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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1990년 부터 국내외 반에 걸쳐 진행된 다양한 규모와 기 에서 진행된 성 뇌졸  환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뇌졸  환자의 후 련 근에 해 올바른 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국내외 

문헌 검토는 BNBI PubMed, KMBase, RISS, KoreaMed를 이용하 다. 검색된 논문을 상으로 발생빈도, 병원 

 뇌졸  환자의 평가  응 처치, 병원 내 문치료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뇌졸  평가의 요한 척도로 사용

되고 있는 신시내티 뇌졸  척도와 로스앤젤 스 뇌졸  척도를 이용한 평가가 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 인 

응 처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 주제어 : 뇌 질환, 신시내티 뇌졸 척도, 로스앤젤 스 뇌졸  척도, 후, 사고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right approach and prognosis of cerebrovascular 

accident (CVA) by reviewing the various researches on CVAs. The reviews were done by BNBI PubMed, 

KMBase, RISS, and KoreaMed. Based on the articles, prevalence rate of CVA, prehospital CVA patients 

assessment and emergency care, and in-hospital care were analyzed. The most important scales are 

Cincinnati prehospital stroke scale(CPSS) and Los Angeles prehospital stroke screen(LAPSS). These two 

scales are the basic assessment tools for CVAs and it is necessary to perform the emergency care by way 

of these scales.

• Key Words : Cerebrovascular accident (CVA), Cincinnati prehospital stroke scale(CPSS), Los Angeles 

prehospital stroke screen(LAPSS), Acut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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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성뇌졸 은 뇌조직으로 가는 류의 일부가 단되

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연령이 증가하면 유병률도 증가한

다. 성뇌졸 은 크게 허 에 의한 뇌경색과  열

에 의한 뇌출 로 나  수 있으며, 뇌경색 환자에서 

용해제의 조기사용은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낮추어 

 수 있으므로 뇌출 과 뇌경색의 감별진단은 치료 방

향 결정에 매우 요하다[1][2]. 병원  응 의료서비스 

제공자, 즉 119구 서비스에서 성뇌졸 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병원  장에서 해야 할 것은 환자에 한 반

응과 출동에 있어서 우선순 를 높여야 하며, 표 화된 

성뇌졸  척도를 이용하여 신속한 성뇌졸 을 인지

하고, 병원도착 1시간 이내에 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

는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이 필요하다. 한, 도착할 병

원에 사 연락 하여 치료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며, 성

뇌졸  환자에게 필요한 기 응 처치를 극 으로 시

행하여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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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뇌졸 에 있어서 세포 괴의 범 는 뇌세포의 

다양한 세포 형태에 따른 허 의 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3][4]. 증상에서 병원 도착시간에 한 분석에서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성뇌졸  환자들의 25～59%가 증상 발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 으며, 35～66%가 6

시간 이내에 도착하 다[5][6]. 국내의 연구에서는 성

뇌졸  환자의 47.9%가 증상 발  후 3시간 이내에 병원

에 도착하 으며, 68.3%가 6시간 이내에 도착하 다[7]. 

병원  단계는 환자가 성뇌졸  증상을 인지해서 

병원에 도착하기 까지를 말하며, 병원 내에서는 응 실

로 내원한 성뇌졸  환자의 첫 상학  검사시간  

용해제 등의 약물 투여 시간이 요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6]. 병원  응 처치의 시작은 환자평가에서부

터 시작되며, 정확한 환자평가는 정확한 응 처치로 이

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 원이 시행하는 환자 평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뇌조직은 비가역 인 변성이 이루어 진 후에는 회복

이 극히 제한 이기 때문에 성기 치료가 무엇보다 

요한 질환이다[8]. 

최근 용해제  신경보호제 등의 효과 인 치료

법이 보 되어 성뇌졸  환자의 치료 효과가 반 으

로 향상되었으나[9][10], 증상 발  후 치료가 시작되기까

지의 소요시간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시작 시 이 매우 요하다. 따라서 성뇌졸  발

생 후 환자나 가족, 최 목격자, 구 원들의 빠른 환자

이송과 한 응 처치, 한 병원 선택, 병원에서의 

신속한 치료 시작은 성기 성뇌졸  치료에서 가장 

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성뇌졸  환자의 응 실 내

원 경로  가장 신속한 방법은 증상 발생 후 응 의료서

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2].

성 뇌졸 은 사망률이 높고, 질병 이환에 따른 장기

인 장애가 심각한 질환으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환자

의 후에 큰 향을 미치며, 특히 허 성 뇌졸 인 성 

뇌경색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뇌경색 

질환의 후에는 많은 인자가 향을 미치지만 발병에서

부터 치료까지의 시간이 가장 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8]. 

최근 용해제  신경보호제 등의 효과 인 치료

법이 보 되어 성뇌졸  환자의 치료 효과가 반 으

로 향상되었으나[9], 증상 발  후 치료가 시작되기까지

의 소요시간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치

료시작 시 이 매우 요하다. 특히 뇌경색환자의 치료

에서 rt-PA(recombinant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를 발병 3시간 내에 투여하여야 최  효과를 거둘 수 있

으며[8], 늦어도 6시간 내에 문 인 치료를 받을 수 있

는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치료의 건이다[14]. 

이에 이 연구는 1990년 부터 국내외 반에 걸쳐 진

행된 다양한 규모와 기 에서 진행된 성 뇌졸  환자

의 연구를 되짚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뇌졸  환자의 

후 련 근에 해 올바른 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다. 이를 하여 국외 문헌 검토는  BNBI PubMed를 이

용하 으며, 사용한 검색어는 stroke, CVA, cerebral 

infraction, cerebral hemorrhage 등을 검색에 활용하

다. 한 국내 문헌은 1990년 부터 최근까지 약 20년간 

발표된 논문을 KMBase, RISS, KoreaMed를 이용하여 

뇌졸 , 성뇌졸 , 뇌 질환, 뇌경색, 뇌출  등을 이

용하여 검색에 이용하 다. 

2. 뇌졸중의 정의, 평가 및 치료
2.1 뇌졸중의 정의 

뇌 류 이상에 의해, 뇌에 류 공 이 부족하여 유발되

는 갑작스런 이상으로 뇌 이 막 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 이 열되어 발생하는 뇌출 로 크게 구분된다. 

뇌경색은 뇌 질환의 부분을 차지하며 표 인 

원인으로서는 에 지방질이 많이 쌓여 발생하는 뇌

동맥경화증과 액 내에 이물질이 떠돌아다니다 

을 막아서 발생하는 뇌색 증이 있으며 특히 뇌색 증의 

경우는 심장병동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2 뇌졸중의 평가 및 치료

뇌졸  평가를 한 척도로는 신시내티 병원  뇌졸

 척도(Cincinnati Prehospital Stroke Scale, CPSS)와 

로스앤젤 스 뇌졸  척도(Los Angeles prehospital 

Stroke Screen, LAPSS)를 이용하여 뇌졸  평가를 시행

할 수 있다[Table 1, 2]. 이러한 두 가지의 뇌졸  척도는 

병원  환경에서 보다 더 빠르게 뇌졸 을 측할 수 있

고 병원 뇌졸  의 활성화를 통한 용해제 치료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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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ing Criteria Yes No 

Age over 45 years 

No prior history of seizure disorder

New onset of neurologic symptoms in last 24 hours

 Patient was ambulatory at baseline (prior to event)

Blood glucose between 60 and 400 

Normal Right Left

Exam: look for obvious asymmetry

  Facial smile / grimace

  Grip

  Arm weakness

□

□

□

□ Droop

□ Weak Grip

□ No Grip

□ Drifts down

□ Falls Rapidly

□ Droop

□ Weak Grip

□ No Grip

□ Drifts down

□ Falls Rapidly

Based on exam, patient has only unilateral (and not bilateral) weakness 

If Yes (or unknown) to all items above LAPSS screening criteria met 

If LAPSS criteria for stroke met, call receiving hospital with “CODE STROKE”, if not then return to the appropriate treatment 
protocol. (Note: the patient may still be experiencing a stroke if even if LAPSS criteria are not met.) 

[Table 2] Los Angeles Prehospital Stroke Screen (LAPSS)

Variables Normal Abnormal
Facial Droop
  Have patient show teeth or smile

Both sides of the face move equally
One side of face does not move as well 
as the other side

Arm drift
  patient closes & holds both arms out 
for 10 sec

Both arms move the same or both arms 
do not move at all

One arm does not move or drifts down 
compared to the other

Abnormal Speech
  Have the patient say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Patient uses correct words with no 
slurring

Patient slurs words, uses the wrong 
words, or is unable to speak

[Table 1] Cincinnati Prehospital Stroke Scale (CPSS)

병원  상황에서 성뇌졸  환자의 한 평가와 응

처치로는 동공반응, 압, 맥박, 호흡, 당, 심 도 모니

터, 그리고 뇌압유지, 심장기능, 호흡기능, 구토조 기능 

등의 악화방지를 한 응 처치가 필요하다. 심장리듬

(cardiac rhythm)은 뇌경색 발생 이후 많게는 15～30%까

지 심장리듬의 이상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되나, 이  

부분은 뇌경색의 험요인으로 우연히 뇌경색 발생과 함

께 발견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특정 뇌 부 를 침범한 경

우, 2차 으로 심장리듬의 이상을 포함한 심장이상이 나타

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심부 , 성 심근경색, 

사 등은 뇌경색의 임상경과 에서 나타날 수 있다. 정상 

심박수를 유지하기 한 한 심박출 유지  압유지

는 뇌경색 치료의 기본이며[13] 병원  뇌졸  환자의 평

가와 응 처치 시행 정도는 [Table 3]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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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N % Items N %
Symptoms
Headache
Mental change
Hemiparesis
Dysarthria
Weakness
Syncope
Loss of consciousness
Seizure
Dizziness
Nausea
Vomiting

13
23
39
27
9
26
7
4
40
14
18

10.5
18.7
31.7
22.0
7.3
21.1
5.7
3.3
32.5
11.4
14.6

Places
Home
Accommodation
Offiice
Factory
Road
Mountain
Public places
Unrecorded
Etc.

78
3
1
8
1
13
3
15
1

63.4
2.4
.8
6.5
.8
10.6
2.4
12.2
.8

History
Hypertension(HTN)
Diabetes Mellitus(DM)
Heart disease(HD)
Brain disease(BD)
Etc.
HTN+DM
HTN+HD

42
5
4
39
10
20
6

34.6
4.1
3.3
31.7
8.1
17.1
4.9

AVPU
Alert
Vocal stimuli
Painful stimuli
Unresponsive
Unrecorded

87
17
15
2
2

70.7
13.8
12.2
1.6
1.6

Vital sign checked
Blood pressure 
Pulse 
Respiratory 
SpO2 
Pupil reflex

90
99
79
98
109

73.2
73.2
64.2
79.7
88.6

Treatments
Manual airway method
Oropharyngeal airway
Endotracheal intubation
O2 therapy-nasal prong
O2 therapy-Facial mask
O2 therapy-Bag valve mask
Bed rest
Medical control
Laryngeal mask
Suction
Intravenous

21
3
2
35
8
2
114
7
0
0
0

17.1
2.4
2.7
28.5
5.3
1.6
92.7
5.7
0
0
0

Triage
Emergency
Non-emergency
Delayed
Unrecorded

81
20
0
22

65.9
16.3
0
17.9

Stroke type
Cerebral infarction
Cerebral hemorrhage

95
25

77.2
22.8

Electrocardiogram monitor 15 14.6

Blood sugar test 24 19.5

[Table 3] Patients Triage, Assessment and Emergency Care

성뇌졸 의 성기에는 압상승이 흔히 찰되므

로, 이송  압의 모니터링은 요하다. 허  부 는 뇌

류 자동 조 능(cerebral blood flow autoregulation)에 

장애가 발생하여 평균 동맥압이 직 으로 뇌 류에 

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압의 갑작스런 하강을 피

하여야한다. 성기 성뇌졸  환자에서 압하강은 비

교  드물지만 만일 일어날 경우 수액공 이나 심장수축 

진제(inotropic agents)에 의해 압을 유지시켜야 한

다[9][14].

당뇨병은 뇌경색의 주요한 험요인의 하나이며, 고

당이 뇌경색의 후나 출 성 변화에 악 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성기 성뇌졸

환자에게서 당뇨병의 과거력이 없는 경우에도 스트 스

나 성질환으로 인해 고 당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새로

운 당뇨가 진단되거나 잘 조 되던 당뇨병이 성질환으

로 인해 악화되어 고 당이 발생 할 수도 있다. 고 당은 

뇌경색의 후에 나쁜 향을 미치며 이는 당뇨병이 진

단된 환자뿐 아니라 당뇨가 없는 환자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므로 성뇌졸  의심환자에게 당검사를 실시하

여 당수치를 확인하여야 한다[15-17].

한 산소공 과 호흡기능의 유지는 성뇌졸  환

자에서 사기능을 유지하기 해 요할 수 있다. 부

가 넓은 뇌경색이나 뇌출 은 뇌간의 압박으로 호흡기능

과 심장기능, 구토조 기능 등의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흡인성 폐렴, 기도폐쇄로 인한 산소증, 

심부  등으로 유발될 수 있다. 증의 호흡기계 장애, 

증 산소 증/고이산화탄소 증, 의식 하 환자에서 조

기에 문기도유지수술을 하여 인공 환기를 시행하는 것

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뇌경색 환자

의 이송  산소치료는 산소증이 없는 환자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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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공 은 권장되지 않지만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은 필

요하며, 산소포화도가 92～95%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10][13].

성뇌졸  환자의 빠른 인지를 해서는 환자 는 

보호자 등 주변 환경으로부터 병력을 청취하는 것이 필

요하며, 이를 해서는 구 활동일지의 환자 증상, 병력, 

의식상태, 동공반응, 활력징후, 분류 등을 종합한 구

원의 평가소견이 요하다[18]. 즉 구 원에 의한 성

뇌졸 의 인지가 무엇보다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증상  징후의 악화방지를 하여 장응 처치, 악

화방지의 측을 한 필수 모니터 등이 필요하다. 그리

고 환자의 이송에 소요된 시간, 구 활동에 출동한 구

원의 역량 등도 성뇌졸  치료 후 재활  사회복귀 

등에 요한 요소라 생각된다. 

3. 결론
성뇌졸 은 뇌조직으로 가는 류의 일부가 단되

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연령이 증가하면 유병률도 증가한

다. 성뇌졸 은 크게 허 에 의한 뇌경색과  열

에 의한 뇌출 로 나  수 있으며, 뇌경색 환자에서 

용해제의 조기사용은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낮추어 

 수 있으므로 뇌출 과 뇌경색의 감별진단은 치료 방

향 결정에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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