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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ion, hydration, bystander CPR, and the call-to-rescuer CPR
interval appeared to be correlated with field ROSC.
Conclusion: To improve the survival rate through field
ROSC, a public campaign to improve bystander CPR,
prompt recognition of cardiac arrest, and rapid application
of pre-hospital treatment and political support of the public
institution are mandatory.

Comprehensive Review of Pre-hospital
Factors Associated with Field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after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in One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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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ROSC) is
closely related to a favorable treatment outcome in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and is also a reliable treatment target
in clinical trials. The aim of this study is the identification of
major factors affecting field ROSC by analyzing the updated
data encompassing the pre-hospital treatment processes.
Methods: This is a retrospective review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cases performed by 119 rescuers
before hospital arrival from January 2012 to December 2014
in one province. Cases with traumatic cardiac arrest, unnecessary CPR, arrest occurred during transport, under age 14
years, and incomplete medical records were excluded.
Results: Of 1,832 patients enrolled in the study, ROSC was
achieved in 99 cases (5.4%). Among them, 50 (50.5%) had
ROSC at the event field and others achieved ROSC during the
transport process, respectively. Total case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ROSC before arrival at the hospital. Age,
underlying cardiovascular illnesses, the event place, presence
of a witness, bystander CPR, application of an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the initial shockable rhythm, defibrillation, advanced airway, hydration, the arrival time of rescuer
CPR, application time of AED, and defibrillation showed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In multivariate analysis, age, defib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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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Summary
What is already known in the previous study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is closely related to a
favorable treatment outcome in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In addition, patients transported to the hospital
without achieving ROSC in the field have a tendency of relatively lower survival rate.
What is new in the current study
To improve the survival rate through field ROSC, a public
campaign to improve bystander CPR, prompt recognition
of cardiac arrest, and rapid application of pre-hospital
treatment and political support of the public institution are
mand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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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심정지 파악
및 응급의료체계 가동, 조기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
효과적인 전문 심장소생술, 통합된 심정지 후 처치 등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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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이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1,2). 이런

이에 본 저자는 최근 3년간의 119 구급대 이송 자료를

일련의 요소들은 병원전 단계와 병원 단계에서의 처치로

분석하여 병원전 단계의 현장 처치에 대해 최근의 경향을

구분할 수 있다. 환자의 생존율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정리해보고, 현장에서의 자발순환회복 여부를 기준으로 현

병원전 단계에서의 요소들로는 목격된 심정지, 목격자에

재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향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개

의한 심폐소생술, 구급대의 빠른 환자 접촉, 제세동 가능한

선시켜야 할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초기 심전도 리듬, 현장에서의 자발순환회복 여부 등이 보
고되고 있다3,4).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현장에서의 자발순

대상과 방법

환회복 여부가 다른 요소들에 비해 환자의 생존율과 더 밀
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

5-7)

.

병원전 심정지 환자의 발생 양상이나 생존율, 병원전 단

1. 연구 대상

계에서의 처치들은 해당 지역과 시행자 등에 따라 많은 차
이를 보이고 있다8,9). 또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환자의

본 연구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입원 당시 또는 입원 이후의 생존율을 최종 기준으로 정하

최근 3년간 강원도의 119 상황센터로 신고되어 구급대가

고 연구를 진행하였다9).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병원 단계

출동 후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를 확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에서 시행하는 처치에 따른 영향을 포함하고 있어 순수하

후향적인 연구를 시행하였다. 심정지는 일반적으로 심장의

게 병원전 처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계적인 활동이 중단된 상태로, 맥박이 촉지되지 않고 의식

연구 대상에 외상 환자 및 심폐소생술의 유보를 고려해야

이 없으며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

될 환자들까지 포함하여 자료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와

3,12)

더불어 201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최근의 현황

시 환자의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경우와

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10,11).

함께 맥박을 촉지할 수 없거나 수축기 혈압이 0 mmHg로 나

. 본 연구에서는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을 당

Fig. 1. Schematic demonstrating the flow of patients with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from January 1, 2012 through
December 31, 2014.
EMS: emergency medical services, 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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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변수들에 대하여 상관관

타나거나 심전도상 무수축이었던 경우로 정의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총

계(공선성, 교호작용)를 확인한 후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

4,812명의 심정지 환자를 확인하였다. 이 중 외상으로 인

들을 선정하였고, stepwise 방법(유의수준 0.15이상)을

한 심정지 환자 1,800명(익수, 추락, 폭행, 외상, 화재 등),

이용하여 적합한 모델을 결정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심폐소생술을 유보하거나 불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환

시행하였다. 모델의 적합성은 Model Fit Statistics로 확인

자 1,005명(명백한 사망, 심폐소생술 거부, 명백한 사망의

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판단은 p값 0.05 미만인 경

징후가 있으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

우로 정하였다.

면서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 등), 14세 이하의 소아 환자
21명, 기록작성 미비로 파악이 어려운 환자 8명을 제외한
1,978명을 유효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

과

이송 중인 구급차량 안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들도 포함
하고 있다. 이는 심폐소생술 시행 시간이 환자 신고, 구급

연구기간 동안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어 선정된 환자

대의 현장 도착 및 현장 출발, 자동제세동기 부착 등의 요

는 총 1,832명으로, 이 중 병원전 단계에서 자발순환회복

인들에 비해 시간적 전후관계가 역전되는 현상을 유발할

이 된 환자는 99명(5.4%)이었고, 병원 도착까지 자발순환

수 있고 다른 연구 대상들과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회복이 되지 않은 환자는 1733명(94.6%)이었다. 자발순

어 구급차량 내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146명을 제외한

환회복은 현장에서 50건(50.5%), 구급차량 내에서 49건

후, 최종적으로 1,832명의 환자들을 본 연구의 최종 대상

(49.5%)이었으며, 신고에서부터 자발순환회복까지의 시

자로 선정하였다(Fig. 1).

간은 17.1±6.4분이었다.

1. 환자와 관련된 인자(Table 1)

2. 연구 방법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대상환자들의 구급활동일지와 심

전체 대상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68.8±15.2세이었고, 자

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분석하여 관련 자료들

발순환회복군은 58.4±13.8세, 비자발순환회복군은 69.4

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환자와 관련된 인자(나이,

±15.1세로 자발순환회복군의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별, 기저질환 등), 심정지 발생과 관련된 인자(신고시간,

낮게 나타났다(p<0.001). 전체 환자 중 남자는 1,177명

발생장소, 목격자, 목격자의 응급처치 내용 등), 구급대의

(64.3%)이었고 두 군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현장처치와 관련된 인자(자동제세동기 사용, 초기 심전도

었다. 환자의 기저질환들 중에서 고혈압, 당뇨, 뇌신경질환,

소견,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현장 처치 내용, 처치를 시행한

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에서는 두 군간에 통계적 차이를

요원의 자격 등), 시간과 관련된 인자(현장까지의 거리, 구

보이지 않았으나,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자발순환회복군

급대의 현장 도착 및 출발 시간, 구급대의 심폐소생술, 자

에서 42명(42.4%)으로 비자발순환회복군 318(18.4%)에

동제세동기 적용 시간 등)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대상 환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암

자들을 병원 도착 전에 자발순환의 회복 여부에 따라 자발

환자는 반대로 자발순환회복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순환회복군과 비자발순환회복군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

게 나타났다(1.0% vs. 7.4%, p=0.015).

른 두 군에서의 차이를 통계 분석하였다. 자발순환회복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ROSC)은 Utstein

2. 심정지 발생과 관련된 인자(Table 2)

style에 따라 지속된 시간에 관계없이 어떠한 외부의 순환
보조가 없는 상태에서도 환자 스스로 유발하는 맥박이 만
져지거나 혈압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로 정의하였다

3,4,12)

.

환자발생을 신고한 시간에 대한 분석에서 오전 06시
~12시까지와 저녁 18시~24시까지의 신고가 전체의
66.6% (1220건)를 차지하였으며, 신고 시간대 별로 두

3. 통계 방법

군간의 비교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신고장
소는 가정과 같은 주거시설이 70.1%, 공공장소가 12.2%,

통계 분석은 SAS release 9.4 for windows 프로그램

의료기관이 11.4%를 차지하였고, 자발순환회복군에서는

을 사용하였다. 연속형 변수의 경우 결과를 평균±표준편

주거시설(52.5%), 공공장소(33.3%), 야외시설(9.1%),

차로 표시하였고, 범주형 변수의 경우 빈도수(%)로 표시

의료기관(5.1%)의 순으로 비자발순환회복군에 비해 통계

하였다. 단변량 분석의 경우, 연속형 자료에 대하여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Student’s t-test 또는 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 범주형

목격된 심정지는 총 799건(43.6%)이었으며, 자발순환

자료에 대하여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다. 단변량 분

회복군에서 69건(69.7%)으로 비자발순환회복군 7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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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19). 그러나 목격자의 직업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

(p<0.001). 또한 목격자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한 차이는 없었다.

한 경우는 총 698건(41.0%)이었으며, 자발순환회복군에
서 58건(60.4%)으로 비자발순환회복군 640건(39.8%)

3. 구급대의 현장처치와 관련된 인자(Table 3)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목격자가 현장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경우는 전체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심전도 확인은 1,812건(98.9%)

93건(5.1%)이었고, 시행비율은 자발순환회복군에서 통계

이었고 현장에서의 심전도 확인은 1,582건(87.3%)이었

적 으 로 유 의 하 게 높 게 나 타 났 다 (10.2% vs. 4.8%,

으나 두 군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

Table 1. Comparison of patients factors between ROSC and non-ROSC group.
Variables
Demographic factor
Age, year
Male
Comorbidity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Cardiovascular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Malignancy
Liver disease
Lung disease
Kidney disease

Total (N=1832)

ROSC group (N=99)

Non-ROSC group (N=1733)

p value

68.8±15.2
1177 (64.3)

58.4±13.8
71 (71.7)

69.4±15.1
1106 (63.8)

<0.001
<0.111

0307 (16.8)
0210 (11.5)
0360 (19.7)
0102 (05.6)
0130 (07.1)
0055 (03.0)
0102 (05.6)
0062 (03.4)

11 (11.1)
09 (09.1)
42 (42.4)
02 (02.0)
01 (01.0)
03 (03.0)
02 (02.0)
02 (02.0)

00296 (17.1)
00201 (11.6)
00318 (18.4)
0100 (05.8)
0129 (07.4)
0052 (03.0)
0100 (05.8)
0060 (03.5)

<0.122
<0.446
<0.001
<0.114
<0.015
<0.987
<0.114
<0.440

p valu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 (%).
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Table 2. Comparison of factors related to arrest between ROSC and non-ROSC group.
Variables
Call time, hour
00:00~06:00
06:00~12:00
12:00~18:00
18:00~24:00
Arrest place
Home
Public
Outdoor
Medical institution
Witnessed arrest
Bystander status
Ordinary person
Health care provider
Responsible manager
Public official
Paramedic
Unknown
Bystander CPR
Bystander AED

Total (N=1832)

ROSC group (N=99)

Non-ROSC group (N=1733)

0251 (13.7)
0610 (33.3)
0361 (19.7)
0610 (33.3)

09 (09.1)
30 (30.3)
26 (26.3)
34 (34.3)

0242 (14.0)
0580 (33.5)
0335 (19.3)
0576 (33.2)

1285 (70.1)
0224 (12.2)
0115 (06.3)
0208 (11.4)
0799 (43.6)

52 (52.5)
33 (33.3)
09 (09.1)
05 (05.1)
69 (69.7)

1233 (71.2)
0191 (11.0)
0106 (06.1)
0203 (11.7)
0730 (42.1)

1191 (65.0)
0160 (08.7)
0029 (01.6)
0003 (00.2)
0065 (03.6)
0384 (21.0)
0698 (41.0)
0093 (05.1)

64 (64.7)
09 (09.1)
02 (02.0)
00 (00.0)
07 (07.1)
17 (17.2)
58 (60.4)
10 (10.2)

1127 (65.0)
0151 (08.7)
0027 (01.6)
0003 (00.2)
0058 (03.4)
0367 (21.2)
0640 (39.8)
0083 (04.8)

<0.238

<0.001

<0.001
<0.455

<0.001
<0.019

Values are expressed as or n (%).
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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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기에 확인된 심전도 소견에서 제세동 가능리듬은

출동에서부터 현장까지의 거리는 평균 10.6±12.5 km이

291건 (16.3%)이 었 고 , 자 발 순 환 회 복 군 에 서 66건

었고,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통계적

(71.7%)으로 비자발순환회복군 225 (13.3%)에 비해 통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시간과 관련된 인자들로는 신고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p<0.001). 심폐

시간을 기준으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7.5

소생술 동안 제세동을 시행한 경우는 412건(22.49%)으

±5.0분 vs. 10.0±9.2분, p<0.001), 구급대가 심폐소생술

로, 자발순환회복군에서의 시행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을 시작하기까지의 시간(8.6±5.3분 vs. 11.7±10.1분,

게 매우 높게 나타났다(68.69% vs. 19.85%, p<0.001).

p<0.001), 자동제세동기를 적용하기까지의 시간(9.5±5.6

기도유지를 위한 구인두유지기는 전체 환자 중 1,349

분 vs. 12.8±10.4분, p<0.001), 제세동을 시행하기까지의

(73.6%)에 서 만 사 용 하 였 고 , 산 소 투 여 도 1,603건

시간(10.1±5.7분 vs. 15.9±9.8분, p<0.001)이었다. 구급

(87.5%)에서만 시행하였으나,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대의 현장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는 구급대가 심폐소생

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구급대원이 전문기도유지술을

술을 시작하기까지의 시간(1.1±2.2분 vs. 1.7±3.4분,

시행한 경우는 146건(8.0%)이었고, 자발순환회복군에서

p=0.022), 자동제세동기를 적용하기까지의 시간(2.1±2.5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17.2% vs.

분 vs. 2.8±3.8분, p=0.006), 제세동을 시행하기까지의 시

7.4%, p<0.001). 수액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34건(1.9%)

간(2.9±2.5분 vs. 6.6±7.4분, p<0.001)이었다.

이 있었고, 시행 비율은 자발순환회복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9.1% vs. 1.4%, p<0.001).

그러나 신고시간에서부터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작시간
과 구급대의 현장 도착부터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의 시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구조자의 자격은 응급구조사 1급
이 792건(43.2%), 응급구조사 2급이 875건(47.8%), 간

(현장 체류시간), 구급대의 심폐소생술에서부터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의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호사가 127건(6.9%), 의사가 19건(1.0%)의 순이었고,
자발순환회복군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50.5%), 응급구조
사 2급(35.4%), 간호사(12.1%), 의사(2.0%)의 순으로

5.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회복에 대한 다변량 분석
(Table 5)

비자발순환회복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29).

병원외 심정지 환자들에서의 자발순환 회복률은 연령이
1살 증가할 때마다 0.96배로 감소하였으며(OR, 0.962;

4. 시간과 관련된 인자(Table 4)

95% CI, 0.948-0.977; p<0.001), 목격자가 심폐소생술
을 시행할 때 1.79배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OR,

Table 3. Comparison of factors related to rescuers between ROSC and non-ROSC group.
Variables
AED application
AED application place
Field
Ambulance
Initial ECG rhythm
Shockable rhythm
Defibrillation
Basic airway
Advanced airway
Oxygen supply
Hydration
Certification
EMT - paramedic
EMT - basic
Nurse
Doctor
Other

Total (N=1832)

ROSC group (N=99)

Non-ROSC group (N=1733)

p value

1812 (98.9)

98 (99.0)

1714 (98.9)

<0.936
<0.447

1582 (87.3)
0230 (12.7)

88 (89.8)
10 (10.2)

1494 (87.2)
0220 (12.8)

0291 (16.3)
00412 (22.49)
1349 (73.6)
0146 (08.0)
1603 (87.5)
0034 (01.9)

66 (71.7)
068 (68.69)
71 (71.7)
17 (17.2)
89 (89.9)
09 (09.1)

0225 (13.3)
00344 (19.85)
1278 (73.7)
0129 (07.4)
1514 (87.4)
0025 (01.4)

0792 (43.2)
0875 (47.8)
0127 (06.9)
0019 (01.0)
0019 (01.0)

50 (50.5)
35 (35.4)
12 (12.1)
02 (02.0)
00 (00.0)

0742 (42.8)
0840 (48.5)
0115 (06.6)
0017 (01.0)
0019 (01.1)

<0.001
<0.001
<0.656
<0.001
<0.458
<0.001
<0.029

Values are expressed as or n (%).
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ECG: electrocardiography,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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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95% CI, 1.109-2.897; p=0.017). 또한 자동제

자는 총 1832명이었다. 이 중 병원 도착 전에 자발순환회복

세동기를 이용하여 제세동을 시행하는 경우 8.88배로 회

이 된 환자는 99명(5.4%)이었고, 자발순환회복 장소는 현

복률이 증가하였으며(OR, 8.875; 95% CI, 5.322-

장에서 50명(50.5%), 이송중인 구급차량 내에서 49명

14.800; p<0.001), 수액 처치를 시행하는 경우 4배 정도

(49.5%)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6~2008년 우리나라

로 회복률이 증가하였다(OR, 4.006; 95% CI, 1.428-

전체 병원외 심정지 환자의 병원전 자발순환회복률 0.9%에

11.243; p=0.008). 신고에서부터 구급대의 심폐소생술

비해 많이 증가되었나, 2005~2010년 미국의 34.4%,

시작까지의 시간도 1분이 증가할 때마다 0.9배로 생존율

2010년 덴마크의 21.8%와는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다(OR, 0.905; 95% CI, 0.856-

2006~2009년 타이페이의 5.9%와 비슷한 수준이다13-16).

0.956; p<0.001). 그러나 전문기도유지술의 시행여부나

이 논문에서 본 저자는 병원전 처치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의 회복 여부로 정했다. Utstein

환자의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가 없었다.

style에 따르면 자발순환회복은 소멸될 수 있지만 가장 명
확한 즉각적인 결과로서, 병원 입원 또는 퇴원보다 임상적

고

찰

인 중요성은 적으나 일부 임상적인 시도나 중재 연구에서
는 유용한 증거로 보고하고 있다12). 또한 Wampler 등6)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3년간 G

병원전 심정지 환자에서 병원전 자발순환의 회복이 없을

도의 119 상황센터로 신고되어 구급대가 현장에서 심정지

경우 환자의 생존율은 매우 낮음을 보고하면서 병원전 자

상태를 확인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환

발순환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병원에서의

Table 4. Comparison of factors related to time between ROSC and non-ROSC group.
Variables

Total (N=1832) ROSC group (N=99) Non-ROSC group (N=1733) p value

Distance, kilometer
Call-to-bystander CPR interval, min
Call-to-EMS arrival interval, min
Call-to-EMS CPR interval, min
Call-to-EMS AED interval, min
Call-to-EMS defibrillation interval, min
Bystander CPR-to-EMS CPR interval, min
EMS arrival-to-CPR interval, min
EMS arrival-to-AED interval, min
EMS arrival-to-defibrillation interval, min
EMS arrival-to-scene departure interval, min
EMS CPR-to-scene departure interval, min

10.6±12.5
1.6±9.4
9.9±9.1
11.5±9.90
12.6±10.2
14.9±9.50
10.3±12.7
1.6±3.4
2.8±3.8
6.0±6.9
9.5±5.6
7.9±5.7

12.6±15.2
1.6±6.6
7.5±5.0
8.6±5.3
9.5±5.6
10.1±5.70
7.1±4.6
1.1±2.2
2.1±2.5
2.9±2.5
9.5±5.7
8.4±5.5

10.5±12.3
1.6±9.6
10.0±9.20
11.7±10.1
12.8±10.4
15.9±9.80
10.6±13.2
1.7±3.4
2.8±3.8
6.6±7.4
9.5±5.6
7.8±5.7

<0.170
<0.948
<0.001
<0.001
<0.001
<0.001
<0.001
<0.022
<0.006
<0.001
<0.958
<0.319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 (%).
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EMS: emergency medical services,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Table 5. Factors associated with field ROSC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Multivariate analysis
Variables
Age
Gender
Bystander CPR
Defibrillation
Hydration
Advanced airway
Call-to-EMS CPR interval

p value
Adjusted OR

95% CI

0.962
0.768
1.792
8.875
4.006
1.884
0.905

0.948-0.977
0.450-1.309
1.109-2.897
5.322-14.800
1.428-11.243
0.954-3.722
0.856-0.956

<0.001
<0.332
<0.017
<0.001
<0.008
<0.068
<0.001

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EMS: emergency medical services,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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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은 미국심장협회의 지침에 따라 일정한 알고리

제세동기를 지참하지 못했거나 장비 고장 등의 이유로 사

즘을 가지고 있으나, 생존하여 입원하는 경우 질환에 따라

용이 불가했던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구급대

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각 병원들의 치료 능력에 따라 최

에서는 심정지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확히 확인하려는

종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환자의 최종 생존율을 병원전

노력과 함께 자동제세동기의 휴대성 향상과 성능 유지를

처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위한 예방 및 예산지원 활동이 강화되어져야 할 것이다.

자발순환회복군에서의 평균 나이는 58.4세로 비자발순

기도유지는 기본소생술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환회복군 69.4세에 비해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1

통해 가슴압박을 시행하는 동안 수동적인 인공호흡이 이루

세 증가할 때마다 약 4%씩 자발순환 회복률이 감소하였

어질 수도 있다2). 본 연구에서는 기본 기도유지술의 시행

고, 이러한 결과는 환자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생존율이 감

률이 73.6%였고 전문기도유지술도 8%이었으나, 전문기

소한다는 타 보고들과 유사하다17,18). 본 연구에서는 다른

도유지술을 시행한 경우 약 1.9배의 자발순환 회복률 향상

기저질환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가 자발순환회

을 보였다. 이에 따라 기도유지술 시행에 조금 더 노력을

복이 더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기저질환에 비

기울인다면 자발순환 회복률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해 심실 빈맥이나 심실세동과 같은 제세동 가능리듬이 발

이다23,24). 또한 산소 공급, 수액 치료의 시행 비율도 낮았으

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고, 심장발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

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자발순환 회복률에서 유의한 차이

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 빠른 대처가 가능했을 것으로

가 있었다10,23). 전문기도유지술과 수액처치는 구급대원의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암환자에서는 비자발순환회복

자격이나 출동한 대원의 수, 환자 접촉 시간 등에 따라 다

군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환자의 신체적인 상태가

를 수 있으나, 이 결과를 통해 병원전 현장처치에서 기본인

불량하거나 심정지 발생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신고가 이

명구조술 뿐만 아니라 일부 전문심장소생술(Advanced

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cardiac life support)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구급대원에

많은 연구들에서 목격된 심정지와 빠른 제세동이 환자의
생존율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9,20).

대한 상황 판단력 강화, 술기 및 자격 향상, 인력 보강 등의
교육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심정지 상태로 있었던 기간이 짧아 자발순환회복의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들에서 response interval(신고에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

서부터 구급대의 현장 도착간의 시간)이 환자의 생존율에

일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21). 또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1분 증가 시마다 약 24%의 생존

시행한 경우 자발순환 회복률이 약 1.8배 향상되었으며,

율 감소가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25,26). 본 연구에

자동제세동기의 적용도 환자의 자발순환 회복률 향상에 도

서도 response interval이 환자의 자발순환회복에 있어

15)

움이 되었다 . 이를 통해 우리는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급대의 출동장소와

회복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을

현장까지의 거리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거

고취함으로써 목격자의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의 사

리보다는 시간, 즉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용을 더욱 더 장려해야 하고, 119 상황센터에서는 신고 접

있으며, 우리 국민들이 구급차량에 대한 시민의식이 왜 필

수시 심정지 상태를 잘 인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요한지를 시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신고에서부터 구

유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심정지 환자에서의 심전도상 제세동 가능리듬 확인과 제

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기까지의 시

세동 시행은 환자의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

간이 환자의 생존율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

21)

다 . 본 연구에서도 초기 심전도상 확인된 제세동 가능리

인하였으며, 시간이 1분씩 증가할 때마다 자발순환 회복률

듬이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과 연관성이 높았으며, 이에 대

은 10%씩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25). 그러나 본 연구

한 제세동 시행은 약 8.9배의 자발순환 회복률 향상을 보

에서 구급대의 현장도착에서부터 심폐소생술까지 1.6±

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구급대의 자동제세동기

3.4분의 시간 간격이 있었으며, 이 시간 간격과 목격자에

적용 비율은 98.9%이었다. 이는 2010~2011년도의

의한 심폐소생술 소요시간(목격자의 심폐소생술~구급대

22)

69.6%에 비해 매우 향상된 결과로 , 2011년부터 응급환

의 심폐소생술)들이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의 소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신고에서부터 현장 도착까지의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노력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도착 시 심정지 상태

수 있다22). 그러나 빠른 제세동을 위해 현장에서 바로 제세

를 빠르게 확인하여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됨은

동기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적용률이

물론, 현장 도착 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상황

87.3%로 확인되어져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이더라도 구급대가 빠르게 환자를 인계 받아 고품질의 심

있다.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원인 분석을 한 결과, 심정

폐소생술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11,25).

지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구급대원이 자동

신속한 자동제세동기의 적용과 제세동 가능리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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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제세동이 환자의 자발순환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자발순환 회복과 연관성이 높았다.

여러 연구들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하

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다1,20,21). 그러나 현장 도착에서부

여 목격자의 적극적인 심폐소생술을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터 자동제세동기 적용까지의 시간이 약 2.8분이며, 두 군에

홍보 및 교육을 더욱 제고하여야 하고, 119 상황센터에서

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는 구급대

는 의식저하, 실신, 호흡곤란, 경련 등에서 심정지 여부를

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중요하듯이 자동제세동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구급대

기의 신속한 적용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원은 현장에서 보다 빠른 심폐소생술 시행과 적극적인 자

현재까지 현장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
25,27)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 본 연구에

서는 현장도착에서부터 출발까지의 시간(현장체류시간)은

동제세동기의 활용, 전문심장소생술 시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기관에서는 이를 위해 교육, 장비 개
선, 인력 보강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두 군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장에서의 심폐소생
술 시작부터 현장 출발까지의 시간(현장에서의 심폐소생
술 지속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자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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