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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급성 심근 경색증 환자에서 일차 관동맥 재관혈술후

Glucose-Insulin-Potassium (GIK) 용액의 관동맥내 직접투여에 

의한 심근보호 효과

급성 심근 경색증은 관동맥의 폐색으로 인해 심근세포에 산소

와 양공급이 차단되어 심근세포의 괴사가 발생하고 좌심실 펌프기

능의 갑작스런 감소로 인해 심인성 쇼크등 치명적인 상태를 발생시키

기도 한다. 또한, 관동맥의 재관류를 통해 효과적으로 심근세포의 허

혈성 손상을 회복시키지 못할 경우, 심근 경색증의 합병증인 심부전

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1
 급성 심근 경색증

에서 심기능의 회복을 극대화하여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

지 시도로서 첫째, 폐색된 관동맥의 단시간 내 재관류(early 

reperfusion),
2
 둘째, 심근세포의 기초대사(basal metabolism) 에너지소

모량을 최소화하여 허혈상태에서도 세포 생존율을 증가,
3
 셋째, 심근 

에너지 대사의 기질(substrate of energy metabolism)을 조절하여 세

포의 허혈손상을 차단 또는 회복, 그리고 넷째, 재관류 손상

(reperfusion injury)의 방지를 위한 약물 치료 등이 있다.
4
 혈전 용해

제나 경피적 풍선확장술을 통한 관동맥의 효과적인 조기 재관류는 심

기능의 회복을 위한 절대적 조건이기는 하나,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

한다.
5
 따라서, 세포 에너지 대사의 개선을 통한 허혈손상의 빠른 차

단과 부분적 손상의 완전한 회복의 유도는 심근 경색증 치료의 중요

한 점이라 생각된다. 

기존에 알려진 심근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는 작용을 가

진 약물로 glucose-insulin-potassium(GIK) 용액을 비롯하여, 

ranolazine, trimetazidine, L-carnitine 등이 알려져 있다.
6 
이 중 GIK 

용액의 정맥내 투여는 첫째, 세포내 포도당 흡수와 산화를 촉진하여 

허혈 심근의 에너지 대사 효율을 개선하고, 둘째, 혈중 유리 지방산

(free fatty acid, FFA)의 세포내 이용과 산화를 억제하여 세포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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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에 유해한 H
+
을 비롯한 부산물의 생성을 감소시켜 손상된 심근 

세포를 회복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7
 

이에 저자는 43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  

관동맥 재관혈술을 성공적으로 실시 한 후, 고농도 GIK 용액을 도관

을 통해 관동맥으로 직접 주입시켜 빠른 시간 내에 심근세포의 손상

을 조기에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심기능 회복의 증대에 미치는 향

을 평가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일차 종말점으로는 GIK 용액의 투

여 전후 환자의 활력증후 변화, 6개월 후 심 박출량, 심실 용적, 국소 

벽 운동지수(regional wall motion score index, RWMSI)의 변화를 평

가하 다. 이차 종말점은 병원내 합병증의 발생률 및 6개월 후 장기 

주요 심장 관련 사건의 발생률을 관찰하 다. 

본 연구에서는 GIK 용액의 관동맥을 통한 직접 투여로 일차 

종말점인 6개월 후의 좌심실 용적 감소, 심박출량의 향상 그리고 국

소 벽운동지수의 감소에 유익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으나, 활력증후의 

변화를 비롯한 단기 주요 합병증에도 유의한 향이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이차 종말점인 울혈성 심부전의 발생은 GIK 치료군 1례, 

위약 치료군 2 례로 고농도 GIK 용액의 관동맥내 직접 투여가 심부

전증의 발생을 억제한 효과가 있었다(P=0.000). 따라서 일차 관동맥 

재관혈술을 시행 받은 급성 심근 경색증 환자에서 효과적인 임상 결

과를 증명하기 위해 GIK 용액의 투여 용량, 투여 방법 및 기간 등이 

향후 연구되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 되는 말 : 급성 심근경색, 허혈손상, Glucose-Insulin-Potassium 

용액, 심근 에너지대사, 관동맥내 직접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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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 경색증 환자에서 일차 관동맥 재관혈술후

Glucose-Insulin-Potassium (GIK) 용액의 관동맥내 직접투여에 

의한 심근보호 효과

<지도교수 정 남 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변  기  현

Ⅰ. 서론

급성 심근 경색증에서 좌심실 기능 부전은 심근 경색증의 합

병증으로 인한 사망과 직접 관련된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이다.
1
 심근 

경색 후 좌심실 기능부전의 정도는 경색증이 발생한 혈관의 부위와 

성공적인 재관혈술까지 허혈손상이 지속된 시간과 비례하며, 그 외 

당뇨, 고 연령이 심기능의 회복을 저해하는 예측인자로 알려져 있다.
1
 

급성 심근 경색증의 발병 초기에 혈전 용해제 및 경피적 관동맥 풍선

확장 시술 등은 관동맥의 폐색을 조기에 재관류(early reperfusion)를
2
 

유도하여 경색부위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치료이다. 그 

외에 보조적인 약물치료를 병행하여 재관류 후에 심근 손상의 지속을 

최소화하고 손상된 심근 기능의 회복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심근

세포 에너지대사 변조(metabolic modulation)를 통해서도 시도되고 있

다.
8
 

급성 심근 경색증에서 GIK 용액의 정맥내 투여는 허혈성 심

근세포의 에너지대사 효율을 높이고, H
+
, 젖산(lactic acid)을 비롯한 

세포에 유해한 부산물의 생성을 감소시켜 심근세포의 회복을 촉진하

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다.
3
 또한, 급성 심근 경색증 환자에서 GIK 

용액의 정맥내 투여의 유용성에 대한 임상 연구로는, Fath 등이 1932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9개의 무작위 비교 연구를 종합 분석하여 21%

의 사망률 감소의 효과를 보고하 고,
9,10
 그 외에 Estu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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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logicos Latinomerica(ECLA)와
11
 Diabetes Mellitus 

Insulin-glucose Infusion (DIGAMI)
 
연구

12 
등이 심근 경색증으로 인

한 사망률의 감소를 보고하여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세포의 에너지 

대사에 대한 치료적 조절(therapeutic modulation of cell metabolism)

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 

기존의 급성 심근 경색증에서 GIK 용액을 사용한 임상 연구

에서 정맥혈관을 통해 투여시킨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보다 빠른 

효과를 얻기 위해 GIK 용액을 관동맥을 통해 직접 투여를 시도하

다. 이러한, GIK 용액의 관동맥을 통한 직접 투여의 안정성과 유용성

에 대한 근거로서 Eberli 등이 토끼심장을 적출한 심근경색의 모델에

서 연속적으로 고농도 GIK 용액을 관동맥을 통해 관류시켜 심기능 

회복과 미세혈류 개선 효과를 성공적으로 보고한 바가 뒷받침 한다.
13 

예상되는 고농도 GIK 용액의 관동맥내 직접 투여의 장점은 정맥을 

통한 연속 투여에 비해 단시간 내에 높은 포도당의 세포막 삼투압 농

도차를 이루고, 이는 포도당의 세포막 흡수를 더욱 용이하게 한다. 또

한, 허혈심근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것은 정맥을 통한 투여보다 허혈 

심근세포에 포도당 에너지대사의 촉진작용이 빠를 것으로 예상하

다. 

이에 저자는 급성 심근 경색증 환자에서 일차 관동맥 재관혈

술의 성공적 시술 후 고농도의 GIK 용액을 관동맥 도관을 통해 허혈 

심근부위에 선택적으로 직접 투여하여, 심근세포의 허혈 손상을 조기

에 최소화하고 향후 심기능의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

다.  

Ⅱ. 대상 및 방법

1. 대상 환자

 2001년 10월부터 2002년 9월까지 11개월 동안 흉통의 발생 시간으로

부터 12시간 내 부산 침례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12 유도 심전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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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 심근효소검사에서 급성 심근 경색증으로 진단된 환자들을  대상

으로 하 다. 급성 심근 경색증의 진단은 흉통이 30분 이상 지속되고, 

12 유도 심전도에서 2개 이상의 연속된 전기유도에 1 mv 이상의 ST 

분절의 상승이 있거나, 혈청 검사에서 CK-MB의 측정치가 윗 정상치

의 3배 이상 상승되는 경우의 3가지 조건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을 만

족하는 경우로 하 다. 대상 환자들은 일차적 관동맥 관혈술(primary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rimary PCI)을 성공적으로 시행

한 후 무작위로 배분하여 관동맥 도관을 통해 GIK 용액을 투여한 

GIK 치료군(GIK group)과 위약(placebo)을 투여한 위약 치료군

(placebo group)으로 나누었다. 

가. 포함 기준(Inclusion criteria)

  (1) 심근 효소의 혈청 검사, 12 유도 심전도, 흉통의 3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여, 급성 심근 경색증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문

  진을 통해 흉통의 발생 추정 시간으로부터 응급실 도착시간까지가  

  12시간 이내 인 경우만을 연구대상으로 하 다 

  (2) 좌주간지를 제외한 좌전 하행지(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LAD), 좌횡선지(left circumflex artery, LCX), 우관상 동맥(right   

   coronary artery, RCA)의 급성 폐색으로 급성 심근 경색이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하 다.

  (3) 응급실 도착시간부터 관동맥의 풍선 확장 시간(door-           

  to-balloon time)이 90분 이내 이루어진 경우

  (4) 풍성 확장 및 관동맥내 스텐트(intra-coronary stent) 삽입후 관  

  동맥 내의 잔여 협착이 정량적 관동맥 분석(quantative coronary    

  analysis, QCA)을 통해 직경 협착도(diameter stenosis, DS)가 30%  

  미만이고, 최종 관상동맥의 혈류가 정상(TIMI grade 3)으로 관동맥 

  풍선 확장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5) 관동맥 중재술의 완료후 본 연구에 대해 환자가 동의를 한     

  경우

  (6) 시술 후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주기적 임상관찰과 초회 및     

   6개월 추적 심초음파 검사를 완료한 경우          



- 6 -

 

 나. 배제 기준(Exclusion criteria)

  (1) 급성 심근 경색증으로 진단되었으나 응급실 도착 시간이 흉통  

   발생 추정시간으로부터 12시간이상 초과한 경우

  (2) 혈전 용해제를 비롯한 경피적 관혈술외 약물적 관혈치료를     

   시도한 경우

  (3) 급성 심근 경색증의 합병증으로 심인성 쇼크, 허혈성 심근 중격  

   결손증, 급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4) 천자부위의 출혈이나 혈종으로 대퇴동맥 혈관집(vascular       

   sheath)을 24시간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환자의 연령이 20세 미만 또는 85세 이상인 경우

  (6) 임산부

  (7) 혈청 검사에서 K
+
과 Creatinine의 측정지가 각각 5.0 mg/dL,    

   2.5 mg/dL 이상인 경우

  (8) 위장 출혈, 뇌출혈을 비롯한 주요 내부 장기 출혈로 인해 적절  

   한 항혈소판 응집 억제약물 투여의 금기증인 경우

  (9) 생존 기간을 제한하는 종양을 비롯한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심초음파기기(Sequior
®
, U. S. A)상에서 

Simpson의 방법을 이용하여 심실의 확장기말/수축기말 용적

(ventricular volume)과 박출량(stroke volume)을 측정하여 좌심실의 

구혈율을 산출하 다. 또한, 좌심실 허혈 손상의 회복정도를 알아보고

자 좌심실의 국소 벽운동지수를 측정하여 입원 당시와 6개월 추적관

찰 후 비교하 다. 관동맥 재관혈 후 심근 회복을 위한 보조적 치료

로서 GIK 용액의 관동맥 도관을 통한 직접 투여(intra-coronary 

infusion)시 혈압, 맥박, 심전도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관찰하 다. 그리

고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임상상태를 관찰하여 주요 심장 관련사건

(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s, MACE) 발생율의 유의한 차이

를 비교 관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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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급실 내원 당시

 (1) 응급실 내원시 심전도, 흉부 X선 촬 , 혈청검사를 통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되면, 응급실에서 aspirin 300mg과 ticlopidine     

 500mg 또는 plavix 150mg를 경구 투여하고, 금기사항이 없으면     

 heparin 5000단위, propranolol 1mg를 정맥혈관을 통해 일시 주입하  

 다.

 (2) 일차 관동맥 풍선 확장술 전 경흉부 심초음파를 시행하여, 

  (가) 국소벽 운동지수           

  (나) 좌심실 수축기말 및 이완기말 용적 

  (다) 좌심실 박출량 및 구혈율

   등을 측정하 다.

나. 일차 경피적 관동맥 재관혈술의 술기 

  (가) 흉통의 발생 후 12시간 내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에서만 일    

   차 관동맥 재관혈술을 시행하 으며, 응급실 도착 시간부터 관상  

   동맥의 풍선확장까지 시간을 90분 이내로 하 다.

  (나) 통상적인 풍선 확장 및 관동맥내 그물망(intra-coronary stent)  

   삽입의 술기를 통해 시술하 다.   

  (다) 시술후 혈관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관동맥내 nitroglycerin 또  

   는 verapamil을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관동맥내 주입하  

   다.    

다. 관동맥내 투여약물

  (1) GIK 용액 : Glucose 16.25 mmol/L + Regular insulin 50       

                   units/L + KCl 80mmol/L in distilled water 1L 

                   = high concentrated  GIK solution 50ml

  (2) 위약 용액(placebo solution) : normal saline 50ml

  (3) 투여방법 : 경피적 관동맥 풍선확장술 직후 관동맥 도관을 그대  

  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GIK 용액 또는 위약을 15분간 천천히 수기  

  로 주입하여 관동맥 혈류와 혼합되도록 하 다. 도관을 통해 G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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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액 또는 위약을 주입하기 전과 후에 환자의 혈압, 맥박, 심전도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관찰하 으며, 24시간 후에 GIK 용액 또는 위약  

  을 도관을 통해 반복하여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주입하 다. 

    (가) 총 투여 용량 : 50 ml ☓ 2 회(첫날 1회, 다음날 1회) 
    (나) 총 투여 시간 : 15 분

    (다) 평균 투여 속도 : 3.33 ml/min

    (라) 투여 시작 : 관동맥의 혈류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난 직후

    (마) 관동맥 투여시 감시 장치 : 관류 시간동안 12유도 심전도를  

     연속적으로 관찰하고, 동맥을 통한 수축기 혈압의 유의한 변화

     (관류 전에 비해 20mmHg 이상 변화하거나,              

     90mmHg 미만으로 감소), 맥박수의 유의한 변화(관류 전에 비해  

     분당 20회 이상 감소하거나, 분당 50회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는  

     투여를 즉시 중단하 다.

 

라. 경구 약물치료 및 추적 심초음파 검사

   (1) 두 번째 도관을 통한 약물주입이 끝난 후 동맥 혈관 집을 제  

    거하고 지혈시켰으며, 통상적인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 다. aspirin과 ticlopidine 또는 clopidogrel 또는       

    cilostazol의 항혈소판 응집 억제제, 전환효소 차단제(ACE        

    inhibitor)와 베타 차단제(β-blocker)를 유지 후 퇴원하여 외래에  

    서 관찰하 다.

   (2) 6개월의 임상관찰 완료 후 추적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  

   하 다. 좌심실의 크기와 용적을 각각 수축기말과 이완기말에 반  

   복 측정하여 입원 당시 측정치와 비교하 다. 2개의 연속된 심장  

   주기 동안 좌심실의 움직임을 심초음파기기내 자동 디지털 이미지  

   저장 프로그램(automatic image store program)을 사용하여 임시  

   기억장치에 저장했다가, off-line으로 심실 내막과 내강의 경계선을  

   따라 track ball을 이용해 manual tracing을 시행하여 Simpson's   

   method를 적용하여 용적을 측정하 다. 동 상 이미지 저장을 시  

   행한 초음파창(window for echocardiographic view)은 4-chamber  

   view와 2-chamber view에서 각각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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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차 연구 종말점

 경흉부 심초음파를 이용하여 좌심실의 수축기말 용적, 이완기말 용  

 적, 박출량 및 국소벽 운동지수를 측정하 으며 입원 당시와 6개월  

 후를 비교하 다.  

바. 이차 연구 종말점

 6개월 추적관찰 기간 중 주요 심장 관련 사건의 발생률 

  (가) 심부전과 관련된 증상으로 인한 재입원

  (나) 심인성 사망(cardiac death) 

  (다) 급성 심근 경색증의 재발

  (라) 관동맥 우회로 이식술(coronary artery bypass surgery,       

  CABG)

사. 통계 분석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ver.11의 통계용 프로그램을 사용   

  하 다. 그룹간 측정치의 비교를 통한 통계적 의의 분석은 비모수  

  통계인 Mann-Whitney 분석을 사용하 다.      

Ⅲ. 결과

1. 환자의 임상적 특성

2001년 10월부터 2002년 9월까지 11개월간 흉통의 증상을 주

소로 부산 침례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심전도 및 혈청검사를 통해 

급성 심근 경색증 진단 후, 간단한 문진을 통해 증상발생 추정시간으

로 부터 12시간 내 일차 경피적 관동맥 재관혈술을 성공적으로 시행 

받은 환자는 71명이었다. 이 환자 중 본 연구에 포함되어 시술 전후

에 경흉부 심초음파검사를 마치고, GIK 용액 또는 위약 용액을 관동

맥 도관을 통해 관류 받은 환자는 총 43명이었다. 연구의 포함 기준

에는 합당하 으나, 28명(39.4%)의 환자는 초회 치료 후 거처불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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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연락 두절 또는 경흉부 심초음파 및 관동맥 조 술의 추적 검

사를 환자가 거부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71명 중 본 연구에 

포함된 43명(60.6%)의 환자는 6개월 추적 심초음파, 추적 관동맥 조

술 및 6개월간의 임상 관찰을 완료하 다.

연구 대상자 43명 중 GIK 치료 군이 25명(58.1%), 위약 치료

군은 18명(41.9%)이었다. 각 치료 군에 속한 대상자의 성별은 GIK 치

료 군에서 남자가 20명(80.0%)이었고, 위약 치료 군에서는 남자가 14

명(77.8%)로서 여자에 비해, 남자의 비율이 두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

으나,(p=0.000) 두 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 평균 연령도 GIK 치료 군

이 61 ± 13세, 위약 치료 군이 56 ± 10세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

다.(p=0.254) 급성 심근 경색증 환자의 발생은 50-60세에서 GIK 치료 

군에서 8명(32.0%), 위약 치료군은 6명(33.3%)으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연령이었다. 

관동맥 질환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첫째, 고령으로 65세 이상 

노령의 비율이 GIK 치료 군에 11명(44.0%), 위약 치료 군에 6명

(33.3%)이었다. 둘째, 비만은 동양인 비만도 기준에 따라 체질량 지수 

25kg/m
2
이상이 각각 GIK 치료 군에 4명(16.0%), 위약 치료 군에 1명

(5.6%)이었고, 22-25kg/m
2
까지의 과체중(over-weight)은 각각 17명

(68.0%)과 16명(88.8%)이었다.(p=0.359) 그 외 위험인자로 과거력상 

고혈압, 당뇨, 흡연력은 GIK 치료 군과 위약 치료 군에서 각각 7명

(28.0%) 대 5명(35.7%), 5명(20.0%) 대 1명(5.6%), 17명(68.0%) 대 11

명(61.1%)이 다(Table. 1.). 또한, 증상의 발생부터 경피적 재관혈술 

시행까지의 경과시간도 GIK 치료 군과 위약 치료 군이 9.2 ± 9.8 대 

6.4 ± 4.8 시간으로 GIK 치료 군이 더 길었으나 통계적 의의는 없었

다(p=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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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groups

  
*
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2. 환자의 혈청학적 검사 결과

응급실 내원 당시의 초회 혈청 지질검사에서 total cholesterol

의 평균치는 GIK 치료 군과 위약 투여 군에서 각각 194.9 ± 41.6 

mg/dL, 181.5 ± 37.4 mg/dL이었으며, triglyceride은 각각 153 ± 100.9 

mg/dL, 113 ± 65.1 mg/dL, HDL-cholesterol은 각각 44.2 ± 7.5 

mg/dL, 47.1 ± 8.1 mg/dL, LDL-cholesterol은 각각 164.2 ± 41.2 

mg/dL, 158.8 ± 44.5 mg/dL으로 각각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차이는 

없었다. 또한 심근허혈의 혈청 표지자인 TnT, TnI, CK-MB의 검사 

결과에서 GIK 치료 군과 위약 투여 군에서 각각 3.7 ± 5.2 ng/ml 대 

3.7 ± 6.6 ng/ml, 41.3 ± 24.6 µg/L 대 25.1 ± 24.1 µg/L, 312.3 ± 

Total
N=43

 GIK group
 N=25

Placebo group
N=18

Age(years old) 61 ± 13 56 ± 10

Male gender(%) 20 (80.0) 14 (77.8)

Obesity(%)
(BMI>25kg/m

2
) 4 (16.0) 1 (5.6)

Hypertension(%) 7 (28.0) 5 (35.7)

Diabetes Mellitus(%) 5 (20.0) 1 (5.6)

Smoking(%) 17 (68.0) 11 (61.1)

Previous myocardial 
infarction(%) 0 (0.0) 0 (0.0)

Previous PCI
*

0 (0.0) 0 (0.0)

Previous CABG
**

0 (0.0)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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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ng/ml 대 307.9 ± 224.5 ng/ml으로 각각 측정되어 두 군 간에 

의의 있는 차이는 없었다. 이것은 연구대상이 된 환자군의 전체 숫자

가 작고, 관동맥의 협착의 부위가 다양하지만, 허혈 손상된 심근부위

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당과 지

질대사에 관련된 혈중 유리지방산과 젖산(lactic acid)의 기저 측정치

도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고, hemoglobin A1c 및 C-peptide 결과도 

유사하 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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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itial laboratory findings of study groups

        

         Total

         (N=43)

GIK 

group

 (N=25)

Placebo 

group

(N=18)

P-value

Lipid 

Profiles

(mg/dL)

T-cholesterol
194.9 ± 41.6 181.5 ± 37.4 NC

Triglyceride
153 ± 100.9 113 ± 65.1 NC

HDL-cholesterol
44.2 ± 7.5 47.1 ± 8.1 NC

LDL-cholesterol
164.2 ± 41.2 158.8 ± 44.5 NC

Lp(a)
23.6 ± 4.9 20.3 ± 14.2 NC

Ischemic 

Profiles

TnT

(ng/ml)
3.7 ± 5.2 3.7 ± 6.6 NC

TnI

(µg/L) 41.3 ± 24.6 25.1 ± 24.1 NC

CK-MB

(ng/ml)
 312.3 ± 232.7 307.9 ± 224.5 NC

Others

Free Fatty Acid

(µg/L)
2038.2 ± 2086 2086.5 ± 1276 NC

Lactic Acid

(mmol/L)
18.1 ± 10.9 14.4 ± 5.7 NC

HgA1c

(%)
5.2 ± 0.7 5.2 ± 2.1 NC

C-peptide

(ng/mL)
6.4 ± 3.6 7.0 ± 4.0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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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동맥 조 술 및 일차적 관동맥 재관혈술의 결과

초회 관동맥 조 술에서 경색관련 혈관은 GIK 치료 군과 위

약 치료 군에서 좌전 하행지(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LAD)는 

각각 13명(52.0%)과 9명(50.0%)이었고, 좌전 하행지 이외의 혈관은 각

각 13명(48.0%)과 9명(50.0%)이었다. 두 군 모두에서 좌전 하행지가 

경색 관련 혈관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1). 경색 관련 혈관의 혈류상태는 GIK 치료 군에

서 21명(84.0%)이 완전폐색으로 TIMI(thrombolysis in myocardial 

infarction) grade가 0 이 으며, 3명(12.0%)이 TIMI 1-2로 불완전 폐

색상태 고, 1명(4.0%)에서는 TIMI 3 로서 잔여 협착은 있었지만 정

상 혈류 상태이었다. 위약 치료군의 경색 혈류상태는 16명(88.9%)이 

TIMI 0으로 완전폐색이고, 2명(11.1%)이 TIMI 1-2로 불완전 폐색이

었다(Fig. 2). 또한, 전체 관동맥의 협착 상태는 GIK 치료 군에서 1 

vessel disease가 16명(64.0%), 2 vessel disease가 5명(20.0%), 3 

vessel disease가 4명(16.0%)이었고, 위약 치료 군에서는 1 vessel 

disease가 8명(44.4%), 2 vessel disease가 6명(33.3%), 3 vessel 

disease가 4명(22.2%)이었다. 경색 관련 혈관의 기준 혈관 직경은 

GIK 치료 군이 3.2 ± 0.4 mm, 위약 치료 군이 3.3 ± 0.5 mm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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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portion of infarction related arteries in each group.

p=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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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MI grade of infarct related arteries after PCI

GIK 치료군의 24명(96%), 위약 치료군의 17명(94.4%)에서는 

관동맥 풍선 확장술 후 관동맥내 그믈망(stent)을 삽입하 다. 두 군

의 각각 1례에서는 풍선 확장술만으로 시술 결과가 성공적이어서 그

물망의 삽입 없이 시술을 종료하 다. 시술 후 관동맥의 최종 관동맥

의 혈류 상태는 각각 25명(100.0%), 18명(100.0%)에서 TIMI III 상태

를 이루었다(Fig. 2). 두 군에서 추정된 증상 발생시각부터 풍선 확장 

때까지의 소요 시간도 각각 9.2 ± 9.8 hr. 대 6.4 ± 4.8 hr. 로 의의 있

는 차이가 없었다(Fig. 3).

                  

           GIK Group         Placebo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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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 intervals from symptom to coronary reperfusion

4. 환자의 혈역학적 변화 및 심전도의 변화

GIK 용액과 위약 용액을 관동맥을 통해 투여 한 후 수축기 

혈압의 변화와 맥박수, 및 심전도의 변화를 관찰 하 다. 수축기 혈압

의 변화는 GIK 투여 군에서 투여전 142.7 ± 30.2 mmHg에서 투여후 

133.1 ± 20.9 mmHg, 위약 투여 군에서 141.0 ± 29.0 mmHg에서 

124.7 ± 31.0 mmHg로 각각 감소하는 추세를 보 으나 통계적으로 두 

군간 의의 있는 차이는 없었다(p=0.324). 또한, 분당 맥박수의 변화도 

GIK투여 군에서 투여전 73.6 ± 14.3 회/min에서 투여후 75.2 ± 10.0 

회/min, 위약 투여 군에서는 77.4 ± 16.4 회/min에서 80.9 ± 16.8 회

/min으로 맥박수의 증가 추세는 보 으나, 통계적으로 두 군 간에 의

의 있는 차이는 없었다.(p=0.157)(Table. 3). 심전도의 변화에서는 약

물 투여동안 1.5 ± 0.7 mvol 대 1.4 ± 0.8 mvol의 ST분절의 재상승이 

관찰되었으나 두 군 간에 의의 있는 차이는 없었고, 주입의 종료 후 

즉시 정상화되었다. 그 외 특이한 심실 빈맥을 포함한 부정맥은 두군 

에서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Hour                    p=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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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emodynamic changes of each group

5. 병원내 시술 관련 합병증 

대퇴동맥 혈관 집을 24시간이상 유지에 따른 동맥 혈관 천자

부위의 혈종을 비롯한 혈관 합병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사

망, 심근 경색증의 재발 및 급성 또는 아급성 재협착과 관련하여 표

적병소 관혈술의 반복시슬등의 중요 심장 관련 사건은 양군에서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Fig. 4.).

    GIK group

    N=24

    Placebo group

   N=18

Pre Post Pre Post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42.7±30.2 133.1±20.9 141.0±29.0 124.7±31.0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82.9±25.2 78.0±16.7 80.4±22.0 77.8±19.0

Pulse Rate

(회/min)
73.6±14.3 75.2±10.0 77.4±16.4 80.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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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K Plac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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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hospital complications in each group 

6.  심초음파를 이용한 좌심실의 용적 변화 및 기능 평가  

GIK 투여 군과 위약 투여 군에서 각각 이완기말 좌심실 용적

은 80.3 ± 17.01 ml, 79.9 ± 19.1 ml이었으며, 수축기말 좌심실 용적은 

46.0 ± 11.6 ml, 47.7 ± 16.5 ml이었다. 심 박출량은 각각 33.1 ± 9.5 

ml, 31.8 ± 7.5 ml으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

다.(p.>0.05) 또한, 6개월 후 시행한 추적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를 통

해 측정한 심실 용적과 심박출량을 비교한 바, GIK 투여 군과 위약 

투여군의 이완기말 좌심실 용적은 각각 74.2 ± 22.1 ml, 77.4 ± 16.3 

ml이었고(p=0.611), 수축기말 좌심실 용적은 35.5 ± 16.6 ml, 39.0 ± 

15.0 ml,,(p=0.486)이었으며, 심박출량은 39.0 ± 9.4 ml, 38.4 ± 7.3 ml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834). (Fig. 5).

p=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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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asurements of LV volumes initial(0 mo.) and 6 months  

        later(6 mo).

추적검사의 심초음파상 측정치의 변화의 증감정도를 두 군에

서 통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먼저 이완기말 좌심실 용적의 증감은 각

각 -6.12 ± 13.6 ml, -2.50 ± 15.7 ml이었고,(p=0.355), 수축기말 좌심

실 용적의 증감은 각각 -10.6 ± 12.5 ml, 87.5 ± 8.83 ml, 심박출량은 

33.1 ± 9.5 ml, 31.8 ± 7.5 ml으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602).Fig. 6).

                             p=NS

         

         LVEDV            LVESV               SV

Vol(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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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Changes of LV volume between initial and 6 month        

        follow-up.  

국소 벽운동지수의 비교에서도 GIK 치료 군과 위약 치료 군

에서 각각 1.38 ± 0.149, 1.40 ± 0.153이었고,(p>0.05) 6개월 후 추적검

사 결과에서도 두 군에서 각각 1.17 ± 0.184, 1.19 ± 0.161로,(p=0.94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p=0.677). 또한, 국소 

벽운동장애지수의 증감의 비교에서도 각각 -0.21 ± 0.16, -0.22 ± 0.13

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p=0.944)(Fig. 7).

                  p=NS   

   LVEDV       LVESV 

                                                         

                                                         

                                   SV

Vol(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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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s of regional wall motion score index between       

      initial(0 mo.) and 6 month follow-up(6mo.).

심근 경색 후 심근손상의 회복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측정

한 심실용적 측적에 의한 심 박출량 및 국소벽 운동지수 등에서 GIK

용액의 관동맥내 관류 치료가 의의 있는 개선을 보여주지 못했다. 

7.  6개월 후 임상 결과 

퇴원 후 외래에서 6개월 동안의 임상경과를 관찰하 는데 추

적 기간 중 심인성 사망, 심근 경색증의 재발 및 관동맥 우회로 이식

술 등의 심장 관련 사건은 두 군에서 모두 없었다. 그러나 심부전의 

악화로 인한 재입원의 발생한 3명 중 GIK 치료 군이 1명(4.0%), 위약 

치료 군이 2명(11.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위약 치료 군에서 높

았다. (p=0.00)(Fig. 8).

RWMSI                p=NS

                                              

                                                 Delta

               0  mo.            6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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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ACE(major adverse cardiac event) during 6 months 

follow-up

Ⅳ. 고찰

심근 허혈이 발생하면 교감신경계의 항진으로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여 심근의 후부하(afterload)를 증가시켜, 세포의 기초 대사량 

뿐만 아니라, 심근의 에너지 소모량을 증대시켜 심근허혈 손상을 더

욱 증진시킨다. 심근의 기초 에너지 대사량을 최소화하고, 후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 심근경색의 초기에 morphine을 사용하여 진통하거

나, 베타 차단제를 통한 교감신경계의 흥분을 억제하는 것이 효과적

인 이유이다. 심근세포의 대사적 측면을 살펴보면, 정상 관류 상태 시

에는 유리 지방산(free fatty acid, FFA)을 미토콘드리아 산화

(mitochondria oxidation)의 대사기질로 주로 사용하나, 심근 허혈이 

발생하면 포도당의 세포내 흡수와 리코겐 분해가 증가되고 미토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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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아 에너지 대사의 기질이 유리 지방산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된

다.
12
 포도당 에너지 대사는 지방산의 산화에 따른 에너지 대사보다 

ATP(adenosine triphosphate) 생산효율이 높아 산소와 양분의 공급

이 제한된 상태에서 세포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보상성 기전으로 

작용한다.
14
 폐색되었던 관동맥의 재관류가 일어나면, 허혈상태에서 높

아진 유리 지방산의 혈중 농도로 인해, 심근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산

화를 다시 유리 지방산을 기질을 사용하도록 환원된다. 유리 지방산

을 주로 이용한 에너지 대사의 전환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포도당의 

산화를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5
 재관류가 일어나도  

허혈로 인한 포도당의 세포막 흡수는 계속 증가되어 있지만, 심근세

포의 포도당 산화는 억제되고, 유리 지방산의 산화로 전환되므로 해

당 작용과 포도당 산화의 부조화(uncoupling of glycolysis-glucose 

oxidation)가 유발된다. 또한, H
+
을 비롯한 유리 지방산 산화과정의 부

산물은 허혈손상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유리 지방산의 산

화가 클수록 허혈성 심근 손상의 회복을 저해한다고 알려져 있다.
16
 

관동맥 폐색으로 심근세포에 기초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원과 

산소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비가역적 허혈 손상(irreversible 

ischemic injury)을 예방하려는 여러 가지 약물적 치료가 시도 되어 

왔다. 심근의 에너지 대사를 효율적 방향으로 유도하고, 허혈 상태의 

유해한 에너지대사의 부산물을 감소시켜, 손상된 세포의 생존을 위한 

기초에너지 대사를 유지시킴으로써 비가역적인 세포막 손상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려는 치료적 조절이다. 그 대표적인 약물로 

Glucose-Insulin-Potassium, Ranolazine, Trimetazidine, L-carnitine등

의 약물들이 심근세포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여 허혈 심근세포를 보

호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6 
이중 GIK 용액은 허혈 심근에서 상대적

인 혈중 유리 지방산의 농도를 낮추어, 포도당의 세포막 흡수를 증가

시킬 뿐 아니라, 포도당의 미토콘드리아 산화(mitochondria oxidation)

의 속도 제한 단계(rate-limiting step)인 pyruvate dehydrogenase 

(PDH) 효소를 활성화시켜
17
 관동맥 재관류 후에도 에너지 대사를 포

도당 대사로 유지시키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3
 이러한 

기전으로 GIK 용액은 재관류로 허혈 심근의 에너지 대사가 포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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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로부터 정상 심근의 에너지 대사인 유리 지방산의 대사로 다시 

환원되는 것을 억제하여 해당 작용과 포도당 산화의 부조화로 인한 

허혈 손상의 진행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17,18
  

Eberli 등은 토끼 적출 허혈심장의 모델에서 고농도 GIK 용액

을 적혈구 부유액과 함께 혼합하여 150분 이상 직접 관동맥을 통해 

관류하여 심근 수축력의 회복이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을 보고하

다.
13
 그 외에도 Enalaprilat

19
와 hyperoxemic reperfusion

20
 등의 치료

약물을 관동맥 도관을 통해 손상된 심근에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시

도하여 좌심실 기능의 유의하게 호전되었다는 보고를 하 다.  

본 연구의 일차목적은 급성 심근 경색증의 환자에서 일차 관

동맥 재관혈술 후 관동맥 도관을 통해 GIK 용액을 직접 투여하여, 좌

심실 수축기능 개선의 증폭 효과가 있는지 대해 알아보기 위함이었

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로 급성 심근 경색증에서 GIK 용액을 단시간 

관동맥을 통해 직접 투여하는 것은 기대하 던 6개월 후의 좌심실의 

효과적인 용적 감소와 좌심실 기능의 호전을 유의하게 나타내지 못 

했다. GIK 용액이 예상한 결과를 보이지 못한 이유로 첫째, 대상 환

자의 숫자가 적고 심근 경색의 부위를 비롯한 환자의 임상적 특성의 

다양성을 들 수 있겠다. 즉, 위험인자를 포함한 임상적 특성의 다양성

이 GIK 용액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둘

째, 대상군의 심근 경색 지속시간도 다양했다는 점이다. 통상 심근 경

색증에서 재관류 치료의 적응증은 12시간이지만, 6시간 이내가 황금

시간(golden time)으로 알려져 있다, 심근 경색증의 지속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세포의 비가역 손상의 정도가 커진다. 허혈 손상된 세포 중에 

비가역적 손상의 비율이 높을수록 GIK 용액의 치료효과는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므로, 심근 경색 발생 후 재관혈술까지의 시간이 GIK 투

여 군에서 위약 투여군 보다 6시간이 더 길었다는 사실이 GIK 용액

의 치료 효과의 감퇴를 유발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심

근 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 동안의 임상 연구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GIK 용액의 정맥내 투여는 환자의 생존율의 증가시키데 효과적

이었으나, 본 연구의 방법에서 GIK 용액의 관동맥내 일시적 투여는 

상대적으로 투여 시간이 짧았다는 점도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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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유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고농도의 

GIK 용액의 관동맥 직접 투여가 투여 전후의 혈압, 맥박 및 심전도 

등의 활력증후에 미치는 유해한 향은 관찰되지 않았고, 둘째, 병원

내 주요 심장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6개월 후에서도 좌심실 기능의 악

화나 심장 관련 합병증이 증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GIK 용액을 투여 받은 25명의 환자는 전체 환자의 숫자가 작지만 심

부전 증상에 의한 재입원율 감소의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

구의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보고가 없었던 

GIK 용액의 관동맥내 직접 치료를 최초로 시도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예비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 방법론적인 면에서 도관을 통한 관동맥내 단시간 

투여와 장시간 투여할 수 있는 정맥내 투여의 효과적인 병합 투여 방

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1. 급성 심근 경색증 환자에서 일차 관동맥 재관혈술 후 GIK 용액의

관동맥내 직접 투여는 위약 투여 군에 비해 좌심실의 용적 변화 및 

좌심실 수축 기능의 호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고농도의 GIK 용액의 관동맥내 직접 투여는 환자의 초기 활력증후

에 유해한 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GIK 투여군은 위약 투여 

군에 비해 병원내 심근 경색과 관련된 합병증 발생률에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3. 6개월 추적 관찰 기간 중 심부전증의 악화로 인한 재입원율을 발

생 비율이 유의하게 GIK 투여 군에 낮았다.

4. 급성 심근 경색증 환자에서 일차 관동맥 재관혈술 후 GIK 용액의 

관동맥내 치료는 향후 투여 농도, 투여 시간의 조정 및 정맥내 투여

방법과 병합 투여의 고려 등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 한다면 허혈성 

심근세포의 기능을 조기에 보호하여 향후 심장 기능의 회복과 더불어 

환자의 임상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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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yocardial protective effect of the trans-catheter infusion of

  Glucose-Insulin-Potassium(GIK) solution after primary 

coronary intervention in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Kihyun Byu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Namsik Chung)

     Myocardial nutrients and oxygen supply are shut down by 

abrupt occlusion of coronary artery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Myocardial necrosis starts and leads occasionally to severe 

pumping failure of left ventricle such as cardiogenic shock which 

has high rate of fatality. Immediate interruption of irreversible or 

reversible ischemic myocardial injury by restoration of coronary 

arterial flow is critical to prevent heart failure. The failure of 

restoration of flow may increase mortality rate.

    Various treatment modalities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have been tried to maximize recovery from myocardial ischemic 

injury by increasing the cell survival in ischemic period. Frist, 

early restoration of coronary arterial blood flow within the shortest 

time length. Second, increase the cell survival by reduction of 

energy requirement of basal metabolism. Third, recovery of 

ischemic injury by modulation of substrate of cellular energy 

metabolism. The last, pharmacological prevention of reperfusion 

injury. 

    Even with the complete reperfusion of coronary arterial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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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chemic damage of myocardium may continue and increase the 

size and extent of ischemic myocardial damage. Therefore, the 

early effective reperfusion of coronary artery by thrombolysis or 

percutaneous coronary angioplasty is a predisposing condition of 

recovery but it does not guarantee complete recovery. Accordingly, 

improvement of efficacy of energy metabolism can be an important 

therapeutic option to induce rapid and complete recovery from 

ischemic damage.

      The durgs such as GIK(glucose-insulin-potassium) solution, 

Ranolazine, Trimetazidine, L-carnitine are known to improve 

efficacy of energy metabolism in myocardial cell. Among these, the 

GIK solution stimulates intracellular glucose uptake and oxidation 

for efficient energy metabolism. This solution also reduces the 

harmful metabolic byproducts such as H
+
 by inhibition of 

utilization and oxidation of free fatty acid.
 

      To assess the therapeutic effect of intracoronary infusion of 

GIK solution, 43 consecutive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who underwent direct primary angioplasty with stenting 

were enrolled. Twenty five patients recieved intracoronary GIK 

infusion and eighteen patients recieved intracoronary saline infusion 

as a control group. The primary end points of this study were 

changes of stroke volume, LV volume(end-systolic and 

end-diastolic) and regional wall motion score index at six months 

of follow-up. The secondary end points were in-hospital 

complications, re-hospitalization by congestive heart failure, 

recurrence of myocardial infarction and death during the six month 

period.   

      As a result of this study, direct trans-catheter infusion of 

GIK solution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beneficial effect 

in veiw points of venticular volume and regional wall motion score 

index compared with control group. There was no differen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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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ospital complications, recurrence of myocardial infarction and 

death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re-hospitalization by the 

development of congestive heart failure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GIK group.(p=0.00) 

      In summary, we could not demonstrate the beneficial effect 

of short direct trans-catheter infusion of GIK solution in this 

particular patients group. We think further study by modulation of 

duration of administration and concentration of GIK is necessary to 

validate the beneficial effect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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