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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심정지후증후군 환자에서 발생하는 뇌부종은 불량한 신경학적 

예후와 연관되어 있다. 한편 과도한 나트륨의 투여는 혈청 삼투압을 증

가시키고 심정지 후 환자의 뇌부종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진은 혈청 나트륨 수준과 병원밖심정지 생존자의 장기 신경학적 예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방법: 2013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병원밖심정지 생존자를 등

록시킨 전향적 코호트 등록 연구의 자료를 사용하여 후향적 코호트 관

찰 연구를 진행했다. 병원밖심정지 생존자의 치료 초기 혈청 나트륨과 

자발순환회복 1년 후의 신경학적 상태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뇌수행도

분류 1과 2의 환자는 양호한 신경학적 상태로 평가되었고 3에서 5의 

환자는 불량한 신경학적 상태로 평가하였다. 

결과: 277명의 환자 중에서 84명은 양호한 장기 신경학적 상태를 보

였고 193명은 불량한 상태를 보였다. 자발순환회복 24시간 뒤 1 

meq/L 증가의 혈청 나트륨 은 불량한 장기 신경학적 상태와 독립적인 

연관이 있었다(adjusted odds ratio=1.13, 95 % CI, 1.04⎼1.23, 

p=0.004). 140.1 mEq/L를 초과하는 나트륨혈증을 가진 환자는 불량한 

장기 신경학적 위험의 오즈비를 5배 증가시켰다(adjusted odds 

ratio=5.21, 95% confidence interval 1.84–14.73,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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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발순환회복 24시간 째 확인된 고나트륨혈증과 상대적인 혈청 

나트륨 상승은 병원밖심정지 생존자의 장기 신경학적 상태와 독립적인 

연관이 있었다. 

주요어: 병원밖심정지; 심폐소생술; 심정지후증후군; 고나트륨혈증 

학  번: 2019-2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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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 론 

 

1. 연구 배경 

뇌부종은 심정지후증후군(Post cardiac arrest syndrome, PCAS) 환

자의 뇌손상의 주요한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1 뇌부종의 기전으로는 세

포독성 부종, 이온성 부종 및 혈관성 부종이 알려져 있다.2,3 그 중 세

포독성 부종 및 이온성 부종은 심정지로 인한 허혈성 손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혈액-뇌 장벽(Blood-brain barrier, BBB) 이 손상되지 않은 

채 발생한다.4 자발 순환 회복(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ROSC) 후에는 재 산소화에 의한 내피 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밀착 연

접(Tight junction) 이 약화되어 혈액-뇌 장벽이 손상되며 이를 혈관

성 부종이라고 한다.1,5-7  혈관성 부종은 돼지 및 쥐 심정지 모델에서는 

자발순환회복 후 수 분에서 수 시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다.4,8,9 심정지 회복 후 환자에서는 혈액-뇌 장벽 손상을 줄여 뇌부종

을 감소시키기 위해 목표체온유지치료(Targeted temperature 

management)가 권장된다.10-12 그러나 최근 임상 연구에 따르면 목표

체온유지치료에도 불구하고 자발순환회복 후 24 시간 이내에 심각한 

혈액-뇌장벽 손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졌다.13 혈액-뇌장벽 손상이 발생

하기 전에 만니톨이나 고장성 식염수와 같은 고삼투 수액은 세포사이질 

공간의 수분을 혈관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뇌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대로 혈액-뇌장벽이 손상된 후에는 세포사이질 공간으로 고장성 용

질이 스며들어 뇌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다.14 이러한 역설적인 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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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Paradoxical free water shift)은 기존의 동물실험들에서 보고되었

다.15,16 한 연구에 의하면 심정지후증후군에서 혈액-뇌장벽의 손상 후 

뇌세포 외 공간으로의 알부민 누출이 발생하며 이는 시간에 따라 증가

되었고 신경 손상의 중증도 및 수분 함량 또는 나트륨 함량과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음도 보고했다.8  

 

제２장 연구 목적 

본 연구진은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심정지후증후군 환자 

치료의 초기에 혈중 삼투질 농도를 증가시키는 혈청 나트륨 농도의 증

가는 뇌부종을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따른 불량한 신경학적 예후와 관

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으며 이를 입증하고자 한다.  

 

제３장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의 병원밖심정지 생존자의 

전향적 코호트 등록 연구 데이터(Clinicaltrials.gov identifier, 

NCT03695718;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408-012-599; 

Bund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1401/234-40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Boramae 

Medical Centre, 16-2013-157)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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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후향적 분석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의 검토와 승인을 받았다(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RB 

2010-052-1163). 전향적 코호트 구축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의 응급의료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매년 약 200,000 명의 환자가 3개 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하고 

그 중 약 500 명의 환자가 병원밖심정지 환자 코호트에 등록되고 있다. 

2013 년 12 월부터 현재까지 본 코호트 연구는 병원밖심정지 생존자

로서 자발순환회복 후 중환자실에서 소생 후 치료를 받기로 동의 한 성

인 환자를 등록하고 있다. 더불어 본 환자들에게는 최신의 국제지침에 

따라 표준화된 소생 후 치료가 제공되고 있다.12,17 본 센터들에서 초기 

소생술 과정에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고 있다. 고장성 식염수와 만니톨

은 두개내압을 낮추는 목적으로, 두개내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만 사용되

고 있다. 

2013 년 12 월부터 2018 년 2 월까지 병원밖심정지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뇌수행도분류상 기존의 신경학

적 상태가 불량하거나(Cerebral performance category[CPC] 3,4,5)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또는 뇌종양과 같은 두개내병리로 인한 병원밖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회복후 24 시간 이내에 중추성 요붕증이 진단된 

환자 및 노출 변수 및 결과 변수의 결측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제외되었다. 중추성 요붕증은 혈청 삼투압이 300 mmol/L 초과, 소변 

삼투압이 300 mmol/L 미만, 소변 배출량이 일일 50 ml/kg 초과 또는 

연속 4 시간 이상 시간당 200 ml 초과, 혈청 나트륨 수치는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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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q/L 초과를 모두 만족할 때 진단하였다. 

 

2.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전향적 코호트 연구의 레지스트리는 기저 질병 상태, 병원 전 소생술 

관련 자료, 응급실 내 소생술 관련 자료와 더불어 혈역학 모니터링 결

과 및 각종 검사결과, 중증도 점수, 진단 및 치료적 중재술, 임상 결과

와 같은 소생 후 치료 데이터를 포함한 300여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혈청 나트륨과 혈청 삼투압은 자발순환회복 후 0 시간째(나트륨 0H, 

삼투압 0H)  및 24시간째에(나트륨 24H, 삼투압 24H)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혈청 삼투압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혈청 삼투압(mmol/L) = (혈청 나트륨(mEq/L)*2) + (혈청 포도당

(mg/dL)/18) + (혈청 요소질소(mg/dL)/2.8) 

고나트륨혈증은 혈청 나트륨이 145mEq/L 초과의 경우, 저나트륨혈

증은 135mEq/L 미만의 경우, 그 사이의 값을 혈청 나트륨 정상범위로 

정의하였다. 일차 노출 변수는 나트륨 24H 였으며, 일차 결과 변수는 

CPC로 정의되는 자발순환회복 1년 후 신경학적 상태였다. CPC 1과 2

는 양호한 예후로, CPC 3에서 5의 환자는 불량한 예후로 분류하였다. 

이차 결과 변수는 자발순환회복 6개월 후 신경학적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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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분석 

모수 및 비모수 연속 변수는 각각 평균 및 표준편차와, 중앙값 및 사

분위수로 표기하였다. 범주형 변수 및 결과에 대해 카이제곱 검정과 피

셔의 정확도 검정이 수행되었다. 스튜던트의 t검정, 일원 분산 분석, 맨

휘트니 U 검정 또는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 및 웰치의 분산 검정을 수

행하여 그룹 간 연속 변수의 차이를 분석했다. 본페로니 방법은 사후 

분석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다. 모든 통계적 분석에서 양측 검정을 수

행하며, 각 검정에 대한 통계적 유의 수준은 5% 미만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진은 먼저 심정지후증후군 환자에서 혈청 나트륨과 신경학적 

예후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과 제한적 큐빅 스플라인 회귀분석(매듭, 4; 다항식 갯수, 3)을 적용하

였다. 이후 다변량 분석의 공변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 변수 및 노출 변수에 따라 다르게 분포된 노출요

인을 찾았다. 해당 유의 수준이 5% 미만이고 동시에 교란요인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있는 변수를 공변량으로 선택하였다. 그런 다음 주요 노

출 변수와 일차 결과 변수에 대해 세 가지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나트륨 24H 범주 (고나트륨혈증, 저나트륨혈증, 정상범위)

를 주요 노출변수로 한 것이 첫번째 모델이며 혈청 나트륨 1 mEq/L 

단위 증가를 노출변수로 두번째 모델을 분석하였다. 세번째로 고나트륨

혈증 환자군을 그렇지 않은 전체 환자군과 비교하는 모델을 분석하였다. 

세 가지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공변량을 각각 선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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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 20% 미만에 해당되는 공변량이 남아있도록 하는 중지 규칙

을 정했고 이에 따라 후진 소거법을 적용했다. 

일차 노출 변수(혈청 나트륨, 혈청요소질소 및 포도당) 또는 일차 결

과 변수에 결측값이 존재하는 286명의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되었으며 

다른 변수에서 일부 포함된 결측값의 숫자는 Table 1. 에 기술하였다. 

그 외의 결측이 존재하는 변수들에 연쇄 방정식에 의한 다중 대치를 적

용하였고, 추정치를 결합하기 위해 루빈의 규칙(Rubin’s rule)에 따라 

다섯개의 대치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반복했다.18,19 모든 통계적 분석에는 R소프트웨어(R version 4.0.1)가 

사용되었다. 

 

제４장 연구 결과 

2013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의 병

원밖심정지 생존자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등록된 총 841명의 환자 

중 기존의 신경학적 상태가 불량한 환자 184명과 노출 변수의 결측이 

확인된 336명의 환자를 제외하고 남은 320명의 환자 중 24시간 이내

에 진단된 중추성 요붕증 환자 8명, 병원밖심정지의 원인으로 뇌출혈 

및 뇌손상 등이 확인된 환자 14명(중추성 요붕증이 동시에 진단된 환

자는 5명), 자발순환회복 1년 후 신경학적 상태변수의 결측이 확인된 

26명을 제외하였다. 최종 277명의 급성심정지증후군 환자가 연구에 등

록되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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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atient flow chart 

277명 중 자발순환회복 1년 후 신경학적 상태가 양호한 환자는 84

명, 불량한 환자는 193명이었다. 자발순환회복 1년 후 신경학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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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량한 환자는 고령이고 당뇨환자가 많았다. 병원밖심정지에 대한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심폐소생술 관련 변수 및 심정지후증후군 

치료 관련 변수들은 두 그룹간에 유의하게 달랐으며 표 1 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혈청 나트륨의 범주에 따른 비교는 표 4 에 첨부하였다.  

 

표 1. Baseline characteristics by 1-year CPC   

Variable* 
  Good (1-2) Poor (3-5) 

p value 
missing (N=84) (N=193) 

Demographics     

  Age, year 0  54(47⎼62) 64(49⎼75) <0.001 

  Female sex 0  24 (28.6%) 59 (30.6%) 0.851  

Pre-existing conditions     

  Diabete mellitus 0  14 (16.7%) 65 (34.2%) 0.005  

  Hypertension 3  35 (41.7%) 86 (44.6%) 0.442  

  Hyperlipidemia 3  8 (9.5%) 17 (8.8%) 0.512  

CPR & PCAS data     

  Witnessed arrest 0  74 (88.1%) 126 (65.3%) <0.001 

  Bystander CPR 0  51 (60.7%) 75 (38.9%) 0.001  

  Non-shockable rhythm 0  9 (10.7%) 116 (60.1%) <0.001 

  ROSC by EMT 0  55 (65.5%) 21 (10.9%) <0.001 

  No flow time, minute 7  1 (0⎼5) 3 (0⎼9) 0.011  

  Low flow time, minute 3  12 (6⎼20) 25 (17⎼34) <0.001 

  Mean blood pressure, 

mmHg 
8  102.2±27.5 90.7±33.1 0.007  

  Heart rate, beat per minute 6  96.2 ± 22.3 101.8 ± 29.6 0.092  

  Non-reactive PLR 9  6 (7.4%) 104 (55.6%) <0.001 

  Glasgow coma scale 0    <0.001 

13⎼15  20 (23.8%) 1 (0.5%)  

9⎼12  6 (7.1%) 5 (2.5%)  

3⎼8  48 (57.1%) 169 (87.5%)  

  APACHE II 10  20 (13⎼24) 30 (25⎼35) <0.001 

  TTM 0  41 (48.8%) 132 (68.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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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onary angiography 1  32 (38.1%) 32 (16.7%) <0.001 

  Renal replacement therapy 0  4 (4.8%) 45 (23.3%) <0.001 

Laboratory findings†     

  Sodium 0H, mEq/L 0  138 (136.2⎼140.5) 139.5 (136⎼143) 0.158  

  Sodium 24H, mEq/L 0  137.4 (135⎼139) 140 (136⎼144) <0.001 

  Chloride 0H, mEq/L 0  103.3 (101⎼106) 103.5 (99⎼108) 0.920  

  Chloride 24H, mEq/L 0  106 (103.8⎼108) 105 (100⎼110) 0.630  

  Osmolality 0H, mOsm/L 0  297.3 (291.2⎼301.0) 303.5 (296.6⎼310.4) <0.001 

  Osmolality 24H, mOsm/L 0  288.4 (284.6⎼292.3) 300.5 (291.4⎼308.8) <0.001 

  Delta sodium, mEq/L 0  -1.0 (-3.4 ⎼ 2) 0 (-3 ⎼ 3) 0.081  

  Delta osmolality, mOsm/L 0  -7.0 (-12.0 ⎼ -1.9) -2.9 (-10.3 ⎼ 3.7) 0.003  

  Glucose 0H, mg/dL 0  221 (165.5⎼275) 257 (190⎼330) 0.005  

  Glucose 24H, mg/dL 0  143 (122.3⎼174.5) 172 (134⎼227) <0.001 

  Blood urea nitrogen 0H, 

mg/dL 
0  17 (14⎼23) 21 (15⎼33) 0.004  

  Blood urea nitrogen 24H, 

mg/dL 
0  14 (10.8⎼19.3) 27 (18⎼34) <0.001 

  Creatinine 0H, mg/dL 1  1.2 (1.0⎼1.3) 1.4(1.1⎼1.9) 0.001  

  Creatinine 24H, mg/dL 1  0.8 (0.5⎼1.0) 1.6 (1.0⎼2.3) <0.001 

Categorical data were presented as frequency with percentage. Continuous variables were described as median 

with interquartile range or mean with standard deviation, as appropriate.  

* Non-shockable rhythm includes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and asystole as initial presentation of 

electrocardiographic rhythm; ROSC by EMT,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achieved outside hospital by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PACHE II, Acute physiologic assessment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Coronary angiography, whether coronary angiography was implemented immediately after ROSC (with or 

without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LR, pupillary light reflex; TTM, targeted temperature 

management. 

† Laboratory findings include the serum level of each variables which were measured at the time immedeatley 

after ROSC (0H) or 24 hours after ROSC (24H); Delta sodium = Sodium 24H - Sodium 0H; Delta osmolality = 

Osmolality 24H - Osmolality 0H 

 

표 1 에 기술된 바와 같이 나트륨 0H는 자발순환회복 1년 후 신경학

적 상태에 따른 두 그룹간에 차이가 없었다(138 versus 139.5mEq/L, 

p=0.15). 나트륨 24H는 자발순환회복 1년 후 신경학적 상태가 불량한 

환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137.4 versus 140mEq/L, p<0.001). 삼투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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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H(297.3 versus 303.5mmol/L, p<0.001)과 삼투압 24H(288.4 

versus 300.5mmol/L, p<0.001)는 자발순환회복 1년 후 신경학적 상

태가 불량한 환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표 2 와 같이 고나트륨혈증 환자의 약 95 %는 자발순환회복 1년 후 

신경학적 상태가 불량했다. 반면 저나트륨혈증 또는 정상 나트륨 범위 

환자의 50~70 %에서 자발순환회복 1년 후 신경학적 상태가 불량했다. 

고나트륨혈증 환자 중 2명(4.3 %)이, 저나트륨혈증 환자 중 30 명

(42.3 %)이, 정상 나트륨 범위 환자 중 52명(32.7 %)이 양호한 장기 

신경학적 예후를 갖고 있었다(그림 2). 사후 분석에서도 고나트륨혈증 

환자는 저나트륨혈증 및 정상 나트륨 범위 환자에 비해 장기 신경학적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표 2. CPC by conventional serum sodium categories* (sodium 24H) 

  

Hypernatremia Hyponatremia Normal range 

p value† 

(N=47) (N=71) (N=159) 

CPC 1-year    < 0.001 (Hypernatremia vs Hyponatremia)  

Good 2 (4.3%) 30 (42.3%) 52 (32.7%) < 0.001 (Hypernatremia vs Normal range) 

Poor 45 (95.7%) 41 (57.7%) 107 (67.3%) 0.183 (Hyponatremia vs Normal range) 

CPC 6-month    < 0.001 (Hypernatremia vs Hyponatremia)  

Good 2 (4.3%) 31 (43.7%) 54 (34.0%) < 0.001 (Hypernatremia vs Normal range) 

Poor 45 (95.7%) 40 (56.3%) 105 (66.0%) 0.188 (Hyponatremia vs Normal range) 

CPC discharge    < 0.001 (Hypernatremia vs Hyponatremia)  

Good 2 (4.3%) 30 (42.3%) 50 (31.4%) < 0.001 (Hypernatremia vs Normal range) 



11 

 

Poor 45 (95.7%) 41 (57.7%) 109 (68.6%) 0.131 (Hyponatremia vs Normal range) 

Good CPC 1 or 2; Poor CPC 3, 4, or 5 

* Serum sodium level measured at 24 hours after ROSC (sodium 24H) was the reference value to categorize dysnatremia; 

Hypernatremia ( > 145 meq/L), Hyponatremia (< 135 meq/L), and Normal range (between 135 meq/L and 145 meq/L) 

† p value < 0.016 was considered as significant according to Bonferroni's correction method for the post-hoc analysis. 

 

 

그림 2. 1-year CPC distribution by serum sodium categories (sodium 24H)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나트륨 24H 1mEq/L 단위 증가, 고나

트륨혈증 범주(나트륨 24H), 삼투압 0H 및 24H 1mmol/L 단위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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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순환회복 1년 후 불량한 신경학적 예후의 위험도를 유의하게 증가

시켰다(표 5). 제한된 큐빅 스플라인 회귀분석 결과 저나트륨혈증 구간

은 불량한 신경학적 예후 위험의 유의한 증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나 

혈청 나트륨 140~145meq/L 사이 구간에서 위험도의 급격한 증가가 

확인되었다(그림 3). 이는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저나트륨혈

증(<135meq/L)이 정상 나트륨(135~145meq/L)에 비해 불량한 장기 

신경학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이유를 설명한다(그림 2, 3). 본 연구진은 

이 결과들을 근거로 고나트륨혈증 환자군과 그렇지 않은 환자군과 불량

한 장기 신경학적 위험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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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estricted cubic spline plot: Odds ratio for serum sodium level 

(sodium 24H)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세가지 분석(모델 1, 2, 3)을 시행하였다. 

모델 1에서 고나트륨혈증 범주군은 정상 나트륨 범주군에 비해 자발순

환회복 1년 후의 불량한 CPC 위험 오즈비를 증가시켰으나 통계적인 유

의성은 없었다(adjusted odds ratio [aOR] = 5.85; 95% confidence 

interval [CI], 0.82⎼41.65; p = 0.082) (표 3). 결측값이 대치된 자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했을 때 고나트륨혈증 범주군은 자발순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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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1년 후의 불량한 신경학적 상태의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aOR, 

7.31; 95 % CI, 1.06⎼50.61; p=0.040) (표 6). 모델 2에서 혈청 나트륨 

1mEq/L 단위 증가는 자발순환회복 1년 후의 불량한 CPC 위험 오즈비

를 13% 증가시켰다(aOR, 1.13, 95 % CI, 1.04⎼1.23, p = 0.004) (표 3). 

모델 3에서는 고나트륨혈증의 범주를 다시 정의하기 위해 수신기작동특

성곡선(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을 바탕으로 Youden 

통계치를 계산하였으며(그림 5) 혈청 나트륨 140.1mEq/L의 값을 기준

으로 두 군을 나누었다. 혈청 나트륨이 140.1 mEq/L 초과인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환자군(sodium 24H≤140.1 mEq/L)과 비교하였을 때 자발

순환회복 1년 후의 불량한 CPC 위험 오즈비가 5배 증가하였다(aOR, 

5.21; 95 % CI, 1.84⎼14.73; p = 0.001).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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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poor 1-year CPC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p value OR (95% CI) p value OR (95% CI) p value 

Hypernatremia* 5.85 (0.82⎼41.65) 0.082          

Hyponatremia* 0.26 (0.09⎼0.77) 0.013          

Serum sodium, mEq/L     1.13 (1.04⎼1.23) 0.004      

Serum sodium > 140.1 mEq/L         5.21 (1.84⎼14.73) 0.001  

Diabete mellitus 2.88 (0.86⎼9.68) 0.087  2.72 (0.83⎼8.94) 0.094  2.55 (0.79⎼8.24) 0.110  

Witnessed arrest 0.24 (0.07⎼0.78) 0.012  0.24 (0.07⎼0.78) 0.028  0.22 (0.07⎼0.66) 0.007  

Non-shockable rhythm 5.50 (1.72⎼17.64) 0.004  5.78 (1.84⎼18.16) 0.002  7.64 (2.54⎼22.96) <0.001 

ROSC acheived by EMT 0.15 (0.05⎼0.42) <0.001 0.16 (0.06⎼0.44) <0.001 0.17 (0.06⎼0.46) <0.001 

Non-reactive pupillary light reflex 2.47 (0.74⎼8.26) 0.143  2.25 (0.68⎼7.46) 0.182      

APACHE II 1.12 (1.05⎼1.19) <0.001 1.13 (1.06⎼1.20) <0.001 1.14 (1.08⎼1.22) <0.001 

Mean blood pressure, mmHg 0.98 (0.97⎼1.00) 0.033  0.98 (0.97⎼1.00) 0.029  0.98 (0.97⎼1.00) 0.011  

Blood urea nitrogen, mg/dL 1.09 (1.03⎼1.15) 0.003  1.08 (1.03⎼1.14) 0.004  1.08 (1.02⎼1.14) 0.006  

Creatinine, mg/dL 0.60 (0.35⎼1.02) 0.061  0.56 (0.34⎼0.94) 0.023  0.55 (0.33⎼0.92) 0.021  

*Conventional hypernatremia(>145 meq/L) and hyponatremia(<135 meq/L) were compared to normal range (135⎼145 me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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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Baseline characteristics by conventional serum sodium categories†  
 

Variable* Hypernaremia Hyponatremia Normal range p value 

  (N=47) (N=71) (N=159)   

Demographics     

  Age, year 55 (45⎼70) 59 (50⎼69) 58 (48⎼74) 0.622  

  Female sex    16 (34.0%) 19 (26.8%) 48 (30.2%) 0.708  

Pre-existing conditions     

  Diabete mellitus 11 (23.9%) 28 (40.0%) 40 (25.3%) 0.062  

  Hypertension 17 (36.2%) 35 (49.3%) 69 (43.4%) 0.591  

  Hyperlipidemia 3 (6.4%) 6 (8.5%) 16 (10.1%) 0.849  

CPR & PCAS data     

  Witnessed arrest 29 (61.7%) 53 (74.7%) 118 (74.2%) 0.214  

  Bystander CPR 19 (40.4%) 35 (49.3%) 72 (45.3%) 0.632  

  Non-shockable rhythm 27 (57.4%) 28 (39.4%) 70 (44.0%) 0.283  

  ROSC by EMT 5 (10.6%) 21 (29.5%) 50 (31.4%) 0.019  

  No flow time, minute 1 (0⎼7) 3 (1⎼9) 1 (0⎼7) 0.131  

  Low flow time, minute 26 (17⎼44) 20 (10⎼29) 19 (10⎼28) 0.002  

  Mean blood pressure, mmHg 84.0 ± 32.6 98.1 ± 35.2 95.3 ± 29.7 0.044  

  Heart rate, beat per minute 99.3 ± 26.9 97.7 ± 26.6 101.3 ± 28.3 0.648  

  Non-reactive pupillary light reflex 25 (55.6%) 25 (35.7%) 60 (39.2%) 0.084  

  Glasgow coma scale    0.227  

13⎼15 0 (0.0%) 6 (8.4%) 15 (9.4%)  

9⎼12 1 (2.1%) 4 (5.6%) 6 (3.7%)  

3⎼8 39 (82.9%) 52 (73.2%) 126 (79.2%)  

  APACHE II 29 (24-33) 29 (24-35) 26 (18-32) 0.037 

  Targeted temperature management 29 (61.7%) 39 (54.9%) 105 (66.0%) 0.273  

  Coronary angiography 9 (19.5%) 16 (22.5%) 39 (24.5%) 0.117  

  Renal replacement therapy 16 (34.0%) 12 (16.9%) 21 (13.2%) 0.004  

Categorical data were presented as frequency with percentage. Continuous variables were described as median with 

interquartile range or mean with standard deviation, as appropriate.  
* Non-shockable rhythm includes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and asystole as initial presentation of 

electrocardiographic rhythm; ROSC by EMT,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achieved outside hospital by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PACHE II, Acute physiologic assessment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Coronary angiography, whether coronary angiography was implemented immediately after ROSC (with or without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 Serum sodium level measured at 24 hours after ROSC (sodium 24H) was the reference value to categorize 
dysnatremia; Hypernatremia ( > 145 meq/L), Hyponatremia (< 135 meq/L), and Normal range (between 135 meq/L 

and 145 me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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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poor 1-year CPC 

Variable* OR (95% CI) p value 

Age per 10 increment 1.28 (1.10-1.49) 0.012  

Diabete mellitus 2.6 (1.36-4.97) 0.003  

Witnessed arrest 0.25 (0.12-0.52) <0.001 

Bystander CPR 0.41 (0.24-0.70) <0.001 

Non-shockable rhythm 14.95 (6.88-32.50) <0.001 

ROSC by EMT 0.06 (0.03-0.12) <0.001 

No flow time, minute 1.09 (1.03-1.15) 0.003  

Low flow time, minute  1.08 (1.06-1.11) <0.001 

Non-reactive pupillary light reflex 15.66 (6.50-37.77) <0.001 

APACHE II 1.17 (1.12-1.22) <0.001 

Mean blood pressure, mmHg  0.99 (0.98-1.00) 0.008  

(Laboratory findings**)   

Sodium 0H, mEq/L 1.03 (0.99-1.06) 0.123  

Sodium 24H, mEq/L 1.08 (1.03-1.13) 0.001  

Osmolality 0H, mOsm/L 1.03 (1.01-1.05) 0.001  

Osmolality 24H, mOsm/L 1.08 (1.05-1.11) <0.001 

Delta sodium, mEq/L 1.01 (0.98-1.04) 0.861  

Delta osmolality, mOsm/L 1.01 (0.99-1.02) 0.440  

Glucose 0H, mg/dL 1.00 (1.00⎼1.01) 0.002  

Glucose 24H, mg/dL 1.00 (1.00⎼1.01) <0.001 

Blood urea nitrogen 0H, mg/dL 1.02 (1.00⎼1.04) 0.013  

Blood urea nitrogen 24H, mg/dL 1.10 (1.07⎼1.13) <0.001 

Creatinine 0H, mg/dL 1.10 (0.94⎼1.28) 0.231  

Creatinine 24H, mg/dL 2.47 (1.68⎼3.62) <0.001 

Hypernatremia† 19.93 (2.55-46.82) 0.001  

Hyponatremia† 0.66 (0.37-1.18) 0.161  

*Non-shockable rhythm includes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and asystole as initial presentation of 

electrocardiographic rhythm; ROSC by EMT,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achieved outside hospital by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PACHE II, Acute physiologic assessment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Laboratory findings include the serum level of each variables which were measured at the time 

immedeatley after ROSC (0H) or 24 hours after ROSC (24H); Delta sodium = Sodium 24H - Sodium 0H; 

Delta osmolality = Osmolality 24H - Osmolality 0H 
†Conventional hypernatremia and hyponatremia (sodium 24H) were compared with normal range of serum 

sodium (135~145 meq/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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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model 1, 2, 3) for poor 1-year CPC using imputed data set  
  

  Model 1 Model 2 Model 3 

Variable* aOR (95% CI) p value aOR (95% CI) p value aOR (95% CI) p value 

Hypernatremia 7.31 (1.06⎼50.61) 0.040          

Hyponatremia 0.28 (0.10⎼0.79) 0.010          

Serum sodium, meq/L     1.12 (1.04⎼1.22) 0.005      

Serum sodium > 140.1 meq/L†         5.63 (2.04⎼15.54) <0.001 

Diabete mellitus 2.59 (0.80⎼8.42) 0.113  2.36 (0.75⎼7.42) 0.143  2.26 (0.73⎼7.02) 0.154  

Witnessed cardiac arrest 0.24 (0.08⎼0.78) 0.012  0.25 (0.08⎼0.78) 0.015  0.22 (0.08⎼0.65) 0.006  

Non-shockable rhythm  4.92 (1.58⎼15.33) 0.006  4.89 (1.61⎼14.80) 0.005  6.87 (2.33⎼20.24) <0.001 

ROSC acheived by EMT 0.17 (0.06⎼0.45) <0.001 0.18 (0.07⎼0.47) <0.001 0.18 (0.07⎼0.47) <0.001 

Non-reactive pupillary light reflex 3.10 (0.93⎼10.29) 0.067  2.80 (0.86⎼9.19) 0.083      

APACHE II 1.14 (1.07⎼1.21) <0.001 1.14 (1.07⎼1.21) <0.001 1.16 (1.09⎼1.23) <0.001 

Mean blood pressure, mmHg 0.98 (0.97⎼1.00) 0.022  0.98 (0.97⎼1.00) 0.018  0.98 (0.97⎼1.00) 0.005  

Blood urea nitrogen, mg/dL 1.09 (1.03⎼1.16) 0.002  1.09 (1.03⎼1.15) 0.002  1.085 (1.03⎼1.15) 0.003  

Creatinine, mg/dL 0.59 (0.34⎼1.00) 0.050  0.56 (0.34⎼0.93) 0.022  0.54 (0.32⎼0.91) 0.027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s 

*Non-shockable rhythm includes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and asystole as initial presentation of electrocardiographic rhythm; ROSC by EMT,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achieved outside 
hospital by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PACHE II, Acute physiologic assessment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Conventional hypernatremia(>145 meq/L) and hyponatremia(<135 meq/L) were 

compared to normal range (135⎼145 me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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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um sodium > 140.1 meq/L was compared to serum sodium ≤ 140.1 mE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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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혈청 삼투압은 혈청 나트륨과 강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그림 4).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삼투압 24H 를 주요 노출 변수로 설정하

여 분석하였을 때 상기에 기술한 나트륨 24H 를 노출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그 외

의 이차 결과 변수의 분석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표 7). 

 

 

그림 4.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erum sodium leve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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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molality 



22 

 

 표 7. Summary of primary and secondary outcome analysis        

  Poor 1-year CPC Poor 6-month CPC 

  Raw data Imputed data Raw data Imputed data 

  aOR (95% CI) p value aOR (95% CI) p value aOR (95% CI) p value aOR (95% CI) p value 

Hypernatremia* 5.85 (0.82⎼41.65) 0.082  7.31 (1.06⎼50.61) 0.040  6.1 (0.94⎼39.76)  0.051 7.49 (1.18⎼47.66) 0.032 

Hyponatremia* 0.26 (0.09⎼0.77) 0.013  0.28 (0.10⎼0.79) 0.010  0.36 (0.13⎼0.99) 0.042 0.36 (0.13⎼0.96) 0.046 

Serum sodium, meq/L 1.13 (1.04⎼1.23) 0.004  1.12 (1.04⎼1.22) 0.005  1.10 (1.02⎼1.18) 0.011 1.09 (1.02⎼1.18) 0.011 

Serum sodium > 140.1 meq/L† 5.21 (1.84⎼14.73) 0.001  5.63 (2.04⎼15.54) <0.001 1.93 (0.75⎼4.98) 0.170 2.27 (0.90⎼5.71) 0.080 

Serum calculated osmolality, mOsm/L 1.06 (1.02⎼1.10) 0.006 1.05 (1.02⎼1.10) <0.001 1.09 (1.01⎼1.09) 0.025 1.05 (1.01⎼1.08) 0.026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s 

*Conventional hypernatremia(>145 meq/L) and hyponatremia(<135 meq/L) were compared to normal range (135⎼145 meq/L)     

† Serum sodium > 140.1 meq/L was compared to serum sodium ≤ 140.1 mE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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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of serum sodium 24H level 

for 1-year neurological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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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erum aldosterone and 

sodium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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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erum aldosterone and 

osmolality  

 

제５장 고 찰 

본 연구진은 병원밖심정지 후 생존한 심정지증후군 환자의 자발순환

회복 24시간 째 고나트륨혈증이 불량한 장기 신경학적 예후와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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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한계가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첫번째로 결측된 노출 변수 때문에 해당 환자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선

택치우침(selection bias)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코호트에 등록

되는 환자들은 자발순환회복이 20분 이상 지속되는 환자들이며, 해당 

환자들 중 일부는 24시간 이내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자발

순환회복 후 24시간 이내에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1차 노출 변수인 나

트륨 24H가 결측치가 되어 환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며, 이런 환

자의 24시간 째 혈청 나트륨 농도는 알 수 없다. 한편 인체의 수분과 

혈청 나트륨을 조정하는 주요한 항상성 기전으로 알기닌 바소프레신과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이 알려져있다.20,21 알기닌 바소프레신과 

코펩틴(알기닌 바소프레신의 전구물질),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은 뇌졸중, 뇌출혈, 울혈성 심부전, 또는 패혈성 쇼크가 있는 중환자들

에게 강하게 활성화 된다.22-24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 96명에서 자발

순환회복 후 24시간째 혈중 알도스테론 농도가 측정되었으며, 알도스테

론 농도와 혈중 나트륨 또는 혈중 삼투압의 관계를 피어슨 상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피어슨 상관 계수는 각각 0.05, 0.11 이었으며, 각 

지표간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하였다(그림 6-1, 6-2).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외된 24시간 째 혈청 나트륨 수치가 결측된 환자들

의 질병 중증도가 높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혈청 나트륨 농도에 큰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자발순환 회복 후 24 

시간 이상 생존한 환자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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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의 후향적 설계로 인해 혈중 나트륨 상승과 신경 학적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추성 요붕증 환자는 다뇨증, 고나트륨혈증, 증가된 혈중 삼투압을 갖

고 있으며 동시에 신경학적 예후가 불량하다. 따라서 환자 선택과정에

서 제외하였다.25 그 외에 혈중 나트륨 농도와 신경학적 예후에 동시에 

연관된 잠재적 교란 변수들의 영향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최소화 시

켰다. 최종 다변량 모델에 포함된 공변량 중 중증도 점수(APACHE II), 

혈중요소질소 및 혈청 크레아티닌 수준이 질병 중증도 및 신장기능을 

보정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또한 당뇨의 유무, 병원전단계에서 자발순

환회복 유무, 평균 혈압, 비반응성 동공반응이 포함되었다. 이 변수들은 

혈청 나트륨 분류에 따른 환자간의 분포가 달랐다(표 4).  

셋째, 뇌부종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지 못했다. 뇌 컴퓨터 단층 촬영 

(CT), 혹은 자기 공명 영상 (MRI)의 간접적 측정방법이 신경학적 결

과를 예측하는데 임상적으로 권유되고 있지만 이 또한 간접적인 측정에 

불과하다.12,26,27 병태 생리학 측면에서는 영상검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한 뇌부종의 소인도 잠재적인 뇌손상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나트륨혈증과 뇌부종의 관계는 알 수 없다.  

넷째, 병원밖심정지 환자 전향적 코호트 등록을 구축한 대학병원들은 

소생술에서 사용할 결정질 용액으로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였으며 고장성 

식염수와 만니톨은 뇌출혈 등의 환자에서 증가된 두개내뇌압을 줄이려

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나트륨혈증은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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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질용액 주입(중탄산염 수액을 포함)으로 유도될 수 있으므로, 소생

술 및 중환자실 치료단계에서 생리식염수 혹은 다른 수액이 얼마나 사

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한계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중환자에서 고나트륨혈증이 임상적인 나쁜 예후, 특히 불량한 신경학적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근거들이 다수 존재하지만28,29,30, 병원밖심정지 

환자의 신경학적 예후와 고나트륨혈증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 임상 연

구는 없었다. 또한 중환자에서 고나트륨혈증과 나쁜 신경학적 예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참고할 때 중추성 요붕증이 큰 교란요인으로 작

용하여 분석에 주의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24시간째 중추성 요붕

증 진단된 환자를 제외하였다. 또 고장성 식염수 및 만니톨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뇌질환 및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제외하였다. 앞서 기술

한 방식으로 질병의 중증도와 신장기능을 포함한 교란변수들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공변량으로 설정해 영향을 최소화했다. 이후에

도 병원밖심정지환자의 자발순환 회복 후 24시간째 고나트륨혈증은 나

쁜 신경학적 예후와 강한 연관이 있었다.  

만니톨 또는 고장성 식염수와 같은 고삼투 수액 주입은 뇌출혈 또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뇌부종을 감소시킨다.31,32 반면에 허혈 및 재관

류 손상 모델의 연구에서는, 혈액-뇌장벽이 손상되면 과도한 양의 용

질이 뇌 부종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현상도 확인되었다.15,16 이러한 병

태생리학을 고려한다면 병원밖심정지에서 자발순환회복 후 혈액-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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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 손상된 환자는 과도한 용질(나트륨) 및 삼투압 증가로 의한 뇌부

종 악화의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환자 선정과정에서 낮은 뇌기능수

행범주를 보이는 환자와 뇌질환 및 외상성 뇌손상이 원인이 된 심정지

환자들을 배제한 중요한 이유는, 고장성 수액을 사용하였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상기 환자들에서 발생하는 국소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이 병원

밖심정지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뇌허혈로 인한 뇌부종과 다르기 때문

이다.  

혈중 나트륨 수치와 수분 양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소는 병원

밖심정지 환자의 소생술 도중과 소생 이후 시행되는 수액치료이다. 결

정질 수액과 관련된 병원밖심정지 환자의 임상상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

구는 다음과 같다. RINSE 실험에서는 병원전단계의 심폐소생술 동안 

시행되는 차가운 식염수 급속주입이 용적과부하를 유발하여, 자발순환

회복 비율을 감소시킴을 보여주었다.33 한편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심폐

소생술 중 고장성 식염수를 사용하면 자발순환회복 비율과 단기 생존율

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혈액-뇌장벽 손상이 발생

하기 전에 시행되는 고장성 식염수 치료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연구였

다.34 그러나 이 임상연구들은 소생술 후 유지기간이 아닌, 심폐소생술 

도중의 기간 동안 특정 결정질 수액이 신경학적 예후가 아니라 자발순

환회복율을 향상시키는지 분석한 연구였다. 돼지를 이용한 한 동물실험

에서는 고장성 수액이 아닌 일반 결정질 수액으로 저체온증이 유발될 

때, 혈관성부종이 호전됨이 확인되었다.35 이러한 전임상 연구들은 인간

에서의 장시간의 목표체온유지치료중의 수액치료와는 다르지만,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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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증후군환자 치료에 있어 결정질 수액의 선택이 신경학적 예후를 고려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통찰을 제공하였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심정지 치료의 가이드 라인은 심정지후증후군 환자의 초기 수액 치료 

시, 관례적인 결정질 수액 사용을 권장하나, 이는 패혈증 환자의 연구

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12 여러 연구에서 균형잡힌 결정질 수액

(balanced crystalloid fluid)이 패혈증 환자의 호전에 도움이 됨이 알려

졌다.36,37 그러나 심정지후증후군환자 치료에 사용할 결정질 수액 선택

을 위한 임상 연구는 부재하며, 본 연구의 결과 및 뇌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는 paradoxical shift의 기전을 고려할 때, 심정지후증후군환자 치

료시 결정질 수액의 종류는 신경학적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６장 결 론 

병원밖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이 회복된 후 24시간째 고나트륨혈증

은 불량한 장기 신경학적 결과와 독립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결정질 수액의 종류와 양에 따른 심정지후증후군 생존

자의 혈청 나트륨 농도 변화와 신경학적 결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전

향적인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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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pernatremia is associated with poor 

long-term neurological outcomes in out-

of-hospital cardiac arrest survivors 

Min S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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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Brain oedema following cardiac arrest is known to have a strong association with 

poor neurological outcomes. Excessive sodium supplementation may increase serum 

osmolality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brain oedema in cardiac arrest 

survivors. We investigated whether serum sodium levels are associated with long-

term neurological outcomes in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OHCA) survivors. 

Methods 

This is a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using a multicentre prospective cohort 

registry of OHCA survivors collected from December 2013 to February 2018. We 



37 

 

analysed the association between serum sodium levels during the early period of 

post-cardiac arrest care and 1-year neurological outcomes in OHCA survivors. 

Patients with 1-year cerebral performance categories (CPC) 1 and 2 were included 

in the good outcome group, and patients between CPC 3 and 5 were included in the 

poor outcome group. 

Results 

Among 277 patients, 84 were in the good outcome group, and 193 were in the 

poor outcome group. A relatively high serum sodium level at 24 hours post-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ROSC) wa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poor 

neurological outcomes (adjusted odds ratio=1.13, 95 % CI, 1.04⎼1.23, p=0.004). 

Furthermore, patients who had hypernatremia greater than 140.1 mEq were 5 times 

more likely to develop poor neurological outcomes (adjusted odds ratio=5.21, 95% 

confidence interval 1.84–14.73, p=0.001). 

Conclusions 

A relatively high serum sodium level at 24 hours was independently and highly 

associated with poor long-term neurological outcomes in OHCA survivors. 

Incorporation of these findings into therapeutic strategies may improve neurological 

outcome in cardiac arrest survivors. 

 

Keywords :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post-cardiac arrest syndrome, hypernatr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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