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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기능이 저하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에서
조영제 유발 신증의 발생 예측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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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s of Contrast-Induced Nephropathy in Acute Coronary Syndrome
Patients with Renal Dys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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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Contrast-induced nephropathy (CIN) is an important complication of diagnostic coronary angiography (CAG)
and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We investigated the incidence and predictors of the development of CIN in acute
coronary syndrome (ACS) patients with renal dysfunction undergoing PCI.
Methods: From January 2005 to June 2010, we evaluated the clinical, laboratory, and angiographic data of 406 patients with ACS
who had a serum creatinine ≥ 1.3 mg/dL and underwent CAG or PCI.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CIN (CIN, n = 92; no CIN, n = 314).
Results: Of the 406 patients, 92 (22.7%) developed CIN. The development of CIN was associated with a lower baseline body mass
index (p = 0.001), decreased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LVEF) (p < 0.001), decreased creatinine clearance (CrCl)
(p < 0.001), lower albumin (p < 0.001), lower hemoglobin (p = 0.003), higher N-terminal pro B type natriuretic peptide
(p = 0.001), and greater contrast medium volume (CMV) (p = 0.021). On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LVEF < 40% (OR,
4.080; 95% CI, 2.087-7.977; p < 0.001), albumin < 3.5 g/dL (OR, 2.042; 95% CI, 1.211-3.440; p = 0.007), and CMV/CrCl ≥ 3.5
(OR, 1.964; 95% CI, 1.243-3.101; p = 0.004) were independent predictors of CIN. The cut-off value for CMV/CrCl was 3.5,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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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for albumin was 3.55 g/dL.
Conclusions: CIN occurred in 22.7% of the patients with ACS and renal dysfunction who underwent CAG or PCI. Independent
predictors of CIN were decreased LVEF, decreased albumin, and increased CMV/CrCl ratio. (Korean J Med 2012;82:185-193)
Keywords: Contrast-induced nephropathy; Acute coronary syndrome; Renal dysfunction

서

신장기능이 저하된 ACS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비 ST

론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불안정형 협심증) 환자 406명을 대상
관상동맥 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상동맥 질환의 진단

으로 환자 의무기록을 후향적 조사를 실시하여 CIN 발생유

및 치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검사 시 사용되는 조영제에 대한

무에 따라 발생 군(I군, 72.1 ± 7.7, 남:여 = 58:34)과 발생하지

노출 빈도 또한 증가하여 조영제 유발성 신증(contrast-induced

않은 군(II군, 69.0 ± 9.4, 남:여 = 233:81)으로 분류하여 두 군

nephropathy, CIN)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간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만성 신부전증(chronic kidney disease)

CIN의 발생 여부는 대상 환자의 나이, 당뇨병, 심부전, 신부

환자로서 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는 제외시

전증, 조영제의 양, 조영제의 종류, 빈혈유무, 조영제 노출전

켰다.

의 저혈압, intra-aortic balloon pump (IABP) 사용유무, 그리고
방법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인 조영제의 노출 유무에 따라서 발
생 위험이 증가한다[2-6]. 대상 환자 및 연구조건에 따라서

대상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

CIN의 발생빈도는 다양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일반적으

재술을 시행 전에 의무기록을 통하여 연령, 성, 키, 체중, 체

로 조영제를 이용한 모든 검사를 시행 받은 환자의 3% 정도

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신장기능이 저하

흡연여부, 심혈관 조영술전의 고혈압 유무(수축기협압 140

된 환자에서는 CIN의 발생 빈도가 높아 12-50%에 이른다[7].

mmHg이거나 이완기혈압 90 mmHg 또는 고혈압 약제를 복

CIN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급성 신부전증의 11% 정도를 차

용하고 있는 경우), 응급 조영술 유무, 심박출량 등의 임상

지하고, 세 번째의 급성 신부전증의 흔한 원인이다[8].

소견과 혈청 크레아티닌, 헤마토크릿, 헤모글로빈, 단백질,

관상동맥 조영술은 관상동맥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

알부민, 혈중 요소질소, 요산, high sensitive C-reactive protein

하며, 대상이 되는 환자 역시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동반 질

(hs-CRP), 혈당, A1c형 혈색소, 콜레스테롤, Apolipoprotein

환이 많고, 다른 조영술보다 조영제의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

A-1 (ApoA1), Apolipoprotein B (ApoB), lipoprotein (a) [Lp (a)],

CIN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reatine kinase (CK), CK-MB Fraction (CK-MB), troponin T,

본 연구는 관상동맥 조영술 혹은 중재술을 시행 받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

troponin I, N-terminal pro B-type natriuretic peptide (NT-proBNP)
을 조사하였다.
심혈관 조영술에 대한 기록으로는 심혈관 조영술 시 중재

ACS) 환자를 대상으로 조영제에 의한 CIN 발생 빈도와 임

시술의 유무, 협착이 있는 병변, 병변이 있는 혈관 수, 스텐

상양상, 그리고 CIN 발생 위험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트 삽입 여부, 스텐트 종류, 스텐트 개수, 조영제 종류, 조영
제 사용량, 크레아티닌 청소율, 크레아티닌 청소율에 대한

대상 및 방법

조영제사용량 비[9]를 조사하였다.
대상

관상동맥 질환은 관상동맥의 내경이 75% 이상 협착이 있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1일까지 전남대학교

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 후 전체

병원 심장센터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시행한 환자

환자를 대상으로 조영제에 의한 신증 유발 여부를 확인하기

중 내원 시 기준치 혈청 크레아티닌이 1.3 mg/dL 이상으로

위해 혈청 크레아티닌을 추적검사하였고 검사실 소견,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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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 회복유무와 사망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크레아티닌

p 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로 간주하였다.

청소율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 연령, 체중으로부터 CockroftGault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10].

결

과

조영제는 비이온성, 등장성(non-ionic, iso-osmolar contrast
media) 조영제인 iodixanol (Visipaque® 320, Amersham Health,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검사실 소견

Cork, Ireland)만을 사용하였다. CIN은 방사선 조영제에 노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시행 받은 신장기능이 저하

된 후 48-72시간 이내에 혈청 크레아티닌 값이 기저치의

된 ACS 환자는 406명이었으며, 남자 291명, 여자 115명으로

25% 이상 증가하거나 혈청 크레아티닌 절대 값이 0.5 mg/dL

평균연령은 69.7 ± 9.1세였다. CIN은 92명이 발생하여 발생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11].

률은 22.7%이었다. CIN이 발생한 군을 I군으로 발생하지
않은 군을 II군으로 분류하였으며, 평균연령은 I군 72.1 ± 7.7

통계학적 분석

세, II군 69.0 ± 9.4세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성별은 남

자료는 SPSS (ver18.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자가 I군 58명, II군 233명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USA)를 이용하였고, 기술 통계 값은 백분율(%) 또는 평균 ±

0.048). 체질량계수와 좌심실 구혈률은 I군에서 유의하게 낮

표준편차(mean ± SD)로 표시하였다. 두 군 간의 연속변수는

았으며, 입원기간은 I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Table 1).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범주형 변수의 비교는

기준치 혈청 크레아티닌은 I군과 II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CIN과 위험인자

으나, 최고치 혈청 크레아티닌은 I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

의 연관성의 분석을 위해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한

며, 기준치 헤마토크릿, 최저치 헤마토크릿, 기준치 크레아

단변량 분석을 시행 후 의미 있는 위험인자에 대해 다변량

티닌 청소율, 혈중 알부민은 I군에서 유의하게 낮았고, 혈중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odds ratios (OR)와 95%

요소질소, 혈중 NT-proBNP는 I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confidence interval (CI)으로 제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중재적 시술에 따른 두 군 간의 특성으로 혈관에 삽입한

Table 1. Baseline clinic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Age, yr

CIN (n = 92)

No CIN (n = 314)

p value

72.1 ± 7.7

69.0 ± 9.4

0.058

233 (74.2)

0.048

23.9 ± 3.3

0.001

Male gender, n (%)

58 (63.0)
2

Body mass index, kg/m

22.6 ± 2.9

Risk factor, n (%)
Hypertension

71 (77.2)

226 (72.0)

0.322

Diabetes mellitus

48 (50.2)

156 (49.7)

0.674

Hyperlipidemia

11 (12.0)

35 (11.1)

0.829

Smoking, n (%)

31 (33.7)

137 (43.6)

0.089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n (%)

67 (72.8)

205 (65.3)

0.176

80.7 ± 17.5

76.2 ± 16.4

0.028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30.2 ± 23.7

128.0 ± 22.5

0.43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9.6 ± 15.7

78.8 ± 15.7

0.696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

49.6 ± 14.5

57.6 ± 12.6

< 0.001

Length of hospital stay, day

15.6 ± 14.4

9.5 ± 7.6

< 0.001

Heart rate, bpm

Values are expressed as the number (%) of patients or mean ± SD.
BPM, beats per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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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eline laboratory findings
Variable

CIN (n = 92)

No CIN (n = 314)

p value

Baseline creatinine, mg/dL

1.5 ± 0.3

1.5 ± 0.2

0.115

Maximum creatinine, mg/dL

2.3 ± 1.0

1.5 ± 0.3

< 0.001

Baseline hematocrit, %

33.8 ± 5.1

36.6 ± 5.8

< 0.001

Minimum hematocrit, %

30.0 ± 5.39

32.3 ± 5.8

0.001

3.5 ± 0.5

3.8 ± 0.6

< 0.001

26.5 ± 9.3

24.0 ± 8.2

0.017

3.2 ± 6.3

2.0 ± 3.3

0.136

138.1 ± 3.5

0.117

Albumin, g/dL
Blood urea nitrogen, mg/dL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mg/dL
Sodium, mEq/L

136.9 ± 12.0

Potassium, mEq/L

4.3 ± 0.6

4.2 ± 0.6

0.701

Homocysteine, µmol/L

15.7 ± 11.7

13.6 ± 6.7

0.072

Hemoglobin A1C, g/dL

6.7 ± 1.4

6.6 ± 1.4

0.495

Uric acid, g/dL

7.5 ± 2.7

6.7 ± 1.8

0.107

6674.8 ± 7809.2

3444.9 ± 5103.8

0.001

N-terminal pro B type natriuretic peptide, pg/m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Table 3. Baseline coronary angiographic findings
Variable

CIN (n = 92)

Culprit lesion, n (%)

No CIN (n = 314)

p value

6 (6.5)

10 (3.2)

0.148

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27 (29.3)

81 (25.8)

0.498

Left circumflex artery

12 (13.0)

38 (12.1)

0.809

Right coronary artery

29 (31.5)

93 (29.6)

0.726

0

17 (18.5)

69 (22.0)

0.470

1

6 (6.5)

11 (3.5)

0.204

2

18 (19.6)

56 (17.8)

0.705

3

32 (34.8)

87 (27.7)

0.190

B1

7 (7.6)

43 (13.7)

0.118

B2

40 (43.5)

105 (33.4)

0.077

C

26 (28.3)

74 (23.6)

0.358

Left main

Pre-thrombolysis in myocardial infarction flow, n (%)

ACC/AHA lesion type, n (%)

Stent profile

Stent diameter, mm
Stent length, mm

Number of vessels per patient
Number of stents per patient
a

Contrast medium type (iodixanol ), n (%)

3.1 ± 0.4

3.1 ± 0.4

0.682

25.9 ± 6.8

24.0 ± 6.8

0.067

1.7 ± 0.7

1.6 ± 0.7

0.223

2.0 ± 1.0

1.6 ± 0.8

0.004

92 (100)

CMV, mL
CrCl, mL/min
CMV/CrCl ratio

314 (100)

1.000

154.9 ± 69.5

136.2 ± 67.4

0.021

37.5 ± 10.4

42.8 ± 13.4

< 0.001

4.4 ± 2.3

3.5 ± 2.0

< 0.001

Values are expressed as the number (%) of patients or mean ± SD.
ACC/AHA,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CMV, contrast medium volume; CrCl, creatinine clearance;
CMV/CrCl, contrast medium volume/creatinine clearance ratio.
a
Iodixanol, Visipaque® 320, Amersham Health, Cork,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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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dications taken during the admissions period
Medication

CIN (n = 92)

No CIN (n = 314)

p value

N-acetylcysteine

25 (27.2)

59 (18.8)

0.081

Aspirin

91 (98.9)

305 (97.1)

0.333

Calcium channel blockers

15 (16.3)

59 (18.8)

0.587

Beta-blockers

34 (37.0)

95 (30.3)

0.225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inhibitors

24 (26.1)

73 (23.2)

0.574

Statins

31 (33.7)

88 (28.0)

0.293

Vasopressors

57 (62.0)

201 (64.0)

0.719

Diuretics

42 (45.7)

87 (27.7)

0.001

Alpha-lipoic acid

27 (29.3)

120 (38.2)

0.12

Abciximab

10 (10.9)

29 (9.2)

0.64

Values are expressed as the number (%) of patients.

Table 5. Univariate analysis of risk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contrast-induced nephropathy
Factor

OR

95% CL

p value

Age (yr)

1.041

1.012-1.071

0.005

Male gender

1.800

1.008-3.216

0.047

Body mass index

0.879

0.814-0.950

0.001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0.957

0.940-0.974

< 0.001

Contrast medium

1.004

1.001-1.007

0.021

Creatinine clearance

0.964

0.943-0.984

0.001

Baseline hematocrit

0.914

0.875-0.955

< 0.001

Albumin

0.401

0.260-0.618

< 0.001

Blood urea nitrogen

1.033

1.006-1.061

0.018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스텐트 개수, 조영제 사용량은 I군에서 유의하게 많았으며,

이가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단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에서 병변 혈관, thrombolysis in

변량 분석에서 나이(OR 1.041; 95% CI 1.012-1.071; p =

myocardial infarction (TIMI) 혈류[12], American College of

0.005), 성별(OR 1.800; 95% CI 1.008-3.216; p = 0.047), 체질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ACC/AHA)의 병변 분

량지수(OR 0.879; 95% CI 0.814-0.950; p = 0.001), 좌심실 구

류[13]는 I군과 II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혈률(OR 0.957; 95% CI 0.940-0.974; p < 0.001), 조영제 사용량

시술 전 이뇨제의 사용은 I군에서 유의하게 많았으나

(OR 1.004; 95% CI 1.001-1.007; p = 0.021), 크레아티닌 청소율

N-acetylcysteine, 칼슘통로차단제, 베타 차단제, 안지오텐신

(OR 0.964; 95% CI 0.943-0.984; p = 0.001), 기준치 헤마토크릿

전환효소 억제제, 스타틴, 혈관확장제의 약물복용은 양 군

(OR 0.914; 95% CI 0.875-0.955; p < 0.001), 혈중 알부민(OR

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4).

0.401; 95% CI 0.260-0.618; p < 0.001), 혈중 요소질소(OR
1.033; 95% CI 1.006-1.061; p = 0.018) 등이 CIN 발생과 연관

조영제 유발 신증 위험 요인의 단변량 분석

성이 있었다(Table 5).

CIN이 발생 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 사이에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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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ultivariate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contrast-induced nephropathy
Factor

OR

95% CI

p value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 40%)

4.080

2.087-7.977

< 0.001

Albumin (< 3.5 g/dL)

2.042

1.211-3.440

0.007

CMV/CrCl ratio (< 3.5)

1.964

1.243-3.101

0.004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CMV/CrCl, contrast medium volume/creatinine clearance.

Figure 1. The incidence of contrast-induced nephropathy
according to the creatinine clearance (CrCl, mL/min) and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LVEF, %).

조영제 유발성 신증 위험 요인의 다변량 분석

Figure 2. The distribution of the ratio of the contrast medium
volume to the creatinine clearance (CMV/CrCl) in patients with
and without contrast-induced nephropathy.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던 위험 요인 항목

60 mL/min 이상 군에서 25명 중 2명(8.0%)으로 크레아티닌

에 대해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변량 분석에서 좌심실

청소율과 좌심실 구혈률이 동시에 저하된 군에서 CIN의 발

구혈률(< 40%) (OR 4.080; 95% CI 2.087-7.977; p < 0.001), 혈

생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Fig. 1).

중 알부민(< 3.5 g/dL) (OR 2.042; 95% CI 1.211-3.440; p =
조영제 유발성 신증과 크레아티닌 청소율에 대한 조영제

0.007), 크레아티닌 청소율에 대한 조영제 사용량 비(≥ 3.5)
(OR 1.964; 95% CI 1.243-3.101; p = 0.004) 등은 CIN과 연관

사용량 비의 연관성
크레아티닌 청소율에 대한 조영제 사용량 비가 낮은 값

성이 있었다(Table 6).

에서 높은 값으로 증가함으로써 조영제 유발성 신증 유발된
조영제 유발성 신증과 크레아티닌 청소율, 좌심실

환자와 유발되지 않은 환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변화됨을 알

구혈률의 연관성

수 있었다(Fig. 2).

크레아티닌 청소율과 좌심실 구혈률의 연관성 CIN의 발
생률을 알아보기 위해 좌심실 구혈률 55% 미만과 크레아티
닌 청소율 60 mL/min 미만 군에서 164명 중 55명(33.5%), 좌

크레아티닌 청소율에 대한 조영제 사용량 비에 대한
ROC 곡선 분석

심실 구혈률 55% 미만과 크레아티닌 청소율 60 mL/min 이

다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크레아티닌 청소율

상 군에서 14명 중 3명(21.4%), 좌심실 구혈률 55% 이상과

에 대한 조영제 사용량비의 ROC 곡선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크레아티닌 청소율 60 mL/min 미만 군에서 203명 중 32명

CIN을 예측할 수 있는 한계(cut-off) 비는 3.5이었으며, 민감도

(15.8%), 좌심실 구혈률 55% 이상과 크레아티닌 청소율

0.630, 특이도 0.411, 곡선 아래 영역은 0.625이었다(Fig. 3).

- 190 -

－ Soo-Hwan Park, et al. Contrast-induced nephropathy in ACS －

Figure 3. Receiver-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analysis
for predicting contrast-induced nephropathy according to ratio
of the contrast medium volume to the creatinine clearance
(CMV/ rCl) (Sensitivity, 63.0%; Specificity, 41.1%; Area under
the curve, 0.625; = cut-off value for the CMV/CrCl ratio, 3.5).

Figure 4. Receiver-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analysis
for predicting contrast-induced nephropathy according to the
serum albumin level (Sensitivity, 70.6%; Specificity, 52.4%; Area
under the curve, 0.654; = cut-off value of for serum albumin,
3.55 g/dL).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CIN의 위험인자로는 환자의

혈중 알부민에 대한 ROC 곡선 분석
다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혈중 알부민에 대

나이, 당뇨병, 신부전증, 사용한 조영제의 양과 종류, 빈혈

해 ROC 곡선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CIN을 예측할 수 있는

여부, 조영제 노출 전의 저혈압, 대동맥 내 풍선 펌프의 사용

한계(cut-off) 혈중 알부민 수치는 3.55 g/dL이었으며, 민감도

여부, 반복적인 조영제의 사용이다[9,10,14,15].
CIN의 발생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에 따라 다르다고 알

0.706, 특이도 0.524, 곡선 아래 영역은 0.654이었다(Fig. 4).

려져 있으며, 정상 신장 기능을 가진 경우에 0-10% 정도로

고

낮지만,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1.5-2.0 mg/dL인 환자에서

찰

는 약 20% 정도로 증가한다[16].
신장기능이 저하된 ACS 환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혹은

본 연구에서는 혈청 크레아티닌 1.3 mg/dL 이상으로 신장

중재술 후에 CIN의 발생 예측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기능이 저하된 ACS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CIN의

낮은 좌심실 구혈률, 감소된 크레아티닌 청소율, 135 mL 이

발생률은 22.7%이었다. CIN은 위험 요인에 의해 발생률이

상의 조영제 사용량과 저알부민증 등이 CIN의 발생 예측인

달라지며, 위험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 좌

자이었다.

심실 구혈률의 저하, 혈중 알부민의 저하, 크레아티닌 청소

조영술의 발달로 질병의 진단과 치료목적으로 조영제의
사용량과 빈도가 많아지면서 CIN도 증가하고, 특히 노인 환

율에 대한 조영제 사용량 비의 증가가 강력한 연관성이 있
었다.

자와 당뇨병 환자의 증가로 심혈관 조영술이 활발해지면서

좌심실 구혈률의 저하로 심박출량의 감소는 간접적으로

CIN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CIN은 외국의

도 허혈을 유발시키고 저혈압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

연구 사례이며, 국내의 연구 사례도 심혈관 조영술 후 급성

며, 신장혈류가 감소하면 혈액요소질소가 증가하고 항이뇨

신부전증의 빈도에 대한 연구결과보다는 동맥 조영술 후

호르몬분비가 자극된다. 요독증과 저나트륨혈증을 유발하여

조영제에 의한 신부전증의 연구 조사와 전산화 단층촬영 후

피로와 무기력감이 생길 수 있다. 신장 기능 저하가 오래되

신부전증에 대한 연구조사가 보고되었다[14,15]. CIN은 관상

는 경우 적혈구생성소(erythropoietin)의 감소 및 빈혈이 발생

동맥 조영술이나 중재시술의 합병증으로 입원기간 연장, 사

하며 본 연구에서도 CIN이 발생한 군에서 좌심실 구혈률이

망률 증가, 장기적인 신장기능 손상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의하게 낮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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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서 혈청 크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단일 기관에서 시행한 후향적 연

레아티닌수치는 식사나 체액량에 따라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구이었고, 응급실에서 당일 입원 당일 퇴원한 환자에 대해서

신장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신장에서 재흡수되지 않기

는 관상동맥 조영술 후 크레아티닌 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

때문에 빠져나가는 속도 즉, 청소율로 신장기능을 판단한다.

지지 않아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퇴원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환자에서의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후 크레아티닌에 대한 정기적 추적검사가 부족하여 CIN의

감소하고 30 mL/min에서 CIN이 유의하게 발생한다고

지속여부를 확인하기 못하였다. 신장기능이 정상인 혈청 크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크레아티닌 청소율을 < 30

레아티닌이 1.3 mg/dL 미만인 환자를 비교하여 CIN의 발생

mL/min, 30-59 mL/min, ≥ 60 mL/min으로 세 군으로 구분할

률을 조사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이었다.
결론적으로 혈청 크레아티닌이 1.3 mg/dL 이상으로 신장

때, CIN 발생빈도는 33.8%, 21.4%, 12.8%로서 세 군 간에

기능이 저하된 ACS 환자에서 CIN의 발생률은 22.7%이었다.

CIN 발생률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관상동맥 조영술 혹은 중재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CIN을

좌심실 구혈률의 저하, 혈중 알부민이 저하, 크레아티닌 청

예방하기 위해서 조영제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율에 대한 조영제사용량 비가 증가된 환자에서 CIN의 발

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5 × body weight (kg)/Scr을 최대 허용

생빈도가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런 환자들에서

조영제 용량(maximum contrast media, MCD)이라 정의하였을

유의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때 실제 투여된 조영제 양을 MCD로 나눈 값이 1보다 큰 경
우 병원 내 임상경과와 사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배 이

요

약

상 높았다고 보고하였다[17]. CIN은 30 mL의 적은 용량에서
도 발생할 수 있으나, 여러 연구에서 140 mL 이상의 고용량

목적: 관상동맥 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상동맥 질

의 조영제 사용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크레아

환의 진단 및 치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검사 시 사용되는 조영

티닌 청소율에 대한 조영제 사용량 비는 I군 4.4 ± 2.3과 II군

제에 대한 노출 빈도 또한 증가하여 조영제 유발성 신증

3.5 ± 2.0로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receiver operating

(contrast-induced nephropathy, CIN)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

characteristic (ROC) 곡선을 이용하여 CIN을 예측할 수

는 추세이다. 신장기능이 저하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acute

있는 cut-off value는 3.5이었다.

coronary syndrome, ACS) 환자의 CIN 발생빈도는 정상인 환

저알부민혈증시 CIN의 발생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보다 높아서 CIN 유발 인자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저알부민혈증이 혈관내피세포의 기능 장애, 신혈관 수축,

방법: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1일까지 전남대학

nitric oxide 억제, 항산화제 효소작용 억제와 연관 있다는 보

교병원 심장센터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시행한

고가 있다[18,19]. 저알부민혈증(혈중 알부민 < 3.5 g/dL) 환

환자 중 혈청 크레아티닌이 1.3 mg/dL 이상으로 증가된 ACS

자군에서 CIN의 발생률이 높았다는 보고가 있으며[19,20],

환자 406명을 대상으로 CIN이 발생한 군(I군)과 발생하지 않

본 연구의 다변량 분석에서도 CIN의 위험 요인으로 분석되

은 군(II군)으로 분류하여 두 군 간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었다. 그러나 CIN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의 평균

결과: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시행 받은 신장기능

수치가 3.5 ± 0.5 g/dL와 3.8 ± 0.6 g/dL로 두 군에서 유의한

이 저하된 ACS 환자는 406명(평균연령은 69.7 ± 9.1세, 남:여

차이를 보였으나, 두 군의 값은 정상 범위이기 때문에 임상적

= 291명:115명)이었고, CIN은 92명이 발생하여 발생률은

가치로서의 의미는 적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추후 더 많은

22.7%이었다. 체질량지수는 I군 22.6 ± 2.9 kg/m2, II군 23.9 ±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해 볼 가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3 kg/m2 (p = 0.001), 좌심실 구혈률 I군 49.6 ± 14.5%, II군

빈혈과 CIN의 연관성에 대해 낮은 헤마토크릿 수치가

57.6 ± 12.6% (p < 0.001), 크레아티닌 청소율 I군 37.5 ± 10.4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시술 시 출혈로

mL/min, II군 42.8 ± 13.4 mL/min (p < 0.001), 혈중 알부민 I

인한 순환 혈액량의 감소 및 신경색을 발생기전으로 보고하

군 3.5 ± 0.5 g/dL, II군 3.8 ± 0.6 g/dL (p < 0.001), 헤모글로빈

고 있다[20]. 단변량 분석에서 빈혈이 CIN의 위험 요인이었

I군 11.4 ± 1.9 g/dL, II군 12.2 ± 2.2 g/dL (p = 0.003), 비활성

지만, 다변량 분석에서는 연관성이 없었다.

단백질 혈중 NT-proBNP I군 6,674.8 ± 7,809.2 pg/mL, II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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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4.9 ± 5103.8 pg/mL (p = 0.001), 입원기간 I군 15.6 ± 14.4
일, II군 9.5 ± 7.6일(p < 0.001)으로서 양 군 간에 유의한 차

9.

이가 있었다. CIN 발생 예측인자는 다변량 분석에서 다변량
분석에서 좌심실 구혈률(< 40%) (OR 4.080; 95% CI 2.087-7.977;
p < 0.001), 혈중 알부민(< 3.5 g/dL) (OR 2.042; 95% CI 1.2113.440; p = 0.007), 크레아티닌 청소율에 대한 조영제 사용량 비

10.

(≥ 3.5) (OR 1.964; 95% CI 1.243-3.101; p = 0.004) 등은 CIN
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CIN을 예측할 수 있는 한계 크
레아티닌 청소율에 대한 조영제 사용량 비는 3.5이었으며,
민감도 0.630, 특이도 0.411, 곡선 아래 영역은 0.625이었다.
CIN을 예측할 수 있는 한계 혈중 알부민 수치는 3.55 g/dL이

11.

었으며, 민감도 0.706, 특이도 0.524, 곡선 아래 영역은 0.654
이었다.

12.

결론: ACS 환자에서 CIN의 발생률은 22.7%이었고, 저하
된 좌심실 구혈률, 크레아티닌 청소율에 대한 조영제사용량
비의 증가, 낮은 혈중 알부민수치 등이 CIN의 발생과 연관
성이 있었다.

13.

중심 단어: 조영제 유발성 신증;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신장기능 장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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