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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대한심폐소생협회와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가 발표한 심폐소생술 지침에 따르면 흉부 압박은 흉골의 가운데와 두 유두를 잇는

가상의 선이 만나는 점을 압박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나, 그 과학적 근거는 불충분하다.

이 연구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에서 시행한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영상을 분석하

여 효율적인 심폐소생술을 위한 적절한 흉부 압박 위치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대상 및 방법: 2006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은 18세 이상의

비외상성 심정지 환자 중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한 1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제외 기준에 해당한 66명을 제외한 114명을 연구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

다.

흉부압박 깊이를 5cm이라고 가정하고 압박될 것으로 생각되는 면적인 흉벽 압박

너비(the width affected by a heel of hand for compression)의 하부에 위치하는 좌심

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의 면적을 흉골 과 유두사이선이 만나는 지점(A), 유두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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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과 흉골 하단의 가운데 지점(B), 흉골 하단 과 검상돌기가 만나는 지점(C)에서 각

각 측정하여 그 면적을 비교하였다. A, B, C 지점에서 측정된 흉벽 압박 너비의 최대

값을 MSCmax (Maximal width at the midway portion of the sternum and

costochondral junction)로 정의하고 그 아래를 차지하는 압박된 전체 심장의 넓이, 압

박된 좌심방의 넓이, 압박된 좌심실의 넓이, 압박된 우심방의 넓이, 압박된 우심실의

넓이 등의 면적을 측정하였다.

결과: MSCmax 아래에 해당하는 압박된 좌심실의 넓이는 A, B, C 지점에서 각각

65±236mm2, 364±506mm2, 1099±817mm2로 측정되어 흉골 하단에서의 넓이가 가장

넓게 측정되었다. A 지점에서 전체 평균 좌심실 중 MSCmax 아래 면적을 차지하는 평

균 좌심실 비율이 3±11% 이었으나, B 지점에서 14±19%가 차지하였고, C 지점에서

는 29±20%를 차지하여 C 지점에서 좌심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론: 심폐소생술시 흉골 하단을 압박하는 것이 현재 권장되고 있는 유두 사이선을

압박하는 것보다 좌심실의 더 많은 부분을 누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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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되는 말: 심폐소생술, 흉부압박, 전산화 단층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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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심폐소생술은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을 통하여 일정한 관류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각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으로서, 1960년에 처음 소개된 이래 심정지 환자의 표준

소생술로 제시되고 있다.
1)
심박동이 멈춘 상태에서 각 조직의 관류는 심박동이 정상

화 될 때 까지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좌우된다. 따라서 흉부압박은 여러 장기에 혈류

를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2)
흉부압박으로

발생하는 혈류의 양은 정상 심박출량의 17-27% 정도에 불과하지만,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 할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보다 생존률을 2-3배

증가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6)
그동안 심폐소생술 시 흉부 압박으로 유발

하는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지금까지 진행된 흉부

압박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압박의 위치에 관한 연구보다는 주로 압박의 속도와 깊

이에 관한 내용이었다.
7)

대한심폐소생협회와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 (ILCOR) 및 European

Resuscitation Council (ERC)에서 2010년에 발표한 심폐소생술의 지침에 따르면 흉부

압박의 위치는 가슴의 중앙 또는 흉골 중앙과 유두사이선(inter-nipple line)이 만나는

점을 압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9-11) 심폐소생술을 처음으로 제안한 Kouwenhoven 등

은 검상돌기 머리 부분에 손이 위치할 것을 제안했었다.
1)
1963년에 Thaler 와 Stobie

는 소아 심폐소생술 후 간 손상이 발견되었음을 보고하면서, 흉골 아래 보다는 흉골

의 가운데 부분을 압박하도록 권장하기도 했다.12) 이후로도 몇몇 연구자들이 흉부 압

박의 위치에 관해 연구를 하였으나, 흉부압박 시 손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과학적 증

거는 아직 불충분하다.
10,11)

심폐소생술 시 흉부압박에 의해 발생하는 혈액순환의 대표적인 두 가지 기전은 심

장펌프이론(cardiac pump theory)과 흉강펌프이론(thoracic pump theory)이다. 심장펌

프이론은 흉부를 압박하면 흉골과 흉추사이에서 심실이 압박될 때 심실용적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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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심실 내 압력이 증가함으로써 승모판과 삼첨판이 폐쇄되고, 대동맥판과 폐동맥

판이 열림으로써 체순환과 폐순환이 유발된다는 이론이다.
1,13,14)

흉강펌프이론은 흉부

를 압박 할 때 증가된 흉강 내압과 흉강 외압의 차이에 의하여 혈류가 유발된다는 이

론으로 심장은 단지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의 역할만 한다는 것이다.
15-17)

최근에는 경

식도 심초음파를 이용하여 심폐소생술 중 인체에서 혈류가 유발되는 기전이 많이 연

구되면서, 심장펌프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많이 밝혀지게 되어 심장펌프이론이

심폐소생술 시 혈액 순환의 주 기전으로 생각되고 있다.
13,14,18,19)

심장펌프이론에 따르

면 흉부 압박 시 심장의 좌심실이 압박되어야 가장 효율적인 혈액 순환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나, 흉부 어느 부위를 압박 했을 때 좌심실의 많은 부분이 압박되어 심

박출량이 최대가 될 것인 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1)

이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검토하여

심폐소생술 시 압박되는 위치에 따라서 흉부압박을 시행하는 부분 하방에 위치하는

구조물을 확인하고, 압박되는 부위에서의 좌심실 넓이 및 그 비율을 측정하여 현재

권장되고 있는 심폐소생술의 흉부 압박 위치의 적절성과 압박 위치에 따른 흉부 압박

의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계획 및 대상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0일까지 원주기독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내원하여

심폐소생술 후 소생된 18세 이상의 비외상성 심정지 환자 중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흉곽기형이나 심장에 심각한 구조적 이상이 있는

환자, 선행 폐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폐 자가 절제 환자, 폐기종의 과거력으로 심

장의 위치에 영향을 준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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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원리 및 방법

가. 연구 원리

심박출량은 1회 박출량 과 심박수의 곱으로 나타낸다.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기 위

해서는 1회 박출량이나 심박수를 늘려야 하는데, 심정지 상황에서 심박수는 분당 100

회-120회로 어느 정도 고정된 수치를 권장하고 있어 심박출량을 늘리려면 각 흉부 압

박 시 1회 박출량을 늘려야만 한다. 이 연구에서는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상에서 흉

부 압박 위치에 따라 압박될 것으로 예상되는 좌심실의 단면적을 비교하여 가장 많은

심박출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하였다.

나. 연구 방법

a. 측정에 사용된 프로그램

이 연구에서 심장 각 부분의 단면적은 Centricity work station RA 1000 (General

Electric Company: GE Healthcare integrated IT Solution 540 West Northwest

Highway Barrington,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b. 연구 내용

흉부 압박 시 흉골 과 양측의 늑연골 접합부의 가운데 부분(midway portion)이

이루는 단면적이 압박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 폭(width of the midway portion of the

sternum and costochondral junction: MSC)을 기준으로 그 아래 구조물의 단면적을

측정하였다. 이 MSC 는 유두사이선, 흉골 하단(lower end of sternum), 그리고 유두

사이선과 흉골 하단의 중간 부분 등 세 부분에서 측정하여 이 중 가장 큰 값

(maximal width at the midway portion of the sternum and costochondral 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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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max)을 기준으로 위의 세 부분에서 흉골 아래 구조물들의 단면적을 각각 측정하

였다.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상 각 구조물의 단면적은 이첨판이 좌심방과 좌심실을 만

나는 지점, 삼첨판이 우심방과 우심실을 만나는 지점, 대동맥 판이 좌심실과 대동맥을

만나는 지점 등을 각 구조물들을 구분 짓는 경계표로 하여 각 구조물의 면적을 구하

였다.

MSCmax 아래에서 압박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구조물들의 총 넓이는 TAC (total

area of compression)로 정의하였다. 이 TAC는 압박된 각각의 구조물들의 합으로 우

심방의 압박부분(RAAcmp: compressed right atrium area), 우심실의 압박부분

(RVAcmp: compressed right ventricle area), 좌심방의 압박부분(LAAcmp: compressed

left atrium area), 좌심실의 압박부분(LVAcmp: compressed left ventricle area), 대 혈

관의 압박부분(GVAcmp: compressed great vessel area)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총 심

장 넓이(THA: total heart area)는 압박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과 압박되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되는 부분까지 포함한 우심방(RAA: right atrium area), 우심실(RVA: right

ventricle area), 좌심방(LAA: left atrium area), 좌심실(LVA: left ventricle area), 대

혈관 부분(GVA: great vessel area)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구조물 면적측정의 위치는 흉골의 유두사이선을 A 지

점, 흉골 끝부분과 검상돌기가 만나는 지점을 C 지점, A와 C 사이의 중간 지점을 B

지점으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 과정은 숙련된 응급의학 교수의 지도 아

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각 구조물의 면적을 구해보는 충분한 연습 과정을 거쳐 측정

시의 오류를 최대한 줄였다.

c.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측정

A 지점 아래 구조물의 단면적 측정은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횡단면(axial view)

에서 양쪽 유두를 확인 하여 유두 사이를 잇는 유두사이선(inter-nipple line)을 찾은

후, 이 유두사이선이 지나는 흉골 가운데 지점에서 척추의 가시돌기를 잇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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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 흉골과 늑연골 접합부의 가운데 부분 양쪽을 연결하는 MSC 를 측정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B, C 지점의 MSC 를 측정하여 가장 큰 값인 MSCmax 를 정의하였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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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thod of measurement at axial view of chest computed tomography

1. Look for both nipple and inter-nipple line.

2. Look for costochondral junction.

3. Look for mid-line of sternum.

4. Find out of the midway portion of the sternum and costochondral junction.

5. Check MSC (midway portion of the sternum and costochondral junction) on

"A", "B", "C", and MSCmax (maximal width at the midway portion of the sternum

and costochondral junction).

6. Draw vertical line at end of width on MSCmax.

7. Measure the whole heart area and compressed heart area beneath MSCmax.

8. Repeat the process at "B" and "C".

A, B, C 각 지점에서 MSCmax 아래를 지나는 구조물을 확인하고 좌심실, 좌심방,

우심실, 우심방, 대혈관 등의 압박 예상 부분의 면적을 구한 후, 흉부 컴퓨터 단층 촬

영 횡단면에서 보이는 좌심실, 좌심방, 우심실, 우심방, 대혈관 등의 전체 면적을 구하

여 각 구조물의 전체 면적 중 MSCmax 아래를 차지하는 압박 면적의 비율을 측정하였

다. 이 과정을 3회 반복 시행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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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 illustration of measurement process of areas at chest computed

tomography (white line area "a": whole heart area, white dotted line area "b":

heart area subjected to chest compression, MSCmax: maximal width at the midway

portion of the sternum and costochondral junction, RVAcmp: compressed right

ventricle area, RAAcmp: compressed right atrium area, LVAcmp: compressed left

ventricle area, LAAcmp: compressed left atrium area, RVA: right ventricle area,

LVA: left ventricle area)

3. 통계 분석 방법

측정된 결과는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for Windows release 12.0

SPSS Inc.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유두사이선이 지나는 A, B, C 지점

아래의 구조물들이 차지하는 단면적과 그 비율을 ANOVA test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

하였고,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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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대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

총 180예의 대상 환자 중 제외대상에 해당된 66예를 제외한 총 114예를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총 114례 중 남자가 73예(64.0%) 여자가 41예(36.0%)였고, 전체

평균나이는 55.9세 였다. 과거력 상 고혈압이 30예(26.3%), 심부전이 2예(1.7%), 심근

경색이 6예(5.3%)로 심장질환이 많았고, 당뇨가 23예(20.2%), 만성 신부전이 12예

(10.5%), 뇌졸중이 18예(15.8%), 천식, 결핵 등 폐질환이 21예(18.4%) 있었다. 심정지

의 원인으로는 심근경색, 폐색전증 등이 36예(31.6%)로 가장 많았고, 저산소증이 35예

(30.7%), 산증이 12예(10.5%), 혈액량 감소가 9예(7.9%), 고칼륨혈증이 6예(5.3%), 중

독에 의한 경우가 3예(2.6%) 있었다. 퇴원 시 뇌 기능 수행 수준(Cerebral

performance category: CPC)은 1-2 단계가 20예(17.5%), 3-4 단계가 5예(4.3%) 있었

으며, 5단계가 89예(78.1%)로 가장 많았다. 24시간 이후 사망한 경우가 47예(41.2%)로

가장 많았고, 생존 퇴원이 38예(33.3%),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가 14예(12.3%), 가망

없는 퇴원을 한 경우가 15예(13.2%)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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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Sex Male 73(64.0)

Co-morbidity Hypertension 30(26.3)

Diabetes mellitus 23(20.2)

Lung disease 21(18.4)

Stroke 18(15.8)

Chronic renal failure 12(10.5)

Cancer 8(7.0)

Myocardiac infarction 6(5.3)

Congestive heart failure 2(1.7)

Others 12(10.5)

Cause of arrest
Myocardiac infarction,

Pulmonary thromboembolism
36(31.6)

Hypoxia 35(30.7)

Acidosis 12(10.5)

Hypovolemia 9(7.9)

Hyperkalemia 6(5.3)

Toxin 3(2.6)

Others 13(11.4)

CPC
＊

1-2 20(17.5)

3-4 5(4.3)

5 89(78.1)

Outcome Arrive discharge 38(33.3)

Death < 24hr 14(12.3)

Death > 24hr 47(41.2)

Moribund discharge 15(13.2)

Table 1. Demographic data

＊
CPC: Cerebral performance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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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위치에 따른 심장 구조물들의 단면적

흉부 압박 위치에 따른 각 심장 내 구조물들의 넓이는 유두사이선인 A 지점에서

의 총 심장 평균 면적은 5,200±2,231mm2, 흉골 하단인 C 지점에서의 평균 면적은

7,621±3,017mm2, 그 사이 지점인 B 지점에서의 평균 면적은 7,510±2,215mm2 이었

다. 우심방의 평균 면적은 A 지점에서 451±624mm2, B 지점에서는 1,134±786mm2

C 지점에서는 1,212±846mm2였고 ,우심실의 평균 면적은 A 지점에서 481±693mm2,

B 지점에서 1,227±768mm2, C 지점에서 1,633±782mm2이었다. 좌심방의 평균 면적은

A 지점에서 946±1,031mm2, B 지점에서 1,626±827mm2, C 지점에서는

808±859mm2였고 좌심실 평균의 면적은 A 지점에서 501±1,053mm2, B 지점에서는

2,023±1,565mm2, C 지점에서 3,671±1,476mm2 이었다.

3. 압박되는 심장 구조물들의 단면적

우심방이 MSCmax 아래에서 차지하는 평균 면적은 A, B, C 지점에서 각각

438±615mm2, 1,085±763mm2, 1,137±825mm2이었고, 우심실이 차지하는 평균 면

적은 A, B, C 지점에서 각각 366±536mm2, 961±653mm2, 1,383±689mm2 이었다.

좌심방의 평균 면적은 A, B, C 지점에서 각각 815±936mm2, 1,499±785mm2,

765±814mm2 이었고 좌심실의 평균 면적은 A, B, C 지점에서 각각 65±236mm2,

364±506mm2, 1,099±817mm2로 측정되어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내려갈수록 좌심

실의 압박 면적이 넓어서 흉골 하단을 압박하였을 때 좌심실이 가장 많이 압박될 것

으로 예상되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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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estimate point

A B C p-value
＊

n=114 n=114 n=114

RAAcmp (mm2) 438±615 1,085±763 1,137±825 <0.001

RVAcmp (mm2) 366±536 961±653 1,383±689 <0.001

LAAcmp (mm2) 815±936 1,499±785 765±814 <0.001

LVAcmp (mm2) 65±236 364±506 1,099±817 <0.001

GVAcmp (mm2) 2,671±1,286 1,368±1,174 294±566 <0.001

Table 2. Comparison of the areas of cardiac structures at each estimate point

＊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one way analysis of variances among groups.

4. 압박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특성

전체 좌심실 단면적에 대한 흉부 압박 시 압박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좌심실 단

면적 비율은 A 지점에서 3±11%였으나, B 지점에서는 14±19%, 흉골 하단인 C 지

점에서는 29±20%로 흉골 하단으로 압박 점이 이동할수록 압박되는 좌심실의 단면적

비율이 넓어지는 소견을 보였다. 우심방의 경우는 A 지점에서 52±48% 였고, B 지점

에서는 87±29%, C 지점에서는 77±39%로 B 지점일 때 전체 우심방중 압박되는 단

면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우심실의 경우는 A, B, C 지점에서 각각 29±40%,

66±36%, 80±26%를 차지하여 C 지점에서 가장 많이 압박되는 비율을 보였고, 좌심

방은 A, B, C 지점에서 각각 45±46%, 87±25%, 67±45%를 차지하여 B 지점에서

가장 많이 압박되는 비율을 보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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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estimate point

A B C p-value
＊

n=114 n=114 n=114

RAAcmp ratio(%) 52±48 87±29 77±39 <0.001

RVAcmp ratio(%) 29±40 66±36 80±26 <0.001

LAAcmp ratio(%) 45±46 87±25 67±45 <0.001

LVAcmp ratio(%) 3±11 14±19 29±20 <0.001

GVAcmp ratio(%) 92±15 68±44 27±45 <0.001

Table 3. Comparison of proportion of each cardiac structure subjected to chest

compression at each estimate point

＊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one way analysis of variances among groups.

5. 각 지점에서 압박되는 전체 심장의 넓이 및 전체 심실의 넓이

A, B, C 각 지점에서 압박되는 좌심실, 좌심방, 우심실, 우심방을 합한 전체 심장

의 넓이는 각각 1,684±580mm2, 3,909±677mm2, 4,384±786mm2로 C 지점인 흉골 하

단에서 심장의 많은 부분이 압박됨을 알 수 있었다(p<0.001)(Fig. 3). 각 지점에서 체

순환을 담당하는 좌심실과 폐순환을 담당하는 우심실의 합이 차지하는 면적은 각각

431±386mm2, 1,325±580mm2, 2,482±753mm2 로 심실의 합 역시 흉골 하단에서 많

은 면적을 차지하였다(p<0.001)(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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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ressed total heart area at each estimate point

Fig. 4. The compressed total ventricular area at each estimate

point

(The total ventricular area is a sum of the area of the right

ventricle and the left ventr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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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심정지 환자에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뇌와 각 장기에 중요한 혈류를 공

급하고 심실세동 기간을 연장시켜 제세동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어 심장이

정상 리듬을 찾아 효과적으로 전신적인 관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24,25)

심폐소생술 시

행 초기에는 흉부를 압박하는 것이 늑골을 손상시키는 위험한 술기로 인식되었다.22)

심지어 단순한 뼈의 골절뿐만 아니라 대동맥 손상, 위, 간, 비장 등 생명과 관련된 내

부 장기의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술기로 생각되기도 했다.
23)
이러한 흉부압

박에 따른 내부 장기손상은 정확한 손상기전도 모른 채 부적절한 구조자의 잘못된 압

박위치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었다.
22,23)

이와 같은 불충분한 임상적 증거가 성

인 심폐소생술 동안 흉부압박의 정확한 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을 이

루어지게 했다. 심폐소생술을 처음으로 제안한 Kouwenhoven1) 은 검상돌기 머리 부

분에 손이 위치할 것을 제안했었다. 이후 1963년에 Thaler 와 Stobie
12)
는 소아 심폐

소생술에서 간 손상이 발견되어 흉골 아래 보다는 흉골의 가운데 부분을 압박하도록

권장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연구자들이 심폐소생술 시행 시 흉부압박의 효율적인 횟

수와 압박 위치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AHA 및 ERC 등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흉골 아래 2/3 지점 유두사이선 지점을 압박하도록 권장해 왔다. 그러나 실

제적으로 AHA 및 ERC 등에서 권장하고 있는 흉골 아래 2/3 지점인 유두사이선 지

점은 그 위치가 흉부를 압박함으로써 가장 많은 혈류를 보낼 수 있는 위치라기보다는

일반들에게 보다 쉽게 가르치고 보다 쉽게 기억하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유두사이

선 지점을 권장했었다. 최근 압박 위치에 따른 흉곽 내 구조물의 해부학적 이해를 위

하여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의 분석을 통해 심장과의 공간적 관계를 분석하려는 시도

가 있었다. Shin 등
20)
은 189명의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분석하여 그 중 80%가 유

두사이선 아래에 주로 대동맥의 뿌리부분(the root of aorta), 상행 대동맥(the

ascending aorta), 좌심실의 유출 경로(left ventricular outflow tract) 부분이 위치하였

고, 단지 유두사이선 아래를 차지하는 흉곽 내 구조물의 20%가 좌심실임을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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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심폐소생술시 유두사이선 보다는 흉골 끝부분을 압박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는 보고를 하였다. Pickard 등
28)
은 연구대상 환자의 오직 3%만이 좌심실이 흉골 아

래 1/3 지점에 위치함을 확인 하였고, 흉부가 압박되는 지점 바로 아래에는 주로 좌심

방과 상행 대동맥이 위치함을 확인하였다. 이후에 발표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동

안 경식도 심초음파를 이용한 좌심실 압박 시 혈류 흐름에 관한 Hwang 등
26)
의 전향

적 연구에서는 현재 AHA의 권고에 따라 흉부압박을 시행할 시 좌심실의 유출 경로

나 대동맥의 근위부가 압박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좌심실 박출량과 최대 압박 부

분의 선형회귀분석에서 최대 압박 구역이 좌심실 유출 경로에 가까이 있을 때 보다

좌심실에 더욱 가까워질수록 심박출량이 더욱 증가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었다.

표준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혈류가 발생하는 기전에 대한 오랜 논란은 인체에서는

심장펌프와 흉강펌프 중 어느 기전이 혈류 유발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혈류가 유발되는 기전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인체에서 직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혈류 유발 기전을 증명한 연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양한 연구 방법을 시도

할 수 있는 동물 실험은 인체와 실험동물의 흉곽이 해부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체에 직접 적용할 수 없었으며,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혈류

유발 기전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만을 수집할 수 있었다. 최근 심폐소생술 중 심장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경식도 심초음파가 도입되면서 흉부압박 시 심

장 및 판막의 움직임과 승모판 혈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다. 경식도 심초음

파는 심장을 관찰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일 뿐 아니라, 심폐소생술 중에도 환자의 치

료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심장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Higano 등19)

에 의하여 처음 시도된 이후에 심폐소생술 중 심정지의 원인을 진단하거나, 인체에서

혈류가 유발되는 기전을 연구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혈류가 유발되는 기전을 확

인하기 위한 Hwang 등14) 의 연구에서는 흉골을 압박하였을 때 하행 흉부대동맥까지

압박되어 흉부 압박 시 대동맥의 앞쪽에 위치한 심장이 압박된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

고, 근위부 하행 흉부대동맥의 단면적이 흉부압박 중에 확장된다는 것은 표준 심폐소

생술시 인체에서 혈류가 유발되는 기전으로서 심장펌프이론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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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였다. 최근의 경식도 심초음파를 이용한 좌심실의 혈류를 관찰한 Kim 등
27)
의 연

구에서는 심폐소생술동안 흉부압박으로 인한 좌심실의 압박이 혈액의 흐름을 발생시

키는 펌프로서 작용함을 발견하여 심장펌프 이론을 뒷받침 하였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도 또한 흉부를 압박하면 흉골 과 흉추사이에서 심실이 압박될 때

심실 내 압력이 증가함으로써 혈류를 발생 시킨다는 심장펌프이론에 근거하여 심실이

많이 압박될수록 심박출량이 커진다는 전제하에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MSCmax 아래에 위치하는 심장 내 각 구조물들의 단면적 및 심장

내에서 압박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 단면적과 그 비율 모두 흉골

끝부분에서 좌심실이 가장 많이 압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지점에서 차지

하는 전체 심장의 넓이도 흉골 하단에서 가장 많은 넓이를 차지하였다. 이는 정상인

에서 펌프 역할을 하는 좌심실이 심박출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심장 전체가

펌프역할을 하는 심장펌프이론에 근거했을 때도 의미 있는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결

과는 심폐소생술 시 AHA나 ERC 에서 추천하고 있는 유두사이선과 흉골이 만나는

지점보다 흉골 하단을 압박하는 것이 좌심실의 많은 부분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연구에서 흉골 하단을 압박하는 것이 내부 장

기 손상을 더욱 유발 시킨다는 보고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기전 및 근거에 관한 연

구는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이 실제 심폐소생술 상황에서 이

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심폐소생술 상황에서는 기관 삽관 이후 산소공급

을 위한 환기가 이루어 질 것이고, 이에 따라 흉곽 내의 구조물의 위치가 바뀔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흉부 컴퓨터 촬영은 양 팔을 위로 올린 자세로 시행하기

때문에 양측 유두의 위치가 실제 심폐소생술 시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시 영상 이미지로 구현되는 시점이 심장의 수축기인지 이완기

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축기, 이완기에 따른 심실의 위치 및 심실이 차지하는

면적에 오차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흉부 압박 시 흉

골 과 늑연골 접합부의 가운데 부분이 압박될 것으로 생각하어 이 너비(MSC)를 기준

으로 그 아래 구조물의 넓이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심폐소생술에서 압박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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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되는 너비는 본 연구에서 압박되리라고 예상한 너비와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

이 있다. 또한 흉골은 직사각형의 구조로 어느 한 부분을 압박하더라도 흉골 전체가

함께 압박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압박 부위에 따른 혈역학

적 차이를 연구하여 이 연구 결과와 비교한다면 더욱 명확한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넷째, 연구대상의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소아환자는 제외하였

다. 이는 성인과 흉골 및 늑골의 유연성의 차이, 성장과정에 있어서 흉곽 내 구조물들

의 해부학적 위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외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

과를 소아 심폐소생술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심장펌프 이론

에 근거하여 심장(특히 좌심실)이 많이 압박될수록 심박출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심장 펌프 이론과 흉강 펌프 이론 중 어느 것이 진리인지

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만일 흉강 펌프 이론이 본 연구

에 적용 되었을 때, 흉강내의 압력이 올라가지 않고 좌심실 자체만 많이 압박된다면

과연 심박출량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증가할지는 미지수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보이는 심장 구조물의 면적을 구하여 심실의 단면적이 넓을수

록 심박출량이 클 것이라고 가정했으나, 심박출량은 부피에 비례하므로 심실 및 심장

구조물의 단면적이 아닌 부피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실제 상황과 근접 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앞으로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심폐소생술 상황을 구현할 수 있으면 좀 더 사실적이고, 정확한 흉부압박 위치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심폐소생술시 흉골 하단을 압박하는 것이 현재 권장되고 있는 유두사이선을 압박

하는 것 보다 좌심실을 더 많이 압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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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act

Determination of the Optimal Hand Position on 

the Sternum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 Analysis of Chest CT Scan-

Kim Yeong-ju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Background and Purpose: According to the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

guidelines published by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and American Heart Association(AHA), they recommended

an performer to compress the imaginary inter nipple line, which was not based on

established evidence for chest compression in adults.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the proper hand position for more effective CPR by analysing chest

computed tomography(CT) of the patients resuscitated from cardiac arrest.

Material and Method: 180 patients who were resuscitated from non-traumatic

cardiac arrest and underwent chest CT scan from January 2006 to August 2009

were included in this study. Among them, 66 patients were excluded by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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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 and 114 patients were finally selected for analysis.

The sizes of the left atrium, left ventricle, right atrium, and right ventricle

were measured and compared at 3 points beneath the width affected by a heel of

hand for compression that are targeted to be compressed during CPR, on the

assumption that the depth of chest compression was about 5cm. 3 points were

defined as follows: point A was the junction of the sternum and inter nipple line,

point B was the mid-point of inter nipple line and the end of sternum, and point

C was the junction of the sternum and the xyphoid process. Maximum value of

the width affected by a heel of hand for compression at each point was defined as

maximal width at the midway portion of the sternum and costochondral junction

(MSCmax). And the total compressed area of heart, compressed right ventricle area,

compressed right atrium area, compressed left ventricle area, and compressed left

atrium area at beneath the MSCmax were measured.

Result: The sizes of the left ventricle beneath the MSCmax measured 65±236mm2,

364±506mm2, and 1099±817mm2 at points A, B, and C, respectively, which was

found the largest at the end of sternum (point C). The proportions of the mean

left ventricle size beneath MSCmax to total mean left ventricle size were 3±11% at

point A, 14±19% at point B, 29±20% at point C, which suggested left ventricle

took the most portion at point C.

Conclusion: In performing CPR, compressing the end of sternum can be more

effective in pressing the left ventricle than currently recommended method,

compressing the inter nippl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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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hest compression, CT

(Computed Tomograph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