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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후 증후군(Post-cardiac Arrest Syndrome) 후 뇌손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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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Brain Injury after Post-cardiac Arrest Syndrome
Jong Ho Choi,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Seoul St. Mary's Hospital, Seoul, Korea

In spite of improvement i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techniques, post-CPR mortality and brain injury
rates have not changed significantly. The post-cardiac arrest syndrome has been suggested to be the major reason
for the high mortality rate after CPR. Post-cardiac arrest syndrome, including brain injury, myocardial dysfunction,
and septic shock-like syndrome after CPR, result in complicated multiple organ failure. Physicians who work in the
ICU should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pathophysiology of post-cardiac arrest syndrome. Recently, therapeutic
hypothermia treatment for protection of brain injuries has been applied as a therapeutic regimen in spite of various
side effects during the hypothermic procedure. Finally, therapeutic hypothermic treatment to reduce brain injury in
post-cardiac arrest syndrome patients is strongly recommended to physiciansmanaging CPR. I would like to briefly
review the therapeutic hypothermic procedure for the management of post-cardiac arrest syndrome.
Key Words: brain injury, hypothermia, post-cardiac arrest syndrome.

1960년대 이후 closed cardiac compression과 vasopressor 사

Negovsky에 의해 정의된 Post resuscitation disease란 분명

용 및 제세동기의 적절한 복합적 사용이 심폐소생술의 성

한 원인에 의한 완전한 전신 허혈 및 재관류 손상시 발생

공률을 높이는 기본적인 치료원칙으로 정립되었다. 동시에

되는 시간경과에 따른 일련의 병태 생리의 진행과정으로

심정지에 대한 병태생리적 이해와 소생술에 대한 많은 연

정의하였으며 용어상 심정지후 증후군 또는 소생후 증후군

구와 술기의 발전은 심폐소생술의 성공률을 개선하였다. 최

으로도 표현되고 있다.2)

근의 광범위 연구에서 ventricular tarchycardia, ventricular fi-

소생후 증후군은 심정지 장소(원내, 원외)에 따라서 또는

brillation 환자를 대상으로 소생술후의 결과에서 36%의 소

심정지후 자발 순환 회복까지의 시간이 5분 이내, 20분 이

생률을 보였으며 17%에서 신경학적 뇌손상의 휴유증이 없

상이냐에 따라 의식의 회복 및 PRS 발병 정도와 예후에 영

1)

이 퇴원하였다. Asystol,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경우에는

향을 미친다. 따라서 PRS 회복시기는 소생술 후 조기(6−12

생존율 및 신경학적 휴유증은 더욱 결과가 나쁘다고 보고

시간), 중기(3일 이내), 회복기(3일 이후)로 분류하여 경과를

하였다. 심폐소생술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심폐 소생술후

관찰하며 예후를 판정할 수 있다. PRS에 의한 높은 사망률

의 예후가 이처럼 나쁜 이유는 심폐 소생술후 발생하는 심

은 심정지후 뇌손상, 심기능부전, 전신허혈-재관류로 인한

정지후 증후군(post-cardiac arrest syndrome, PCS) 때문이라

패혈성 쇼크 및 이로 인한 진행된 다발성 장기부전의 복합

생각된다. 따라서 심정지후 증후군에 대한 병태생리의 이해

적 병태생리의 결과라고 보여진다.3) 따라서 PRS에 대한 이

와 적절한 접근이 중환자의학을 담당하는 많은 임상의들에

해와 접근이 PRS로 인한 사망률이나 휴유증을 낮추는 적절

게 효과적인 관리지침을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한 치료의 방법이라 생각되며 본 고찰에서는 심정지 후 뇌
손상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심정지 후 뇌손상의 기전은 허혈로 혈류가 차단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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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소생 후 과도한 초기 재관류로 자유유리기 생성, 미토
콘드리아 손상 등이 일어나며 신경손상을 초래한다. 이후에
도 지속되는 저혈압, 저산소증, 뇌혈관 자동조절능의 장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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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뇌부종으로 인하여 뇌손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때는 뇌

장, 방광, 고막, 폐동맥의 모든 부위에서 좋은 연관성을 가

손상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심폐 혈역학적

지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해서 측정한다.13) 이후

안정을 위해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며 환기보조를 실시함으

저체온 요법의 종료할 때 환자체온의 재가온이 필요하며

로 적절한 산소 및 이산화탄소분압을 유지한다.

이때는 0.25−0.5oC/hr의 속도로 서서히 증가시킨다.14) 부작

뇌손상 후 신경계 합병증으로 인지기능장애, 근육긴장이

o
용으로 반동성 고체온이 올 수 있으며, 36 C에 도달하면 안

상, 간대성 근경련증, 발작 등이 발생하며 특히 지속되는

정제나 근이완제 사용의 보조를 중단하며 안정적인 체온유

seizure나 myoclonus를 동반할 때 예후가 나쁘며 적절한 진

지를 위한 치료방침과 생리의 이해 및 장비 사용의 숙지를

정제나 항경련제들의 적극적 사용이 요구된다.4,5) 동시에 반

통해 환자를 안정되게 유지한다.15)

복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통하여 뇌손상의 정도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저체온 요법을 실시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

여러 보고에서 특이도가 높은 전통적인 임상소견은 동공반

에 대한 이해와 처치가 필요하다. 심혈관계 부작용으로는

사 소실과 통증에 대한 운동반응소실이다. 그러나 이들 결

부정맥, 심근경색, 심기능저하 등이 오며 적절한 약제의 보

과는 저체온증 유지 유무에 따라서 첫 24시간 내에는 결과

조나 때론 심장내과적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16) 저체온

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3일째에 동공반사소실, 통증에

은 혈소판수, 기능 및 혈액 응고인자에 영향을 미쳐서 출혈

대한 운동반응을 포함한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성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17) 그러나 이런 점이 저체온 요

예후 평가에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법의 금기가 되지 않으며 혈소판이나 신선 동결혈장을 투

예후 판정을 위한 기능검사로써 사용하는 체성감각 유발

여하여 조절될 수 있다. 인슐린 저항 증가로 인한 고혈당이

전위 검사(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s, SSEPs)는 말초서

올 수 있으며 이는 면역체계의 기능악화로 감염 및 창상 치

척수를 지나 대뇌피질까지의 통로를 평가하는 신경 생리적

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혈당 유지 적정선(108−144 mg/dl)

검사로 SSEPs (N20 component: wave pattern) component를 예

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고혈당은 조절함이 필수적이다.18)

후예측인자로 사용하며 심정지후 일주일 이내에 시행하여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요

6)

예후를 분류한다.

또한 생화학 검사법으로는 neuron specif-

붕증 및 만니톨 투여로 인한 수액의 소실과 저체온의 초기

ic enolase를 1−3일 이내에 검사하여 뇌손상의 예후를 평가

화 과정에서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의 균형에 조심하여야

하며 칼슘 결합 단백질인 S-100이나 B-type natriuretic pep-

한다.

7-9)

19,20)

저체온 유지 시 나타나는 떨림 역시 산소 요구량

마지막으로

을 급속히 증가 시키므로 환자가 불편할 때는 수면제와 근

신경 방사선과적 검사로 자기공명영상 자기공명분광법 전

이완제를 적절히 사용하되, 경련 발생이나 신경학적 관찰

산화 단층촬영 등을 사용하여 뇌에서의 영상 변화를 보고

지연이 안되도록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자발호흡 시

tide (BNP) 등을 측정하여 정도를 판단한다.

예후를 예측하는 중요한 진단 방법으로 인정받으나 환자

엔 마약성 약제로 meperidine (12−25 mg)을 사용하는 것이

상태에 따라서 쉽게 자주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10)

효과적일 수 있다.

근래에 심정지후 뇌손상을 예방하거나 또는 완화시키는

결론적으로 심정지후 자발 순환이 회복된 혼수환자에서

방법으로 저체온 요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아직은 저

뇌손상의 휴유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의

체온 요법의 기전 및 치료의 지침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으

하나로 제시된 12−24시간 동안 32−34oC 저체온 요법을

나 근래 활발히 연구되는 보편적인 원칙들만을 언급해 보

실시하였을 때 위에 언급된 여러 부작용들이 예상됨에도

고자 한다. 심정지후 뇌손상을 예방 또는 완화시키기 위하

불구하고 부정적 효과 보다는 뇌손상 휴유증을 줄이는 긍

여 실시하는 저체온 요법은 대체로 12−24시간 정도의 기

정적 효과가 더 컸다. 따라서 심폐소생술 후 발생하는 혼수

11)

아울러 체온유지의 적정선

상태의 환자에서 적극적인 저체온요법과 함께 동반될 수

은 여러 연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32−34oC 정도를 유

있는 여러 부작용들의 이해와 적절한 처치는 소생술을 다

지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저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루는 임상의 들에게 새로운 치료지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

기구를 이용한 혈관내냉각법(endovascular coiling method)과

가 필요함을 권고하는 바이다.

간을 실시하는 것이 권고된다.

o

저온의 생리식염수(4−5 C)를 급속 정주하여 체온을 유지하
는 방법들이 있다.12) 전자는 환자에게 저체온 유지를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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