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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필요성 

 

• 사업개요 

 

• 향후 발전방향 



급성 심정지의 정의 

• Sudden cardiac death(SCD) 
• A natural death from cardiac causes, heralded by 

abrupt loss of consciousness within one hour of the 
onset of acute symptoms (Myerburg RJ. 2005) 

• Including cardiac cause 
 

• Sudden cardiac arrest(SCA) 
• A cessation of normal circulation of the blood due to 

failure of the heart to contract effectively (Jameson 
JN St C, et al. 2005) 

• Including cardiac and non-cardiac causes (trauma, 
asphyxia, hanging, poisoning, and drowning)  

 

 



급성 심정지의 정의 



급성 심정지의 정의 



급성 심정지의 결과 

• Major health problem 

• 15% of all causes of death  (Zheng ZJ, et al. 2001;)  

• about 300,000 per year in USA (Mutchner L. 2007; 

Nichol G, et al. 2008) 

 

 



생존의 사슬(Chain of survival) 



심정지의 예후 



국가 급성 심정지 레지스트리 

• Primary dataset 

• prospectively collected EMS run sheet 

• 16 provinces’ fire department headquarter  

 

• Secondary dataset 

• retrospectively collected hospital record review 

• trained medical record reviewer of Korea CDC 

 

 



국가 심정지 레지스트리 구축 

1차 사업

(2007) 

•조사지역: 서울, 

인천, 제주 

•조사 대상기간: 

2006.1~2007.

6 

2차 사업

(2008) 

•조사지역: 전국 

•조사 대상기간: 

2006.1~2007.

12 

3차 사업

(2009) 

•조사지역: 전국 

•조사 대상기간: 

2008.1~2008.

12 (구급일지, 

의무기록조사) 

4차 사업

(2010) 

•조사지역: 전국 

•조사 대상기간: 

2009.1~2009.

12 (구급일지 

DB) 

5차 사업

(2011) 

•조사지역: 전국 

•조사 대상기간: 

2010.1~2010.

12 (구급일지) 

2009.1~2010.

12 (의무기록

조사) 

6차 사업 
(2012) 

5차 사업
(2011) 

•조사지역: 전국 

•조사 대상기간: 

2011.1~2011.

12 (구급일지) 

2012.1~2012.

12 (전향적 자

료수집) 



국가 급성 심정지 레지스트리 

Year 
Total  

dataset 

Hospital record review  

dataset 

Unknown outcomes 

dataset 

Known outcome 

dataset 

N N % N % N % 

2006 19,480  16,348 83.9 603  3.7  15,745  80.8  

2007 20,353  18,060 88.7 669  3.7  17,391  85.4  

2008 21,905  20,091 91.7 758  3.8  19,333  88.3  

2009 24,442  22,578 92.4 1,048  4.6  21,530 88.1  

2010 25,909  24,386 94.1 1,094  4.5  23,292  89.9  

Total 112,089  101,463 90.5 4,172  4.1  97,291  86.8  



년간 심정지 발생환자 



성연령 표준화 심정지 발생율 



심정지 환자의 임상결과 



심정지 환자의 원인 



심정지 환자의 최초 심전도와 임상결과 



심정지 환자의 목격여부와 임상결과 



목격자 심폐소생술과 임상결과 



구급대 반응시간과 임상결과 



병원전 소요시간과 임상결과 



2013년 급성 심정지 레지스트리 구축 



2013년 급성 심정지 레지스트리 

• 구급일지 기반 심정지 정의는 동일 

• 심정지 세부 상황표 활용  

• 1개월 단위로 지표 산출 및 평가 피드백 

• 시도별 품질관리 위원회 (소방방재청 사업) 

• 이송병원별 자료 구축 

• 사례 DB를 기초로 하여 의무기록 조사 

• 구급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 가능 

• 3개월 단위 조사결과 환류 

 

 



2013년 급성 심정지 레지스트리 



향후 발전방향 



향후 발전방향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