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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들이 제공하는 가슴 압박의 질에 한 가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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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ulation Study for Quality of Chest Compression Provided by Health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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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Effective chest compression may improve the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and neurologic out-

come in arrest victims. For fear of rescuer’s fatigue,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recom-

mended that chest compression (CC) should be switched every 2 minutes, but there is little evidence. We inves-

tigated whether health personnel could provide consistent quality of CC for 2 minutes. 

  Methods: We recruited prospectively health personnel working on one university hospital. On the day assigned 

randomly, CPR performance data was collected with use of CPR recording technology. Quality of CPR was calcu-

lated every 30 seconds interval. To identify the quality decay, we used 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 with 

SPSS 17.0 for analysis.

  Results: We analyzed 8,485 CCs performed by 41 subjects. Total number of CC decayed between 90 to 120 sec-

onds (51.6 ± 3.3 to 50.8 ± 3.5, p = 0.020) within recommended range. The ratio of correct depth CC decayed be-

tween 90 to 120 seconds, falling from 83.4 ± 24.9% to 68.3 ± 38.4% (p = 0.002). The ratio of low depth CC in-

creased significantly over time (10.2 ± 20.7% to 31.3 ± 38.5%, p ＜ 0.001).

  Conclusions: Health personnel may provide adequate number of CC for 2 minutes. But, the number of correct 

depth CC may decay between 90 to 120 seconds. Also the number of low depth CC may increase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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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정지 환자에게서 자가순환을 회복시키기 해 시행되

는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은 순환을 보조하는 요한 술

기이다.
1,2) 가슴 압박에 의해 생성되는 심박출량과 상동맥 

류압은 심정지 환자의 자가순환 회복율과 일차  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슴 압박수를 증가시키고 압

박을 깊게 시행할수록 심박출량과 상동맥 류압이 증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이러한 배경으로 심폐 소생술 

지침에서는 단이 최소화된 강하고 빠른 압박과 압박 후 

가슴이 완 히 이완되는 압박을 효과 인 가슴 압박으로 

정의하 고, 심정지 환자의 후 향상을 해 매우 요하

게 강조하고 있다.4) 그러나, 실제 의료인들이 제공하는 가

슴 압박의 질은 부 하며,5)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유발되

는 구조자들의 신체  피로가 압박의 질을 하시키는 요

인으로 보고되었다.
6) 심폐 소생술 지침에서는 이러한 을 

고려하여 구조자들이 2분마다 가슴 압박을 교 하여 시행

할 것을 권고하 다.4) 그러나, 구조자가 2분간 양질의 가슴 

압박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해서는 재까지 명확하지 

않아, 압박 시작 1분 이후부터 압박의 질이 감소한다는 보

고들과 2분 이상 가슴 압박을 제공해도 분당 압박의 질에

는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들이 있었다.6-10)

  이에 자들은 병원 내 응  의료 종사자들을 상으로 

2분간 단없이 가슴 압박을 시행할 때 가슴 압박의 질 변

화를 확인하기 해 본 연구를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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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diagram of the test progress.

Fig. 2. Data sample. The area of correct depth (dark arrow) was 

separated and magnified for correct count (open arrow).

상  방법

  본 연구는 동 학교 의과 학 명지병원 임상시험 심사

원회의심의를 거쳐 시행되었다(09-001).

1) 연구기간  상자 선정

  본 연구는 2009년 4월부터 3개월간 일개 학병원에서 

근무 인 응  의료종사자들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가자 모집공고를 하 고, 참가 신청자들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후 최종 참가자들을 선발하 다. 연구참여 

제외 기 은 심 계, 뇌  계, 근골격계의 병력이 있거

나 연구 참가 1개월 이내에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는 자로 정의하 다. 한, 시험 도  기권, 순환 부족 

증세( 기증, 호흡곤란  흉통 등) 발생, 지속  심장리듬 

감시에서 부정맥이나 최  허용 심박수(220−나이)를10) 

과한 경우에는 즉시 시험을 지하 고, 분석 상에서 제외

하 다(Fig. 1).

2) 가슴 압박 방법  가슴 압박의 질 측정

  시험  상자들로부터 시험 기간  참가 가능 날짜들

을 조사한 후에 제비뽑기 방법을 이용하여 참가자들의 시

험일을 배정하고, 시험 날 상자들에게 시험일을 통보하

다. 모든 참가자들은 시험 시작  15분 동안 마네킹 

응 연습과 신장에 따른 침  높이를 조 하는 비기간을 

가졌으며, 비기간 종료 5분 후에 연구가 시작되었다. 사

에 압박용 마네킨 모형(Resusci Anne simulatorⓇ, Laerdal 

Medical, Stavanger, Norway)을 통상 으로 병원에서 사용되

는 침   압박  에 설치하 다. 참가자들은 기립자세

에서 설치된 마네킨 모형에 가슴 압박을 2분간 시행하 고, 

압박 기록은 산 로그램인 LaerdalⓇ PC skillreporting sys-

tem (Laerdal Medical, Stavanger, Norway)을 통해 측정  

산 장되었다. 시험동안에는 어떠한 되먹임 정보도 제공하

지 않았으며, MARQUETTE RESPONDERⓇ 3,000 (GE Medi-

cal System, Freiburg, Germany)을 이용하여 참가자들의 심박

수와 심장리듬을 실시간으로 감시하 다. 가슴 압박의 질을 

평가하기 해 측정한 압박지표들은 분당 압박수, 효과 인 

압박수, 올바른 깊이의 압박수, 그리고 올바르게 이완된 압

박수 으며, 각 지표들은 2005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제시한 

심폐소생술 지침을4)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① 분당 압박수: 분당 시행된 압박수

  ② 올바른 깊이의 압박: 압박 깊이가 38−51 mm인 경우

  ③ 얕은 깊이의 압박(low depth): 압박 깊이가 38 mm 미만

  ④ 과도 깊이의 압박(over depth): 압박 깊이가 51 mm를 

과한 경우

  ⑤ 한 이완: 압박 후 20 mm 이상 이완을 보인 경우

3) 자료정리  통계분석

  산 장된 2분간의 압박 자료에서 30  간격의 분석용 

자료를 제작하 다. 분석용 자료는 Adobe PhotoshopⓇ CS3 

(Adobe Systems Incorporated, USA)을 이용하여 제작하 는

데, 올바른 압박 깊이로 시행된 압박을 명확히 구분하기 

해 압박 깊이가 38 mm와 51 mm인 부 를 구분하고 확

하 다(Fig. 2). 2명의 조사자들이 모든 압박 구간들에서 

압박 지표를 측정하여 일치하는 값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

는데, 측정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시행

하 다. 매 압박 구간에서 압박수에 따른 압박지표 비율을 

계산하 고, 최  압박구간과 다른 구간들 간에 압박 지표 

비율의 변화량을 구하 다. 각 압박 구간에서 변수들의 비

교를 해 유의수 을 0.05로 설정하여 반복 측정 분산분

석(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을 시행하 다. 분석

에 이용한 통계 로그램은 SPSS (version 17.0, SPSS, 

Chicago, USA) 다. 

결      과

1) 연구 상자 특성

  총 43명의 응  의료 종사자들이 연구에 참여했으며, 시

험도  부정맥 1명과 기권 1명이 발생하여 41명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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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Quality of Chest Compression Over Consecutive 30 Seconds Segments

0−30s 31−60s 61−90s 91−120s

CC* 52.0 ± 3.0 51.8 ± 3.2 51.6 ± 3.3 50.8 ± 3.5

Depth

  Correct (%) 83.4 ± 24.9 78.9 ± 30.6 75.4 ± 35.2 68.3 ± 38.4

  Over (%) 6.4 ± 18.0 2.4 ± 8.0 1.2 ± 4.3 0.3 ± 2.1

  Low (%) 10.2 ± 20.7 18.7 ± 31.0 23.4 ± 35.8 31.3 ± 38.5

Values are mean ± SD. *Number of chest compression.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41)

Age (yr) 29.8 ± 5.0

Sex (M/F) 28/13

Occupation 

  Doctors 25

  Nurse 13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3

CPR training* (/year) 1.4 ± 1.3

Values are mean ± SD. *Number of CPR education.

Fig. 3. Change in mean CC rate over consecutive 30 seconds-

segments compared to baseline CC rate during first 30 seconds 

segment. *p ＜ 0.05.

Fig. 4. Change in compression depth over consecutive 30 seconds 

segments compared to baseline compression depth during first 

30 seconds segment. *p ＜ 0.05.

최종 분석하 다(Fig. 1). 상자들  남성은 28명(68.3%)이

었고, 직종별로는 의사 25명, 간호사 13명, 그리고 응 구조

사 3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들의 나이는 평균 

29.8 ± 5.1세 고, 개인별 연평균 1.4 ± 1.3회의 심폐 교육을 

이수받았는데 모든 상자들은 매년 1회 이상의 심폐소생

술 교육경험이 있었다(Table 1). 한, 모든 참가자들은 미국 

심장학회에서 인증한 기본 인명 구조술 제공자 자격을 취

득한 상태 다. 

2) 가슴 압박의 질

  41명의 연구 참가자들이 2분간 제공한 가슴 압박수는 총 

8,485회 는데, 모든 압박 후 이완은 한 것으로 나타나 

이완 정도는 통계 분석에서 제외하 다. 2분간 지속 으로 

시행한 가슴 압박에서 30  간격의 압박지표들의 평균값을 

Table 2에 표시하 다. 가슴 압박수는 이  구간에 비해 압

박 90 에서 120  구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다(−0.4 ± 

2.7%  1.2 ± 2.4%, p = 0.020) (Fig. 3). 각 구간에서 시행

된 압박들  올바른 깊이의 압박 비율은 이  구간에 비해 

압박 90 에서 120  구간에서 유의하게 감소했으며(−8.0 ± 

−31.1%  15.1 ± 36.6%, p = 0.016) (Fig. 4), 과도 깊이의 

압박 비율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4). 그러나, 얕은 깊이의 압박 비율은 매구간에서 이  구간

보다 증가하는 직선상의 증가 양상을 보 다(Fig. 4).

고      찰

  자들은 본 연구에서 병원 내 응  의료 종사자들을 

상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가슴 압박의 질을 측정 비교하

는데, 2분간 가슴 압박을 단 없이 시행할 때 압박 90  

이후에 가슴 압박수와 올바른 깊이의 가슴 압박 비율이 감

소함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이 의 마네킨을 이용한 

가상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Hightower 등6)

은 가슴 압박 1분 이후에 한 압박율이 격히 감소함

을 보고하 고, Bjørshol 등9)은 10분 이상 가슴 압박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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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가슴 압박을 히 수행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압박

의 질을 평가하기 해서는 상자들의 술기 능력에 한 

고려도 필요할 것인데, 이 의 연구들에서는 상자들의 교

육 정도에 한 정보가 미미했던 반면, 본 연구 상자들은 

실제 본원 응  진료센터에서 시행되는 심폐소생술을 담당

하는 응  의료종사자들로서, 상자 모두가 미국 심장학회

에서 인증한 기본 인명구조술 제공자 자격을 취득한 상태

고, 매년 1회 이상의 심폐 소생술 교육경험이 있었다. 최

근 병원내에서 실제 시행된 가슴 압박의 질에 한 연구에

서는 가슴 압박수의 변화없이 압박 시작 90  이후부터 압

박 깊이가 감소함을 보고하 다.11)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11) 

가슴 압박의 깊이를 측정하여 비교한 것으로, 올바른 깊이

의 압박 비율에 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

는 압박 지표 비율을 측정하여 비교하 으며, 압박 시작 90

 이후에 올바른 깊이의 압박율이 감소함을 확인하 다. 

심폐 소생술 지침에서는 구조자들의 피로를 고려하여 2분

마다 가슴 압박을 교 할 것을 권고하 는데,4) 구조자들은 

가슴 압박 동안에 압박의 질이 하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 여러 연구들에서 구조자의 피로가 가슴 

압박의 질 하의 주요 원인이며, 압박 시작 1분 이후에 

격한 질 하가 유발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6-8) 그러나, 

구조자의 피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되기 때문에 

연속 인 가슴 압박 과정을 1분 간격으로 나 어 가슴 압

박의 질을 비교하기에는 비교 시간 간격이 넓은 단 이 있

다. 압박의 질을 30  간격으로 비교한 연구에서는 압박 90

 이후부터 압박 깊이가 감소함을 보고한 바 있다.11) 본 

연구에서도 압박 시작 후 90 까지는 가슴 압박수와 올바

른 깊이의 압박 비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90  

이후 구간에서는 이 에 비해 가슴 압박수는 평균 0.8%, 올

바른 압박 비율은 평균 7%의 감소를 보 다(Table 2). 한, 

본 연구에서는 얕은 깊이로 시행된 압박 비율이 매 압박 

구간마다 증가함을 보 다. 이는 구조자의 피로에 의해 압

박 깊이가 감소하여 얕은 깊이의 압박 비율이 증가하는데, 

시간 경과에 따른 피로 에 의해 매 압박 구간에서 얕

은 깊이의 압박 비율이 증가했을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자들의 피로가 진 으로 되며 가슴 압박

의 질도 격한 감소가 아닌 진 으로 감소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간  증거라 하겠다. 이 의 연구11)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압박 90  이후에 가슴 압박수가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가슴 압박수의 평균 변화량이 

미미하며 한 분당 압박수 범 내의 변화 다. 

  본 연구에서는 압박 기간  어떠한 되먹임 정보도 제공

하지 않았다. 실시간 되먹임 정보 제공은 가슴 압박의 질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임상에서 실시

간 되먹임 장비를 사용해도 압박 90  이후에 압박 깊이는 

감소하 다.11,12) 행 심폐 소생술 지침에서13) 실시간 되먹

임 장비의 사용 방법에 한 명확한 지침은 없는데, 심폐 

소생 은 되먹임 정보를 반드시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긴박하며 소란스러운 심폐 소생 과정에서 힘든 가

슴 압박을 시행할 때 구조자들은 실시간 되먹임 장비의 경

고를 듣지 못하거나 가슴 압박은 연속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른 교정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에서는 단 없이 2분간 가슴 압박을 시행할 때 압박 90  

이후에 올바른 깊이의 압박 비율이 감소했는데, 이러한 감

소가 임상 으로 어떠한 요성을 가지는지에 해서는 

재로선 단하기 힘들다. 심정지 환자에게 효과 인 가슴 

압박 제공이 매우 요하게 강조되고 있지만, 재까지는 

후 향상에 필요한 효과 인 가슴 압박의 정 기 에 

해서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정지 환자의 후 향상을 해서 심폐 소생 기간 에 

효과 인 가슴 압박 제공은 매우 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데,14) 구조자들의 피로는 효과 인 가슴 압박을 해하는 

주요 요소로 알려졌다.
6-8) 이를 고려하여 심폐 소생술 지침

에서는 2분마다 가슴 압박을 교 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

만,4) 구조자들은 2분 동안 가슴 압박수를 히 제공할 수 

있지만 압박 90  이후에는 올바른 깊이로 시행되는 압박

수는 감소한다. 구조자 는 심폐 소생  리더는 효과 인 

가슴 압박 제공을 해 이러한 을 고려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몇가지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첫째, 마네킨을 이용한 가상 연구 다. 실제 환경에서는 

가상 환경에서 조성하기 어려운 들이 존재한다. 가슴 압

박은 정신 운동  요소가 반 되는 술기로서 실제 심폐 소

생술 환경과 같이 흥분되고 박하며, 의료진들이 운집되어 

있는 소란한 환경에서 시행되는 가슴 압박의 질은 가상 환

경에서 시행한 가슴 압박의 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

다.11,15) 한, 마네킨과 인체의 흉곽 탄성은 다르며, 인체마

다 흉곽의 크기와 탄성이 다양한 특징이 있다. 그러나, 

행 심폐 소생술 교육 부분에서 마네킨을 이용하고 있고, 

본 연구는 지속 인 가슴 압박을 2분간 제공할 때 가슴 압

박의 질 변화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목 이었기 때문에 가

상 연구라 할지라도 의미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2009

년에 시행된 것으로 2010년에 개정된 심폐 소생술 지침을14) 

반 하지 못했다. 개정된 지침에서는14) 가슴 압박을 좀 더 

강하고 빠르게 시행할 것을 권고하 는데, 압박수가 증가하

고 압박 깊이가 깊어지면 구조자의 피로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침에 따른 가슴 압박의 질에 한 연구는 

필요하겠다. 셋째, 향 이며 무작 로 시험일을 배정하여 

연구를 진행했지만, 동일 병원 소속의 참가자들 사이에 시

험에 한 정보 교환이 발생했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

들은 시험 기간  원내에 사용되는 심폐 소생술 연습 모

형의 사용을 통제하여 정보 교환에 따른 술기 연습 등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했다.



68  한 환자의학회지：제 26 권 제 2 호 2011

참  고  문  헌

1) Paradis NA, Martin GB, Rivers EP, Goetting MG, Appleton 

TJ, Feingold M, et al: Coronary perfusion pressure and the re-

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in huma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JAMA 1990; 263: 1106-13.

2) Edelson DP, Abella BS, Kramer-Johansen J, Wik L, 

Myklebust H, Barry AM, et al: Effects of compression depth 

and pre-shock pauses predict defibrillation failure during car-

diac arrest. Resuscitation 2006; 71: 137-45. 

3) Ornato JP, Levine RL, Young DS, Racht EM, Garnett AR, 

Gonzalez ER: The effect of applied chest compression force 

on systemic arterial pressure and end-tidal carbon dioxide con-

centration during CPR in human beings. Ann Emerg Med 

1989; 18: 732-7.

4) ECC Committee, Subcommittees and Task Forces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2005 American Heart Associa-

tion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Emergency Cardiovascular Care. Circulation 2005; 112(24 

Suppl): IV1-203. 

5) Abella BS, Sandbo N, Vassilatos P, Alvarado JP, O'Hearn N, 

Wigder HN, et al: Chest compression rates during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 are suboptimal: a prospective study 

during in-hospital cardiac arrest. Circulation 2005; 111: 

428-34.

6) Hightower D, Thomas SH, Stone CK, Dunn K, March JA: 

Decay in quality of closed-chest compressions over time. Ann 

Emerg Med 1995; 26: 300-3.

7) Ochoa FJ, Ramalle-Gómara E, Lisa V, Saralegui I: The effect 

of rescuer fatigue on the quality of chest compressions. 

Resuscitation 1998; 37: 149-52.

8) Ashton A, McCluskey A, Gwinnutt CL, Keenan AM: Effect 

of rescuer fatigue on performance of continuous external chest 

compressions over 3 min. Resuscitation 2002; 55: 151-5.

9) Bjørshol CA, Søreide E, Torsteinbø TH, Lexow K, Nilsen OB, 

Sunde K: Quality of chest compressions during 10min of sin-

gle-rescuer basic life support with different compression: ven-

tilation ratios in a manikin model. Resuscitation 2008; 77: 

95-100.

10) Riera SQ, González BS, Alvarez JT, Fernández Mdel M, 

Saura JM: The physiological effect on rescuers of doing 2 min 

of uninterrupted chest compressions. Resuscitation 2007; 74: 

108-12. 

11) Sugerman NT, Edelson DP, Leary M, Weidman EK, Herzberg 

DL, Vanden Hoek TL, et al: Rescuer fatigue during actual 

in-hospital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with audiovisual 

feedback: a prospective multicenter study. Resuscitation 2009; 

80: 981-4. 

12) Park D, Cho GC, Ryu JY, You JY, Oh DJ: The effect of a 

real time audiovisual feedback system on the quality of chest 

compressions by trained personnel during resuscitatio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using a manikin model. J Korean 

Soc Emerg Med 2008; 19: 37-44. 

13) Neumar RW, Otto CW, Link MS, Kronick SL, Shuster M, 

Callaway CW, et al: Part 8: adult 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 2010 American Heart Association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Emergency Cardiovascular 

Care. Circulation 2010; 122(18 Suppl 3): S729-67.

14) Berg RA, Hemphill R, Abella BS, Aufderheide TP, Cave DM, 

Hazinski MF, et al: Part 5: adult basic life support: 2010 

American Heart Association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Emergency Cardiovascular Care. Circulation 

2010; 122(18 Suppl 3): S685-705.

15) Neaton JD: Impact of the Hawthorne effect in a longitudinal 

clinical study: the case of anesthesia. Control Clin Trials 2000; 

21: 3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