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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3%에 불과하며, 심정지 후 생존한 환자의

2/3 이상이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의 후유증을 겪는다.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에서 고체온이

불량한 예후와 연관이 있고,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이 심실세동 또

는 무맥성 심실빈맥으로 CPR 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에서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치료적 저체온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있지만, 병원 내 심정지(In-

hospital cardiac arrest [IHCA]) 환자의 치료적 저체온요법에 대한 연구는 효

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PR 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에서 체온과

생존율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 내 CPR 후 자발순

환 회복되어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체온에 따라 정상 체온군, 저

체온군, 고체온군, 저체온군과 고체온 둘 다 해당하는 군으로 나누어 생존율을

비교 분석하고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CPR 후 체온 조절에 대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후향적 조사연구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일

반 병동에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환자로 병원 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

거나 또는 심정지 발생이 목격되어 CPR을 시행 받은 자 중 자발순환 회복되어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3일 이상 생존한 환자 2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CPR 결과를 분석하고, 심정지 후 자발순환 회복되어 3일 이내 최고 체온, 최저

체온을 기준으로 정상 체온군(36.0-37.9℃), 저체온군(최저 체온 36.0℃ 미만이

며 최고 체온 36.0-37.9℃), 고체온군(최저 체온 36.0-37.9℃이며 최고 체온

38.0℃ 이상), 저체온과 고체온 둘 다 해당하는 군(최저 체온 36.0℃ 미만이며

최고 체온 38.0℃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4.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대상자의 연령의 중앙값은 67세(interquartile range [IQR]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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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남자가 171명(63.3%), 퇴원 생존율은 166명(61.5%)으로 나타났다.

2. 체온군에 따라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정상 체온군의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

다. 28일 생존한 환자는 총 184명(68.1%)으로 정상 체온군, 저체온군, 고체

온군, 저체온과 고체온 둘 다 해당하는 군에서 각각 69명(80.2%), 52명

(58.4%), 40명(70.2%), 23명(60.5%)으로 정상 체온군의 생존한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13). 1년 생존한 환자는 95명(35.2%)으로 정상 체온군, 

저체온군, 고체온군, 저체온과 고체온 둘 다 해당하는 군에서 각각 40명

(46.5%), 24명(27.0%), 20명(35.1%), 11명(28.9%)으로 정상 체온군의 생존

한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44). 생존하여 퇴원한 환자는 166명

(61.5%)으로 정상 체온군, 저체온군, 고체온군, 저체온과 고체온 둘 다 해

당하는 군에서 각각 64명(74.4%), 44명(49.4%), 37명(67.9%), 21명(55.3%)

으로 정상 체온군의 생존한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6).

3. 정상 체온군과 저체온군의 심폐소생술 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28일 생존

한 환자는 각각 69명(80.2%), 52명(58.4%)이었고(p=.002), 1년 생존한 환자

는 각각 40명(46.5%), 24명(27.0%)이었으며(p=.007), 생존하여 퇴원한 환자

는 64명(74.4%), 44명(49.4%)으로 정상 체온군에서 생존한 환자가 많게 나

타났다(p=.001). 

4. 저체온군 중에서 치료적 저체온 유지군과 대조군의 심폐소생술 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28일 생존한 환자는 각각 9명(39.1%), 43명(65.2%)이었고

(p=.029), 1년 생존한 환자는 2명(8.7%), 22명(33.3%)(p=.022), 생존하여

퇴원한 환자는 각각 6명(26.1%), 38명(57.6%)으로 치료적 저체온 유지군의

생존한 환자가 적게 나타났다(p=.009).

5. 심장성 원인군과 비심장성 원인군의 CPR 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28일 생

존한 환자는 각각 68명(73.1%), 116명(65.5%)으로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

고(p=.204), 1년 생존한 환자는 각각 44명(47.3%), 51명(28.8%)이었고

(p=.002), 생존하여 퇴원한 환자는 65명(69.9%), 101명(57.1%)으로 심장성

원인군에서 생존한 환자가 많게 나타났다(p=.040).

6. CPR 후 생존율은 중환자실 입실 당일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OFA) 점수가 1점 증가 시 0.80배(95% confidence interval [CI] 0.73-

0.87),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 초기 리듬이 무수축인 경우 0.40배(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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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0.94), CPR 지속시간이 1분 증가 시 0.96배(95% CI 0.93-0.99)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PR 중 제세동을 시행한 경우에는 2.72배(95% Cl 

1.22-6.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병원 내 CPR 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에서 정상 체

온군의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CPR 후 생존율은 중환자실 입실 당일 환자의

중증도가 낮을수록, CPR 지속시간이 짧을수록, CPR 중 제세동을 시행한 경우에

생존율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CPR 후 체온 조절보다는 효율적인 CPR 수행

이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내에서 CPR 후 체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IHCA 환자를 대

상으로 체온에 대해 이루어질 추후 연구에서 의미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요어(Key words): 병원 내 심정지, 체온,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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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심정지(cardiac arrest)는 심장의 기계적인 활동이 없는 상태로 심장으로부터

혈액의 공급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말하며 갑작스런 순환정지로 인하여 예측

하지 않은 사망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증후군이다(Cummins et al., 1997). 심폐

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은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심장

박동을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구조호흡과

가슴압박을 제공하는 기본소생술과 제세동, 약물투여, 심정지 후 통합치료를 제

공하는 전문소생술로 구성된다(Hwang, 2013). 심폐소생술 지침을 표준화하기 위

하여 1993년 유럽과 미국을 주축으로 국제심폐소생술 위원회(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 [ILCOR])가 구성되어 5년마다 국제 심폐소

생술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3%에 불과하며, 심정지 후 생존한 환자의

2/3 이상이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의 후유증을 겪는다(Hwang, 2013). CPR 후 자

발순환 회복과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다(Eo et 

al., 2002; Kim, Chung, Moon, & Byun, 2007; No et al., 2005). Eo 등(2002)은

병원 내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성인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자발순환 회복

과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CPR 지속시간이 짧을수록, 즉각

적인 심정지의 원인이 호흡성 원인인 경우, 초기 리듬이 심실세동 또는 무맥성

심실빈맥인 군에서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Kim 등(2007)은 병원 내

성인 환자의 심정지 후 자발순환 회복율은 30.9%였으며, 생존 퇴원율은 11.0%로

보고하였고 CPR 후 자발순환 회복 여부와 생존 퇴원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로 CPR 지속시간이 짧을수록, 환자의 중증도가 낮을수록, 심정지를 일으킨 직접

적인 원인이 심장 질환과 호흡기 질환일 경우 소생 성공률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No 등(2005)은 응급실에서 CPR 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예후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망환자와 생존하여 퇴원한 환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중환자실 입실 시

중증도가 생존군에서 낮음을 보고하였다.

2010년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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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심정지 확인과 신고, 신속한 CPR 시작, 심실세동에 대한 신속한 제세동, 

효과적인 전문소생술을 포함하는 4가지 생존의 고리에 심정지 후 통합치료

(integrated post- cardiac arrest care)를 추가하였다(Hwang, 2013). 심정지

후 통합치료에 포함하는 치료적 저체온요법은 심정지 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

에서 신경학적 예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치료이다(Kim, 2010).

2015년 심폐소생술 지침에서 초기 리듬에 상관없이 자발순환 회복된 심정지 환

자 중 구두지시에 의미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에게 치료적 저체온요법

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2015). 

여러 선행연구에서 심정지 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를 대상으로 체온이 신경

학적 예후와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hn, Lee, Eo, & Jung, 

2003; Gebhardt, Guyette, Doshi, Callaway, & Rittenberger, 2013; Suffoletto, 

Peberdy, Hoek, & Callaway, 2009). Ahn 등(2003)은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

한 심정지 환자 중 자발순환 회복되어 72시간 이상 생존한 환자를 대상으로 신

경학적 결과가 좋은 군과 나쁜 군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결과 신경학적 결과

가 나쁜 군에서 고체온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Gebhardt 등(2013)은 CPR 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에서 48시간 체온을 조사하여 최고 체온이 38℃ 이상을 고

체온으로 정의하고 고체온과 생존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고체온이 불량한 예후

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Suffoletto 등(2009)은 CPR 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에서 자발순환 회복 이후 24시간 이내의 최고 체온, 최저 체온을 기준으로

정상 체온군(36.0-37.9℃), 저체온군(최저 체온 36.0℃ 미만이며 최고 체온

36.0-37.9℃), 고체온군(최저 체온 36.0-37.9℃이며 최고 체온 38.0℃ 이상), 

저체온과 고체온 둘 다 해당하는 군(최저 체온 36.0℃ 미만이며 최고 체온 38.0℃ 

이상)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결과 고체온군이 불량한 예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2015년 심폐소생술 지침에서 CPR 후 자발순환 회복된 성인 혼수환

자에서 열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2015).

치료적 저체온요법이 심정지 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에서 신경학적 예후와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의 연구로 The 

hypothermia after cardiac arrest study group (2002)는 병원 밖에서 심실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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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무맥성 심실빈맥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 중 자발순환 회복된 후에도 의

식수준이 혼수상태인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적 저체온요법이 생존율과 신경학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목표체온 32-34℃로 12-24시간 동안

유지한 치료적 저체온요법을 시행한 군이 대조군보다 사망율과 뇌손상 발생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Nichol 등(2013)은 병원 내 심정지(In-hospital 

cardiac arrest [IHCA]) 후 자발순환 회복된 후에도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환자

를 대상으로 치료적 저체온요법(목표체온 32-34℃)을 시행한 결과 생존율과 신

경학적 예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Nielsen 등(2013)은 치료적 저

체온요법의 온도를 32-34℃와 36℃의 목표온도로 비교한 결과 두 군간의 생존율

과 신경학적 예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특정 심정지 환자

군에서 경도(32-34℃) 또는 초경도(36℃)로 유지한 치료적 저체온요법이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이를 설명해 줄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CPR 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에서 고체온이 불량한 예후와 연관이 있다는 보

고들이 있다(Gebhardt et al., 2013; Suffoletto et al., 2009).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이 심실세동 또는 무맥성 심실빈맥으로 CPR 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에서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치료적 저체온요법이 효과가 있다

는 연구는 있지만(The hypothermia after cardiac arrest study group, 2002), 

IHCA 환자의 치료적 저체온요법에 대한 연구는 효과가 없었다(Nichol et al., 

2013). 따라서 CPR 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에서 체온과 생존율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 내 CPR 후 자발순환 회복되어 중환자실

에 입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체온에 따라 정상 체온군, 저체온군, 고체온군, 저

체온과 고체온 둘 다 해당하는 군으로 나누어 생존율을 비교 분석하고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CPR 후 체온 조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IHCA 후 CPR을 시행하고 자발순환 회복되어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

자를 대상으로, 체온에 따라 정상 체온군, 저체온군, 고체온군, 저체온과 고체

온 둘 다 해당하는 군으로 나누어 생존율을 비교 분석하고 생존율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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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CPR 후 체온 조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CPR 후 자발순환 회복되어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정상 체온군, 저체온

군, 고체온군, 저체온과 고체온 둘 다 해당하는 군으로 나누어 일반적 특성

과 심정지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2) 정상 체온군과 저체온군의 심정지 특성과 생존율을 비교 분석한다.

3) 저체온군 중에서 치료적 저체온 유지군과 대조군의 심정지 특성과 생존율을

비교 분석한다.

4) 심정지 원인에서 심장성 원인군과 비심장성 원인군의 심정지 특성과 생존율

을 비교 분석한다.

5) CPR 후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자발순환 회복

Utstein Style에 따라 CPR을 중지하였는데도 경동맥 등의 큰 혈관에서 맥박이

20분이상 촉지된 경우이다(Cummins et al., 1997). 

2) 체온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상 체온과 열의 정의는 2008년 미국중환자의학회와

미국감염병학회가 공동 제창한 지침에 따른다. 이에 의하면, 정상 체온은 37.0◦

C로 정의되며, 0.5-1.0℃수준의 변동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O’Grady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정상 체온을 36.0–37.9℃, 고체온을 38.0℃ 이상,

저체온을 36.0℃ 미만인 경우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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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심폐소생술 후 생존율

병원 내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성인 심정지 환자의 24시간 생존율은 23.7%, 

생존 퇴원율과 1년 생존율은 모두 6.4%였다. 초기 리듬이 심실세동 또는 무맥성

심실빈맥인 군에서 24시간 생존율, 생존 퇴원율 및 1년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PR 후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CPR 지속시간과

즉각적인 심정지의 원인이 자발순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PR 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에서 CPR 지속시간이 짧았으며, 즉각적인 심정지의

원인으로는 Utstein Style에서 제시한 심장허혈 및 심근경색증, 치명적인 부정

맥, 호흡 저하, 저혈압, 대사성, 기타, 미상을 바탕으로 심장허혈 및 심근경색

증과 치명적인 부정맥을 통합하여 심장성 원인으로 변경하고 외상성 원인을 추

가하여 분석한 결과, 호흡성 원인인 경우 다른 원인들에 비해 24시간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Eo et al., 2002).

병원 내 성인 환자의 심정지 후 자발순환 회복율은 30.9%였으며, 생존 퇴원율

은 11.0%였다. CPR 후 자발순환 회복 여부와 생존 퇴원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CPR 지속시간이 짧을수록, 심정지 전의 환자의 중증도가 낮을수록, 심정

지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심장 질환과 호흡기 질환일 경우 소생 성공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Kim et al., 2007). 심실세동 또는 무맥성 심실빈맥 부정맥

으로 IHCA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제세동(심정지 2분이내 제세동을 시행)을 시행

한 경우 자발순환 회복율 및 생존 퇴원율이 높았다(Spearpoint, Mclean, & 

Zideman, 2000). 응급실에서 CPR 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예후에 대한 연

구에서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가 37명이었고, 생존 퇴원한 환자는 14명으로 퇴

원 생존율은 38%로 나타났다. 이 연구 기간 중 응급실에서 CPR을 시행한 환자는

103명이었고, 생존 퇴원한 환자는 14명으로 생존 퇴원율이 14%로 나타났다. CPR

후 중환자실 입실 시 중증도(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score [APACHE score])가 생존군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No et al., 2005).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심정지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제고, 일반인에

대한 CPR 교육 확대, 자동제세동기의 광범위한 보급을 포함한 정책적 접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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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전반과 저체온치료를 포함한 심정지 후 통합치료에 대한 의료인의 높은 관

심이 필요하다(Hwang, 2013). 

2. 심폐소생술 후 체온

2010년 심폐소생술 지침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4가지 생존의 고리에 하나를 추

가 하였고 그것이 통합된 심정지 후 치료(integrated post- cardiac arrest 

care)이다(Kim, 2010). 심정지 후 통합치료에는 심정지로부터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에서 발생하는 신경학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도 확보 및 호흡 유지,

혈역학적 안정화, 심정지 원인 조사 및 치료,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 대한 중재, 

체온조절, 혈당조절, 발작 조절 등을 포함한다. 심정지 후 통합 치료에는 생존

과 신경학적 회복을 위한 체온 조절이 포함되며 심정지 발생 후 자발순환 회복

된 성인 혼수 환자에서 치료적 저체온요법 여부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열을 치

료할 것을 제안한다. 초기 리듬에 상관없이 자발순환 회복된 심정지 환자 중 구

두 지시에 의미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치료적 저체온요법을 시

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2015).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심정지 환자 중에서 자발순환 회복되어 72시간

이상 생존한 환자 41명을 대상으로 고체온이 신경학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CPR 후 신경학적 결과가 나쁜

군에서 체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hn, et al., 2003). 355개 미국과 캐나다

병원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중에서 자발순환 회복되어 24시간 이상 생존한 환

자 3,426명을 대상으로 체온 변화에 따른 생존율과 신경학적 예후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고체온군이 퇴원 생존율이 낮았으며, 생

존하여 퇴원한 군에서 고체온군이 불량한 신경학적 예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ffoletto et al., 2009).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이 심실세동 또는 무맥성 심실빈맥이면서

CPR 후 자발순환 회복에도 불구하고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목표체온을 32-34℃로 12-24시간 동안 유지한 치료적 저체온 유지

군과 열이 나면 해열요법을 적용한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치료한 경우, 치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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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 유지군이 대조군보다 사망률과 뇌손상 발생률이 낮았다. 이에 근거하여,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이 심실세동 또는 무맥성 심실빈맥으로 CPR

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에서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치료적 저체온요법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The hypothermia after cardiac arrest study group, 2002). 

IHCA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무작위 대조 연구는 없지만,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

서 생존율과 신경학적 예후를 비교한 결과, 32-34℃ 의 치료적 저체온 유지군과

체온조절을 하지 않은 경우에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에서

치료적 저체온요법을 시행 받은 대상자가 2.6%로 나타났다(Nichol et al., 

2013). 

32-34℃와 36℃의 목표온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목격되지 않은 무수축을 제외

한 모든 리듬의 심장성 원인의 병원 밖 심정지 환자 9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3℃의 치료적 저체온 유지군과 36℃의 치료적 저체온 유지군을 비교 분석한 결

과 6개월 생존율과 나쁜 신경학적 예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치료

적 저체온요법의 설정 온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Nielse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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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상급 종합병원 일반 병동에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로, 병원 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거나 또는 심정지 발생이 목격되어

CPR을 시행 받은 자 중 자발순환 회복되어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체온과 생존율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반 병동에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환자로, 병원 내에

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거나 또는 심정지 발생이 목격되어 CPR을 시행 받은 자

중 자발순환 회복되어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3일 이상 생존한 환자이다.

연구 대상 제외 기준은 1) 심정지 관련 기록 부재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어

려운 경우, 2) 체외막 산소화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를 적용한 경우이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CPR을 시행 받은 일반 병동의 심정

지 환자는 총 726명이었고, 이 중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는 518명이었다. 중환자

실에 입실한 환자는 431명이었고, 3일 생존하지 못한 120명과 기록부재로 객관

적인 자료 수집이 어려운 환자 24명, ECMO를 적용한 환자 17명을 제외하여, 총

270명의 환자가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심정지 후 자발순환 회복되어 3일 이내

최고 체온, 최저 체온을 기준으로 정상 체온군(36.0-37.9℃), 저체온군(최저 체

온 36.0℃ 미만이며 최고 체온 36.0-37.9℃), 고체온군(최저 체온 36.0-37.9℃

이며 최고 체온 38.0℃ 이상), 저체온과 고체온 둘 다 해당하는 군(최저 체온

36.0℃ 미만이며 최고 체온 38.0℃ 이상)으로 분류하였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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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chart for the selection of subjects.

ROSC= Restoration of spontaneous circulation; ICU= Intensive care unit;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Normothermic 

86 patients 

Hypothermic  

89 patients

Hyperthermic  

57 patients

Hypo-hyperthermic 

38 patients

Total Cardiac Arrests at ward

726 patients (age≥18yr)

Index Cardiac Arrests

270 patients

- 456 patients excluded

1. Not ROSC: 208 patients

2. Not ICU admission: 

87 patients

3. Patients died within 3 days: 

120 patients

4. Insufficient data for arrest: 

24 patients

5. ECMO apply: 17 patients

Induced hypothermia 

23 patients 

No induced hypothermia  

66 patients 



- 10 -

3. 연구 도구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과 ‘In-hospital Utstein style’

을 근거로 만들어진 원내 심폐소생술 보고서를 토대로 증례기록서를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부록 1). 자발순환 회복된 후 3일 이내의 최고 체온과 최저

체온을 정리하여 체온군을 분류하였다.

1) 병원 내 심정지 특성은 ‘In-hospital Utstein style’을 바탕으로, 일반적

특성으로 입원일, 퇴원일, 발생일, 나이, 성별, 진단명, 발생장소, 진료과

등을 조사하였다.

2) 심정지 특성으로 심정지 시 목격유무, 심전도 또는 산소 포화도 모니터 유

무, 발견당시 상태로는 정맥로 확보, 동정맥도자 여부, 심박조율, 산소요법,

기도삽관, 인공환기 등 처치 상태를 조사하였고 허탈목격시간, CPR 방송시

간, 의료진 도착시간, CPR 시작시간, 심전도 부착시간, 초기 부정맥, 최초

제세동 시간, 최초 에피네프린 투약시간, 기도삽관시간, CPR 종료시간, 소

생술 지속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3) 심정지 결과로는 자발순환 회복, Do not resuscitate (DNR), 소생가능성 희

박, 사망 여부를 조사하였고 CPR 이후 중환자실 입실 및 3일 생존, 28일 생

존, 1년 생존, 병원 퇴원 생존을 포함하였다.

4) 중환자실 입실 후 특성으로 3일 이내의 최고 체온과 최저 체온, 저체온요법

적용유무를 조사하고 중환자실 입실 당일, 입실 후 3일 시점의 Glasgow 

coma scale (GCS) 점수와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OFA) 점

수, 유산(lactate) 값을 조사하였다.

5) 동반질환으로 고형암, 혈액암, 부정맥,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울혈성 심

부전, 만성 폐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신장질환, 뇌혈관 질환의 유무를 조

사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대상병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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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인(승인번호: 2018-0281)를 받고

해당 진료과의 동의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의무기록을 검토

하고 작성된 증례보고서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연구 자료와 증례보고서는 획득 즉시 암호화하여 개인 저

장장치에 저장하여 정보 유출을 방지하였고, 연구자료 파일은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접근 하도록 하여 연구자 이외의 접근을 통제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

여 통계 처리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병동에서 CPR 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체온을 기준으로 정상 체온군, 

저체온군, 고체온군, 저체온과 고체온 둘 다 해당하는 군으로 나누어 일반

적 특성과 심정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범주형 변수는 실수와 백분율로 나

타내고 X2-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연속성

변수는 중앙값과 사분위수로 나타내고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하고

Bonferroni’s method 사후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정상 체온군과 저체온군 간의 비교, 저체온군 중에서 치료적 저체온 유지군

과 대조군 간의 비교와 심정지 원인에서 심장성 원인군과 비심장성 원인군

간의 일반적 특성과 심정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연속성 변수는 중앙값과

사분위수로 나타내고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범주형 변

수는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내고 X2-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3) CPR 후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과 다변량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odds ratios (OR) 와 95% 신뢰구

간으로 제시하였다. 

4) 모든 유의수준(p-value)은 양측검정으로 판정하였으며, 검정을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p <.05 에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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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심정지 특성

CPR 후 자발순환 회복되어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3일간 생존한 환자는 270명이

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심정지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의 중앙값은 67세(interquartile range [IQR]

54.8-74.0)이고, 남성이 171명(63.3%)으로 나타났다. 심정지 후 자발순환 회복

되어 3일 이내 최고 체온과 최저 체온에 따라 네 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네

군 간에는 성별과 나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저 질환에서는 대부분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만성 폐질환이 정상 체온군에서 높게 나타났고(p=.014)

만성 신장질환은 저체온군에서 높게 나타났다(p=.005).

심정지 특성으로 심정지 발생시 초기 리듬은 무맥성 전기활동이 121명(44.8%)

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네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764). 최고 체

온의 중앙값은 37.6℃(IQR 37.1-38.2), 최저 체온의 중앙값은 36.0℃(IQR 35.4-

36.1)로 나타났다. 심정지가 목격된 경우가 224명(83.0%)로 정상 체온군, 저체

온군, 고체온군, 저체온군과 고체온 둘 다 해당하는 군에서 각각 75명(87.2%), 

69명(77.5%), 52명(91.2%), 28명(73.7%)로 고체온군에서 많이 나타났다(p=.045).

중환자실 입실 당일 SOFA 점수와 3일 시점의 SOFA 점수는 다른 체온군에 비해

정상 체온군이 낮게 나타났으며(p<.001), 중환자실 입실 당일 GCS 점수와 3일

시점의 GCS 점수는 다른 체온군에 비해 정상 체온군이 높게 나타났다(p<.001).

중환자실 입실 당일 유산 값은 네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환자실

입실 후 3일 시점의 유산 값은 저체온군에서 1.5mmol/L(IQR 1.0-2.2), 정상 체

온군에서 1.0mmol/L(IQR 0.7-1.7)로 저체온군에서 높게 나타났다(p=.002).

28일 생존한 환자는 총 184명(68.1%)로 정상 체온군, 저체온군, 고체온군, 저

체온과 고체온 둘 다 해당하는 군에서 각각 69명(80.2%), 52명(58.4%), 40명

(70.2%), 23명(60.5%)으로 정상 체온군에서 생존한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p=.013). 1년 생존한 환자는 95명(35.2%)로 정상 체온군, 저체온군, 고체온

군, 저체온과 고체온 둘 다 해당하는 군에서 각각 40명(46.5%), 24명(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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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35.1%), 11명(28.9%)으로 정상 체온군에서 생존한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p=.044). 생존하여 퇴원한 환자는 166명(61.5%)로 정상 체온군, 저체온

군, 고체온군, 저체온과 고체온 둘 다 해당하는 군에서 각각 64명(74.4%), 44명

(49.4%), 37명(67.9%), 21명(55.3%)으로 정상 체온군에서 생존한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6).



- 14 -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an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Variables by Temperature Categories                   (N=270)                  

Variables
Total

Normothermiaa

(n=86)

Hypothermiab

(n=89)

Hyperthermiac

(n=57)

Hypo-and 

hyperthermiad (n=38) p

n (%) or M (IQR)

Age (yr) 67.0 (54.8-74.0) 65.0 (50.0-75.3) 67.0 (57-74.5) 68.0 (56.5-74.0) 63.5 (52.3-73.0) .333

Male 171 (63.3) 50 (58.1) 63 (70.8) 36 (63.2) 22 (57.9) .306

Comorbidity

Solid cancer 85 (31.5) 30 (34.9) 29 (32.6) 13 (22.8) 13 (34.2) .452

Hematologic malignancy 32 (11.9) 6 (7.0) 9 (10.1) 10 (17.5) 7 (18.4) .136

Arrhythmia 55 (20.4) 23 (26.7) 17 (19.1) 10 (17.5) 5 (13.2) .291

Diabetes mellitus 112 (41.5) 32 (37.2) 38 (42.7) 25 (43.9) 17 (44.7) .801

Hypertension 120 (44.4) 36 (41.9) 46 (51.7) 22 (38.6) 16 (42.1) .392

Myocardial infarction 39 (14.4) 13 (15.1) 13 (14.6) 5 (8.8) 8 (21.1) .414

Congestive heart failure 57 (21.1) 22 (25.6) 18 (20.2) 14 (24.6) 3 (7.9) .141

Cerebrovascular disease 18 (6.7) 5 (5.8) 3 (3.4) 7 (12.3) 3 (7.9) .196

Chronic lung disease 27 (10.0) 16 (18.6) 5 (5.6) 3 (5.3) 3 (7.9) .014

Chronic liver disease 13 (4.8) 2 (2.3) 8 (9.0) 1 (1.8) 2 (5.3) .154

Chronic renal disease 62 (23.0) 9 (10.5) 28 (31.5) 17 (29.8) 8 (21.1) .005

First documented rhythm

Shockable rhythm 46 (17.0) 21 (24.4) 13 (14.6) 10 (17.5) 2 (5.3) .060

PEA 121 (44.8) 35 (40.7) 40 (44.9) 27 (47.4) 19 (50.0) .764

Asystole 39 (14.4) 8 (9.3) 15 (16.9) 7 (12.3) 9 (23.7) .165

Others 64 (23.7) 22 (25.6) 21 (23.6) 13 (22.8) 8 (21.1) .952

Arrest witnessed 224 (83.0) 75 (87.2) 69 (77.5) 52 (91.2) 28 (73.7) .045

Defibrillation 63 (23.3) 24 (27.9) 19 (21.3) 16 (28.1) 4 (10.5) .145

Epinephrine doses (mg) 2.0 (1.0-3.0) 1.0 (1.0-3.0) 2.0 (1.0-4.0) 2.0 (1.0-3.0) 2.0 (1.0-4.5) .195

Duration of CPR (min) 6.0 (3.0-11.0) 5.0 (2.8-8.0) 7.0 (3.0-13.0) 6.0 (4.0-10) 9.0 (4.0-13.3) .054

Induced hypothermia 33 (12.2) 0 (0.0) 23 (25.8) 1 (1.8) 9 (23.7)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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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Variables
Total

Normothermiaa

(n=86)

Hypothermiab

(n=89)

Hyperthermiac

(n=57)

Hypo-and 

hyperthermiad (n=38) p

n (%) or M (IQR)

Cardiac cause of arrest 93 (34.4) 34 (39.5) 32 (36.0) 20 (35.1) 7 (18.4) .144

T max (℃) 37.6 (37.1-38.2) 37.3 (37.0-37.7) 37.1 (36.8-37.5) 38.4 (38.2-38.9) 38.5 (38.2-39.9) <.001*  

a,b<c,d

T min (℃) 36.0 (35.4-36.1) 36.1 (36.0-36.2) 35.3 (34.4-35.8) 36.2 (36.0-36.3) 35.3 (34.5-35.6) <.001*  

b,d <a,c

Day 1_ S0FA score 11.0 (7.0-13.0) 8.0 (6.0-11.0) 13.0 (10.0-15.0) 11.0 (7.0-13.0) 11.0 (9.0-13.3) <.001*  

a<b,c,d, 

Day 3_ SOFA score 9.0 (6.0-12.0) 6.0 (2.0-9.0) 11.0 (8.0-14.0) 9.0 (7.0-11.5) 10.5 (8.0-13.3) <.001*  

a<b,c,d

Day 1_ GCS 6.0 (3.0-10.0) 10.0 (6.0-11.0) 3.0 (3.0-8.0) 7.0 (3.0-7.0) 3.0 (3.0-6.0) <.001*  

b,d<c<a

Day 3_ GCS 10.0 (6.0-11.0) 11.0 (10.0-15.0) 9.0 (3.0-11.0) 10.0 (6.0-11.0) 7.0 (3.0-10.0) <.001*  

b,c,d<a

Day 1_ Lactate (mmol/L) 3.5 (1.8-6.9) 3.1 (1.7-6.3) 4.0 (2.0-7.0) 2.9 (1.6-6.1) 5.3 (2.2-9.0) .059

Day 3_ Lactate (mmol/L) 1.3 (0.9-1.8) 1.0 (0.7-1.7) 1.5 (1.0-2.2) 1.3 (1.0-1.7) 1.3 (1.0-2.6) .002*

a<b 

28 days survivor 184 (68.1) 69 (80.2) 52 (58.4) 40 (70.2) 23 (60.5) .013

1 year survivor 95 (35.2) 40 (46.5) 24 (27.0) 20 (35.1) 11 (28.9) .044

Survival to discharge 166 (61.5) 64 (74.4) 44 (49.4) 37 (67.9) 21 (55.3) .006

M=Median; IQR=Interquartile range; PEA=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max=Maximum body temperature; Tmin=Minimum 

body temperature; SOFA score=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core; GCS=Glasgow coma scale.
*multiple comparison adjusted significance level α <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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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 체온군과 저체온군 간의 특성 분석

정상 체온군과 저체온군 간의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정상 체온군과 저체온군의 기본적인 특성을 비교해보면, 연령의 중앙값은 각각

65세(IQR 50-75.3), 67세(IQR 57-74.5)로 두 군 간 차이가 없었고(p=.218), 남

성의 비율도 두 군 간의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58.1% vs 70.8%, 

p=.080). 기저 질환의 대부분은 두 군 간 차이가 없었으나 정상 체온군에서 만

성 폐질환이 많았고(18.6% vs 5.6%, p=.008), 만성 신장질환이 적게 나타났다

(10.5% vs 31.5%, p=.001). 심정지 발생시 심정지가 목격된 대상자는 정상 체온

군과 저체온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87.2% vs 77.5%, p=.094), CPR 중 시

행된 기관 내 삽관도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32.6% vs 40.4%, p=.279).

CPR 지속시간의 중앙값은 6.0분(IQR 3.0-11.0)이었고, 두 군의 CPR 지속시간

의 중앙값은 정상 체온군과 저체온군에서 각각 5.0분(IQR 2.6-8.0), 7.0분(IQR 

3.0-13.0)으로 정상 체온군이 저체온군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p=.031). 

중환자실 입실 당일, 입실 후 3일 시점의 SOFA 점수, GCS 점수와 유산 값에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정상 체온군에서 SOFA 점수와 유산 값은

낮게 GCS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p<.001).  

심정지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심장성 원인이 정상 체온군과 저

체온군에서 각각 34명(39.5%), 32명(36.0%)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625).

CPR 후 생존 여부를 살펴 보면, 정상 체온군과 저체온군의 28일 생존한 환자

는 각각 69명(80.2%), 52명(58.4%)이었고, 1년 생존한 환자는 각각 40명(46.5%), 

24명(27.0%)이었으며, 생존하여 퇴원한 환자는 64명(74.4%), 44명(49.4%)로 정

상 체온군에서 생존한 환자가 많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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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Normothermia and Hypothermia                                               (N=175)                                                         

Variables
Total

Normothermia

(n=86)

Hypothermia

(n=89) X2 or Z p

n (%) or M (IQR)

Age (yr) 67.0 (54.0-75.0) 65.0 (50.0-75.3) 67.0 (57.0-74.5) -1.23 .218

Male 113 (64.6) 50 (58.1) 63 (70.8) 1.74 .080

Comorbidity

Solid cancer 59 (33.7) 30 (34.9) 29 (32.6) 1.10 .748

Hematologic malignancy 15 (8.6) 6 (7.0) 9 (10.1) 0.67 .459

Arrhythmia 40 (22.9) 23 (26.7) 17 (19.1) 1.54 .229

Diabetes mellitus 70 (40.0) 32 (37.2) 38 (42.7) 0.80 .459

Hypertension 82 (46.9) 36 (41.9) 46 (51.7) 0.67 .193

Myocardial infarction 26 (14.9) 13 (15.1) 13 (14.6) 1.04 .925

Congestive heart failure 40 (22.9) 22 (25.6) 18 (20.2) 1.35 .399

Cerebrovascular disease 8 (4.6) 5 (5.8) 3 (3.4) 1.77 .491

Chronic lung disease 21 (12.0) 16 (18.6) 5 (5.6) 3.84 .008

Chronic liver disease 10 (5.7) 2 (2.3) 8 (9.0) 0.24 .100

Chronic renal disease 37 (21.1) 9 (10.5) 28 (31.5) 0.26 .001

First documented rhythm

Shockable rhythm 34 (19.4) 21 (24.4) 13 (14.6) 1.88 .101

PEA 75 (42.9) 35 (40.7) 40 (44.9) 0.84 .570

Asystole 23 (13.1) 8 (9.3) 15 (16.9) 0.51 .139

Others 43 (24.6) 22 (25.6) 21 (23.6) 1.11 .760

Arrest witnessed 144 (82.3) 75 (87.2) 69 (77.5) 1.97 .094

Defibrillation 43.0 (24.6) 24 (27.9) 19 (21.3) 1.42 .314

Intubation 64.0 (36.6) 28 (32.6) 36 (40.4) 0.71 .279

Epinephrine doses (mg) 2.0 (1.0-3.0) 1.0 (1.0-3.0) 2.0 (1.0-4.0) -1.14 .255



- 18 -

(Table 2 Continued)

Variables
Total

Normothermia

(n=86)

Hypothermia

(n=89) X2 or Z p

n (%) or M (IQR)

Duration of CPR (min) 6.0 (3.0-11.0) 5.0 (2.6-8.0) 7.0 (3.0-13.0) -2.16 .031

Cardiac cause of arrest 66 (37.7) 34 (39.5) 32 (36.0) 0.86 .625

Induced hypothermia 23 (13.1) 0 (0.0) 23 (25.8) <.001

T max (℃) 37.2 (36.8-37.6) 37.3 (37.0-37.7) 37.1 (36.8-37.5) -2.22 .027

T min (℃) 35.9 (35.3-36.1) 36.1 (36.0-36.2) 35.3 (34.4-35.8) -11.51 <.001

Day 1_ S0FA score 11.0 (7.0-14.0) 8.0 (6.0-11.0) 13.0 (10.0-15.0) -5.91 <.001

Day 3_ SOFA score 9.0 (4.0-12.0) 6.0 (2.0-9.0) 11.0 (8.0-14.0) -5.94 <.001

Day 1_ GCS 7.0 (3.0-10.0) 10.0 (6.0-11.0) 3.0 (3.0-8.0) -5.92 <.001

Day 3_ GCS 11.0 (6.0-15.0) 11.0 (10.0-15.0) 9.0 (3.0-11.0) -4.85 <.001

Day 1_ Lactate (mmol/L) 3.5 (1.9-6.7) 3.1 (1.7-6.3) 4.0 (2.0-7.0) -1.56 .120

Day 3_ Lactate (mmol/L) 1.2 (0.9-1.9) 1.0 (0.7-1.7) 1.5 (1.0-2.2) -3.62 <.001

28 days survivor 121 (69.1) 69 (80.2) 52 (58.4) 2.88 .002

1 year survivor 64 (36.6) 40 (46.5) 24 (27.0) 2.35 .007

Survival to discharge 108 (61.7) 64 (74.4) 44 (49.4) 2.97 .001

M=Median; IQR=Interquartile range; PEA=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max=Maximum body temperature; Tmin=Minimum 

body temperature; SOFA score=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core; GCS=Glasgow coma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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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체온군 중에서 치료적 저체온 유지군과 대조군 간의 특성

저체온군 중에서 치료적 저체온 유지군과 대조군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3). 치료적 저체온 유지군과 대조군의 연령의 중앙값은 각각 67세

(IQR 63-73), 67세(IQR 57-76)로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고(p=.877) 남성의 비

율도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82.6% vs 66.7%, p=.148). 기저 질환의

대부분도 두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PR 지속시간의 중앙값은 6.0분(IQR 3.0-11.0)이었고, 두 군의 CPR 지속시간

의 중앙값은 치료적 저체온 유지군 11.0분(IQR 9.0-19.0), 대조군 5.5분(IQR 

3.0-11.0)으로 치료적 저체온 유지군이 대조군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p=.001).  

중환자실 입실 후 3일 시점의 SOFA 점수와 GCS 점수가 두 군 간의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 치료적 저체온 유지군과 대조군의 SOFA 점수 중앙값은 각각 13점

(IQR 10-14), 10점(IQR 7-14)으로 치료적 저체온 유지군의 SOFA 점수가 높았으

며(p=.019), GCS 점수 중앙값은 각각 3점(IQR 3-10), 10점(IQR 6-11)으로 치료

적 저체온 유지군의 GCS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p=.001).

CPR 후 생존 여부를 살펴 보면, 치료적 저체온 유지군과 대조군의 28일 생존

한 환자는 각각 9명(39.1%), 43명(65.2%)이었고, 1년 생존한 환자는 2명(8.7%), 

22명(33.3%), 생존하여 퇴원한 환자는 각각 6명(26.1%), 38명(57.6%)로 치료적

저체온 유지군의 생존한 환자가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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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Induced Hypothermia and No Induced 

Hypothermia                                                     (N=89)

Variables

Induced hypothermia

(n=23)

No induced 

hypothermia

(n=66)
X2 or Z p

n (%) or M (IQR)

Age (yr) 67.0 (63.0-73.0) 67.0 (57.0-76.0) -0.16 .877

Male 19 (82.6) 44 (66.7) 0.42 .148

Comorbidity

Solid cancer 7 (30.4) 22 (33.3) 0.88 .798

Hematologic malignancy 3 (13.0) 6 (9.1) 1.50 .690

Arrhythmia 2 (8.7) 15 (22.7) 0.32 .219

Diabetes mellitus 12 (52.2) 26 (39.4) 1.67 .286

Hypertension 13 (56.5) 33 (50.0) 1.30 .590

Myocardial infarction 6 (26.1) 7 (10.6) 2.97 .090

Congestive heart failure 3 (13.0) 15 (22.7) 0.51 .383

Cerebrovascular disease 0 (0.0) 3 (4.5) .566

Chronic lung disease 0 (0.0) 5 (7.6) .322

Chronic liver disease 4 (17.4) 4 (6.1) 3.26 .197

Chronic renal disease 9 (39.1) 19 (28.8) 1.59 .358

First documented rhythm

Shockable rhythm 3 (13.0) 10 (15.2) 0.84 1.00

PEA 9 (39.1) 31 (47.0) 0.73 .515

Asystole 5 (21.7) 10 (15.2) 1.55 .522

Others 6 (26.1) 15 (22.7) 1.20 .744

Arrest witnessed 18 (78.3) 51 (77.3) 1.05 .922

Defibrillation 4 (17.4) 15 (22.7) 0.72 .770

Intubation 13 (56.5) 23 (34.8) 2.43 .068

Epinephrine doses (mg) 3.0 (2.0-6.0) 1.0 (1.0-4.0) -2.17 .030

Duration of CPR (min) 11.0 (9.0-19.0) 5.5 (3.0-11.0) -3.27 .001

Tmax (℃) 37.4 (36.8-37.6) 37.0 (36.8-37.4) -1.12 .262

Cardiac cause of arrest 10 (43.5) 22 (33.3) 0.07 .383

Day 1_ S0FA score 13.0 (11.0-16.0) 12.0 (8.8-15.0) -1.28 .202

Day 3_ SOFA score 13.0 (10.0-14.0) 10.0 (7.0-14.0) -2.35 .019

Day 1_ GCS 3.0 (3.0-4.0) 3.5 (3.0-9.0) -1.90 .057

Day 3_ GCS 3.0 (3.0-10.0) 10.0 (6.0-11.0) -3.18 .001

Day 1_ Lactate (mmol/L) 3.7 (2.2-6.3) 4.0 (1.9-7.7) -0.07 .945

Day 3_ Lactate (mmol/L) 1.5 (1.1-2.5) 1.5 (1.0-2.1) -0.86 .390

28 days survivor 9 (39.1) 43 (65.2) 0.34 .029

1 year survivor 2 (8.7) 22 (33.3) 0.19 .022

Survival to discharge 6 (26.1) 38 (57.6) 0.26 .009

M=Median; IQR=Interquartile range; PEA=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max=Maximum body temperature; SOFA score=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core; GCS=Glasgow coma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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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장성 원인군과 비심장성 원인군 간의 특성

심정지 원인에서 심장성 원인군과 비심장성 원인군 간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연령의 중앙값은 각각 66.0세(IQR 54.0-

74.5), 67.0세(IQR 55.0-74.0)로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고(p=.990), 남성의 비

율도 각각 58명(62.4%), 113명(63.8%)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p=.811). 기저 질환에서는 고형암이 각각 18명(19.4%), 67명(37.9%)로 비심

장성 원인군에서 많이 나타났고(p=.002), 부정맥은 각각 29명(31.2%), 26명

(14.7%), 심근경색은 각각 21명(22.6%), 18명(10.2%), 울혈성 심부전은 각각 40

명(43.0%), 18명(10.2%)로 심장성 원인군에서 많이 나타났다.

심정지 발생시 초기 리듬은 무맥성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이 심장성 원인군

에서 46명(49.5%)로 나타났으며 비심장성 원인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p<.001), 무맥성 전기활동은 심장성 원인군에서 26명(28.0%), 비심장성 원인군

에서는 95명(53.7%)로 비심장성 원인군에서 많이 나타났다(p<.001). CPR 중 제

세동을 시행한 경우는 심장성 원인군에서 54명(58.1%), 비심장성 원인군에서 9

명(5.1%)로 심장성 원인군에서 많이 나타났다(p<.001). CPR 중 시행된 기관 내

삽관과 투여된 총 에피네프린 용량, CPR 지속시간에서는 두 군 간의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CPR 후 최고 체온과 최저 체온에서는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중

환자실 입실 당일 SOFA 점수의 중앙값은 각각 10.0점(IQR 7.0-13.0), 11.0점

(IQR 8.0-14.0), 중환자실 입실 후 3일 시점의 SOFA 점수의 중앙값은 각각 9.0

점(IQR 4.0-11.0), 10.0점(6.0-13.0)으로 비심장성 원인군의 SOFA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CPR 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심장성 원인군과 비심장성 원인군의 28일 생존

한 환자는 각각 68명(73.1%), 116명(65.5%)로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고

(p=.204), 1년 생존한 환자는 각각 44명(47.3%), 51명(28.8%)이었고(p=.002), 

생존하여 퇴원한 환자는 65명(69.9%), 101명(57.1%)로 심장성 원인군에서 생존

한 환자가 많게 나타났다(p=.040).

심정지 후 자발순환 회복되어 3일 이내 최고 체온과 최저 체온에 따라 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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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하여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심장성 원인군에

서 28일 생존한 환자는 정상 체온군, 저체온군, 고체온군, 저체온과 고체온 둘

다 해당하는 군에서 각각 30명(88.2%), 22명(68.8%), 13명(65.0%), 3명(42.9%)

으로 정상 체온군에서 생존한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42). 생존하여

퇴원한 환자는 정상 체온군, 저체온군, 고체온군, 저체온과 고체온 둘 다 해당

하는 군에서 각각 29명(85.3%), 19명(59.4%), 14명(70.0%), 3명(42.9%)으로 정

상 체온군에서 생존한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37). 비심장성 원인군

에서 네 군 간의 28일 생존율, 1년 생존율, 생존 퇴원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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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Cardiac and Non Cardiac Cause (N=270)

Variables

Cardiac cause

(n=93)

Non cardiac cause

(n=177) X2 or Z p

n (%) or M (IQR)

Age (yr) 66.0 (54.0-74.5) 67.0 (55.0-74.0) -0.01 .990

Male 58 (62.4) 113 (63.8) 0.94 .811

Comorbidity

Solid cancer 18 (19.4) 67 (37.9) 2.54 .002

Hematologic malignancy 7 (7.5) 25 (14.1) 2.02 .111

Arrhythmia 29 (31.2) 26 (14.7) 0.38 .001

Diabetes mellitus 42 (45.2) 70 (39.5) 0.79 .374

Hypertension 45 (48.4) 75 (42.4) 0.78 .345

Myocardial infarction 21 (22.6) 18 (10.2) 0.39 .006

Congestive heart failure 40 (43.0) 17 (9.6) 0.14 <.001

Cerebrovascular disease 5 (5.4) 13 (7.3) 1.40 .538

Chronic lung disease 2 (2.2) 11 (6.2) 3.32 .024

Chronic liver disease 4 (17.4) 4 (6.1) 3.02 .230

Chronic renal disease 30 (32.3) 32 (18.1) 0.46 .008

First documented rhythm

Shockable rhythm 46 (49.5) 0 (0.0) <.001

PEA 26 (28.0) 95 (53.7) 2.99 <.001

Asystole 9 (9.7) 30 (16.9) 1.91 .106

Others 12 (12.9) 52 (22.7) 2.81 .002

Arrest witnessed 69 (74.2) 155 (87.6) 2.45 .005

Defibrillation 54 (58.1) 9 (5.1) 0.04 <.001

Intubation 37 (39.8) 65 (36.7) 0.88 .622

Epinephrine doses (mg) 2.0 (1.0-3.3) 2.0 (1.0-3.0) -0.44 .660

Duration of CPR (min) 7.0 (3.0-13.0) 6.0 (3.0-11.0) -0.93 .351

Induced hypothermia 12 (12.9) 21 (11.9) 0.91 .804

Tmax (℃) 37.4 (37.1-38.1) 37.7 (37.1-38.3) -1.50 .135

Tmin (℃) 36.0 (35.7-36.1) 36.0 (35.3-36.2) -0.66 .508

Day 1_ S0FA score 10.0 (7.0-13.0) 11.0 (8.0-14.0) -2.07 .038

Day 3_ SOFA score 9.0 (4.0-11.0) 10.0 (6.0-13.0) -2.50 .012

Day 1_ GCS 6.0 (3.0-11.0) 6.0 (3.0-10.0) -1.94 .052

Day 3_ GCS 11.0 (7.5-15) 10.0 (6.0-11.0) -4.21 <.001

Day 1_ Lactate (mmol/L) 4.3 (2.0-7.1) 3.3 (1.6-6.8) -1.48 .137

Day 3_ Lactate (mmol/L) 1.1 (0.9-1.8) 1.3 (1.0-1.9) -1.12 .262

28 days survivor 68 (73.1) 116 (65.5) 0.70 .204

1 year survivor 44 (47.3) 51 (28.8) 0.45 .002

Survival to discharge 65 (69.9) 101 (57.1) 0.57 .040

M=Median; IQR=Interquartile range; PEA=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max=Maximum body temperature; Tmin=Minimum body temperature; SOFA score=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core; GCS=Glasgow coma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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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rvival Rate by Temperature Categories according to Cardiac Cause of Arrest                                    (N=270)   

Variables

Cardiac cause (n=93)

p

Non cardiac cause (n=177)

p
Normo

thermia

Hypo

thermia

Hyper

thermia

Hypo-and 

Hyper

thermia

Normo

thermia

Hypo

thermia

Hyper

thermia

Hypo-and 

Hyper

thermia

(n=34) (n=32) (n=20) (n=7) (n=52) (n=57) (n=37) (n=31)

n (%) n (%)

28 days

survivor

30 (88.2) 22 (68.8) 13 (65.0) 3 (42.9) .042 39 (75.0) 30 (52.6) 27 (73.0) 20 (64.5) .066

1 year

survivor

20 (58.8) 13 (40.6) 9 (45.0) 2 (28.6) .352 20 (38.5) 11 (19.3) 11 (29.7) 9 (29.0) .180

Survival to 

discharge

29 (85.3) 19 (59.4) 14 (70.0) 3 (42.9) .037 35 (67.3) 25 (43.9) 23 (62.2) 18 (58.1)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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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폐소생술 후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CPR 후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치료

적 저체온요법을 시행하는 경우(p<.001), 중환자실 입실 당일 SOFA 점수

(p<.001), 유산 값(p=.008), GCS 점수(p<.001),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 초기

리듬이 무수축인 경우(p=.002), 심정지 원인이 심장성인 경우(p=.041), CPR 중

제세동을 시행하는 경우(p=.003), CPR 지속시간(p=.002)으로 나타났다.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들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수행하였다(Table 6). 로지스틱 분석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Likelihood ratio x2=68.87, p<.001), Hosmer-Lemeshow goodness-of-fit test를

수행한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추정된 로지스틱 모형이 적합하였다(Pearson 

x2=2.67, p=.953).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중환자실 입실 당일 SOFA 점수(p<.001), 심

정지가 발생하는 경우 초기 리듬이 무수축인 경우(p=.035), CPR 중 제세동을 시

행하는 경우(p=.015), CPR 지속시간(p=.037)이 CPR 후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CPR 후 생존율은 중환자실 입실 당일 SOFA 점수가 1점 증가

시 0.80배(95% CI 0.73-0.87),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 초기 리듬이 무수축인

경우 0.40배(95% CI 0.17-0.94), CPR 지속시간이 1분 증가 시 0.96배(95% CI 

0.93-0.99)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PR 중 제세동을 시행한 경우에는

2.72배(95% Cl 1.22-6.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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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actors Associated with Hospital Survivor in Multivariable Analysis 

Variables
Univariate Multivariate

OR 95% CI p OR 95% CI p

Hypothermia 0.23 0.10-0.50 <.001 0.45 0.19-1.10 .079

Day 1_ SOFA score 0.78 0.72-0.84 <.001 0.80 0.73-0.87 <.001

Day 1_ Lactate (mmol/L) 0.92 0.86-0.98 .008

Day 1_ GCS 1.18 1.10-1.27 <.001

Asystole 0.33 0.16-0.67 .002 0.40 0.17-0.94 .035

Cardiac cause of arrest 1.75 1.02-3.00 .041

Defibrillation 2.70 1.40-5.18 .003 2.72 1.22-6.06 .015

Duration of CPR (min) 0.95 0.92-0.98 .002 0.96 0.93-0.99 .037
OR=odds ratio; 95% CI=95% confidence interval; SOFA score=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core; GCS=Glasgow coma scale;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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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IHCA 후 CPR을 시행하고 자발순환 회복되어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

자를 대상으로, 체온에 따라 네 군으로 분류하여 생존율을 비교 분석하고 생존

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CPR 후 체온 조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다른 체온군에 비해 정상 체온군의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상 체온군이 다른 군에 비해 중환자실 입실 당일, 입실 후 3

일 시점의 SOFA 점수가 낮았고, GCS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

로 생각한다.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 심정지 발생 후 자발순환 회복

된 성인 혼수 환자에서 치료적 저체온요법 적용 여부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열

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지침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활력징후는 생명의

징후이며 환자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측정방법

이다. 임상에서 간호사는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

게 파악하여 다른 의료진과 의사 소통하여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도록 해야한다. 

체온이 정상범위를 벗어나 이상 징후를 나타내는 경우 정상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체온군과 고체온군을 비교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PR 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에서 고체온이

불량한 예후와 연관이 있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Gebhardt et al., 2013; 

Suffoletto et al., 2009), 본 연구가 CPR 후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3일 이상 생

존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생존하여 퇴원한 환자가 166명(61.5%)로 다른 연구

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제외된 대상자도 456명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선

행 연구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체온군 중에서 치료적 저체온 유지군이 대조군에 비해 생존율이 낮게 나타

났으며, 이는 치료적 저체온 유지군에서 CPR 지속시간이 대조군에 비해 길게 나

타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Nichol 등(2013)의 연구에서 IHCA 환

자들을 대상으로 32-34℃의 치료적 저체온 유지군과 체온조절을 하지 않은 경우

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동일하였으나, The 



- 28 -

hypothermia after cardiac arrest study group (2002)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

은 결과이다. The hypothermia after cardiac arrest study group (2002)의 연

구는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이 심실세동 또는 무맥성 심실빈맥으로

CPR 후 자발순환 회복에도 불구하고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대상자가 달라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정 심정

지 환자군에서 경도(32-34℃) 또는 초경도(36℃)로 유지한 치료적 저체온요법이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이를 설명해 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심정지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을 심장성 원인군과 비심장성 원

인군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심장성 원인군의 1년 생존율과 생존 퇴원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Kim 등(2007)의 결과와 동일하였으나, 심정지의

원인이 호흡성인 경우 예후가 좋은 경향을 나타냈다는 Eu 등(2002)의 연구 결과

와는 달랐다. Eu 등(2002)의 연구에서는 즉각적인 심정지 원인을 심장성, 호흡

성, 저혈압, 대상성, 외상성, 기타, 미상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접적인 심정지의 원인에 대한 분류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

며 심정지의 원인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CPR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

라고 생각한다. 직접적인 심정지의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CPR 후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환자실 입실 당일

SOFA 점수가 증가할수록 생존율이 낮아진다고 나타났다. Cour, Bresson, Hernu

과 Argaud (2016)의 연구에서 심정지 후 증후군(post cardiac arrest syndrome)

의 예후 지표로 SOFA 점수를 사용하여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서 중

환자실 입실 시 SOFA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28일 사망률이 1.17배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No 등(2005)의 연구에서 CPR 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예후

지표로 APACHE Ⅱ 점수가 사망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Kim 등(2007)의 연구에

서 병원 내 CPR 후 결과에 미치는 요인으로 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Ⅱ (SAPS Ⅱ) 점수가 자발순환 회복군과 생존 퇴원군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환자의 예후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환자의

중증도는 CPR 후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라고 생각한다. 하지

만 환자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어떤 지표가 CPR 후



- 29 -

환자의 예후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본 연구에서 CPR 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존율이 낮아진다고 나타났으며, 생

존 퇴원군과 사망군에서 CPR 지속시간의 중앙값이 각각 5.0분(IQR 3.0-10.0), 

9.0분(IQR 4.0-13.0)으로 생존 퇴원군에서 짧게 나타났다. 병원 내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PR 지속시간의 평균 시간이

생존 퇴원군에서 19.2±13.0분, 병원 내 사망군에서 43.9±32.4분으로 생존 퇴

원군에서 짧게 나타났다(Kim et al., 2007). 병원 내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성인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순환회복군과 비순환회복군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CPR 지속시간이 각각 19.2±16.4분, 39.8±19.4분으로 순환회복군

에서 짧게 나타났다(Eu et al., 2002). 이는 CPR 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Eu et al., 

2002; Kim et al., 2007).

본 연구에서 CPR 후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치료적 저체온요법과

체온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PR 지속시간, CPR 중 제세동 시

행 여부,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 초기 리듬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이는 CPR 후 체온 조절보다는 효율적인 CPR 수행이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

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IHCA의 최초 목격자는 환자의 옆에서 직접 간호를 시

행하는 간호사일 가능성이 많다. 간호사의 CPR 수행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PR 수행에 대한 연구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CPR 교육의

효과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후향적 연구로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던 환자에 대한 정보가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둘째, 

단일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로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CPR 후 체온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IHCA를 대상으로 체온에 대해 이루어질 추후

연구에서 의미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는 CPR 후

체온 조절보다는 효율적인 CPR 수행이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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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IHCA 후 CPR을 시행하고 자발순환 회복되어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

자를 대상으로 체온에 따라 생존율을 비교 분석하고 CPR 후 생존율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후향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정상 체온군에서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CPR 후

생존율은 중환자실 입실 당일 환자의 중증도가 낮을수록, CPR 지속시간이 짧을

수록, CPR 중 제세동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CPR 후

체온 조절보다는 효율적인 CPR 수행이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으로 제언한다.

1) CPR 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를 대상으로 체온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제언

한다.

2) CPR 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적 저체온요법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제언한다.

3) 본 연구는 일개 병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다기관에서 시행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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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Body Temperature 

on Survival Rate after

In-hospital Cardiac Arrest

Choi, Eunjoo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Directed by Professor

Choi, Hye-Ran, MPH

Purpos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temperature and 

survival rate to hospital discharge of patients after in-hospital cardiac 

arrest (IHCA).

Methods: This was a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and performed at a 

tertiary care hospital in South Korea. Among the patients who admitted to 

an intensive care unit (ICU) after IHCA at the general ward from 2010 to 

2015, 270 adult patients who survived for longer than 3 days after IHCA

were included for this study. Patients were grouped by the highest (Tmax) 

and lowest body temperature (Tmin) of 3 days after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normothermia (BT=36.0-37.9℃), hypothermia (Tmin<36.0℃ and 

Tmax=36.0-37.9℃), hyperthermia (Tmin=36.0-37.9℃ and Tmax≥38.0℃), and hypo-

hyperthermia (Tmin<36.0℃ and Tmax≥38.0℃). The primary outcome was 

survival rate to hospital discharge.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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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was used.

Results: The survival rate to hospital discharge was 61.5% (n=166). 

Normothermia had a significantly better survival rate than the other 

groups (74.4%, p=.006). In hypothermic group, no induced hypothermia had a 

better survival rate than induced hypothermia (57.6% vs 26.1%, p=.009). 

Cardiac causes had a significantly better survival rate than non cardiac 

causes (69.9% vs 57.1%, p=.040). In the multivariate analysis, survival to

hospital discharge was associated with defibrillation (odds ratio [OR]

2.72, 95% confidence interval [CI] 1.22-6.06, p=.015), dur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min) (OR 0.96, 95% CI 0.93-0.99, 

p=.037), and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OFA) score (OR 0.80, 95% 

CI 0.73-0.87, p <.001). Induced hypothermia was not associated with 

survival to discharge (OR 0.45, 95% CI 0.19-1.10, p=.079).

Conclusion: Normothermia was associated with improved survival to 

discharge in IHCA. Survival to discharge in IHCA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defibrillation, shorter time of CPR, and lower severity of disease 

(SOFA sco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a basis for future 

studies on assessing and managing body temperature for IHCA patients.

Key Words: In-hospital cardiac arrest, Body temperature, Survival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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