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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post-resuscitation treatment has improved the outcome of the unconscious patients with cardiac arrest after introduction of 
the therapeutic hypothermia, which had shown promising results in the two pivotal randomized trials. Early assessment of neurological 
function and prognostication in these comatose patients has been challenging problem, and the introduction of therapeutic hypother-
mia made the problem more confusing. Various clinical situations, the results of the clinical neurologic examination, neurophysiologic 
monitoring including electroencephalography and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s, various biomarkers, and neuroimaging can be 
used in predicting early prognosis. No single test is allowed to predict the prognosis with certainty, and a multimodal strategy is generally 
recommended. The previous practice guideline of the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in 2006 may not be appropriate anymore in the 
era of therapeutic hypothermia. In this review, the author introduces various neuromonitoring methods currently used in the therapeutic 
hypothermia and evaluate the their role in the prognostication with available evid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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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정지 환자는 미국에서만 1년에 32만 명 이상 발생하는 것

으로 추정되며 그 중 약 80%는 병원 외에서 발생하고 생존율

은 약 20-30%로 보고되고 있다.1-5 중환자의학의 발달, 응급구

조체계의 개선, 공공 교육의 강화, 자동제세동기의 보급 등에 

힘입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생

존자들은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앓게 되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 있는 회복은 생존자의 약 10%-20%에 불

과하다.1,2 이러한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바르비투르산염, 글

루코코르티코이드, 칼슘통로차단제 등의 다양한 약물 요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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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되었으나 대규모 무작위 대조군 연구들에서 그 효과를 입

증하지 못하였다.6-8 하지만 2002년에 각각 유럽과 호주에서 

시행된 두개의 다기관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치료적 저체

온요법이 심정지 후 사망율을 감소시키고 의미 있게 신경학적 

예후를 향상시킴을 보고한 이후,9,10 2003년 국제심폐소생협력

기구(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 ILCOR)

에서 저체온요법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권유하였고11 2010년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의 권고안에

는 표준치료로 채택되어,12 현재 저체온요법은 심정지 환자에 

있어 기본치료가 되고 있다.

이러한 환자들에서 신경학적 회복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신

경과 의사들에게 실제로 많이 요청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

히 저산소성 뇌손상 환자에서의 예후 예측은 뇌사판정이나 

환자 존엄성을 위한 생명유지장치 중단 결정 등의 이유로 조

기에 그리고 매우 정확한(위양성률이 0에 가까운) 예후 예측

을 요구한다.5,13,14 이러한 요청에 따라, 2006년에 미국신경과

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AAN)에서 지금까지 나

16  Copyright © 2014 The Korean Neurocritical Car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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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여러 임상결과를 종합하여 근거중심의 예후 예측 권고안

(recommendation)을 발표하였다.15 이 권고안은 심정지 72시간 

후에도 뇌간반사가 없거나, 대뇌제거자세(decerebrate posture) 

이상의 운동반응이 없을 때, 조기에 근간대성 뇌전증지속상태

가 발생하였을 때, 체감각 유발전위검사에서 반응이 없을 때, 

그리고 neuron specific enolase (NSE)가 >33 μg/L으로 높을 

때 0%-8.8%의 위양성률로 나쁜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

였다(Fig. 1).15 하지만 2006년 AAN 권고안의 가장 큰 문제점

은 치료적 저체온요법 이전의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에 치료적 저체온요법 이후에 변화된 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다. 심정지 후 치료적 저체온요법은 대개 24시

간 동안 약 33oC의 저체온을 유도하는 것이다. 대개 환자의 

불편과 고통을 없애고 떨림(shivering)을 방지하기 위해 정맥

마취제와 근이완제를 투여하게 되며 저체온 자체가 간대사 

및 신장배출을 감소시켜 이러한 약제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신경학적 예후 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검

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

다. 또한 치료적 저체온요법이 뇌손상을 줄이고 지연 회복

을 유도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실제로 72시간째

에 나쁜 예후를 예측받은 환자들이 이후 시간이 지나 의식을 

회복하는 보고가 다수 있으므로 반드시 72시간째에 판정해

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고 있다.13,14 치료적 저체온

요법이 점차 확산되고 이에 따른 경험과 연구 결과가 축적됨

에 따라 2010년 AHA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권고안의 신뢰도

가 조금씩 떨어짐을 지적하였고12 새로운 권고안에 대한 요

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심정지 환자에서 저체온요법 이후 어떻게 신

경학 검사를 시행하고 예후 판정을 하여야 할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     론

심정지 후 치료적 저체온요법은 기관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먼저 대상 환자군은 2003년 

ILCOR 권고안에서는 병원 외 심정지 환자에서 초기 심전도가 

심실세동인 경우 의식회복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체온

요법을 권장하였다.11 이는 2002년 당시 두 연구9,10의 대상환자

들의 조건이 그러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ILCOR는 초기 심

전도가 심방세동이 아니거나 병원 내 심정지인 경우에도 고

려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였고,11 현재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초기 심전도 결과에 상관없이 저체온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16-18 저자의 병원에서는 2011년부터 여러 과(응급

의학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가 협

력하여 통합된 치료적 저체온요법(Critical leaders, Optimal care 

Of Life threatening Post CPR, COOL)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정

기준은 1) 18세 이상의 성인, 2) 심정지 후 자발순환이 회복된 

후 20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유지, 3) 자발순환 회복 후에도 

Glasgow Coma Scale (GCS) 8점 이하로 의미있는 반응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COOL에서의 목표 체온은 33oC이며, 3

시간 이내에 저체온을 유도하고 24시간 동안 저체온을 유지하

Coma

Exclude confounders

No brain stem sign at 
any time Brain death test

Day1
myoclonic SE

D 1 3

Poor outcome FPR 0% 
(0-8.8)

FPR 0 7%

Day1-3
S 33 /

Day1-3
no N20 in SSEP Poor outcome

Poor outcome

FPR 0.7% 
(0-3.7)

FPR 0% 
(0 3)NSE > 33 μg/L

Day 3
no motor response

Poor outcome

Poor outcome

(0-3)

FPR 0% 
(0-3)p

Indeterm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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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cision algorithm 
for outcome prediction for 
comatose survivors after 
cardiac arrest by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2006. 
Modified from Wijdicks et 
al. Neurology 2006;67:203-
10. SE: status epilepticus, 
FPR: false positive rate, 
NSE: neuron specific enolase, 
SSEP: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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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시간 당 0.25oC로 서서히 체온을 올리는 재가온(rewarming) 

기간을 가진다. 저체온 유도는 차가운 생리식염수를 30 mL/kg, 

100 mL/min로 주입하면서 시작하며 저체온 유지는 다양한 기

기가 있으나 본원에서는 cooling gel pad를 이용하는 표면냉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환자 진정을 위해 미다졸람과 remifen-

tanil을 각각 1.66 μg/kg/min과 0.02 μg/kg/min의 속도로 지속

적으로 주입한다. 다수의 환자들이 떨림을 보이는데 간헐적인 

vecuronium 투여를 하고 있다. 지나친 떨림은 저체온 치료의 

효과를 저하시키므로 적절한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경학적 평가 역시 기관들마다 경험과 가용자원에 따라 조

금씩 차이가 있다. 저체온요법의 도입 이후, AAN 권고안의 

72시간을 고집하기보다는 좀 더 판정시기를 연장하는 추세이

며 보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합해서 판단하

는 것이 중요하다. 본원에서는 응급실에서 신경과 협진을 통

해 초기 신경학적 진찰을 하고 뇌전산화 단층촬영 촬영을 시

행한다. 응급 뇌전산화 단층촬영 촬영의 이유는 첫째, 뇌출혈

과 같은 심정지의 다른 원인을 배제하고 조기치료를 위함이

며 둘째 환자들에 따라 저산소 손상에 이은 조기 뇌부종이 관

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만니톨 사용과 같은 감압치료

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저체온요법 대상환자는 

중환자실에 우선 순위로 입실하게 되며 이후 가능한 이른 시

기에 지속적 뇌파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48시간 동안 유지하고 

있다. 뇌전증지속상태(status epilepticus)가 약 1/3의 환자에서 

발생하는데 이 경우 치료 기간에 따라 연장 적용한다. 본원에

서는 통상적인 뇌파와 함께 amplitude-integrated EEG (aEEG) 

및 compressed spectral array (CSA), 두 개의 quantitative EEG

를 시행하고 있다. 심정지 24시간째에 정맥혈 NSE를 측정하

며 72시간을 전후하여 SSEP와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고 있

다. 퇴원 시에 다시 신경과 협진을 통해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

를 Glasgow-Pittsburgh Cerebral Performance Categories (CPC) 

(Table 1)19를 이용하여 판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CPC 1, 2를 

좋은 예후로 판정한다. 다음에서는 각각의 평가방법에 따른 

예후 판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심정지 당시 임상 상황

심정지 시간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환자의 나이가 얼마

인지, 심정지의 원인이 심인성인지 비심인성인지, 초기 심전

도 소견이 심실세동인지 아니면 무수축 상태(asystole)인지, 

초기 신경학적 상태가 얼마나 나빴는지에 따라 예후가 결정

되느냐 하는 것은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일 뿐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17,20-23 일반적

으로 예후가 좋지 못한 환자군은 예후가 좋은 군에 비해 심정

지 시간이 길고 초기 심전도 소견이 심실세동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초기 GCS 점수가 나쁠 수록 예후가 좋지 못하다고 

보고되고 있다.17,20-22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좋은 예후군과 나

쁜 예후군의 비교에서 드러난 문제이지, 실제로 개개인의 환

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위양성률이 높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는 AAN 권고안에도 반영되어 

있으며15 저체온요법 이후의 연구들에서도 공통된 소견이다. 

즉 이러한 임상 상황은 참조할 수는 있으나 실제 예후 예측에

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5 

Table 1. Cerebral performance categories

Category Classification Description

1 Good cerebral performance Patient is conscious, alert, and able to work and lead a normal life. Patient may have 
minor psychological or neurologic deficits (e.g. mild dysphasia, hemiparesis that is 
not incapacitating, or minor cranial-nerve abnormalities).

2 Moderate cerebral disability Patient is conscious and has sufficient cerebral function to be able to work part time 
in a sheltered environment or perform activities of daily living (e.g. dress, travel by 
public transportation, or prepare meals) independently. Patient may have hemiple-
gia, seizures, ataxia, dysarthria, dysphasia, or permanent changes in memory or 
mental status.

3 Severe cerebral disability Patient is conscious, dependent on others for daily support (in an institution or at 
home with an exceptional effort made by the family), and has at least limited cogni-
tive ability. A wide range of cerebral abnormalities may be present, ranging from the 
ability to walk but with severe memory disturbance or dementia precluding indepen-
dent living to paralysis and the ability to communicate only with the eyes (as in the 
locked-in syndrome).

4 Coma or vegetative state Patient is unconscious, unaware of surroundings, and without cognitive ability; no 
verbal or psychological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5 Death Patient is certified as brain dead or dead.

Adapted from Morrison et al. N Engl J Med 2006;355:478-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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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 진찰 소견

일반적으로 동공반사, 각막반사, 통증자극에 대한 운동반응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이며 2006년 AAN 권고안에도 

심정지 후 72시간이 지나도 동공 및 각막 반사가 안나오거나 

통증자극에도 운동반응이 없거나 대뇌제거반응만이 나올 경

우 나쁜 예후를 예측할 수 있으며 위양성률이 0%-3%에 불과

할 정도로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고 하였다.15 

치료적 저체온요법 이후, 이러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떨

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5,14,16,17,20,24 특히 운동반응의 경

우, 72시간째에 의미 있는 반응이 없어도 향후 좋은 예후로 회

복되는 비율이 14.3%에서 24%까지도 보고되고 있어 그 신뢰

도가 크게 저하되었다.17,23,24 뇌간반사의 경우, 나쁜 예후에 대

한 위양성률이 0%-4.5%로 조금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된다.16,17,24 다만 대뇌제거반응 이상의 운

동반응(통증자극에 굽힘회피 반응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매우 높은 신뢰도로 좋은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보고17,23도 

있어 운동반응의 경우, 좋은 예후인자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좀 더 평가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저체온요법을 받은 경우 통증자극에 운동반응

이 없다고 해서 나쁜 예후를 예측할 수 없으며 판정에 신중을 

요한다. 다만 굽힘반응 이상의 운동반응이 나타날 경우 좋은 

예후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 뇌간반사가 없는 경우 나쁜 

예후를 예측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드물게 회복할 수 있음

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근간대성 경련 및 뇌전증지속상태

근간대성 경련(myoclonus)은 심정지 이후 매우 흔한 현상으

로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근간대성 경련은 예후적 가치가 거

의 없다. 하지만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조기의 근간대성 뇌

전증지속상태(myoclonic status epilepticus)의 경우, 위양성률

이 0%에 가까운 나쁜 예후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5,13-15 저체온

요법 이후 이러한 신뢰도는 조금 떨어지기는 했으나(위양성

률 -3%) 여전히 나쁜 예후인자로 여겨지고 있다.16,17,22,24 조기 

근간대성 뇌전증지속상태는 심정지 회복 이후 수일 수주 후

에 나타나는 만성 근간대성 경련과는 조금 다른데 후자의 경

우 대개 의식의 회복이 있는 환자에서 수년 까지도 지속되며 

Lance-Adams 증후군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뇌전증지속

상태, 혹은 저산소성 뇌전증지속상태는 심정지 환자의 약 1/3

에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며. 대개 근간대성 경련이 많고 때

로 근강직성-간대성 경련을 보이기도 한다. 대개 항뇌전증약

물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직까지 이 저산소성 뇌전증

지속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저체온요법의 

도입과 함께 이러한 뇌전증지속상태 이후 약 3%에서 8%까지 

좋은 회복을 보였다는 보고들이 있다.17,25 하지만 그 반대로 거

의 위양성률 0%에 가까운 나쁜 예후인자로 보고하는 연구들

이 더 많다.16,18,22,24,26,27 Kaplan 그룹에서는 이러한 뇌전증지속

상태가 나쁜 예후를 보이기는 하나, 뇌간반사가 보존되고 체

감각유발전위가 나타나며 뇌파상 배경파의 반응성(reactivity)

이 있을 때는 회복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25 이에 반해

Wijdicks 그룹은 조기 뇌전증지속상태는 대부분 치료가 힘들

고 예외없이 예후가 나쁘며 일부 호전된 환자들은 조기 뇌전

증지속상태가 아닌 재가온 시기에 발생하는 뇌전증지속상태

이며 이들은 정상에 가까운 배경파에서 뇌전증발작이 일어난

다고 주장하였다.26 이러한 주장은 Ritternberger 등27의 연구에

서 비경련성 뇌전증지속상태 환자들은 모두 12시간 내에 발작

이 시작되었으며, 모두 나쁜 예후를 보였다고 하여 이를 뒷받

침하였으나 환자 수가 12명에 불과하고 후향적 연구라는 한계

가 있다. 이에 반해 Lucas 등28은 3명의 매우 좋은 예후 (2명 정

상, 1명은 미약한 후유증)를 보인 환자들을 보고했는데, 모두 

4시간 이내에 경련 발작이 시작되었고 심한 근간대성 경련을 

보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뇌전증지속상태는 여전히 나쁜 예후를 보일 가능성

이 많으나, 저체온요법의 도입과 함께 여러 저자들이 보다 적

극적인 치료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검사에

서 뇌손상의 증거가 없을때 그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고 주장

한다.13,14,25 좀 더 많은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 

뇌파

뇌파는 오랫동안 혼수 환자의 예후판정에 사용되어 왔다. 

뇌파는 여러 약물이나 수면 상태, 내과적 문제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2006년 AAN 권

고안에서는 하나의 기준으로 포함되지 않았다.15 하지만 뇌파

는 뇌기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저

체온요법 시 예후 판정에 필수적인 검사이다. 

저체온요법 시 뇌파 검사에서 고려할 점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저체온요법은 반드시 진정제를 사용하게 되므로 뇌파 

판독을 할 때에는 진정효과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저체온기, 재가온기, 유지기로 나뉘는 기간(48시간 정도)에 걸

쳐 진정 및 저체온 치료가 달라지면서 뇌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통상적인 간헐적 이동형 뇌파검사는 대개 

30-40분 내의 단면만을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면에서 제한

점이 있다. 셋째, 심정지 후 뇌전증지속상태는 비경련성(non 

convulsive)인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12시간 내에 발생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27 따라서 조기 치료를 위해서는 가능한 

이른 시기에 뇌파 검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해, 

2010년 유럽소생협회(European Resuscitation Council)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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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29에는 저체온요법을 받는 환자는 심정지 후 가능한 이른 

시기에 지속적 뇌파를 시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저체온

요법에서 지속적 뇌파의 목적은 조기에 뇌전증지속상태를 진

단하여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며 항뇌전증약물치

료를 하면서 그 치료 반응을 모니터하고 예후를 판정하는 데 

있다. 

뇌파의 예후 판정에 있어 일반적으로 좋은 예후는 알파파

(alpha wave)나 베타파(beta wave)가 우세한 경우, 혹은 방추

파(spindle activity) 같은 진정 양상의 뇌파, 그리고 자극에 반

응성(reactivity)이 있는 경우 들이다. 반대로 돌발파억제양상

(burst suppression) 혹은 억제(suppression)양상, 알파혼수(alpha 

coma), 그리고 전신뇌전증모양방전(generalized epileptiform 

discharge)의 경우 예후가 좋지 않다.3,14,30 하지만 개개의 파형

에서 그 예후 예측은 그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그룹에서 좋은 파형과 나쁜 파형을 그룹으로 묶어 등급을 정

해서 예후 판정에 사용한다(Fig. 2).3,6,31-33

통상적인 뇌파는 판독에 전문가의 도움을 요하며 지속적

인 관리에 많은 노력을 요한다. 따라서 보다 간단한 형태인 

aEEG를 심정지 후 예후 판정에 사용하는 경우가 최근에 늘어

나고 있다. aEEG는 quantitative EEG의 일종으로 좌우 2개씩

의 전극을 붙여 기록되는 뇌파의 파워만을 시간에 따라 기록

한 것이며 이미 neonatal ICU에서 저산소 뇌손상을 받은 신생

아의 예후 판정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Fig. 3).13,14 성인에 있어 

아직은 통일된 판독 기준이 없으나 여러 보고들에서 연속유형

(continuous pattern)은 좋은 예후, 비연속유형(discontinuous [돌

발파억제양상 혹은 전신뇌전증모양방전] pattern)은 나쁜 예후

를 예측하는데 90% 이상의 positive predictive value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18,34,35 저자의 경험에도 aEEG의 나쁜 예후 예측

은 90% specificity와 95% positive predictive value를 보이고 있

으며 좋은 예후 예측은 조금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aEEG는 통상 뇌파에 비해 반응성을 볼 수 없고, 알파혼수와 

같은 특정파형 분석을 할 수 없으며, 뇌전증모양방전의 판정

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으므로 통상 뇌파와 보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지속적 뇌파는 실시간으로 뇌상태를 볼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저체온요법 이후 뇌전증지속상태를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조기 시행을 권고하고 있

다. 예후 판정을 위해 일련의 파형을 등급별로 나누어 분석하

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aEEG와 같은 quantitative EEG의 사용

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뇌파는 나쁜 예후뿐 아니라 좋은 

예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 중 하나이다.

체감각 유발전위

체감각 유발전위(SSEP)는 심정지 후 예후 예측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하며 2006년 권고안15에도 포함되어 있다. 뇌파와 

달리 마취제의 영향을 미미하게 받으며 저체온 시에 잠복기

Figure 2. EEG findings of the patients after cardiac arrest. (A) Relatively rhythmic alpha and beta dominant background activity with 
EMG artifact in a patient with CPC 1 prognosis. (B) Continuous polyspike and slow wave complexes and background suppression in a 
patient with myoclonic status epilepticus. The CPC grade was 4. (C) Burst suppression pattern EEG in a patient with CPC 4 prognosis. (D) 
Generalized tonic clonic status epilepticus in a patient with CPC 1 prognosis after successful AED treatment. CPC: cerebral performance 
categories, AED: antiepileptic drug.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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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cy)가 느려지기는 하나 32-34oC에서는 그 크기(amplitude)

는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므로36 저체온요법에도 그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대개 정중신경자극을 하는데 양측 N20 po-

tential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 나쁜 예후를 보일 가능성이 매

우 높아서 위양성률이 0%에 가깝고 이는 치료적 저체온요법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13,14,17,20,22,24 때로 말

초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위양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

에 조심하여야 하며 온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재가온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 매우 드물게 정상 기능을 회복한 증례보

고가 있다.37

체감각 유발전위는 나쁜 예후를 예측하는 데 있어 매우 신

뢰도가 높으나 그 민감도는 50% 정도에 그친다.3,31,32 즉, 실제 

예후가 나쁜 환자임에도 50% 정도에서만이 체감각유발전위

검사 양성, 즉 N20 potential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

라서 N20 potential이 나타나지 않으면 100%에 가깝게 나쁜 

예후를 예측할 수 있으나 반대로 N20 potential이 나타나더라

도 이것이 좋은 예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나쁜 예후를 보

일 가능성이 50%에 가깝다는 단점이 있다. 아마도 체감각유

발전위는 피질의 기능을 주로 반영하므로 뇌간이나 피질하 

구조의 기능저하에 따른 혼수 상태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

럴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좋은 예후 예측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영상 소견

영상 소견은 아직 연구가 부족하여 2006년 권고안에서는 포

함되지 않았다.15 CT는 다른 뇌병변을 감별하여야 하므로 조

기에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검사이나, 조기에 저산소성 뇌

손상을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예후 예측에는 잘 사

용하지 않지만 최근 연구에서 조기 뇌부종이 보이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24 이는 저자의 경험에

도 마찬가지다. 

자기공명영상은 CT에 비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견하는 데 

훨씬 더 민감하다(Fig. 4). 특히 DWI/ADC의 경우, 이러한 저

산소성 뇌손상을 발견하는 데 더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며, 대략 80% 내외의 특이도와 60%-70%의 민감도를 보인

다고 보고되고 있다.38-40 특히 ADC 값이 650×10-6mm2/s 미만

인 경우 예후가 좋지 않다고 보고되었다.40 하지만 자기공명영

상의 문제점은 그 뇌손상의 심한 정도에 대해 연구자마다 다

른 기준을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소견이 나쁜 것인지에 대

한 기준이 없으며, 심한 정도와 예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

구도 없다. ADC 값 또한 시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며, 어느 

뇌 부위를 포함시키냐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 

Figure 3. aEEG and CSA findings of the same patients in the figure 2. (A) aEEG shows continuous pattern (relatively condensed) of 
background activity with low limit above 10 μV, and CSA showed intermittent high power vertical lines of beta frequency with strong 
background activities suggesting EMG artifacts. (B) aEEG and CSA in a patient with myoclonic status epilepticus. Discontinuous pattern 
but relatively high amplitude background activity suggests status epilepticus rather than burst suppression. (C) Burst suppression pattern 
of aEEG and CSA. The background activity is very low amplitude (or power). (D) Generalized tonic clonic status epilepticus and successful 
treatment. Frequent bursts with relatively higher background activities of irregular intervals suggest status epilepticus rather than burst 
suppression. Treatment with antiepileptic drug dramatically improved aEEG and CSA pattern similar to the findings in a patient with good 
prognosis. aEEG: amplitude-integrated EEG, CSA: compressed spectral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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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자기공명영상은 예후 예측에 있어 좀 더 많은 연

구 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지표

2006년 AAN 권고안에 생물학적 지표(biomarker)로는 유일

하게 NSE가 포함되었으며 >33 μg/L으로 증가하였을때 예후

가 나쁘다.15 S-100의 경우, 저체온요법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

거리이며 아직은 예후 예측에 사용할 수 없다.5,13,14 이러한 차

이는 아마도 검사 방법의 한계와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

고 있다.13,14 

저체온요법 이전에는 NSE의 위양성률이 0%-8.8%였으나 

저체온요법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위양성률이 0%에서 많게는 

24%-29%로 보고되고 있다.17,23,24,30,41,42 따라서 일부 저자들은 

24시간 측정치에 비해 48시간 이후 측정치가 상승하거나,41,42 

더 높은 cut-off 값(41.1-78.9 μg/L)에서 높은 신뢰도로 나쁜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기도 한다.23

따라서 치료적 저체온요법 이후, NSE의 결과로 나쁜 예후

를 예측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마도 새로운 cut-off 값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지표로는 좋은 예후를 예측할 수

는 없다.

결     론

치료적 저체온요법은 심정지 이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환

자에 있어 표준치료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환자에 있어 신경

과 의사의 역할을 이른 시기에 정확한 예후 예측을 하는 것이

며 때로는 뇌전증지속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인 치료

를 하여야 한다. 저체온요법을 함으로써 진정제와 근이완제를 

사용하게 되고 이는 이전의 접근에 비해 좀 더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저체온 치료가 끝나고 정상체온이 돌아온 후, 그리고 진

정효과가 사라졌다고 생각될 때 판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저체온요법 이전의 결과를 주로 반영한 2006년에 AAN 권

고안에 비해, 저체온요법은 예후 예측에 일부 변화를 가져왔

다. 현재 나쁜 예후를 예측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은 

뇌간반사의 소실과 양측 체감각전위의 소실이다. 그리고 뇌

파의 돌발파억제양상, 억제양상, 전신뇌전증모양방전, aEEG

의 discontinuous pattern소견은 역시 나쁜 예후를 예측할 가능

성이 높다. 좋은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굽힘반응 이상의 

운동반응과 뇌파와 aEEG의 좋은 예후 소견들이나 그 신뢰도

는 확실한 정도는 아니다. 가장 큰 변화는 3일 째 운동반응의 

소실과 >33 μg/L 이상의 NSE 값이 더이상 확실한 나쁜 예후

Figure 4. MRI findings of severely injured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patients after cardiac arrest. (A) Comparison of diffusion 
weighted image (DWI) and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ADC) maps with low and high b-value. High b-value DWI/ADC shows more 
sensitive ischemic change than low b-value image. (B) Transcerebral and cortical vein signs on gradient echo image (GRE) or susceptibility-
weighted image (SWI) may suggest severe hypoxic-ischemic injury of the brain in the selective patient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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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표가 아니라는 점이며, 뇌전증지속상태의 경우 역시 호

전을 보이는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요

구한다는 점이다. 또한 72시간이라는 전통적인 시간대를 고

집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좀 더 기다려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

다. 자기공명영상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결과가 필요

하다.

결론적으로 심정지 후 치료적 저체온요법의 도입으로 의미 

있는 신경학적 회복의 가능성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는 반

대로 예후 판정에 있어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체온요법 이후의 새로운 가이드 라인이 발표되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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