대퇴부, 양측 앞발 및 뒷발을 면도하 다. 체중 1 kg 당 2 mg의 ketamine

(케타라 주, 유한양행, 서울, 한국)을 근육 주사하여 마취를 유도하 으며, 이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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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 kg당 1-2 mg의 pentothal(펜토탈소디움 주, 중외제약, 서울, 한국)과 체중 1 

kg당 1 mg의 케타민을 30분마다 정맥 주사하여 통증 자극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

지 않는 정도로 마취를 유지하 다. 마취된 실험동물은 제작된 실험대 위에 앙와

위로 눕혀 사지를 고정하 다. Lead II로 심전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 으며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MDS Matrix 3000, Hallowell, 미국)를 사용하여 호흡

량은 12 mL/kg, 호흡수는 분당 20회로 인공호흡을 시작하 다. 우측 경부와 우측 

대퇴부를 수술용 10% 베타딘 용액으로 소독한 후 멸균된 소독포로 실험동물을 덮

고 조작할 부위만 노출시켰다. 

  2.2.2. 혈역학 지수의 측정 

기관 내 삽관튜브에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측정장치(CO2SMO plus, 

Novametrix, 미국)를 연결하여 계속적으로 감시 및 측정을 하 다. 우측 경부를 

절개하여 내경정맥과 총경동맥을 노출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우측 대퇴부를 절개

하여 대퇴동맥을 노출시켰다. 압력 측정을 위한 모든 micromanometer catheter(5 

Fr, Millar Instruments Co, 미국)와 혈류측정기는 동물에 삽입하기 전 점을 맞

추었다. 우측 내경정맥에  Seldinger 법으로 두 개의 유도초(introducing sheath, 

7.5 Fr, Arrow International Inc, 미국)를 삽입하 으며, 그 중 한 개를 통하여 

micromanometer catheter(5 Fr, Millar Instruments Co, 미국)를 우심방에 삽입하

여 우심방압을 계측하 다. 혈전의 생성을 막기 위하여 5000 IU의 heparin(헤파린

나트륨 주, 중외제약, 서울, 한국)을 정맥주사하 다. 우측 총경동맥에는 ultrasonic 

transducer를 이용한 혈류측정기(T106, Transonic system, 미국)를 고정하 다. 우

측 대퇴동맥에 Seldinger 법으로 유도초(introducing sheath, 7.5 Fr, Arrow 

International Inc. 미국)를 삽입하고 대동맥압 감시를 위해 micromanometer 

catheter(5 Fr, Millar Instruments Co, 미국)를 하행흉부대동맥에 위치시켰다. 우

측 내경정맥에 삽입된 다른 하나의 유도초를 통하여 심실세동을 유발하기 위한 

심박조율 도자(5 Fr, bipolar lead, Arrow International Inc, 미국)를 우심실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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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심박조율 도자는 45 cm 정도 삽관하 으며 심전도 감시 상 심실조기수축

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도자가 우심실에 접촉된 것을 확인하 다. 실험준비 시간동

안 필요에 따라 생리식염수(생리식염주사액, 중외제약, 서울, 한국)를 공급하여 우

심방압력을 4-5 mmHg로 유지하 고,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을 35-40 mmHg로 

유지하기 위하여 인공호흡의 호흡량과 회수를 조절하 다. Micromanometer 

catheter의 위치는 전형적인 압력파형으로써 확인하 으며, 실험이 끝난 후 실험동

물을 해부하여 재확인하 다. 도자의 삽입이 완료되면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 

장치를 실험동물이 눕혀져 있는 실험대 위에 설치하고 흉곽띠를 동물의 흉곽에 

맞게 조정하여 감쌌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약 10분간 실험동물을 안정시키고, 심실세동으로 심정지를 

유발하기 직전 30초간 심박동수, 수축기 및 이완기 대동맥압, 우심방압, 경동맥 혈

류량,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하 다.

  2.2.3.  심정지 유발

우심실에 삽입되어 있는 심박조율 도자를 통하여 우심실에 10-20초간 60 Hz의 

교류(60 volt, 30 mA)를 가하여 심실세동을 유발하 다. 심전도 상 심실세동 출현

과 동시에 대동맥압의 전형적인 파형이 소실됨을 관찰함으로써 심실세동의 발생

을 확인하 다.

  2.2.4.  심폐소생술

심실세동 유발 직후 동물의 체중 1kg 당 0.4 IU의 vasopressin(바소프레신 주, 

유 제약, 서울, 한국)을 정맥 주사하고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 다. 

심폐소생술 방법은 미국심장협회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 다(AHA 2000). 압박지점

은 흉골의 하부 1/3지점으로 정하 으며, 흉부압박의 깊이는 5 cm로 하 다. 모든 

심폐소생술은 제작된 이중혈류유발 자동 심폐소생술 장치를 사용하여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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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혈류유발 자동 심폐소생술 장치는 100% 압축산소에 의하여 작동되며 5회의 

흉부압박마다 1차례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흉부압박의 깊이, 세기, 회수 및 흉부의 

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조절장치로 조절하 다. 압박회수는 분당 50회에서 10회씩 

증가시켜 분당 120회까지 조절이 가능하며, 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30:70에서부터 

40:60, 50:50, 60:40, 70:30까지 조절할 수 있다.

2.3. 결과의 분석 

  2.3.1. 자료수집

각각의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후 1분 30초부터 30초간 모든 혈역학적 지수를 

computerized data aquisition system(MacLab data acquisition system, 미국)으로 

측정하여 기록하 다. 혈역학적 지수의 측정빈도는 200/초 고, 측정한 결과는 디지

탈화되어 컴퓨터에 저장되었다. 각각의 압력과 혈류량은 저장된 자료 중 가장 뚜렷

한 파형을 선택하여 5회의 연속적인 압력파형을 평균하여 구하 다.

  2.3.2. 자료의 환산 및 처리

대동맥압과 우심방압의 압박기압은 압박기 중 최고값을 선택하 으며 이완기압

은 이완기간의 중간에서의 값을 선택하 다. 총경동맥 혈류량은 흉부압박기 혈류의 

면적을 적분하여 계산하 고(그림 2), 대동맥압과 우심방압으로부터 관상동맥 관류

압(=대동맥이완기압-우심방이완기압)을 산출하 다(그림 3). 각 군으로부터 측정된 

압박기 및 이완기 대동맥압과 우심방압, 압박기 총경동맥 혈류량, 관상동맥 관류압,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의 평균값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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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관상동맥 관류압. 관상동맥 관류압은 이완기의 대동맥압

에서 우심방압을 감하여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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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총경동맥 혈류량. 흉부압박기 시 혈류의 면적을 적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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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혈역학적 효과의 판정

심폐소생술 중의 혈역학적 효과는 각각의 심폐소생술 경우에 대한 압박기 대동

맥압, 관상동맥 관류압, 압박기 총경동맥 혈류량,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비교함

으로써 판정하 다. 

  2.3.4.  통계학적 검증

각각의 수치에 대하여 비모수 통계분석 방법인 Kruskal Wallis Test를 사용하여 

통계학적 검증을 하 고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학적 의의를 부여하 으며, 통

계학적으로 의의있는 항목은 각각의 지수를 Mann-Whietny U test로 재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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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과

16마리의 실험동물 중 실험준비 도중 심정지가 발생한 1마리, 실험준비 도중 

쇼크상태에 빠졌던 2마리, 심정지 유발 직후 심폐소생술 장치 조작 미숙으로 인해 

기흉이 발생한 1마리 등 4예를 제외한 12마리에서 결과를 얻었다. 6마리는 압박회

수를 변화시키는 실험에 사용하 고 6마리는 압박/이완주기를 변화시키는 실험에 

사용하 다. 심실세동으로 심정지를 유발하기 전에 측정한 동물의 체중, 혈압, 우

심방압, 경동맥혈류량,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다음과 같다(표 1).

    값: 평균값±표준편차

  3.1.  압박회수 변화 실험군

3.1.1.  대동맥압, 우심방압, 관상동맥 관류압 

표 1. 심정지 유발 이전의 측정값

변수 측정치(n=12)

체중 (kg) 21.7±2.6

가슴 둘레 (cm) 62.7±4.0

수축기 혈압 (mmHg) 141.1±20.9

이완기 혈압 (mmHg) 103.8±15.0

평균 혈압 (mmHg) 116.2±16.0

우심방압 (mmHg) 4.4±2.2   

경동맥 혈류량 (mL/min.)  40.6±5.4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mmHg) 3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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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 평균값±표준편차

압박회수 변화군에서 대동맥 압박기 압력은 분당 흉부압박 회수가 60회일 경

우 71.02±10.63 mmHg, 80회일 경우 72.70±14.27 mmHg, 100회일 경우 77.50±6.71 

mmHg, 120회일 경우 64.44±14.92 mmHg로 분당 100회로 흉부를 압박하 을 때 

가장 높은 대동맥 수축기압을 보 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우심방수축기압은 분당 흉부압박 횟수가 60회일 경우 44.09±19.81 mmHg, 80회

일 경우 43.12±19.41 mmHg, 100회일 경우 51.42±20.27 mmHg, 120회일 경우 

45.53±10.83 mmHg로 분당 100회로 흉부를 압박하 을 때 가장 높은 우심방수축

기압을 보 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관상동맥 관류압은 분당 흉부압박 회수가 60회일 경우 26.6±5.97 mmHg, 80회

일 경우 24.91±9.09 mmHg, 100회일 경우 31.07±5.12 mmHg, 120회일 경우 

22.26±14.0 mmHg로 분당 100회로 흉부를 압박하 을 때 가장 높은 관상동맥 관

류압을 보 으나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표 2).

표 2. 흉부압박회수 변화군의 혈역학 지수

       압박회수
압력(mmHg)

60 80 100 120 p-value

압박기 대동맥압 71.0±10.7 72.7±14.3 77.5±6.7 64.4±14.9 0.31

이완기 대동맥압 33.1±4.2 30.7±8.6 38.3±3.3 29.8±9.7 0.27

평균 대동맥압  45.7±5.5 44.7±10.2 51.3±3.2 41.4±10.8 0.25

압박기 우심방압 44.1±19.8 43.1±19.4 51.4±20.3 45.5±10.8 0.79

이완기 우심방압 6.5±3.8 5.8±2.6 7.2±5.0 7.5±6.8 0.96

관상동맥 관류압 26.6±6.0 24.9±9.1 31.1±5.1 22.3±14.0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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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분당 흉부압박 회수가 60회일 경우 11.5±3.56 

mmHg, 80회일 경우 10.0±2.37 mmHg, 100회일 경우 14.17±3.91 mmHg, 120회일 

경우 10.83±3.71 mmHg로 분당 100회로 흉부를 압박하 을 때 가장 높은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보 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그림 4). 

그림 4. 압박회수 변화군의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값은 평균값±표준편

차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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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경동맥 혈류량 

경동맥 혈류량은 분당 흉부압박 회수가 60회일 경우 45.0±10.0 mL/min, 80회일 

경우 53.0±11.7 mL/min, 100회일 경우 61.9±9.0 mL/min, 120회일 경우 45.3±7.1 

mL/min으로 분당 100회로 흉부를 압박하 을 때 경동맥 혈류량이 가장 많이 유

발되었다(p=0.03). 각각의 경우 중 분당 흉부압박 회수가 100회인 경우와 120회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의의있는 차이를 보 다(p=0.01). 분당 흉부압박 회수를 60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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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80회, 그리고 100회로 증가시킴에 따라 경동맥 혈류량도 증가 추세를 보 으나 

분당 흉부압박회수가 120회까지 증가했을 때는 경동맥 혈류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분당 압박회수가 60회일 때와 비슷한 수치를 보 다(그림 5).

그림 5. 압박회수 변화군의 경동맥 혈류량. 값은 평균±표준편차이며 *는 

분당 압박회수 100회와 120회 간의 p 값 0.01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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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압박주기 변화 실험군

3.2.1.  대동맥압, 우심방압, 관상동맥 관류압 

압박기 대동맥압은 압박과 이완의 비율을 30:70으로 하 을 경우 57.60±22.33 

mmHg,  40:60으로  하 을  경우  59.20±22.35 mmHg,  50:50으로  하 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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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평균값±표준편차

60.36±20.93 mmHg로 흉부압박과 이완의 비율이 50:50일 경우에 가장 높은 압박기 

대동맥압을 보 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압박 시간의 비율을 30%에서 40%, 

그리고 50%로 증가시킴에 따라 압박기 대동맥압도 증가추세를 보 다. 

우심방수축기압은 압박과 이완의 비율을 30:70으로 하 을 경우 46.07±17.86 

mmHg, 40:60으로 하 을 경우 46.09±19.98 mmHg, 50:50으로 하 을 경우 

45.43±18.02 mmHg로 흉부압박과 이완의 비율이  40:60일 때 가장 높은 우심방수

축기압을 보 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관상동맥 관류압은 압박과 이완의 비율을 30:70으로 하 을 경우 21.73±12.17 

mmHg, 40:60으로 하 을 경우 23.38±8.94 mmHg, 50:50으로 하 을 경우 

24.2±11.64 mmHg로 흉부압박과 이완의 비율이 50:50일 경우에 가장 높은 관상동

맥 관류압을 보 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압박 시간의 비율이 30%에서 

40%, 그리고 50%로 증가함에 따라 관상동맥 관류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표 

3).

표 3 . 흉부압박/이완 주기 변화군의 혈역학 지수

        압박:이완비
압력(mmHg)

30:70 40:60 50:50 p-value

압박기 대동맥압 57.6±22.3 59.2±22.4 60.4±21.0 0.93 

이완기 대동맥압 29.9±14.4 33.3±11.1 31.9±13.8 0.91 

평균 대동맥압   39.1±16.8 42.0±13.5 41.4±15.3 0.88 

압박기 우심방압 46.1±17.9 46.1±20.0 45.4±18.0 0.99 

이완기 우심방압 8.2±5.2 10.0±4.1 7.7±7.0 0.61 

관상동맥 관류압 21.7±12.2 23.4±9.0 24.2±11.7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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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압박과 이완의 비율을 30:70으로 하 을 경우 

10.33±1.51 mmHg, 40:60으로 하 을 경우 12.33±3.67 mmHg, 50:50으로 하 을 경

우 14.5±2.81 mmHg로 흉부압박과 이완의 비율이 50:50일 경우에 가장 높은 호기

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보 다(p=0.03). 압박 시간의 비율을 30%에서 40%, 그리고 

50%로 증가시킴에 따라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도 증가추세를 보 다(그림 6).

그림 6. 압박/이완 주기 변화군의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는 30:70과 

50:50 두 군간의 p 값 0.01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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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경동맥 혈류량 

경동맥 혈류량은 압박과 이완의 비율을 30:70으로 하 을 경우 34.99±9.36 

mL/min, 40:60으로 하 을 경우 38.26±7.55 mL/min, 50:50으로 하 을 경우 

40.17±14.90 mL/min으로, 압박 시간의 비율을 30%에서 40%, 그리고 50%로 증가

시킴에 따라 경동맥 혈류량도 증가추세를 보 고, 흉부압박과 이완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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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일 경우에 경동맥 혈류량이 가장 많이 유발되었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그림 7).

그림 7. 압박/이완 주기 변화군의 경동맥 혈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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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찰

이 연구를 통하여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이 흉부압박의 회수와 압박/이완의 

비율에 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으며, 최적의 흉부압박회수는 분당 100회, 최적의 

압박/이완 비율은 50:50 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적인 흉부압박 회수와 1회의 흉부압박 시의 압박과 이완의 시간적 배분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각종 심폐소생술의 혈류유발 기전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

다(Feneley 등 1988; Handley와 Handley 1995; Kern 등 1992; Maier 등 1986; 

Swart 등 1994; Taylor 등 1977). 직접 압박법과 같이 심장펌프가 주로 작용하는 

심폐소생술을 사용한 경우 분당 흉부압박 회수가 증가할수록 증가되는 심박출량

을 보 다. 심장펌프 이론에 의하면, 흉부압박에 의해 심장이 직접적으로 압박되므

로 심폐소생술에 의한 심박출량은 흉부압박에 의한 심장 변형의 정도와 비례할 

것이며, 흉골에 의해 심장이 최대한으로 눌리는 순간 심박출은 끝나기 때문에 심

박출에 필요한 시간 이상으로 흉부의 압박시간을 길게 하더라도 심박출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심박출량이 일정한 경우 분당 흉부압박 회수를 

늘리면 인공 순환혈류량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 다(Halperin 등 1986a; Maier 

등 1984). 즉 심박출량은 흉부압박 회수와 비례하고, 흉부압박기의 변화와는 무관

하게 된다. 반면에 vest CPR과 같이 흉강펌프가 주된 작동기전인 심폐소생술은 

흉부압박기의 비율과 비례하여 심박출량을 증가시켰다(Halperin 등 1986b, 

Halperin 등 1987). 흉강펌프 이론에 의하면 흉강내외의 압력차이에 의하여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압박기를 연장하여 이 압력차를 길게 유지하면 혈류량이 증가

하게 된다(Halperin 등 1986a). 흉골을 압박하면 심실과 심방 및 흉강내 혈관의 압

력이 비교적 일정한 정도로 상승하게 되어 흉강내부로부터 흉강외부로 혈류가 발

생한다. 흉부압박에 의한 혈류는 흉곽을 중심으로 동맥방향과 정맥방향으로 모두 

유발되지만, 같은 양의 혈액이 유입되더라도 동맥이 정맥보다 저항이 크므로 동맥

의 압력이 정맥의 압력보다 높아진다. 따라서 동맥과 정맥 사이의 압력 차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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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혈류가 발생하게 된다. 흉부압박 시 흉강내압의 증가로 인해 흉곽 안에 있는 

혈관의 크기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류가 제한되는데, 이때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혈류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되는 혈류량은 압박을 오래할수록 증가하게 되

지만 분당 압박 회수와는 무관하게 된다. 그러나 압박의 기간이 1회의 압박/이완 

주기 내에서 50%를 초과하게 되면 이완주기 시간이 짧아져 관상동맥으로의 혈류

가 오히려 감소한다. 심폐소생술에 의해 발생하는 혈류량의 지표가 분당 흉부압박 

회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심장펌프가 작동하는 것이고, 흉부

압박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면 흉강펌프가 작동하는 것이

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순환혈류량을 반 할 수 있는 지표로써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

압과 관상동맥 관류압을 이용하 다. 심폐소생술에 의해 발생하는 혈류량을 실제

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지표를 이용하면 간접적으로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은 심폐소생술 중 심박출양 및 뇌

혈류량에 비례하며,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lumenthal과 Voorhees 1997; Sanders 등 1989). 그리고 관상동맥 관류압이 15 

mmHg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 자발적 순환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Paradis 

등 1990). 즉 심폐소생술 중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과 관상동맥 관류압이 높게 

유지되는 환자에서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흉부압박회수를 분당 80회로 일정하게 하면서 압박과 이완의 비율을 변화시켜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 을 때 흉부압박의 비율이 30%일 때에 비하여 

50%일 때 높은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보 다.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이외

의 다른 혈역학적 지수들은 통계학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

부분의 지수들이 흉부압박 비율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이는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에 흉강펌프가 작용함을 의미한다. 또한 압박과 이완의 

비율을 50:50으로 일정하게 하면서 분당 흉부압박 회수를 변화시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 을 때는 분당 흉부압박회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수축기 경동맥 혈류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 고 분당 100회의 속도로 흉부압박을 하 을 때 가장 높은 

경동맥 혈류량이 유발되었다. 따라서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에 심장펌프도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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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당 흉부압박회수가 120회까지 증가했을 때는 경동맥 

혈류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분당 압박회수가 60회일 때와 비슷한 수치를 보 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첫째, 분당 압박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1회의 심장주기 시간과 이완기가 짧아지게 되고,  이완기의 감소는 심장으로

의 혈액 유입량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Maier 등(1984)의 연구에서는 분당 

압박회수가 200회에 이르 을 때 혈류량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좀 더 낮은 분당 압박회수에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심

폐소생술에 흉강펌프 이론을 첨가한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의 경우에는 압박회

수가 증가할수록 심장펌프 이론에 의해 혈류량이 증가하는 정도보다 1회 심장주

기의 이완기가 짧아짐에 따라 흉강펌프 이론에 의해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는 정

도가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흉골부위 압박과 흉곽 

수축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고안된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 장치가 이완기 때에 

충분히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즉 압박회수의 증가에 따라 1회의 이완시

간이 짧아지고 그 결과 수축되었던 흉곽띠가 빠른 시간 내에 이완하지 못하게 되

어 흉강내압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있었을 가능

성이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 시에 압박기 흉강내압이 대

동맥압과 비례하여 증가함으로 이미 밝혀진 상태 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흉

강내압을 측정하지 않았다(황성오 등 1999).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이 흉강내압과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밝힐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이중혈류

유발 심폐소생술에 의해 혈류가 유발되는 기전으로서 심장펌프와 흉강펌프의 혈

역학적 효과가 실제로 1회의 압박/이완 주기 내에서 동시에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에 의한 대동맥압과 우심방압의 파형은 압박 주기와 

압박 회수의 변화와 관계없이 비교적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중혈류유

발 심폐소생술에 의한 고유한 특성으로 압박기 파형에서는 두개의 역이 관찰되

었다. 전반부에서는 정점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압박기 초기에 피스톤이 흉골을 직

접 압박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심장펌프에 의한 혈류의 발생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점은 표준 심폐소생술에서도 유사한 모양으로 나타난다(황성오 등 1999). 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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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압 파형에서 압박기 후반부에서는 평탄역이 관찰되었다. 이는 피스톤이 흉골을 

압박하기 위하여 하방으로 위치하게될 때 피스톤에 부착된 흉곽띠의 기시부도 피

스톤을 따라 하방으로 위치하게 되는 반면 롤러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흉곽띠가 동물의 흉곽에 닿는 면이 적어지게 되어 흉곽을 조이게 되므로 흉강내

압이 상승하고, 흉강내압이 상승되어있는 동안 대동맥압이 지속적으로 상승되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흉강펌프가 작동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중혈

류유발 심폐소생술 장치에 의하여 생성되는 혈류의 기전이 전반부는 심장펌프 이

론이고, 후반부에는 흉강펌프 이론으로 전환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Hwang 등 

2001). 

압박기 총경동맥 혈류량의 파형은 대동맥압의 파형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수

축기에 2개의 정점이 나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 역시 앞서 설명한 대로 

전반부의 정점은 심장펌프에 의해, 그리고 후반부의 정점은 흉강펌프에 의해 발생

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나 각각의 실험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경동맥 혈류량의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혈류량이 심정지 전에 비해 심폐

소생술 시에 보다 높게 계측되었다는 점이다. Paradis 등(1989)은 뇌관류가 주로 

흉강내압의 상승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기술하 다. 이전의 실험에서 표준 심폐소

생술 시의 경동맥 혈류량을 측정한 경우가 없으므로 비교할만한 수치가 없고, 경

동맥 혈류량이 반드시 뇌의 관류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 심폐소생술법

에 흉강내압을 상승시키는 방법을 첨가한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주

요기관으로의 관류가 비교적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실험동물의 흉골 위에 피스톤의 두부를 고정하기 어려

웠던 경우가 있었다. 개는 사람과는 흉곽의 모양이 달라 전, 후 직경이 좌, 우 직

경보다 크고 흉골부위가 뽀족하기 때문에 인체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이중혈류유

발 심폐소생술 장치의 피스톤이 개의 흉골에 잘 맞지 않아 일부 동물에서는 피스

톤이 흉골을 압박할 때 흉곽 전체가 회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실험

동물의 체구가 작을수록 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흉곽의 모양이 사람과 유사한 

돼지 등의 동물을 선택하거나, 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큰 개체를 선택하여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은 기존의 심페소생술 방법에 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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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를 부가적으로 항진시키는 방법이므로, 실험동물보다 체구가 크고 흉곽의 모

양이 평평한 인체에서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심정지를 유발한 실험동물에서의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

술 시 압박과 이완의 비율을 50:50으로 할 때 가장 높은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을 보이며, 분당 압박 회수를 분당 100회로 하 을 때 최대의 경동맥 혈류량이 유

발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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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

개의 심정지 모델에서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1. 흉부압박회수를 분당 80회로 일정하게 하면서 압박과 이완의 비율을 50:50

으로 한 경우 30:70으로 하 을 때에 비하여 높은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보

다. 

2. 흉부압박과 이완의 비율을 50:50으로 일정하게 하면서 분당 흉부압박 회수

를 60회에서 80회, 그리고 100회로 증가시킴에 따라 경동맥 혈류량도 증가 추세를 

보 으며, 분당 흉부압박회수를 120회까지 증가시켰을 때는 경동맥 혈류량이 감소

하 다. 

이상의 결과로서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은 심장펌프와 흉강펌프가 동시에 

작동하는 심폐소생술 기법이며, 압박과 이완의 비율이 50:50, 그리고 압박회수가 

분당 100회일 때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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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Compression Rate and 

Compression/Relaxation Ratio on Hemodynamics of 

Simultaneous Sterno-Thoracic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n Canine Model of Cardiac Arrest

Seo Young Lee, MD   

Dep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Sung Oh Hwang, MD)

Simultaneous sterno-thoracic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SST-CPR) is a 

new method of CPR, which performs sternal compression and thoracic 

constriction simultaneously. Animal experiments have shown that better 

hemodynamic effects are obtained with SST-CPR compared to standard CPR. 

SST-CPR also improves the short-term survival rate in canine cardiac arrests. 

However, the exact mechanism of the enhanced hemodynamic effect with 

SST-CPR needs to be understood, and the compression rate and 

compression/relaxation ratio to produce the maximal hemodynamic effect with 

SST-CPR remains to be determined.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the compression rate and 

compression/relaxation ratio to produce the optimal hemodynamic effect with 

SST-CPR and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of blood flow genera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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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CPR.

A canine model of ventricular fibrillation was used. Twelve mongrel 

dogs(weight range: 18-25 kg)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first six 

animals were resuscitated by SST-CPR with compression durations varied 

randomly at 2-minute intervals for 30%, 40%, and 50% of the CPR cycle, at a 

constant rate of 80/min. In the other six dogs, SST-CPR was performed with 

randomly varied compression rate of 60, 80, 100, and 120 per minute, at a 

50:50 compression/relaxation ratio.

Increasing the compression-relaxation ratio from 30:70 to 50:50 resulted in an 

increase of end tidal CO22 during SST-CPR from 10.33±1.51 mmHg to 14.5±2.81 

mmHg. Increasing the compression rate from 60 to 100 tended to improve the 

carotid blood flow. However, further increase in compression rate resulted in 

reduction of carotid blood flow from 61.9±9.0 mL/min to 45.3±7.1 mL/min.

In conclusion, the maximal hemodynamic effects with SST-CPR was 

generated when compression rate was 100 per minute and compression/relaxation 

ratio was 50:50. A combination of both cardiac and thoracic pump theory may be 

the mechanism of blood flow produced by SST-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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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S: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ardiac ar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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