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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연구 배경: 병원밖심정지 환자에서 구급대 현장 자발순환회복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구급대가 현장에서 얼마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할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기계학습 기반 

사건-시간 분석 기법을 통하여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 예측모델을 

개발, 평가 및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국내 국가 병원밖심정지 환자 자료를 활용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105,215명의 성인 심인성 

병원밖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환자는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었고, 2018년 환자는 평가 

데이터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사건-시간 시점 분석 

모델과(Cox proportional hazard [Cox], random survival forest, 

extreme gradient boosting survival, DeepHit)과 4가지 이진 분류 

모델(Logistic regression, random forest, extreme gradient boosting, 

feedforward neural network)을 활용하여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구급 현장에서 수집 가능한 기본 환자 특성과 심정지 환자의 최종 

생존에 중요한 요소인 Utstein 변수를 예측 변수로 활용하였다. 

예측모델의 판별력은 Harrell’s C-index 로 평가하였으며, 교정력은 

통합 Brier 점수로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162,433명 가운데 105,21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인 105,215명의 환자의 평균 

나이는 70세였으며, 64%가 남자였다. 이 가운데 86,314명은 학습 

데이터로, 18,901명은 평가 데이터로 활용되었다.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은 학습 데이터에서는 5,240명 (6.1%), 평가 

데이터에서는 1,709명 (9.0%)에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구급대 

전문 처치 비율은 학습 데이터보다 평가 데이터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 현장 도착 시점부터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은 학습 데이터 및 평가 데이터 모두에서 중위값 

8분이었다. 이진 분류 모델들은 사건-시간 시점 분석 모델과 비슷한 

판별력을 보여줬으나 교정력이 낮았다. 전체 개발된 모델 가운데 Cox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C-index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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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간]: 0.873 [0.865-0.882], 30분 통합 Brier 점수: 0.060) 

 

결론: 병원밖심정지 환자에서 사건-시간 시점 분석 모델을 

도입하여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 예측 모델을 개발 및 평가하였다. 

이러한 예측 모델은 구급대 현장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개별화된 의사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병원밖심정지; 기계학습; 생존분석; 예후 예측 

학   번 : 2015-2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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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병원밖심정지는 24시간 내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장의 기계적 

기능이 갑자기 멈추게 되는 상태로 발생 환자의 규모가 크고 생존률이 

낮아 질병부담이 큰 질환이다. 인구 10만명당 병원밖심정지 환자의 

발생률은 북미에서는 47.3명, 유럽에서는 40.6명, 아시아에서는 

45.9명으로 알려져 있으며,[1] 국내의 경우 2019년 기준 조발생률 

60.0명 수준이다. 급성심장정지의 생존율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20%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2]  

병원밖심정지는 심장 기능이 소실되어 전신 순환이 중단되는 

특성으로 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수 분 단위의 치료가 환자의 예후에 

결정적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하는 구급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3] 구급대의 현장 처치를 

통해 전체 환자의 10-50%의 환자에서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5, 6] 최근 연구에서 

전문심장소생술이 가능한 응급의료체계에서는 구급대가 현장에서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통해 환자의 자발순환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심폐소생술 중간에 환자를 병원으로의 이송하는 것에 비해 생존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구급대의 교육 및 훈련이 매우 고도화되어 있거나 의사가 현장에 

출동하는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약물 

사용 및 전문 처치를 포함하는 전문심장소생술이 병원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구급대가 처치하는 현장에 비해 병원에서 시행되는 

처치의 수준이 높은 경우 환자를 조기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중간에 환자를 이동시켜 병원까지 이송하는 것은 

심폐소생술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이송의 이득이 

상쇄되거나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8, 9, 10] 현장에서 

자발순환이 회복된 경우 심정지 중간에 환자를 이송하는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자발순환 회복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면 구급대가 현장에서 얼마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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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이송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병원밖심정지 환자에서 자발순환회복 예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자발순환회복을 환자의 최종 생존을 대리하는 

지표로 다루며 자발순환회복 발생 유무를 이진 분류로 예측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11, 12, 13, 14, 15] 하지만 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장 

자발순환회복 비율 자체만 높이는 것은 환자의 최종 생존률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구급대의 심폐소생술 품질이 

저하되거나 처치가 제한된 경우에는 더욱 위험하다.[16, 17] 현장 

자발순환회복 비율은 생존율 향상과는 관련성이 낮은 구급대 처치에 

의해서도 증가될 수 있으며,[18] 구급대 심폐소생술 품질이 

동일하더라도 현장에 오래 체류하게 되는 경우 누적 현장 자발순환회복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구급대 현장 심폐소생술 기간 동안 현장 자발순환 회복 가능성이 

낮은 환자군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Scoop-and-Run 방식을 통해 추가적인 전문처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생존에 기여할 수 있다. 구급대 현장 심폐소생술 기간 동안 현장 

자발순환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군에서는 현장에서 자발순환을 

도모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하는 Stay-and-Play 방식이 생존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는 환자의 현장 자발순환회복 시점이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이전 연구에서 현장 자발순환회복 시점은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지 못하였다.  

사건-시간 분석(Time to event analysis) 혹은 생존 분석(Survival 

analysis) 기법은 의학 영역에서 널리 적용되는 통계 기법으로 

응급질환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19, 20, 21, 22] 사건-시간 분석 

기법을 적용한다면 단순히 현장 자발순환회복 발생 여부가 아닌 현장 

자발순환회복 시점에 초점을 둔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계학습 기반 사건-시간 분석 모델들도 개발되어 의학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제 2 절 관련 연구 동향 
 

사건-시간 분석 기법은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통계방법으로 Logistic regression (LR) 모델과 같은 

이진 분류 모델과 달리 대상 시간 동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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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 추적이 안되거나 탈락한 환자들과 같은 절단(censored)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건-시간 분석 기법은 시간에 따른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를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하여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 가능한 누적위험함수(Cumulative hazard 

function)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의학 영역에서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한 사건-시간 분석은 대부분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Cox) 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23] Cox 모델은 특정 

위험인자에 노출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위험함수의 비(ratio)인 

위험비(Hazard ratio, HR)가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가정(Proportional hazard assumption)하에 분석을 진행한다. Cox 

모델은 LR 모델의 오즈비와 유사한 위험비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연구의 해석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최근에는 다양한 기계학습 기반 사건-시간 분석 모델들도 

개발되었다. 기계 학습 모델은 결과 해석의 어려움과 과적합에 취약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통계 모델과 달리 특정한 이론이나 가정에 

기반하지 않고, 비선형 관계나 상호작용 요소를 자동적으로 모델에 

포함시키는 유연한 알고리즘을 갖는 특성에 기반하여 예측의 성능을 

높이거나 관심있는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적용되고 있다.[24, 25] 대표적인 기계학습 모델로 

의학영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델에는 Random forest (RF), Extreme 

gradient boosting (XGB) 및 Feedforward neural network (FNN) 

모델이 있다[26, 27].  

RF 모델은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이다. 의사결정나무는 자료의 특정 기준에 따라 예/아니오 이진 

분류를 여러 차례 진행하여 자료를 분류한다. 의사결정나무에서 

이용하는 특징이 너무 작은 경우 예측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 특징을 

너무 세분화하는 경우 과적합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나무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RF 모델은 여러 모델을 이용한 예측을 

결합하여 최종 예측을 도출하는 앙상블(Ensemble) 기법의 한 종류인 

Bagging 기법을 활용한다. Bagging 기법은 자료의 무작위 추출을 통해 

여러 개의 의사결정 나무를 병렬적으로 만들어 학습하고, 각 

의사결정나무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분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결과 

예측의 분산(Variance)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26] 

XGB 모델도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이다. XGB 모델은 예측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앙상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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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하나인 Boosting 기법을 활용한다. Boosting 기법은 하나의 

의사결정나무로 예측한 결과에서 오차 값을 확인하여 이를 다시 

추가적인 의사결정나무로 오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예측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이며 결과 예측의 비뚤림(Bias)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27] 

FNN 모델은 입력층(Input layer), 은닉층(Hidden layer), 

출력층(Output layer)의 세 가지 층으로 구별되고, 각 층의 노드들이 

모두 가중치를 가지는 망으로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각 

입력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후 이를 합하여 값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에 통과시켜 비선형 관계를 가진 값을 

만들어낸 후 새로운 입력변수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RF, XGB 및 FNN 모델의 개략적인 도식도는 그림1과 같다.[28] 

기계학습 모델은 현재 다양한 의학 영역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인 통계 모델의 적용이 어려웠던 의사의 의무기록이나, 의료 영상, 

연속 모니터링 자료 혹은 유전체 자료와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료 분석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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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illustrations of the A) random forest, B) extreme 

gradient boosting, and C) feedforward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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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RF, XGB 및 FNN 모델을 사건-시간 분석에 적용한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의학 영역에서도 수용 가능한 성능이 

보고되었다.  

Random survival forest (RSF)은 RF 모델을 우측 절단 자료에 

적용할 수 있게 고안된 모델로 개별 자료의 표본에서 이진 분류 모델 

대신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을 예측하는 생존 나무(Survival 

tree)를 활용하여 앙상블 누적위험함수(Ensemble cumulative hazard 

function)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이다.[32] RSF 모델은 기계학습 기반 

사건-시간 분석 모델 가운데 의학 영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심부전,[33] 부정맥,[34] 이상지질혈증[35] 등과 같은 심혈관질환과 

간암,[36] 위암,[37] 골수종[38] 등과 같은 종양을 대상으로 한 예후 

예측에 많이 활용되어왔다. RSF 모델은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유연한 알고리즘을 갖는 기계학습적인 특성으로 유전체 연구,[39] 

영상 연구,[38] 바이오마커[40] 등의 연구에도 함께 활용되었다. 

Extreme gradient boosting survival (XGBS) 모델은 XGB 모델을 

우측 절단 자료에 적용할 수 있게 고안된 모델이다. XGB 모델을 

생존분석에 도입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41, 42, 43] 

의학 영역에서도 치매 연구 등에서 일부 도입되고 있다.[44]  

최근에는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사건-시간 분석 기법들도 

개발되었다. 신경만 기반 사건-시간 분석 기법들은 출력층에서 시점별 

사건 발생 확률 집합을 예측하는 형태로 적용된다.[45, 46] 신경망 기반 

사건-시간 분석 기법들도  종양 환자의 예후 연구,[47] 치매 환자의 

영상 분석[48], 단백질체 분석 기반 사건-시간 분석[49]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었다.  

기계학습 기반 사건-시간 분석 모델들은 비례위험 가정과 같은 

특정한 가정에 기반하지 않고 사건 발생 시점을 예측하는 특징을 가지며, 

기계학습 기반 이진분류 모델과 마찬가지로 비선형 관계나 상호작용 

요소를 자동적으로 모델에 포함시키는 유연한 알고리즘을 갖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학 영역에서 도입 및 활용되고 있다. 

 

 

제 3 절 연구의 중요성 
 

기계학습 기반 사건-시간 분석 모델은 병원밖심정지 환자의 현장 

자발순환회복 시점 예측 모델의 성능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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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밖심정지 환자의 현장 자발순환회복 시점은 기존 예측모델이 개발 

및 적용된 적이 없는 영역이다. 기존의 이진분류 예측 모형을 기반으로 

밝혀진 병원밖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회복과 관련된 다양한 예측 

변수들이 자발순환회복 시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11, 12, 13, 14, 15] 환자의 목격여부, 발생장소,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과 신고부터 구급대 도착까지의 시간과 같은 

자발순환회복에 긍정적인 요소들은 조기 자발순환회복과 관련하여 

알려지지 않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기계학습 모델은 이러한 

영역에서 전통적인 통계 모델에 비해 향상된 성능을 나타낼 잠재성이 

있다. 또한 자발순환회복 시점 예측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이다. 단순한 예측 문제는 소수의 예측 변수를 

활용해도 충분한 예측 성능을 보이는 문제로 정의할 수 있는데,[31] 

자발순환회복의 시점은 몇 가지 변수만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복잡한 예측 과제는 기계학습 모델의 적용이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다. 또한 기계학습 기반 사건-시간 분석 모델의 적용을 

위해서는 예측 모델 적용이 가능한 전자통신적 기반이 갖춰져야 하는데 

현재 국내 구급대원들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태블릿을 통해 

구급활동일지 자료를 입력하고 있어 기계학습 모델의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초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기계학습 

기반 사건-시간 분석 모델이 학습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한데 현재 국내에는 병원밖심정지 환자에 대한 국가 레지스트리가 

구축되어 매년 약 3만건의 심정지 환자 데이터가 지속 구축되고 있어, 

학습 가능한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전형적인 자료 형태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계학습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러한 전형적인 데이터에서는 기계학습 모델이 전통적인 통계모델과 

비슷한 성능이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다.[25] 하지만 암, 심혈관질환 

등을 대상으로 한 사건-시간 분석 모델 적용 연구에서 전형적인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한 기계학습 기반 사건-시점 분석 모델들이 전통적인 

통계 모델에 비해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는 연구들도 보고된 바 

있으며,[47, 50] 예측 모델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예측변수들이 

구급기록을 통해 수집되고 있어 병원밖심정지 환자의 현장 자발순환회복 

시점 예측과 관련해서 기계학습 기반 사건-시간 분석 기법의 적용이 

예측의 정확성을 증가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현장 

자발순환회복 시점의 예측은 환자, 심정지 상황에 따른 개별화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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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시간 결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의 최종 생존율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병원밖심정지 환자에서 기계학습 기반 사건-시간 분석 

기법 모델을 활용하여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 예측 모델을 개발, 

검증하고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건-시간 분석 기법 모델에 더하여 이진 분류 모델을 

활용하여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을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고 그 성능을 

사건-시간 분석 기법 모델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사건-시간 분석 기법 모델들의 예측 변수 미상 수준에 따른 

성능 변화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사건-시간 분석 기법 기반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 예측 모델 

적용이 환자의 최종 생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상기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 예측 모델에 

기반하여 시점별 이송 여부 결정 기준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도출된 기준식을 적용하여 환자 이송이 시행된 경우 시점에 따라 현재에 

비해 추가 뇌기능 회복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를 추정하고, 실제 

현장 체류시간과 도출된 기준식에 근거한 최적 현장 체류시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추가로 병원밖심정지 환자의 최종 생존 결과이자 최근 연구가 많이 

진행된 뇌신경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특성, 주요 예측 인자의 

중요성 및 분석 기법에 따른 결과의 변동성을 추가로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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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의 국가 구급기반 병원밖심정지 자료를 활용한 

단면연구이다. 본 연구의 예측 모델 개발 및 보고는 Transparent 

reporting of a multivariable prediction model for individual prognosis 

or diagnosis (TRIPOD) 성명에 따라 진행되었다.[51] 

 

 

제 2 절 연구 환경 및 데이터 
 

한국의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체계는 일차적으로 소방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출동한 119 구급대는 기본적으로 기본심장소생술을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직접의료지도를 받은 경우 기관삽관 

및 성문외기도유지기 적용을 포함한 전문기도유지술과 말초혈관 카테터 

삽입 및 수액투여를 수행할 수 있고, 일부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에피네프린 투여도 가능하다. 구급대는 법적으로 현장에서 사망선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모든 환자들은 근처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한국 병원밖심정지 레지스트리(Korea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Registry, KOHCAR)는 구급대가 평가한 전체 병원밖심정지 

환자를 포함하는 국가 통계 기반 레지스트리로 총 5개의 원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축되며, 구급활동일지,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수보단계 심정지 기록일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병원 

의무기록조사가 포함된다. 구급활동일지와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는 출동 구급대원이 작성하며, 심정지 상황 및 구급대 주요 

처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수보단계 심정지 기록일지 및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는 119 신고 및 상담 단계에서 수보 요원 및 상담 

요원에 의해 작성되며 신고 및 심폐소생술 안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병원 의무기록조사는 질병관리청의 급성심장정지조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구급대 평가 병원밖심정지 환자에 대한 전수 의무기록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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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질병관리청은 국제 병원밖심정지 표준 보고체계에 따라 

2008년부터 구급대 평가 병원밖심정지 환자에 대한 한국 병원밖심정지 

레지스트리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52, 53] 

 

 

제 3 절 연구 대상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18세 이상의 심인성 원인에 의한 

병원밖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외상 등에 의한 

비심인성 원인에 의한 병원밖 심정지 환자는 제외되었다. 현장 자발순환 

회복 여부 및 시간, 구급대 현장 도착 및 병원 출발 시각 미상인 환자도 

함께 제외되었다.  

 

 

제 4 절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일차 결과변수는 구급 현장 자발순환 회복 시점이다. 

자발순환 회복은 임상적으로 맥박이 확인되거나 혈압이 측정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52] 구급 현장 자발순환 회복은 구급대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이후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자발순환이 회복이 

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자발순환이 회복되고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 등으로 자발순환 회복이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는 첫번째 자발순환 

회복 시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구급 현장 자발순환 회복 시점은 

구급대의 현장 도착시각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현장에서 자발순환 

회복이 되기 전에 이송이 시행된 환자들은 절단(Censoring) 처리하였다. 

 

 

제 5 절 연구 변수 및 전처리 
 

병원밖심정지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나이, 성별, 기저질환[당뇨, 

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 심정지 상황(발생 계절, 발생 요일, 발생 

시간대, 발생지 도시화 수준, 발생 장소, 목격 여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일반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일반인 제세동 시행), 구급대 

특성(초기 심전도 소견, 구급대 반응시간[신고부터 선착 구급대 현장 

도착까지 시간])포함한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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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 반응시간과 같은 연속형 변수는 원래의 변수 값에서 평균을 뺀 

후 표준 편차를 나누는 정규화 처리를 하였다. 명목형 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One-hot encoding)를 하였다. 주요 

시각 변수의 미상이 있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연속형 변수의 

결측치 대체는 없었다. 명목형 변수의 미상에 대해서는 최빈값(Mode) 

대체가 수행되었다. 환자의 기저질환의 경우 의무기록조사에서 수집되는 

변수이나 구급 현장에서도 수집 가능하여 본 연구의 예측인자로 

활용되었으며, 의무기록조사상 해당 질환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는 

양성으로 구별하였고, 해당 질환이 없다고 되어있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는 음성으로 구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목록, 전처리 

기법은 표1에 정리되었으며, 최종 연구 분석 데이터에서의 미상 빈도와 

결측치 대체 기법은 표2에 정리되어 있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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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analyzed variables 

Variables Value Type of raw data Preprocessing 

Age of the patients In years, at the time of cardiac arrest Continuous Centering and scaling 

Sex of the patients Male=1, Female=0 Binary 
 

Previous history of diabetes Diabetes=1, no diabetes=0 Binary 
 

Previous history of hypertension Hypertension=1, no hypertension=0 Binary 
 

Previous history of stroke Stroke=1, no stroke=0 Binary 
 

Previous history of heart disease Heart disease=1, no heart disease=0 Binary 
 

Season of arrest Spring=1, summer=2, fall=3, winter=4 Categorical One hot encoding 

Weekday of arrest Weekend=1, weekday=0 Binary 
 

Hour of arrest  
Day (8AM-4PM)=1, Evening (4PM-0AM)=2,  

Night (0AM-8AM)=3 
Categorical One hot encoding 

Urbanization level of arrest 

incidents 
Metropolitan=1, Urban=2, Rural=3 Categorical One hot encoding 

Place of arrest Public=1, Others=0 Binary  

Witness status Witnessed=1, Not witnessed=0 Binary  

Bystander CPR Yes=1, No=0 Binary  

Bystander use of AED Yes=1, No=0 Binary 
 

Bystander delivery of defibrillation Yes=1, No=0 Binary 
 

Initial shockable rhythm Shockable=1, non-shockable=0 Binary  

Response time Minutes between call to EMS arrival Continuous Centering and scaling 
EMS: emergency medical service,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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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issing status and imputation methods for analyzed variables 

Description 
Missing, n (%) among study population 

(N=105,215) 
Imputation methods Mode* 

Age of the patients 0 N/A N/A 

Sex of the patients 0 N/A N/A 

Previous history of diabetes 0† N/A N/A 

Previous history of hypertension 0† N/A N/A 

Previous history of stroke 0† N/A N/A 

Previous history of heart disease 0† N/A N/A 

Season of arrest 0 N/A N/A 

Weekday of arrest 0 N/A N/A 

Hour of arrest  0 N/A N/A 

Urbanization level of arrest incidents 0 N/A N/A 

Place of arrest 50 (<0.1%) Mode imputation Non-public 

Witness status 14,288 (13.6%) Mode imputation Not witnessed 

Bystander CPR 5,215 (3.0%) Mode imputation No bystander CPR 

Bystander use of AED 899 (0.9%) Mode imputation No bystander AED 

Bystander delivery of defibrillation 105 (<0.1%) Mode imputation No bystander defibrillation 

Initial ECG rhythm 1474 (0.9%) Mode imputation Non-shockable rhythm 

Response time 0‡ N/A N/A 

Scene time interval 0‡ N/A N/A 

Field ROSC 0‡ N/A N/A 

Field ROSC time 0‡ N/A N/A 
EMS: emergency medical service;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ECG, electrocardiogram; 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OHCA: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N/A, not applicable. 

*Most frequent value in variable values (only modes of categorical variables with missing data are presented in this table). 

‡Because these variables are associated with outcome measures, patients missing theses variables we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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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연구 모델 개발 
 

제 1 항 모델 개발 

 

본 연구에서는 구급 현장 자발순환 회복 예측 모형을 위하여 

사건-시간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진 분류 모델을 함께 개발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은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로 

나누어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였고, 2018년 데이터를 평가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제 2 항 사건-시간 분석 모델  

 

사건-시간 분석 모델은 결과가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분석하는 통계 모델이며, 의학 분야에서는 생존 분석(Survival 

analysis)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사건-시간 분석 모델을 

활용하면 환자에게 최종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관찰이 종료된 

절단(censored) 자료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건-시간 분석 모델은 Cox, RSF, XGBS, DeepHit 모델이다. 개별 

사건-시간 분석 모델의 특성 및 연구에 사용된 통계 패키지는 다음과 

같다. 

 

1)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Cox 모델은 사건-시간 분석 모델 가운데 의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계 모델이다.[23] Cox 모델은 시간에 따라 결과 변수가 

발생하는 위험함수(hazard function)를 계산하여 위험비(Hazard 

ratio)를 산출하며, 시간에 관계없이 예측 인자의 위험비가 일정하다는 

가정(proportional hazard assumption)을 기반으로 한다. 위험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할 때도 변수와 시간 사이의 교호작용 항(Interaction 

term)을 모델에 추가하여 Time dependent cox regression 등으로 

변형된 분석 방법이 사용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비가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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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일정하다는 가정을 따르는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 package “survival” 

(author: Therneau T, version: 3.2-7)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 Random survival forest model 

 

    RSF 모델은 다수의 결정 나무(Decision tree) 모델을 만든 후 

투표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여 분산을 줄이고, 수행도를 높이는 

Random forest 방법에 기반한다.[26] RSF 모델은 비선형 효과와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어서 선형 모델과 비교할 때 분산과 

비뚤림을 줄일 수 있다.[32] RSF 모델은 Random forest 방법을 우측 

절단된 자료(Right-censored data)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으로 예측인자의 선형 조합을 기본적으로 하는 Cox 모델과 달리 

비모수적 통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55, 56] 본 연구에서는 R 

package “randomForestSRC” (author: Ishwaran H. et al., version: 

2.9.3)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 Extreme gradient boosting survival model 

 

    XGBS 모델은 Gradient boosting model을 대규모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모델인 Extreme gradient boosting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27] 하나의 모델을 만든 후 예측이 해당 모델에서 잘못 

예측된 데이터를 교정하는 추가 모델을 만드는 과정(Boosting)을 

반복하여 모델을 만드는 방식이다.[57] XGBS 모델에서는 손실 

함수(Loss function)로 Negative partial-likelihood for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을 사용하였다.[43] 본 연구에서는 R 

package “xgboost” (author: Tianqi Chen et al, version: 1.2.0.1)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4) DeepHit 

 

    DeepHit는 딥러닝 기법을 사건-시간 분석에 적용한 방식으로 

신경망을 통해 비모수적 방식으로 결과 변수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학습하는 모델이며, 시간에 따라 예측인자의 위험도가 변화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58] DeepHit는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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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되며, 이전 층의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값이 비선형 변형을 통해 다음 층에 전달되는 형태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R package “surivalmodels” (author: 

Raphael Sonabend, version: 0.1.6)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 3 항 이진 분류 모델 

 

이진 분류 모델은 이분형 결과변수를 예측하는 통계 모델이며, 의학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계 모델이다. 이진 분류 모델은 결과 

변수가 발생한 시점과 무관하게 결과 변수 발생 여부만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진 분류 통계 모델은 LR, RF, XGB, 

FNN이며, 뇌신경 회복에 대한 예측 인자 탐색 분석에서는 Support 

vector machine (SVM)과 Elastic net (EN) 이 추가로 활용되었다. 

개별 이진 분류 모델의 특성 및 연구에 사용된 통계 패키지는 다음과 

같다. 

 

1) Logistic regression 

 

    LR 모델은 일반화 선형모델의 일환으로 예측 인자들의 선형 조합 

값으로 결봐변수의 로그 오즈비를 모델링하는 기법이며, 관측 자료에 

가장 적합한 인자를 찾기 위하여 최대 우도를 활용한다.[59] LR 

모델에서는 결과변수 발생 확률을 logit 변환을 통해 계산하며 이를 

기반으로 오즈비를 산출할 수 있다. 전진 선택법, 후진 선택법, 단계적 

선택법 등으로 변수 선택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를 사용하여 변수 선택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 R 

package “glm”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 Random forest 

 

    RF 모델은 결정 나무에 기반한 앙상블 모델로 Bagging 기법을 

활용한다.[26] Bagging 기법은 학습 데이터를 무작위로 나눈 후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주로 투표 방식으로 개별 결정 나무의 결과값을 

종합하는 형태로 모델을 만드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R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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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Forest” (author: Andy Liaw et al., version: 4.6-14)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 Extreme gradient boosting 

 

    XGB 모델은 Gradient boosting model을 대규모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모델로 boosting 기법에 기반하여 모델을 만든다.[27, 

57] XGB 모델은 과적합을 막기 위하여 정규화(regularization) 기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R package “xgboost” (author: Tianqi Chen 

et al, version: 1.2.0.1)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4) Feedforward neural network 

 

    FNN 모델은 뉴론(neuron)의 집합체인 신경망으로 뉴론간의 

연결이 순환하지 않는 형식을 취한다. FNN 모델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되며 이전 층의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값이 비선형 

변형을 통해 다음 층에 전달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은닉층은 없거나 

여러 개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 package “tensorflow” (author: 

JJ Allaire et al, version: 2.2.0)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5) Support vector machine 

 

    SVM 모델은 예측 변수의 숫자와 같은 차원 공간을 분리하는 

초평면(hyperplane)을 활용하여 분류를 수행하는 모델이다. 초평면은 

데이터를 분리하는 경계이며, Support vectors는 초평면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면서 초평면을 기준으로 한 위치가 서로 다른 데이터를 의미한다. 

초평면은 예측 변수의 숫자에 따라 다른 모양을 가질 수 있으며, 2개의 

예측인자가 활용되는 경우 초평면은 선이 된다. 예측 인자의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kernel 기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계산을 진행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radial basis function 커널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R 

package “kernlab” (author: Alexander Karatzoglou et al, version: 

0.9-26)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6) Elastic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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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 모델은 Lasso 회귀 모델과 Ridge 회귀 모델의 

벌점(penalty)을 선형 조합하여 만드는 정규화 회귀 모델(Regularized 

regression model)이다.[60] 벌점항은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Lasso 회귀 모델은 손실 함수에 벌점항으로 계수의 절대값을 

더하며, Ridge 회귀 모델은 손실 함수에 벌점항으로 계수의 제곱값을 

더한다. 본 연구에서는 R package ‘glmnet’ (author: Jerome 

Firdman et al, version 2.0-16)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 4 항 초모수 미세조정 

 

    본 연구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5겹 교차검증(Cross-

validation)과 격자 탐색(Grid search)을 시행하여 초모수 

미세조정(Hyperparameter tuning)을 시행하였다. 초모수는 모델의 

학습 과정을 조정하는 인자로 미세조정을 통해 성능을 최대화하고 

분산을 줄이는 최적의 초모수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표3에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모델에 따라 탐색한 초모수를 정리하였다. 제시된 것 

외의 다른 초모수들은 모두 해당 통계 패키지의 기본 설정값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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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yperparameter tuning 

Model Hyperparameter 

Cox proportional regression No hyperparameters were investigated 

Random survival forest 
ntree: 1000, 2000, 3000; mtry: 2, 3, 4, 5, 6; 

nodesize: 1, 2, 3, 4, 5 

Extreme gradient boosting survival 

nrounds: 500, 1000, 1500; max_depth: 2, 3, 

4; eta: 0.1, 0.2, 0.3; min_child_weight: 2, 3, 

4; colsample_bytree: 0.4, 0.6, 0.8, 1.0; 

gamma: 0.01, 0.2, 0.5, 0.7, 1.0 

DeepHit 

node size of each four hidden layers: 2-4-2-

1, 4-8-4-2, 8-16-8-4, 16-32-16-8, 32-64-32-

16, 64-128-64-16, 128-256-128-32; 

dropout rate: 0.2, 0.3, 0.4 

Logistic regression No hyperparameters were investigated 

Random forest 
num.trees: 2000, 3000, 4000, 5000; mtry: 

2, 3, 4, 5; min.node.size: 3, 4, 5, 6 

Extreme gradient boosting 

nrounds: 100, 200, 300, 500; max_depth: 2, 

3, 4; eta: 0.1, 0.2, 0.3; min_child_weight: 2, 

3, 4; colsample_bytree: 0.4, 0.5, 0.6; 

subsample: 0.5, 0.6, 007; gamma: 0.8, 0.9, 

1.0 

Feedforward neural network 

node size of each three hidden layers: 16-

8,4, 32-16-8; optimizer: Rmsprop, adam; 

initializer: he-normal, glorot_normal; 

learning rate: 0.001, 0.01; dropout rate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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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통계 분석 
 

제 1 항 학습 및 평가 데이터 비교 

 

학습 데이터 및 평가 데이터는 표준화된 평균차(Standard mean 

difference)통해 비교하였다. 이전 연구에 따라 표준화된 평균차의 

정도가 0.2 인 경우는 작은 차이로, 0.5 인 경우는 중등도 차이로, 0.8인 

경우는 많은 차이로 해석하였다.[61] 학습 및 평가 데이터의 시간에 

따른 현장 자발순환회복은 Kaplan-Meier 추정 후 log-rank 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제 2 항 판별력 평가 

 

판별력(Discrimination)은 모델이 결과 변수의 유무에 따라 

데이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건-

시점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판별력 평가 도구인 Harrell’s C-

index (Concordance index)를 통해 판별력을 평가하였다.[62] C-

index 는 이진 분류 모델을 평가하는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UROC)를 절단된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된 형태로 모델이 데이터 사이에서 결과변수가 발생하는 

순서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평가하는 도구이다.[63] 무작위 모델의 

경우 C-index 값은 0.5이며, 완벽한 모델의 경우 C-index 값은 1이다.  

C-index 는 결과 변수 발생 시점 비교 가능한 2명의 환자 조합 중 

실제 결과 변수 발생 순서와 예측한 결과 변수 발생 순서가 동일한 

경우로 계산할 수 있다. 실제 계산과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5명의 

환자(A, B, C, D, E)에서 사망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실제 사망 시점까지 걸린 시간이 A: 1일, B: 2일, D: 4일, E: 5일이라고 

하고, C의 경우 3일까지 관찰 후 중도 절단된 경우이다. 예측 모델을 

통해 예측한 사망 시점은 A: 1일, B: 2일, C: 3일, D: 5일, E: 4일이다. 

전체 5명의 환자가 있으므로 2명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이다. 

하지만 사망 시점을 비교할 수 있는 조합은 8이다. 이는 중도 절단된 

C의 경우 3일 이후의 사망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일 초과 

생존한 D 와 E 와는 사망 시점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8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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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운데 실제 사망 예측 시점 순서와 예측한 사망 예측 시점의 

순서가 다른 것은 D와 E 조합 1개 뿐이다. 이 경우 C-index 는 7/8로 

0.875로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C-index에 더하여 Time-dependent ROC 곡선 

분석을 통해 판별력을 함께 평가하였다. 일반적인 ROC 곡선 분석과 

다르게 Time-dependent ROC 곡선 분석은 특정 시점에서 결과변수 

발생 여부에 대한 예측 모델의 판별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이진 

분류 모델에서는 결과 변수 발생 확률을 활용하여 민감도 및 특이도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ROC 곡선 분석을 수행한다. 시간에 따른 

민감도, 특이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누적 

민감도(Cumulative sensitivity)와 동적 특이도(Dynamic specificity) 

방법을 활용하였다.[64] 이는 특정 t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 시점부터 t 

시점까지 결과변수가 발생한 경우는 모두 결과변수가 발생한 

군(Case)으로 취급하고,  t 시점까지 결과변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대조군(Control)으로 취급하는 방식이다. t 시점 전에 절단된 환자들은 t 

시점의 민감도, 특이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본 연구에서는 R package 

‘survivalROC’ (author: Patrick J et al, version 1.0.3)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 3 항 교정력 평가 

 

    교정력(Calibration)은 모델이 예측하는 확률이 얼마나 실제 결과 

변수 발생 확률과 유사한지를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곡선(Calibration plot), Prediction error 곡선, 통합 Brier 점수 

(Integrated Brier score)를 활용하여 교정력을 평가하였다.  

    교정곡선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전체 데이터를 특정 t 시점까지 

결과 변수가 발생할 누적 예측 확률을 기준으로 10등분하였다. 각 등분 

안에서 t 시점까지의 평균 누적 결과변수 발생 예측 확률을 구하고, 

이를 실제 t 시점까지의 누적 결과변수 발생 확률과 비교하였다. 이 때 

실제 t 시점까지의 누적 결과변수 발생 확률은 해당 등분의 데이터를 

Kaplan-Meier 생존 곡선에 적합하여 계산하였다. 이후 특정 시점 t를 

기준으로 평균 누적 결과변수 발생 예측 확률과 실제 누적 결과변수 

발생 확률을 산포도를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만약 예측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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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다면 해당 산포도의 점들은 y=x 선 위에 위치하게 된다. 

    Brier 점수는 결과 변수 발생 예측 확률과 실제 결과 변수 발생 

여부 사이의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d error)로 계산된다. 만약 

예측 모델이 완벽하다면 Brier 점수는 0이 되며, 무작위 모델에서는 

0.25가 된다. 만약 예측 모델이 완벽하게 반대로 예측하는 경우 Brier 

점수는 1이 된다. Prediction error 곡선은 시간에 따른 평균 Brier 

score를 계산하여 시각화한 곡선이다.[65] 통합 Brier 점수는 시작 

시점부터 t 시점까지의 prediction error 곡선의 누적을 계산한 

값이다.[66] 우측 절단 자료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prediction error 곡선과 통합 Brier 점수 산출에서 Inverse probability 

of censoring weights 를 적용하였다.[67] 본 연구에서는 R package 

‘pec’ (author: Ulla B et al, version 2020.11.17)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 4 항 변수 중요도 평가 

 

    개별 예측 모델에 특이화된 도구를 통하여 변수 중요도가 

평가되었으며, DeepHit 모델과 FNN 모델은 변수 중요도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Cox 모델과 LR 모델은 각 변수의 Z-value를 기반으로 

변수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RSR, RF, XGBS, XGB 모델에서는 결정 

노드(decision node)에서 각 변수의 선택 빈도를 기준으로 변수 중요도 

평가가 시행되었다. 모델간 변수 중요도 비교를 위해서 상위 10개 중요 

변수를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제 5 항 미상에 따른 성능 변화 평가 

 

    개발된 예측 모델 가운데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과 그 외 가장 

판별력이 좋은 모델, 그 외 가장 교정력이 좋은 모델을 대상으로 예측 

변수 미상에 따른 판별력 및 교정력 변화를 확인하였다. 예측 변수 

가운데 당뇨, 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병력은 구급대가 

현장에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변수가 모두 

미상일 때 모델의 성능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였다. 아울러 



 

 23 

심정지 상황과 관련된 변수 가운데 가장 미상률이 높은 변수인 목격 

여부가 기저질환과 함께 미상일 때 모델의 성능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함께 확인하였다.  

 

 

제 6 항 시뮬레이션 

 

    예측 모델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Scoop-and-run 

전략을 통해 현장에서 아무 처치를 시행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할 때 예측 모델이 최종적인 생존율 향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적절한 구급 현장 심폐소생술 시간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은 4가지 주요 가정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구급 현장 자발순환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이송 중에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전체 데이터에서 현장 

자발순환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98,266명 가운데 이송 중 

자발순환회복이 발생하는 경우는 2,178명 (2.2%)수준이었다. 둘째, 

구급 현장에서 자발순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간에 따라 최초 

구급대 도착시 환자 상태에 비해 최종 생존 확률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비교 위험도로 3가지 상황을 가정하였다. 현장 심폐소생술 시간이 

0분인 경우는 구급대 도착시 환자 상태와 0분의 심폐소생술 후 환자 

상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 위험도는 1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발순환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현장에서 40분, 50분, 60분 

뒤에는 최종 생존 확률이 0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전체 생존 환자의 99%는 35분내의 현장 심폐소생술 중 

발생하고, 전체 생존 환자는 55분내의 현장 심폐소생술 중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8]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급대 도착시 

환자 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구급대 도착 후 0분 시점에서는 최종 

생존에 대한 비교 위험도가 1이 되고, 40분, 50분, 60분 뒤에는 비교 

위험도가 0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비교위험도는 시간에 따라 선형으로 감소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셋째, 

구급 현장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 

직전 상태에 비해 최종 생존 확률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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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로 3가지 상황을 가정하였다. 만약 구급 현장 자발순환이 회복된 

경우라면 자발순환 미회복에 따른 이송의 위험은 없기 때문에 

비교위험도는 1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급 현장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비교위험도가 0.4, 0.5, 0.6 수준이 

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국내에서 진행된 이전 연구에 따르면 구급대 

현장 처치 시간이 5분 이하인 경우 10분 이상의 이송의 생존에 대한 

보정오즈비가 0.49 (95% 신뢰구간 0.37-0.65) 수준이었으며, 구급대 

현장 처치 시간이 5분 이상인 경우 10분 이상의 생존에 대한 

보정오즈비가 0.63 (0.41-0.97) 수준이었다.[69] 이송의 위험도도 

이송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119 구급대 지침상 

병원밖심정지 환자는 가장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환자 발생 위치에 

기반하여 이송병원 및 이송시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현장체류시간에 

비해 구급대의 결정이 필요하거나 변동이 많은 요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비교위험도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구급 

현장에서 자발순환이 회복된 경우 심정지 재발의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구급 현장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에서 

심정지 재발 여부는 최종 생존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0] 심정지 재발의 위험도에 대한 이전 연구도 

존재하지만,[71] 본 연구 대상의 환자들의 경우 비교적 짧은 이송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중위값 [사분범위] 6분 [4분-10분]) 이런 

위험도가 미비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상기한 4가지 가정을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Scoop-and-run 

전략에 비해 최종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누적 자발순환회복 확률의 

역치를 도출하였다. 선착 구급대 현장 도착시 환자의 최종 생존 확률을 

I 로 가정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은 환자를 이송할 때 최종 

생존의 비교위험도를 RR(T)라고 할 때 현장 처치없이 바로 scoop-

and-run을 시행한 경우 해당 환자의 생존 가능성은 I * RR(T)가 된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환자가 현장에서 자발순환이 

회복된 경우와 회복되지 않은 경우의 최종 생존 확률 계산식이 달라진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t 시간 시행한 경우 해당 처치의 최종 생존에 

대한 비교 위험도를 RR(S)라고 할 때 현장 심폐소생술 후 환자의 최종 

생존 가능성은 I * RR(S)가 된다. 본 시뮬레이션의 가정에 따라 환자가 

현장에서 t 시간 동안의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이 회복된 경우는 

병원까지의 이송에 추가 위험은 없어지기 때문에 해당 환자들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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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가능성은 I * RR(S)에서 변화가 없다. 하지만 환자가 구급 

현장에서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송의 위험도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최종 생존 가능성은 I * RR(S) * RR(t) 가 

된다. 환자가 t 시간 동안의 심폐소생술 시행하는 동안의 누적 

자발순환회복 가능성을 P 라고 한다면, t 시간 동안의 심폐소생술 후 

환자의 최종 생존 가능성은 (1-P) * I * RR(S) + P * I * RR(S) * 

RR(t)가 된다. 

    Scoop-and-run 전략의 최종 생존 가능성인 I * RR(T) 와 t 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의 최종 생존 가능성인 (1-P) * I * 

RR(S) + P * I * RR(S) * RR(t)을 비교하면, 시간에 따라 t 시간 동안의 

심폐소생술이 Scoop-and-run 전략에 비해 최종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누적 현장 자발순환회복비율의 역치를 RR(T) 와 RR(S)를 

통해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식은 P = [RR(T) * (1-RR(S))] / [RR(S) 

* (1-RR(T))] 이 된다. 해당 식에 본 시뮬레이션의 가정에 근거한 

RR(T) 및 RR(S)를 수치화해서 적용하면 Scoop-and-run 전략에 

비해 최종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t 시점까지의 누적 자발순환회복 

확률(P) 역치의 구체적 수치를 도출할 수 있다. 누적 자발순환회복 

비율은 구급 현장 도착 시점(t=0)에서는 0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최대 1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 예측 모델 중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활용하여 t 시점까지의 누적 자발순환 회복율과 

상기한 역치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증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고, 구급 현장 누적 자발순환회복 확률이 5 

백분위수인 증례(Worst-case scenario), 50 백분위수인 증례(Usual-

case scenario), 95 백분위수인 증례(Best-case scenario)를 

포함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개별 증례별로 최종 생존 가능성이 Scoop-

and-run 전략에 비해 커지는 현장 심폐소생술 시간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시뮬레이션의 개요는 그림 1과 같다.[54] 

 



 

 26 

 

[Figure 2] Assumptions and methods of case scenario simulation analysis 

EMS, emergency medical services; OHCA,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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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 적정 이송 시점 기준 도출 

 

개발된 예측 모델 가운데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활용하여 시점별 

적정 이송 기준식을 도출하였다. 개별 환자에서 특정 시점에서 예측된 

누적 자발순환회복 확률이 해당 시점 기준 확률을 넘는 경우 환자를 

해당 시점 직후에 이송하는 것보다 현장 심폐소생술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개별 환자에서 특정 시점에서 예측된 누적 

자발순환회복 확률이 해당 시점 기준 확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환자를 

해당 시점 직후 이송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 

확률을 도출하기 위해 각 시점마다 0.01부터 1.0까지 0.01 간격의 확률 

기준(0.01, 0.02, 0.03, … 1.0) 100개를 적용하여 탐색하였다. 해당 

탐색을 위해서 학습 데이터에서 시점별로 해당 시점 전에 이송되었거나, 

현장 자발순환회복이 된 환자를 제외한 제외한 환자군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환자군에서 100개의 기준 확률 가운데 특정 시점에서 기준 확률 

이상의 예측 누적 자발순환회복 확률을 갖는 환자에서는 해당 시점 1분 

후 이송하지 않은 환자가 해당 시점 1분 후 이송한 환자에 비해 뇌기능 

회복비율이 높게 되는 기준 확률 집합을 도출하였다. 또한 100개의 

기준 확률 가운데 특정 시점에서 기준 확률 미만의 예측 누적 자발순환 

회복 확률을 갖는 환자에서는 해당 시점 1분 후 이송한 환자가 해당 

시점 1분 후 이송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뇌기능 회복비율이 높게 되는 

기준 확률 집합을 도출하였다. 두 가지 기준확률 집합의 교집합을 

확인하여 시점별로 적정 이송 기준 확률 집합을 도출하고 시각화하였다. 

도출된 시점별 기준 확률 집합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기준 

확률 수식을 도출하였다. 시간에 따른 기준 확률은 1) 시간이 0인 

지점에서는 0이 되고, 2) 시간이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에 

도달하는 특성을 가지며, 3) 시간이 지날수록 가파르게 상승하는 특성을 

갖을 것으로 가정하여 a * timen 수식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하여 상수 

a와 n을 도출하였다. 탐색 과정에서 atime-1 수식 형태도 고려되었으나 

시간이 0인 지점에서 0이며, 시간이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에 

도달하는 특성은 갖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파르게 상승하는 

특성이 충분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시간이 0인 지점에서 

0이며, 25분 시점에서 0.05에서 1.0까지 0.05 간격의 20개 값 중 

하나에 도달하는 atime-1 수식을 시각화한 것은 그림 2와 같다. 

전체적으로 해당 조건에서 atime-1 수식이 직선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28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 * timen 수식 형태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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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umulative probability of on-scene ROSC threshold line when 

atime-1 equation was applied. It was confirmed that all lines were close to 

straight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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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timen 수식에서 적절한 a와 n을 도출하기 위하여 25분에 

0.05부터 1.0까지 0.05 간격의 20개 값 중에 하나에 도달하며, n 은 

1부터 15 사이의 정수인 경우를 탐색하였다. 시점별로 해당 시점 전에 

현장 자발순환회복이 되었거나 이송이 된 환자를 제외한 환자군을 

도출한 후 a * timen 보다 누적 자발순환회복 확률이 큰 환자와 작은 

환자로 환자군을 나누었다. 누적 자발순환회복 확률이 a * timen 보다 큰 

환자에서는 해당 시점 직후 이송된 환자들이 모두 이송되지 않았을 것을 

가정할 때 추가로 뇌기능 회복이 되는 환자수를 도출하였다. 누적 

자발순환회복 확률이 a * timen 보다 작은 환자에서는 해당 시점 직후 

이송되지 않은 환자들이 모두 이송되었을 것을 가정할 때 추가로 뇌기능 

회복이 되는 환자수를 도출하였다. 이송시간의 상위 95분위수는 

26분으로 26분 이상 시점에서는 추출되는 환자수가 전체 환자의 5% 

이하로 분석의 정확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현장 도착부터 

25분까지 추가 뇌기능 회복 환자수를 탐색하였다. 최종적으로 구급대 

현장 도착부터 25분까지 시점별 추가 뇌기능 회복 환자수를 합산한 

값이 가장 큰 경우의 a와 n을 도출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한 

가정들 중 도출된 a와 n에 가장 근사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확인하여 

함께 시각화하였다. 

도출된 a 와 n을 평가 데이터에 적용하여 평가 데이터 환자들이 

적정 이송 시점 기준에 따라 이송하게 될 때 추가 뇌기능 회복이 되는 

환자수를 시점에 따라 산출하였다. 시점별로 해당 시점 전에 

이송되었거나 현장 자발순환회복이 이루어진 환자를 제외하고 해당 

시점의 누적 자발순환회복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기준보다 누적 

자발순환회복 확률이 큰 환자와 작은 환자로 환자군을 나누었다. 

역치보다 누적 자발순환회복 확률이 큰 환자에서는 해당 시점 1분 후 

이송된 환자들을 이송하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할 때 추가적인 뇌기능 

회복 환자수를 산출하였다. 역치보다 누적 자발순환회복 확률이 작은 

환자에서는 해당 시점 1분 후 이송하지 않은 환자들을 이송하였을 

것으로 가정할 때 추가적인 뇌기능 회복 환자수를 산출하였다. 아울러 

현장 자발순환회복이 안된 환자들 가운데 적정 이송 시점 기준식에 따라 

도출된 최적 현장 체류시간과 실제 평가 데이터의 현장 체류시간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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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뇌신경 회복에 대한 예측 인자 탐색 분석 
 

    병원밖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예측 모델을 활용한 기존 연구 중 

임상 활용도와 최근 연구 빈도가 가장 높은 연구는 뇌신경 회복을 

결과변수로 진행된 연구들이다. 본 연구의 데이터의 특성, 주요 예측 

인자의 중요성 및 분석 기법에 따른 결과의 변동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서 뇌신경 회복에 대한 예측 인자 탐색 분석을 함께 진행하였다. 

해당 분석은 전체 연구 대상 가운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자발순환 회복이 20분 이상 이루어진 

환자만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전체 데이터의 80%를 무작위 

추출하여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였고, 나머지 20% 데이터를 평가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퇴원시 뇌신경 회복율을 결과변수로 

분석하였으며, 뇌신경 회복은 Cerebral Performance Category (CPC) 

로 측정한 환자 상태가 1, 2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72]. 

해당 분석에서는 인구학적 특성(나이, 성별, 기저질환[당뇨, 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 심정지 상황(발생 장소, 목격 여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일반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일반인 제세동 시행), 

구급대 특성(구급대 반응시간, 전문기도유지술, 말초혈관 카테터 삽입, 

기계적 흉부압박술), 무관류(no flow) 시간 및 저관류(low flow) 시간), 

병원 정보(연간 평균 심정지 환자 처치수, 저체온 치료, 재관류 치료, 

체외막산화요법 시행)를 예측인자로 활용하였다. 무관류 시간 및 저관류 

시간의 경우 4분위로 이산화 처리하였고, 미상을 하나의 범주로 

포함하였다. 나머지 변수의 미상이 있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해당 분석에서는 10겹 교차검증과 격자 탐색을 시행하여 초모수 

미세조정을 시행하였다. 격자 탐색의 초모수는 R package ‘caret’ 

(author: Mas Kuhn, version 6.0-80)의 train 함수의 tuneLength 

인자를 15로 설정하여 초모수당 15개의 인자가 탐색되도록 하였다. 

해당 분석의 결과 분석에는 AUROC, 교정곡선 및 변수 중요도 평가가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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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 대상 특성 
 

전체 162,433명의 구급대 처치 병원밖심정지 환자 가운데 

105,215명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 가운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86,314명(82.0%)는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었으며, 

2018년에 발생한 18,901명(18.0%)는 평가 데이터에 활용되었다. 연구 

대상 환자 흐름은 그림 3와 같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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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atient flow 

EMS: emergency medical service; OHCA: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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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환자의 평균(표준편차) 나이는 69.2 

(15.4)세였고, 평가 데이터에 포함된 환자는 70.7 (15.4)세였다. 학습 

데이터 가운데 54,914명 (63.6%)는 남성이었으며, 14,555명 

(16.9%)는 초기 제세동 가능 리듬이었다. 평가 데이터 가운데 

11,850명 (62.7%)는 남성이었으며, 3,194 (16.9%)는 초기 제세동 

가능 리듬이었다. 생존율 및 뇌기능 회복율은 학습 데이터에서는 

6,159명 (7.1%) 및 3,827명 (4.4%)이었고, 평가 데이터에서는 

1,724명 (9.1%) 및 1,154 (6.1%)였다.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은 학습 데이터에서는 5,240명 (6.1%), 

평가 데이터에서는 1,709명 (9.0%)에서 나타났다. 구급 현장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에서 구급대 현장 도착부터 첫번째 

자발순환회복까지의 시간의 중위값(사분범위)는 학습 데이터에서 8 (5-

12)분이었으며, 평가 데이터에서 8 (5-13)분이었다.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에서 시간에 따른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 발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for log -rank test). 학습 및 평가 데이터의 

특성은 표4과 같고, 자발순환 회복에 대한 Kalan-Meier 곡선은 그림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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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raining and test sets 

Characteristics Total Training set Test set P-value 

Total 105215 86314 18901  

Age, mean (SD), years 69.5 (15.4) 69.2 (15.4) 70.7 (15.4) <0.001 

Male gender 66764 (63.5%) 54914 (63.6%) 11850 (62.7%) 0.017 

Past medical history     

  Diabetes 22594 (21.5%) 18157 (21.0%) 4437 (23.5%) <0.001 

  Hypertension 34494 (32.8%) 27730 (32.1%) 6764 (35.8%) <0.001 

  Heart disease 16908 (16.1%) 13463 (15.6%) 3445 (18.2%) <0.001 

  Stroke 9393 (8.9%) 7578 (8.8%) 1815 (9.6%) <0.001 

Season of arrest    <0.001 

  Spring 26528 (25.2%) 21972 (25.5%) 4556 (24.1%)  

  Summer 22719 (21.6%) 18578 (21.5%) 4141 (21.9%)  

  Fall 25922 (24.6%) 21329 (24.7%) 4593 (24.3%)  

  Winter 30046 (28.6%) 24435 (28.3%) 5611 (29.7%)  

Weekend 34720 (33.0%) 28693 (33.2%) 6027 (31.9%) <0.001 

Hour of arrest     

  Day (8AM-4PM) 43879 (41.7%) 35803 (41.5%) 8076 (42.7%) <0.001 

  Evening (4PM-0AM) 34977 (33.2%) 28845 (33.4%) 6132 (32.4%) <0.001 

  Night (0AM-8AM) 26359 (25.1%) 21666 (25.1%) 4693 (24.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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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ization level of incidents    <0.001 

  Metropolitan 58862 (55.9%) 48763 (56.5%) 10099 (53.4%)  

  Urban 31868 (30.3%) 25655 (29.7%) 6213 (32.9%)  

  Rural 14485 (13.8%) 11896 (13.8%) 2589 (13.7%)  

Witnessed 47722 (45.4%) 38956 (45.1%) 8766 (46.4%) <0.001 

Public place 19843 (18.9%) 16242 (18.8%) 3601 (19.1%) <0.001 

Bystander CPR 60593 (57.6%) 48608 (56.3%) 11985 (63.4%) <0.001 

Bystander AED use 2830 (2.7%) 2460 (2.9%) 370 (2.0%) <0.001 

Bystander defibrillation 711 (0.7%) 624 (0.7%) 87 (0.5%) <0.001 

Shockable rhythm 17749 (16.9%) 14555 (16.9%) 3194 (16.9%) <0.001 

EMS time interval     

  Response time 7.0 (5.0;9.0) 7.0 (5.0;10.0) 7.0 (5.0;9.0) <0.001 

  Scene time 11.0 (8.0;16.0) 11.0 (8.0;15.0) 14.0 (11.0;18.0) <0.001 

  Transport time 6.0 (4.0;10.0) 6.0 (4.0;10.0) 6.0 (4.0;10.0) <0.001 

EMS management     

  Defibrillation 25445 (24.2%) 20905 (24.2%) 4540 (24.0%) 0.568 

  Advanced airway management 50185 (47.7%) 33849 (39.2%) 16336 (86.4%) <0.001 

  IV insertion 29081 (27.6%) 18295 (21.2%) 10786 (57.1%) <0.001 

On-scene ROSC 6949 (6.6%) 5240 (6.1%) 1709 (9.0%) <0.001 

Time to On-scene ROSC 8.0 (5.0;13.0) 8.0 (5.0;12.0) 8.0 (5.0;13.0) <0.001 

Survival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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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C at ED arrival 9812 (9.3%) 7583 (8.8%) 2229 (11.8%) <0.001 

  Survival to discharge 7883 (7.5%) 6159 (7.1%) 1724 (9.1%) <0.001 

  Good neurological recovery 4981 (4.7%) 3827 (4.4%) 1154 (6.1%) <0.001 

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EMS, emergency medical service, ED, emergency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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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Kaplan–Meier curve of training and testing cohor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on-scene ROSC 

of training and testing cohorts in log-rank test (p<0.001). 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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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 현장 체류시간의 중위값 (사분범위)는 학습 데이터에서 현장 

자발순환회복이 된 경우 12 (8-17)분, 현장 자발순환 회복이 안된 경우 

11 (8-15)분이었다. 평가 데이터에서는 현장 자발순환회복이 된 경우 

13 (10-18)분, 자발순환회복이 안 된경우 14 (11-18)분이었으며,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 사이에 중등도의 차이를 보였다. 

학습데이터와 평가데이터 모두에서 구급 현장에서 자발순환회복이 

이루어진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더 젋었으며, 일반인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 가능 리듬 환자 비율이 높았고, 구급대 

전문기도유지술 및 말초혈관 카테터 삽입 시행 비율도 높았다. 또한 

학습 및 평가 데이터 모두에서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이 시행된 

환자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뇌신경 회복율이 40배 높게 

나타났다. 학습 및 평가 데이터 여부, 구급 현장 자발순환 회복 여부에 

따른 환자 특성은 표 5에 정리되었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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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raining and test sets by on-scene return-of-spontaneous circulation 

  Training set   Test set   SMD* 

Characteristics On-scene ROSC (-) On-scene ROSC (+)   On-scene ROSC (-) On-scene ROSC (+)     

Total 81074 5240  17192 1709   

Age, mean (SD), years 69.9 (15.1) 58.6 (15.0)  71.8 (15.0) 60.2 (15.3)  0.099 

Male gender 50870 (62.7%) 4044 (77.2%)  10573 (61.5%) 1277 (74.7%)  0.019 

Past medical history        

  Diabetes 17189 (21.2%) 968 (18.5%)  4099 (23.8%) 338 (19.8%)  0.059 

  Hypertension 25854 (31.9%) 1876 (35.8%)  6103 (35.5%) 661 (38.7%)  0.077 

  Heart disease 12198 (15.0%) 1265 (24.1%)  2980 (17.3%) 465 (27.2%)  0.07 

  Stroke 7242 (8.9%) 336 (6.4%)  1700 (9.9%) 115 (6.7%)  0.028 

Season of arrest       0.039 

  Spring 20661 (25.5%) 1311 (25.0%)  4129 (24.0%) 427 (25.0%)   

  Summer 17263 (21.3%) 1315 (25.1%)  3736 (21.7%) 405 (23.7%)   

  Fall 19974 (24.6%) 1355 (25.9%)  4163 (24.2%) 430 (25.2%)   

  Winter 23176 (28.6%) 1259 (24.0%)  5164 (30.0%) 447 (26.2%)   

Weekend 26889 (33.2%) 1804 (34.4%)  5468 (31.8%) 559 (32.7%)  0.029 

Hour of arrest       0.026 

  Day (8AM-4PM) 33542 (41.4%) 2261 (43.1%)  7302 (42.5%) 774 (45.3%)   

  Evening (4PM-0AM) 27174 (33.5%) 1671 (31.9%)  5578 (32.4%) 554 (32.4%)   

  Night (0AM-8AM) 20358 (25.1%) 1308 (25.0%)  4312 (25.1%) 381 (22.3%)   

Urbanization level of incidents       0.07 

  Metropolitan 45279 (55.8%) 3484 (66.5%)  9050 (52.6%) 1049 (61.4%)   

  Urban 24276 (29.9%) 1379 (26.3%)  5660 (32.9%) 553 (32.4%)   

  Rural 11519 (14.2%) 377 (7.2%)  2482 (14.4%) 107 (6.3%)   

Witnessed 34992 (43.2%) 3964 (75.6%)  7495 (43.6%) 1271 (74.4%)  0.025 

Public place 14018 (17.3%) 2224 (42.4%)  2878 (16.7%) 723 (42.3%)  0.006 

Bystander CPR 44808 (55.3%) 3800 (72.5%)  10760 (62.6%) 1225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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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tander AED use 2299 (2.8%) 161 (3.1%)  321 (1.9%) 49 (2.9%)  0.058 

Bystander defibrillation 525 (0.6%) 99 (1.9%)  58 (0.3%) 29 (1.7%)  0.034 

Initial shockable rhythm 10694 (13.2%) 3861 (73.7%)  2025 (11.8%) 1169 (68.4%)  0.001 

EMS time interval        

  Response time 7.0 (5.0;10.0) 6.0 (5.0;8.0)  7.0 (5.0;9.0) 6.0 (5.0;8.0)  0.055 

  Scene time 11.0 (8.0;15.0) 12.0 (8.0;17.0)  14.0 (11.0;18.0) 13.0 (10.0;18.0)  0.442 

  Transport time 6.0 (4.0;10.0) 6.0 (4.0;10.0)  6.0 (4.0;10.0) 6.0 (4.0;10.8)   

EMS management        

  Defibrillation 16860 (20.8%) 4045 (77.2%)  3284 (19.1%) 1256 (73.5%)   

  Advanced airway management 30895 (38.1%) 2954 (56.4%)  14896 (86.6%) 1440 (84.3%)   

  IV catheter insertion 15868 (19.6%) 2427 (46.3%)  9526 (55.4%) 1260 (73.7%)   

Survival outcome        

  Survival to discharge 2753 (3.4%) 3406 (65.0%)  571 (3.3%) 1153 (67.5%)  0.073 

  Good neurological recovery 1091 (1.3%) 2736 (52.2%)   206 (1.2%) 948 (55.5%)   0.075 

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SD, standard deviation;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EMS: emergency medical service; IV, intravenous. 

*SMD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for comparison between training and test cohorts (threshold for magnitude of difference: 

small=0.2; medium=0.5; and larg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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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분석 결과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건-시간 분석 모델 및 이진 분류 모델을 

활용하여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에 대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고,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진 분류 모델 가운데 FNN 모델이 가장 높은 C-index를 

나타냈으며(C-index [95% 신뢰구간] 0.889 [0.880-0.989]), 해당 

판별력은 LR 모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Time-dependent ROC 

곡선 분석에서는 FNN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 ROC 값의 고점이 더 

빠르고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진 분류 모델의 교정력은 전반적으로 

나쁘게 나타났다. Prediction-error 곡선 분석에서는 이진 분류 모델이 

기준이 되는 Kaplan-Meier 추정치에 비해서도 교정력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진 분류 모델은 판별력이 좋은 편이었고, 

특히 FNN 모델의 판별력이 우수했지만 교정력은 모델의 종류와 

관계없이 나쁘게 나타났다.  

사건-시간 분석 모델 가운데에서는 XGBS 와 Cox 모델이 가장 

높은 C-index를 나타냈다. XGS 모델의 C-index (95% 신뢰구간)은 

0.877 (0.869-0.885)이었으며, Cox 모델의 C-index (95% 

신뢰구간)은 0.873 (0.865-0.882)였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Time-dependent ROC 곡선 분석에서 시간에 따른 ROC 

값은 비슷한 유형을 나타냈다. 통합 Brier 점수는 Cox 모델에서 가장 

낮았고, XGBS 모델에서 가장 높았다 (30분 기준 통합 Brier 점수, Cox 

모델:0.060, XGBS 모델:0.083). 교정 곡선을 확인하였을 때도 Cox 

모델은 사건-시간 분석 모델 가운데 교정력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XGBS 모델은 교정력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Prediction-error 곡선 분석에서는 Cox 모델과 RSF 모델이 Kapaln-

Meier 추정치에 비해 교정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Cox 모델이 사건-시간 분석 모델 가운데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진 분류 모델과 비교하더라도 이진 모델의 

나쁜 교정력으로 말미암아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로 선정되었다.  

개별 모델의 C-index 및 통합 Brier 점수는 표 6와 같다.[54] 

Time-dependent ROC 곡선 분석 결과는 그림 6에, 교정 곡선은 그림 

6에, Prediction error 곡선은 그림 7에 제시되었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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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arrel’s C-Index (95% confidence interval) and Integrated Brier Score of Prediction Models 

    Harrel's C-Index   Integrated Brier Score 

    (95% CI)  10 min 30 min  50 min 

Logistic regression model Train 0.884 (0.879-0.889)  0.79 0.805 0.775 
 Test 0.872 (0.864-0.880)  0.785 0.796 0.752 

Random forest model Train 0.934 (0.931-0.936)  0.784 0.796 0.766 
 Test 0.875 (0.866-0.883)  0.779 0.788 0.746 

Extreme gradient boosting model Train 0.889 (0.884-0.893)  0.79 0.804 0.774 
 Test 0.876 (0.867-0.884)  0.785 0.796 0.751 

Feed forward neural network model Train 0.916 (0.911-0.920)  0.824 0.84 0.81 
 Test 0.889 (0.880-0.898)  0.823 0.833 0.794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Train 0.885 (0.880-0.890)  0.015 0.056 0.098 
 Test 0.873 (0.865-0.882)  0.018 0.06 0.096 

Random forest survival model Train 0.984 (0.983-0.985)  0.005 0.014 0.02 
 Test 0.861 (0.852-0.870)  0.019 0.062 0.098 

Extreme gradient boosting survival model Train 0.890 (0.886-0.895)  0.018 0.074 0.119 
 Test 0.877 (0.869-0.885)  0.022 0.083 0.134 

Deephit model Train 0.889 (0.884-0.894)  0.017 0.066 0.101 

  Test 0.870 (0.861-0.878)   0.023 0.08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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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예측 모델들의 평가 데이터에서 C-index 는 최소 0.861, 

최대 0.889 수준이었으며, 이진 분류 모델과 사건-시간 분석 모델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RF 모델과 RSF 모델의 경우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의 C-index 차이가 다른 모델에 비해서 큰 편이었다. 통합 Brier 

점수의 경우 이진 분류 모델과 사건-시간 분석 모델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30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통합 Brier 점수는 이진 분류 모델의 

경우 최소 0.788, 최대 0.833 수준이었으나 사건-시간 분석 모델의 

경우 최소 0.014, 최대 0.083 수준으로 최대값 기준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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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ime-dependent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for 

prediction models 

LR: logistic regression model; RF: random forest model; XGB: extreme 

gradient boosting model; FNN: feedforward neural network model; Cox: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RSF: random survival forest model; XGBS: 

extreme gradient boosting survival model; DeepHit: DeepHit surviv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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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에서 Time-dependent ROC 곡선은 이진 분류 모델과 

사건-시간 분석 모델에서 대부분 비슷한 모양을 보였으나 FNN 

모델에서는 다른 모델과 모양이 달랐다. FNN 모델은 다른 모델과 

비교할 때 AUC 값이 최고치가 되는 시점이 빠르고, 그 크기가 컸다. 

이는 FNN 모델이 초기 자발순환회복 예측에 대한 판별력이 다른 

모델에 비해 높은 것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FNN 모델의 높은 C-index 

값에 상응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Time-dependent ROC 

곡선의 AUC 최대값은 현장 도착 후 10분 정도의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현장 도착 후 첫번째 자발순환회복까지의 시간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장 도착 후 첫번째 자발순환회복까지 

시간의 중위값(사분범위)은 학습 데이터에서 8 (5-12)분이었으며, 평가 

데이터에서 8 (5-13)분이었다. 실제 현장 자발순환이 회복되는 

환자들의 자발순환 회복까지의 중위값이 8분이므로 시점별로 현장 

자발순환 회복을 예측하는 경우 해당 시간대에 예측 모델의 판별력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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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alibration plot  

LR: logistic regression model; RF: random forest model; XGB, extreme 

gradient boosting model; FNN: feedforward neural network model; Cox: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RSF: random survival forest model; XGBS: 

extreme gradient boosting survival model; DeepHit: DeepHit surviv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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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에서 시점별 교정 곡선을 확인해본 결과 이진 분류 모델에 

비해 사건-시간 분석 모델에서 더 좋은 교정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시간 분석 모델 가운데에서도 Cox 모델의 경우 시점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교정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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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rediction error curve of prediction models 

The gray line is a prediction error curve for Kaplan–Meier estimate. LR: 

logistic regression model; RF: random forest model; XGB: extreme gradient 

boosting model; FNN: feedforward neural network model; Cox: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RSF: random survival forest model; XGBS: 

extreme gradient boosting survival model; DeepHit: DeepHit survival 

model; Ref: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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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에서 Prediction error 곡선의 모양은 이진 분류 모델과 

사건-시간 분석 모델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진분류 

모델의 교정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기 시점의 교정력이 

매우 낮았다. 이는 이진 분류 모델의 경우 예측 시점과 관계없이 현장 

자발순환 회복 유무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기 때문에 초기에 실제 

자발순환회복이 거의 생기지 않은 시점에서도 현장 자발순환회복이 모두 

발생했다고 예측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로 판단하였다. 반대로 사건-

시점 분석 모델의 경우 초기에 자발순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초기의 교정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교정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시간 분석 

모델 가운데에서도 Cox 모델의 교정력이 가장 좋았다. 

개별 예측 모델에서 확인한 상위 10위 중요도를 갖는 변수들은 표 

7와 같다. 초기 제세동 가능 리듬 및 나이는 예측 모델의 종류와 

무관하게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목격 여부, 구급대 반응시각, 

심정지 장소도 모델의 종류와 관련없이 중요도가 높은 변수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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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op 10 Important Variables of Prediction Models* 

Model Rank Models 

Classification    Logistic regression Random forest Extreme gradient boosting 
 1 Initial shockable rhythm Initial shockable rhythm Initial shockable rhythm 
 2 Age Age Age 
 3 Witness status Response time Witness status 
 4 Response time Witness stats Response time 
 5 Bystander CPR Place of arrest Place of arrest 
 6 Place of arrest Bystander CPR Bystander CPR 
 7 Hypertension Heart disease Heart disease 
 8 Heart disease Sex Hypertension 
 9 Urbanization level of residence (Rural) Hypertension Urbanization level of residence (Rural) 
 10 Season (summer) Weekday Sex 

Time-to-event   Cox proportional hazard Random survival forest Extreme gradient boosting survival 
 1 Initial shockable rhythm Initial shockable rhythm Initial shockable rhythm 
 2 Age Age Age 
 3 Witness status Witness status Witness status 
 4 Response time Place of arrest Place of arrest 
 5 Place of arrest Response time Response time 
 6 Hypertension Bystander CPR Bystander CPR 
 7 Bystander CPR Heart disease Heart disease 
 8 Heart disease Bystander defibrillation Hypertension 
 9 Urbanization level of residence (Rural) Bystander AED use Sex 

  10 
Urbanization level of residence 

(Urban) 
Urbanization level of residence (Rural) Urbanization level of residence (Rural)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 The variable importance was determined by Z-value for the logistic regression and COX models, and by the selection frequency of the variable 

as a decision node in other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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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미상에 따른 성능 변화 평가 
 

표 8에서 전체적인 성능이 가장 좋았던 Cox 모델과 가장 

판별력이 좋았던 XGBS 모델, 그리고 Cox 모델을 제외하고 가장 

교정력이 좋았던 RSF 모델을 대상으로 예측 변수의 추가 미상 처리에 

따른 사건-시간 분석 기법 모델들의 평가 데이터에서의 성능 변화를 

제시하였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및 뇌졸중과 같은 과거력 관련 

변수들을 모두 미상 처리하였을 때 Cox 모델과 XGBS 모델의 판별력 

저하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Cox 모델과 XGBS 모델의 C-index 

변화: 0.002) RSF 모델의 판별력 저하는 더 크게 나타났으며 (RSF 

모델의 C-index 변화: 0.009), 3개 모델 모두에서 교정력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력뿐 아니라 목격 여부를 미상 처리하였을 

때도 Cox 모델과 XGBS 모델의 판별력 저하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Cox 모델과 XGBS 모델의 C-index 변화: 0.07), RSF 

모델의 판별력 저하는 더 크게 나타났으며(RSF 모델의 C-index 

변화: 0.28), 3개 모델 모두에서 교정력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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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Harrel's C-index (95% confidence interval) and Integrated Brier Score Prediction Models According to the Missing 

Processing Status in Test Set 

  Missing processing status Harrel's C-index  Integrated Brier Score 

    (95% CI) 10 30 50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No further processing 0.873 (0.865-0.882) 0.018 0.06 0.096 

 Unknown past medical history 0.871 (0.863-0.880) 0.019 0.061 0.096 

 Unknown past medical history and witness status 0.860 (0.850-0.869) 0.02 0.065 0.101 

Random forest survival model No further processing 0.861 (0.852-0.870) 0.019 0.062 0.098 

 Unknown past medical history 0.852 (0.842-0.861) 0.019 0.064 0.101 

 Unknown past medical history and witness status 0.833 (0.822-0.843) 0.02 0.069 0.11 

Extreme gradient boosting survival model No further processing 0.877 (0.869-0.885) 0.022 0.083 0.134 

 Unknown past medical history 0.875 (0.867-0.883) 0.022 0.082 0.134 

  Unknown past medical history and witness status 0.862 (0.853-0.871) 0.022 0.082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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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그림 9에서는 시간에 따른 누적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 확률이 

Scoop-and-run 전략에 비해 최종 생존률이 더 높은 역치와 Cox 

모델을 활용하여 3가지 증례별로 시간에 따른 누적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 확률 예측값을 함께 제시하였다. 누적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 확률의 기준(역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현장 

심폐소생술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심정지 상태에서 이송을 시행하는 

위험도가 낮아질수록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여러 상황 중 현장 심폐소생술의 위험이 가장 낮고(RR[S]: Low risk), 

심정지 상태에서의 이송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상황을 가정하고 

(RR[T]: High risk), 기대되는 누적 자발순환 회복 확률이 95 

백분위수인 증례(best-case scenario)에 적용하면 최대 30분까지의 

현장 심폐소생술이 scoop-and-run 전략에 비해 최종 생존에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 상황을 기대되는 누적 자발순환 회복 

확률이 50 백분위수인 증례(usual-case scenario)와 기대되는 누적 

자발순환 회복 확률이 5 백분위수인 증례(worst-case scenario)에 

적용해보면 해당 경우에는 scoop-and-run 전략이 최종 생존에 더욱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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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Prediction of cumulative probability of on-scene return-of-

spontaneous (ROSC) in best- (blue line), usual- (green line), and worst-case 

(red line) scenarios 

Us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patients with predicted cumulative 

probability of on-scene ROSC at the 95th, 50th, and 5th-percentile were 

chosen as best-, usual-, and worst-cases. The black line is derived for the 

threshold of cumulative probability of on-scene ROSC for beneficial on-

scene resuscitation according to various assumptions. We assumed 3 

situations for relative risk of survival probability of patients transport without 

ROSC [RR(T)]: A. RR(T)=0.6 (Low risk); B. RR(T) =0.5 (Medium risk); C. 

RR(T)=0.4 (High risk). We also assumed 3 situations of relative risk of 

survival probability of T minutes on-scene resuscitation [RR(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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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1-time/40 (High risk); B. RR(S)=1-time/50 (Medium risk), C. 

RR(S)=1-time/60 (Low risk). If the cumulative probability of on-scene ROSC 

in a patient is above the black line, on-scene resuscitation at those time points 

would be beneficial for final survival. When we assumed RR(T)=0.6 (High 

risk) and RR(S)=1-time/60 (Low risk), the predicted cumulative probability 

of on-scene ROSC by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was above the black 

line between zero and 30 minutes in the best-case scenario. Therefore, on-

scene resuscitation in zero to 30 minutes would be beneficial when 

considering the time to on-scene ROSC probability of the patients. In contrast, 

scoop and run strategy would be beneficial for the usual and worst cases with 

the same assumptions. If the risk of on-scene resuscitation time increased 

(RR(S)=1-time/40 is the highest on-scene resuscitation risk in our 

assumptions) or risk of transport without ROSC decrease (RR(T)=0.4 is the 

lowest risk of intra-arrest transport in our assumptions), the threshold for 

cumulative on-scene ROSC probability according to time was increased, and 

the probability of scoop-and-run strategy to be beneficial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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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적정 이송 시점 기준 도출 
 

그림 10에서는 시점에 따라 해당 시점 전 이송되었거나 현장 

자발순환회복이 된 환자를 제외한 환자군을 추출한 후 0.01부터 

1.0까지 0.01 간격의 100개의 기준 확률값을 적용하여 해당 시점의 

누적 자발순환회복 확률이 해당 시점 기준 이상인 환자에서는 1분뒤 

이송하지 않은 경우가 1분뒤 이송한 경우에 비해 뇌기능 회복률이 

크고, 해당 시점의 누적 자발순환회복 확률이 해당 시점 기준 미만인 

환자에서는 1분뒤 이송한 경우가 1분뒤 이송한 경우에 비해 뇌기능 

회복률이 큰 조건을 만족하는 시점별 기준 확률값 집합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준 확률값의 크기가 커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시간에 따라 기울기는 더욱 커지는 양상이었다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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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Beneficial cumulative probability of on-scene return-of-

spontaneous circulation thresholds according to time 

After excluding patients who were transferred or who achieved on-scene 

return-of-spontaneous circulation before a specific time point, values of 

cumulative probability of on-scene return-of-spontaneous circulation which 

are beneficial to the neurological recovery at discharge if it is used as transport 

timing criteria, were extracted. Al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raining set. 

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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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따라 해당 시점 전 이송되었거나 현장 자발순환회복이 된 

환자를 제외한 환자군을 추출한 후 a * timen (a, n 은 상수, 25분에 

0.05부터 1.0까지 0.05 간격의 20개 값 중에 하나에 도달하며, n 은 

1부터 15 사이의 정수) 수식 형태의 누적 자발순환회복 기준식을 

적용할 때 현장 도착 후부터 25분 사이에서 누적 추가 뇌기능 회복 

환자수가 가장 많게 도출되는 a 와 n 은 각각 0.00064 및 2로 

나타났다. 각 조건에 따른 추가 뇌기능 회복 환자수는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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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um of additional neurological recovery according to various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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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도출된 적정 이송 결정을 위한 누적 자발순환회복 

기준식은 0.00064 * time2 이었다. 해당 기준식은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현장 심폐소생술의 위험이 가장 낮고(RR[S]: Low risk), 

심정지 상태에서의 이송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상황(RR[T]: High 

risk)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며, 해당 경우의 RR(T)를 0.4에서 

0.36으로 조정하였을 때 유사도가 더욱 높아졌다. 그림 12에서는 

그림 10에 도출된 기준식과 시뮬레이션에서 도출된 기준선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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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Beneficial cumulative probability of on-scene return-of-

spontaneous circulation thresholds, threshold line using simulation analysis 

according to time, and optimal threshold equation line according to time. Al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raining set. 

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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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도출된 적정 이송 결정을 위한 누적 자발순환회복 

기준식인 0.00064 * time2 를 평가데이터에 적용하여 시점에 따라 

도출한 추가 뇌기능 회복 환자수는 표9와 같다. 구급대 도착 1분 

시점에서 적정 이송 시점 기준을 적용할 경우 680명 (3.6%)의 추가 

뇌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2분 시점에 적정 이송 기준을 

적용하여 이송하는 경우 455명 (2.4%)의 추가 뇌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3분 시점에 적정 이송 기준을 적용하여 이송하는 경우 

376명 (2.0%)의 추가 뇌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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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dditional number of neurological recoveries among test set when patients were transported according to the optimal 

threshold equation 

Time Threshold 
Patients 

at risk 

Patients 

with high 

probability 

of on-scene 

ROSC 

Patients 

with Low 

probability 

of on-scene 

ROSC 

Actual 

probability of 

good neurological 

recovery between 

stay vs transfer 

among patients 

with high 

probability of on-

scene ROSC 

Actual 

Probability of 

good 

neurological 

recovery between 

stay vs transfer 

among patients 

with low 

probability of on-

scene ROSC 

Additional 

number of 

neurological 

recoveries by 

delaying 

transport among 

patients with 

high probability 

of on-scene 

ROSC 

Additional 

number of 

neurological 

recoveries by 

early transport 

among patients 

with low 

probability of 

on-scene ROSC 

Total 

additional 

neurological 

recoveries 

0 N/A 18964 N/A N/A N/A N/A N/A N/A N/A 

1 0.0006  18860 4255 14605 0.25 vs 0.43 0.01 vs 0.05 -3 683 680 

2 0.0026  18760 3693 15067 0.27 vs 0.28 0.01 vs 0.04 0 455 455 

3 0.0058  18558 3511 15047 0.26 vs 0.43 0.01 vs 0.03 -4 380 376 

4 0.0102  18322 3454 14868 0.25 vs 0.23 0.01 vs 0 1 -82 -81 

5 0.0160  17987 3189 14798 0.23 vs 0.23 0.01 vs 0 0 -82 -82 

6 0.0230  17538 2916 14622 0.21 vs 0.28 0.01 vs 0.01 -5 35 30 

7 0.0314  16924 2596 14328 0.19 vs 0.14 0.01 vs 0 5 -49 -44 

8 0.0410  16149 2329 13820 0.18 vs 0.19 0.01 vs 0.01 -1 2 0 

9 0.0518  15206 2063 13143 0.17 vs 0.15 0 vs 0 2 -10 -8 

10 0.0640  13999 1824 12175 0.16 vs 0.09 0 vs 0 10 -26 -16 

11 0.0774  12587 1558 11029 0.15 vs 0.11 0 vs 0.01 5 1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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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0922  11120 1341 9779 0.14 vs 0.07 0 vs 0 10 -15 -5 

13 0.1082  9665 1107 8558 0.13 vs 0.11 0 vs 0 2 -2 1 

14 0.1254  8278 930 7348 0.11 vs 0.11 0 vs 0 0 5 4 

15 0.1440  7040 791 6249 0.1 vs 0.09 0 vs 0 1 -4 -3 

16 0.1638  5947 659 5288 0.09 vs 0.09 0 vs 0 0 -3 -2 

17 0.1850  5021 536 4485 0.08 vs 0.07 0 vs 0 1 -10 -9 

18 0.2074  4215 443 3772 0.08 vs 0.09 0 vs 0 -1 -5 -6 

19 0.2310  3587 377 3210 0.08 vs 0 0 vs 0.01 4 7 11 

20 0.2560  3005 310 2695 0.08 vs 0.07 0 vs 0.01 0 6 6 

21 0.2822  2553 256 2297 0.07 vs 0.05 0 vs 0 1 -7 -6 

22 0.3098  2153 198 1955 0.07 vs 0 0 vs 0 2 1 3 

23 0.3386  1811 158 1653 0.06 vs 0.12 0 vs 0 -1 -4 -5 

24 0.3686  1538 132 1406 0.07 vs 0 0 vs 0 1 -5 -4 

25 0.4000  1294 104 1190 0.07 vs 0.1 0 vs 0 0 1 0 

ROSC, return-of-spontaneous circulation; N/A,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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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데이터 가운데 현장 자발순환회복이 안된 17,192명을 

대상으로 적정 이송 시점 기준식에 따라 도출된 최적 현장체류시간과 

실제 평가 데이터의 현장체류시간을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적정 

이송 시점 기준식을 적용할 것을 가정한다면 실제 현장체류시간이 

최적 현장체류시간보다 짧은 경우보다 긴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체류시간이 최적 현장체류시간보다 짧은 경우는 

1,626명 (9.5%) [(30분 이상: 52명 (0.3%), 15-29분: 613명 

(3.6%), 10-14분: 327명 (1.9%), 5-9분: 341명 (2.0%), 1-5분: 

293명 (1.7%)], 같은 경우는 117명 (0.7%), 긴 경우는 15,449명 

(89.9%) [30분 초과: 272명 (1.6%), 16-30분: 3,841명 (22.3%), 

11-15분: 5,089명 (29.6%), 6-10분: 4,891명 (28.4%), 1-5분: 

1,356명 (7.9%)] 이었다. 평가 데이터의 현장 체류시간 

중위값(사분범위)는 14 (11-18)분이었고, 최적 현장 체류시간의 

중위값(사분범위)는 2 (2-2)분이었다. 전체 현장 자발순환미회복 

환자 중 14,219명(82.7%)은 최적 현장 체류시간이 2분으로 

즉각적인 이송이 환자의 예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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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뇌신경 회복에 대한 예측 인자 탐색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19,860명의 자발순환이 회복된 성인 심인성 심정지 

환자 자료를 기반으로 15,888명의 학습 데이터를 통해 뇌신경 회복에 

대한 6가지 이진 분류 모델(LR, XGB, SVM, RF, EN, FNN)을 개발하고, 

3,972명의 평가 데이터를 통해 판별력, 교정력을 확인하고, 변수 

중요도를 모델별로 비교하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LR, XGB, EN 모델에서 

AUROC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AUROC [95% 신뢰구간], LR: 

0.949 [0.941-0.957], XGB: 0.949 [0.941-0.957], EN: 0.949 

[0.941-0.957]), 교정력은 SVM 과 RF 모델에서 나빴으며, LR, XGB, 

EN 모델 모두 좋은 교정력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모델에서 초기 

심전도 소견과 저혈양 시간, 나이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개별 모델의 AUROC는 그림 13에, 교정곡선은 그림 14에 

제시되었으며, 변수 중요도는 표 10에 제시되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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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curves for 

different machine learning models for good neurological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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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Calibration plots for good neurological recovery 

The observed probability of good neurological recovery (with a 95% 

confidence interval) was plotted against the predicted good neurological 

recovery by using a ten percent interval of predicted probability. The point 

size indicates the relative number of observations in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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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op 10 important variables for good neurological recovery prediction 

Ran

k 
Logistic regression Extreme gradient boosting Random forest Elastic Net Feedforward Neural Network 

1 Initial rhythm Initial rhythm Initial rhythm Low flow time ECMO 

2 Low flow time Low flow time Age Initial rhythm Low flow time 

3 Age Age Low flow time ECMO Initial rhythm 

4 PCI Bystander CPR Response time PCI Age 

5 Heart disease PCI Bystander CPR Witness status Witness status 

6 Bystander CPR Heart disease Witness status Location of arrest Bystander CPR 

7 TTM Response time Location of arrest TTM Heart disease 

8 Witness status Witness status Heart disease Volume of ED PCI 

9 No flow time TTM Hypertension Age Volume of ED 

10 Hypertension No flow time Prehospital advanced airway Bystander defibrillation No flow time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TTM, targeted 

temperature management; ED, emergency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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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제 1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기계 학습 기반 시간-시간 시점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병원밖심정지 환자에서 구급 현장 자발환회복 예측 모델을 

개발, 평가 및 비교하였다. 사건-시간 시점 분석 모델은 이진 분류 

모델들과 비슷한 판별력을 보여줬지만, 교정력이 더 높았다. 여러 사건-

시간 시점 분석 모델 가운데 Cox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기계학습 기반 사건-시간 시점 분석 기법 적용에 의한 성능 

향상은 뚜렷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이진 

분류 모델을 통해서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으며, 사건-시간 분석 기법이 최종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현장 심폐소생술 시간 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의 지식에 따르면 병원밖심정지 환자의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 예측에서 이진 분류 모델의 낮은 교정력과 사건-시간 

분석 기법을 통한 교정력 개선을 보여주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결과의 임상적 효용성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기계 학습 모델 기법의 적용이 예측의 성능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뇌신경회복 

예측 모델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일차적으로 본 연구에서 

정형화된 자료만을 활용하여 예측모델이 만들어진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본 연구의 예측변수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상호작용이 크지 

않으며, 예측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의 비선형 관계도 저명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기존 예측모델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예측변수를 활용되었지만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활용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통계 모델이 안정적인 성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도 

해당 결과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계 학습 모델과 전통적인 

통계 모형과의 비슷한 성능은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이전 연구들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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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보고되었다.[25] 본 연구에서 확인된 기계 학습 모델 사이의 비슷한 

성능과 기계 학습 모델들이 판정하는 변수 중요도의 유사성 또한 비슷한 

사유에 기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구급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차원, 비구조 자료들인 상황실 녹음 자료, 현장 환자 사진 및 비디오, 

모니터링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계 학습과 같은 

복잡하지만 유연한 모델을 통해 분석하여 예측 모델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73, 74, 75]  

    본 연구에서 이진 분류 모델의 판별력은 기계 학습을 통해 일부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따라서 기계 학습 모델의 

적용이 환자가 구급 현장에서 자발순환을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예측에 효용성이 일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정력은 사건-

시간 분석 기법을 통해 크게 향상되었다. 이전 연구에서도 사건-시간 

분석 모델이 이진 분류 모델에 비해 관련성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추정치를 계산하고, 관련되어 더 정확한 예측과 통계적 검정력 향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6, 77, 78] 본 연구에서는 모든 사건-

시간 분석 기법 모델들이 이진 분류 모델들보다 교정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계학습 모델 적용에 의한 성능 개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만약 전체 평가 데이터에서 10분 전에 절단되지 않은 환자를 추출하고, 

해당 환자들의 실제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 비율을 산출한다면 

판별력이 가장 좋은 FNN 모델은 3.7% 수준으로 예측하지만 Cox 

모델의 경우 5.1% 수준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는 실제 값인 5.9%에 

훨씬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 분류 모델은 시간과 무관하게 최종 

결과에 대한 확률을 동일하게 예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실제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률에 비해 더 높게 해당 비율을 

예측하고(과대추정), 후기에는 실제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률에 비해 

더 낮게 해당 비율을 예측하는(과소추정) 경향이 있다 (그림 6). 기존 

연구들에서 기계학습 모델의 성능 평가는 판별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정력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다.[73]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Cox 모델과 같은 전통적인 통계 모델들이 특히 교정력에서 향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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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기계학습 모델의 성능 개선 여부 

판단에는 판별력과 교정력을 균형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Utstein 항목들이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 예측에도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52] 초기 심전도 소견과 나이는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며, 목격 여부, 

반응 시간, 발생 장소 또한 예측 모델의 종류와 상관없이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표6).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은 환자의 최종 생존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79],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이 되지 

않은 환자에서 최종 생존이 일어나는 것은 드문 것으로 보고되었다.[80] 

따라서 병원밖심정지 환자의 최종 생존의 결정적인 요소들인 Utstein 

항목과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 예측의 주요 변수가 유사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석 및 적정 이송시점 도출 분석을 통해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 시점 예측이 적절한 현장 심폐소생술 시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뮬레이션 분석은 다양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시간대별 구급 현장 누적 

자발순환회복비율에 대한 예측이 환자가 구급대가 현장에서 얼마나 

심폐소생술을 제공할지에 대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의 특성에 따라 시간대별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비율은 다르게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화된 구급 현장 

심폐소생술 시간에 대한 결정이 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급 

현장 누적 자발순환회복 비율이 높은 환자일수록 현장에서 더 길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장 및 이송중 

심폐소생술의 품질을 향상시켜 현장 및 이송 중 심폐소생술의 위험을 

줄이는 경우 현장 심폐소생술이 이득이 되는 누적 자발순환회복 비율의 

역치가 낮아져서 현장에서 더 길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음을 함께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구급 현장에서 

전문심장소생술이 충분하게 시행되는 경우 지속적인 현장 심폐소생술이 

자발순환 회복 전 이송보다 더 이득임을 보여준 이전 연구와 일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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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다.[7] 반대로 환자의 현장 자발순환회복 가능성이 낮거나, 현장 

심폐소생술 및 심정지 상태의 병원 이송의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면 

scoop-and-run 전략이 환자의 생존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밖심정지 환자의 상당수가 현장 자발순환회복 비율이 

매우 낮으며, 이러한 환자들을 Scoop-and-run 전략을 통해 이송하는 

경우 추가적인 뇌기능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9.5% 수준의 환자들이 현장 자발순환회복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현장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고 이송되고 있음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개별화된 현장 심폐소생술 

시간 결정은 병원밖심정지 환자의 생존 결과 향상과 효과적인 구급 자원 

활용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전향적 적용 및 분석이 

필요하다. 

병원밖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회복 예측과 관련하여 이전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이 가운데 RACA score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after cardiac arrest score)는 외부 검증이 

가장 많이 진행된 도구이다.[12, 13, 14, 15, 81] 이전 연구에서 

자발순환회복에 대한 RACA score의 AUROC는 0.71에서 0.73 

수준이었다.[13, 81] 본 연구의 자발순환회복에 대한 판별력은 해당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예측 변수가 더 많고, 전체 병원밖심정지 가운데 심인성 심정지 환자만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여 대상 환자의 균질성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 연구에서 사건-시간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병원밖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회복을 예측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한 

연구에서는 Spine-based parametric survival analysis를 기반으로 

자발순환회복에 대한 동적 예측 모델을 만들었는데, 해당 연구는 구급 

현장이 아닌 응급실 기반 연구이며, 판별력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고, 1개 기관 소규모 연구로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11] 

    본 연구에서 학습 데이터의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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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였고, 평가 데이터의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 비율은 9.0%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국내 구급 품질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013년: 

2.8%, 2014년: 3.8%, 2015년: 5.4%, 2016년: 8.4%, 2017년: 9.4%, 

2018년: 9.0%).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자료를 평가 데이터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비해 자발순환회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만약 학습 및 평가 데이터 구분을 무작위로 진행하였다면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의 차이는 더 줄어들었을 것이며, 이는 평가 

데이터의 성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시간에 

따른 학습 및 평가 데이터 구분보다는 과적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무작위 기법 등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장기간의 다른 

자발순환회복 비율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예측 모델의 일반화 가능성을 더 높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예측 모델을 구급 현장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장의 긴박성과 복잡성, 기존 지침과의 충돌, 예측 변수 수집 및 자료 

입력의 시간소요 등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구급대가 

현장에서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 체계를 

만든다면 환자의 치료 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모든 구급 정보를 태블릿을 통해 전산으로 수집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변수는 구급 현장에서 수집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Cox 모델과 같은 경우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도 크지 

않기 때문에 태블릿 기반 예측 모델의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변수가 실제 구급대 현장 도착 전 상황실 단계에서도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급대는 예측 모델의 결과를 현장 도착전에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급 현장 예측 모델 기법 적용은 환자의 

최종 생존에 기여할 수 있지만, 예측 모델과 관련된 구급대 프로토콜 

변화, 정확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 및 입력 방법 도입,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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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이나 해석 가능성, 현재 실시간 작동하는 체계에 예측 모델의 통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여러 장애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예측 모델의 사용이 긴박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구급대의 효과적인 자원 사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환자 치료 결과 향상에 대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전향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외적 검증이 시행되지 

않았다. 시뮬레이션 분석이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 결과의 임상적 

유용성은 전향적인 외적 검증을 통해 최종 확인될 수 있다. 둘째, 개별 

예측 모델의 과소적합 및 과적합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엄격한 

초모수 격자 탐색,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의 철저한 분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개별 예측 

모델의 내부적 기법에 기반하여 변수 중요도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이 제한된 FNN이나 DeepHit 모델에서는 변수 중요도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모델의 특성과 관련없는 변수 

중요도 탐색 기법들도 발전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기법이 적용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82] 넷째, 본 연구는 국내 구급대 환자 

데이터만 사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연구의 기본 가정들도 국내 

구급대와 유사한 상황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따라서 국내와 

다른 환경의 구급대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정 이송 

시점 기준식 적용을 통한 추가 뇌기능 회복 환자수는 실제 이송 여부에 

따른 뇌기능 회복률만 고려하여 산출되었기 때문에 이송된 환자와 

이송되지 않은 환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특성 차이는 고려되지 

않았다. 아울러 환자의 현장 체류시간은 다양한 현장의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구급대가 분단위로 완벽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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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구급대의 현장체류시간을 일괄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구급대 전문 

술기 및 팀워크의 유지 및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추정된 추가 뇌기능 회복 환자수는 과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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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계 학습 기반 시간-시간 시점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병원밖심정지 환자에서 구급 현장 자발순환회복 예측 모델을 

개발, 평가 및 비교하고, Cox 모델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하였다. 

정형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 모델 적용을 통한 예측 

모델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양한 이진 분류 모델들은 

사건-시간 시점 분석과 비슷한 판별력을 보였지만, 교정력은 나빴다. 

사건-시간 시점 분석 기법의 활용은 구급대 현장 심폐소생술 시간에 

대한 개별화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구급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차원, 비구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이를 기계 학습 모델을 통해 분석하여 예측 모델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개별화된 현장 심폐소생술 시간 결정은 병원밖심정지 환자의 생존 결과 

향상과 효과적인 구급 자원 활용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전향적 적용 및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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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data. R codes for Model Fit 

 

####################################

### 

# Library loading # 

####################################

### 

library(dplyr) 

library(ggplot2) 

library(stringr) 

library(lubridate) 

library(ggrepel) 

library(ggpubr) 

library(epitools) 

library(tidyr) 

library(pROC) 

library(survival) 

library(survminer) 

library(compareGroups) 

library(broom) 

library(plotly) 

library(ranger) 

library(caret) 

library(tibble) 

library(forcats) 

library(ggplot2) 

library(tidyr) 

library(stringr) 

library(Metrics) 

library(ResourceSelection) 

library(PresenceAbsence) 

library(PRROC) 

library(randomForest) 

library(paral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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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doParallel) 

library(Hmisc) 

library(mlr) 

library(parallelMap) 

library(tableone) 

library(survminer) 

library(tensorflow) 

library(keras) 

library(rsample) 

library(reticulate) 

library(recipes) 

library(risksetROC) 

library(survivalROC) 

library(randomForestSRC) 

library(mlr3) 

library(xgboost) 

library(mlr3learners) 

library(mlr3tuning) 

library(paradox) 

library(gtools) 

library(DescTools) 

library(pec) 

library(directlabels) 

library(PredictABEL) 

library(mlr3proba) 

library(mlr3learners) 

library(randomForestSRC) 

library(mlr3learners.randomforestsrc) 

library(survivalmodels) 

library(telegram.bot) 

 

 

####################################

### 

# Variables of 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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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rain.11: m_age, m_gen, dm1, ht1, heart1, stroke1, season, 

weekday2, hour, csgg, ccwitness, cccplace, ccbycpr, ccbyaed, 

ccbydef, rti, c_emsecg2, ptime, field.rosc # 86314 case 

# test.11 : m_age, m_gen, dm1, ht1, heart1, stroke1, season, 

weekday2, hour, csgg, ccwitness, cccplace, ccbycpr, ccbyaed, 

ccbydef, rti, c_emsecg2, ptime, field.rosc # 18901 case 

 

 

####################################

### 

# Model Fit # 

####################################

### 

 

####################################

### 

# Survival analysis - Cox regression 

####################################

### 

coxfit=coxph(Surv(ptime,field.rosc)~m_age+m_gen+dm1+ht

1+heart1+stroke1+season+weekday2+hour+csgg+ccwitness+c

ccplace+ccbycpr+ccbyaed+ccbydef+rti+c_emsecg2, data=train) 

 

 

####################################

### # Survival analysis - Random survival forest # 

####################################

###    

TaskSurv$new(id = "right_censored", backend = survival::rats, 

time = "time", event = "status", type = "right") 

train.11$field.rosc = as.numeric(train.11$field.rosc)-1 

test.11$field.rosc = as.numeric(test.11$field.rosc)-1 

task = TaskSurv$new(id='rfs', backend=trai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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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ptime", event="field.rosc", 

type="right") 

learn = mlr3::lrn('surv.rfsrc') 

resampling = rsmp("cv", folds=5L) 

measure = msr("surv.cindex") 

terminator = trm("stagnation") 

 

tune_ps = ParamSet$new(list( 

  ParamInt$new("ntree", lower = 500, upper = 3000) 

)) 

tune_is = TuningInstanceSingleCrit$new( 

  task=task, 

  learner=learn, 

  resampling=resampling, 

  measure=measure, 

  search_space=tune_ps, 

  terminator=terminator 

) 

tuner = tnr('grid_search', resolution=6) # batch_size = 256 

tuner$optimize(tune_is) 

tune_is$result_learner_param_vals # ntree=2000 

 

tune_ps = ParamSet$new(list( 

  ParamInt$new("ntree", lower = 2000, upper = 2000), 

  ParamInt$new("mtry", lower = 2, upper = 10)  

)) 

tune_is = TuningInstanceSingleCrit$new( 

  task=task, 

  learner=learn, 

  resampling=resampling, 

  measure=measure, 

  search_space=tune_ps, 

  terminator=terminator 

) 

tuner = tnr('grid_search', resolu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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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er$optimize(tune_is) 

tune_is$result_learner_param_vals # ntree=2000, mtry=4 

 

tune_ps = ParamSet$new(list( 

  ParamInt$new("ntree", lower = 2000, upper = 2000), 

  ParamInt$new("mtry", lower = 4, upper = 4), 

  ParamInt$new("nodesize", lower = 1, upper = 5) 

)) 

tune_is = TuningInstanceSingleCrit$new( 

  task=task, 

  learner=learn, 

  resampling=resampling, 

  measure=measure, 

  search_space=tune_ps, 

  terminator=terminator 

) 

tuner = tnr('grid_search', resolution=5) 

tuner$optimize(tune_is) 

tune_is$result_learner_param_vals  

# ntree=2000, mtry=4, nodesize=2 

 

rsfit=rfsrc(Surv(ptime,field.rosc)~m_age+m_gen+dm1+ht1+

heart1+stroke1+weekday2+ccwitness+ccbycpr+ccbyaed+ccbyd

ef+rti+c_emsecg2+season_X2_summer+season_X3_fall+season_

X4_winter+hour_X2_evening+hour_X3_night+csgg_gun+csgg_si+

cccplace_X1,data=train.11,ntree=2000,mtry=4,nodesize=2,impor

tance='permute') 

 

 

####################################

### 

# Survival analysis - XGBoost Survival 

####################################

### 

TaskSurv$new(id = "right_censored", backend = survival::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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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time", event = "status", type = "right") 

train.11$field.rosc = as.numeric(train.11$field.rosc)-1 

test.11$field.rosc = as.numeric(test.11$field.rosc)-1 

 

task = TaskSurv$new(id='xgbs', backend=train.11, 

                    time="ptime", event="field.rosc", 

type="right") 

learn = mlr3::lrn('surv.xgboost') 

learn$param_set 

resampling = rsmp("cv", folds=5L) 

measure = msr("surv.cindex") 

terminator = trm("stagnation") 

 

tune_ps = ParamSet$new(list( 

  #ParamDbl$new("eta", lower = 0.1, upper = 0.3), 

  #ParamInt$new("max_depth", lower = 5, upper = 8), 

  ParamInt$new("nrounds", lower = 500, upper = 1500) 

)) 

tune_is = TuningInstanceSingleCrit$new( 

  task=task, 

  learner=learn, 

  resampling=resampling, 

  measure=measure, 

  search_space=tune_ps, 

  terminator=terminator 

) 

tuner = tnr('grid_search', resolution=3) 

tuner$optimize(tune_is) 

tune_is$result_learner_param_vals # nrounds=500 

 

tune_ps = ParamSet$new(list( 

  ParamDbl$new("eta", lower = 0.03, upper = 0.3), 

  ParamInt$new("max_depth", lower = 2, upper = 8), 

  ParamInt$new("nrounds", 500,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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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e_is = TuningInstanceSingleCrit$new( 

  task=task, 

  learner=learn, 

  resampling=resampling, 

  measure=measure, 

  search_space=tune_ps, 

  terminator=terminator 

) 

tuner = tnr('grid_search', resolution=5) 

tuner$optimize(tune_is) 

tune_is$result_learner_param_vals # nrounds=500, eta=0.03, 

max_depth=2 

 

tune_ps = ParamSet$new(list( 

  ParamDbl$new("eta", 0.03, 0.03), 

  ParamInt$new("max_depth", lower = 2, upper = 4), 

  ParamInt$new("min_child_weight", lower = 1, upper = 3), 

  ParamInt$new("nrounds", 500, 500) 

)) 

tune_is = TuningInstanceSingleCrit$new( 

  task=task, 

  learner=learn, 

  resampling=resampling, 

  measure=measure, 

  search_space=tune_ps, 

  terminator=terminator 

) 

tuner = tnr('grid_search', resolution=3) 

tuner$optimize(tune_is) 

tune_is$result_learner_param_vals  

# nrounds:500, eta=0.03, max_depth=3, min_child_weight=3 

 

tune_ps = ParamSet$new(list( 

  ParamDbl$new("eta", 0.03, 0.03), 

  ParamInt$new("max_depth", lower=3, upp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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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Int$new("min_child_weight", 3, 3), 

  ParamInt$new("nrounds", 500, 500), 

  ParamDbl$new("subsample", 0.5, 1.0), 

  ParamDbl$new("colsample_bytree", 0.4, 1.0) 

)) 

tune_is = TuningInstanceSingleCrit$new( 

  task=task, 

  learner=learn, 

  resampling=resampling, 

  measure=measure, 

  search_space=tune_ps, 

  terminator=terminator 

) 

tuner = tnr('grid_search', resolution=4) 

tuner$optimize(tune_is) 

tune_is$result_learner_param_vals  

# eta:0.03, max_depth=3, min_child_weight=3, nrounds=500, 

subsample=0.5, colsample_bytree=0.4 

 

tune_ps = ParamSet$new(list( 

  ParamDbl$new("eta", 0.03, 0.03), 

  ParamInt$new("max_depth", lower=3, upper=3), 

  ParamInt$new("min_child_weight", 3, 3), 

  ParamInt$new("nrounds", 500, 500), 

  ParamDbl$new("subsample", 0.5, 0.5), 

  ParamDbl$new("colsample_bytree", 0.4, 0.4), 

  ParamDbl$new("gamma", 0.01, 1.0) 

)) 

tune_is = TuningInstanceSingleCrit$new( 

  task=task, 

  learner=learn, 

  resampling=resampling, 

  measure=measure, 

  search_space=tune_ps, 

  terminator=term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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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ner = tnr('grid_search', resolution=5) 

tuner$optimize(tune_is) 

tune_is$result_learner_param_vals  

# nrounds: 500, eta:0.03, max_depth:3, min_child_weight:3, 

subsample:0.5, colsample_bytree:0.4, gamma=0.2575 

 

tune_ps = ParamSet$new(list( 

  ParamDbl$new("eta", 0.01, 0.03), 

  ParamInt$new("max_depth", lower=3, upper=3), 

  ParamInt$new("min_child_weight", 3, 3), 

  ParamInt$new("nrounds", 500, 500), 

  ParamDbl$new("subsample", 0.5, 0.5), 

  ParamDbl$new("colsample_bytree", 0.4, 0.4), 

  ParamDbl$new("gamma", 0.2575, 0.2575) 

)) 

tune_is = TuningInstanceSingleCrit$new( 

  task=task, 

  learner=learn, 

  resampling=resampling, 

  measure=measure, 

  search_space=tune_ps, 

  terminator=terminator 

) 

tuner = tnr('grid_search', resolution=5) 

tuner$optimize(tune_is) 

tune_is$result_learner_param_vals  

# eat 0.025, max_depth:3, min_child_weight=3, nrounds=500, 

subsample:0.5, colsample_bytree:0.4, gamma:0.2575 

 

learn$param_set$values = tune_is$result_learner_param_vals 

learn$train(t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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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rvival analysis - DeepHit 

####################################

### 

install_pycox(method = "auto", conda = "auto", pip = FALSE, 

install_torch = FALSE) 

 

hit.deephit = function(name, data, valdata, nodes, drop=0.2, 

epochs=100, batch_size=512,  

                       frac=0.3, acti='relu', mod_alpha=0.2, 

sigma=0.1, estop=T) { 

  start = Sys.time() 

  set.seed(1004) 

  hit_fit = deephit(x=dplyr::select(data, -ptime, -field.rosc), 

y=Surv(data[, 'ptime'], data[, 'field.rosc']),  

                    frac=frac, activation=acti, 

num_nodes=nodes, dropout=drop, 

                    early_stopping=estop, epochs=epochs, 

batch_size=batch_size, mod_alpha=mod_alpha, sigma=sigma) 

  end = Sys.time() 

  time.diff = as.numeric(difftime(end, start, units='mins')) 

  print(paste0(name, ' fitted, time: ', round(time.diff,3))) 

 

# Training / Validation log plot 

train_loss = hit_fit$model$train_metrics$to_pandas()$loss 

val_loss = hit_fit$model$val_metrics$to_pandas()$loss 

epoch = 1+ hit_fit$model$train_metrics$epoch 

  df = data.frame(t=rep(1:epoch, 2), loss=c(train_loss, 

val_loss), cat=rep(c('train', 'val'), each=epoch)) 

  f1 = ggplot(data=df, aes(x=t, y=loss, group=cat, color=cat)) 

+  

    geom_line() + 

    ggtitle(paste0(name, " / C-index: ", round(cs[1], 3))) 

  print(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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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list(model=hit_fit, formula=formula, cs=cs, c=cs[1], 

loss_df=df, loss_plot=f1, time=time.diff)) 

} 

 

nodes_vector = list(c(2L, 4L, 2L, 1L), c(4L, 8L, 4L, 2L), 

                    c(8L, 16L, 8L, 4L), c(16L, 32L, 16L, 8L), 

                    c(32L, 64L, 32L, 16L), c(64L, 128L, 64L, 

16L)) 

drop_vector = c(0.2, 0.3) 

epoch_vector = c(50, 100) 

deephit.models1 = list() 

for (i in drop_vector) { 

  for (j in 1:length(nodes_vector)) { 

    for (k in epoch_vector) { 

      name = paste0('a', length(deephit.models1)+1) 

      deephit.models1[[name]] = hit.deephit(name, train.11, 

valData, nodes_vector[[j]], 

                                            drop=i, 

epochs=k, batch_size=512, frac=0.3, acti='relu', 

                                            mod_alpha=0.2, 

sigma=0.1, estop=T)  

    } 

  } 

}  

 

nodes_vector = list(c(32L, 64L, 32L, 16L), c(64L, 128L, 64L, 

16L), c(128L, 256L, 128L, 32L)) 

drop_vector = c(0.2, 0.3, 0.4) 

epoch_vector = c(50, 100) 

 

for (i in drop_vector) { 

  for (j in 1:length(nodes_vector)) { 

    for (k in epoch_vector) { 

      name = paste0('a', length(deephit.models1)+1) 

      deephit.models1[[name]] = hit.deephit(name, trai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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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Data, nodes_vector[[j]], 

                                            drop=i, 

epochs=k, batch_size=512, frac=0.3, acti='relu', 

                                            mod_alpha=0.2, 

sigma=0.1, estop=F)  

    } 

  } 

}  

for (i in drop_vector) {  

  for (j in 1:length(nodes_vector)) { 

    for (k in epoch_vector) { 

      name = paste0('a', length(deephit.models1)+1) 

      deephit.models1[[name]] = hit.deephit(name, train.11, 

valData, nodes_vector[[j]], 

                                            drop=i, 

epochs=k, batch_size=512, frac=0.3, acti='relu', 

                                            mod_alpha=0.2, 

sigma=0.1, estop=T)  

    } 

  } 

}  

 

sapply(deephit.models1, function(x) x[[4]]) 

max(sapply(deephit.models1, function(x) x[[4]])[c(1:24, 

43:60)]) 

which(sapply(deephit.models1,function(x) 

x[[4]])==max(sapply(deephit.models1, function(x) 

x[[4]])[c(1:24, 43:60)])) 

 

deephit.models1[['a46']][['loss_plot']] 

deephit.models1[['a46']][['model']]$model$net  

# 64-128-64-16 

 

hit_final = deephit(x=dplyr::select(train.11, -ptime, -

field.rosc), y=Surv(train.11[, 'ptime'], train.11[, 'field.ro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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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0.3, activation='relu', num_nodes=c(64L,128L,64L,16L), 

dropout=0.2, early_stopping=T, epochs=50, batch_size=512, 

mod_alpha=0.2, sigma=0.1) 

 

 

############################# 

# Binary classification - Logistic regression 

############################# 

lrfit=glm(field.rosc~m_age+m_gen+dm1+ht1+heart1+stroke

1+season+weekday2+hour+csgg+ccwitness+cccplace+ccbycpr

+ccbyaed+ccbydef+rti+c_emsecg2, data=train, family='binomial') 

 

 

############################# 

# Binary classification - Random forest (MLR3) 

############################# 

task = TaskClassif$new(id='rf', backend=train.11a, 

target="field.rosc", positive='1') 

learner = lrn('classif.ranger', predict_type = "prob") 

resample = rsmp('cv', folds=5L) 

measure = msr('classif.auc') 

terminator = trm("stagnation") 

 

tune_ps = ParamSet$new(list( 

  ParamInt$new("num.trees", lower = 2000, upper = 5000), 

  ParamInt$new("mtry", lower = 2, upper = 2), 

  ParamInt$new("min.node.size", lower = 3, upper = 6) 

)) 

tune_is = TuningInstanceSingleCrit$new( 

  task=task, 

  learner=learner, 

  resampling=resample, 

  measure=measure, 

  search_space=tune_ps, 

  terminator=term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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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ner = tnr('grid_search', resolution=4) 

tuner$optimize(tune_is) 

tune_is$result_learner_param_vals # num.trees=400, mtry=2, 

min.node.size=4 

 

learner$param_set$values = 

tune_is$result_learner_param_vals 

learner$param_set$values$importance = 'impurity' 

 

learner$train(task) 

 

 

############################# 

# Binary classification - XGBoost (MLR3) 

############################# 

task = TaskClassif$new(id='xgb', backend=train.11a, 

target="field.rosc", positive='1') 

learner = lrn('classif.xgboost', predict_type = "prob") 

resample = rsmp('cv', folds=5L) 

measure = msr('classif.auc') 

terminator = trm("stagnation") 

 

tune_ps = ParamSet$new(list( 

  ParamInt$new("nrounds", lower = 100, upper = 300), 

  ParamDbl$new("eta", lower = 0.1, upper = 0.3), 

  ParamInt$new("max_depth", lower = 2, upper = 4), 

  ParamInt$new("min_child_weight", lower = 2, upper = 4), 

  ParamDbl$new("subsample", 0.5, 0.7), 

  ParamDbl$new("colsample_bytree", 0.4, 0.6), 

  ParamDbl$new("gamma", 0.8, 1.0) 

)) 

tuner = tnr('grid_search', resolution=3) 

tuner$optimize(tune_is) 

tune_is$result_learner_param_vals # nrounds=100, et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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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_depth=3, min_child_weight=3, subsample=0.6, 

colsample_bytree=0.5, gamma=1 

 

tune_is$result_learner_param_vals 

tune_is$result_y  

 

learner$param_set$values = 

tune_is$result_learner_param_vals 

learner$train(task) 

 

 

############################# 

# Binary classification - Feedforward neural network 

############################# 

trainval.x = as.matrix(dplyr::select(train.11, -field.rosc)) 

trainval.y = ifelse(train$field.rosc==1, 1, 0) 

 

set.seed(100) 

trainRown = createDataPartition(train$field.rosc, p=0.7, 

list=F) 

 

trainData.x = trainval.x[trainRown, ] 

trainData.y = trainval.y[trainRown] 

 

valData.x = trainval.x[-trainRown, ] 

valData.y = trainval.y[-trainRown] 

 

testData.x = as.matrix(dplyr::select(test.11, -field.rosc)) 

testData.y = ifelse(test$field.rosc==1, 1, 0) 

 

build_model = function(n1, n2, n3, d1, i1, o1) { 

  wt = sum(trainval.y==0) / sum(trainval.y==1) # 15.472 

  set.seed(1004) 

  # Model 

  ann.model <- keras_model_sequent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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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er_dense(units=n1, activation="relu", 

                input_shape=ncol(trainData.x), 

                kernel_initializer=i1) %>% 

    layer_dense(units=n2, activation="relu") %>% 

    layer_dense(units=n3, activation="relu") %>% 

    layer_dropout(d1) %>% 

    layer_dense(units=1, activation = "sigmoid") 

  # compile 

  ann.model %>% compile( 

    loss='binary_crossentropy', 

    optimizer=o1, 

    metrics='accuracy' 

  ) 

 

  # Fit 

  early_stop <- callback_early_stopping(monitor = "val_loss", 

patience = 20) 

 

  history <- ann.model %>% fit( 

    trainData.x, 

    trainData.y, 

    epochs = 100, 

    validation_split = 0.3, 

    batch_size = 512, 

    verbose = 1, 

    # class_weight = list('0'=1, '1'=wt), 

    callbacks = list(early_stop) 

    ) 

 

  # Evaluate 

  roc=roc(valData.y~predict(ann.model, valData.x)[,1], ci=T) 

  conft = confusionMatrix(reference = as.factor(valData.y), 

                          

data=as.factor(as.numeric(predict(ann.model, 

valData.x)[,1]>0.5)),  mode='everything', positiv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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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list(model=ann.model, history=history, roc=roc, 

conft=conft)) 

} 

 

results = list() 

results[['a1']] = build_model(32, 16, 8, 

                              0.2, 

                              

initializer_he_normal(seed=100L), 

                              optimizer_rmsprop(lr=0.01)) 

results[['a2']] = build_model(32, 16, 8, 

                              0.2, 

                              

initializer_he_normal(seed=100L), 

                              optimizer_rmsprop(lr=0.001)) 

results[['a3']] = build_model(32, 16, 8, 

                              0.2, 

                              

initializer_he_normal(seed=100L), 

                              'adam') 

results[['a4']] = build_model(32, 16, 8, 

                              0.2, 

                              

initializer_glorot_normal(seed=100L), 

                              optimizer_rmsprop(lr=0.01)) 

results[['a5']] = build_model(32, 16, 8, 

                              0.2, 

                              

initializer_glorot_normal(seed=100L), 

                              optimizer_rmsprop(lr=0.001)) 

results[['a6']] = build_model(32, 16, 8, 

                              0.2, 

                              

initializer_glorot_normal(seed=1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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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m') 

results[['a7']] = build_model(32, 16, 8, 

                              0.3, 

                              

initializer_he_normal(seed=100L), 

                              optimizer_rmsprop(lr=0.01)) 

results[['a8']] = build_model(32, 16, 8, 

                              0.3, 

                              

initializer_he_normal(seed=100L), 

                              optimizer_rmsprop(lr=0.001)) 

results[['a9']] = build_model(32, 16, 8, 

                              0.3, 

                              

initializer_he_normal(seed=100L), 

                              'adam') 

results[['a10']] = build_model(32, 16, 8, 

                               0.3, 

                               

initializer_glorot_normal(seed=100L), 

                               optimizer_rmsprop(lr=0.01)) 

results[['a11']] = build_model(32, 16, 8, 

                               0.3, 

                               

initializer_glorot_normal(seed=100L), 

                               optimizer_rmsprop(lr=0.001)) 

results[['a12']] = build_model(32, 16, 8, 

                               0.3, 

                               

initializer_glorot_normal(seed=100L), 

                               'adam') 

sapply(results, function(x) x[['roc']]$auc) 

which.max(sapply(results, function(x) x[['roc']]$auc)) 

 

wt = sum(trainval.y==0) / sum(trainval.y==1) # 1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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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ed(1004) 

ann.model <- keras_model_sequential() %>% 

  layer_dense(units=32, activation="relu", 

              input_shape=ncol(trainData.x), 

              

kernel_initializer=initializer_glorot_normal(seed=100L)) %>% 

  layer_dense(units=16, activation="relu") %>% 

  layer_dense(units=8, activation="relu") %>% 

  layer_dropout(0.2) %>% 

  layer_dense(units=1, activation = "sigmoid") 

 

ann.model %>% compile( 

  loss='binary_crossentropy', 

  optimizer=optimizer_rmsprop(lr=0.001), 

  metrics='accuracy' 

  ) 

 

early_stop <- callback_early_stopping(monitor = "val_loss", 

patience = 20) 

history <- ann.model %>% fit( 

  trainval.x, 

  trainval.y, 

  epochs = 100, 

  validation_split = 0.3, 

  batch_size = 512, 

  verbose = 1, 

  # class_weight = list('0'=1, '1'=wt), 

  callbacks = list(early_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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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e of machine learning based 

time-to-event analysis for          

prediction of field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after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Jeong Ho Park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In patients who have experienced an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OHCA), accurately predicting the time of on-scene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ROSC) could contribute to making 

more personalized decisions on the appropriate timing of on-scene 

management according to the specific patient and cardiac arrest 

characteristics. This study aimed to train prediction models for on-

scene ROSC in OHCA patients using machine learning-based time-

to-event analysis and to validate and compare these models. 

 

Methods: Using the Korea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Registry 

(KOHCAR), which is a population-based national OHCA registry in 

Korea, we identified 105,215 patients who had experienced an OH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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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presumed cardiac etiologies, between 2013 and 2018. Patients 

from 2013 to 2017 were analyzed for the training set, and patients 

from 2018 for the test set. We developed and tested four time-to-

event analysis models (Cox proportional hazard [Cox], random 

survival forest, extreme gradient boosting, and DeepHit) and four 

classification models (logistic regression, random forest, extreme 

gradient boosting, and feedforward neural network). Patient 

characteristics and Utstein elements collected by EMS-providers at 

the scene were used for the predictions. Harrell’s C-index and 

integrated Brier score were used to evaluate discrimination and 

calibration. 

 

Results: Of the 162,433 patients who were EMS-treated OHCA, 

105,215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mean age, 70 years; 64% 

men). The training and test sets comprised 86,314 (82.0%) and 

18,901 (18.0%) patients, respectively. The proportion of advanced 

on-scene management and on-scene ROSC were higher in the 

training set than the test set, with on-scene ROSC present in 5,240 

(6.1%) and 1,709 (9.0%) patients, respectively. Among patients with 

on-scene ROSC, the median time from EMS-providers arriving at 

the scene to on-scene ROSC was 8 min in both data sets. Time-to-

event analysis models showed similar discrimination and better 

calibration power compared to classification models. Among all 

models, Cox showed the best performance with high discrimination 

power and superior calibration power (C-index [95% confidence 

interval]: 0.873 [0.865-0.882]; integrated Brier score at 30 minutes: 

0.060). 

 

Conclusion: Incorporating time-to-event analysis could contribute 



 

 106 

to EMS-providers making more personalized decisions on the 

appropriate timing of on-scene management or resuscitation, that 

are based on the specific patient and cardiac arrest characteristics. 

 

Keywords: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Machine learning; 

Survival analysis; Prognosis 

Student Number : 2015-2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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