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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급성 심근경색의 선별 및 조기 진단에서 

정성적 심장 표지 검사의 유용성

배경 및 목적: 급성 심근경색은 응급실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 응

급질환이지만 현재까지 조기 진단에 유용한 단일검사는 없는 실정이

다. 현장검사는 전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 및 결과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기술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어 이미 많은 응급실에서 

도입 되어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장검사인 myoglobin, CK-MB, Troponin I의 정성분석 

기구가 급성 심근경색의 선별 및 조기진단과 조기 치료에 도움을 주

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 및 방법: Myoglobin, CK-MB, Troponin I 정성분석 기구로 

Cardiac STATus
TM 

(Spectral Diagnostics, Toronto, Canada)를 사용

하 다. 총 8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Cardiac STATus
TM

와 혈청  

CK-MB, TnT 검사 및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 다. Cardiac 

STATus
TM

의 진단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 민감도와 특이도를 조사

하 고, 혈청검사와의 결과 일치 정도는 카파 값(kappa statistic)을 

이용하 다. 환자 기록지를 바탕으로 혈청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

사하 다.

결과: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Cardiac STATus
TM

는 민감도 61.7%, 특

이도 90% 으며, 혈청검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ardiac 

STATus
TM

와 혈청검사의 결과는 카파 값 0.650으로 유의한 일치성을 

보 다. 또한, Cardiac STATus
TM

의 결과를 얻기까지 평균 15분 소요

되는 것에 비해 혈청 검사는 평균 67.3 ± 20.6분(20∼126분)이 소요되

었다.

결론: Cardiac STATus
TM

는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에 있어 민감도와 

특이도가 기존의 혈청검사에 비해 우월하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혈청

검사와 유의한 일치성이 있고, 혈청검사에 비해 빠른 결과 확인으로 

의료진의 빠른 의사결정과 조기 치료지침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 되는 말 :급성 심근경색, 현장검사, 선별검사, 조기 진단,
              Cardiac STATu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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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의 선별 및 조기 진단에서 

정성적 심장 표지 검사의 유용성

<지도교수 김 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고 재 욱

Ⅰ. 서론

급성 심근경색은 응급실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 응급질환으로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는 환자의 예후 호전과 합병증 예방에 필수적이

다. 급성 심근경색을 가진 환자의 약 2∼7%는 응급실에서 정확한 진

단을 받지 못하고 퇴원하며, 이들은 높은 이환율과 후유증으로 예후

가 불량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1~5
.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일부 환자

에서의 비전형적인 증세와 징후, 그리고 응급실 내원당시 약 과반수

에서 심전도 소견이 진단적이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1~5
. 혈전용해제 

투여와 침습적 재관류 (percutaneous transcoronary angioplasty, 

PTCA)는 급성 심근경색의 예후 향상에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지

만, 비진단적 심전도에 따른 조기치료의 지연은 합병증의 발생을 증

가시켜 환자에게 나쁜 예후를 초래한다
6
. 증세발현에서 병원 내원까지

의 경과시간이 진단율과 예후에 미치는 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지

만, 정확한 조사는 이루어져있지 않으며 신뢰도 역시 떨어진다. 급성 

심근경색의 조기진단을 위해 혈청학적 심장표지(cardiac marker)에 대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단일 검사는 그 특이

도와 민감도가 떨어지며, 시간간격을 둔 반복적 검사에서 유의한 특

이도와 민감도를 보이나 조기진단과 감별진단, 증세발현에서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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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까지의 시간과 혈청학적 검사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7,8
. 또한, 정량적 검사에 따르는 검사시간과 검사가 가능

한 병원이 제한되어 있는 점 역시 진단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조기진단 및 치료의 지연을 초래한다. 

현장검사(point of care test)는 이미 많은 응급실에서 도입이 되었으

며, 초기에는 소변을 이용한 검사 으나 최근에는 혈액을 이용한 방

법이 사용되고 있다
9-10

. 기구(kit)를 이용한 심장표지의 정성적 검사는 

15∼20분 사이에 결과가 나타나 환자의 치료결정에 도움을 주며 검사

설비도 필요 없고, 응급실로 내원하는 흉통 환자의 분류에 유용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11-13

. 혈청학적 검사 중 마이오 로빈

(myoglobin, 이하 myoglobin)은 심근 손상시 조기에 상승하는 표지이

지만 특이도와 민감도가 떨어지며, 크레아틴 키나제 동위효소 엠비

(creatine kinase isoenzyme MB, 이하 CK-MB) 역시 단클론 항체

(monoclonal antibody)를 사용한 면역혈청학적 방법으로 민감도를 높

지만 심장 트로포닌(cardiac troponin)에 비해 특이도가 떨어지며, 

의미 있는 혈중 농도의 발현 시간 역시 늦게 나타나 조기진단에는 도

움이 되지 못한다
14
. 심장 트로포닌 중 심장 트로포닌 티(cardiac 

troponin T, 이하 TnT)는 심장 트로포닌 아이(cardiac troponin I, 이

하TnI)에 비해 심근세포에 대한 특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15-16

. 현재까지 심장표지를 이용한 조기분석기구(rapid assay kit)

의 연구로는 병원 전 단계에서 TnT 기구를 이용한 예후측정, 

CK-MB/TnI 기구를 이용한 병원 단계에서의 예후 측정, 응급실에서 

반복적 CK-MB/myoglobin 기구를 이용한 조기진단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17-19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성 비외상성 흉통으로 응급실로 내

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myoglobin /CK-MB /TnI 기구의 

정성적 검사가 급성 심근경색의  선별과 조기진단에 유용한지를 알아

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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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0년 5월 1일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 비외상성 급성 흉통을 주소

로 세브란스 병원 응급진료센터와 동세브란스 병원 응급진료센터로 

내원한 환자 중 심근 허혈이 의심되거나 감별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

으로 전향적 연구를 하 다. 연구대상은 만 25세 이상이며, 흉통 발생 

후 병원 내원까지의 시간이 12시간 이내인 환자로 하 으며, 명백한 

비심장적 흉통소견을 보이는 환자는 제외하 다. 명백한 비심장성 흉

통소견으로는 외상경력, 대상포진의 상처가 존재하는 경우, 흉부방사

선 검사에서 폐부종 외의 폐실질 내 병변, 기흉, 늑막액의 비정상 소

견을 보이는 경우로 하 으며, 최근 2주 이내에 급성 심근경색 경력 

또는 침습적 재관류 시술을 받은 경우, 전기적 제세동(defibrillation)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2. 방법

대상 환자에게 내원 즉시 및 2시간 후에 12유도 심전도, 혈청 심장표

지인 CK-MB, TnT의 정량적 검사와 myoglobin/CK-MB/TnI 조기분

석 기구를 이용한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 다. 연구에 사용된 기구는 

상품명이 Cardiac STATus
TM

(Spectral Diagnostic, Toronto, Canada, 

이하 kit)로 myoglobin, CK-MB, TnI를 동시에 정성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현장검사 기구이다. Kit의 양성은 kit내의 실험 지역에 있는 

myoglobin, CK-MB, TnI 지역 중 한 곳 이상에서 핑크에서 보라색 

띠가 형성되면 양성으로 판정하 다. 혈청 CK-MB와 TnT의 측정은 

Elecsys 2010 systems (Behringer Mannheim, Mannheim, Germany)

를 이용하여 전기화학발광 면역기법(Electrochemoluminescence 

Immunoassay, ECLIA)을 사용하 으며, CK-MB와 TnT결과 중 하나 

이상이 참고치(CK-MB 0∼5.8 ng/mL, TnT 0∼0.1 ng/mL)보다 높게 

나타나면 양성으로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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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에서 심근허혈의 소견은 ST분절의 상승(사지유도는 0.1mV, 흉

부유도는 0.2mV 이상 상승) 및 하강(T파 역전에 상관없이 ST분절이 

0.1mV 이상 하강), T파의 역전을 보이는 경우로 판정하 다. 기존의 

혈청검사와 kit의 비교를 위해 응급실 내원기록, 외래 및 입원 기록과 

병원 전산화 자료를 바탕으로 각 환자들의 흉통 발생 후 병원 내원까

지의 시간, 혈청심장표지의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환자들의 응급실 

체류시간, 혈전용해제 및 일차적 침습적 재관류(primary percutaneous 

transcoronary angioplasty, primary PTCA) 시행까지의 시간을 조사

하 다. 최종 진단명을 조사하여 진단도구의 정확도를 조사하 다. 최

종 진단명은 임상증세, 심전도, 심장표지, 심초음파, 심혈과 조 술 등

의 소견을 바탕으로 심장내과 전문의의 판단에 의했다. 

3. 재료

연구에 사용된 kit는 약 15분이 소요되는 착색조  면역 고체상 기법 

(chromatographic immunologic solid-phase technology)을 이용한 정

성적 분석 방법으로  환자 전혈 150㎕ (kit에 포함된 기구를 이용하여 

7방울에 해당함)를 kit 내의 표본공간에 넣음으로써 시작된다. Kit에 

담긴 혈액은 혈액 분리막을 통과하여 혈청만이 통과하며, 혈청 속의 

각각의 심장 표지들은 표본공간 주변에 있는 각각의 항체-색소 결합

체(antibody-dye-conjugate)와 결합하게 된다. 

이때, kit내에 같이 들어있는 현상액(developer)을 첨가하면 항원-항체

-색소(antigen-antibody-dye) 결합체는 실험공간으로 이동한다. 실험 

창에는 항CK-MB 항체(anti-CK-MB antibody), 항myoglobin 항체

(anti-myoglobin antibody)와 항TnI 항체(anti-TnI antibody)가 포함

되어 있어 항체-항원-항체(antibody-antigen-antibody) 복합체를 형성

하는 일명 샌드위치 복합체(sandwich complex)를 형성하여, kit제작 

시에 설정된 농도(myoglobin은 100ng/mL, CK-MB는 5ng/mL, TnI는 

0.1ng/mL)이상일 경우 핑크빛에서 보라색까지의 띠를 형성한다
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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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에는 보정공간이 있는데 이곳에는 비특이적 항체가 존재하여 항원

과 결합하지 않은 색소 결합체(dye-conjugate)와 결합하여 보정지역

에서 띠를 형성한다. Kit를 이용한 검사결과 판정은 실온에서 환자 전

혈을 표본공간에 넣은 후 약 15분 이내에 보정지역의 각  심장표지 

구역에서 핑크빛에서 보라색 띠가 나타나면 양성으로, 나타나지 않으

면 음성이라고 판정하 다. 

4. 통계 

Cardiac STATus
TM

의 선별검사 및 조기 진단도구로서의 정확도를 분

석하기 위해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 예측도를 비교하 고,  

흉통 발생 후 내원하기까지의 시간별로 환자를 분류하여 kit의 진단정

확도를 분석하 다. 또한, 심근 허혈성 심전도 소견을 보이지 않았던 

환자군에서 kit의 진단정확도를 분석하 다. 

응급실에서 Cardiac STATus
TM

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응급실 체류

시간 및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했다.

각 변수의 비교는 카이 자승 검정(Chi-square test), 티 검정(T-test)  

및 아노바 검정(ANOVA test)을 하 으며, p값이 0.05이하이면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다 하 다.  Kit와 혈청 심장표지 검사결과의 일치정

도를 알아보기 위해 카파 값(Kappa statistic)을 구하 다.

Ⅲ. 결과

1. 환자 특성

총 95명의 대상 환자 중, 1명은 자퇴, 7명은 자료 불충분으로 제외되

어, 연구대상 환자수는 87명 이었다.  Kit는 내원 즉시 87명 모두에게

서 시행되었으나, 내원 2시간째에는 초기 kit결과가 음성이었던 환자 

중 15명에서 시행되었다. 

흉통 발생 후 내원까지의 시간은 평균 4.1 ± 3.6시간으로 10분에서 최

고 12시간까지 분포하 으며, 시간별 환자 분포는 4시간 이내에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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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이 내원하 고, 흉통 발생 6시간 이후에 내원한 환자수는 20명

(23%)이었다(표1). 

표 1. 내원 시간별
1
 환자 분포

환 자 군  빈 도 수(%)  누 적 빈 도 수 (%)

 1시간  이내  29(33.3) 29(33.3)

 1∼2시간 이내  9(10.3  38(43.7)

 2∼3시간 이내  8(9.2)  46(52.9)

 3∼4시간 이내  9(10.3)  55(63.2)

 4∼6시간 이내  12(13.8)  67(77.0)

 6시간  이상  20(23.0)  87(100.0)

1 : 흉통 발생 후 내원하기까지의 시간

내원 즉시 시행된 kit 결과 양성은 33명으로, 이중 28명은 myoglobin, 

CK-MB, TnI 모두 양성을 보 고,  myoglobin에서만 양성을 보인 경

우가 2명, CK-MB, TnI에서만 양성을 보인 경우가 각 1명씩이었다

(그림1).

그림 1.  내원 즉시 시행한 Cardiac STATus
TM

의 양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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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에 포함된 심장표지인 myoglobin, CK-MB, TnI를 별도로 구분했

을 때, 양성을 보인 경우가 음성인 경우보다 평균 내원 시간이 유의

하게 길었지만, 양성을 보인 각 심장표지별 평균 내원 시간은 차이가 

없었다(표 2).  

표 2. 내원 즉시 시행한 Cardiac STATus
TM

의 결과와 내원 시간
1
 

내원 시간(평균±표준편차) P 값

Myoglobin 결과

양성(N=30) 5.6 ± 4.1 0.005

음성(N=57) 3.3 ± 3.1

CK-MB 결과

양성(N=30) 5.9 ± 4.1 0.001

음성(N=57) 3.1 ± 2.9

Troponin I 결과

양성(N=30) 5.6 ± 4.0 0.004

음성(N=57) 3.3 ± 3.1

Kit 결과

양성(N=34) 5.4 ± 4.1 0.005

음성(N=53) 3.2 ± 3.0

1 : 흉통 발생 후 내원하기까지의 시간, 단위는 시간

연구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58.5 ± 12.1세(30∼85세)로, 65세 이상인 

고령 환자는 19명(21.8%)이었으며 이들에서 kit 및 혈청검사의 양성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에 따른 kit 및 혈청검사

결과의 차이는 없었다(표 3). 

최종 진단별 환자 분포는 급성 심근경색 47명(54%), 불안정 협심증 

14명(16.1%), 이형 협심증 3명(3.4%), 안정형 협심증 8명(9.2%), 심부

전등 심장질환이 4명(4.6%)이었으며,  비심장성 흉통을 호소한 경우가 

11명(12.6%)이었다. 흉통을 호소한 심장질환에는 심부전(3명),  심박동

기를 착용한 3도 방실차단 환자(1명)가 있었다. 비심장성 흉통을 보

던 질환은 위장질환(5명), 폐질환 (2명), 신경증 (3명), 만성신부전(1

명)이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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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47명으로 다른 질환 보다 kit 및 혈청검사의 양

성률이 각각 61.7%, 57.4%로 높았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ST분절이 

상승한 심근경색과 상승하지 않은 심근경색으로 분류하 을 때, ST분

절이 상승한 심근경색의 환자수가 34명으로 많았으나, kit와 혈청검사

에서 양성률은 ST분절이 상승하지 않은 심근경색 환자군과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61.8% 대 61.5%). 불안정 협심증 환자에서는 kit와 혈청검

사에서 양성인 경우는 없었다. 이형 협심증 환자 3명중, 1명이 kit와 

혈청검사에서 양성을 보 고, 1명은 kit에서만  양성을 보 다(표 3).

표 3.  환자 특성

환 자 군
환자수(%)
(N=87)

Kit
1

p-값

 혈청검사
1

p-값양성
(N=34)

음성
(N=53)

양성
(N=31)

음성
(N=56)

 65세 이상 19(21.8) 10 9 0.171 10 9 0.080

 남 자 58(66.7) 24 34 0.534 21 37 0.874

 최종 진단

급성 심근경색 47(54) 29 18 27 20

       STEMI
✝

34(39.1) 21 13 18 16

       NSTEMI
✝✝

13(14.9) 8 5 9 4

불안정 협심증 14(16.1)  0  14 0 14

이형 협심증 3(3.4)  2  1 1 2

안정형 협심증 8(9.2)  0  8 0 8

기타 심장질환 4(4.6)  0  4 0 4

비심장질환 11(12.6)  2  9 1 10

 심전도 변화

ST-분절 변화 37(42.5)  22 15 0.000  23  14 0.000

T-파 변화 13(14.9)  4  9 0.375  1  12 0.662

정 상 37(42.5%)  7  30  7  30

 심근경색의 치료방법

혈전용해제 19(21.8) 10 9 8 11

일차적 침습적 재관류 요법 10(11.5) 7 3 5 5

 시간별 분류

흉통발생4시간 이내 내원 55(63.2) 16 39 0.026 14 41 0.009

흉통발생4시간 이후 내원 32(36.8) 17 15 17 15

1 : 내원 즉시 시행한 kit 및 혈청 검사
✝  : ST분절이 상승한 급성 심근경색
✝✝
 : ST분절이 상승하지 않은 급성 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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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형 협심증 및 심장 질환군은 kit와 혈청검사에서 양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비심장질환 흉통군에서 kit 양성을 보인 환자는 2명으로 이중 

1명은 myoglobin에서만 양성을 보 던 위염 환자 고, 1명은 만성폐

쇄성폐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kit의 myoglobin, CK-MB, TnI

에서 모두 양성을 보 으나 혈청검사는 음성이었다.  만성신부전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1명에서 kit는 음성이었으나 혈청 CK-MB, TnT 

모두에서 양성을 보 다(표 3).

심전도 소견 중 ST분절의 변화가 있을 때, kit 및 혈청검사에서 양성

률이 각각 59.5%, 62.2%로 유의하게 높았고, 흉통 발생 후 4시간 이

상 경과하여 내원한 군에서 양성률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3). 

심근경색 환자 47명중 흉통발생 후 6시간 이내에 내원한 환자는 34명

이었는데, 이중 19명에서 혈전용해제가 투여되었고 10명에게서 일차

적 침습적 재관류가 시행되었다. 혈전용해제투여까지 평균 110.4 ± 

93.6분(25∼395분)이 소요되었고, 일차적 침습적 재관류가 시행되기까

지 평균 117.5 ± 67.7분(40∼250분)이 소요되었다. 

2.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Cardiac STATus
TM

의 진단적 유용성

내원 즉시 시행한 Cardiac STATus
TM

의 급성 심근경색 진단에 대한 

민감도는 61.7%, 특이도가 90%, 양성예측도가 87.9%, 음성예측도가 

66.7% 다. 심전도 소견, kit결과, 혈청검사 등 3가지 검사 항목의 진

단 정확도 비교에서 심전도 소견이 민감도가 85.1%, 음성예측도가 

87.6%로 나타나 kit나 혈청검사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kit와 

혈청검사는 민감도나 특이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4).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kit와 심전도 소견을 조합할 경우, 민감도는 

93.6%, 음성 예측도는 90% 고, 혈청검사와 심전도 소견을 조합할 경

우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 심전도 소견 조합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의 초기 선별에 유용할 수 있음이 나타났지만, 특이도는 67.5%, 양성 

예측도는 77.2%로 kit 단독검사보다는 낮게 나타났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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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내원 즉시 시행된 진단도구의 정확도

검사 항목 간 조합

심전도 Kit 혈청검사 심전도 +Kit 심전도+혈청검사

민 감 도(%) 85.1 61.7 57.4 93.6 97.9

특 이 도(%) 77.5 90.0 95.0 67.5 72.5

양성예측도(%) 81.6 87.9 93.1 77.2 80.7

음성예측도(%) 87.6 66.7 65.5 90.0 96.7

흉통 발생 후 내원까지의 경과시간에 따라 kit의 진단 정확도를 조사

하 는데, kit는 흉통 발생 후 내원 시간이 길어질수록 민감도는 증가

하 지만 특이도는 감소하여 선별이나 조기진단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 다. 증상발현 4시간 이후에 내원한 경우 혈청검사가 kit에 

비해 더 진단적이었고, 특히 6시간 이후에 내원한 급성 심근경색환자

는 kit의 경우 민감도 84.6%, 특이도 71.4% 지만, 혈청검사에서는 민

감도84.6%, 특이도 100%로 조사되었다(표 5). 

표 5. 급성 심근경색에서 내원 시간1별 Cardiac STATusTM
와 혈청검사2

의 진단 정확도

흉통 발생 후  내원 시간

2시간 이내 4시간 이내 4시간 이후 6시간 이후

Kit 혈청검사 Kit 혈청검사 Kit 혈청검사 Kit 혈청검사

민 감 도 50.0 45.0 51.7 41.4 77.8 83.3 84.6 84.6

특 이 도 100 100 96.2 92.3 78.6 100.0 71.4 100

양성예측도 100 100 93.8 85.7 82.4 100.0 84.6 100

음성예측도 64.3 62.1 64.1 58.5 73.3 82.4 71.4 77.8

1 : 흉통 발생 후 내원하기까지의 시간

2 : 내원 즉시 시행한 Cardiac STATus
TM

 및 혈청 검사

허혈성 흉통이 의심되면서 심근 허혈성 심전도 소견을 보이지 않은 

환자는 38명으로 이중 급성 심근경색은 4명이었다. 급성 심근경색환

자 4명 중 3명에서 kit 양성을 보여, 민감도는 75%, 특이도는 85.3%, 

양성 예측도 50%, 음성 예측도 96.7%로서, 혈청검사결과와 차이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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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그림 2). 

그림 2. 심근 허혈성 심전도 소견을 보이지 않은 환자의 
Cardiac STATusTM 결과

초기 kit 결과가 음성이었던 환자 54명중 15명에서 내원 2시간째 kit

를 재시행 하 는데, 6명의 급성 심근경색 환자 중 4명에서 양성 소

견을 보 다. 2명의 음성 환자 중 1명은 흉통 발생 후 1시간 만에 내

원하 으며, 초기 심전도에서 ST분절 상승을 동반하 고, 다른 1명은 

흉통 발생 3시간 만에 내원하 으며, ST분절이 상승하지 않았던 환자

다(그림 3). 

그림 3. 내원 2시간째 시행한 Cardiac STATus
TM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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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 즉시 시행한 kit에서 양성을 보인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흉통 발

생 후 내원시간은 5.28 ± 4.10 시간으로 음성을 보인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의 내원시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었다. 하지만, 내원 2

시간째에 시행한 두 번째  kit 결과에 따른 흉통 발생 후 내원시간은 

kit양성과 음성 각각 1.83 ± 1.60시간, 2 ± 1.41시간으로 통계적 유의

한 차이는 없었고, 내원 즉시 시행한 kit에서 양성을 보인 환자의 흉

통 발생 후 평균 내원 시간보다도 짧게 나타났다(표 6).  

표 6.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서 Cardiac STATus
TM

 결과와 내원 시간
1

kit 결과 내원 시간( 평균 ± 표준편차) p-value

내원즉시
양성(N=29) 5.28 ± 4.10 0.034

음성(N=18) 2.85 ± 2.98

내원 2시간째
양성(N=4) 1.83 ± 1.60 0.907

음성(N=2) 2 ± 1.41

1 : 흉통 발생 후 내원하기까지의 시간

3. Cardiac STATusTM와 혈청검사의 일치성

내원 즉시 시행된 kit와 혈청검사는 카파 값 0.650으로 유의한 일치성

을 보 다(표 7). 

표 7. 내원 즉시 시행한 Cardiac STATusTM 와 혈청검사의 결과

kit 결과
 혈청 결과

 양성  음성

 양성  24  9

 음성  5  49

 합  29  58

kappa = 0.650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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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의 CK-MB와 혈청검사의 CK-MB는 kappa값 0.632, kit의 TnI와 

혈청검사의 TnT는 kappa값 0.713으로 유의한 일치성을 보 다(그림4, 

5). Kit와 혈청검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던 경우는 CK-MB의 경

우 14명으로 5명은 혈청검사가 양성임에도 kit결과는 음성이었다. TnI

와 혈청 TnT의 경우, 11명에서 일치하지 않았고, 이중 3명은 혈청검

사치가 참고치의 2배 이상으로 증가되었으나 kit의 결과는 음성이었다

(그림 4,5). 

그림 4. Cardiac STATus
TM

와 혈청검사의 CK-MB 결과

Kit의 CK-MB 결과는 양성과 음성으로 나누었으며, 혈청 

CK-MB는 참고치(0-5.8ng/mL) 이상을 양성, 이하를 음성으로 

하 다. Kit와 혈청CK-MB 결과가 일치한 경우는 73명(양성 21

명, 음성 52명)이었으며 kit CK-MB 결과가 양성이지만 혈청 

CK-MB 결과가 음성인 경우는 9명, kit CK-MB 결과가 음성이

지만 혈청 CK-MB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5명 이었다

Kit의 CK-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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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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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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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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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pa 0.632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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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ardiac STATus
TM

의 TnI와 혈청검사의 TnT 결과

Kit의 TnI 결과는 양성과 음성으로 나누었으며, 혈청 TnT는 참

고치(0-0.1ng/mL) 이상을 양성, 이하를 음성으로 하 다. Kit 

TnI와 혈청 TnT 결과가 일치한 경우는 76명(양성 23명, 음성 

53명)이었으며 kit TnI 결과가 양성이지만 혈청 TnI 결과가 음

성인 경우는 7명, kit TnI 결과가 음성이지만 혈청 TnT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4명 이었다

Kit의 TnI

(n
g
/m

L
)             

혈
청  T

n
T

4

3

2

1

0

양성 음성

0.1

kappa 0.713

(p<0.001)

참고치

4. 응급실 체류시간에 대한 Cardiac STATus
TM

의 역할

연구대상 환자들의 응급실 체류시간은 평균 7.6 ± 9.1 시간(0.5∼65.7

시간)으로 여성의 응급실 체류기간이 4.8 ± 4.2 시간으로 유의하게 짧

았으나 그 외, 질환군별, 흉통시간별, 심전도소견, kit 및 혈청검사 결

과와 치료방법에 따른 응급실 체류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표 8).

현장검사인 kit가 결과를 얻기까지 평균 15분 소요되는 것에 비해 혈

청검사는 채혈 후 검사실 접수까지는 평균 23.7 ± 15.2분(5∼66분), 혈

청검사 결과 보고까지는 평균 67.3 ± 20.6분(20∼126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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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응급실 체류시간 분석

응급실 체류시간
p-값

(평균 ± 표준편차)

성별
남 자(N=58) 9 ± 10.6

0.045
여 자(N=29) 4.8 ± 4.2

질환군
AMI(N=47) 6.6 ± 7.4

0.274
non-AMI(N=40)  8.8 ± 10.8

흉통발생 후

내원까지의 

시간

2시간 이내(N=38) 6.0 ± 4.2
0.144

2시간 이후(N=49)  8.9 ± 11.5

4시간 이내(N=55) 7.4 ± 9.7
0.819

4시간 이후(N=32) 7.9 ± 8.3

6시간 이내 (N=67) 7.1 ± 9.1
0.342

6시간 이후(N=20) 9.3 ± 9.5

2시간 이내(N=38) 6.0 ± 4.2
0.067

6시간 이후(N=20) 9.3 ± 9.5

입원 유무
입원 (N=76) 7.7 ± 9.6

 0.307
외래 및 기타 (N=11) 7.1 ± 5.2

심전도소견
허혈소견(N=49)  6.2 ± 10.3

0.253
정상(N=38) 8.9 ± 7.4

초기 

혈액 결과

양성(N=31) 7.4 ± 8.6
0.895

음성(N=56) 7.7 ± 9.5

치료방법

혈전용해제(N=19) 5.6 ± 3.7

 0.075일차적 재관류(N=10) 2.7 ± 2.3
그 외 치료(N=58)  9.1 ± 10.6

Ⅳ. 고찰

1.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Cardiac STATus
TM

의 진단적 유용성

허혈성 흉통을 일으키는 기전은 관상동맥 내에 형성된 동맥경화에서 

불안정한 플라크(plaque)의 파열로 인한 혈전형성으로 혈류량이 감소

되어  심근허혈이 유발되는 것인데, 심근허혈정도에 따라 심근세포손

상과 괴사를 일으킨다
21
. 심근세포의 손상 및 괴사에 의해 심근세포 

내의 물질이 혈액 속으로 분비되는데, 이중 심장에 특이적인 물질을 

심근손상의 표지로 삼아 심근손상 진단의 도구로 이용해왔으며, 이러

한 물질에는 CK, CK-MB, LDH, 심장 troponin 등이 있다. 현재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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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구(WHO)는 심근경색 진단에 있어 CK-MB를 표준 심장표지로 

제시하고 있으나, 민감도 및 특이도 측면에서 심장 troponin이 더욱 

우수하며, 예후 표지로서도 CK-MB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

다 
22,23

. 

현장검사는 실험실내 혈청검사와 비교해, 결과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검사 및 결과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으며, 전혈(whole blood)을 사용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며, 기술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다
24~25

. 국내

에서 혈청심장표지 검사의 비용은 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myoglobin이 

12,690원, CK-MB 11,000원, TnT 12,000원으로 세 가지를 동시에 검

사할 경우 35,690원이 소요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kit의 경우 

30,000원으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면에서 kit는 혈청검사보다 저렴하

다.

한편, Sylven등을 비롯한 여러 연구
13,26

에서는 심장 허혈 판단에 있어 

정성적인 현장검사가 혈청검사보다 민감도나 특이도가 높다고 보고 

되고 있다. 정성적 현장검사기구는 제조회사별로 여러 가지 상품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Panteghini
11
등과 Luscher

27
등은 심장 Troponin T와 

myoglobin/CK-MB를 이용한 현장검사기구의 비교에서 myoglobin 

/CK-MB 현장검사 기구가 심근경색의 진단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보

고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Cardiac STATus
TM

는 기존의 

myoglobin과  CK-MB에 심장 troponin I의 정성분석을 추가한 현장

검사기구로 현재까지 이 기구의 민감도내지 특이도에 대한 보고는 미

비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보고 된 급성 심장허혈 및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현장검사

의 유용성은 연구자마다 그 결과가 상이하다. Haam등
13
은 심장

Troponin T와 I를 이용한 현장검사기구가 혈청검사보다 민감도 및 

특이도 면에서 더 우수하며, 심근세포손상의 초기 발견에 매우 민감

하여 초기 선별검사로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하지만, 

Panteghini등
11
과 그 외, 다른 연구

27~29
에서는 내원 즉시 시행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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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 낮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는 Cardiac STATus
TM

 가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에 있어서 혈청검사

와 비교했을 때, 민감도, 특이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내원 즉시 

시행한 Cardiac STATus
TM

의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민감도가 63.6%, 

특이도가 88.4%, 양성예측도가 84.8%, 음성예측도가 70.4%로 Cardiac 

STATus
TM 

단독 검사로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조기 선별 및 진단 검

사로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anteghini등
11
이 

myoglobin/CK-MB 현장검사기구를 이용해서 시행한 연구에서 민감

도 80%, 특이도 77%로 보고한 것과
 
Luscher등

27
이 보고한 민감도 

80%, 특이도 89%의 결과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이

다. 이러한 현장검사의 진단적 가치에 대한 의견이 틀리는 이유는 분

석방법의 차이에 있다고 하겠다. Haam등
26
은 흉통 발생 12시간 이내

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내원즉시와 내원 4시간째에 현장검사를 

하 지만, 진단정확도 분석에 있어 흉통 발생 후 현장검사 시행까지

의 시간구별 없이 분석을 하여 내원 4시간째 시행한 현장검사 결과가 

분석에 포함되어, 민감도, 특이도가 높게 분석된 것 같다. 하지만, Gut

등
28
은 흉통발생 후 평균 2.6시간에 병원 전 단계에서 현장검사를 하

고,  Panteghini등
11
, Luscher등

27
과 Alexander등

28
은 시간 간격을 두

고 현장검사를 시행하여 시간에 따른 현장검사의 민감도, 특이도를 

분석하여 허혈성 흉통으로 내원한 환자에게서 내원 즉시 시행한 현장

검사는 낮은 민감도로 조기 선별검사로서 부적절하며 시간 간격을 둔 

재검사에서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았다고 보고하 다. 내원 초기 시행

한 검사의 낮은 민감도는 심근손상 후 혈중 심장표지 상승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27
. 본 연구에서도 허혈성 흉통이 

의심되어 연구대상에 포함된 환자에서 kit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음

성이었던 환자에 비해 흉통 후 내원 시간이 유의하게 길었으며, 특히 

심근경색 환자군에서 시간 간격에 따른 진단정확도는 흉통 후 내원 

시간이 길수록 민감도나 특이도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혈청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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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단 정확도 비교에서 kit는 흉통 발생 후 4시간 이내에 내원한 경

우 혈청검사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았지만, 4시간 이후에 내원

한 환자에서는 혈청검사가 더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는 각 진단도구의 위양성 및 위음성을 보인 환자의 내원 시간이 kit와 

혈청검사에서 달랐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kit에서 위양성을 보인 환

자는 5명으로 이들의 흉통 발생 후 평균 내원 시간은 6.9 ± 3.5시간

(4∼11시간)이지만, 혈청검사에 위양성을 보인 5명의 평균 내원 시간

은 2.5 ± 1.6시간(0.7∼2.5시간)이었다. Kit에서 위양성을 보인 환자의 

평균 내원 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서, kit는 혈청검사에 비해 4시간 이

후에 온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판단된다.

여러 연구
1~5,30

에서 급성 심근 허혈성 흉통에 대한 심전도의 민감도가 

50%미만이라는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 심전도, 혈청검사, kit중 

단일검사항목별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민감도는 심전도가 90.9%로 가

장 민감했다. 이는 연구대상 환자 중 급성 심근경색 환자수가 44명

(50.6%)으로, 연구대상 환자 선택에서 허혈성 흉통 중 급성 심근경색

이 의심되는 환자가 많이 선택 되어진 점과 심전도 소견에 ST 분절 

상승을 포함시켜 진단 정확도를 분석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kit에 위양성을 보인 환자는 5명으로 최종 진단명으로 분

류를 하면, 불안정 협심증에서 1명, 이형 협심증에서 2명 그리고, 비심

장성 질환에서 2명이었다.  위양성을 보인 불안정 협심증 환자는 흉

통 4시간 만에 내원하여 kit 및 혈청검사에서 모두 양성을 보 는데, 

심혈관 조 술 결과는 2개의 관상동맥 협착이 있었던 환자다. 일반적

으로 불안정 협심증이나 이형 협심증의 경우, 심장허혈의 병력을 호

소하지만, 심전도나 심장 혈청검사에서 특이사항이 없어, 심혈관 조

술을 통해 진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불안정 협심증의 경우 관상동맥

의 협착정도, 다혈관 질환, 관상동맥 내 트롬빈, 좌측 관상동맥의 주가

지(left main stem) 병변과 심장 troponin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
31
가 



- 20 -

있고, 혈관 조 술에서 관상동맥 수축을 관찰했던 45%의 환자에서 

Troponin I의 상승을 보 다는 보고
32
가 있다.  따라서 허혈성 흉통 

소견을 보이면서 kit의 TnI가 양성일 경우, 심장허혈의 가능성을 재고

해야 하겠다. 비심장성 흉통으로 판정되었으나 kit결과가 양성인 2명

중 1명은 위염 환자 고, 1명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로서 

myoglobin, CK-MB, TnI에서 양성을 보 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경우 심장표지의 증가에 대한 가설은 폐질환의 급격한 악화에 의한 

흉부 골격근 파괴와 좌심실 부전으로 심장근육이 손상이 제시되고 있

으며, 특히 troponin I의 상승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예후와도 관련

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33
. 

2. Cardiac STATus
TM

와 혈청검사의 일치성

급성 심근경색에 있어 조기 진단의 중요성은 발병 후 빠른 재관류 치

료에 있다할 수 있는데, 빠른 재관류 치료는 환자의 예후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적응증이 되는 환자에게 내원 후 30분 

이내에 혈전용해제가 투여 되도록 제시하고 있다. 판단자료로는 30분 

이상 소요되는 혈청검사보다 환자의 병력 및 이학적 검사, 초기 심전

도 소견이 중요시된다. 현재까지 급성 심근경색을 선별 및 조기 진단

을 할 수 있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뛰어난 단일 심장표지는 없으며 

다만, 혈청검사의 중요성은 비특이적 병력과 심전도 소견으로 판단이 

어려울 때 시간 간격을 둔 연속 검사로 심장지표의 등락을 판단하여 

진단에 이용하는 것과 심장표지 값을 이용하여 예후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환자가 비특이적 증세를 호소하

거나, 비진단적 심전도 소견을 보일 때, 심근 경색의 판정 및 감별은 

혈청검사와 상검사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혈청검사와 상검사

는 시간이 소요되는 검사로, 비특이적 증세와 비진단적 심전도 소견

과 더불어 심근경색의 판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생각되어지고 있

다. 만약, 검사의 결과를 조기에 알 수 있으며, 그 결과가 기존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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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검사와 일치성이 있다면 검사시간의 단축에 따른 치료 지침 설정 

및 치료 시간의 단축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 환자들의 

내원 후 재관류 시행까지의 시간을 조사하 는데,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는데 110분(± 93.6), 일차적 침습적 재관류 치료는 117.5분(± 67.7)

이 소요되었다. 한편, Panteghini등
20
은 myoglobin과 CK-MB의 정량

적 혈청검사와 myoglobin/CK-MB의 정성적 현장기구의 결과를 247

명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myoglobin 농도가  45ng/mL 이상 일 때와 

CK-MB 농도가 6ng/mL 이상일 때 각각 94%, 88%의 일치도를 보

다고 주장하 고, Brogan
25
등의 연구에서도 높은 일치도를 보 다. 본 

연구에서는 혈청심장표지로 CK-MB, 심장troponin T의 결과와 

Cardiac STATus
TM

의 일치 관계를 비교하 는데, kit결과는 혈청 결

과와 비교시 kappa값 0.650의 일치성을 보 다. 각 항목별 kappa 값 

비교에서, CK-MB의 경우 0.632, kit의 TnI와 혈청의 TnT 결과는 

0.71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일치성을 보 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환자 내원 후 혈청검사가  전상결과로 보고 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67.3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Cardiac 

STATus
TM

를 이용한 현장검사가 채혈 후 15분 이내에 결과가 나타나

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검사이다. 따라서  

Cardiac STATus
TM

는  그 결과가 혈청검사 결과와 유의한  일치성이 

있고, 검사 결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의료진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조기진단에 도움을 주며, 재관류 치료 시작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

3. 응급실에서 Cardiac STATus
TM

의 역할

허혈성 흉통은 응급실에서 접하는 대표적 응급증상이며, 이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이며 정확한 평가는 환자 및 병원 입장에서 중요하다. 

허혈성 흉통에 대한 정확한 감별 및 진단, 치료를 위해 병원에 따라 

중환자실, 관상동맥질환 관찰지역등을 마련하여 감시 및 진단,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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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정확한 감별 및 진단, 치료를 받을 때까지 12시간에서 

24시간정도가 소요되며, 이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상당한 비용이 소

요된다는 보고가 있다
34,35

. 또한, 대형병원으로 환자집중화는 병실사정

의 악화를 초래하며, 이에 따른 흉통 환자 감시지역의 포화 및 관상

동맥질환자의 응급실 대기시간 연장을 초래하며 이로 인한 감시소홀

과 환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겠다.   

본 연구에서 대상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은 평균 7.6 ± 9.1시간(0.

5∼65.7시간)이었다. 이러한 응급실 체류시간은 검사 결과, 최종 진단, 

재관류 치료 여부, 입원여부에 상관없이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다만, 일차적 침습적 재관류를 시행한 환자들에게서 유의수준 

10%미만에서 다른 치료방법에 비해 응급실 체류시간이 감소하 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일차적 침습적 재관류 시행시, 중환자실이나 관상동

맥 질환 집중 치료실로 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 응급실 체류시간의 이유는 허혈성 흉통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감별

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일정한 관찰기간이 필요한데, 만성적인 병실

사정으로 그 관찰지역이 응급실에서 행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허

혈성 흉통을 의심하 으나 입원이 필요 없었던 환자는 11명으로 이들

은 외래 추적기간동안 관상동맥 질환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의 평균 

응급실 체류시간은 입원이 필요 했던 환자들의 평균 응급실 체류시간

과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들에게 Cardiac STATus
TM

를 

사용했다면 응급실 체류시간은 보다 감소하 을 것이다. 

본 연구의 단점으로는 연구대상 표본이 적었다는 점과 Cardiac 

STATus
TM

를 연속적으로 사용한 예가 적어 kit가 유용할 수 있는 시

기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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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 현장검사인 Cardiac STATus
TM

의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진단적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민감도와 특이도, 혈청검사와의 일치

성을 조사하 다.  

Cardiac STATus
TM

는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에 있어 기존의 혈청검사

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우월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단

적 가치가 있는 단일 혈청검사가 없기에, 기존의 혈청검사 결과와 유

의한 일치성이 있고,  혈청검사에 비해 빠른 결과확인이 가능한 

Cardiac STATus
TM

은 심전도 소견과 조합하여 의료진의 빠른 의사결

정과 조기 치료지침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ardiac STATus
TM

의 사용으로 흉통 감시시간 및 응급실 체류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기에, 향후 감시 및 진단을 위한 연속적 측정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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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efulness of qualitative cardiac markers assay in screening 
and early diagnosis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Jai Woog Ko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e Young Kim)

Background and purpose: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s a typical 
emergent disease in emergency department, but until present, 
there is a no single tool definitively diagnostic. Point of care tests 
(POCT) were already introduced in most emergency 
departments because of it's use of whole blood, rapid turn around 
time (TAT) of blood sampling to result, and technical 
convenience. So,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usefulness of qualitative myoglobin/ creatine kinase-MB 
(CK-MB)/ Troponin I (TnI) assay in screening and early 
diagnosis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Material & Method: Cardiac STATusTM (Spectral Diagnostics, 
Toronto, Canada) as one of qualitative myoglobin/ CK-MB/ TnI 
assay kits was used in this study. In 87 patients, Cardiac 
STATusTM and central laboratory serum tests for CK-MB and 
troponin T (TnT) were performed. The sensitivity and the 
specificity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were evaluated. Based 
on patient's record, turn around time (TAT) and kappa statistic 
for correspondence between the results of Cardiac STATusTM 
and central laboratory serum tests was evaluated. 
Result: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Cardiac STATusTM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was 61.7% and 90%, respectively. There 
was not different in results between Cardiac STATusTM  and serum 
tests. Kappa statistic of 0.650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correspondence of results between Cardiac STATusTM and serum 
tests. TAT of Cardiac STATusTM was average 15 minutes, but 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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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erum tests was average 67.3 ± 20.6 minutes(range: 20～
126minutes). 
Conclusion: Cardiac STATusTM was not superior diagnostic tool 
than central laboratory serum tests in diagnosis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However, the result of Cardiac STATusTM 
was meaningful correspondent with that of serum tests and may 
help medical team to make fast decision and establish early 
treatment guidelin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Acute myocardial infarction, point of care test, 
screening test, early diagnosis, Cardiac 
STATu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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