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
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신음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
다.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한다.
환자의 반응이 없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다. 만약 주위에 자동 심장
충격기(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즉시 가져와 사용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신속하게 119에 신고함으로써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은 전화를 스피커폰 상
태로 전환시킨 뒤에 신고자가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
한다.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한다. 일반인은 비정상적인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
급의료전화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에 가슴뼈(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손가락이 가
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하고,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
다. 가슴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소아 4~5
cm)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한다. ‘하나’, ‘둘’, ‘셋’, …, ‘서른’하고 세어가면서
규칙적으로 시행하며, 환자가 회복되거나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
한다.
심정지 초기에는 가슴압박만을 시행하는 가슴압박 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함
께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인 목격자는 지체
없이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
도(숨길)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그 후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관찰해야 한
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진다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신속히 가슴압박 소생술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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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
만 사용해야 하며,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해야 한다.
먼저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
은 뒤에 전원 버튼을 누른다.

패드 1: 오른쪽 빗장뼈 아래
패드 2: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겨드랑선
패드 부착부위에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하며, 패드와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 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한다.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뗀다. 자동심장충격(제세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심장충격(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로 충전을 시작한다.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의 충전은 수 초 이상
소요되므로 가능한 가슴압박을 시행한다.
심장충격(제세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
술을 계속 하십시오”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며, 이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
을 시작한다.

심장충격(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장충격(제세동) 버튼이 깜박이기 시작
한다. 깜박이는 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제세동)을 시행한다.
심장충격(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
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심장충격(제세동)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2로 다시
시작한다.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는 2분마다 심장리듬을 반복해서 분석하며, 이러한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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