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성심정지(SCA)
•  SCA는 심장이 갑자기 박동을 멈춰 뇌와 중요 기관에 혈액이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  SCA는 대개 심장의 전기적 장애로 인해 심장의 펌프 작용에 

이상이 생기며 이에 반해 심장마비는 심장으로의 혈액 흐름이 
차단되어 발생합니다. 

•  SCA는 즉각 치료되지 않으면 몇 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미국 CDC는 매년 2,000명의 25세 미만 환자가 SCA 로 
사망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운동 선수에게 SCA가 일어나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심장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젊은 운동 선수는 격렬한 운동 중 
사망할 위험이 높습니다.  

심장 진탕 
•  심장 진탕은 둔탁하고 뭉툭한 물건에 가슴을 직격으로 맞을 

때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구조적으로 정상인 심장에도 심실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심장 진탕은 젊은 운동 선수의 갑작스런 심장사 중 20%를 
차지합니다.

심장 응급 상황에 대한 준비 
•  학교, 클럽, 스포츠 시설은 SCA 발생 시 대응 계획을 포함한 응급 

행동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스포츠 시설에는 1-3분 내에 외부형 자동제세동기(AED)를 

구비해야 합니다.
•  학교, 클럽, 스포츠 시설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  환자가 쓰러진 후 3-5분 이내에 CPR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AED 충격을 가하면 생존율이 74%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심혈관 문제가 있는 운동 선수의 건강 검진 
•  운동 선수는 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심혈관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최소 심혈관계 검진은 포괄적 의료 기록, 가족력, 신체 검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  심전도(ECG) 검사는 운동 선수의 위험을 높이는 근원적 심장 

상태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비용, 의료진 
인프라, 민감도 및 특수도 문제로 인해 보편적인 표준은 아닙니다. 

운동 선수의 심박 정지 징후 및 증상

참고: 젊은 심정지 환자 대부분은 심정지 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NATA, Korey Stringer Institute, 미국 심장 협회
NATA (미국선수트레이너협회) 인포그래픽 

남성 운동 선수 여성 운동 선수

가슴, 귀, 목 통증 간헐적인 가슴 중앙부 통증

심한 두통 어지러움

과도하게 숨이 참 불편감을 동반하거나 혹은 
동반하지 않는 숨가쁨

모호한 불편함 압박감, 압착감, 포만감

현기증, 두근거림 메스꺼움, 구토

비정상적인 피로감 식은 땀

소화불량, 속쓰림 팔, 등, 목, 턱, 복부의 통증 
또는 불편감

심장 관련 고려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