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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심정지 환자에서 흉부 압박의 위치 

변화에 따른 혈역학적 효과의 비교

   심폐소생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심폐소생술에 관한 관심은 심폐

소생술의 보급과 전파에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흉부압박법의 

효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특히 흉부압박이 심장 등 혈

류 발생에 향을 주는 장기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현재

의 흉부압박법에 대한 지침은 1960년 이 방법이 제시되었을 때에 비하여 단지 압

박 속도만을 변경시켰을 뿐, 압박 방법은 당시와 동일한 위치와 방법을 사용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심정지 상태의 인체에서 현재의 지침에 따른 

흉부압박법(표준압박)에 의한 혈역학적 효과와 흉골의 하단을 압박하는 새로운 흉

부압박법(변경압박)의 혈역학적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현재의 방법보다 혈역학적

으로 우수한 새로운 심폐소생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응급센터에 심정지 상태로 내원하여 30분이상의 전문 심폐소생술에도 자발적 

순환이 회복되지 않았던 18세 이상의 비외상성 심정지 환자 17명을 대상으로 하

다. 표준 심폐소생술 및 전문 심장구조술을 30분 동안 시행한 후에도 자발적 순

환이 회복되지 않으면, 표준압박으로 3분간 심폐소생술을 한 후, 변경압박으로 3분

간 심폐소생술을 하 다.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압박 방법에 의

한 심폐소생술이 시작된 후 2분 30초가 경과하면 30초 동안 호기말 이산화탄소압, 

우심방압, 동맥압을 측정하 다. 대상예의 평균 연령은 57±2세 고, 성별은 남자 

12명, 여자 5명이었다. 심정지의 발생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이 시작될 때까지의 평균 

시간은 28±5분이었다. 심정지의 원인은 심인성이 7예(41%), 비심인성이 2예(12%), 

그리고 원인 불명이 8예(47%)이었다. 자발 순환이 회복된 예는 없었다. 압박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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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압(표준압박: 95.2±41.8mmHg, 변경압박: 114.1±51.0 mmHg, p=0.001)은 변경

압박에서 높았고, 이완기 대동맥압(표준압박: 27.9±16.7 mmHg, 변경압박: 

27.6±17.8 mmHg, p=0.883)과 평균 대동맥압(표준압박: 50.7±22.8 mmHg, 변경압

박: 53.1±27.6 mmHg, p=0.387)은 차이가 없었다. 압박기 우심방압(표준압박: 

76.8±30.0 mmHg, 변경압박: 78.8±26.9 mmHg, p=0.703), 이완기 우심방압(표준압

박: 13.0±8.8 mmHg, 변경압박: 13.4±8.8 mmHg, p=0.090), 평균 우심방압(표준압

박: 33.6±12.7 mmHg, 변경압박: 35.3±11.3 mmHg, p=0.351), 그리고 관상동맥관류

압(표준압박: 15.7±11.7 mmHg, 변경압박: 14.2±13.9 mmHg, p=0.398)에서도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표준압박: 9.6±6.9mmHg, 변경압박: 

11.2±6.7 mmHg, p=0.020)은 변경압박에서 높았다.

 결론적으로 흉부압박의 위치를 흉골의 하단으로 변경하 을 때 표준 위치에서 

압박 할 때 보다 압박기 대동맥압과 호기말 이산화탄소압이 상승하 다. 따라서 

현재 권장되고 있는 흉부 압박의 위치보다 흉골 하단에서 흉부압박을 시행하는 

것이 심폐소생술에 의한 혈류량을 증가시킨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 되는 말: 심폐소생술, 흉부압박, 심정지, 호기말 이산화탄소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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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에서 흉부 압박의 위치 

변화에 따른 혈역학적 효과의 비교

<지도교수 황 성 오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호 중

제1장 서론

 

 

   매년 미국에서 심정지로 사망하는 환자는 약 46만명이며
1)
,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는 환자는 대략 75만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 심폐소생술은 인

공순환, 인공호흡으로 심정지 상태의 인체 조직에 산소 공급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심폐소생술에서 인공순환을 유지하는 방법 중 가장 표준이 되는 방법은 흉골 부

위를 반복적으로 압박하여 혈류를 유발하는 흉부압박법(external chest 

compression)이다. 흉부압박법은 1960년에 Kouwenhoven 등3)이 심실세동을 유발

한 동물에서 흉골 부위를 압박하 을 때 혈압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한 후, 

이 방법을 인체에 적용함으로써 인공순환의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이 방법이 도입

된 후 1961년 이들의 또 다른 보고4)에서 흉골 아래 1/3부위를 반복적으로 압박하

는 흉부압박법으로 심정지 환자의 60%이상에서 심장과 신경기능의 호전이 있었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다고 하 다.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1960년 이후 흉부압

박법은 심폐소생술 중 인공순환의 표준 방법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흉부압박법은 인공순환의 표준 방법으로 사용하기에 중대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

다. 첫째, 흉부압박법으로 유발되는 혈류량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에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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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는 점이다. 흉부압박법에 의한 혈류량은 정상 심박출량의 15-27%에 불과

하므로
5)
, 흉부압박법에 의한 인공순환은 환자를 소생시키기에 충분한 관상동맥관

류압과 뇌혈류량을 유지할 수 없다. 둘째, 흉부압박에 의하여 혈류가 유발되는 혈

역학적 근거와 기전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현재까지 흉부압박에 의

한 혈류유발 기전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 다는 점이다. 혈류 순환 기전의 규명

은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기본 요소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혈류 유발 기전은 심장이 직접 압박되어 혈류가 유발된다는 심

장펌프이론(cardiac pump theory)
6,7)
과 심장이 직접 압박되지 않고 흉강내압의 상

승이 혈류를 유발한다는 흉강펌프이론(thoracic pump theory)8,9)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심장펌프이론은 흉부를 압박하면 흉골과 흉추 사이에서 심실이 압박될 때 심

실 용적이 감소하면서 심실 내 압력이 증가함으로써 승모판과 삼첨판이 폐쇄되고, 

대동맥판과 폐동맥판이 열림으로써 체순환과 폐순환이 유발된다는 이론이다. 흉강

펌프이론은 흉부를 압박 할 때 증가된 흉강 내압과 흉강 외압의 차이에 의하여 

혈류가 유발된다는 이론으로써, 심장은 단지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의 역할만 한다

는 것이다. 하지만 흉부압박법에 의한 혈류 발생기전의 연구는 대부분 동물을 대

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인체는 흉곽의 모양이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이 이론이 인

체에서의 혈류 유발 기전을 직접 설명할 수는 없다. 최근 심정지 상태의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장펌프이론이 인체에서의 혈류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
. 혈류 유발 기전의 모호함은 흉부압박법을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데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그 동안 심폐소생술에 관한 

관심은 심폐소생술의 보급과 전파에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흉부압박법의 효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특히 흉부압박

이 심장 등 혈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흉강 내 장기에 어떠한 향을 주는

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그 결과 현재의 흉부압박법에 대한 지침은 1960년 이 

방법이 제시되었을 때에 비하여 단지 압박 속도만을 변경시켰을 뿐, 압박 방법은 

당시와 동일한 위치와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nternational Guidelines 

2000 Conference
11)
에서는 흉부압박의 위치를 구조자가 환자와 근접한 위치의 늑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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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을 확인한 뒤 양측 늑골이 만나는 흉골에서 손가락 2개 너비의 상방으로 정

하 다. Clawson 등
12)
은 보다 효율적인 심폐소생술의 보급을 위해 양측 유두사이

를 압박하게 하여 흉부압박의 위치를 찾는 방법을 단순화시켰다.

   흉부압박의 위치와 방법에 대한 명백한 과학적 증명이 부족한 것에 부가하여 

최근의 연구에서 흉부압박법이 좌심실을 충분히 압박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의견

이 제기됨으로써, 체순환 혈류량을 결정짓는 좌심실을 압박하는데 현재의 흉부압

박법이 적합지 않다는 논란이 생기기 시작하 다. 이미 Rich 등
13)
은 심폐소생술 

중 사람의 심장을 초음파로 관찰한 결과, 우심실과 좌심방은 압박되었으나 좌심실

의 내경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황 등14)이 심폐소생술이 진행 

중인 인체에서 경식도 심초음파로 심장을 관찰한 결과, 압박기에 좌심실이 압박되

나 압박의 정도가 우심실보다 매우 적으므로 체순환에 있어서 펌프로서의 좌심실 

기능은 미약하다고 보고하 다. 최근 Hwang등 15)의 연구에서 현재의 지침에 따른 

위치에서 흉부압박법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하면 좌심실 자체보다는 좌심실 유출

로가 압박되며, 심지어는 대동맥 기시부가 압박됨으로써, 좌심실의 후부하를 증가

시킬 수 있다고 하 다. 좌심실 후부하의 증가는 좌심실로부터의 혈류를 감소시키

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표준 심폐소생술 중에는 압박기에 

심각한 승모판 폐쇄부전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16)
. 흉부압박에 의하

여 좌심실 후부하가 증가된다면 승모판 폐쇄부전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

는 좌심실로부터의 혈류감소와 폐정맥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현재 위치에서의 흉부압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의 부족, 최근 심초음파로 밝혀

진 흉부압박에 의한 좌심실 유출로의 협착 등은 현재의 흉부압박법에 대한 재고

가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현재의 흉부 압박 위치가 유발하는 해부학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압

박의 위치를 현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현재보다는 좌심실이 좀더 압박되

고, 좌심실 유출로의 협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장 기관을 보호하고 

있는 흉곽을 벗어난 위치에서의 압박은 내장 기관의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

라서 흉부압박의 위치를 흉골에서 현재의 위치보다 복부 쪽으로 이동하되 흉골을 

벗어나지 않는 최하단을 압박하면, 내장 기관의 손상에 대한 우려 없이 현재보다 



- 4 -

우수한 혈역학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흉부압박 위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심정지 상태의 인체에서 현재의 지침에 따른 흉부압박법에 의

한 혈역학적 효과와 흉골의 하단을 압박하는 새로운 흉부압박법의 혈역학적 효과

를 비교함으로써, 현재의 방법보다 혈역학적으로 우수한 새로운 심폐소생술 방법

을 찾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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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

원 응급센터에 심정지 상태로 내원하여 30분이상의 전문 심폐소생술에도 자발적 

순환이 회복되지 않았던 18세 이상의 비외상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다. 심정지

의 원인에 관계없이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외상에 의한 심정지, 대동맥 박리,  

심장압전에 의한 심정지 등 흉부압박에 의한 혈역학적 효과에 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 다.  

 

2.2. 연구 방법

2.2.1. 심폐소생술

   심정지 환자가 응급센터에 도착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 다. 심폐소생

술은 2명의 의사와 2명의 간호사로 구성된 심폐소생술 팀이 심폐소생술 지침11)에 

따라 시행하 다.

   기관 내 삽관이 완료되면, 호기말 이산화탄소압 측정 탐촉자(Capnostat 

mainstream CO2 module, GE Medical System, USA)를 기관 내 튜브에 연결하여 

호기말 이산화탄소압을 지속적으로 측정하 다. 흉부압박은 훈련된 응급의학 전공

의 또는 응급구조사가 분당 100회의 속도로 흉골이 5cm 정도 압박되도록 하 으

며, metronome의 소리에 맞추어 압박을 하 다. 인공호흡은 bag valve device를 

이용하여 흉부압박과 호흡의 비가 5:1이 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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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경식도 심초음파와 도자의 삽관 및 압력 측정

 

   기관 내 삽관이 완료되면 심폐소생술 팀에 속하지 않은 의사가 경식도 심초음

파 탐촉자 (5 MHz multiplane trans-esophageal transducer, Ultramark 9 HI, 

Advanced Technology Laboratories, USA)를 식도에 삽관하 다. 경식도 심초음

파는 도자 삽입의 확인, 심장의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는데 사용되었다. 경식도 심

초음파가 삽관되면 심방과 심실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단면(transverse tour 

chamber view)으로 심장의 구조적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 고, 상행 대동맥과 

하행 대동맥을 관찰하여 대동맥 박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 다.

   좌측 또는 우측 대퇴동맥을 Seldinger법으로 천자하여 유도초(Introducing 

sheath, 6.5 Fr, Arrow International Inc, USA)를 삽입한 후, 유도 철선을 사용하

여 돼지꼬리양 도자 (pigtail catheter, 5 Fr, CordisⓇ, Johnson & Johnson 

Company, USA)를 하행대동맥에 삽관하 다. 우측 내경정맥을 Seldinger법으로 

천자한 후, 중심정맥도관을 우심방에 삽관하여 우심방압을 측정하 다. 우심방 도

자의 삽입과정과 우심방 내 도자의 위치는 경식도 심초음파를 우심방이 가장 잘 

관찰되는 단면 (right atrium-left atrium longitudinal view)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유도되었다. 돼지꼬리양 도자의 삽입과정은 먼저 경식도 심초음파를 대동맥 장축

방향 (aortic longitudinal view)으로 한 상태에서 대동맥으로의 도자 진입을 확인

하 다. 도자의 삽관이 완료된 후에는 다기능 환자감시 장치(Solar
Ⓡ
 8000 Modular 

Patient Monitor, GE Medical System, USA)를 사용하여 우심방압과 대동맥압을 

측정하 다. 측정된 압력은 모눈종이 인쇄기에 기록하 다.

2.2.3. 표준 위치 흉부압박(표준압박)과 변경 위치 흉부압박(변경압박)

 

   현재의 표준 심폐소생술에서 권장하는 압박 위치는 흉골을 3 등분한 후 아래

쪽 1/3을 압박하는 방법이며, 이 연구에서는 표준압박(standard compression)이라 

칭하 다. 변경된 위치에서의 흉부압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흉골의 복부 쪽 

하단을 압박하 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변경압박(alternative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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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 다(그림 1). 압박 횟수와 깊이 등 나머지 방법은 심폐소생술 지침에서 

권장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하 다.

변경압박

표준압박

그림 1. 표준압박 (standard compression)과 변경압박 (alternative 

compression)에서의 압박 위치: 표준압박 위치는 흉골의 복부쪽 1/3 부위이며, 

변경압박 위치는 흉골의 복부 쪽 하단이다.

2.2.4. 연구 순서 및  혈역학적 측정  

 

   심정지 환자가 응급센터에 내원한 후 심폐소생술 팀에 의해 표준 심폐소생술

이 시행되었고, 연구팀은 경식도 심초음파로 심장의 구조적 이상 등을 확인하 고, 

도자를 삽관하 다. 환자 도착 후 첫 30분 동안은 표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 다. 

표준 심폐소생술 및 전문 심장구조술을 30분 동안 시행한 후에도 자발적 순환이 

회복되지 않으면, 표준압박으로 3분간 심폐소생술을 한 후, 변경압박으로 3분간 심

폐소생술을 하 다.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압박 방법에 의한 심

폐소생술이 시작된 후 2분 30초가 경과하면 30초 동안 호기말 이산화탄소압, 우심

방압, 대퇴동맥압을 측정하 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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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R
(3 min.)

A-CPR
(3 min.)

Catheterization of 
the aorta and RATEE ETCO2, AoP, RAP

S-CPR

S-CPR   
Start

0 min 30 min

Endotracheal Intubation
And EtCO2 monitoring

33 min 36 min

S- CPR   
Start

A-CPR   
Start

Study   
Stop

     그림 2. 연구 프로토콜

     EtCO2: 호기말 이산화탄소압, AoP: 대동맥압, RAP: 우심방압, 

     S-CPR: 표준압박, A-CPR: 변경압박, TEE: 경식도 심초음파.

      ; 30초 동안 자료측정.

2.2.5. 자료의 분석 및 통계 검정

   각 측정 자료는 30초 동안 측정된 각 지수를 평균하여 사용하 다.

2.2.5.1. 관상동맥관류압

   관상동맥관류압은 대동맥의 이완기에 해당하는 대동맥압과 우심방압의 차이를 

계산하여 구하 다.

2.2.5.2. 통계학적 검정

   대퇴동맥압(압박기, 이완기, 평균), 호기말 이산화탄소압, 우심방압(압박기, 이완

기, 평균), 관상동맥관류압의 혈역학적 지수를 수집하여 SPSS의 통계분석 프로그

램 (SPSS 11.0, SPSS Inc. USA)을 사용하여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

하 으며 통계치의 P값이 0.05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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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결과

3.1. 대상 환자의 특성

 

   17예의 비외상성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하 으며 대상예의 평균 연령은 

57±2세, 성별은 남자 12명, 여자 5명이었다.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심정지가 발생

한 경우가 15예 으며, 응급실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가 2예 다. 병원이외의 

장소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 중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거나, 이송 중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1예 다. 심정지의 발생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이 시작

될 때까지의 평균 시간은 28±5분이었다. 병원 도착 시 심전도상 첫 리듬은 모든 

예에서 무수축이었고, 심정지의 원인은 심인성이 7예(41%), 비심인성이 2예(12%), 

그리고 원인 불명이 8예(47%)이었다. 자발 순환이 회복된 예는 없었다. 대상 환자

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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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 예의 특성

환자 연령/성
심정지 

발생장소

 심정지부터 

심폐소생술까지 

소요시간(분)

심전도 리듬 심정지 원인 순환회복

1 73/남 병원외 20    
 

무수축 심인성 없음

2 60/남 병원외 70 무수축 심인성 없음

3 58/남 병원외 25 무수축 불명확 없음

4 53/남 병원외 15 무수축 심인성 없음

5 66/남 응급센터   1 무수축 불명확 없음

6 65/남 병원외 30 무수축 비심인성 없음

7 49/여 병원외 80 무수축 심인성 없음

8 80/여 병원외 16 무수축 심인성 없음

9 65/여 병원외 57 무수축 불명확 없음

10 45/남 응급센터  1 무수축 불명확 없음

11 31/남 병원외 30 무수축 불명확 없음

12 62/남 병원외 10 무수축 불명확 없음

13 48/남 병원외 18 무수축 비심인성 없음

14 43/남 병원외 10 무수축 심인성 없음

15 38/남 병원외 45 무수축 불명확 없음

16 64/여 병원외 20 무수축 불명확 없음

17 63/여 병원외 30 무수축 심인성 없음

3.2. 압박법에 따른 혈역학적 결과의 비교

   표준압박에 의한 혈역학적 수치와 변경압박에 의한 혈역학적 수치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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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준 압박과 변경 압박에 의한 혈역학적 결과

혈역학적 인자(mmHg) 표준압박 변경압박 p

    압박기 대동맥압 95.2±42.1 114.1±51.2 0.001

    이완기 대동맥압 28.1±17.2 28.1±18.0 0.883

    압박기 우심방압 77.2±30.5 79.3±27.7 0.703

    이완기 우심방압 13.0±9.3 13.4±9.5 0.090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9.6±7.2 11.0±7.8 0.020

    관상동맥 관류압 16.1±12.0 14.9±14.4 0.783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표기되었음.

3.2.1. 대동맥압

   압박기 대동맥압은 표준압박에서 95.2±41.8 mmHg, 변경압박에서 114.1±51.0 

mmHg로 변경압박에서 압박기 대동맥압이 높았다(p=0.001). 이완기 대동맥압은 표

준압박에서 27.9±16.7 mmHg, 변경압박에서 27.6±17.8 mmHg로 차이가 없었다

(p=0.883). 평균 대동맥압은 표준압박에서 50.7±22.8 mmHg, 변경압박에서 

53.1±27.6 mmHg로 차이가 없었다(p=0.387),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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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표준압박과 변경압박에 의한 대동맥압의 비교.

3.2.2. 우심방압

   압박기 우심방압은 표준압박에서 76.8±30.0 mmHg, 변경압박에서 78.8±26.9 

mmHg로서 차이가 없었으며(p=0.703), 이완기 우심방압은 표준압박에서 13.0±8.8 

mmHg, 변경압박은 13.4±8.8 mmHg로서 차이가 없었다(p=0.090). 평균 우심방압은 

표준압박에서 33.6±12.7 mmHg, 변경압박은 35.3±11.3 mmHg로서 차이가 없었다

(p=0.351). 

3.2.3. 관상동맥관류압

   관상동맥관류압은 표준압박에서 15.7±11.7 mmHg, 변경압박에서 14.2±13.9 

mmHg로서 차이가 없었다(p=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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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은 표준압박에서 9.6±6.9 mmHg, 변경압박은 11.2±6.7 

mmHg로 변경압박에서 높았다(p=0.020)(그림 4). 즉 변경압박이 표준압박에 비해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변경압박이 표준압박에 비하

여 폐관류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0

5

10

15

표준압박 변경압박

P=0.020mmHg

그림 4. 표준압박과 변경압박에 의한 호기말 이산화탄소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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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고찰

 

   이 연구를 통하여 심정지 상태의 인체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 현재의 심폐소

생술 지침에서 권장하는 위치에서 흉부압박을 하는 것보다 흉골의 복부쪽 하단을 

압박하면 수축기 대동맥압과 호기말 이산화탄소압의 상승을 포함하는 개선된 혈

역학적 효과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즉, 현재의 심폐소생술 지침과 동일한 방법

으로 흉부를 압박하더라도 압박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다른 혈역학적 효과가 발생

하 다. 특히 흉골의 하단으로 압박 위치를 변경하 을 때 동일한 압박 깊이로 흉

골을 압박하더라도 더 높은 수축기 대동맥압이 유발되었다. 동일한 깊이의 압박에 

의하여 수축기 동맥압이 더 상승한 것은 압박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좌심실 유출

로의 폐쇄 정도가 경감되었거나 좌심실이 더 많이 압박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

측된다.

  1. 표준 심폐소생술에서 흉부 압박이 심장에 미치는 향과 압박 위치의 문제

점.

   심폐소생술 중 인공순환의 방법으로서 흉부압박은 가능한 많은 양의 혈류를 

유발하여 조직 관류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흉부 압박법은 조직이 허

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혈류량을 유발할 수 없다. 또한 현재 권

장되는 흉부압박의 위치가 최대의 혈류량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인지에 대한 과

학적 검증도 이루어진 바 없다. 황 등
14)
은 심폐소생술시 심실의 기능과 판막에 대

한 연구에서 현재 위치에서의 압박방법은 흉부압박의 vector가 흉골과 흉추를 연

결하는 선에 위치한 우심실과 심실중격 기저부, 좌심방이 압박될 수 밖에 없으며, 

실제 심폐소생술이 진행 중인 인체에서 경식도 심초음파로 관찰한 결과 흉골을 

압박하면 우심실이 주로 압박되고 좌심실은 기저부만이 압박됨으로써 혈류 유발

의 펌프로서 좌심실의 역할은 미약할 수 밖에 없다고 하 다. Hwang 등
15)
은 표준 

심폐소생술 중인 인체를 대상으로 경식도 심초음파를 사용한 연구에서 현재 위치

에서의 흉부압박을 하면 압박기에 좌심실 유출로의 협착이 발생하므로, 좌심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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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가 증가되어 대동맥으로의 혈류 흐름에 저항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하 다. 

즉 현재의 위치에서 흉부압박을 하면 해부학적으로 좌심실보다는 우심실, 좌심방

이 더 많이 압박되며, 좌심실에서는 좌심실 유출로가 압박되어 대동맥으로의 혈류

에 저항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흉부압박 위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

요하다.

  2. 압박위치의 변경에 의한 혈역학적 개선효과

   이 연구에서 변경압박과 표준압박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된 혈역학적 인자는 

우심방압, 대동맥압, 관상동맥관류압, 그리고 호기말 이산화탄소압이다. 연구 결과, 

변경압박에서 표준압박에 비해 우심방압은 차이가 없었으나 압박기 대동맥압과 

호기말 이산화탄소압이 높게 나타났다. 압박기 대동맥압은 뇌 혈류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며17-19), 호기말 이산화탄소압은 심폐소생술 중 혈류량을 예측하는 

간접 지표로 사용될 뿐 아니라 심폐소생술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다
20,21)
. 

변경압박은 위치의 변경 외에 동일한 깊이와 횟수로 시행하 으므로, 압박 위치의 

변경에 의하여 압박기 대동맥압이 상승한 것은 표준압박의 위치보다 흉골의 복부

쪽 하단을 압박하면 좌심실 유출로의 협착을 막을 수 있거나 좌심실을 더욱 압박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압박기 대동맥압과 호기말 이산화탄소압

이 함께 상승한 것은 압박기 대동맥의 상승이 순환혈액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호기

말 이산화탄소압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흉부압박에 관한 연구로서 Babbs 등
22)
은 흉부 압박의 깊이와 혈류량을 비교한 

결과, 일정 깊이 이상을 압박하여야 혈역학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하 다. 따라

서 Hwang등이 관찰한 흉부압박기 동안 좌심실 유출로의 협착을 줄이기 위하여 

흉부 압박의 깊이를 감소시킬 경우에 흉부압박으로 유발되는 혈류량이 급격히 감

소할 수 있다. 흉부압박으로 유발되는 혈류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좌심실 유출로의 

협착을 유발하지 않으려면, 현재의 흉부 압박 위치를 다른 부위로 옮겨야 할 것이

다. 흉곽에 의한 흉강 내 구조물의 보호 효과를 유지하면서 흉부압박을 하려면 흉

골 부위를 압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좌심실 유출로의 

압박을 피하고 흉곽의 보호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흉골의 복부 쪽 하단을 압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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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동일한 압박 깊이에서 압박기 대동맥압의 상승이 초래되었으며, 압

박기 대동맥압의 상승은 호기말 이산화탄소압의 상승을 가져온 것이다.

 

3.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심폐소생술 방법과 변경 압박에 의한 심폐소

생술의 장점

   현재의 표준 심폐소생술은 흉골 부위의 능동적 가압(active compression)과 수

동적 감압(passive decompression)으로 혈류를 유발한다. 표준 심폐소생술의 낮은 

혈역학적 효과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새로운 심폐소생술 방법이 개발된 바 

있다. 흉골 부위의 가압과 감압을 모두 능동적으로 시행하는 active 

compression-decompression CPR
23)
, 흉부압박과 번갈아 가면서 복부를 압박하는 

interposed abdominal compression CPR
24)
, 흉부와 복부를 번갈아 가면서 가압-감

압하는 phased abdominal compression-decompression CPR25), 흉골 압박과 동시

에 흉곽을 수축시키는 simultaneous sternothoracic CPR
26)
, 감압 시 흡기를 차단하

여 정맥환류를 증가시키는 impedance threshold valve를 사용하는 방법
27)
, 

thoracic vest를 사용하는 vest CPR28) 등은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심폐소생술 방

법이다. 이 방법들이 표준 심폐소생술에 비해 혈역학적 우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기계 등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는 점, 운반 및 소지가 어려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조작의 어려움과 기구 사용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인하여 표준 심

폐소생술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반해 이 연구에서 소

개된 변경압박은 새로운 장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서 문제가 되

고 있는 단점을 쉽게 극복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이미 전 세계에 보급된 표준 심

폐소생술의 방법과 동일하면서 단순히 표준압박의 위치에서 흉골 하단으로 압박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흉부압박을 시행할 때 각각의 방법

을 맹검(blind)할 수 없었다. 압박을 가하는 시술자가 두 흉부압박의 연구 내용을 

인지하고 압박을 시행하여 가하는 힘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혈역학적 결과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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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연구 결과에 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보완하

기 위하여 연구 내용을 모르고 연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응급구조사가 흉부압

박을 하도록 하 으며, 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할 때에는 한 명의 응급구조사가 

흉부압박을 하도록 하 다. 둘째,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하여 연구 대

상을 30분 동안의 전문 심폐소생술 후에도 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환자로 정함으

로써, 시간 경과에 의하여 발생하는 혈역학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심정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심실 탄성도의 변화는 흉부압박에 의한 심장의 압박 

정도에 향을 줄 수 있다
29)
. 따라서 심정지 발생의 초기부터 흉부 압박의 위치를 

변경하 다면 다른 현상이 관찰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표준압박에 비해 

흉골 아래 부위를 압박한 변경압박이 흉강 또는 복강 내 장기에 새로운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환자에서 두 가지 압박 방법이 사용

되었으므로, 합병증의 차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압박 위치가 흉골을 벗어

나지 않도록 하 으며 흉부 압박의 깊이를 동일하게 유지하 으므로, 흉곽에 의한 

내부 장기의 보호 효과는 유지되었을 것이다 넷째, 흉부 압박의 위치를 변경함으

로써 실제 좌심실 유출로의 폐쇄 정도가 경감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 좌심실 유출로 폐쇄의 경감은 압박기 대동맥압의 상승을 통하여 추측되었으므

로 향후 경식도 심초음파 등으로 심장을 직접 관찰함으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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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결론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 심폐소생술 지침에서 권장한 위치에서의 심폐소

생술과 흉골의 복부 쪽 하단으로 흉부압박의 위치를 변경하여 시행한 심폐소생술

의 혈역학적 효과를 비교한 결과, 흉부압박의 위치를 흉골 하단으로 변경하는 것

이 압박기 대동맥압과 호기말 이산화탄소압을 상승시키고 심폐소생술에 의한 혈

류량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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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RESSION          OF        THE         LOWER         END         OF        THE 

STERNUM          RESULT S          IN           BETTER           HEMODYNAMIC 

EFFECT            THAN          STANDARD           EXTERNAL       CHEST 

COMPRESSION        DURING           CPR

                                     Ho Jung Kim

                                     Dep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Sung Oh Hwang)

Background and purpose: Scientific evidences are insufficient for current 

position of external chest compression recommended by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emergency cardiac care. With 

transesophageal observation, we have previously reported standard external 

chest compression might cause a narrowing of left ventricular outflow tract or 

aortic root and a pressure gradient between the left ventricle and the aorta, so 

that it might increase an afterload of the left ventricle. This study was to test 

whether compression of the lower end of the sternum as an alternative 

position (alternative compression) results in superior hemodynamic effects 

compared with standard external chest compression (standard compression). 

Methods: Seventeen patients with non-traumatic cardiac arrest, who failed to 

gain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within 30 minutes after initi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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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were enrolled. During CPR, a catheter was inserted to the right atrium 

via internal jugular vein and the descending thoracic aorta via the femoral 

artery, respectively. External chest compression was done at the lower end of 

the sternum for 3 minutes if ROSC was not attained after 30 minutes of 

standard CPR. A pressure from the right atrium and the aorta was measured 

and end tidal carbon dioxide tension was monitored during standard 

compression and alternative compression. Results: Peak aortic pressure during 

compression systole was higher with alternative compression than standard 

compression (95.2±41.8 vs 114.1±51.0 mmHg, p=0.001). End tidal carbon dioxide 

tension was higher with alternative compression than standard compression 

(9.6±6.9 vs 11.2±6.7 mmHg, p=0.020). There was no different in aortic pressure 

during compression diastole, peak right atrial pressure, and coronary perfusion 

pressure with standard compression and alternative compression. Conclusion: 

External chest compression at the lower end of the sternum might result in 

better hemodynamic effect than external chest compression at currently 

recommended posi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External chest compression, 

Cardiac arrest, End tidal carbon dioxide ten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