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에 내원하는 위양성 ST 분절 상승 

심근 경색 환자의 예측인자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김 지 훈 

 



응급실에 내원하는 위양성 ST 분절 상승 

심근 경색 환자의 예측인자 

 

지도교수 박 인 철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김 지 훈 

 



4zl €-el 4^l-sl+l l_Jf_q ol =6L'l-- rL E' U. rL If

d^l+l g

d^l+l g

d^l+] g

trlql a

€^{qq}-il 4qg

20r4c 6g



 

감사의 글 
 

 응급의학에 대한 건강한 고민을 할 수 있게 가르침을 주신 모든 응급의학과 교실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제자의 학위 논문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박인철 교수님과 본 연구의 시작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진행에 열정을 다해 도와주셨던 김민정 교수님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차례의 심사를 통해 격려와 조언을 해주셨던 정성필 교수님과 정보영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통계 분석에 미진한 저에게 자료 분석과 통계 지원을 

도와주셨던 강대용 선생님과 노윤호 선생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학술 연구에 대한 기본자세와 지식 및 진행과정을 저에게 처음 

지도해주셨던 유제성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향에서 언제나 아들이 바르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부모님과 사위를 자식처럼 아끼며 보살펴 주시는 장인어른과 지금은 하늘에 

계시는 장모님께도 이 공간을 빌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부족한 

연구이지만 제가 마주한 환자들의 소중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낸 연구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최고의 내조로 모자란 남편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같이 살아가는 인생의 행복을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저자 씀 

 
 
 
 
 
 
 
 
 
 



<차례> 
 

국문요약····························································································1 

 

Ⅰ. 서론·····························································································3 

II. 재료 및 방법 ················································································4 

1. 연구 디자인 및 참여자·································································4 

2. 정의··························································································5 

3. 통계분석····················································································6 

 

III. 결과 ···························································································7 

1. Critical pathway를 활성화시킨 환자의 흐름과 false positive STEMI

의 빈도······················································································7 

2. 일반적 특성············································································8 

3. False positive STEMI의 예측인자··············································12 

4. 심장 초음파를 이용한 false positive STEMI의 예측·····················15 

5. False positive STEMI 환자군의 병인·········································17 

 

 

IV. 고찰···························································································19 

V. 결론 ··························································································24 

 

참고문헌··························································································25 

ABSTRACT ····················································································28 

 

 

 

 

 

 

 

 

 

 

 

 



그림 차례 
 

Figure1. Flow chart of the research protocol·························8 

 

Figure2.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showing 

discrimination of false positive STEMI risk score··················13 

 

Figure3.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showing 

external validation result of false positive STEMI risk score···14 

 

Figure4. Comparison with door to balloon time between 

echocardiography (Echo) performed group and not performed 

group···············································································16 

 

 

표 차례 

 
Table1.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STEMI group and the false positive STEMI group··················10 

 

Table2. Comparison of ECG characteristics between the STEMI 

group and the false STEMI group········································11 

 

Table3. Independent predictors of False positive STEMI········13 

 

Table4. Results of emergency echocardiography··················16 

  

Table5. Etiologies for false positive STEMI··························18 



1 

 

<국문요약> 
 

응급실에 내원하는 위양성 ST 분절 상승 심근 경색 환자의  

예측인자 
 

 

서론 

 ST 분절 상승 심근 경색증(ST-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STEMI)에 대한 

조기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rimary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치료이며, ACC/AHA(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가이드라인에서도 90분 이내의 조기 

심혈관 중재술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심전도상 ST 분절 상승이 

관찰되나 STEMI는 아닌 위양성(false positive) STEMI의 빈도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false positive STEMI의 빈도와 예측인자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적절한 환자군을 모집단으로 하면서 예측성을 검정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STEMI 의심환자군을 대상으로 false positive STEMI의 

빈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임상적 특성을 이용하여 예측 점수(risk score)를 

산출해내고 그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해보려고 한다.  

방법  

 3년 동안 두 곳의 지역 응급의료 센터로 내원하는 환자 중 심전도에서 STEMI가 

의심되어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를 활성화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후향적 의무기록 조사를 통해 critical pathway를 적용한 환자를 

STEMI군과 false positive STEMI군으로 구분하였으며, 두 군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임상적 특성들을 다변량 회귀 분석을 통해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risk score를 

결정하여 예측력 검정을 진행하였다.   

결과 

 STEMI가 의심되어 critical pathway를 활성화 시킨 692명의 환자 중 

127(18.4%)명이 false positive STEMI로 분류되었다. False positive STEMI를 

예측하는 독립적인 인자로는 전형적 흉통의 유무(OR 0.14 95% CI 0.06-0.32), 

3가지 이상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 유무(OR 0.34 95% CI 0.1-1.13), 심전도 

상에서 관찰되는 reciprocal change 유무(OR 0.21 95% CI 0.1-0.45) 및 

ST분절상승의 모양 양상(OR 0.07 95% CI 0.03-0.17)이 확인되었다. 이들 예측 

인자를 단순화시켜 만든 risk score 모형은 false positive STEMI 예측에 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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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상에서 AUC값이 0.88(95% CI 0.84-0.92)인 정확도를 가진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STEMI가 의심 되는 환자에게 조기 심혈관 중재술을 진행하기 

위해 만든 critical pathway를 활성화시킨 환자 중 18.4%의 빈도로 false positive 

STEMI가 발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false positive STEMI를 예측할 수 있는 

risk score를 산출하여 임상적으로 유용한 예측력 여부를 검정하였다. 이 결과를 

임상진료에 적용하면 실제 응급 진료센터에서 STEMI 의심환자의 조기 심혈관 

중재술 결정 과정에서 좀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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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ST 분절 상승 심근 경색증(ST-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STEMI)에 대한 

조기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rimary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치료이다. ACC/AHA(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가이드라인에서는 STEMI 환자에게 병원 

도착 후 10분 이내에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고 90분 이내에 심혈관 중재술을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1 90분 이내의 도착부터 시술까지의 시간(door to balloon 

time)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병원에서 일반적인 응급환자 치료와는 별도로 STEMI 

환자를 위한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을 고안하게 되었고 응급실 의사가 

STEMI가 의심되면 바로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검사실을 비롯하여 의료 인력을 

활성화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2 이는 door to balloon time을 단축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지만,2,3 STEMI가 아닌 환자에게도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4,5 

근래에는 이러한 심전도상 ST 분절 상승이 관찰되나 STEMI는 아닌 위양성(false 

positive) STEMI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6,7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들은 대부분 STEMI가 의심되어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환자만을 모집단으로 하였고, false positive STEMI의 빈도는 9.2-36.0%로 

보고되었다.4-10 현재 임상에서 ST 분절 상승이 있는 환자 가운데 어떤 환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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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는 모집단이 서로 다르고, false positive STEMI에 대한 정의를 제각기 

다르게 내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빈도는 연구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6 여러 연구를 통해 false positive STEMI에 대해 흉통의 양상 및 기간, 과거 

병력, 활력징후, 약물복용여부, 심전도상의 좌심실비대, 심전도상의 상호 

변화(reciprocal change) 여부 등의 다양한 예측 인자가 제시되고 있으나 표준화된 

지표를 정립하기에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7-10 한 연구에서는 조사된 예측 

인자들로 위험 점수(risk score)를 제시하였지만, 외부검정으로 예측력을 확인하지 

않았다.7 또한 false positive STEMI의 인자에 대한 연구들 대부분이 STEMI가 

의심되는 환자 중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들은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의 임상적 정확도가 떨어진다.7,9-10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자들은 응급실에 내원하는 ST 분절 상승을 보이는 

환자들 중 false positive STEMI의 빈도를 확인하는데, 특히 임상적 

시나리오(clinical scenario)를 적용하여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들도 

포함된 모집단에서 false positive STEMI 빈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false 

positive STEMI를 예측하기 위한 risk score를 제시하고 그 예측력을 검정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임상에서 적용했을 때의 유용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디자인 및 참여자  

 

본 연구는 후향적 의무기록 조사 연구로서 도시에 위치한 두 곳의 지역 응급의료 

센터에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세브란스 병원 임상 연구 승인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으며,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에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응급진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중 STEMI가 의심되어 응급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기 위해 만든 critical pathway를 활성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두 병원에서 운영하는 critical pathway는 동일하며, 다음의 

단계를 걸쳐서 활성화된다. 

  

가. 응급진료센터로 내원한 STEMI 의심 환자를 응급의학과 의사가 진찰하고, 즉시 

심전도 검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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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급의학과 의사가 확인한 심전도에서 STEMI의 기준에 맞는 ST분절 상승이 

관찰되거나 새로 발생한 LBBB(Left bundle branch block)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24시간 대기하는 심장내과 팀에 연락한다. (Pre-activation) 

다. 심장내과 팀이 환자의 상태와 심전도를 재평가한 후 심전도가 재확인되면 

critical pathway를 활성화시킨다. (Full-activation) 

라. Full-activation된 환자의 경우 응급 PCI를 진행하는 것이 그 임상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시술을 진행한다. 

 

상기 과정을 거쳐서 활성화된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STEMI를 진단받은 

환자와 false positive STEMI를 진단받은 환자로 구분하여 비교한다. 상기 과정에 

의해서 진행한 의무기록 조사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타 병원에서 STEMI에 대한 응급 치료(PCI나 혈전 용해제 주입)을 진행한 이후 

본원에 내원한 환자 

나. 본 연구에 필요한 환자의 정보가 병원 의무기록에서 소실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정의 

 

두 병원에서 만든 critical pathway를 활성화시키는 심전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ST elevation  

(1) V1에서 V3 리드에서는 2개의 연속된 2mm 이상의 분절 상승이 있는 경우 

(2) 그 외의 리드에서는 2개의 연속된 1mm 이상의 분절 상승이 있는 경우. 

 

나. LBBB 

(1) QRS > 120msec 

(2) V1 리드에서 발견되는 QS 혹은 RS파형 

(3) V5/V6 리드에서 관찰되는 notched broad R wave  

(4) I, V5, V6 리드에서 Q파형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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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 positive STEMI는 다음의 2가지 경우로 정의한다.  

 

가. Critical pathway가 활성화되어서 응급 PCI를 진행했을 때 ST 분절 상승을 

유발한 주된 병변(culprit lesion)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나. Critical pathway를 활성화시켰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환자의 시술거부, 

임상적으로 이익이 크지 않음, 시술 전 심정지 등) 응급 PCI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임상적 시나리오(clinical scenario)를 적용하여 다음 2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1) ST 분절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진단 되는 경우 (예: 심근염) 

(2) ST 분절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진단되지 않으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남에도 심근 효소 수치 상승이 없고 심근 경색에 준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Culprit lesion은 심전도상의 ST 분절 상승으로 경색이 예측되는 부위와 상응하는 

관상동맥이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70% 이상(왼심장 동맥의 경우 50%)의 협착이 

발견되었을 때로 정의한다. Reciprocal change는 ST 분절 상승을 보이는 심전도 

리드에서 떨어진 리드에 발견되는 ST 분절 하강이 보이는 경우로 정의한다.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LVH)는 시행한 심전도 기계의 분석에서 LVH로 해석될 

때로 정의한다. Q 파형은 V2와 V3 리드에서는 0.02sec의 Q 파형이나 QS 

complex를 나타낼 때, 그 외 다른 리드에서는 2개이상의 연속된 0.03sec이상의 Q 

파형이나 0.1mV deep 이나 QS complex가 보일 때로 판단한다. 

 

3. 통계 분석 

  

False positive STEMI 환자에 대한 빈도 분석은 3년의 기간 동안 두 곳의 응급 

진료센터를 통해 내원한 환자 중 STEMI가 의심되어 동일한 critical pathway를 

진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critical pathway를 

진행한 환자 472명을 대상으로 STEMI군과 false positive STEMI 군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환자의 임상적 특징과 내원 시 발현된 임상양상 및 

심전도 분석 결과들 중 연속 변수는 Student’s t-test로, 불연속변수는 chi-square 

analysis로 분석하고, 예측 인자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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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인자를 이용하여 만든 최적화된 회귀 모형식에서 회귀 계수의 최소값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화된 risk score를 구하였고, 여기서 계산된 risk score의 false 

positive STEMI에 대한 예측력을 검정하기 위해 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ROC) curve)과 곡선 아래 면적(area under the curve, 

AUC)을 구하였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critical pathway를 진행한 환자 

220명을 대상으로 산출된 risk score를 적용하여 외부 검정을 시행하였다. p값이 

0.05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다고 판단하였고, 통계 분석은 SAS 

version 9.2(SAS Institute, Cary, NC, USA)와 MedCalc version 12.7.0(MedCalc 

Software, Ostend, Belgium)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Ⅲ. 결과 

 

1. Critical pathway를 활성화시킨 환자의 흐름과 false positive STEMI의 빈도 

 

두 곳의 응급진료센터에서 STEMI가 의심되어 critical pathway를 활성화한 흐름은 

Figure1을 통해 나타내었다. 두 곳의 센터에서 총 1043명의 환자가 조기 관상동맥 

중재술을 위해 pre-activation 되었으며, 이들 중 기준에 적절한 심전도로 판단되어 

full-activation을 진행한 환자는 692명이었다. 이들 중 임상 의료진이 판단하여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의학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환자와 

환자의 시술 거부나 혈역학적 불안정 상태로 시술을 진행하지 못한 103명의 

환자를 제외한 589명의 환자가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받았다. 589명의 환자 

중 심전도에 상응하는 culprit lesion이 나와 STEMI로 확인된 환자는 

527(89.5%)명이었고, culprit lesion이 발견되지 않아 false positive STEMI였던 

환자는 62(10.5%)명이었다. Critical pathway가 활성화 되었으나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은 103명의 환자에게는 임상적 시나리오를 적용하였고, 이들 

중 38(36.9%)명은 STEMI로 분류되었고, 65(63.1%)명은 false positive STEMI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critical pathway가 full-activation되어 치료를 진행한 

모든 환자에 대한 false positive STEMI의 빈도는 127(18.4%)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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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 Flow chart of the research protocol 

 

2. 일반적 특성 

 

우선 risk score를 산출하는데 모집단이 된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한 

472명의 환자를 STEMI군과 false positive STEMI군으로 구분하여 양쪽 군의 

일반적 특성 및 응급진료센터에서의 임상 양상에 대한 값을 분석하였고(Table 1), 

두 군간의 심전도 모형 분석을 Table 2에 기재하였다. 두 군간의 단변량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환자의 나이가 적거나(p=0.003) 과거력상 당뇨(p=0.009)나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p=0.016) 같은 위험 인자가 false positive STEMI 환자군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응급진료센터에서 발견되는 환자의 임상 양상 중 

전형적인 흉통을 보이는 경우(p<0.001)나 방사통이 동반되는 경우(p=0.003) 및 

흉통 이외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p<0.001)가 false positive STEMI 

환자군에서 더 많이 발견됨을 확인하였다. ST 분절 상승으로 critical pathway를 

활성화시킨 경우에 비해 새롭게 발견된 LBBB의 심전도로 활성화된 경우, false 

positive STEMI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p<0.001), Q파형을 보이는 모든 

환자는 STEMI로 확인되었다. 심전도의 앞쪽 리드에서 ST 분절 상승이 일어난 

경우가 false positive STEMI군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고(p=0.038), ST 분절 상승이 

나타난 리드의 개수가 많을수록(p<0.001), 분절 상승 높이의 합이 클수록(p=0.004) 

STEMI인 경우가 많았다. Reciprocal change는 false positive STEMI 환자군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으며(p<0.001), 오목 모양의 ST 분절 상승의 심전도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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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도 false positive STEMI 환자군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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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STEMI group and the 

false positive STEMI group 

Characteristics STEMI (n=380) False-STEMI (n=92) P-value 

Age, mean±SD 64.4 ± 13.1 59.7 ± 16.0 0.003 

Female, n (%) 87 (22.9) 23 (25.0) 0.668 

BMI, mean±SD 23.8 ± 3.4 23.3 ± 3.5 0.228 

Diabetes mellitus, n (%) 128 (33.7) 18 (19.6) 0.009 

Hypertension, n (%) 209 (55.0) 40 (43.5) 0.047 

Chronic renal failure, n (%) 18 (4.7) 9 (9.8) 0.061 

Hypercholesterolemia, n (%) 49 (12.9) 5 (5.4) 0.044 

Current smoking, n (%) 169 (44.5) 30 (32.6) 0.039 

Previous event, n (%)    

Stroke 22 (5.8) 3 (3.3) 0.331 

Variant angina 1 (0.3) 1 (1.1) 0.275 

Unstable angina 25 (6.6) 7 (7.6) 0.724 

Myocardial infarction 35 (9.2) 11 (12.0) 0.426 

Heart failure 9 (2.4) 2 (2.2) 0.912 

Previous PCI 54 (14.2) 17 (18.5) 0.304 

Previous CABG 7 (1.8) 2 (2.2) 0.835 

Family history of CAD, n (%) 23 (6.1) 0 0.016 

Chest pain, n (%)   <0.001 

No chest pain 53 (13.9) 38 (41.3)  

Atypical 27 (7.1) 23 (25.0)  

Typical 300 (78.9) 31 (33.7)  

Other symptom, n (%) 135 (35.5) 55 (59.8) <0.001 

Radiating pain, n (%) 112 (29.5) 13 (14.1) 0.003 

Symptom onset to arrival, n (%)   0.257 

≤ 6 h 284 (74.7) 61 (66.3)  

6-24 h 57 (15.0) 19 (20.7)  

≥ 24 h 39 (10.3) 12 (13.0)  

Ambulance arrival, n (%) 234 (61.6) 53 (57.6) 0.484 

Hemodynamic instability, n (%) 69 (18.2) 18 (19.6) 0.755 

Positive baseline biomarker (%) 190 (50.0) 20 (2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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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 Comparison of ECG characteristics between the STEMI group and the 

false STEMI group 

 

Characteristics STEMI (n=380) False-STEMI (n=92) P-value 

Reason of CP activation   <0.001 

LBBB 13 (3.4) 25 (27.2)  

STE 367 (96.6) 67 (72.8)  

Q wave, n (%) 22 (5.8) 0 0.018 

LVH, n(%) 50 (13.2) 13 (14.1) 0.806 

Characteristics of STE STEMI (n=367) False-STEMI (n=67) P-value 

Location of STE, n (%)   0.038 

Anterior 144 (39.2) 37 (55.2)  

Inferior 148 (40.3) 21 (31.3)  

Posterolateral 14 (3.8) 4 (6.0)  

Diffuse 61 (16.6) 5 (7.5)  

Height of maximal STE(mm), mean±SD 3.3 ± 2.1 2.6 ± 1.2 0.004 

V2-4 4.2 ± 2.2 2.7 ± 1.0 <0.001 

Other leads 2.5 ± 1.6 2.3 ± 1.4 0.687 

Number of leads with STE   <0.001 

2 74 (20.2) 30 (44.8)  

3 192 (52.3) 30 (44.8)  

≥4 101 (27.5) 7 (10.4)  

Reciprocal changes, n (%) 178 (48.5) 12 (17.9) <0.001 

Concave morphology of STE 142 (38.7) 60 (89.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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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lse positive STEMI의 예측 인자  

 

혼란 변수를 줄이면서 false positive STEMI의 독립적인 예측 인자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결과와 이 값을 단순화 시킨 risk 

score는 Table 3에 기술하였다. 3개이상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 유무와 

전형적인 흉통 여부, 심전도에서 관찰되는 reciprocal change의 유무와 ST분절 

상승 모양의 양상이 false positive STEMI의 독립적인 예측 인자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예측 인자를 임상에 적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단순화 시킨 risk 

score를 산출하였으며, 그 값은 false STEMI 환자를 예측하는 기본 모형식에서 

독립된 예측 인자로 확인된 변수들의 회귀 계수 값을 기초로 하여 구하였다. 

따라서 독립된 예측 인자로 확인된 4가지 변수들 중에서 false STEMI 환자에 대한 

예측력이 강한 요인일수록 낮은 risk score값을 가진다. 그 값은 3개이상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 유무와 심전도에서 관찰되는 reciprocal change의 유무, 

전형적인 흉통 여부와 ST분절 상승 모양의 양상 순서로 각각 4,5,7,9점이었다. 

다변량 회귀 분석식을 이용한 최종 모형의 false positive STEMI 예측의 정확도는 

ROC curve에서 AUC가 0.89(95% CI 0.85-0.93) 측정되었으며, 최종 모형을 

단순화 시켜 risk score를 이용한 모형도 AUC가 0.88(95% CI 0.84-0.92)임을 알 

수 있었다(Figure 2). Risk score를 산출하는 모집단으로 이용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의 응급진료센터를 방문하여 동일 critical pathway를 활성화한 220명의 

환자로 이 risk score값을 사용하여 외부검정을 진행하였으며, 이 검정에서 ROC 

curve상 AUC값이 0.80 (95% CI 0.69-0.90)임을 알 수 있었다(Figure 3).  

두 센터에서 critical pathway를 활성화시킨 모든 환자들에게 순수하게 risk 

score만을 적용해서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 여부를 판단하여 점수가 4점 

이하인 환자에게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진행한 이후에야 false positive STEMI임을 확인한 51명의 

환자 중 15(29%)명의 환자는 불필요한 시술을 진행하지 않고 false positive 

STEMI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실제 STEMI였던 환자에게 필요한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527명 중 8(1.5%)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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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 Independent predictors of false positive STEMI 

Characteristics coefficient OR(CI) P-value risk score 

3 more risk factors  -1.08 0.34(0.10, 1.13) 0.079 4 

Typical chest pain  -1.96 0.14(0.06, 0.32) <0.001 7 

Reciprocal change -1.55 0.21(0.10, 0.45) <0.001 5 

Non-concave  -2.69 0.07(0.03, 0.17) <0.001 9 

  

 

  

 

Figure2.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showing discrimination of false 

positive STEMI risk score. (Model 1: final model, Model 2: simplified model using risk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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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showing external validation 

result of false positive STEMI risk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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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장 초음파를 이용한 false positive STEMI의 예측 

  

두 곳의 응급진료센터에서 critical pathway를 활성화한 환자 692명 중 조기 관상 

동맥 조영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술 전에 응급 심장 초음파를 진행한 환자의 

수는 62명이었으며, 심장벽 운동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31명의 환자 중 

30(96.8%)명이 false positive STEMI로 확인되었으며, 심장벽 운동 이상이 발견된 

환자 31명의 환자 중에서 26(83.9%)명이 최종 STEMI로 진단되었다(Table 4). 

Figure 5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 전에 응급 심장 

초음파를 시행한 환자들의 door to balloon time의 평균값은 84.32분으로 90분 

미만이며, 이들 중 심장 초음파 검사시간에 의한 지연으로 90분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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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 Results of emergency echocardiography 

  STEMI 

(N) 

False STEMI 

(N) 

P-value 

Regional wall motion abnormality   <0.001 

 Yes 26 5  

 No 1 30  

 

 

Figure4. Comparison with door to balloon time between echocardiography (Echo) 

performed group and not perform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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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alse positive STEMI 환자군의 병인 

 

False positive STEMI로 진단된 127명의 환자의 최종 진단을 Table 5에 

기술하였다. 이들 중 관상동맥경련이 30(23.6%)명으로 가장 많은 원인 인자였고 

일차성 심장리듬이상이 27(21.3%)명, 심장의 구조적 질환으로 인해 false positive 

STEMI로 확인된 환자는 21(16.5%)명이었다. 심근염이나 심내막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원인이었던 경우는 8(6.3%)명이었고, 그 외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증, 대사성 원인, 고혈압성 응급이 있었다. 지주막하 뇌출혈이나 상부위장관 

출혈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 상황처럼 다른 신체적 원인에 의해 ST 분절 상승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 환자도 7(5.5%)명이었다. 18(14.2%)명의 환자는 추적 관찰한 

결과 ST 분절 상승을 일으킬만한 다른 질환의 진단이나 원인 인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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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 Etiologies for false positive STEMI 

Final diagnosis Count 

Coronary spasm 30 

Primary rhythm disturbance 27 

Structural or valvular heart disease 21 

Myocarditis/Pericarditis 8 

Stress induced cardiomyopathy 7 

Other pathologic condition 7 

Metabolic cause 6 

Hypertensive emergency 2 

Unspecified 19 

Total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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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두 곳의 3차 의료 기관 응급진료센터를 통해 내원한 환자들 중 STEMI가 의심되어 

critical pathway를 활성화한 환자를 대상으로 3년간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진행한 

결과 false positive STEMI가 최종적으로 진단된 빈도는 18.4%였다. 기존 연구들의 

false positive STEMI 빈도는 9.2%~36%로 그 값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각각의 연구에서 정의한 false positive STEMI의 개념이 다르며,4-10 critical 

pathway를 활성화한 모든 환자를 모집단으로 하지 않고,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환자들만을 모집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7,9,10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STEMI가 의심되는 심전도를 보이는 환자가 응급진료 

센터에 내원한 모든 경우에 다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진행하지 않는다. 

심전도에서 STEMI가 의심되어 critical pathway가 활성화되더라도 임상 의사들이 

환자의 임상적 상황과 경과를 관찰하여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시술의 진행함으로써 얻는 의학적 이득이 크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환자의 시술 거부나 시술 전 생체 징후의 불안정 및 

심정지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STEMI가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false positive STEMI의 빈도와 예측인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진행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며, 

이를 진행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분석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조기에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한 환자군에 비해 진행하지 않은 군에서는 false STEMI의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James8등은 false positive STEMI의 

빈도와 예측 인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하지 

않은 환자군에서 임상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false positive STEMI의 여부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임상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조기에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군에서의 false positive STEMI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임상적 시나리오의 판단 기준은 환자의 경과를 추적하였을 때, 응급진료센터에 

내원한 시점에서 조기 심혈관 중재술을 비롯한 급성 심근 경색에 대한 치료가 

임상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환자로 좁게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응급진료센터에 내원한 이후 STEMI가 의심되어 critical 

pathway를 활성화한 모든 환자를 모집단으로 false positive STEMI의 빈도와 예측 

인자를 추출하였고, 이를 이용해 만든 risk score로 외부검정을 진행하여 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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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현재 병원에서는 critical pathway를 적용하는 STEMI 

의심환자에 대한 조기 심혈관 중재술 시행 여부가 임상의사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획득한 risk score는 시술의 조기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 지표로서 임상적인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산출한 risk score의 합이 18점 이상일 경우 false STEMI가 

발생하는 빈도는 1% 미만이었으며, 4점 미만일 경우에는 77%의 빈도로 false 

STEMI를 확인할 수 있었다. STEMI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필요했던 시술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적은 수일지라도 임상적 치명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우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것이 옳지만 이 risk 

score는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닌, 의사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 지표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즉 현재 객관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대로 의학적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임상적 상황에서 외부검정을 통해 과학적 

정확도를 획득한 객관성을 지닌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임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Tonga7등이 연구를 통해 자신들의 risk score를 제시하고 

6점이상일 경우 80%이상 false STEMI, 3점 미만일 때 3%미만의 false STEMI 

예측 및 ROC curve AUC 0.88으로 검증하였으나 이는 단일 기관의 작은 모집단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고, 특히 외부검정을 하지 않았으며,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한 군만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그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더 많은 표본으로, critical pathway를 진행한 모든 환자군을 실제 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 과정대로 분류를 한 후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동일 critical 

pathway를 사용하는 다른 센터에서 외부검정을 통해 예측력을 확인했으므로 그 

객관적 타당도가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은 102명의 환자 중 

STEMI로 결론 내린 환자의 수는 38명(37%)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시술 동의 

거부나 시술 전 사망 및 중재술의 임상적인 금기상황을 포함하여 조기 관상 동맥 

중재술의 의학적 유용성이 크지 않았던 32명의 경우를 제외하면 6명만이 

실제적으로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이 필요했으나 시행하지 않은 채 STEMI가 

진단된 환자로 확인되었다. 즉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은 군에서 

분류된 38명의 STEMI 환자는 본 연구에서 false positive STEMI를 정의한 기준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과평가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되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임상적으로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이 반드시 필요했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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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보다 훨씬 적었음을 알 수 있다.     

 

Timothy6등은 critical pathway 과정에서 false positive STEMI가 발생하는 이유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심전도의 해석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STEMI 환자의 critical pathway를 부적절하게 

활성화하여 false positive STEMI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 단계는 정확한 

심전도 판독으로 적절하게 활성화하였으나 false positive STEMI가 발생한 

경우이다.6  우리 연구를 진행한 두 곳의 응급진료센터에서는 critical pathway를 

구축함에 있어 기준에 맞는 심전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무분별한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을 막기 위해 pre-activation과 full-activation 두 단계의 진행 

시스템을 확립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pre-activation을 진행한 1043명의 환자 중 

351명의 환자가 기준에 맞지 않는 심전도로 판명되어 full-activation되지 않았다. 

즉 연구를 진행한 두 곳의 병원 시스템으로 Timothy6등이 제시한 false positive 

STEMI 발생 모형에서 첫번째 단계의 발생 원인을 34%정도 줄일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Timothy6등은 STEMI 기준에 맞는 정확한 심전도를 나타내지만 

false positive STEMI로 확인되는 두 번째 단계의 환자들을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지 않은 채, 감별하지 못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면서, 시술을 통해 STEMI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도 시술의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조기 시술 시행의 부작용이 이런 

임상적 유용성을 넘어서는 지의 여부에 대해선 결론짓기 힘들다고 기술하였다. 

덧붙여 실제 환자 진료 중 두 번째 단계에서 발생하는 false positive STEMI의 

경우를 10%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이상적인 시스템의 목표로 제시하였다.6 본 

연구에서 제시한 risk score는 false positive STEMI가 발생하는 두 번째 단계, 즉 

STEMI기준에 적절한 심전도를 가지지만 false positive STEMI인 환자의 빈도를 

줄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2단계의 critical pathway과정을 거치면서 적절한 

심전도로 가진 것으로 확인된 환자들만을 분석하여 예측 인자를 구한 본 연구의 

방법은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risk score는 AHA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STEMI의 두 가지 

경우 중에 새롭게 발견된 LBBB인 경우를 제외하고 ST 분절 상승을 보인 환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 LBBB로 critical pathway를 활성화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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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경우 다수의 다른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5,8-10 우리 연구에서도 false 

positive STEMI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오즈비(odd ratio)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013년에 발표된 새로운 가이드라인11에서는 LBBB를 보이는 

환자의 경우는 ST 분절 상승의 환자에서와 동일하게 90분 이내의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LBBB로 critical pathway를 활성화시킨 환자군에 대해 

기존에 제시된 sgarbossa score를 포함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하여 false 

positive STEMI를 예측하여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2-13 따라서 본 연구는 ST 분절 상승을 나타내는 환자군에만 적용 

가능한 심전도의 패턴과 형태를 포함한 예측인자를 다변량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risk score 모델을 확립하였다. 

 

급성 심근 경색이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하였을 때 심장 초음파로 환자의 심전도와 

상응하는 심장벽 운동 이상을 확인하는 것은 진단적 가치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14,15 Jeong16등은 심장 초음파를 통해 STEMI가 의심되는 환자의 심장벽 운동 

이상을 조기 감지하면 false positive STEMI 환자를 감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한 2곳의 응급진료센터에서도 조기 심혈관 중재술 

여부를 결정할 때 환자의 과거력 및 임상양상을 살펴보고, 90분의 door to balloon 

time을 지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응급 심장 초음파를 시행하였다. 총 

62명의 환자에게 조기 심혈관 중재술을 결정하기 전에 응급 심장 초음파를 

시행하였으며, 심장벽 운동 이상이 있었지만 false positive STEMI로 확인된 환자는 

5명이었고, 심장벽 운동 이상은 없었는데 STEMI였던 환자는 1명이었다. 따라서 이 

6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 심장 초음파의 시행으로 조기 심혈관 

중재술이 필요했던 환자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Figure 4의 

결과를 보면 두 병원에서 응급 심장 초음파를 시행하고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환자들도 door to balloon time이 유지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door to balloon time이 90분이 넘은 케이스에서도, 내원한 이후 시간이 지난 뒤 

ST 분절 상승이 처음 발견되어 door to balloon time이 길게 측정되었거나 심폐 

소생술 등의 응급 처치 시간이 길어진 경우처럼 응급 심장 초음파 시행 여부와는 

상관 없는 사유들 때문이었다. 즉 평균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응급 심장 

초음파의 시행은 90분의 door to balloon time을 유지하면서, false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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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I의 조기 감별을 할 수 있는 진단적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추후 

이와 관련된 대규모 전향적인 연구를 통해 응급 심장 초음파의 사용이 false 

positive STEMI를 감별하는데 얼마나 유용한 예측 인자로 작용하는 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이번 연구에서 성립한 risk score와 함께 조합하여 false positive 

STEMI를 예측력을 확인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Geoffrey17등의 연구에 의하면 2007년에서 2011년사이 STEMI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빠른 critical pathway의 활성화에 집중을 한 이후 false positive 

STEMI의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Door to balloon time에 

집착하여 빠른 심혈관 중재술의 시행에만 집중하면서 임상적인 다양성을 간과해서 

생긴 결과라고 사료된다.  Bae10등도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door to balloon time을 

병원들 사이에서 관상동맥 질환 치료의 우수성을 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이 false positive STEMI가 늘어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물론 

STEMI환자의 치료에 있어 조기 관상동맥 중재술은 환자의 생명에 직결하는 

필수적인 시술이므로, false positive STEMI 감별에 집중하다가 필요한 환자에게 

시술을 시행하지 못하거나 시술이 늦어지는 경우가 가장 치명적 결과다.  이 점이 

실제 임상에서, 결과적으로 불필요했던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 결정이라는 의학적 

판단이 쉽게 용인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false positive STEMI의 발생은 불필요한 

시술로 인한 경제적 의학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이고, false positive STEMI로 

밝혀진 환자가 가진 다른 치명적인 진단의 지연이 환자의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Table 5의 false positive STEMI의 원인들 중, 

위장관 출혈로 발생한 혈역학적 쇼크로 인해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증이 있었던 

환자의 경우나, 뇌출혈 환자가 새롭게 발생한 LBBB를 보여 critical pathway를 

활성화했던 것처럼 선행 중증 질환이 있었던 경우에 임상적인 고려없이 

가이드라인에 합당한 심전도만을 근거로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먼저 시행했을 

경우 환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Ryan18등은 그들의 연구에서 심전도로만 STEMI환자를 위한 critical pathway를 

활성화시켰을 때보다 임상적인 질문을 추가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false 

positive STEMI의 발생을 훨씬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심전도뿐 아니라 

해당환자의 개별적인 과거력이나 임상적 상황의 고찰이 false positive STEMI 

발생을 줄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그렇기에 실제 임상에서도 의사들이 

조기 심혈관 중재술 전에 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임상적 평가로 시술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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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고 있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risk score는 그 판단에 좀더 객관적인 

근거를 확립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이 risk score가 ST 분절 상승을 

보이는 STEMI 의심환자의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risk score에서 false positive STEMI의 고위험군으로 판단이 될 경우, 

무비판적으로 조기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대로 

90분 미만의 시술 시간을 확보하면서 응급 심장 초음파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다른 치명적인 임상적 질환을 배제할 수 있다면, STEMI환자의 적절한 재관류 

치료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진료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우선 연구가 후향적 의무기록 조사 

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후향적 연구의 자료 수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통된 

제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또한 1043명의 critical pathway를 pre-activation한 

환자 중 692명만이 full-activation되어 부적절하게 pre-activation의 수가 많은데 

이들 중에는 심전도에서 STEMI를 의심하진 않았으나 단순히 빠른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위해 진행한 경우가 포함되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자료 

수집에 있어서 critical pathway를 활성화시키지 않았는데, STEMI였던 환자의 

빈도를 기술하지 못했던 점 역시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STEMI가 의심 되는 환자에게 조기 심혈관 중재술을 진행하기 위해 

만든 critical pathway를 활성화시킨 환자 중 18.4%의 빈도로 false positive 

STEMI가 발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을 통하여 false positive STEMI를 

예측할 수 있는 risk score를 산출하였고 예측력 평가를 위해 외부검정을 통하여 

임상적 유용성이 얼마나 되는 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의사들이 실제 

응급 진료 센터에서 STEMI 의심 환자의 조기 심혈관 중재술 결정을 하는데 좀더 

객관적인 도구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되는 경우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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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primary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treatment is standardized 

treatment for ST-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STEMI), it is recommended to 

be conducted within 90min of door to balloon time in ACC/AHA(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guideline. Recently the incidence of 

false positive STEMI, which has ST segment elevation in electrocardiogram but 

not real, is increasing. Several prior studies were conducted to find its frequency 

and predictors, but there are no research having appropriate reference group to 

validate on other sample of patients so far.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false positive STEMI in appropriate reference group 

and generated risk score for predicting false positive STEMI and validated on 

other sample to use in clinical situation.  

Method  

 692 consecutive patients with presumptive diagnosis of STEMI for 3 years on 

tertiary hospital in Korea, were enrolled. We conducted retrospective chart 

review to distinguish false positive STEMI patients of whole patients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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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pathway for PCI.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identify 

predictors associated with false positive STEMI. By statistically calculating these 

predictors, we generated risk score and validated it.  

Results 

Of 692 patients who activated critical pathway indicated for STEMI, 127(18.4%)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false positive STEMI. Independent factors for 

predicting false positive STEMI were absence of typical chest pain (OR 0.14 95% 

CI 0.06-0.32), fewer than three cardiovascular risk (OR 0.34 95% CI 0.10-1.13), 

no reciprocal change (OR 0.21 95% CI 0.10-0.45) and non-concave ST segment 

on electrocardiogram (OR 0.07 95% CI 0.03-0.17). The logistic regression 

coefficients were used to generate a simplified risk score predicting false positive 

STEMI with 0.88(95% CI 0.84-0.92) accuracy on ROC curve.   

Conclusion 

 In our study, 18.4%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false positive STEMI among 

patients suspected STEMI. Our risk score for predicting false positive STEMI was 

clinically useful. Many physicians will be able to make objective and appropriate 

decision for presumptive diagnosis of STEMI patients in emergency department 

room by utilizing new sco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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