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이내에 심폐소생술  

실시할 경우 소생률 75% 

4분이내에 심폐소생술  

실시할 경우 소생률 50% 

6분이내에 심폐소생술  

실시할 경우 소생률 25% 

-그림 2- 

 

 

 

 

심장마비    

응급처치 
 

 

 

 

 

 

 
지금으로부터 약 5년전, 지난 2011년 5월 8일 

제주 유나이티드 FC 소속이던 신영록 선수가 경기중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때 국가대표 차세대 에이스, 

촉망받는 유망주 였던 그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50일만에 기적처럼 의식을 찾고 회복하여, 지금은 

재활을 하며 지내고 있다는 소식은 간간히 언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처럼 신영록 선수가 의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기적에 앞서 빠른 응급처치(심폐소생술)를 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의 원인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와 같이 

혈관에 지방이 쌓이고 통로가 좁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나, 

과도한 운동과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으로 인해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원인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4분의 기적 

이라고도 불리는 적절한 처치와 심폐소생술을 빠르게 실시한다면 

회복속도 뿐 만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중요합니다.(그림-2참고) 

 

-그림 1-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발병 전 전조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조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표-1 참조) 

 

위의 증상이 있다하더라도 모두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두가지 이상 증상이 비슷 

하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별한 징후 없이 갑작스런 흉통 등 급성 증상이 나타나 1시간 내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응급처치  
심장마비 환자 발생시 심폐소생술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단순히 

흉부압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 해야합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목 후 아래 그림을 통해 심폐소생술 방법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표 -1 전조증상 

 

심장마비 

- 적은 운동량에도 숨이 차고 심장이 빠르게 뛴다. 

- 빠르게 걸으면 어지러움 증을 느낀다. 

-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 흉통이 느껴지거나 방사통으로 팔, 어깨, 턱, 목에 통증이 있다. 

- 무기력해지고 탈진하는 경우가 이따금 있다. 

· 환자발생 확인 후 현장 안전 확인과 구조요청은 필수입니다. 
 

· 심정지 환자의 경우 간혹 숨을 쉬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얕게, 빠르게, 가슴 운동이  

명확하지 않는 등의 호흡 패턴 양상은 비정상적인 호흡입니다. 환자가 숨을 쉰다고 섣불리 판

단하여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 가슴을 압박할 때 팔꿈치에 힘을 주고 절대 구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 가슴 압박을 너무 빠른 속도(분당 150회 이상)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눌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른 가슴 부위를 다시 원상태로 팽창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 입니다. 

(분당 100회의 속도가 좋습니다.) 
 

· 가슴 압박 후 인공 호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환자의 맥박이 만져지는지 확인하지 말고 즉 

시 인공 호흡을 합니다. 
 

· 인공 호흡은 반드시 턱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힌 후 기도개방 유지상태에서 시행 합니다. 
 

· 인공 호흡 시 환자의 가슴 상승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2회만 시행합니다. 가슴 압박이 가장 중

요하므로 인공 호흡을 잘하려고 가슴 압박을 연기시켜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