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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후 회복된 소아 환자에서 뇌파를 통한 신경학적 예후 예측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양동화ᆞ하석균ᆞ김효정

EEG can Predict Neurologic Outcome in Children
Resuscitated from Cardiac Arrest
Purpose: Early prediction of prognosis of children resuscitated from cardiac arrest is
a major challenge. We investigated the utility of electroencephalography (EEG) and
laboratory studies for predicting of neurologic outcome in children resuscitated from
cardiac arrest.
Methods: We retrospectively analyzed medical records of patients who were res
uscitated from cardiac arrest from 2006 to 2015 at the Gil Medical Center. Patients
aged one month to 18 years were included. EEG analysis included background
scoring, reactivity and seizure burden. EEG background was classified score 0
(normal/organized), score 1 (slow and disorganized), score 2 (discontinuous or burst
suppression), and score 3 (suppressed and featureless). Neurologic outcome was
evaluated by Pediatric Cerebral Performance Category (PCPC) at least 6 months after
cardiac arrest.
Results: Total 26 patients were evaluated. Nine patients showed good neurologic
outcome (PCPC 1, 2, 3) and 17 patients showed poor neurologic outcome (PCPC 4,
5, 6). Patients of poor neurologic outcome group showed EEG background score 3
in 88.2%, whereas 44.4% in patients of good neurologic outcome group (P =0.028).
Electrographic ictal discharges except 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 were pre
sented in 44.4% of good neurologic outcome group and 5.9% of poor neurologic
outcome group (P =0.034). Ammonia and lactate levels were higher and pH levels
were lower in poor outcome group than good neurologic outcome group.
Conclusion: Suppressed and featureless EEG background is associated with poor ne
urologic outcome and electrographic seizures are associated with good neurologic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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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외에서 병원 외 소아 심정지 발생률은 연간 10만명 당 2.6–19.7명1,2), 국내에서는
연간 10만명 당 3.9–4.5명으로3) 성인의 심정지 발생률보다 낮다4). 하지만 2010년 이후
국내 성인의 생존 퇴원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아의 생존 퇴원율은 뚜렷하게 증가
하지 않았다5). 심정지 후 회복된 소아 환자의 47–69%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혼수
상태로 남거나 사망하게 된다6,7). 따라서 심정지 후 회복된 소아 환자에서 향후 신경학
적 예후를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줄일 수 있고 의료자원 분배의 효율성
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심정지 후 회복된 혼수 상태의 소아 환자에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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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학교 의과대학 길병원에 방문한 1개월 이상, 18세 이하의 환자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발순환회복(Return of sponta

ROSC 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neous circulation, ROSC)이 된 후 24시간에 돌발파억제(burst-sup

resuscitation, CPR)은 소아전문소생술(Pediatric Advanced Life

pression) 등의 좋지 않은 뇌파 패턴을 보이는 것, 48시간에 대광 반

Support)11)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되었다. 뇌파는 ROSC된 후 활력

사(light reflex)가 없는 것, 72시간에 체성감각유발전위(somatosen

징후 안정 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시행하고자 하였다. 도착 시 사망한

sory evoked potential)가 없는 것이 불량한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환자, 뇌파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세 가지 모두 해당되면 특이도 100%, 민감도 50
%로 예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8).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초기 뇌파의 배경파(background)가 정상이거나 서파(slowing)
9)

2. 연구 방법
대상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나이, 성별, 심정

만 있으면 신경학적 예후가 좋다는 연구가 있었으며 , 초기 뇌 영상에

지 원인, 기저질환의 유무, 심정지 기간, 뇌파 검사 결과, 사용한 약물,

서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에 신경학적 예후가 좋지 않았다는 보고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였다. 뇌파는 국제 표준 10–20법에 따라 시

가 있었다10).

행하였으며 1명의 소아신경 전문의가 판독하였다. 뇌파는 배경파의 특

그러나 소아 심정지 환자에서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성인

징에 따라 0점(normal/organized), 1점(slow and disorganized), 2

에 비해 명확하지 않고 예후 예측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점(discontinuous or burst suppression), 3점(suppressed and fea

연구는 병원 외 심정지 후 ROSC된 신생아기 이후의 소아 환자에서

tureless)으로 분류하였다. Normal/organized background는 나이

초기 뇌파 분석이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하는데 유용한지 알아보고자

에 맞는 frequency의 posterior dominant rhythm을 나타내고 sym

하였다.

metric, continuous 한 경우, slow and disorganized background는
continuous generalized slowing을 보이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Dis
continuous는 attenuation이나 suppression이 뇌파 기록 중 10–49

대상 및 방법

% 차지하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억제(suppression)의 기준은 10 μV
미만으로 평가하였다12)(Fig. 1). 또한 자극에 대한 반응성(reactivity)

1. 대상

의 유무, 뇌파 상 경련(electrographic ictal discharges)의 유무를 조

2006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병원 외 심정지를 주소로 가천대

사하였다. 모든 환자는 30분간 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non-convul

Fig. 1. Electroencephalography (EEG) background was scored as follows: (A) Score 0: normal/organized
pattern (B) Score 1: slow and disorganized pattern (C) Score 2: discontinuous or burst suppression pattern
(D) Score 3: suppressed and featureless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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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ve status epilepticus인 경우 지속적 뇌파 검사(continuous EEG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뇌파 상 경련(electrographic ictal discharges)

monitoring)로 전환하였다.

의 경우 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를 제외하면 좋은 예후

신경학적 예후는 ROSC 후 최소한 6개월이 지난 이후 Pediatric

군에서 더 많았다(P=0.034) (Table 2).

Cerebral Performance Category (PCPC)13)에 따라 1점(정상), 2점
(경도 장애), 3점(중등도 장애), 4점(중증 장애), 5점(혼수), 6점(뇌사)
중 하나로 평가하였고, 대상 환자들을 좋은 신경학적 예후 군(PCPC

3. 혈액 검사와 신경학적 예후
병원 도착 후 처음 시행한 혈액 검사를 분석했을 때 pH는 좋은 예

1–3점)과 불량한 신경학적 예후 군(PCPC 4–6점)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
다(GAIRB2017-192).
3. 통계 분석
통계는 MedCalc Ver. 18.2.1 (MedCalc Software bvba, Ostend,
Belgiu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집단의 평균 비교는 정규분포
를 따르면 Student t-test,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하였다. 두 집단의 빈도는 chi-square test 또는 Fisher
exact test로 비교하였다. P 값은 0.05 미만 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과
1. 환자군 특성
총 166명의 1개월 이상, 18세 이하의 환자가 병원 외 심정지로 방문
하였고, 도착 시 사망 환자 109명, 뇌파를 촬영하지 않은 환자 31명이
제외되어 26명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PCPC 점수에 따라 좋은
신경학적 예후를 가진 환자는 9명(34.6%), 불량한 신경학적 예후를
가진 환자는 17명(65.4%)이였다. 좋은 예후 군의 중앙 연령은 각각
6.0세(interquartile ranges, IQR 0.2–13.5)였고, 불량한 예후 군의 중
앙 연령은 1.2세(IQR 0.1–18.0)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792). 두 군 모두 남자의 비율이 높았고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667). 심정지의 원인은 질식이 가장 많아서 좋은 예후 군
에서는 55.6%, 불량한 예후 군에서는 58.8%를 차지하였고 심정지 원
인은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P=0.386). 심정지의 시간도 두 군 간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Neurologic Outcomes
Characteristic

Good neurologic
outcome (n=9)
6.0 (0.2–13.5)
7 (79.8)

Poor neurologic
outcome (n=17)
1.2 (0.1–18.0)
11 (64.7)

P -value

Age (years)
0.792
Male sex (%)
0.667
Arrest etiology, n (%)
0.386
Asphyxia/Respiratory
5 (55.6)
10 (58.8)
Cardiac
1 (11.1)
2 (11.8)
Near drowning
0 (0)
1 (5.9)
Others
3 (33.3)
4 (23.5)
Arrest duration in min
5.5 (3–30)
23.5 (2–40)
0.148
ROSC to EEG onset, n (%)
0.498
<24 hr
3 (33.3)
3 (17.6)
Between 24 and ≤48
3 (33.3)
4 (23.5)
Between 48 and ≤72
1 (11.1)
4 (23.5)
>72hr
2 (22.2)
6 (35.2)
Hypothermia Tx, n (%)
4 (44.4)
5 (29.4)
0.667
Initial cardiac rhythm
0.389
PEA
2 (22.2)
1 (5.9)
V fib/ tachycardia
1 (11.1)
1 (5.9)
Asystole
6 (66.7)
12 (70.6)
Unknown
0 (0)
3 (17.6)
Preexisting conditions, n (%)
0.674
None
5 (55.6)
12 (70.6)
Epilepsy
1 (11.1)
0 (0)
Developmental delay
0 (0)
1 (5.9)
Cardiac problem
1 (11.1)
2 (11.8)
Other
2 (22.2)
2 (11.8)
Sedative medications, n (%)
6 (66.7)
9 (52.9)
0.342
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EEG, electroencephalography; PEA,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V fib, ventricular fibrillation.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48). 두 군 간 ROSC 후 뇌파
검사를 시행한 기간의 차이는 없었다(P=0.498). 저체온 치료는 9명에
서 시행되었다. 기저질환으로 뇌전증, 발달지연,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

Table 2. Electroencephalography (EEG) Findings and Neurologic Out
comes

들이 포함 되었으나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P=0.674). 뇌파 검사를
시행하는 동안 저체온 치료,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위해 midazolam,
fentanyl 등의 진정제나 vecuronium 등의 근이완제가 사용된 경우도
있었으며 좋은 예후군에서 6명, 불량한 예후군에서 9명이었다(Table
1).
2. 뇌파 소견과 신경학적 예후의 관계
뇌파 배경파는 불량한 예후 군에서 suppressed and featureless의
비율(88.2%)이 유의하게 높았다(P=0.028). 배경파가 양호한 score 0,
1의 경우 좋은 예후 군에서 환자 비율이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자극에 대한 반응성(reactivity)의 빈도도 두 군에서

EEG background score, n (%)
Score 0 (normal/organized)
Score 1 (slow & disorganized)
Score 2 (discontinuous or burst
suppression)
Score 3 (suppressed and featureless)
Reactive
Electrographic seizures, n (%)
None
Electrographic ictal discharges
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
EEG, electroencephalography.

Good neurologic
outcome (n=9)

Poor neurologic
outcome (n=17)

P -value

1 (11.1)
2 (22.2)
2 (22.2)

0 (0)
1 (5.9)
1 (5.9)

0.346
0.268
0.268

4 (44.4)
4 (44.4)

15 (88.2)
5 (29.4)

0.028
0.667

5 (55.6)
4 (44.4)
0 (0)

13 (76.5)
1 (5.9)
3 (17.6)

0.382
0.034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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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군의 7.13보다 불량한 예후 군에서 6.8로 유의하게 낮았고

이 많이 떨어진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되나 저체온 치료 및 인공 호흡

(P=0.006), 젖산(lactate) 수치는 불량한 예후 군에서 15.0 mmol/L로

기 치료 등 심정지 후 증후군의 치료 중 투여되는 진정제가 뇌파의 배

유의하게 높았다(P=0.006)(Table 3).

경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정제
를 사용한 빈도는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진정제가 뇌파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제어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opjian
등19)은 seizure가 좋은 신경학적 예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본 연

고찰

구에서도 electrographic ictal discharges가 있는 경우 non-convul
심정지 환자에서 뇌손상은 심정지 때 발생하는 저산소 허혈 뇌손

sive status epilepticus 가 아니라면 좋은 신경학적 예후와 관련이 있

상(hypoxic-ischemic brain injury)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에 의해

었다. 성인의 연구에서는 뇌파 상 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

소생되어 혈액 순환이 회복된 후에도 재관류(reperfusion)에 의해 손

가 나타나는 경우 불량한 신경학적 예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고20), 본

상을 입는다14,15). 이와 같은 기전으로 뇌 손상 이외에도 여러 장기의

연구에서도 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가 나타난 3명의 환

허혈 손상과 재관류에 의한 손상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를 심

자 모두 적극적인 항경련제 치료에도 발작 조절이 안되고 신경학적으

16)

정지 후 증후군(post-cardiac arrest syndrome)이라고 한다 . 특히

로 불량한 예후를 보였다.

병원 외 소아 심정지의 생존율은 3.3–15.8%로11) 생존율이 낮으며 생

심정지 후 혈액검사를 통한 예후 예측은 S-100, pH 등에서 많은

존하더라도 후유증이 남는 심정지 후 증후군이 다양한 정도로 나타

연구가 있지만, 암모니아와 심정지 후 예후 예측에 대한 연구는 거의

난다. 초기에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면 심정지 후 회복된 환

없었다. Yanagawa 등21)은 병원 외 심정지 성인 환자에서 고암모니아

자의 향후 치료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예후를 예측하고자 하는

혈증이 혈액 pH와 함께 불량한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심정지 원인 등 인구학적 요인

는 대사성 산증 혹은 호흡성 산증 상태가 적혈구로부터 암모니아 배

의 분석, 신경학적 진찰 소견, 뇌파, 뇌 CT 영상, 혈액검사 소견 등을 토

출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좋은 예후 군의 혈청 암모니

대로 예후를 예측하려는 연구들이 있었다. 비침습적 신경학적 진찰로

아의 중앙값은 83 μg/dL (68–268), 불량한 예후 군의 중앙값은 422

는 대광 반사의 소실, 통증 자극 시 운동 반사의 소실 등도 나쁜 예후

μg/dL (236–905)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예측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나 저체온 치료가 도입된 이후엔 적용이 어
17)

이는 Cho 등22)이 보고한 성인의 연구에서 좋은 예후 군의 혈청 암

려워졌다 . 이에 비해 뇌파는 저체온 상태가 검사결과에 거의 영향을

모니아 중앙값 93 μg/dL (59–143), 불량한 예후 군의 144 μg/dL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18), 혈액검사는 다른 검사 방법에 비해

(96–225)보다 두 군간 차이가 컸다. 소아에서 혈청 암모니아 수치의

응급실에 도착 시 간단하고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군간 차이가 크다면 고암모니아혈증은 소아에서 성인보다 더 좋은

소아 심정지 환자의 뇌파와 신경학적 예후에 관한 기존 국외 연구

예후 인자가 될 수 있겠다.

들에서는 뇌파의 배경파가 나쁜 것, 자극에 대한 반응성(reactivity)이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단일 기관에서 이루어진 후향적 연구로 병원

없는 것이 불량한 예후를 나타내고20), 배경파가 정상이거나 서파

외 소아 심정지의 발생률이 낮아 적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점이다.

(slowing)만 있으면 양호한 예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또한 뇌파를 시행한 시기가 환자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대상 환자수가

본 연구에서는 배경파가 가장 나쁜 3점(suppressed and featureless)

적어 뇌파 시행 시기별 예후 관련 분석은 제한점이 있었다. 저체온 치

의 경우 좋은 예후군에 비해 불량한 예후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

료를 시행한 환자와 시행하지 않은 환자가 포함되어 이것도 뇌파 시행

며 많이 나타났으나 배경파가 좋은 0점(normal/organized), 1점

시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ROSC된 후 뇌기능은 시간이 지나

(slow and disorganized)에서는 두 군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즉

면서 회복되는 변화가 다양하므로 추후에는 ROSC된 후 뇌파검사를

배경파가 suppressed and featureless 패턴을 보이는 안 좋은 경우는

하는 시기를 일정하게 정해서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불량한 예후를 예측할 수 있으나 배경파가 0점이나 1점으로 좋은 경

론적으로 병원 외 심정지 후 회복된 소아 환자에서 배경파가 sup

우는 꼭 좋은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배

pressed and featureless 패턴을 보이는 경우 불량한 예후를 예측할

경파가 suppressed and featureless인 것은 뇌손상이 심하고 뇌기능

수 있으며 electrographic ictal discharges 가 있는 경우 non-con
vulsive status epilepticus가 아니라면 좋은 신경학적 예후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심한 산혈증, 젖산혈증 및 고암모니아혈증

Table 3. Laboratory Findings and Neurologic Outcomes
Good neurologic outcome
Poor neurologic outcome
(n=9)
(n=17)
S-100 (μg/L)
1.01 (0.65–1.87)
1.26 (0.52–2.46)
AST (U/L)
81 (39–1158)
177 (19–2,258)
ALT (U/L)
36 (18–259)
49 (15–1950)
pH
7.13 (6.95–7.44)
6.8 (6.8–7.47)
Lactate (mmol/L)
4.4 (3.5–13.6)
15.0 (11.8–15.0)
Ammonia (μg/dL)
83 (68–268)
422 (236–905)
AST, aspartate transaminase; ALT, alanine transaminase.

도 불량한 신경학적 예후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병원 외 소아 심
P -value
0.19
0.08
0.13
0.006
0.006
0.003

정지 환자의 숫자가 적어서 대규모 연구가 거의 없지만 향후 좀 더 많
은 환자를 대상으로 신경학적 예후 예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요약
목적: 병원 외 심정지 후 회복된 혼수 상태의 소아 환자에서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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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예후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본 연구는 병원 외 심정지 후 자
발순환회복 된 소아 환자에서 뇌파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신경학적 예
후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방법: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병원 외 심정지로 가천대학교 의과
대학 길병원에 방문한 1개월 이상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뇌파 분석은 배경파 점수화(background scoring), 자극에 대
한 반응성(reactivity)의 유무 및 뇌파 상 경련(electrographic sei
zures)의 유무를 포함하였다. 배경파는 0점(nomal/organized), 1점
(slow and disorganized), 2점(discontinuous or burst suppression),
3점(suppressed and featureless)으로 분류하였다. 신경학적 예후는
심정지 발생 후 최소 6개월 후에 PCPC에 따라 분류하였다.
결과: 좋은 신경학적 예후군(PCPC 1–3점) 9명과 불량한 신경학적
예후군(PCPC 4–6점) 17명으로 총 26명의 환자를 분석하였다. 불량
한 예후군 환자의 88.2%, 좋은 예후군 환자의 44.4%에서 suppressed
and featureless 소견을 보여 두 군간의 차이가 있었다(P=0.028).
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를 제외한 electrographic ictal
discharges는 좋은 예후군의 44.4%, 불량한 예후군의 5.9%에서 보여
두 군간의 차이가 있었다(P=0.034). 불량한 예후군에서 산혈증, 젖산
혈증, 고암모니아혈증이 좋은 예후군에 비해 의미있게 증가되어 있었
다.
결론: 병원 외 심정지 후 회복된 소아 환자에서 뇌파 배경파가 sup
pressed and featureless 패턴을 보이는 경우 불량한 예후와 관련이
있고 electrographic ictal discharges 가 있는 경우 좋은 신경학적 예
후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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