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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 환자의 심장기능 이상과  

장기적인 임상 결과 사이의 연관성 

 

<지도교수 임세중>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차  정  준 

 

 

Background 

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Duchenne muscular dystrophy; 

DMD) 환자의 생존률은 현대 심폐 치료법의 발전에 따라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근기능 이상은 DMD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이다. 그러나 심근기능 이상을 동반한 DMD 환자의 

장기 임상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DMD 

환자의 장기 임상 결과와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관련 요인을 

조사하였다. 

 

Method 

본 후향적 연구에는 총 116명의 15세 이상의 DMD 환자가 

등록되었다. 모든 등록된 환자들은 단일 3차 의료기관에서 추적 

관찰이 시행되었다. 좌심실 수축 기능 이상 정도에 따라 

감소군[좌심실 박출률(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LVEF)≤40%]과 보존군[LVEF>40%]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차 평가변수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2차 

평가변수는 사망 또는 심혈관 사건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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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으로 정의한 복합 사건이었다. 

 

Results 

LVEF 보존군은 84명(72%)이었고 LVEF 감소군은 

32명(28%)이었다. 평균 연령은 20.8 ± 5.9세, 평균 질병 

기간은 8.8 ± 3.7년, 평균 추적 기간은 1708 ± 659일이었다. 

LVEF 감소군은 LVEF 보존군보다 전체 생존율(81.3% 대비 

98.8%, 로그 순위 p=0.005)이 낮았고, 복합 사건 

발생률(65.6% 대비 86.9%, 로그 순위 p=0.005)이 더 높았다. 

다변량 콕스 회귀 분석에서 뇌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수치(조정위험비 [adjusted hazard 

ratio; adjusted HR] 1.088,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 1.019–1.162, p=0.011) 및 이뇨제 사용(adjusted 

HR 9.279, 95% CI 1.651–52.148, p=0.011)은 DMD 환자의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에서 유의한 독립적인 예측 

요인이었다. 

 

Conclusion 

DMD 환자 중 LVEF 감소 환자는 LVEF 보존 환자보다 불량한 

예후 소견을 보였다. BNP 수치 및 이뇨제 사용은 LVEF에 

관계없이 DMD 환자의 불량한 예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핵심되는 말 : 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 좌심실 수축기 장애, 

장기 임상 결과, 뇌-나트륨 이뇨 펩티드, 이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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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 환자의 심장기능 이상과  

장기적인 임상 결과 사이의 연관성 

 

<지도교수 임세중>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차  정  준 

 

 

Ⅰ. 서론 

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Duchenne muscular dystrophy; DMD)는 

근형질막 단백질 디스트로핀의 결핍이 발생한 X-연관 진행성 

질환이다(1). DMD 의 임상 징후로는 골격근 퇴화 및 약화, 호흡부전 

및 진행성 심장 기능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20 대 중반 

사망률이 높다(2). 최근 인공호흡기 사용을 포함한 현대 심폐 

치료법의 발전으로 DMD 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했다(3). 그러나 DMD 

환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DMD 로 인한 심근기능 이상의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며, 이러한 심근기능 이상의 진행으로 

인한 심근병증은 여전히 DMD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이다(4). 

DMD 의 심근기능 이상의 발현 양상은 다양하며, 그 예로 확장성 

심근병증, 부정맥 및 울혈성 심부전이 있다(4,5). DMD 환자에게 있어 

심혈관 사건은 치명적일 수 있고, DMD 의 진행과정 중에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기적인 비침습적 영상 검사와 임상검사실 

검사를 통해 DMD 환자의 임상적 악화 위험을 식별하고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것이 장기적인 예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6-10).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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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D 환자의 심근 기능이상에 따른 치료 방법에 대한 권고 지침은 

약한 증거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치료에 대한 장기 임상 결과도 

부족하다. 그에 따라 DMD 환자에게 있어 심근기능 이상이 사망률 

증가의 주요한 원인임을 알고 있음에도 심근기능 이상에 따른 장기 

임상 결과는 부족하고 예후 인자를 기반으로 한 질병 진행의 조기 

예측 및 치료도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6-10). 이는 DMD 가 

유병률이 매우 낮은 희귀성(11)을 가지고 있어 심장 기능 이상에 

따른 장기 임상 결과를 조사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1 년간 수집된 단일기관으로는 최대 

규모인 116 명의 DMD 환자 자료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DMD 

환자의 좌심실 수축 기능 이상에 따른 장기 임상 결과와 그 예후 

인자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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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6년과 2017년 사이 단일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DMD 환자(나이>15세)를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환자 정보수집은 

의무기록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2006년과 2017년 사이 

근디스트로피를 주소로 심장초음파를 시행한 환자를 추출하였다. 총 

396명의 환자가 근디스트로피를 주소로 심장초음파를 시행하였다. 

이중 베커형 근디스트로피(Becker muscular dystrophy)로 진단된 

환자 및 뇌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수치가 측정되지 않은 환자, 경흉부 심장 초음파 검사가 누락된 환자, 

최초 심장초음파 이후 외래추적관찰이 없는 환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16명의 환자가 이 연구에 등록되었다. 

디스트로핀 유전자 내의 돌연변이는 진단 당시 사용 가능했던 기술에 

따라 이상이 생기는 exon 부위만을 확인하는 방법인 중합효소 연쇄 

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서던 블랏(Southern blotting), 혹은 

관련 유전자 전체 시퀀싱을 확인하는 DNA 시퀀싱 (DMD gene 

sequencing), 유전자 혼성화 어레이(genomic hybridisation array)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12). 임상적 특성, 

복용 약물, BNP 수치 및 심장 초음파 데이터는 환자의 의료 기록에서 

수집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환자가 DMD 진단을 받고 본 기관에 

처음 방문했을 때 시행되었으며 미국 심장초음파학회 권고에 따라 

수행되었다(13). 심장초음파 기록에서 심실 크기, 이완기말 심실중격 

두께(interventricular septal thickness at end-diastole; IVTd), 

수축기말 심실중격 두께(interventricular septal thickness at 

end-systole; IVTs), 이완기말 좌심실 직경(left ventricular internal 

diameter at end-diastole; LVEDD), 수축기말 좌심실 직경(left 



6 

 

ventricular internal diameter at end-systole, LVESD), 

박출률(ejection fraction; EF) 및 구획단축률(fractional shortening; 

FS)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도플러 측정 데이터에는 승모 E, 

승모 A, E/A, 조직 도플러 중격 e' 및 E/e'가 포함되었다. 

 

정의 및 임상 결과 

좌심실 수축 기능 이상은 미국 심장초음파학회의 권고에 따라 둘로 

나누어 감소 대비 보존(좌심실 박출률,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LVEF ≤40% 대비 >40%)으로 정의하였다(13). 1차 

평가변수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2차 평가변수는 사망 

또는 심혈관 사건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입원으로 정의한 복합 

사건이었다. 

 

통계 분석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xt) 또는 피셔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사용하여 비교한 후 범주형 변수는 숫자(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연속형 변수는 모수 데이터에 대한 스튜던트 

t-검정(Student's t-test)과 비모수 데이터에 대한 맨-휘트니 

검정(Mann–Whitney test)을 사용하여 비교하였으며 평균 ± 표준 

편차로 표시하였다. 임상 사건의 누적 발생률은 로그 순위 검정을 

사용하여 비교한 후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추정치로 

나타내었다. 임상적 상태, BNP 수치 및 심장 초음파 변수를 이용한 

단변량 콕스 비례 위험 회귀 분석(Univariate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여 임상 사건과 관련된 요인을 

식별했다. 연령,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수축기 및 

이완기 압력, 맥박 속도, LVEF 감소(≤40%), BNP 수치, 안지오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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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효소 억제제, 베타 차단제, 디곡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IVTd, 

IVTs, 좌심실 직경 및 구획단축률 감소(FS<25%)가 그것이다. 단변량 

분석에서 p<0.20인 변수는 임상 사건의 독립 예측변수를 결정하기 

위해 역방향 제거와 다변량 콕스 회귀 분석(multivariable Cox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한 다변량 분석에서 후보였으며, 선정된 

후보 변수를 사용하여 DMD 환자의 임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를 조사하기 위해 다변량 콕스 회귀 분석을 수행했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version 24.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모든 검정은 양측 검정이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0.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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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임상적 특성 

심장초음파 결과를 바탕으로 LVEF 보존군과 LVEF가 감소군으로 

나눈 환자의 특성은 표 1에 요약하였다. 116명의 DMD 환자 중 

84명(72.4%)은 LVEF 보존군 (LVEF>40%)으로 분류되었고, 

32명(27.6%)은 LVEF 감소군 (LVEF≤40%)으로 분류되었다. 전체 

코호트의 평균 연령과 질병 기간은 각각 20.8 ± 5.9세 (연령범위 

15-40세, 중간값 19세)와 8.8 ± 3.7년이었다. LVEF 보존군 환자에 

비해 LVEF 감소군 환자의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은 더 낮았고(103.3 

± 10.5 mmHg 대비 109.8 ± 15.7 mmHg, p=0.013 및 66.6 ± 8.3 

mmHg 대비 72.0 ± 13.5 mmHg, p=0.012), 맥박은 더 

느렸으며(85.5 ± 12.1 대비 94.4 ± 16.5, p=0.007), BNP 수치는 더 

높았다(90.3 ± 91.6 pg/ml 대비 26.0 ± 24.5 pg/ml, p<0.001). 또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ngiotensin-converting enzyme 

inhibitors; ACEi)(59.4% 대비 20.2%, p<0.001) 및 이뇨제(37.5% 

대비 7.1%, p<0.001)를 더 빈번히 사용했다. 질병 지속 기간, 연령, 

BMI 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에서 각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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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좌심실 박출률(LVEF) 감소 및 보존 환자의 기준 특성  

 

 

 

Total 

Preserved 

LVEF 

(EF>40%) 

Reduced 

LVEF 

(EF≤40%) 
p 

(N=116) (N=84) (N=32) 

Age, yrs               20.8 ± 5.9 20.1 ± 5.0 22.4 ± 7.6 0.133 

Disease duration, 

yrs 
8.8 ± 3.7 9.1 ± 3.6 8.2 ± 4.1 0.260 

BMI, kg/m2               16.7 ± 5.1 16.5 ± 5.1 17.1 ± 5.0 0.599 

Systolic BP, 

mmHg              
108.0 ± 14.7 109.8 ± 15.7 103.3 ± 10.5 0.013 

Diastolic BP, 

mmHg  
70.6 ± 12.5 72.0 ± 13.5 66.6 ± 8.3 0.012 

Pulse rate         91.9 ± 15.9 94.4 ± 16.5 85.5 ± 12.1 0.007 

Ventilatory 

support 
110 (94.8%) 81 (96.4%) 29 (90.6%) 0.208 

BNP, pg/ml               43.8 ± 59.4 26.0 ± 24.5 90.3 ± 91.6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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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Preserved 

LVEF 

(EF>40%) 

Reduced 

LVEF 

(EF≤40%) 
p 

(N=116) (N=84) (N=32) 

Use of 

corticosteroid 
21 (18.1%) 15 (17.9%) 6 (18.8%) >0.999 

Cardiac 

medication 
    

ACEi            36 (31.0%) 17 (20.2%) 19 (59.4%) < 0.001 

ACEi or ARB         81 (69.8%) 50 (59.5%) 31 (96.9%) < 0.001 

BB              23 (19.8%) 15 (17.9%) 8 (25.0%) 0.547 

Diuretics       18 (15.5%) 6 (7.1%) 12 (37.5%) < 0.001 

Digoxin         7 (6.0%) 3 (3.6%) 4 (12.5%) 0.171 

CCB             5 (4.3%) 4 (4.8%) 1 (3.1%) >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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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초음파 특성 

평균 좌심실 이완기말 직경과 LVEF는 각각 42.5 ± 7.1 mm와 49.4 

± 14.8%이었다. LVEF 보존군에 비해 LVEF 감소군은 심실비대 

발생률이 높았고(43.8% 대비 8.3%, p<0.001), 좌심실 이완기말 

압력이 증가했으며(48.9 ± 7.1 mm 대비 40.0 ± 5.3 mm, p<0.001), 

수축기말 직경이 증가했다(41.8 ± 7.9 mm 대비 28.6 ± 5.1 mm, 

p<0.001). 또한 좌심실 크기가 증가했고(24.1 ± 7.1 mm 대비 19.9 

± 5.0 mm, p=0.005), 구획단축률 감소(FS<25%) 발생률이 

높았으며(93.8% 대비 19.0%, p<0.001), E파 속도가 감소했다(64.38 

± 13.52cm/s 대비 77.75 ± 15.69cm/s, p<0.001). E/A 및 E/e' 

비율에서 각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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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좌심실 박출률(LVEF) 감소 및 보존 환자의 심장초음파특성 

  

 
Total 

Preserved 

LVEF 

(EF>40%) 

Reduced LVEF 

(EF≤40%) p 

(N=116) (N=84) (N=32) 

Chamber size        < 0.001 

   Normal 88 (75.9%) 70 (83.3%) 18 (56.2%)  

   Small 7 (6.0%) 7 (8.3%) 0 (0.0%)  

   Enlarged 21 (18.1%) 7 (8.3%) 14 (43.8%)  

LVEDD, mm 42.5 ± 7.1 40.0 ± 5.3 48.9 ± 7.1 < 0.001 

LVESD, mm 32.4 ± 8.5 28.6 ± 5.1 41.8 ± 7.9 < 0.001 

IVTd, mm 7.0 ± 1.2 7.0 ± 1.3 7.1 ± 0.9 0.606 

IVTs, mm 9.7 ± 1.7 9.8 ± 1.8 9.2 ± 1.5 0.082 

Fractional 

shortening, % 
24.8 ± 8.9 28.7 ± 5.9 14.9 ± 7.2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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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Preserved 

LVEF 

(EF>40%) 

Reduced LVEF 

(EF≤40%) p 

(N=116) (N=84) (N=32) 

Reduced FS, 

<25% 
46 (39.7%) 16 (19.0%) 30 (93.8%) < 0.001 

LA diameter, 

mm 
21.1 ± 5.9 19.9 ± 5.0 24.1 ± 7.1 0.005 

LVEF, % 49.4 ± 14.8 56.9 ± 8.5 29.6 ± 8.0 < 0.001 

E wave velocity, 

cm/s* 
74.09 ±16.21 77.75 ± 15.69 64.38 ± 13.52 < 0.001 

A wave velocity, 

cm/s* 
50.28 ±15.40 52.01 ± 16.41 45.76 ± 11.44 0.063 

E/A ratio* 1.5 ± 0.5 1.6 ± 0.5 1.5 ± 0.4 0.346 

E/e'*           8.7 ± 2.2 8.7 ± 2.2 8.8 ± 2.1 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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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결과 및 독립 예측변수 

평균 추적 기간은 1708 ± 659일이었다. 그림 1의 카플란-마이어 

곡선은 좌심실 수축 기능에 따른 생존률과, 복합 사건 발생률을 

보여준다. LVEF 감소군은 LVEF 보존군보다 6년 전체 생존율(81.3% 

대비 98.8%, 로그 순위 p=0.005, 그림 1A)이 낮고, 복합 사건의 

발생률(65.6% 대비 86.9%, 로그 순위 p=0.005, 그림 1B)이 높게 

나타났다. 예후 인자로써 LVEF 감소(LVEF≤40%)가 단변량 

분석에서는 임상 결과와 유의하게 연관되었지만, 다변량 분석에서 

LVEF 감소는 전체적 생존 및 복합 사건의 독립 예측변수로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한편, BNP 수치(adjusted HR 1.088, 95% CI 

1.019–1.162, p=0.011)와 이뇨제 사용(adjusted HR 9.279, 95% CI 

1.651–52.148, p=0.011)은 다양한 교란변수를 조정한 후에도 DMD 

환자의 전반적인 생존에 대한 유의한 예측 변수였다(표 3). 또한, 

복합사건에 대한 다변량 분석에서도 BNP 수치(adjusted HR 1.057, 

95% CI 1.005–1.112, p=0.032)와 이뇨제 사용(adjusted HR 4.189, 

95% CI, 1.704–10.296, p=0.002)은 유의한 예측 변수였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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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MD 환자에서 좌심실 박출률(LVEF)에 따른 (A)전반적인 생

존율과 (B)복합 사건으로부터의 자유도를 나타내는 카플란-마이어 곡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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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DMD 환자의 모든 원인 사망에 대한 독립적인 예측인자 

 

Death 
Univariate  
(HR and 
95%CI) 

p 
Full model  
(HR and 
95%CI) 

Final model  
Stepwise  

backward 
elimination  

(HR and 95%CI) 

Age 0.934  
(0.786–1.111) 0.443   

Body mass index 
1.025  

(0.888–1.185) 0.732   

Systolic blood 
pressure 

0.979  
(0.928–1.033) 0.437   

Diastolic blood 
pressure 

0.991  
(0.929–1.057) 0.783   

Pulse rate 0.979  
(0.932–1.028) 0.391   

Reduced LVEF 17.970 
(2.160–149.464) 0.008 6.017 

(0.179–202.731) 
 

BNP (per 10) 1.121 
(1.057–1.190) <0.001 1.059 

(0.959–1.168) 
1.088 

(1.019–1.162) 

ACEi 5.701 
(1.105–29.403) 0.038 1.253 

(0.181–8.701) 
 

Beta blocker 1.582 
(0.306–8.186) 0.585   

Diuretics 13.751 
(2.662–71.039) 0.002 4.826 

(0.552–42.175) 
9.279 

(1.651–52.148) 

Digoxin 2.881 
(0.346–23.979) 0.328   

Corticosteroid 3.411 
(0.763–15.250) 0.108 1.285 

(0.206–8.003) 
 

Reduced  
Fractional 
shortening 

9.918 
(1.193–82.481) 0.034 0.817 

(0.023–29.272) 
 

IVTd 1.008 
(0.539–1.885) 0.980   

IVTs 0.830 
(0.531–1.298) 0.414   

LA diameter 1.173 
(1.061–1.298) 0.002 1.003 

(0.87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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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DMD 환자에서 복합 사건의 독립적인 예측인자  
 

Death 
Univariate  
(HR and 
95%CI) 

p 
Full model  
(HR and 
95%CI) 

Final model  
Stepwise  

backward 
elimination  

(HR and 95%CI) 

Age 1.042 
(0.983–1.106) 0.168 1.055 

(0.986–1.128) 
1.062 

(0.998–1.131) 

BMI 0.966 
(0.887–1.053) 0.436   

SBP 0.994 
(0.965–1.024) 0.698   

DBP 0.974 
(0.937–1.012) 0.177 0.979 

(0.931–1.028) 
 

Pulse rate 0.993 
(0.967–1.020) 0.628   

Reduced LVEF 3.111 
(1.345–7.194) 0.008 0.980 

(0.242–3.963) 
 

BNP (per 10) 1.076 
(1.030–1.012) <0.001 1.049 

(0.976–1.128) 
1.057 

(1.005–1.112) 

ACEi 1.519 
(0.649–3.559) 0.335   

Beta blocker 2.058 
(0.835–5.075) 0.117 0.843 

(0.263–2.702) 
 

Diuretics 4.177 
(1.780–9.799) 0.001 3.818 

(1.270–11.483) 
4.189 

(1.704–10.296) 

Digoxin 0.777 
(0.104–5.778) 0.805   

Corticosteroid 1.410 
(0.520–3.823) 0.948   

Reduced  
Fractional 
shortening 

3.042 
(1.273–7.270) 0.012 1.677 

(0.408–6.891) 
 

IVT diastole 0.941 
(0.665–1.330) 0.729   

IVT systole 0.833 
(0.649–1.071) 0.154 0.862 

(0.63–1.172) 
0.794 

(0.607–1.039) 

LA diameter 1.058 
(0.980–1.143) 0.147 0.994 

(0.909–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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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DMD 환자에게 있어 심장 기능이상과 불량한 예후의 연관성에 대한 

다양한 보고들이 있지만 심장 관련 장기 임상 결과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DMD 환자 116명에 대해 심장 

기능이상에 따른 장기 임상결과를 확인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좌심실 수축 기능이 감소된 DMD 환자는 좌심실 수축 

기능이 보존된 DMD 환자와 비교하여 장기 추적 관찰에 따른 

사망률과 심혈관 사건 발생률이 더 높았다. 둘째, DMD 환자에게서 

이뇨제 사용과 BNP 수치가 생존 및 심혈관 복합 사건의 독립 

예측변수로써 작용하였다. 좌심실 수축 기능 감소는 사망률과 심혈관 

사건에 대해 유의한 예측변수가 아니었다.  

현대 심폐 치료법의 발전으로 DMD 환자의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나(3,14)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각각의 연구 규모에 따라 DMD 

환자의 전체 사망률은 여전히 높다. 최근 연구에 따른 DMD 환자의 

사망률은 5%에서 24%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약 

50명정도의 DMD 환자를 대상으로 1년이내의 경과를 분석한 소규모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8,15–17). 본 연구는 단일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DMD 환자 116명에 대한 장기간의 추적 관찰 연구로서, 이는 

단일기관으로서는 가장 많은 DMD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추적 기간 동안 7명의 사망자(6%)가 발생했으며, 이 중 

6명(85%)은 LVEF 감소군 환자였다. 또한 심혈관 사건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입원은 LVEF 감소군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울혈성 심부전 유무가 DMD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DMD 환자 57명의 임상 결과를 보고한 Wang 등의 결과와 

유사하다(17). 그들은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DMD 환자는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환자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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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심실 기능 장애의 기준을 현행 지침에서 권장하지 않는 

구획단축률(FS)을 사용하여 분석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LVEF를 변수로 사용하였고 단변량 분석 결과 LVEF 

감소는 임상 결과의 독립 예측 변수였다(1차 평가변수: HR 17.970, 

95% CI 2.160-149.464, 2차 평가변수: HR 3.111, 95% CI 

1.345-7.194). 그러나 다변량 콕스 회귀 분석에서 LVEF 감소의 

통계적 유의성은 소실된 반면 이뇨제 사용과 BNP 수치가 임상 

결과의 독립 예측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분석으로 인해, LVEF 감소와 

임상 경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검정력이 부족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LVEF 감소에 비해 

이뇨제 사용과 BNP 수치가 임상 결과에 대한 독립 예측변수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DMD환자에게 이뇨제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 현재 치료지침에서는 

DMD환자의 심근병증에 대한 치료 및 심혈관 질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칼륨 절약 이뇨제 중의 하나인 에플레레논(Eplerenone)을 

권장하고 있다(5,18). 그러나 이는 LVEF 보존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LVEF 감소군을 포함하여 DMD 환자에게 

일반적인 이뇨제를 사용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부족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이뇨제의 사용과 관련하여 LVEF 보존군에서는 

사망률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LVEF 감소군에서는 이뇨제를 

사용한 환자의 사망률이 사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하여 더 

높았다(42.6% 대비 5%, p=0.029). 또한 이뇨제 사용은 전체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다변량 콕스 회귀 분석에서 복합 사건에 대한 

독립 예측변수로서 확인되었다(1차 평가변수: adjusted HR 9.279, 

95% CI 1.651–52.148, p=0.011, 2차 평가변수: adjusted HR 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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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1.704–10.296, p=0.002). 물론 이뇨제가 더 치명적인 

환자에게 사용되었을 가능성과 또는 약물 자체가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뇨제는 LVEF가 감소한 DMD 

환자에게는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BNP 수치 증가는 임상 결과의 독립 예측 변수였다(1차 

평가변수: adjusted HR 1.088, 95% CI 1.019–1.162, p=0.011, 2차 

평가변수: adjusted HR 1.057, 95%CI 1.005–1.112, p=0.032). BNP 

수치는 DMD 환자의 좌심실 충만압 및 좌심실 수축 기능 이상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7). 그러나 다양한 연구에서 DMD 환자의 

BNP 수치와 심혈관 결과 사이의 연관성에 불일치가 보고되면서 

BNP 수치만으로 임상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6,7,19). 이러한 연관성의 불일치에 대한 설명으로는 

최근 DMD 환자에게 있어 인공호흡기 사용의 일반화와 같은 심폐 

치료법의 향상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서, Demachi 등은 근디스트로피와 특발성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의 좌심실 기능 장애와 BNP 수치 사이의 차별적 연관성을 

보고했다(20). 저자들은 특발성 확장성 심근병증이 있는 환자들이 

유사한 좌심실 이완기말 직경을 가진 근디스트로피 환자들에 비해 

BNP 수치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흥미로운 점은 특발성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 중 누구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은 반면, 

근디스트로피 환자 중 55%는 연구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에 대한 저자들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DMD환자군에서 인공호흡기의 영향으로 좌심실 부담이 낮아짐으로 

인해 BNP 수치도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측하였다(3,20,21). 바꿔 말하면, 이것은 DMD환자가 인공호흡기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BNP 수치가 높은 경우 심부전 악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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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임상 결과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 등록된 DMD 환자의 94.8%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였다. 

전체 환자군의 평균 BNP 수치는 43.8 ± 59.4 pg/ml이었다. LVEF 

보존군에서 평균 BNP 수치는 20세 모집단의 정상 남성에서 이전에 

보고된 BNP 수치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고(22), LVEF 

감소군에서는 BNP 수치가 LVEF 보존군 및 정상 남성에서의 BNP 

수치보다 높았다(22). 또한 본 연구에서 추적중 사망한 환자의 BNP 

수치는 136.0 ± 115.3 pg/ml이었다. DMD 환자에서도 간혹 높은 

BNP 수치가 확인되지만 DMD 환자의 BNP 수치는 일반적으로 

심부전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관찰되었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DMD 환자에서 BNP 수치 증가와 사망률의 연관성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23).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로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DMD 환자의 경우 BNP 수치 

상승이 좋지 않은 예후 요인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 치료지침에서는 DMD 환자의 심혈관 사건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ACEi, 무기질코르티코이드 수용체 

차단제 및 베타 차단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5). Gernot 등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로 치료한 DMD 환자는 스테로이드 비치료군에 

비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과 심근병증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다(16). ACEi 중 페린도프릴은 DMD 환자에서 LVEF의 진행을 

방지하고 사망률을 감소시켰다(24,25). 그러나 이전 연구들은 

LVEF가 보존된 DMD 환자에 대하여 시행한 결과로써, LVEF가 

감소한 DMD 환자의 심혈관 약물의 효능은 불충분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ACEi,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 ARB) 및 이뇨제를 포함한 심혈관 약물이 EF 보존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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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 감소군에서 자주 사용되었지만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양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어 결과는 주의 깊게 그리고 연구의 

일부 한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드문 질환인 

DMD에 대한 비무작위배정, 관찰 및 단일 기관 연구였기 때문에 

편향의 우려가 높다. 그러나 단일 기관을 통한 추적관찰을 통해 

임상검사실 및 심장 초음파 데이터의 분석에 일관성이 유지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진행된 기관은 3차 

의료기관으로서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 및 호흡기 질환을 위한 높은 

수준의 치료를 받았다. 둘째, 현재 지침에서 권장하는 바와 같이 

DMD 환자는 좌심실 수축 기능 이상의 심각도에 따라 구분되었지만 

심장 초음파 분석만으로는 심장 자기 공명 영상 기술보다 열등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DMD 환자의 좌심실 수축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더 나은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장기 수집된 단일기관의 환자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된 

것으로 불가피하게 최신 치료 방침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례로, 스테로이드 치료는 DMD환자에게 있어 

사용이 권고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약 18%의 환자에게만 

사용되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BNP 

수치 증가는 독립적으로 임상 결과를 예측했다. 그러나 치료 후 BNP 

수치의 변화와 이것이 임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BNP 변화와 임상경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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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DMD환자의 심근기능 이상에 따른 장기 임상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DMD환자의 심근기능 이상은 중요한 

사망원인임에도 불구하고 DMD의 희귀성과 그에 따른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 심근 기능이상에 따른 장기 임상 결과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LVEF 가 감소된 DMD 

환자가 LVEF가 보존된 DMD 환자보다 장기 임상 결과가 불량함을 

보고하였다. 이는 단일기관으로서는 최대 규모로 진행된 심근기능 

이상에 따른 장기 임상 결과로서, DMD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연구자들에게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 상황을 제시하였다. 또한, 

DMD환자에게 있어 BNP 수치 상승과 이뇨제 사용은 LVEF에 

관계없이 불량한 예후 인자로서 치료 중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DMD환자의 치료 방법 개선으로 인해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필연적으로 심근 기능이상이 진행됨에 따라 불량한 예후가 

예상된다. 따라서 심근 기능이상 동반이 예상되는 DMD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하여 BNP 수치 변화 및 약제 사용에 따른 치료 반응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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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s 

Despite advances in contemporary cardiopulmonary therapies, 

cardiomyopathy remains the leading cause of death in patients with 

Duchenne muscular dystrophy (DMD). Also, the long-term clinical 

outcomes of patients with DMD and cardiomyopathy is unknown. This 

study investigated long-term clinical outcome and its associated factors 

in patients with DMD. 

Methods 

A total of 116 patients with DMD (age> 15 years) were enrolled in this 

retrospective study. All enrolled patients were followed up at a single 

tertiary referral hospital. LV systolic dysfunction was dichotomously 

defined as reduced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LVEF) ≤40%] vs. 

preserved [>40%]. The primary endpoint was all-cause death. The 

secondary endpoint was a composite event defined as death or 

unexpected hospitalization due to cardiovascular events. 

Results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preserved (n=84) and reduced LVEF 

groups (n=32). The mean age was 20.8 ± 5.9 years, mean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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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8.8 ± 3.7 years, and mean follow-up duration, 1708 ± 659 days. 

The reduced LVEF group showed a lower rate of overall survival (81.3% 

vs. 98.8%, log-rank p=0.005). The reduced LVEF group had a lower rate 

of freedom from composite events than the preserved LVEF group 

(65.6% vs. 86.9%, log-rank p=0.005). In the multivariable Cox 

regression analysis, brain-natriuretic peptide (BNP) level (adjusted 

hazard ratio [HR] 1.088, 95% confidence interval [CI] 1.019–1.162, 

p=0.011) and diuretic use (adjusted HR 9.279, 95% CI 1.651–52.148, 

p=0.011)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all-cause death in patients with 

DMD. 

Conclusions 

Patients with DMD and reduced LVEF had worse clinical outcomes than 

those with preserved LVEF. BNP level and diuretic use were associated 

with adverse clinical outcomes in patients with late stage DMD, 

irrespective of LV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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