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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sociation between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and Mortality in Korean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Oh Mi-Sook

                                        Advisor : Prof. Choi Seong-Woo, Ph.D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Purpose: Reduc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is one of predictive factors for 

representative mortality in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AM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mortality according to glomerular 

filtration rate.

Method: A total of  13,021 AMI patients, who were enrolled in the Korea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were included 

in the present study.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group I 

(non-deceased group, n = 11,503, 62.6±12.4 years, 88.3%) and group II (deceased 

group, n = 1,518, 11.7%).  Clinical characteristics,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nd 

three-year mortality related to glomerular filtration rate  were analyzed

Results: The mean age of the group I was older a (62.7 ± 12.5 vs. 73.6 ± 10.5 

years. p <0.001) than in group II, the incidence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II than in group I. Killip class II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II. Also, glomerular filtration rate (82.2 ± 24.1 vs. 

55.2 ± 28.6ml/min/1.73㎡, p <.001) were significantly lower. Multivariate analysis 

revealed that lower the glomerular filtration rate was one of independent factors 

of mortality during the three-year follow-up. The CKD-EPI evaluation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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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a more useful method of predicting death than MDRD (0.738, 95% CI, 

0.724-0.753 vs. 0.766, 95% CI 0.753-0.779, p = 0.001).

Conclusion: Decreased renal function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death after 3 

years in patients with AMI, the CKD-EPI evaluation formula of glomerular 

filtration rate was more useful to predict death than the MDRD.

Keywords :  Myocardial infarction; Glomerular filtration rate;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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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8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에 따르면 허혈성 심장질환이 10대 사망원인에서

1위이며, 매년 약 1,000 만명 정도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2000년 약 650만명 비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허혈성 심장질환

으로 인한 국내 사망률은 2004년 인구 10만 명당 26.4명, 2014년 27.9명, 2018

년 28.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국내 사망률은 2004년 인구 10만 명당 19.3명, 2014년 20.1명, 2018년

19.1명으로 증가 추세이다[2].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당뇨병, 이상지혈증,

만성신장질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신기능 감소는 심혈관

계 질환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3-7], 만성 신부전 환자에

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일반인에 비해 10-20배 높고, 주요 심장

질환이 많이 발생했다[8].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에서 사구체 여과율(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의 감소가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

이며, 장기 사망률의 독립적 예측 인자 이다[8].

만성신장질환이란 eGFR에 관계없이 신장 손상의 증거가 있거나, eGFR이

60mL/min/1.73㎡미만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만성신장질환

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질환이며, 투석을 받는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하거

나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조기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환이

다[9-11]. 우리나라에서 대도시 거주 시민 2,356명을 무작위 추출한 표본조사

연구에서 만성신장질환 유병률은 13.7%였으며[12],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

국인 성인 만성신장질환 코호트 연구에 등록된 환자 1,927명을 8년 추적 관

찰한 결과 전체 사망률은 eGFR이 정상인 환자와 비교하여 10배 이상 높았으

며, 심혈관질환 유병률도 3배 이상 높았다[9].

eGFR에 따른 사망률을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 eGFR 60ml/ min/ 1.73㎡

미만 만성신장질환 환자에서 심혈관질환 사망률 1.5배 높았고[13], 급성심근

경색증 환자에서 중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년 이내 생존율이 낮았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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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서 eGFR은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eGFR의

정확한 측정은 중요하다[14]. 광범위하게 사용돠는 eGFRMDRD 계산식은

1628명의 만성신장질환자 대상으로 개발된 공식 이여서 실제보다 eGFR

level이 낮게 측정되어[15,16], 의학적인 치료 및 약물의 처방과 치료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17-19].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10개의 연구에서

만성신장질환자 8,254명 대상으로 eGFRCKD-EPI 공식이 개발되었으며, 3,896명

대상으로 추가 검증한 결과 eGFRMDRD 계산식 보다 정확하였다[20].

AMI 환자에서 eGFR은 사망률을 예측하는 독립적인 인자였다[8].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AMI 발생후 장기간 추적 조사한 후 eGFR과 사망률 사이의

관련성을 평가한 연구는 없었다.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예후 및 관리지표 개발을 위한 전향적 추적관찰

연구인 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National Institute of

Health(KAMIR-NIH)가 2011년 11월 발족되었다.[21]

따라서 본 연구는 3년간 추적 조사 한 KAMIR-NIH data를 이용하여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eGFRCKD-EPI와 eGFRMDRD 비교하여 eGFR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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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A.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KAMIR-NIH(2016-ER6304-02)에 등록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KAMIR-NIH는 15개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를 등록하였고. 병원의

지역적 분포는 서울, 경기 지역 6개 병원, 전라 지역 3개 병원, 충청 지역 2

개 병원, 경상 지역 4개 병원으로 2011년 11월부터 2015년도 12월까지 등록

된 환자는 총 13,104명이였다. 이중 83명은 크레아티닌 검사 결측으로 제외한

13,0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후 각 3년 추적조사 하여

생존한 AMI 환자 11,503명, 사망한 AMI 환자 1,518명을 두 군으로 분류하였

고, 생존 여부는 병원기록과 환자면담(직접 또는 전화)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체중, 신장, 체질량지수, 흡연을 활용 하였다. 체

질량 지수는(body mass index, BMI)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였다.

2. 임상적 특성

임상적 특성은 증상, 심혈관질환 과거력, 관상동맥질환 가족력, 임상 진단

명,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맥박,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Killip class, 약

물을 활용하였다. 증상은 급성 심근 경색증 발생 시 증상으로 타 병원 의뢰

서와 의무 기록 이용하여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분류 하였고, 심혈관질환 과

거력은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 임상 진단명은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

색증(ST-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STEMI))과 비-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증(Non ST-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NSTEMI) 분류 하였고, 응급실 내원 시 확인한 심전도 결과로 진단하였다

[22]. 관상동맥질환 가족력,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맥박, 고혈압, 당뇨병, 고

지혈증은 의무 기록 이용하였다. 응급실 내원시 심부전의 임상징후에 따라

Killip class 분류하여 Class I - 심부전의 증후가 없는 상태, Class II - 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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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1/2 이하에서의 수포음과 제3심음이 들리는 상태, Class III - 저명한 폐부

종이 있는 상태, Class IV - 심인성 쇼크, 저혈압과 소변량 감소, 청색증, 발

한과 같은 말초혈관수축의 증거가 있는 상태로 나눴다[23].

약물은 Aspirin, Clopidogrel, Beta blocker, Statin, Angiotensin - converting

enzyme inhibitor(ACEI), Angiotensin receptor blocker(ARB), Oral

anticoagulant로 퇴원시 의무 기록 내용 조사하여 사용여부를 확인 하였다.

3. 진단의학 검사소견

진단의학 검사 소견은 혈당,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 HbA1c), 총 콜레

스테롤(Total cholesterol, TC)), 중성지방(Triglyceride, TG), 고밀도지단백콜

레스테롤(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저밀도지단백콜레스

테롤(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hs-CRP), N-terminal pro-brain natriuretic

peptide(NT-pro BNP), 크레아티닌을 활용 하였다. 혈액학적 검사는 응급실

내원 당시의 값을 이용하였으며, 콜레스테롤 등의 지질 검사는 내원 다음날

아침 공복 시에 측정한 검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4. 신장기능

신장의 기능은 eGFR을 활용 하였다. 크레아티닌 결과치와 환자의 나이,

성별 및 인종 정보를 바탕으로 eGFRCKD-EPI, eGFRMDRD 계산식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24,25]

eGFRCKD-EPI(mL/min/1.73㎡) = 141 × min(Scr/κ,1)α × max(Scr/κ, 1)-1.209 ×

0.993age × 1.018 [if female]

eGFRMDRD(ml/min/1.73㎡) = 186×(Scr)-1.154×(age)-0.203×0.742 [if female]

신장기능에 따른 분류는 미국 National Kidney Foundation의 Kidney

Disease Improving Global Outcomes (KDIGO) 지침의 분류에 따라 신기능

정상군(eGFR ≥90), 신기능 경도 감소군(60 ≦ eGFR > 90), 신기능 경중등

도군(45 ≦ eGFR > 60), 신기능 중등중증군(30 ≦ eGFR > 45), 신기능 중증

감소군(eGFR < 30mL/min/1.73㎡)등 5그룹으로 분류 하였다[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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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망확인

병원기록과 환자면담(직접 또는 전화)을 통해서 퇴원 후 각 3년 추적조사

하여 사망 시간 여부 확인 하였다. 사망의 분류는 진료 기록부와 외래 방문

이 누락된 환자는 원외사망에 사인 조사 시 전화설문을 통해 시행한 관계로

환자가 평소 일상생활 및 증상에 큰 변화 없이 잘 지내다가 돌연사한 경우는

심인성 사망으로 정의하였으며, 다른 증상 발현 후 타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

단된 최종 사인만을 전화 확인을 통해 참고하여 분류 하였다.

B. 통계적 분석 방법

통계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6.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연속형 변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범

주형 변수는 빈도 및 백분율(%)로 기술하였다. 양군(생존군, 사망군) 간의 비

교와 eGFR level의 비교는 연속 변수에 대하여는 t-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

였고,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검사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chi-square test 하

였다.

eGFR과 사망사이의 관련성은 Cox regression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모델 1은 성별, 연령, BMI, 흡연을 보정 하였고, Model 2는 Model 1에서

발병시 증상, 심혈관질환 과거력, 임상진단명, Killip class, 약물, glucose,

HbA1c, TC, TG, HDL-C hs-CRP, NT-pro BNP을 추가 보정하였고,

eGFR level에 따른 Kaplan-Meier을 이용한 총 사망과 심인성 사망과의 생존

분석하고, ROC 분석을 시행하여 eGFRMDRD와 eGFRCKD-EPI의 AUC 값을 비교

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 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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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 구 결 과

1. 일반적 특성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대상자 13,021명을 생존군 11,503명

(88.3%), 사망군 1,518명(11.7%)으로 비교 분석 하였다. 생존군에 비하여 사망

군의 평균 연령이 높았으며(62.6±12.4 years vs. 73.6±10.5 years. p<0.001), 키

(164.7±10.8cm vs. 160.7±13.3cm, p<0.001), 몸무게(66.1±12.0kg vs. 58.7±11.7kg,

p<0.001), BMI(24.2±3.3kg/㎡ vs. 22.5±3.6kg/㎡, p<0.001)는 사망군에서 낮았다.

흡연은 생존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41.0% vs. 24.2%.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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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in Subject
                     

Variable
Total

(n=13,021)  
Non-deceased

(n=11,503)

 Deceased
(n=1,518)

p-value

Mortality (%) 13,021 11,503 (88.3) 1,518 (11.7) <0.001

Gender <0.001

Men (%) 9,629 (73.9) 8,686 (75.5) 943 (62.1)

  Women (%) 3,392 (26.1) 2,817 (24.5) 575 (37.9)

Age (years) 63.9±12.7 62.6±12.4 73.6±10.5 <0.001

Weight (kg) 65.3±12.2 66.1±12.0 58.7±11.7 <0.001

Height (cm) 164.2±11.1 164.7±10.8 160.7±13.3 <0.001

BMI (kg/㎡) 24.0±3.4 24.2±3.3 22.5±3.6 <0.001

Current smoking 5,085 (39.1) 4,718 (41.0) 367 (24,2)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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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적 특성

임상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증상으로 흉통은

생존군에서 유의하게 많았고(88.6% vs. 67.5%, p<0.001), 호흡곤란은 사망군

에서 유의하게 많았다(21.8% vs. 37.8%, p<0.001). 과거력으로 협심증(9.1%

vs. 14.6%, p<0.001), 심근경색증(7.0% vs. 14.4%, p<0.001), 심부전증(1.1%

vs. 5.6%, p<0.001)은 사망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

인 고혈압과(49.3% vs. 63.7%, p<0.001) 당뇨병(26.8% vs. 42.4% p<0.001) 유

병률은 사망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고지혈증은 생존군에서 높았다(11.8%

vs. 7.0% p<0.001). 임상적 최종 진단명은 STEMI은 생존군에서 유의하게 많

았고(48.8% vs. 44.4%, p=0.001), NSTEMI은 사망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51.2% vs. 55.6%, p<0.001). Killip class II 이상은 생존군에 비하여 사망군

에서 유의하게 많았고(18.0% vs. 52.4%, p<0.001), 혈압은 생존군에 비하여

사망군에서 낮았으나(수축기혈압 131.6 ± 28.7mmHg vs. 119.6 ± 35.9mmHg,

이완기혈압 79.6±17.5mmHg vs. 72.1±22.4mmHg, p<0.001), 맥박은 생존군에

비하여 사망군에서 높았다(77.8±18.5/minute vs 85.5±25.0 /minute, p<0.001).

퇴원시 처방한 약물은 aspirin, beta blocker, statin, ACEI는 생존군에서 유의

하게 많이 처방 되었으며(99.7% vs. 97.6%, p<0.001, 84.0%vs. 56.7%, p

<0.001, 91.6% vs. 65.0%, p<0.001, 48.7% vs. 25.2%, p<0.001), 사망군에서는

clopidogrel, Oral anticoagulant을 생존군에 비하여 더 많이 처방 되었고

(77.3% vs. 85.6%, p<0.001, 2.7% vs. 5.8%, p<0.001), ARB는 유의 하지 않

았다(31.5% vs. 29.9%, p=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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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in Subjects    
                     

Variable
Total

(n=13,021)  
Non-deceased

(n=11,503)

 Deceased 

(n=1,518)
p-value

Symptom
    Chest pain 11,218 (86.2) 10,194 (88.6) 1,024 (67.5 ) <0.001
    Dyspnea 3,085 (23.7) 2,511 (21.8) 574 (37.8) <0.001
Previous history
   Previous angina (%) 1,268 (9.7) 1,046 (9.1) 222 (14.6) <0.001
   Previous MI (%) 1,025 (7.9) 807 (7.0) 218 (14.4) <0.001
   Previous HF (%) 211 (1.6) 126 (1.1) 85 (5.6) <0.001

   Family history of CAD (%) 827 (6.5) 776 (6.9) 51 (3.5) <0.001

   Hypertension (%) 6,640 (51.0) 5,673 (49.3) 967 (63.7) <0.001

   Diabetes mellitus (%) 3,732 (28.7) 3,088 (26.8) 644 (42.4) <0.001

   Dyslipidemia (%) 1,467 (11.3) 1,360 (11.8) 107 (7.0) <0.001
Clinical diagnosis 0.001
   STEMI (%) 6,285 (48.3) 5,611 (48.8) 674 (44.4)
   NSTEMI (%) 6736 (51.7) 5,892 (51.2) 844 (55.6)
Killip class <0.001
   I 10,160 (79.0) 9,438 (82.0) 722 (47.6)
   II 1,126 (8.6) 916 (8.0) 210 (13.8)
   III 973 (7.5) 657 (5.7) 316 (20.8)
   IV 762 (5.9) 492 (4.3) 270 (17.8)

Systolic BP (mmHg) 130.2±28.9 131.6±28.7 119.6±35.9 <0.001

Diastolic BP (mmHg) 78.7±18.3 79.6±17.5 72.1±22.4 <0.001

Heart rate (/minute) 78.7±19.5 77.8±18.5 85.5±25.0 <0.001
Medication
   Aspirin 12,950 (99.5) 11,468 (99.7) 1,482 (97.6) <0.001
   Clopidogrel 10,192 (78.3) 8,892 (77.3) 1,300 (85.6) <0.001
   Beta blocker 10,528 (80.9) 9,668 (84.0) 860 (56.7) <0.001
   Statin 11,768 (90.4) 10,781 (91.6) 987 (65.0) <0.001
   ACEI 5,983 (45.9) 5,600 (48.7) 383 (25.2) <0.001
   ARB 4,077 (31.3) 3,623 (31.5) 454 (29.9) 0.210
   Oral anticoagulant 404 (3.1) 316 (2.7) 88 (5.8)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MI, myocardial infarction; HF, heart failure; CAD, coronary artery disease;STEMI, ST–

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NSTEMI, non ST-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faction;; BP, blood pressure; AECI,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inhibitor; ARB,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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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의학 검사 소견

진단의학 검사 소견은 Table 3과 같다. 내원 시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혈

당, 당화혈색소, hs-CRP, NT-pro BNP, 크레아티닌은 사망군에서 생존군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165.0±75.9mg/dL, vs. 206.6±114.5mg/dL, p<0.001,

6.5±1.5%, vs. 6.7±1.6%, p<0.001, 1.3±4.4mg/dL, vs. 4.1±13.0mg/dL, p

<0.001, 1715.2±6092.8pg/mL, vs. 8955.7±12089.3pg/mL, p<0.001, 1.0±0.9mg

/dL, vs. 1.7±1.7mg/dL, p<0.001). TC, TG, HDL-C, LDL-C은 생존군에 비하

여 사망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180.1±45.4 mg/dL, vs. 159.5±49.0mg/dL, p

<0.001, 136.3±116.9mg/dL, vs. 110.0±83.4 mg/dL, p<0.001, 43.0 ±11.6 mg

/dL, vs. 40.9±14.1mg/dL, p<0.001, 113.4± 39.2 mg/dL, vs. 97.2±40.8mg/dL,

p<0.001). eGFR은 사망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82.3±24.2mg/dL, vs.

55.2±28.7mg/dL,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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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aboratory findings 
                     

Variable
Total

(n=13,021)  
Non-deceased

(n=11,503)

 Deceased 

(n=1,518)
p-value

Glucose (mg/dL) 170.0±82.5 165.0±75.9 206.6±114.5 <0.001

Hemoglobin A1c (%) 6.5±1.5 6.5±1.5 6.7±1.6 <0.001

Total cholesterol (mg/dL) 177.8±46.3 180.1±45.4 159.5±49.0 <0.001

Triglyceride (mg/dL) 133.5±114.1 136.3±116.9 110.0±83.4 <0.001

HDL-cholesterol (mg/dL) 42.8±11.9 43.0±11.6 40.9±14.1 <0.001

LDL-cholesterol (mg/dL) 111.7±39.7 113.4±39.2 97.2±40.8 <0.001

hs-CRP (mg/dL) 1.5±5.8 1.3±4.4 4.1±13.0 <0.001

NT-pro BNP (pg/mL) 2646.2±7549.9 1715.2±6092.8 8955.7±12089.3 <0.001

Creatinine (mg/dL) 1.1±1.1 1.0±0.9 1.7±1.7 <0.001

eGFRMDRD (ml/min/1.73㎡) 87.4±41.2 90.6±39.9 62.6±42.8 <0.001

eGFRCKD-EPI (ml/min/1.73㎡) 79.1±26.2 82.3±24.2 55.2±28.7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NT-proBNP, N-terminal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MDRD,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CKD-EPI, Chronic 
Kidney Disease Epidemiology Collaboration.



- 12 -

4. eGFRCKD-EPI와 eGFRMDRD의 AUC 값 비교

eGFRCKD-EPI와 eGFRMDRD의 AUC 값 비교는 Table 4와 같다. 총사망률의

AUC값은 eGFRCKD-EPI에서 eGFRMDRD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eGFRCKD-EPI: 0.766(0.753-0.799) vs eGFRMDRD: 0.738(0.724-0.753), p<0.001),

심인성 사망률에 대한 AUC 값도 유의 하게 높았다(eGFRCKD-EPI: 0.775

(0.760-0.789) vs eGFRMDRD: 0.751(0.734-0.767),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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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AUCs between eGFRCKD-EPI and eGFRMDRD 

All cause death CVD

eGFRMDRD 0.738 (0.724-0.753) 0.751 (0.734-0.767)

eGFRCKD-EPI 0.766 (0.753-0.779) 0.775 (0.760-0.789)

p-value <0.001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AUC (95% CI)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MDRD,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CKD-EPI, Chronic Kidney Disease Epidemiology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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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GFRCKD-EPI 수준에 따른 일반적 특성

eGFRCKD-EPI 수준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Table 5과 같다. eGFRCKD-EPI에 따

라 분류 하였으며, eGFRCKD-EPI ≥90mL/min/1.73㎡ 5,310명(40.8%), eGFRCKD

-EPI 60-89 mL/min/1.73㎡ 4,899명(37.6%), 45-59mL/min/1.73㎡ 1,283명

(9.9%), eGFRCKD-EPI 30-44mL/min/1.73㎡ 768명(5.9%), eGFRCKD-EPI <30mL

/min/1.73㎡ 761명(5.8%)이였다. eGFRCKD-EPI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eGFR

CKD-EPI가 증가 할수록 남성의 비율, BMI, 키, 흡연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고, 연령은 eGFRCKD-EPI 수준이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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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in subjects according to eGFRCKD-EPI levels          
        

Variable

eGFRCKD-EPI 

p-value<30 
(n=761)

30-44
(n=768)

45-59
(n=1,283)

60-89
(n=4,899)

≥90
(n=5,310)

Gender

     Men (%) 432 (56.8) 437(56.9) 820 (63.9) 3,606 (73.6) 4,334 (81.6) <0.001

     Women (%) 329 (43.2) 331 (43.1) 463 (36.1) 1,293 (26.4) 976 (18.4) <0.001

Age (years) 71.4±11.1 74.5±9.8 71.7±10.3 66.9±11.7 56.8 ± 10.6 <0.001

Body weight (kg) 60.5±11.5 60.5±11.6 62.5±12.0 64.6±112.0 67.9 ± 11.9 0.462

Height 161.1±10.9 160.1±13.4 162.3±11.0 163.6±11.6
166.3 ± 

10.0
<0.001

BMI (kg/m2) 23.1±3.5 23.4±3.6 23.5±3.5 23.9±3.3 24.4 ± 3.3 <0.001

Current smoking 132 (17.3) 156 (20.3) 333 (26.0) 1,680 (34.3) 2,784 (52.4)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BMI, body mass index;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CKD-EPI, Chronic Kidney 
Disease Epidemiology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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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GFRCKD-EPI 수준에 따른 임상적 특성

eGFRCKD-EPI 수준에 따른 임상적 특성은 Table 6과 같다. eGFRCKD-EPI 수준

이 증가함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흉통,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

STEMI, SBP, DBP, 고지혈증이 증가 하였고, 약물도 Aspirin, Beta blocker,

Statin, ACEI 처방이 증가 되었다. 호흡곤란 증상과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

전의 과거력, NSTEMI, 맥박, 고혈압, 당뇨병, 총사망률과 심인성 사망률,

Killip class은 eGFRCKD-EPI 수준이 낮을수록 증가 하였고, 약물도 Clopidogrel,

ARB, Oral anticoagulant 처방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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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Baselin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eGFRCKD-EPI levels  
                  

Variable
eGFRCKD-EPI p 

-value
<30 

(n=761)
30-44

(n=768)
45-59

(n=1,283)
60-89

(n=4,899)
≥90

(n=5,310)
Symptom
  Chest pain (%) 468 (61.5) 553 (72.0) 1,025 (79.9) 4,254 (86.8) 4,918 (92.6) <0.001

  Dyspnea (%) 359 (47.2) 326 (42.4) 413 (32.2) 1,152 (23.5) 835 (15.7) <0.001
Previous history
  Previous angina (%) 127 (16.7) 118 (15.4) 189 (14.7) 496 (10.1) 338 (6.4) <0.001

  Previous MI (%) 124 (16.3) 89 (11.6) 139 (10.8) 364 (7.4) 309 (5.8) <0.001

  Previous HF (%) 38 (5.0) 43 (5.6) 42 (3.3) 57 (1.2) 31 (0.6) <0.001
  Family history of    
  CAD(%) 22 (2.9) 29 (3.8) 55 (4.3) 275 (5.6) 446 (8.6) <0.001

Hypertension (%) 605 (79.5) 576 (75.0) 841 (65.5) 2,607 (53.2)
2,011 
(37.9)

<0.001

Diabetes mellitus (%) 494 (64.9) 380 (49.5) 498 (38.8) 1,238 (25.3)
1,122 
(21.1)

<0.001

Dyslipidemia (%) 73 (9.6) 81 (10.5) 153 (11.9) 559 (11.4) 601 (11.3) 0.524
Clinical diagnosis <0.001
   STEMI (%) 229 (30.1) 332 (43.2) 634 (49.4) 2,520 (51.4) 2,570 (48.4)
   NSTEMI (%) 532 (69.9) 436 (56.8) 649 (50.6) 2,379 (48.6) 2,740 (51.6)
Systolic BP (mmHg) 127.6±35.6 123.1±34.9 123.6±33.2 130.2±30.1 133.1±26.4 <0.001
Diastolic BP (mmHg) 74.5±20.8 72.5±21.2 73.9±19.5 78.3±18.2 81.6±16.4 <0.001
Heart rate (/minute) 85.9±23.6 83.5±24.0 80.4±24.3 77.3±19.2 77.9±16.6 <0.001

Deceased by CVD(%) 267 (35.1) 182 (23.7) 188 (14.7) 331 (6.8) 128 (2.4) <0.001

Deceased by all 
cause (%)

345 (45.3) 240 (31.3) 262 (20.4) 475 (9.7) 196 (3.7) <0.001

Killip class(%) <0.001
    I 358 (47.0) 396 (51.6) 778 (60.6) 3,831 (78.2) 4,796 (90.3)
    II 131 (17.2) 108 (141) 181 (14.1) 441 (9.0) 265 (5.0)
    III 176 (23.1) 149 (19.4) 176 (13.7) 337 (6.9) 135 (2.5)
    IV 96 (12.6) 115 (15.0) 148 (11.5) 289 (5.9) 114 (2.1)
Medication
    Aspirin 749 (98.4) 761 (99.1) 1,275 (99.4) 4,873 (99.5) 5,292 (99.7) <0.001
    Clopidogrel 668 (87.8) 665 (86.6) 1,105 (86.1) 3,833 (78.2) 3,921 (73.8) <0.001
    Beta blocker 514 (67.5) 543 (70.7) 968 (75.4) 4,026 (82.2) 4,477 (84.3) <0.001
    Statin 548 (72.0) 596 (77.6) 1,096 (85.4) 4,495 (91.8) 5,033 (94.8) <0.001
    ACEI 160 (21.0) 280 (36.5) 573 (44.7) 2,441 (49.8) 2,529 (47.6) <0.001
    ARB 278 (36.5) 232 (30.2) 407 (31.7) 1,465 (29.9) 1,695 (31.9) 0.004
    Oral anticoagulant 34 (4.5) 30 (3.9) 53 (4.1) 178 (3.6) 109 (2.1)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MI, myocardial infarction; HF, heart failure; CAD, coronary artery disease;STEMI, ST-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NSTEMI, non ST-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BP, blood pressure; CVD, 
cardiovascular disease.; AECI,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inhibitor; ARB,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CKD-EPI, Chronic Kidney Disease Epidemiology Collaboration.



- 18 -

7. eGFRCKD-EPI 수준에 따른 진단의학 검사 소견

eGFRCKD-EPI 수준에 따른 진단의학 검사 소견은 Table 7과 같다.

eGFRCKD-EPI 수준이 증가 할수록 공복혈당, HbA1c, hs-CRP, NT-pro BNP,

크레아티닌, eGFRMDRD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TC, TG, HDL-C, LDL-C

은 eGFRCKD-EPI 수준이 증가 할수록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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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Laboratory finding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eGFRCKD-EPI levels
              

Variable

eGFRCKD-EPI 

p-value
<30 

(n=761)
30-44

(n=768)
45-59

(n=1,283)
60-89

(n=4,899)
≥90

(n=5,310)

Glucose (mg/dL) 220±135.0 213.9±112.3 196.2±96.8 165.3±72.3 154.1±63.8 <0.001
Hemoglobin A1c (%) 6.9±1.7 6.8±1.4 6.6±1.5 6.4±1.4 6.4±1.5 <0.001
Total cholesterol (mg/dL) 153.3±51.1 163.8±46.1 171.0±46.6 177.8±44.5 184.8±45.3 <0.001
Triglyceride (mg/dL) 118.7±86.7 120.1±88.7 128.1±107.8 128.2±98.4 143.3±132.5 <0.001
HDL-cholesterol (mg/dL) 39.3±13.4 41.4±13.2 42.3±12.5 43.3±11.8 43.0±11.3 <0.001
LDL-cholesterol (mg/dL) 89.6±39.5 97.4±39.6 103.8±37.9 111.8±39.1 117.7±38.9 <0.001
hs-CRP (mg/dL) 4.8±12.1 3.1±9.6 2.1±9.6 1.2±3.3 0.9±3.9 <0.001

NT-pro BNP (pg/mL) 17,997.5±20,754.4 6,349.5±8,129.6 3,487.6±6,297.4 1,378.3±3,037.1 634.3±1682.2 <0.001

Creatinine (mg/dL) 4.2±3.0 1.6±0.3 1.2±0.2 1.0±0.2 0.7±0.2 <0.001

eGFRMDRD (ml/min/1.73㎡) 18.5±8.7 41.3±4.5 55.8±4.6 79.8±11.8 118.6±42.0 <0.001
BMI, body mass index; MI, myocardial infarction; CAD, coronary artery disease; STEMI, ST-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NSTEMI, 
non-ST-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BP, blood pressure; eGFRMDRD,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eGFRCKD-EPI,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Chronic Kidney Disease Epidemiology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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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GFRCKD-EPI 수준에 따른 총 사망률 및 심인성 사망률 사이의

연관성

eGFRCKD-EPI 수준에 따른 총 사망률과 심인성 사망률 사이의 연관성은

Table 9와 같다. 성별, 연령, 체질량지수, 흡연,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맥박,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흉통, 호흡곤란, 심혈관질환 과거력인 협심증, 심근

경색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가족력, STEMI, NSTEMI, Killip class,

Aspirin, Clopidogrel, Beta blocker, Statin, ACEI, ARB, Oral anticoagulant,

혈당, HbA1c, TC, TG, HDL-C, hs-CRP, NT-pro BNP 여부를 보정한 경우

(Model 2), eGFRCKD-EPI 수준이 낮을수록 총 사망률은 유의하게 높았다(OR

1.62, 95%CI(0.95-2.76); OR 2.06, 95%CI(1.14-3.74); OR 2.04, 95%CI (1.10

-3.79); OR 3.93, 95%CI(2.07-7.45)). 또한 심인성 사망률도 보정한 경우

(Model 2), eGFRCKD-EPI 수준이 낮을수록 심인성 사망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OR 1.63, 95%CI(0.86-3.11); OR 2.42, 95%CI(1.19-4.90); OR 2.65,

95%CI (1.30-5.42); OR 5.72, 95%CI(2,83-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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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djusted hazard ratios for all-cause and CVD mortality according to       
        eGFRCKD-EPI level         

eGFRCKD-EPI Death/person-year Model 1a Model 2b

All cause 
mortality

≥90 196/5,545,443 1 1

60-89 475/4,904,537 1.55 (1.26-1.92) 1.62 (0.95-2.76)

45-59 262/1,154,828 2.61 (2.04-3.33) 2.06 (1.14-3.74)

30-44 240/594,367 3.90 (3.02-5.04) 2.04 (1.10-3.79)

<30 345/502,802 8.21 (6.52-10.34) 3.93 (2.07-7.45)

CVD

mortality

≥90 128/5,545,334 1 1

60-89 331/4,904,098 1.62 (1.25-2.10) 1.63 (0.86-3.11)

45-59 188/1,155,017 2.34 (1.74-3.15) 2.42 (1.19-4.90)

30-44 182/594,052 3.95 (2.92-5.33) 2.65 (1.30-5.42)

<30 267/501,934 8.00 (6.07-10.54) 5.72 (2,83-11.59)
aAdjusted for sex, age, body mass index, current smoking.
bAdjusted for model 1 plus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dyslipidemia, chest pain, dypnea, previous angina, previous 
myocardial infarction, previous heart failure, family history of coronary artery disease, final 
diagnosis, Killip class, medication(aspirin, clopidogrel, beta blocker, statin,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inhibitor, oral anticoagulant), glucose, 
hemoglobin A1c,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and high density lipoprotein.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N-terminal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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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GFRCKD-EPI 수준에 따른 Kaplan-Meier법을 이용한

생존분석

eGFRCKD-EPI level에 따른 Kaplan-Meier법을 이용한 총 사망과 심인성 사

망과의 생존분석 결과는 Figure1, Figure2와 같다. 생존 분석결과 eGFR level

에 따라서 총 사망(p<0.001, Fig. 1) 및 심인성 사망(p<0.001, Fig. 2)은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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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Kaplan-Meier curves of  all cause mortality according to eGFR levels during 

  the three-year follow-up.

Log rank test: p<0.001

Log rank test: p<0.001

Figure 2.

 Kaplan-Meier curves of  cardiovascular mortality according to eGFR levels      

 during  the three-year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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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는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 연구(KAMIR-NIH)에 등록된 급

성 심근경색증(AMI) 환자를 대상으로 생존군과 사망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

간의 임상적 특징과 사구체 여과율의 결과에 따른 3년 사망률과 관련된 사망

예측인자 및 임상결과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 eGFR 낮을수록 사망률

이 증가 되었고, 여러 변수를 보정한 후에도 사망률은 증가 하였으며, eGFR

의 CKD-EPI 평가공식이 MDRD 평가공식보다 AUC 값이 더 컸다.

본 연구에서는 eGFR이 낮을수록 총사망률과 심인성 사망률이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6,223명을 대상으로 11년 정도 추적관찰 했던

Framingham Heart Study는 크레아티닌 수치에 따라 정상 크레아티닌과 경

증의 신장질환자 분류하여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경증의 신장질환자에서 유

의하게 심인성 사망률이 1.7배 높았다[27]. 2004년에 발표 되었던 1,120,295

명 일반인 대상으로 3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신장 기능 저하가

심혈관계 이환율 및 사망률을 높이는 독립적인 인자임이 확실하게 보여 주

었으며, eGFR이 심하게 감소된 중등증 경우는 사망률이 증가됨을 알수 있

었다[27].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eGFR이 낮을수록 모든 원

인에 의한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한국인 AMI 환자 13,901명 대상으로

AMI 발생후 1년 추적관찰 하였던 선행 연구에서도 eGFR이 낮을수록 심인

성 사망률 및 합병증이 높았고, eGFR은 독립적인 위험 인자였으며[28]. 1년

후 심장사망률은 eGFR 심하게 낮은 그룹 중등증과 중증에서 차이가 거의 없

었는데[28], 본 연구에서는 3년 후 심인성사망률은 eGFR이 가장 심하게 낮은

중증그룹이 심하게 낮은 중등증 그룹의 사망률 보다 1.5배 증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만성신장 질환은 eGFR이 감소할수록 빈혈, 산화 스트레스, nitric oxide

합성 억제, 염증 및 응고인자의 활성화 되고, 이런 요소들이 죽상판 경화증

의 악화, 내피세포의 기능장애 및 혈전증의 발생 위험을 증가 시키는 역할

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29-33]. 선행 연구에서 건강한 성인 4,484명을 8.6년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eGFR 낮을수록 MI 발생률이 3배 증가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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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으며[34], MI 발생 후 eGFR이 낮을수록 사망률 증가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 보였다[7,35-37].

eGFR의 평가는 평가 방법에 따라 만성 신장 질환의 유병률 및 eGFR의

분포는 차이를 보인다[38]. 신장 기능의 평가를 위해 가장 흔한 방법인 혈장

creatinine 수치는 개인의 근육량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육량이 적은

여성이나 노인에서 eGFR이 감소해 있어도 creatinine 수치가 정상으로 나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39]. MDRD 공식은 백인과 흑인 대상으로

연구하여 개발된 공식이여서 아시아인에서 실제 eGFR 보다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고 eGFR이 정상이거나 약간 감소한 경우에 정확도가 약간 떨어진

다는 문제점이 있다[25]. 이러한 문제점을 교정하고자 하여 개발된 공식이

CKD-EPI 공식이다[40,41]. MDRD 공식을 사용한 경우에 eGFR이

60mL/minper 1.73 m2 이하의 만성신장질환으로 진단되는 비율이 13%인 대

상군에서 CKD-EPI 공식으로 다시 분류한 경우에 만성신장질환의 유병률이

11.5%로 감소하였다[42]. 만성 신장질환은 질병의 특성상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조기발견이 되지 않으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신장 기능의 손실 및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을 초래 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으로 관리를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만성 신장 질환의 중증도를 평가

하기 위해 두 가지 공식인 MDRD 공식과 CKD-EPI 공식를 사용하여 eGFR

을 측정하였고, 유용하고 신뢰할수 있는 CKD-EPI 평가에 의한 eGFR 값으

로 그룹을 나누었다[24]. 본 연구에서 다기관부전에 의한 사망에서 MDRD와

CKD-EPI 공식에 따른 검정에서 ROC curve상 AUC값이 0.766, 심인성 사망

에서 0.77로 CKD-EPI 평가공식이 MDRD 평가공식에 비해 더 유용하고 통

계적으로 유의한 공식이었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대

상으로 eGFRCKD-EPI와 eGFRMDRD 결과를 AUC값으로 비교한 결과 급성심근

경색증후 사망률을 예측할수 있는 더 유용한 예측값을 보여 주었다[43].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빈혈 등의 유병률이 증가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44], 본 연구에서도 eGFR이 낮을수록 고혈압, 당뇨병,

과거력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증을 가진 환자가 많았고, 급성심근경

색증 후의 임상 결과를 악화 시키는 위험 인자중 하나인 Killip clas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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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FR이 낮은 그룹에서 높았다[7, 45-48]. 심혈관질환의 재발 위험을 낮추고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약물은 Aspirin, Beta blocker, Statin,

ACEI로 알려져 있다[49]. 본 연구에서 eGFR이 감소돤 환자에서는 처방률이

낮았는데, 이 결과는 선행 논문의 내용과 일치 하였으며[49], 다른 문헌에서

는 만성신장질환이 진행된 환자에서 지질 강하 치료가 심혈관 사망률의 위

험을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연구도 발표 되었다[50]. 하지만, 신기능이 저하

될수록 적극적인 약물치료에 제한이 있음을 알수 있었다[32].

본 연구는 단일기관이 아닌 우리나라 대학 및 수련병원이 참여한 다기관

참여 연구로서 우리나라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기본적인 자료를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 보고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원 전 약물에 대한 사전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 둘

째, 혈청 크레아티닌이 입원시 측정되어 급성 신장 손상 환자가 포함 되어

있다. 셋째, 사구체여과율이 직접 측정하지 않고 계산식으로 산출 하였다.

넷째, 후향적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이 연구는 사구체 여

과률 평가 공식에 따른 차이점을 파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eGFR의 감소는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서 3년 후 유의한 사망

예측인자였으며, 사구체 여과율의 CKD-EPI 평가공식이 MDRD 평가공식에

비해 사망을 예측 할수 있는 더 유용한 방법 이였다. 향후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eGFR 평가의 방법에 따른 사망 예측인자 차이를 비교 할

수 있는 전향적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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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결론

배경 및 목적: 감소된 사구체 여과율은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사망률을

예측 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이다. 사구체 여과율에 따른 3년 사망률의 차이

를 비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1년 11월부터 2015년도 12월까지 KAMIR-NIH에 등록된

13,0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후 3년 추적조사 하여 생

존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를 I군 11,503명(62.6±12.4세, 88.3%) 사망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를 II군 1,518명(73.6±10.5세, 11.7%)로 분류하여, 각 군 간의

임상적 특징과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및 사구체여과율에 따른 3년 사망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사망한 그룹은 평균 연령이 높았으며, 고혈압과 당뇨병의 유병률이

높았다. II군은 Killip class II 이상이 유의하게 많았으며, 사구체여과율은(82.2

± 24.1 vs. 55.2 ± 28.6ml/min/1.73㎡, p<.001) 유의하게 낮았다. 다변량 분석

결과 3년 추적 관찰 기간중 사망사건 발생의 독립적인 인자인 사구체 여과율

은 낮을수록 사망률이 증가 되었으며, 사구체 여과율의 CKD-EPI 평가공식이

MDRD 평가공식에 비해 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 더 유용한 방법이였다(0.738,

95% CI, 0.724-0.753 vs. 0.766, 95% CI 0.753-0.779, p=0.001)..

결론: 신기능의 감소는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서 3년 후 유의한 사망 예측

인자였으며, 사구체 여과율의 CKD-EPI 평가공식이 MDRD 평가공식에 비해

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 더 유용한 방법 이였다.

중심단어: 심근경색증; 사구체여과율;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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