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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defoliant exposure and survival to discharge after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Methods: This is a retrospective case-control study based on the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registry.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victims from 6/9/2008 to 12/31/2016 were analyzed statistically. The case patients
group had a history of defoliant exposure while the control group did not. Among the 401 victims studied, a total of 110 patients
were male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patients. Baseline characteristics and the parameters involved in cardiac arrest were ana-
lyzed and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The primary outcome was survival to discharge,
and secondary outcomes were sustained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ROSC) and survival to admission.
Results: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a total of 50 patients (case=25, control=25) were analyzed. Primary outcome (survival to
discharg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ase and control groups [(OR, 1.759; 95% C.I., 0.491-6.309) and (OR, 1.842;
95% C.I., 0.515-6.593), respectively]. In the subgroup analysis, there were also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subgroups in primary and secondary outcomes according to defoliant exposure severity.
Conclusion: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defoliant exposure and survival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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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정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보건사회학적인 문제이며 심정지가 사회경제적 활동인구의 주

요 구성원인 중장년층 이상의 비교적 고령자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은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1-3). Agent Orange 등으로 표되는 고엽제는 베트남 전쟁(1955.11.1-1975.4.30)

당시 군사적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다이옥신이 주성분으로 알려져 있다4). 이전

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다이옥신은 지방용해성 물질로서 인체에 흡수, 축적되기 쉬운 특성

을 지녀 당뇨병, 고혈압, 위암, 간암, 폐암, 방광암, 갑상선 암 및 백혈병 등 각종 암과 협심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간질환 등 각종 질병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10). 또한

우리나라 고엽제법11)에 따르면 뇌경색증, 중추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 등 신경학적인 손

상도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각종 문헌 및 데이터 베이

스를 고찰한 결과 고엽제 노출력과 심정지 치료결과의 관련성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었다. 심정지의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는 응급의학과 및 응급의료센터의 주요 임상 목표인 바

고엽제 노출력과 심정지 치료결과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해 살펴보는 것은



향후 이러한 특성을 지닌 환자군에서 심정지 발생시 치료의 결

과 및 예후 예측과 심정지 발생의 예방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고엽제 노출력이 있는 환자군

과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서 병원 밖 심정지의 치료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심정지 치료후 생존과 관련하여 고엽제

노출력이 있는 환자군이 고엽제 노출력이 없는 환자군에 비해

불량한 예후를 보일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 다.

상과 방법

본 연구는 연간 2만명 내외의 환자가 방문하는 수도권 소재

2차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2017년도 병원 내부연구과제

(과제승인번호: VHSMC17005)로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하여 레지스트리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한

후향적 환자- 조군 연구로서 원내 의학연구윤리 심의위원회

의 승인(심의번호: 2017-06-009-003)하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을 확인가능한 최초의 시점인

2008년 6월 9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본원 응급의료센

터에 내원한 심정지 환자를 분석 상으로 하 으며 병원내 심

정지 환자 및 고엽제 노출여건의 특성상 여성 환자를 제외하

다. 본 연구의 분석 상인 고엽제 노출력이 있는 환자는 고엽

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고엽

제법)11)에 의거하여 본 병원 전자의무기록상 고엽제 환자로 등

록된 자로 정의하 다.

연구 상 환자들은 당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표준 기본소생술 및 전문소생술에 의한 치료를 받았으며 중환

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및 필요에 따라 신 체요법 등 필수

적인 치료를 시행하 고 목표체온유지치료는 시행되지 않았다.

통계분석은 윈도우용 R 3.5.1 (R Development Core Team;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프

로그램12)을 이용하 으며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변수 즉, 나이,

신장, 몸무게,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찰슨 동

반 상병 지수(CCI (Charlson comorbity index))13) 및 심정지

관련 변수인 목격자 심폐소생술(bystander CPR)여부, 초기리

듬, 자발 순환회복(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여부, 자발 순환회복 지속(sustained ROSC; ROSC가 20분 이

상 유지)여부, 생존 입원(survival to admission)여부, 생존 퇴

원(survival to discharge)여부 및 퇴원시점의 신경학적인 예후

(CPC score14); cerebral performance category)를 각각 고엽제

노출여부에 따라 군간 비교 분석하 다. 퇴원시점의 신경학적

인 예후는 전자의무기록 분석과 전화를 이용한 설문을 통하여

평가하 으며 CPC score 1점 또는 2점을 양호(good)로 3, 4, 5

점을 불량(bad)으로 판단하 다. 본 연구에서 일차 결과변수

(primary outcome)는 생존 퇴원이며 이차 결과변수(secondary

outcome)는 자발 순환회복 지속 및 생존 입원으로 설정하

다. 본 연구는 후향적 환자- 조군 연구로서 환자군의 선택 비

뚤림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성향점수 짝짓기(propensity-score

matching)을 사용하 고 포함된 변수들은 만성질환과 고엽제

노출의 관련성에 한 이전 연구들과 심정지 결과에 직접적인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 다. 성향점수는 고엽제

노출여부를 종속변수로 나이, 당뇨력, 고혈압력, 목격자 심폐

소생술 실시 여부, 초기리듬을 독립변수로 고려한 로지스틱 회

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했으며 최근접 거리 짝짓기 방법을 이

용하여 1:1 비율로 상자를 선정하 다. 기술분석시 범주형

변수는 χ2(카이제곱) 또는 Fisher’s exact test(피셔정확검정)

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n (%)로 요약하 다. 연속형 변수는

정규성을 만족하면 t-test 시행 후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

고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으면 중위수[사분위범위]로 표기하고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 다. 정규성 검정은 Shapiro-

Wilk test를 이용하 으며 모두 p-value는 0.05 미만을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 다. 본 연구의 일차 결과변수(생

존 퇴원) 및 이차 결과변수(자발 순환회복 지속, 생존 입원)는

성향점수 짝짓기를 시행한 코호트를 상으로 나이 및 찰슨 동

반 상병 지수(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목격자 심

폐소생술 여부 및 초기 리듬을 보정하여 고엽제 노출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마찬가지로 p value 0.05 미

만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 다. 또한 고엽제 노출

의 정도에 따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고엽제 노출력이 있는

환자군을 노출의 정도에 따라 세 그룹(1, 2, 3)으로 나누어 고

엽제 노출의 정도가 가장 심한 그룹을 1, 중간정도를 2, 노출의

정도가 가장 낮은 그룹을 3으로 분류하여 고엽제 노출력이 없

는 환자군과 세 그룹의 결과변수를 비교 분석하 다. 고엽제

노출의 정도는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약칭: 고엽제법)11)에 따라 원내 전자의무기록에 기록된

고엽제 등급을 토 로 분류하 다.

결 과

연구 상 기간 약 8년 동안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전체 심

정지 환자는 소생술을 거부한 환자를 제외하고 총 401명이었

으며 이 가운데 고엽제 노출력이 있는 환자에 한 본 연구의

특성상 남성 환자만을 분석 상으로 정하 다. 그 결과 병원

내 심정지 및 여성 환자 291명을 제외한 총 110명의 환자를 선

별하 으며 성향점수 짝짓기를 통하여 고엽제 노출력이 있는

환자군 25명, 고엽제 노출력이 없는 환자군 25명 총 50명을 최

종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Fig. 1). 총 50명의 최종 분석

상 환자 중 고엽제 노출력이 있는 환자군에서는 1명의 질식환

자를 제외한 24명이 모두 내과적인 원인의 심정지 으며 고엽

제 노출력이 없는 환자군에서는 2명의 질식사 및 1명의 외상성

심정지를 제외한 22명이 내과적인 원인의 심정지 다.

성향점수 짝짓기 전 110명 전체 환자의 기본 특성 및 심정지

관련 변수의 단변량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나이를 제외

한 다른 변수들(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당뇨력, 고혈압력, 목

격자 심폐소생술 여부, 초기리듬)은 두 군 간에서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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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으며 고엽제 노출시기의 역학적 측면에서 고엽제 노출

력이 있는 환자군이 고엽제 노출력이 없는 환자군에 비해 10년

이상 젊었고 성향점수 짝짓기 전 본 연구의 일차 결과변수(생

존 퇴원) 및 이차 결과변수(자발 순환회복 지속 및 생존 입원)

항목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성향점수 짝짓기를

시행한 결과는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으며 SMD (standard mean differ-

ence)를 확인하여 성향점수 짝짓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 다.

성향점수 짝짓기 후 심정지 관련 변수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는 Table 3에 정리하 다. 본 연구의 일차 결과변수인 생존 퇴원

은 고엽제 노출력이 있는 환자군과 고엽제 노출력이 없는 환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OR=1.423,

95% C.I; 0.350-5.788, p=0.622). 또한 이차 결과변수인 자발 순

환회복 지속(sustained ROSC), 생존 입원(survival to admis-

sion) 모두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순

서 로 OR=1.759 (95% C.I; 0.491-6.309)), OR=1.842 (95%

C.I; 0.515-6.593)). 퇴원 시점의 신경학적인 예후는 성향점수

짝짓기 후 표본수가 적절치 않아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제

외하 다. 또한 고엽제 노출의 정도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을

실시 는데 그 결과는 Table 4에 정리하 다. 그 결과 고엽제

노출력이 있는 환자군을 고엽제 노출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세

그룹(그룹1, 그룹2, 그룹3)과 고엽제 노출력이 없는 환자군 사

40

JKSCT 2021;19(1):38-43

Fig. 1. Flow chart of study population
OHCA (out of hospital cardiac arrest), IHCA (inhospital cardiac
arres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Defoliant exposure
Total

Variables Group No Yes (n=110) p-value

(n=80) (n=30)

Age 84.00 [76.00;87.00]0 71.00 [68.00;76.00]0 81.00 [71.00;86.00]0 <0.001
Height(cm) 165.00 [159.00;170.00] 165.00 [163.25;170.00] 165.00 [161.70;170.00] <0.498
Weight(kg) 58.20 [52.20;67.80]0 58.00 [54.95;65.12]0 58.10 [52.65;66.53]0 <0.704
BMI 22.22±3.36 22.16±3.06 22.20±3.22 <0.945
DM No 60 (75.00%) 16 (53.33%) 076 (69.09%) <0.050

Yes 20 (25.00%) 14 (46.67%) 034 (30.91%)
HTN No 35 (43.75%) 10 (33.33%) 045 (40.91%) <0.440

Yes 45 (56.25%) 20 (66.67%) 065 (59.09%)
Bystander CPR No 71 (88.75%) 28 (93.33%) 099 (90.00%) <0.724

Yes 09 (11.25%) 2 (6.67%) 011 (10.00%)
Initial rhythm non-shockable 79 (98.75%) 29 (96.67%) 108 (98.18%) <0.473

shockable 1 (1.25%) 1 (3.33%) 02 (1.82%)
ROSC No 46 (57.50%) 10 (33.33%) 056 (50.91%) <0.041

Yes 34 (42.50%) 20 (66.67%) 054 (49.09%)
Sustained No 52 (65.00%) 11 (36.67%) 063 (57.27%) <0.014
ROSC Yes 28 (35.00%) 19 (63.33%) 047 (42.73%)
Survival to No 60 (75.00%) 14 (46.67%) 074 (67.27%) <0.010
admission Yes 20 (25.00%) 16 (53.33%) 036 (32.73%)
Survival to No 69 (86.25%) 21 (70.00%) 090 (81.82%) <0.091
discharge Yes 11 (13.75%) 09 (30.00%) 020 (18.18%)
Neurologic

Bad 79 (98.75%) 29 (96.67%) 108 (98.18%)
outcome at

Good 1 (1.25%) 1 (3.33%) 02 (1.82%)
<0.473

discharge

BMI (body mass index), DM (diabetes mellitus), HTN (hypertension),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ROSC (return of sponta-
neous circulation)



이에 각각 일차 및 이차 결과변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고 찰

본 연구의 가설에서는 고엽제 노출력이 있는 환자군에서 심

정지 후 생존과 관련된 변수들이 고엽제 노출력이 없는 환자군

에 비하여 불량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 하 으나 분석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정지 치료 후 고엽제 노

출력이 있는 환자군이 임상적으로 불량한 예후를 보인다는 통

계적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심정지환

자를 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는 찾기가 어려우나 국내에서 수

행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과 고엽제 노출력의 상관관계에

한 연구에서 고엽제 노출력과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예후사

이에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다15). 이러

한 결과에 해 고찰을 해보자면 첫째, 심정지 발생전의 환자

들의 기저상태가 고엽제 노출력이 있는 환자군과 고엽제 노출

력이 없는 환자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면 심정지 치료의 결

과에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결과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로 유추되는 연

구 상 환자군의 심정지 전 기저상태는 고엽제 노출력이 있는

환자군과 고엽제 노출력이 없는 환자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두번째로 고혈압, 당뇨병 등 기존에 고엽제 노출

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다른 질병들과 달리 한 개체의 광범

41

김동욱 외: 고엽제 노출과 병원 밖 심정지 후 생존 퇴원과의 연관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Defoliant exposure
Total

Variables Group Yes No (n=50) p-value SMD

(n=25) (n=25)

Age 72.84±6.510 73.72±10.90 73.28±8.890 0.731 <0.098
Height(cm) 165.10 [163.50;170.00] 166.00 [160.50;168.50] 165.40 [163.50;170.00] 0.879 <0.228
Weight(kg) 61.99±10.75 60.29±10.81 61.47±10.58 0.712 <0.158
BMI 22.56±3.350 22.61±3.190 22.57±3.240 0.973 <0.016
CCI 4.88±2.45 6.04±1.74 5.46±2.19 0.060 <0.545
Bystander CPR No 23 (92.00%) 23 (92.00%) 46 (92.00%) 1.000 <0.001

Yes 2 (8.00%) 2 (8.00%) 4 (8.00%)
Initial rhythm non-shockable 24 (96.00%) 24 (96.00%) 48 (96.00%) 1.000 <0.001

shockable 1 (4.00%) 1 (4.00%) 2 (4.00%)
ROSC No 08 (32.00%) 13 (52.00%) 21 (42.00%) 0.252 <0.414

Yes 17 (68.00%) 12 (48.00%) 29 (58.00%)
Sustained No 09 (36.00%) 14 (56.00%) 23 (46.00%) 0.256 <0.410
ROSC Yes 16 (64.00%) 11 (44.00%) 27 (54.00%)
Survival to No 12 (48.00%) 17 (68.00%) 29 (58.00%) 0.252 <0.414
admission Yes 13 (52.00%) 08 (32.00%) 21 (42.00%)
Survival to No 17 (68.00%) 19 (76.00%) 36 (72.00%) 0.753 <0.179
discharge Yes 08 (32.00%) 06 (24.00%) 14 (28.00%)
Neurologic

Bad 24 (96.00%) 24 (96.00%) 48 (96.00%)
outcome at

Good 1 (4.00%) 1 (4.00%) 2 (4.00%)
1.000 <0.001

discharge

CCI: Charlson comorbidity index, SMD: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Table 3.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Independent
OR 95% C.I. p-value

variables variables

ROSC defoliant exposure No (reference)
Yes 1.819 (0.498-6.651) 0.366

Sustained ROSC defoliant exposure No (reference)
Yes 1.759 (0.491-6.309) 0.386

Survival to admission defoliant exposure No (reference)
Yes 1.842 (0.515-6.593) 0.348

Survival to discharge defoliant exposure No (reference)
Yes 1.423 (0.350-5.788) 0.622

OR is adjusted for age, CCI, bystander CPR, initial rhythm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위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심정지의 병태생리학적인

특성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정도의 예후 차이는

규모 연구가 아니고서는 검증되기 힘들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극히 낮은 생존률을 보이는 질환에서 유

의미한 예후 차이를 검증하기에는 표본수가 부족하 을 수 있

고 이는 향후 레지스트리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 극복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

다. 첫째, 의무기록을 통한 연구의 한계로서 no flow time, low

flow time에 한 데이터를 얻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두번째로

일반적인 종합병원과는 환자의 연령 나 구성이 다소 상이한

공공병원의 일개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로 국한되어 연

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선택 비뚤림의 오류가 있을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비록 고엽제 노출과 심정지 후 생존 사이에 명

확한 통계적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좀더 장기적인

레지스트리가 확보되어 표본수가 늘어나면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과는 별

개로 결과에서 보다시피 병원 밖 심정지의 경우 목격자 심폐소

생술의 비율이 10%에 불과한 현실로 2015년도 기준 우리나라

일반인 상 연구결과에 다소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16).

따라서 원내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고엽

제환자 가족을 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신설하는 등

심정지 후 신속한 초기 응을 통해 심정지 치료의 결과를 지

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종합적으로 약 8년동안의 일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

원한 심정지 환자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한 결과 고엽제 노출

력과 병원 밖 심정지 후 생존 퇴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좀 더 명확한 결과를 위해 심정

지 환자의 레지스트리를 보완하여 추가적인 변수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연구 및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연구 결과는 곧 심정지 환자 특히

고엽제 노출력이 있는 심정지 환자들의 심정지 특성에 한 분

석과 심정지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제

공해 줄 수 있으리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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