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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 영아 심정지 환자에서 150J 제세동과 

심폐소생술 시행 후 생존한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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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resuscitation. This resuscitation by paramedic is very effectively performed under the medical direction 

of the doctors.

Methods: The cardiac arrest victim was 4 month old infant. Informed consent from the parents of the 

infant was received. CPR combined with 150J defibrillation was performed to the 4 month old infant. 

Results: We reported that the 4 month old infant survived the cardiac arrest.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infant survived after 150J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nd CPR performance. 

Conclusion: Specific operative protocol is important because the paramedic can apply the proper manual 

defibrillator effectively. It is important to extend the work scpoe of the E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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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아 심정지의 생존율은 양질의 소아전문소생술

을 어떻게 제공하는가에 달려 있다. 소아전문소생

술을 하는 동안에는 기관삽관이나 심전도 모니터

링 및 환자이동으로 양질의 기본소생술이 시행되

는 것이 지연되므로 소아소생술을 하는 동안에는 

기본소생술의 알고리즘대로 소생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2]. 일반적으로 병원외의 장

소에서 심정지(Out-of-hospital cardiac arrest)

가 발생한 환자는 심정지의 원인질환, 심정지로부

터 기본소생술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 심정지시

의 심전도 소견, 전문소생술이 시행될 때까지의 시

간이 생존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3]. 그러나 영아

는 호흡기 질환이나 쇼크와 관련된 사망으로 초기 

심전도에서 무수축의 빈도가 높고, 생존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4,5]. 성인 심정지에 대한 

병원 전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사용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많이 보고되었으나, 병원 전 소아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보고는 많이 부족하며, 특히 영아 심정지 환

자에서 병원 전에 제세동을 시행할 경우에 1급 응

급구조사가 수동으로 적절한 전기용량을 시행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

한 법률의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와 119구급대원 현

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내용이 차이가 있어 통일

된 지침이 필요하다. 

본 사례연구는 병원 전 영아 심정지 환자를 심

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 150J을 시행하여 자발순

환이 회복(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
culation)되어 생존 퇴원한 1세 이하 심정지 환자 

소생사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연구 상  차

환아는 전북지역 M소방서에 J119안전센터 출

동지역에서 거주한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사례연구 대상자는 병원 전 영아 심정지 환자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 150J을 시행하여 회복

된 환자(ROSC)로, 한 번의 구급차 이송과 두 번

의 헬기 이송으로 생존 퇴원한 1세 이하 심정지 

소생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해 M소방

서 및 환아 보호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동의를 구한 뒤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

구를 위해 구급활동일지,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진료환자기록부, 진료소견서를 이용

하였다.  

Ⅲ. 증  례

아침 07:53분 4개월된 영아가 무호흡 및 청색증

을 보인다고 119소방재난종합상황실에 신고가 접

수되었다. J119안전센터와 현장과의 거리는 2km

이고 6분이 지난 07:59분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4개월된 환아는 이전에 서맥(2:1 AV Block 

with escape) 및 심장질환으로 J대학교병원에 정

기적으로 외래 검사를 하는 환아였다. 평소와 다

름없이 저녁에 잠을 잘 이루었으나 아침에 갑자기 

의식 변화를 보이고 이상하다고 하여 환아 어머니

가 119에 신고를 하였다. 

119구급대가 현장 도착시 환아는 청색증을 동반

하고 의식 및 호흡과 맥박도 없었다. 119구급대는 

1급 응급구조사와 2주 구급교육을 받은 구급대원

으로 구성되었으며, 1급 응급구조사는 즉시 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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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hythm was a patient's initial ventricular fibrillation rhythm. 

Fig. 2. Ventricular fibrillation rhythm following the first electric shock.

Fig. 3. ROSC(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rhythm following the first electric shock.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작하였고, 다른 구급대원은 

1급 응급구조사가 영아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구급차로 이동하여 이송준비를 하였다. 환아는 

AED 모니터에서 심실세동이 관찰되어 즉시 제세

동 150J을 시행하였고<Fig. 1>, 즉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2분간 지속하였다. 이후 환아는 자발

호흡이 돌아왔으며, 위팔동맥에서 맥박이 촉지되

었다<Fig. 2>. 환아의 의식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

고 호흡은 분당 6회로, BVM을 이용하여 인공호흡

을 시행하였으며 맥박은 분당 115회로 규칙적인 

동성리듬으로 보여졌다<Fig. 3>. SpO2는 LOW, 

동공반사는 양쪽산동(5mm/5mm)으로 무반응이

었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의료원까지 10여분 

만에 도착하였다. 병원 내원시 환아 상태가 불안

정하여 공중보건의에 의해 기관삽관이 시행되었고 

Epinephrine을 3회 투여하면서 흉부압박을 5분간 

지속하였다. 염화나트륨포도당주사액(1:4) 500㎖

를 정맥주사하고, 100%산소를 제공하여 SpO2 

100%까지 확인되었다. 맥박은 강하고 명확해졌으

며 동공반사 또한 양성으로 호전되었다. 환아는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나 환자상태가 안정되지 않

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을 결정하였다. 지방 

의료원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는 약 1시간 정

도 소요되며 장거리 이송으로 이차 심정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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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 119소방종합상황실에 헬기를 요청하였다. 

구급대원이 헬기에 동승하여 환아 심전도 모니터

링과 인공호흡을 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이송

하였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내원 당시 서맥이 있

어서 Isoproterenol을 0.05mcg/kg/min으로 주

입하였으며, 중환자실(ICU, Intensive care unit) 

입원 중 맥박이 39회/min로 떨어져 1:10,000 

Epinephrine 0.5㎖를 주사 하였다. 발병 24시간 

후 오전에 다시 동빈맥(Sinus tachycardia)과 심

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이 보였으나 자

발순환이 회복되었고, 이후 EKG(Electrocardio‐
graphy) rhythm이 불안정하여 심박동이 100~ 

170회/분으로 불안정한(Fluctuation) 소견을 보였

다. 이후 전신강직간대발작(Generalized tonic 

clonic seizure)이 지속되어 Ativan 2회 투여, 

Midazolam 9mcg/kg/min, Phenobarbital 6mg

을 점적투여하였다. 환아는 Ventilator care(PIP 

12/PEEP 4, FiO2 0.35, RR 20)와 Isoproterenol 

0.035mcg/kg/min으로 투여하였고 심정지가 의

심되어 AED로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있었다. 환아

는 심방실차단, Long QT syndrome, 원인불명의 

서맥, 경련성 발작으로 최종 진단하고 Chest 

X-ray 검사 상 원인불명의 기흉을 보였으며 마지

막 동맥혈 가스 검사시 pH 7.465, PCO2 27.9

mmHg, PO2 171.2mmHg, HCO3
- 20.3mmol/L

이었다. Pacemaker insertion 및 추가적인 치료

를 위해 서울 S병원으로 헬기 이송하였다.

S병원에서EEG(Electroencephalography)를 

시행 후 Isoproterenol을 주사하였고 이후 AED 

모니터링을 유지하며 Isoproterenol을 감량하며 

대증요법에 들어갔다. 당시 심장질환으로 서맥

(Bradycardia)이 지속되고 심실세동 재발 가능성

이 있어 Pacemaker나 ICD(Implantable cardio‐
verter defibrillator) insertion을 해야 하나, 지

속적인 경련으로 뇌 상태가 좋지 않아 늦추었다. 

Congenital long QT syndrome을 감별하기 위해 

염색체 검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Pacemaker 

insertion을 위해 수술 전 혈액검사, 소아 진정 

Brain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Nasal MRSA 등을 진행하였다. 발병 10일째 

Implantation of ICD를 결정하고 수술 직후 BP 

38/23mmHg, SpO2 78%로 저하되어 심폐소생술

을 2분간 시행한 후 회복되었다. 수술 이후 활력징

후는 정상으로 유지되었으며 특별한 이상증상을 

보이지 않고 상태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Ⅳ. 고  찰

소아의 심정지는 갑작스럽게 발생하지 않으며 

“심장외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원

인으로는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외상, 익수, 중독, 호흡기 질

환,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패혈증, 신경계질환들

이 심폐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6], 일반적으로 병원 외에서 발생하는 소아 심정

지는 특징적으로 저산소증과 고탄산혈증으로 인한 

호흡정지와 서맥에서부터 진행되는 무수축 심정지

라고 하였다[7]. 병원 외에서 발생한 심폐정지로부

터 소아 심정지 환아가 생존한 경우는 대부분의 연

구에서 3~17%로 보고되었으나, 호흡정지만 있었

던 소아는 소생술 후 신경학적 문제가 없는 생존율

이 50% 이상 보고가 되었고[6], 즉각적이고 효과

적인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이 심정지가 있는 소아

에서 자발순환회복을 향상시키고 신경학적 손상이 

없는 생존을 증가시킬 수 있다[8]. 국제소생술교류

위원회의 권고안에 의하면 적절한 EMS(Emer‐
gency medical services) 체계와 자원의 활용도 

그리고 소생술 시행자가 적절히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6].

본 환자가 병원 전 현장에서 10분의 심폐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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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quence of events and time intervals 

that occur with cardiac arrest.

술에도 생존할 수 있었던 요인은 심정지 시간이 

짧았고, 119구급대의 적절한 흉부압박과 인공호

흡, 초기 흉부압박 후 심전도 리듬이 심실세동으

로 전환되었고, 즉각적인 AED 제세동으로 소생

치료와 병원에서의 전문소아심장소생술이 적절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환자는 평소 

2:1 방실차단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 서맥에 의한 

심정지가 의심되어 심폐소생술 시작과 동시에 약

물투여가 필요하였다. 심폐소생술 진행 중 심실세

동에 대해서는 AED를 이용한 제세동을 시행하였

다. 가까운 응급의료기관까지는 12km이고 구급

차 운전을 담당하는 대원 1명과 구급차 내에서 응

급처치를 담당하는 1급 응급구조사 1명으로 심폐

소생술이 이루어졌다. AED 제세동은 성인 용량

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아용 패드나 전기용량 

감쇄기는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정

된 AED를 이용하여 제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영아에게 제세동을 할 때는 전문 응급구조사가 수

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된 바 

있다[9]. 또한 영아에게 적절한 에너지를 선택하

는 것이 성인용으로 지정된 AED보다 심근손상을 

줄일 수 있고 성인 제세동 용량은 해로울 수 있다

고 보고되었다[10,11]. 1세 이하의 영아에서는 수

동 제세동기를 권장하지만 수동제세동기가 없다

면 에너지 감소시스템이 있는 자동 제세동기를 사

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동제세동기와 에너지 감

소시스템이 없다면 일반 AED를 사용하도록 미국

심장협회에서 권장하고 있다[2]. 심정지에서 최종

진료까지 미국심장협회에서 제공한 절차와 시간

별 응급처치관계를 본 연구에 시간별로 적용해 보

면 <Fig. 4>와 같다[12].

국내에서 현재 119구급대 장비 규정에는 자동제

세동기와 수동제세동기가 가능한 AED로 지급되어 

있지만 수동제세동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

다. 제세동의 순서는 제세동기가 준비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제세동을 시행한 이후에도 

즉시 흉부 압박을 시행하도록 하여 흉부압박중단

(Hands off time)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13,14]. 

소아는 가능한 빨리 최초 제세동(2~4J/kg)을 주

고 즉시 흉부압박을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이후에

는 최소한 4J/kg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10

J/kg 또는 성인용량의 에너지를 주도록 하고 있

다[6,15]. 따라서 현재 119구급대에서는 AED로 제

세동(150J)이 규정에 정당하고 별도의 지도의사와 

협의가 없으면 수동으로는 현장에서 사용이 어렵

다. 또한 약물투여도 마찬가지다.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 역시 약물투여를 정맥로나 골내 투여 혹

은 기관내로 투여해야 하지만 역시 지도의사와 협

의를 거치치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15,16]. de 

Caen AR 등[1]에 의하면 병원 전에서 심정지 소아

나 유아에게 Epinephrine 0.01mg/kg약물 투여를 

권장하고 있다.

본 환아는 출생 후부터 2:1 AV block Sinus 

rhythm이 보였고 진료결과 Long QT syndrome

과 VSD(Ventricular septal defeat), Seizure, 

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로 보여 심장

의 원인으로 인한 서맥성 심정지 가능성이 높다. 

환아의 Long QT syndrome은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선천성 질환으로 진단되었다. Long QT 

syndrome은 실신이나 급사를 초래할 수 있는 질

환이며 대부분의 경우 심장의 이온 채널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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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pply adult defibrillation patchs on infant.

Potassium과 Sodium 등의 이온장애로 재분극 기

간연장이 발생하게 된다[17]. 또한 서맥은 소아에

서 관찰되는 가장 흔한 리듬 가운데 하나이며 응

급의료종사자에게는 심박동수가 60회 미만으로 

인해 전신관류가 악화되기 시작할 때도 흉부압박

을 시작하도록 교육하고 있다[6]. 병원 외에서 발

생한 소아 심폐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성인 심정지 

프로토콜인 즉각적인 EMS 신고와 제세동 시행보

다는 즉각적인 CPR(Cardiopulmonary resusci‐
tation) 시행을 권고하고, 영아와 소아에서는 가능

한 한 빨리 효과적인 BLS(Basic life support)를 

시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18,19]. 국내

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1조와 규칙 33조에 의거 ‘자동제세동

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를 할 수 있다

고 나와 있어 AED만의 사용을 강조하며 수동제세

동기는 업무범위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119구급대

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서 ‘영아의 경우 수동

제세동기 리듬 확인’으로 나와 있고 제세동 용량이 

처음 2J/kg, 두 번째 4J/kg, 이후 4J/kg 이상

(최대 10J/kg)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직접의료지

도 요청기준에 수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나와 있지 않아 혼란스럽다[20].

본 환자에서는 병원 전에 영아에게 10분간 심폐

소생술과 AED를 이용하여 제세동을 시도하였다. 

이어서 병원에서 5분의 심폐소생술과 전문소아소

생술로 환자는 성공적으로 소생하였다. 국내 119

구급대에 소아용 제세동기 패드(용량 감쇄기)가 

없어서 성인용 패드를 사용하여 AED를 적절히 사

용하였으며<Fig. 5>, 적합한 응급의료기관을 선정

하여 전문소아소생술과 2번의 헬기 이송으로 후유

증 없이 환자는 소생할 수 있었다. 

Ⅴ. 결론  제언

4개월 된 영아가 무호흡 및 청색증으로 119소방

재난종합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6분만

에 도착한 1급 응급구조사에 의해 즉시 흉부압박

과 인공호흡이 시행되었고, 심실세동 리듬이 관찰

되어 즉시 150J로 제세동을 실시하였다. 2분간 심

폐소생술을 한 후 자발호흡이 회복되고 맥박이 촉

지되었으며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 10여분 

만에 도착하였다.

도착한 병원에서 기관내삽관, 약물투여, 흉부압

박을 한 후 환아는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나, 환

자상태가 불안정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서울 S

병원으로 두 번의 헬기이송이 되었다. 

환아는 발병 10일째 Implantation of ICD 수술

한 후 회복되어 특별한 이상증상 없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본 증례는 영아 심폐소생술의 성공적인 예를 보

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전 영아에게 AED를 

이용한 제세동을 시행하는 예와 적절한 헬기 이송

법을 보여 주였다. 그러나 선진 응급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는 달리 국내에

서는 병원 전 심정지 환자에게 성인용 AED 제세

동(150J)만 사용하게 되어있다. 국내에서도 병원 

전 1급 응급구조사가 영아에게 수동 제세동을 사

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에피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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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약물 투여와 같은 업무범위 확대가 필요할 것

이다. 또한 효과적인 의료지도와 1급 응급구조사

의 업무범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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