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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배경: 심정지 환자가 수평 자세로 누울 수 없는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려면 기계식 흉부압박기 및 가변형 구급 

침상을 이용해 환자의 체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돼지 심정지 

모델을 이용한 최근의 연구에서 상체 거상 30° 체위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면 수평 체위에 비해 혈류역학적 이점이 있음이 

밝혀졌다. 

목적: 돼지 심정지 모델에서 상체 거상 30° 체위로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생존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함. 

방법: 18 마리 돼지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실험-대조군 연구이다. 

돼지는 누운 각도를 변환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수술대 위에서 

마취되고 기관 삽관되었다. 수술적 처치가 끝나면 인공 심실 세동을 

일으켜 15 분간 방치한 후, 무작위화를 통해 상체 거상 30° 체위 

혹은 수평 체위로 변경하였다. 이 때, 기계식 흉부압박기를 이용해 

6 분간 기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자발 순환이 회복되지 

않으면 최대 20 분 간의 전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일차 

결과는 각 군간 24 시간 생존 여부의 비교이며, Fisher’s exact 

test 를 통해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상체 거상 30° 군에 배정된 8 마리 돼지 중에서 한마리만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나 24 시간까지 생존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따라서 상체 거상 30° 군에 포함된 8 마리 돼지가 24 시간내 모두 

사망하였다. 수평 체위 군에 배정된 8 마리 돼지 중에서는 6 마리가 

자발순환이 회복되었고 이들은 모두 24 시간 이상 생존하였다. 양 

군간 생존 여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isher’s exact 

tes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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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실험 결과는 돼지의 심정지 모델에서 기계식 흉부압박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시행시 상체 거상 30° 체위는 생존에 불리함을 

보여준다. 

주요어: 심정지, 심폐소생술, 체위, 자세, 생존 

학번: 2014-2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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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정지에 대한 대비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보건 과제이다. 인구 10만명당 심정지 환자 발생률은 아시아에서 

52.5명, 유럽에서 86.4명, 북미에서 98.1명, 호주에서 112.9명으로 

선진 각국 및 서구화된 지역으로 갈수록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 국내의 병원 외 심정지 발생률도 2008년 

41.4명, 2010년 44.8명, 2013년 46.3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이다(2). 

 한편, 대부분의 병원 밖 심정지 환자는 자택을 비롯한 환자의 

거주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3), 고도로 도시화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고층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4-6). 그러나 이런 고층 빌딩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기존의 구급 침상에 환자를 눕힌 자세로는 좁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 이송시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제공하기 어렵다. 

 국내의 심정지 환자 생존 퇴원율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데(2) 그 이유도 이런 아파트와 같은 고층 빌딩 심정지에서 

환자 이송시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체위 변환이 가능하면서 또한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특수한 구급 침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심정지 환자를 좁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진입시킬 수 있도록 

체위 변환이 가능하면서 또한 기계식 흉부압박기를 장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수한 구급 침상(그림 1)이 

개발되고 있다(7). 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받는 심정지 환자의 

체위 변경시 어떤 각도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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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환자는 수평 체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떤 체위가 심폐소생술에 가장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쇼크 상태의 환자는 

상체를 낮추고 하지를 올리는 체위(트렌델렌버그 자세)가 환자의 

혈압 유지 및 예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나 그 

근거가 희박하여 현재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8-10) 다만 

저혈량성 쇼크 상태의 환자에서는 수동적 다리 올리기(passive leg 

raising) 자세가 일시적이나마 환자의 심박출량을 올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11). 그러나 이런 연구는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보고된 효과도 일시적이고 미미한 수준이어서 심정지 

환자에게 이런 자세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심폐소생술시 어떤 자세가 가장 혈류역학적으로 적당한 

자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돼지 심정지 모델에서 심폐소생술시 

수평 자세를 포함해 여러가지 각도로 체위를 변화시켜 본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12,13). 쇼크와 같이 혈류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에게서 하지를 거상하면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던 

종래의 믿음과는 반대로, 이들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시 상체를 

거상하는 체위가 뇌관류압 및 관상동맥 관류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는, 뇌관류압은 상체를 최대 

60°까지 높여 누운 각도를 증가시킬수록 향상되었고 관상동맥 

관류압은 상체 거상 30° 각도에서 가장 이득이 있었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수평 체위나 하체 거상 체위보다도 오히려 상체 거상 30° 

각도가 심폐소생술 환자에게서 가장 적합한 자세인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13). 

 앞선 여러 전임상 실험 연구들에서, 심폐소생술시 관상동맥 

관류압이 향상되면 자발순환 회복률이 향상되며(14, 15) 또한 뇌 

관류압이 향상되면 생존율이 향상됨이 알려져 있다(16, 17). 이런 

선행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보면, 상체 거상 30° 체위는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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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압과 관상동맥 관류압을 모두 향상시켜 주므로 심정지 환자의 

최종적인 치료 목표인 자발순환 회복 및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신경학적 예후까지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돼지의 심정지 모델을 이용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방치된 

심정지 시간이 약 6분 정도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현실의 심정지 

상황에 비교해 보았을 때 비현실적으로 짧은 측면이 있었고, 한마리 

돼지에 심정지를 일으킨 후 여러 체위로 변경해 보며 실험한 

교차실험 설계로 현실의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상황과는 괴리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상체 거상 30° 체위가 생존 및 신경학적 예후를 

향상시키는지 여부를 직접 입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상황에 가장 

근접한 실험 설계를 갖추고 또한 심폐소생술시의 혈류역학적 변화 

뿐 아니라 최종 생존 여부 및 신경학적 예후까지 관찰하는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돼지의 심정지 모델에서 심폐소생술시 상체 거상 30° 

체위가 생존 여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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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계식 흉부압박기(AutoPulse®, LUCAS2®) 연동 및 체위 

변환이 가능한 구급 침상 시제품(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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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승인번호:14-0195-S1A0). 모든 실험 및 실험 

동물에 대한 관리는 대한민국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을 준수하였다. 또한 실험 과정은 전임상 

실험실의 면허된 수의사에 의한 감시 및 조언을 받으며 진행되었다.  

 

실험 동물 

 실험 동물로는 전문 시설에서 실험용으로 사육된 몸무게 40~45 

kg 범위의 암컷 돼지를 선택하였다. 이는 약 4 개월 정도 되는 

연령으로 이보다 크면 기계식 흉부압박기를 적용하기에 너무 

비대해지고 수술적 처치에도 어려움이 따르며, 이보다 어리면 

심장의 난원공 개존이 남아있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필요한 실험 동물수를 산정하기에 앞서, 각 군별 생존률을 

예측하기 위해 돼지의 심정지 모델을 이용한 연구들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 고찰이 선행되었다. 이 중, 가장 유사한 실험 

프로토콜을 가진 연구 결과(18)를 바탕으로 실험군의 생존률을 90 

퍼센트, 대조군의 생존률은 30 퍼센트로 예측하였다. 이 예측을 

기반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실험 동물 

수를 산출하였을 때, 각 군별로 13 마리, 총 26 마리 돼지가 

필요하였다(알파 오류 0.05 및 검정력 0.80 기준). 

 

수술적 처치 

 수술적 처치는 기계식 흉부 압박기 장착이 가능하면서 또한 누운 

각도의 변환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가변형 수술대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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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 이 수술대는 수평 유지는 물론, 15°, 30°, 45°, 60° 

각도를 상체 거상 혹은 하체 거상 모두 자유롭게 선택 및 고정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제작되었으며 기계식 흉부압박기를 부착 

가능하도록 상판이 설계되어 있다(그림 2).  

 돼지는 등을 대고 누운 자세(supine)로 사지를 수술대 양 끝에 

밧줄로 묶어 고정하였다. 돼지를 수술대에 고정하기 전, 우선 

Zoletil® 2 mg/kg과 xylazine 2 mg/kg을 목 주변에 근육 주사하여 

진정시켰으며 이어 isoflurane을 5 % 농도로 흡입시켜 마취하였다. 

충분히 마취된 이후 내경 7 프렌치 규격의 기관내 튜브를 이용해 

기관 삽관하고 기계 환기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수술적 처지 

전과정에 걸쳐 isoflurane 흡입 마취를 2~3 % 농도로 유지하였다. 

 기관 삽관 이후 돼지는 배를 대고 엎드린 자세(prone)로 바꾼 뒤, 

두개골의 뒤통수 돌출부와 오른쪽 눈확의 위쪽 사이 1/2 지점에 

천두공을 뚫었다. 이를 통해 Mikro-Tip® (Millar Inc., Houston, TX, 

USA) 압력 측정 카테터를 두개골 표면을 기준으로 약 4~5 cm 

진입시켜 뇌경막 하부 2~3 cm 아래에 위치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두개내 압력을 측정 및 감시하였다. 

 두개골 천공 및 압력 측정 카테터 삽입 이후, 다시 자세를 

supine으로 바꾸었다. 초음파 유도를 통해 오른쪽 혹은 왼쪽 대퇴 

동맥을 바늘 천자하고 유도 철사를 진입시켜 카테터를 진입시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흉부 대동맥의 심장 중간 

높이까지 Mikro-tip® 압력 측정 카테터를 진입시켜 대동맥압을 

측정 및 감시하였다. 심장 중간 높이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카테터 

진입 길이는 흉골 중간 높이로부터 대퇴부 천자부위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초음파 유도를 통해 

오른쪽 또는 왼쪽 외경 정맥을 천자하여 통해 우심방에 Mikro-tip® 

압력 측정 카테터를 진입시켜 우심방압을 측정 및 감시하였다. 

우심방 진입시 카테터 위치에 따라 특징적인 압력 파형이 나타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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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통해 카테터 말단이 우심방에 진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계획된 방식으로 카테터들을 진입시켰을 때, 예상대로 

카테터 말단이 뇌경막 하부 2~3 cm 깊이 및 심장 중간 높이, 

우심방에 제대로 위치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차례의 예비 

실험을 시행하였다. 상기에 서술된 방식대로 압력 측정 카테터를 

위치시킨 후, 이동식 Fluoroscopy을 이용하여 카테터 말단의 

방사선 비투과성으로 처리된 부분의 음영 위치를 촬영하였고 

예상대로 카테터 말단이 정해진 위치에 잘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과 4). 

 수술적 처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용적-조절 인공호흡기를 이용해 

일회 호흡량 12 ml/kg 전후, 호흡수 분당 12 회 전후로 호흡을 

유지하였다.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 40 mmHg 전후, 동맥혈 산소 

분압 80 mmHg 목표로 환기를 조절하였다. 수술적 처치 전과정에 

걸쳐 1 리터의 생리식염수 용액으로 수액을 공급하였다. 직장내 

삽입된 체온계로 중심 체온을 측정 및 감시하였으며 온도 조절이 

가능한 깔개(Blanketrol® II, Cincinnati Sub-Zero Medical Division, 

Cincinnati, OH, USA)를 이용해 체온을 37.5°C 에서 38.0 °C까지 

유지하였다. 이외에 심전도, 귓볼에서 측정된 맥박 산소포화도,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기관 내압이 실험 전과정에 걸쳐 측정 및 

감시되었다. 

 측정된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화된 신호 획득 장비(PowerLab®, 

ADInstruments Inc., Colorado Springs, CO, USA)와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LabChart®, ADInstruments Inc., 

Colorado Springs, CO, USA)를 이용해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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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각도 가변형 수술대에 기계식 흉부압박기(LUCAS2®)를 

장착하여 실험 중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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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동식 Fluoroscopy로 촬영한 두개강내 진입된 압력 측정 

카테터 말단의 위치(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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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동식 Fluoroscopy로 촬영한 심장 중간 높이 대동맥 및 

우심방에 진입된 압력 측정 카테터 말단의 위치(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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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프로토콜 

 모든 수술적 처치가 완료되면, 심실세동 유발 직전에 동맥혈을 

채취하여 동맥혈 가스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후, 왼쪽 혹은 오른쪽 

외경 정맥을 통해 우심실내에 위치시킨 압력 측정 카테터를 잠시 

뽑아내고 카테터가 위치했던 통로를 따라 심박 조율용 전극 

와이어를 진입시켰다. 이 와이어를 우심방내에 위치시키고 위치를 

조절하며 심전도상에 심실 조기 박동이 연속적으로 관찰되는 

순간을 노려 9V 건전지를 이용한 직류 전기를 흘려보내 심실 

세동을 유발시켰다. 심실 세동이 유발된 직후, 기관내 튜브로부터 

인공호흡기를 떼어내고 압력 측정 카테터를 우심방내로 다시 

진입시킨 후 수평 체위에서 15분간 방치하였다. 이때 컴퓨터로 

생성된 무작위화 결과에 따라 수평 체위 혹은 상체 거상 30° 

체위를 배정하였다. 15분이 경과되면 각 배정된 체위에 따라 필요시 

각도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기계식 흉부압박기 (LUCAS® 2 Chest 

Compression System, Jolife AB, Lund, Sweden)를 이용해 6 

분간의 기본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다. 이때 분당 압박 횟수는 분당 

100 회, 압박 깊이는 4~5 cm으로 유지하였다. 호흡은 역치값 10 

cmH2O를 가진 임피던스 역치 장치(ResQPOD® ITD, Advanced 

Circulatory Systems Inc., Roseville, MN, USA)가 설치된 손으로 

압축할 수 있는 플라스틱 산소 백(resuscitator bag)을 이용해 일회 

호흡량 약 8 ml/kg, 호흡수 분당 10 회로 유지하였다(19). 

 6 분간의 기본 심폐소생술이 끝나면 곧바로 200 줄로 이상성 

제세동을 시행하였으며 자발 순환이 회복되지 않으면 최대 20 

분까지 추가로 전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추가 20 분간의 

전문 심폐소생술 동안 2 분마다 같은 방법으로 제세동을 시행하고 

3 분마다 에피네프린 1 mg을 정맥 주사하였다. 자발 순환이 회복된 

것이 확인되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활력징후를 감시하면서 인공 

환기, 수액 요법, 필요시 추가적인 에피네프린 투여로 집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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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요법을 약 30~60 분 동안 시행하였다. 이 기간동안 흡입 

마취는 시행하지 않았다. 이후 자발 호흡이 규칙적이면서 분당 12 

회 이상의 빈도로 회복되면 삽관된 기관내 튜브를 발관하고 

사육장으로 옮겼다. 자발 순환 회복 시간을 기준으로 24 시간 

이후에 생존하였는지 여부를 관찰하였고 생존이 확인되면 신경학적 

결손 점수를 평가하였다. 실험 종료시 생존한 돼지는 깊은 마취 

상태에서 20 ml의 고농도 염화칼륨 용액을 정맥 주사하여 

희생시켰다.  

 전체 실험 과정의 개요와 실험 프로토콜을 그림 5와 그림 6에서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결과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 목표한 일차 결과는 24시간 이후 생존 여부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응급구조사 면허를 가진 숙련된 연구자 2 인이 

자발순환 회복 시간 기준으로 24 시간이 되는 시점에서 사육장내 

실험 동물의 생존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또한 생존한 

돼지에서는 본 연구의 2차 결과인 신경학적 결손 점수(neurologic 

deficit score, NDS)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기 연구자 2 인이 생존한 

돼지를 관찰 및 시험하였고 합의를 거쳐 최종 점수를 결정하고 

기록하였다. 이 때 적용한 돼지의 신경학적 결손 점수 평가 기준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실험 기간 중 두개내압, 대동맥압, 우심방압을 각각 삽입된 

압력 측정 카테터를 통해 연속적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로부터 평균 

두개내압, 평균 대동맥압을 산출하였다. 뇌 관류압의 정의에 따라 

평균 대동맥압에 평균 두개내압을 뺀 값으로 뇌 관류압을 

산출하였다. 한편, 관상동맥 관류압의 엄밀한 정의는 이완기 

동맥압에서 이완기말 좌심실압을 뺀 값이지만, 이완기말 좌심실압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이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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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 압에서 이완기 우심방압을 뺀 값으로 관상동맥 관류압을 

계산해 왔던 점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이 방식으로 관상동맥 

관류압을 산출하였다(13, 14). 

 

통계적 분석 

 본 연구는 목표한 실험 횟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간 평가를 

통해 실험-대조군별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면 실험을 

종료하도록 설계되었다. 매번 6 번째 실험 종료시마다 중간 평가를 

시행하여 결과가 실험 종료 기준에 맞는지 평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8번째 실험 종료 후 결과가 종료 기준에 맞는 것으로 

평가되어 실험은 종료되었다. 

 각 군별 생존 여부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으며 p값이 0.05 이하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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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체적인 실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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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S: Basic Life Support 

ACLS: Advanced Life Support 

V.Fib: Ventricular Fibrillation 

ROSC: Return of Sponteneous Circulation 

 

그림 6. 실험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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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돼지의 신경학적 결손 점수 평가표(20) 

의식수준  0 = 정상: 소리 자극에 완전하게 명료한 반응 

 30 = 혼탁: 의식이 있으나 drowsy하고 irritable 

 60 = 혼미: 통증 자극에만 움직이는 반응 

 100 = 혼수: 통증에도 반응이 없음 

호흡패턴  0 = 정상 

 50 = 지속적이나 비정상, 불규칙한 호흡 

 100 = 무호흡 

운동 및 

감각 기능 

운동 반응:바늘로 발가락 사이를 찔렀을 때 

 0 = 정상: 순간적으로 발을 뺌 

 10 = 느린 반응 

 25 = 아주 느린 반응 

 50 = 무반응 

 

근 긴장도:사지를 당겼다 놓았을때 

 0 = 정상 

 25 = 1~2개 다리가 뻣뻣하거나 축 늘어짐 

 50 = 3~4개 다리가 뻣뻣하거나 축 늘어짐 

행동 서있기 

 0 = 서있을 수 있음 

 20 = 못 서 있음 

 

걷기 

 0 = 정상 

 10 = 불안정하게 걷기 

 20 = 아주 불안정하거나 운동 조화가 안됨 

 30 = 못 걸음 

 

저항: 뒤에서 잡아서 누르려고 할 때 

 0 = 강한 저항 

 20 = 느리고 약한 저항 

 40 = 최소한의 저항 

 50 = 저항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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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18 마리 돼지 중, 16 마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배제된 2마리 

돼지는 각각 심한 혈흉(No. 9)과 심한 폐좌상(No. 16)이 부검에서 

확인되어 배제되었다. 나머지 돼지에서는 부검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다. 

 

기저 생체 지표 

 표 2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표적인 생체 지표 값들의 기저 

수치를 보여 준다. 표 3은 동맥혈 가스 검사 및 기타 생화학적 

검사의 기저 수치를 각 군별로 보여 준다. 지표마다 각 군별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저 대동맥 혈압은 상체 

거상 30°군이 수평 체위보다 평균 4.3 낮았다(80.9 ± 9.9 vs. 85.2 

± 13.2). 기저 헤모글로빈도 상체 거상 30°군에서 평균 0.8 

낮았다(9.2 ± 0.9 vs. 10.0 ± 0.7). 

 

수술적 처치 소요 시간 

 수술적 처치에 소요된 평균 시간은 표 4에서 보여 준다. 상체 거상 

30°군들에서 수평 체위보다 총 소요시간이 평균 14.2분 더 

소요되었다(176.3 ± 43.4 vs 160.5 ± 35.1). 

 

자발 순환 및 생존 여부 

 상체 거상 30° 체위군(N=8)에서는 단 한마리만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며, 이 한마리도 24시간 생존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따라서 상체 거상 30° 체위군에서는 모든 돼지가 사망하였다. 수평 

체위군(N=8)에서는 6마리 돼지에서 자발 순환이 회복되었으며 이들 

돼지는 모두 24시간 생존하였다. 따라서 수평 체위군에서는 2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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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 자발 순환이 회복되지 못해 사망하고 6마리 돼지가 

생존하였다.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을 때, 이 두 집단간의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발순환 회복 여부 차이에서 

p값은 0.040, 24시간 생존 여부 차이에서 p값은 0.006이었다(표 5, 

그림 7). 

 

혈류역학적 지표 및 신경학적 결손 점수 

 표 6과 7은 6분간의 기본 심폐소생술 시행 동안의 주요 

혈류역학적 지표를 각 군에 속한 개체별로 보여준다. 기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동안 평균동맥압과 관상동맥 관류압이 수평 

체위군에서 평균적으로 더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뇌관류압은 상체 거상 30°군에서 평균적으로 더 높았다. 또한 이 

표에서는 각 군의 개체별 24시간 생존 여부와 신경학적 결손 점수 

측정 결과를 함께 보여준다. 그림 8에서는 신경학적 결손 점수의 각 

군별 분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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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표적 생체 지표들의 기저 수치 비교 

 상체 거상 30° (N=8) 수평 (N=8) p값* 

체중 (kg) 44.1 ±  3.3 43.2 ±  3.7 0.61 

직장 체온(섭씨) 36.9 ± 1.2 36.7 ±  0.9 0.71 

심박수(/분)         99.5 ±21.3 100.5 ± 12.8 0.91 

SpO2(%)               98.0 ± 1.19 97.7 ±  1.2 0.62 

ETCO2(mmHg)              42.0 ±  4.1 39.8 ±  6.8 0.44 

호흡수(/분)   14.2 ±  2.7 14 ±  1.6 0.85 

ICP(mmHg) 14.0 ±  2.6 15.0 ±  4.4 0.58 

MAP(mmHg)                80.9 ± 9.9 85.2 ±  13.2 0.47 

RAP(mmHg) 6 ± 1.6 6.1 ±  1.1 0.88 

 

*Student’s t-test 

SpO2: Peripheral O2 Saturation, ETCO2: Partial Presure of End 

Tidal CO2, ICP: Intra-Cranial Pressure(mean), MAP: Mean 

Arterial(Aortic) Pressure, RAP: Right Atri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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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동맥혈 가스 검사 및 기타 생화학 검사의 기저 수치 비교 

 

 상체 거상 30° 

(N=8) 

수평 

(N=7)* 

p값** 

pH 7.54 ±0.03 7.54 ±0.04 1.00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mmHg) 

39.0 ±3.7 39.5 ±4.5 0.81 

동맥혈 산소 분압(mmHg) 207.1 ±74.4 220.3 ±93.3 0.76 

동맥혈 산소 포화도(mmHg)      99.6 ±0.4 99.0 ±2.01 0.42 

동맥혈 중탄산염(mmol/L)  34.2 ±2.8 34.3 ±1.2 0.93 

혈중 헤모글로빈(g/dL) 9.2 ±0.9 10.0 ±0.7 0.07 

혈중 나트륨(mmol/L) 141.1 ±1.6 141.9 ±1.5 0.33 

혈중 칼륨(mmol/L)                3.7 ±0.4 3.5 ±0.2 0.25 

혈중 칼슘(mmol/L) 1.29 ±0.05 1.33 ±0.04 0.11 

혈중 포도당(mmol/L) 86.8 ±36.4 80.8 ±11.3 0.68 

혈중 젖산(mmol/L) 1.4 ±0.4 1.16 ±0.1 0.14 

 

* 검사 오류로 수평 체위군에서 1 마리의 검사 결과가 누락됨 

**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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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술적 처치를 위해 소요된 평균 시간(분) 비교 

 

처치 항목 상체 거상 30° 

(N=8) 

수평  

(N=8) 

p값* 

귀 정맥 천자 1.5 ±2.5 1.6 ±3.1 0.94 

기관 삽관 5.0 ±4.8 3.3 ±2.3 0.38 

ICP 계측용 카테터 삽입 19.9 ±6.6 20.5 ±9.5 0.88 

AoP 계측용 카테터 삽입 34.1 ±33.4 20.0 ±7.3 0.26 

RAP 계측용 카테터 

삽입 

28.1 ±13.1 23.3 ±8.8 0.40 

심실세동 유발 시도 2.2 ±1.7 4.1 ±5.0 0.32 

심실세동 발생까지 

소요된 총 수술적 처치 

시간 

176.3 ± 43.4 160.5 ±35.1 0.43 

 

*Student’s t-test 

ICP: Intra-Cranial Pressure, AoP: Aortic Pressure, RAP: Right 

Atri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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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발 순환 회복 및 생존 여부 비교 

 수평 체위 

(N=8) 

상체 거상 30°  

(N=8) 

 

자발순환 회복 6 1 p = 0.040  

생존 6 0 p = 0.006   

 

 

  



23 

 

 

 

 

 

 

 

그림 7. 자발순환 회복 및 생존 여부 비교 

 

 
 

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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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수평 체위군의 혈류역학적 지표 및 결과 

No. 기저  

MAP 

MAP* ICP* dAoP* dRAP* CePP* CoPP* ROSC 24 시간 

생존 

NDS 

1 89.8 42.4 21.4 21.7 -10.0 20.9 31.7 O O 0 

4 101.7 29.2 14.8 -1.6 5.0 14.3 -6.7 X X - 

6 77.0 37.7 27.3 3.6 2.7 10.5 0.9 O O 230 

7 78.4 29.3 17.7 11.7 -0.3 11.6 12.0 X X - 

10 89.7 36.3 16.1 8.4 17.4 20.2 -8.8 O O 50 

13 69.6 33.4 17.9 8.0 -3.0 15.5 11.11 O O 230 

15 71.0 40.1 21.0 23.5 5.3 19.1 18.12 O O 70 

17 104.0 47.1 21.8 18.6 0.7 25.2 19.65 O O 50 

평균 85.2 

±13.2 

36.9 

±6.2 

19.7 

±3.9 

11.7 

±8.8 

2.2 

±7.8 

17.1 

±5.0 

9.7 

±13.8 

   

* 6 분간의 기본 심폐소생술시 1 분마다 측정한 값의 평균값 

MAP: Mean Arterial(Aortic) Pressure, ICP: Intra-Cranial Pressure(mean), dAoP: diastolic Aortic Pressure, dRAP: 

diastolic Right Atrial Pressure, CePP: Cerebral Perfusion Pressure, CoPP: Coronary Perfusion Pressure,  

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NDS: Neurologic Deficit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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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체 거상 30°군의 혈류역학적 지표 및 결과 

* 6 분간의 기본 심폐소생술시 1 분마다 측정한 값의 평균값 

MAP: Mean Arterial(Aortic) Pressure, ICP: Intra-Cranial Pressure(mean), dAoP: diastolic Aortic Pressure, dRAP: 

diastolic Right Atrial Pressure, CePP: Cerebral Perfusion Pressure, CoPP: Coronary Perfusion Pressure,  

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NDS: Neurologic Deficit Score 

No. 기저 

MAP 

MAP* ICP* dAoP* dRAP* CePP* CoPP* ROSC 24 시간 

생존 

NDS 

2 96.1 31.0 -3.9 -0.8 -7.7 34.9 6.9 X X - 

3 81.2 19.9 -6.6 -5.0 -13.0 26.5 7.9 X X - 

5 67.2 11.1 -6.9 -2.3 -7.2 18.1 4.8 X X - 

8 89.6 20.0 -5.5 2.3 -8.1 25.5 10.5 X X - 

11 68.5 4.6 -7.6 -16.1 -17.8 12.3 1.7 X X - 

12 86.3 20.3 -0.5 8.0 -13.9 20.8 21.9 O X - 

14 77.9 17.4 0.06 -6.5 -12 17.3 6.1 X X - 

18 80.4 20.1 -8.2 -6.5 -8.4 28.4 1.8 X X - 

평균 80.9 

±9.9 

18.0 

±7.6 

-4.8 

±3.1 

-3.3 

±7.1 

-11.0 

±3.7 

22.9 

±7.2 

7.7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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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 체위 군            상체 거상 30° 군 

그림 8. 자발순환 회복 24시간 후 신경학적 결손 점수의 각 군별 

분포(사망한 경우 400점 만점으로 간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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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돼지의 심정지 모델을 이용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심폐소생술시 

상체 거상 30° 자세가 뇌관류압과 관상동맥 관류압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가장 우월한 자세임을 보여주었다(5,6).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서는 방치된 심정지 시간이 6분으로 비교적 짧았고, 약 

5분 가량의 짧은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는 교차실험으로 현실의 

심정지 상황 및 심폐소생술 시행 형태와는 괴리가 있는 실험 

설계였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결과인 생존 및 신경학적 

예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연구였다.  

 본 연구에서는 좀더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치된 심정지 

시간을 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평균 구급대 

반응시간이 대략 6~7분으로 알려져 있는 점과, 인근 일반인이 

심정지를 인지하는 시간 및 구급대가 현장 도착후 고층 심정지 

환자에까지 접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등 기타 소요시간이 약 5분 

이상으로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예비 실험 

결과, 돼지 심정지 모델에서 방치된 심정지 시간이 10분 이하인 

경우에는 체위에 상관없이 돼지의 생존율이 지나치게 높아 사람의 

심정지 예후와 관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돼지 심정지 모델에서는 총 15분 정도의 방치된 

심정지 시간이 현실의 심정지 상황 및 심폐소생술 이후 생존시 

예후를 잘 반영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방치된 심정지 

시간을 15분으로 상정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상체 거상 30° 군에서 뇌 

관류압이 수평자세 군보다 더 향상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상체 

거상 30° 군에서 관상동맥 관류압은 수평자세 군보다 더 낮았는데, 

이것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표 4와 5는 상체 

거상 30° 군에서 기본 심폐소생술 동안 대동맥압이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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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위군보다 낮음을 보여준다. 낮은 동맥혈압은 뇌 관류압과 

관상동맥 관류압에 직접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수치는 평균 

동맥압 및 이완기 대동맥압으로부터 직접 산출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체 거상 30° 군에서는 낮은 평균 대동맥압에도 

불구하고 뇌 관류압은 수평 체위군보다 높은데, 상체 거상 

체위에서는 두개내압이 무척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낮아진 평균 

대동맥압에도 불구하고 더 향상된 뇌 관류압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와 같은 결과이다. 반면에 이완기 

우심방압은 상체 거상 30° 군에서 역시 낮아진 이완기 대동맥압에 

대비해 뚜렷이 더 낮아지는 효과가 없었고 이는 상체 거상 30° 

군에서 관상동맥 관류압이 수평 체위군에 비해 더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상체 거상 30° 

군에서 24시간 생존한 돼지가 없었던 결과 또한 이렇게 관상동맥 

관류압이 낮았던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상체 거상 30° 군에서 왜 선행 연구들과는 다르게 

관상동맥 관류압이 낮아졌는가? 선행 연구들에서는 방치된 심정지 

기간이 대략 6분 정도였고 기본 심폐소생술 기간은 5분 정도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방치된 심정지 기간이 15분이었고 기본 

심폐소생술 기간은 6분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렇게 길게 방치된 심정지 시간은 수평 체위보다도 상체 거상 30° 

체위에서 혈압을 유지하는데 더 악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선행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다른 

가능성으로는 본 연구의 실험 프로토콜이 선행 연구와 다른 점을 

들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의 실험 설계는 하나의 실험 동물에서 여러 

체위를 변경하며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번 실험한 교차 

실험 연구였다. 따라서 각 체위의 혈류역학적으로 상반된 영향이 

체위를 짧은 시간 안에 변동시킴에 따라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실험 결과에 그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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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는 교차 실험 연구가 아니므로 이런식으로 보완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선행 연구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던 해당 체위로 인한 혈류역학적 변화가 좀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을 수 있다.  

 한편, 상체 거상 체위로 인해 하체로부터의 올라오는 정맥혈류 

흐름이 방해받게 되고, 이 효과가 방치된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더 증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동적 다리 올리기 자세나 하지 압박대를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결합한 좀더 개선된 형태의 상체 거상 

심폐소생술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돼지 심정지 

모델에서 심폐소생술시 수동적 다리 올리기 자세가 혈류역학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보고들이 있으나(21,22), 하체에 

압박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혈류역학적 이득을 거두었다는 보고도 

있다(23). 따라서 뇌혈류 개선에 이득이 있음이 반복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상체 거상 체위 심폐소생술에 이런 하체로부터의 

돌아오는 혈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결합한다면 좀더 

효과적인 심폐소생술 방법을 개발하는데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상체 거상 군에서 혈압저하가 더 심해지게 된 다른 가능한 

원인으로는 기계식 흉부압박 장비를 이용한 심폐소생술시 상체 

거상 체위에서 수평 체위에 비해 가슴 압박 품질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계식 흉부 압박 장비는 상체 

거상 심폐소생술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체 거상시 

돼지의 흉벽에 제대로 밀착 및 고정되지 않을 가능성 및 

기계적으로 충분히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상 있다. 

분석에서 배제된 2마리 돼지의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시행시 

제대로된 가슴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낮은 혈압이 측정되었으며, 사체를 부검한 결과  심한 

폐좌상과 혈흉이 관찰되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기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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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압박기가 제대로 흉벽에 밀착 및 고정되지 않아 흉부 압박시 

이로 인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흉강내 외상을 입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석에 포함된 다른 돼지들은 부검시 이와 같이 심한 

흉강내 손상이 없었다.  

 또한 심정지시 상체 거상 체위가 돼지의 흉강내 해부학적 구조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횡경막과 같은 

근육들은 모두 완전히 이완하게 되는데, 이의 영향으로 중력이 

심장과 폐와 같은 흉강내 장기들을 쉽게 아래로 끌어 내릴 수 있다. 

또한 이의 영향으로 흉강내 압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심폐소생술시 흉강-펌프 이론에 따르면 정맥 환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슴을 눌렀다가 뗄 때 흉강내 압력이 낮아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가슴이 압박될 때에도 중력에 의해 흉강내 

압력이 낮게 유지된다면 이는 곧 심박출량과 동맥압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가능성은 상체 거상 심폐소생술시 가슴 압박 

위치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또한 상체 거상시 

중력이 흉강 내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려 준다. 

 상체 거상 군에서 더 심한 혈압저하를 초래한 이유에 대해 

이상에서 추정한 원인들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방치된 심정지 기간이 훨씬 

길었고 심폐소생술도 더 장시간 지속함으로 인해 그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런 조건들이 상체 거상군의 관상동맥 

관류압 측면에서 선행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현실의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심정지 상황에 

더 부합하는 실험 설계를 통해 상체 거상 체위가 심정지 환자 

치료의 가장 궁극적 목표인 생존 및 신경학적 예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좀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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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체위 변경이 심정지 환자의 

혈류역학에 영향을 주는 근본 원리에 대해 좀더 엄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앞으로 체위 변경을 이용한 개선된 

심폐소생술 방식을 개발하는데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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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인 실험 동물 수 산출 및 무작위화로 실험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도 결과의 편향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실험 및 관찰한 동물의 수가 많지 않아 결과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실험군 및 대조군의 상이한 특징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1과 2에서는 상체 거상 30° 군의 기저 

대동맥압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수평 체위군보다 약간 낮았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여러 생체적 특징들이 군별로 조금씩 

상이하였다. 또한 수술적 처치에도 상체 거상 30°군에서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런 차이들은 본 연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에는 충분히 사소한 수준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실험 방법 또한 돼지의 평소 생리에는 부합하지 않는데, 상체 거상 

체위가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체위이지만 돼지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으며, 또한 돼지를 수술대에 고정하기 위해 사지를 밧줄로 당겨서 

고정해야 했고 이로 인해 흉벽이 심하게 당겨졌는데, 이런 조건들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 실험 

결과를 쉽게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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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실험 결과는 돼지의 심정지 모델에서 기계식 흉부압박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시행시 상체 거상 30° 체위는 수평 체위보다 

생존에 불리함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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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body posi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could be selected with mechanical chest compression 

devices. The former studies showed that head-up tilt at 30° 

position with CPR is hemodynamically beneficial than supine 

position in porcine cardiac arrest model. 

Objective: To verify the effect of head-up position on survival 

after CPR in porcine cardiac arrest model. 

Methods: This is a randomized experimental trial using female 

farm pigs (n=18) (42 ± 3kg) sedated, intubated on a tilting 

surgical table. After surgical preparation, 15 minutes of 

untreated ventricular fibrillation was induced. Then, 6 minutes of 

basic life support (BLS) was performed in a position randomly 

assigned to either head-up tilt at 30° or supine with mechanical 

CPR device, Lucas-2 (L) and an impedance threshold device 

(ITD). And it was followed by 20 minutes of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ACLS) with L-CPR+ITD in same position. The main 

outcome of the study is 24-hr survival, analyzed by Fisher’s 

exact test. 

Results: In head-up position group, 8 pigs were included, only 

one pig had the recovery of spontaneous circulation (ROSC), but 

expired until 24hr. After all, all 8 pigs are expired in head-up 

group. In supine position group, 8 pigs were included, 6 pigs had 

the ROSC, and survived 24-hr at all. Only 2 pigs were expired 

(no ROSC) in supine group. There was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wo groups (p<0.01 by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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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e result implicated that the head-up 30° position 

of mechanical CPR had no benefit on survival in porcine cardiac 

arrest model.  

Keywords: cardiac arres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position,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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