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심정지(Cardiac arrest)는 원인과 관계없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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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박동이 정지되어 발생하는 일련의 상태를 말
한다. 영아 및 소아의 심정지는 10만명 당 약 70
명으로 성인에 비해 발생률은 낮은 편이지만, 이중 
12개월 미만의 영아 심정지는 약 30% 가까이 차
지하고 있다[1]. 그리고 영아의 심정지 발생 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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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심정지(Cardiac arrest)는 원인과 관계없이 심장의 박동이 정지되어 발생하는 일련의 상태를 말한다. 심
정지 발생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방법 중 하나는 심폐소생술이며 이 술기를 통하여 순환을 
유지 시킬 수 있고,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존률과 신경학적 예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술기이다. 영아 심폐소생술의 경우 두 손가락으로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방
법은 해부학적으로 손가락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수직압박이 힘들어 미국심장협회에서 권장한 가슴압박깊이
에 도달하기 힘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영아 심폐소생술 중 가슴압박 시행 시 새로운 가슴압박법의 효과를 
검증하고,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가슴압박 방법에 따라 가슴
의 평균압박깊이 및 평균압박 속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또한 가슴압박의 편리성 및 통증정도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영아 심폐소생술 중 새로운 가슴압박법 시행 
시 정확도가 높아지고, 가슴압박 깊이가 나아져 가슴압박의 질적 지표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Cardiac arrest is a series of conditions occur when the heart is stopped, regardless of the cause. one of the only ways to 
save a patient’s life in the event of cardiac arrest is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which is very important beacause it can 
maintain circulation through this technique, and high-quality CPR affects the survival rate and neurological prognosis of the 
patient. For infan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use two finger to compress the chest. Hower, this method can be diffcult 
to reach the chest commpressions recommended by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because of the anatomically increased 
fatigue of the fingers and diffculty of vertical pressure. The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s of new chest compress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chest compressions during infan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he study also showed singnificant 
differences in chest depth and average rate of pressure(p<0.001).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an see that the 
accuracy of the new chest compressions during infan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s increased, and the depth of chest 
compressions is improved, improving the quality index of chest com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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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율이나 회복율은 소아나 청소년에 비해 낮은 편
이다[1]. 심정지 발생 시 유일한 술기인 심폐소생
술은 관상동맥관류압과 뇌혈류를 적절히 유지 시
켜 준다. 또한 심정지로 인하여 혈류 공급이 중단
된 경우 고품질의 가슴압박의 시행은 주요 장기인 
뇌, 심장, 폐 등에 혈액순환을 공급하여 조직의 괴
사를 막고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
[2,3]. 영아의 가슴압박은 양측 유두를 연결한 가상
의 선과 가슴뼈가 만나는 바로 아래에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약 4cm의 깊이, 또는 가슴의 두께의 1/3을 
압박한다[4,5]. 영아의 심폐소생술은 성인의 방법과 
비슷하지만 심정지의 원인이 호흡에 의한 경우가 
더 많으므로 적절한 가슴압박을 동반한 신속한 심
폐소생술이 중요하다. 기존 가슴압박은 해부학적으
로 손가락 길이와 형태가 다르고 자세에 영향을 미
치어 수직으로 압박하기 힘들어 미국심장협회에서 
권고하는 약 4cm의 깊이에 도달하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적인 가슴압박과 새로운 가슴압박의 
효율성을 비교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가슴압박의 
질에 대한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Ⅱ. 연구 설계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영아 심폐소생술 중 일반적인 가슴압
박과 새로운 가슴압박법의 질을 비교하기 위하여 
무작위 교차방법(Randomized crossover design)에 
의한 실험 연구로 연구 설계는 Figure 1과 같다.

Fig. 1 Research design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미국심장협회(AHA)에서 인증

하는 자격증(BLS Health care-provider) 과정을 이수
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수의 선정 근
거는 G*Power 3.1을 이용하여 Effective Size는 
0.05 유의수준으로 80%power를 적용한 최소 대상
자는 30명이었으며, 실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인한 누락을 감안하여 최종 32명을 선정하였
다. 하지만 실험 과정 중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2
명을 제외하고 최종 30명을 실험에 이용하였다. 

3. 연구 절차 
연구 대상자는 실험군 표본수에 맞추어 번호표 

중 하나를 뽑아 홀수 번호는 일반적인 가슴압박을 
하는 군으로, 짝수 번호는 새로운 가슴압박을 활용
하여 군으로 정하여 각각 15명씩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각각 할당된 방법을 이용하여 2분 동안 
가슴압박을 시행하였으며, 가슴 압박 후 이전 가슴
압박에 대한 피로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2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휴식 후 가슴
압박 방법을 바꾸어 다시 2분 동안 가슴압박을 시
행하였고, 모든 연구 대상자는 두 방법을 모두 이
용하여 가슴압박을 시행하였다. 

Fig. 2 Laerdal Resusci Baby QCPR Manikin

Ⅲ.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4.0 for Win 통계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나이, 신장
(cm), 체중(kg), 편리성, 용이성, 통증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고 두 군 간(평균압박 깊이, 평균압
박속도)의 비교는 Paired t-test 검정을 이용하였다. 
모든 분석의 유의 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Ⅳ. 결과 

Table 1. Comparison of the quality of new 
chest compressions with common chest 
compressions

Characteristics CCC NCC t p

Depth, mm 34.61±1.29 39.40±1.08
-17.

09
<0.001

Rate, min 105.46±4.23 107.±3.84
-6.7

28
<0.001

*CCC : Common Chest Compressions
 NCC  : New Chest Com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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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e convenience, ease, 
degree of pain of common chest compressions 
and new chest compressions 

Characteristics CCC NCC t p
Convenience
 of chest
compressions

4.46±0.50 8.66±1.23
-15.3

9
<0.001

Degree 
of pain

8.20±1.24 4.23±1.26 9.03 <0.001

*CCC : Common Chest Compressions
 NCC  : New Chest Compressions

Ⅴ. 결  론

심정지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이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가슴압박-기도유지-인공호흡의 순서로 시행
해야 하며, 특히 가슴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본 연구 결과 새로운 가슴압박법은 일반적인 
가슴압박에 비해 힘을 덜 들이며, 안정된 자세로 
압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실시한 
것 이 아니라 마네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가상연
구로 실제 영아 심정지 상황과는 다를 수 가 있다. 
또한 새로운 가슴압박법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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