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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가와사끼병으로 진단받았으나 치료하기 전 자연적으로 열이 떨어지는 환자가 간혹 발생

한다. 이 때 열과 상관없이 치료를 곧바로 시작할지, 다음 발열까지 기다려 볼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기 가와사끼병의 자연해열을 예측해 보고, 자연해

열 시 관상동맥 합병증의 발생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6년 1월에서 2019년 12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발열 10일 이내 급성기 가와사

끼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137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급성기 치료는 정맥 내 면역글로불

린(Intravenous immunoglobulin; IVIG) 2g/kg 및 저용량 아스피린(3~5mg/kg/day) 투

여를 기본으로 하였다. 가와사끼병 진단 후 48시간 이상 체온이 37.5도 미만으로 지속

되는 경우 자연해열로 판단하고 IVIG 투여를 시행하지 않았다. 관상동맥류는 Olivieri 

등의 연구를 기준으로 Z-score 2.5 이상인 경우로 정의했다.

자연해열 집단에는 94명(6.9%)의 환자들이 포함되었다. 자연해열 집단과 IVIG 치료

집단을 비교했을 때 관상동맥류는 급성기(8.0% vs. 4.3%, p = 0.124), 아급성기(5.7% 

vs. 4.6%, p = 0.593)와 관해기(2.4% vs. 2.2%, p = 0.924)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연해열 집단에서 발생한 관상동맥류는 모두 작은 범위에 있었고, 중등도 이상

확장된 경우는 없었다.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자연해열을 의미 있게 예측한 항목은 완전

형 발현 (OR = 0.367, 95% CI = 0.159-0.847, p = 0.019), 중성구 분획(%)(OR = 

0.957, 95% CI = 0.937-0.978, p <0.001), 및 혈청 C-reactive protein(CRP) 수치

(OR = 0.771, 95% CI = 0.677-0.879, p <0.001) 였다.

가와사끼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불완전형 발현을 보이며 낮은 중성구 분획, 낮은 혈청

CRP 수치를 보이면 자연해열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또한 발열 10일 이내 자연

히 해열이 된 가와사끼병 환자에게 IVIG 및 중등도 용량 이상의 아스피린 없이 48시간

이상 관찰하였을 때 재발이나 중등도 이상의 관상동맥류가 없는 등 좋은 결과가 나타났

다. 자연해열된 가와사끼병 환자에게 이런 방침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추후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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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와사끼병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 열성 혈관염으로 관상동맥 합병증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이 질환은 5일 이상의 발열과 몸의 발진, 손과 발의 발적과

부종, 결막 충혈, 붉은 입술과 딸기혀, 경부 임파선 비대 등 5가지 증상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이런 증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진단이 늦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열이 떨어지기도

한다. 2012년 개정된 일본 소아심장-심장외과 학회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증상이 덜

심각하거나 열이 저절로 해소된 경우, 일본 보건부 지침이나 의사가 속한 기관의 질환

중증도 기준을 고려해서 정맥 내 면역글로불린 주사(Intravenous immunoglobulin; 

IVIG)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1 미국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발열이 시작된 지

10일 이내 열이 떨어지면 투여하지 않도록 권고했다.2 이탈리아 소아청소년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자연적으로 해열된 경우 IVIG 투여를 하지 않도록 조언했다.3 그러나

이 권고안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IVIG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의 예후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자연해열 시 가와사끼병 환자의 관상동맥 합병증 발생률은

9.9%에서 18.9%까지 나오기도 한다.4,5 불완전 가와사끼병으로 의심되었다가 IVIG 

치료 없이 해열된 환자에서 거대 관상동맥류를 보인 증례도 보고된 바가 있다.6

이에 우리는 가와사끼병 급성기에서 자연해열을 예측해보고, 자연해열 시 관상동맥

합병증의 빈도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2. 방법

2.1. 대상

2006 년 1 월에서 2019 년 12 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 급성기 가와사끼병으로 진단받아

입원하였던 1371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발열이 시작된 지 10 일 이후에 가와

사끼병으로 진단받거나 급성기 이후 재내원하지 않은 환자는 배제하였다. 가와사끼병의

진단기준은 2004 년 미국심장학회의 기준(표 1)에 따랐으며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를 완

전형 발현으로 정의했다. 2 불완전 발현은 5 일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다른 열성질환의

원인 없이 5 가지 중 2 또는 3 개의 임상증상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불완전

가와사끼병은 AHA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단하였다. 발열 10 일 이내에 IVIG 치료 없이

자연해열된 환자들을 자연해열 집단, 열이 지속되어 IVIG 치료를 시행한 환자들을 IV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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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나누었다. 다른 연구를 참고하여 자연 해열된 가와사끼병 환자가 급성기에 없

던 관상동맥 합병증이 생기거나 진행성의 전신염증반응이 의심되어 IVIG 를 투여하는 경

우를 indolent 가와사끼병으로 분류하였다.4

2.2. 급성기 가와사끼병 치료원칙

본원의 급성기 치료 원칙은 2g/kg 의 IVIG 와 5mg/kg/day 의 저용량 아스피린을 함께

투여하는 것이다. 가와사끼병으로 진단된 환아는 입원하여 고막체온계 상 체온이 37.5

도 이상인 경우 IVIG 치료를 받았고, 입원 후 48 시간 이상 37.5 도 미만인 경우 자연해

열로 판단하고 IVIG 를 투여받지 않았다. 해열과 상관없이 모든 가와사끼병 환자는 진단

후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도록 하였다. 

2.3. 자료수집

의무기록을 통해 입원 시 나이, 성별, 가족력, 재발성, 키, 몸무게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가와사끼병에 해당하는 증상(표 1)을 수집하였다. 또한 첫 IVIG 치료를 하기 전 또는 발

열이 있는 상태의 진단 시점에 시행한 혈액 및 소변검사결과, 심장초음파를 통한 관상동

맥 측정치를 수집하였다.

관상동맥의 Z score 계산은 2009 년 미국심초음파학회지에 발표된 내용을 이용하였다.7

3 개의 주요 관상동맥 중 하나라도 Z score 가 2.5 이상인 경우 관상동맥류로 정의했다.

좌측 주요 관상동맥은 분지 직전의 지름은, 좌전하행 관상동맥은 분지 후 vessel 이 명

확히 보이는 부위의 지름을, 우측 관상동맥은 기시부에서 3-5mm 거리의 지름을 측정하

였다. 관상동맥의 측정은 소아심장 전문의 1 명이 시행, 확인하였다.

2.4. 통계

통계학적 분석을 위해 SPSS version 21.0 을 사용하였다. 두 집단의 범주형 변수에 대

한 비교는 Pearson’s chi-square test, 연속형 변수에 대한 비교는 Student t-test 를

이용하였다. 자연해열의 예측을 위해 인구학적 특성 및 증상, 검사결과를 변수로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유의하게 나타난 요인을 대상으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시행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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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자연해열집단과 IVIG집단의 특성, 증상, 실험실 검사 비교

1371명 중 94명(6.9%)이 가와사끼병 진단 후 자연적으로 열이 내렸다. 열이 나지 않아

IVIG 투여없이 퇴원 후 발열로 재차 입원했던 환자는 1명이었고 IVIG 집단에 포함되었

다.

전체 환자군과 자연해열 집단, IVIG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증상, 혈액 및 소변 검사결과

를 표 2에 정리하였다. 전체 대상의 나이와 IVIG 집단의 나이는 각각 2.62 ± 2.0세(1

개월~15세)였고 자연해열 집단의 나이는 2.48 ± 2.05세(2개월~12세)로 큰 차이가 나

지 않았다. 전체 대상과 IVIG 집단의 발열기간은 모두 7.3 ± 2.9일, 자연해열 집단은

5.5 ± 1.7일이었다. 인구학적 특성과 진단기중 상 증상 중 재발성과 발진, 완전형 발현

은 자연해열 집단에서 유의하게 적었다. 혈액과 소변 검사에서는 헤마토크릿, 혈소판, 혈

청 단백질을 제외한 요인들이 두 집단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2. 자연해열 집단과 IVIG 집단의 관상동맥류 비교

각 시기에 측정된 두 집단의 관상동맥 양상이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급성기에 자연해열

집단이 IVIG 집단보다 오른쪽 관상동맥의 직경(1.83±0.41mm vs. 1.99±0.49mm, p = 

0.004)과 Z-score (-0.18±1.0mm vs. 0.22±1.05mm, p = 0.001)가 유의하게 작았

다. 회복기에서는 자연해열집단의 오른쪽 관상동맥 직경이 유의하게 작았다(1.73±

0.37mm vs. 1.84±0.50mm, p = 0.047). 두 집단의 관상동맥류 발생률는 급성기 (7.4% 

vs. 2.5%, p = 0.124), 아급성기 (5.7% vs. 4.6%, p = 0.593)와 관해기 (2.4% vs. 

2.2%, p = 0.924)에 모두 차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해열 집단에서 급성기 이후 관상동맥류가 생긴 환자가 4명이고 해열

후 재발열 등 전신염증반응으로 IVIG를 투여한 환자는 IVIG집단에 포함된 1명이었다. 

indolent 가와사끼병은 재발열이 있던 1명을 자연해열 집단에 더한 95명 중 5명으로

5.3%였다. 재발열로 IVIG 치료를 시행했던 1명은 회복기까지 관상동맥류가 없었다. 다

른 4명은 모두 작은 관상동맥류 범위 이하였다.

두 집단 내의 관상동맥 발생 양상을 그림 1에 정리하였다. 급성기에 관상동맥류로 진단

된 자연해열집단 환자들 7명은 회복기에는 모두 회복되었다. 반면 IVIG 집단에서 급성

기에 관상동맥류가 생긴 32명 중 3명은 회복기에도 관상동맥류가 있었다. 자연해열집단

의 4명은 관상동맥류가 아급성기에 발생하였고 그 중 2명은 이후 회복되었다. IVIG 집



4

단에서는 아급성기에 46명이 관상동맥류가 발생하였고 28명이 이후 회복되었다. 회복기

에는 IVIG 집단에서만 6명의 관상동맥류 환자가 발생했다. 자연해열 집단에서 발생한

관상동맥류는 모두 작은 관상동맥류 범위(Z score 2.5~5.0)에 있었고, 중등도 이상 확

장된 경우는 없었다.

3.3. 자연해열 집단 내 비교

자연해열 집단에서 한번이라도 관상동맥류가 나타났던 환자 11명과 합병증이 없던 환자

83명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징과 증상, 혈액 및 소변 검사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4) 대상의 나이와 몸무게 및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alanine 

aminotransferase(ALT)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연해열 집단 내 관상동맥류 예측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3.4. 급성기 가와사끼병 환자의 자연해열 예측

두 집단 간 단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인자를 추려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행한 것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대상의 나이,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과

발진을 제외한 각각의 증상들은 단변량 회귀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자연해열을 의미 있게 예측한 인자들은 완전형 발현 (OR =0.367, 95% CI 

=0.159-0.847, P =0.019), 중성구 분획(%) (OR =0.957, 95% CI =0.937-0.978, P 

<0.001), 및 혈청 C-reactive protein (CRP) 수치 (OR =0.771, 95% CI =0.677-

0.879, P <0.001) 였다.

4. 논의

본 연구에서 자연해열된 가와사끼병 집단과 IVIG로 치료받은 가와사끼병 집단의 관상동

맥류 발생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연해열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증상

이 2-3가지만 있는 불완전 발현과 낮은 중성구 분획, 낮은 혈청 CRP 수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4.1. 자연해열 집단과 IVIG 집단의 관상동맥류 비교

관상동맥류의 발병률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자연해열 집단의 관상동맥류는



5

모두 작은 것이었다. Takahashi 등의 연구에서는 968명의 가와사끼병 환자 중 71명이

저절로 해열되었고 자연해열 집단과 IVIG 집단 사이 관상동맥 합병증 발생률이 의미있

게 차이나지 않았다. 4 이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다르게 자연해열집단의 관상동맥류가 중

간 크기거나 거대 동맥류인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indolent 가와사끼병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그에 해당하는 8명의 환자 중 6명이 급성기 후 관상동맥 합병증을 나타냈고

IVIG 치료 후 1명을 제외하고는 호전되었다고 보고했다. 자연해열된 환자 19명의 후기

관상동맥 합병증에 대해 심초음파와 혈관조영 CT로 평가한 Dusad 등은 유의한 관상동

맥 합병증이 보이지 않았다고 발표했다.8 반면, 발열 10일 이내 자연해열된 37명의 가와

사끼병 환자와 IVIG 치료를 받은 256명의 환자를 비교한 Hu 등의 연구에서는 발병 4

주째 관상동맥 합병증 발생률이 자연해열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했다. 5 이 연

구에서는 거대동맥류는 없었다. 그러나 대상에서 불응성 가와사키병 환자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IVIG 집단의 예후가 비교적 좋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4.2. 급성기 가와사끼병의 자연해열 예측인자

불완전 가와사끼병과 낮은 중성구 분획, 낮은 CRP 수치가 자연해열과 연관 있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 가와사끼병 환자의 자연해열에 대한 연구 중 예측인자를 분석한 것은 본

연구가 최초이다. 3가지 요인 중 불완전 발현은 다른 연구에서도 자연해열집단에서 많이

관찰되었다. Takahashi 등의 연구에서 불완전 발현은 자연해열집단의 59.2퍼센트로

IVIG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Hu의 연구에서도 유의하지는 않으나 자연해열집단에

서 더 많은 비율을 보였다.4,5 Dusad의 연구에서도 자연해열 환자 19명 중 16명이 불완

전 가와사끼병이었다.8

급성기 가와사끼병에서 염증을 반영하는 인자들의 상승은 흔하며 과립구 우세의 백혈구

증가증과 적혈구 침강 속도(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 및 CRP 상승 등이

있다.9 관상동맥류의 고위험군인 불응성 가와사끼병을 예측하기 위해 이러한 혈액 및 소

변 검사를 포함한 임상 지표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급성기 염증 관련 인자들이 나타난다. 

Kobayashi 등의 연구에서는 중성구 분획과 CRP가, Egami 등의 연구와 Sano 등의 연

구에서는 CRP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0-12 본 연구에서는 중성구와 CRP가 자연해

열 집단에서 의미있게 낮았다. 따라서 자연해열 집단의 염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열

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관상동맥류가 유의하게 적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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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아스피린의 사용

Takahashi 등의 연구에서는 가와사끼병 치료 방침 중 급성기 치료로 IVIG와 함께

30mg/kg/day의 아스피린이 명시되어 있었고, 다른 연구에서는 자연해열 시 아스피린의

사용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그러나 발열이 없어 IVIG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중등도 용

량 이상의 아스피린을 쓴다면 해열 효과로 인해 발열이 가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

리 기관에서는 급성기 가와사끼병 진단 시 처음부터 저용량 아스피린을 쓰도록 한다. 그

러므로 아스피린에 의한 해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자연적으로 열이 떨어지는지 확인하

기 적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급성기 가와사끼병에서 진단 후 발열이 없다면, 발열을 가릴

수 있는 중간 또는 고용량의 아스피린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IVIG 없이 48시간 이

상의 해열을 기다려볼 수 있겠다.

4.4. 한계

이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대상의 선택에 대해 AHA 가이드라인

에 따랐지만 증상으로 진단하는 병이다 보니 다른 자가회복 열성 질환과 겹쳤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권한 대로 자연해열 시 IVIG를 쓰지

않는 방침을 시행하였는데, 자연해열된 환아에서 IVIG를 사용했을 때 관상동맥 합병증

이 유의하게 감소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있다면 더 좋은 방침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자연해열 집단과 IVIG 집단의 관상동맥류 발생은 큰 차이가 없었고 낮은

중성구 분획, 낮은 CRP 수치가 자연해열의 예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열 10일

이내 자연히 해열이 된 가와사끼병 환자에게 IVIG 및 중등도 용량 이상의 아스피린 없

이 48시간 이상 관찰하였을 때 재발이나 중등도 이상의 관상동맥류가 없는 등 좋은 결

과가 나타났다. 자연해열된 가와사끼병 환자에게 이런 방침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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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와사끼병의 진단기준

5일 이상 지속되는 발열

다음 다섯 가지 중 4 항목 이상

1. 입술, 입 안의 변화: 입술의 홍조 및 균열, 딸기 혀, 구강 점막 홍조

2. 화농이 없는 양측 결막 충혈

3. 다양한 형태의 발진

4. 급성기: 손발의 발적 및 부종 / 아급성기: 손발톱 주변 낙설

5. 경부 림프절 비대 (지름 ≥1.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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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의 특징과 두 집단의 비교

특징
전체 환자

n = 1371

자연해열집단

n = 94

IVIG 집단

n = 1277
P value

Age, years 2.62 ± 2.0 2.48 ± 2.05 2.64 ± 2.0 0.477

Male 504 (58.6) 58 (61.1) 746 (58.4) 0.533

Family history 10 (0.7) 0 (0.0) 10 (0.8) 0.389

Recurrence 53 (3.9) 0 (0.0) 53 (4.2) 0.044

Body weight, kg 13.5 ± 5.8 13.7 ± 9.8 13.6 ± 5.8 0.841

Height, cm 90.4 ± 16.8 87.3 ± 18.8 90.5 ± 16.7 0.071

진단기준

Conjunctivitis 1310 (95.6) 88 (92.6) 1222 (95.7) 0.346

Red lips/oral mucosa 1252 (91.3) 82 (86.3) 1170 (91.6) 0.145

Rash 1175 (85.7) 69 (72.6) 1106 (86.6) <0.001

Cervical lymphadenopathy 886 (64.6) 54 (56.8) 832 (65.2) 0.132

Changes in extremities 1195 (87.2) 76 (80.0) 1119 (87.6) 0.058

Complete presentation 1188 (86.7) 72 (75.8) 1116 (87.4) 0.003

BCG site reaction 615 (44.9) 46 (51.7) 569 (49.3) 0.516

혈액 및 소변 검사

Days of illness at exam 5.46 ± 1.45 5.27 ± 1.67 5.47 ± 1.43 0.185

WBC, ×103/µL 13.5 ± 4.83 11.6 ± 4.3 13.6 ± 4.8 <0.001

Neutrophil, % 61.6 ± 16.5 46.8 ± 15.8 62.7 ± 16.0 <0.001

Hemoglobin, g/dL 11.4 ± 1.1 11.7 ± 1.1 11.3 ± 1.1 0.003

Hematocrit 34.2 ± 3.1 34.6 ± 3.2 34.2 ± 3.1 0.217

Platelet, ×103/µL 346.5 ± 108.6 337.5 ± 122.1 347.2 ± 107.6 0.411

ESR, mm/hour 64.5 ± 26.9 51.5 ± 26.6 65.4 ± 26.7 <0.001

Protein, g/dL 6.7 ± 0.7 6.7 ± 0.6 6.7 ± 0.7 0.865

Albumin, g/dL 3.4 ± 0.5 3.6 ± 0.4 3.4 ± 0.5 <0.001

AST, IU/L 74.7 ± 127.1 38.7 ± 28.9 77.5 ± 131.2 0.004

ALT, IU/L 89.8 ± 134.4 33.8 ± 60.8 94.1 ± 137.6 <0.001

Total bilirubin, mg/dL 0.66 ± 0.79 0.41 ± 0.41 0.68 ± 0.81 0.001

Na+, mmol/L 136.4 ± 2.8 137.7 ± 2.4 136.3 ± 2.8 <0.001

C-reactive protein, mg/dL 8.01 ± 6.28 3.30 ± 3.06 8.47 ± 6.32 <0.001

BNP, pg/mL 105.0 ± 212.0 25.7 ± 27.9 111.2 ± 218.8

Log-BNP 1.60 ± 0.58 1.18 ± 0.47 1.63 ± 0.58 <0.001

Pyuria 340 (24.8) 11 (12.6) 329 (31.0) <0.001

Data are repor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WBC, white blood cell;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BNP, brain natriuretic pep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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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시기별 두 집단의 관상동맥 양상

자연해열 집단

n = 94

IVIG 집단

n = 1277
P value

급성기

LMCA, mm 2.39 ± 0.58 2.34 ± 0.48 0.375

Z score 0.50 ± 1.15 0.40 ± 1.01 0.388

LAD, mm 1.82 ± 0.41 1.91 ± 0.46 0.075

Z score 0.15 ± 1.05 0.40 ± 1.16 0.062

RCA, mm 1.83 ± 0.41 1.99 ± 0.49 0.004

Z score -0.18 ± 1.0 0.22 ± 1.05 0.001

CAA 7 (7.4) 32 (2.5) 0.124

아급성기

LMCA, mm 2.29 ± 0.42 2.38 ± 0.47 0.089

Z score 0.35 ± 0.90 0.45 ± 0.98 0.357

LAD, mm 1.84 ± 0.44 1.91 ± 0.50 0.252

Z score 0.25 ± 1.11 0.33 ± 1.09 0.495

RCA, mm 1.79 ± 0.45 1.89 ± 0.58 0.107

Z score -0.27 ± 1.10 -0.10 ± 1.10 0.151

CAA 5 (5.3) 57 (4.5) 0.593

회복기

LMCA, mm 2.32 ± 0.42 2.31 ± 0.41 0.832

Z score 0.34 ± 0.89 0.23 ± 0.92 0.260

LAD, mm 1.86 ± 0.35 1.85 ± 0.42 0.866

Z score 0.23 ± 0.91 0.12 ± 0.97 0.311

RCA, mm 1.73 ± 0.37 1.84 ± 0.50 0.047

Z score -0.50 ± 0.96 -0.28 ± 0.99 0.055

CAA 2 (2.1) 27 (2.1) 0.924

Data are repor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LMCA, left main coronary artery; LAD, left anterior descending; RCA, right coronary artery; CAA, 
coronary artery aneury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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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연해열 집단 내 관상동맥류 유무에 따른 하위 집단의 특성

관상동맥류
없음

n = 83

있음

n = 11
P value

Age, years 2.31 ± 1.68 3.77 ± 3.73 0.026

Male 49 (59.0) 9 (81.8) 0.144

Body weight, kg 12.4 ± 4.1 16.2 ± 9.0 0.017

Height, cm 86.6 ± 15.2 99.5 ± 26.7 0.146

진단기준

Conjunctivitis 77 (92.8) 11 (100) 0.357

Red lips/oral mucosa 73 (88.0) 9 (81.8) 0.567

Rash 60 (72.3) 9 (81.8) 0.502

Cervical lymphadenopathy 48 (57.8) 6 (54.5) 0.836

Changes in extremities 68 (81.9) 6 (54.5) 0.466

Complete presentation 63 (75.9) 7 (63.6) 0.663

BCG site reaction 41 (49.4) 5 (45.5) 0.598

혈액 및 소변 검사

Days of illness at exam 5.2 ± 1.7 6.0 ±1.4 0.095

WBC, ×103/µL 11.8 ± 4.4 10.4 ± 3.7 0.313

Neutrophil, % 46.1 ± 16.0 51.6 ± 14.0 0.437

Hemoglobin, g/dL 11.7 ± 1.1 11.4 ± 1.0 0.719

Hematocrit 34.6 ± 3.3 34.3 ± 2.5 0.424

Platelet, ×103/µL 332.5 ± 114.7 379.3 ± 173.3 0.272

ESR, mm/hour 52.0 ± 26.4 43.9 ± 28.7 0.464

Protein, g/dL 6.7 ± 0.6 6.4 ± 0.7 0.190

Albumin, g/dL 3.6 ± 0.4 3.4 ± 0.5 0.189

AST, IU/L 40.0 ± 30.4 29.5 ± 8.5 0.016

ALT, IU/L 35.7 ± 64.4 19.1 ± 10.0 0.033

Total bilirubin, mg/dL 0.42 ± 0.43 0.37 ± 0.15 0.493

Na+, mmol/L 137.6 ± 2.3 138.7 ± 2.8 0.307

C-reactive protein, mg/dL 3.14 ± 3.06 4.54 ± 2.91 0.158

BNP, pg/mL 25.5 ± 28.4 27.1 ± 25.7 0.875

Log-BNP 1.17 ± 0.47 1.23 ± 0.50 0.781

Pyuria 11 (13.3) 0 (0) 0.255

Data are repor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WBC, white blood cell;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BNP, brain natriuretic pep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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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연해열의 예측인자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Univariate Multivariate

OR 95% CI P value OR 95% CI P value

Rash 0.427 0.263-0.693 0.001 1.104 0.475-2.567 0.818

Complete 
presentation

0.472 0.285-0.783 0.004 0.367 0.159-0.847 0.019

WBC 0.905 0.860-0.953 <0.001 0.955 0.886-1.029 0.223

Neutrophil 0.947 0.936-0.960 <0.001 0.957 0.937-0.978 <0.001

Hemoglobin 1.367 1.112-1.679 0.003 0.972 0.692-1.367 0.872

ESR 0.979 0.970-0.989 <0.001

Albumin 3.729 2.203-6.313 <0.001 2.209 0.903-5.408 0.083

AST 0.990 0.983-0.996 0.003

ALT 0.991 0.986-0.995 <0.001 0.997 0.993-1.002 0.240

Total bilirubin 0.371 0.198-0.693 0.002 1.285 0.612-2.697 0.508

Na+ 1.224 1.127-1.330 <0.001 1.108 0.974-1.261 0.119

C-reactive protein 0.717 0.657-0.783 <0.001 0.771 0.677-0.879 <0.001

Log-BNP 0.201 0.121-0.335 <0.001 0.724 0.357-1.467 0.370

Pyuria 3.064 1.606-5.847 0.001 0.622 0.270-1.433 0.265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WBC, white blood cell;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BNP, brain natriuretic pep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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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

After the diagnosis of acute Kawasaki disease, there are occasional cases with spontaneous 

defervescence before treatment. In this situation, it is not yet clear whether to start treatment 

immediately or wait until the next fev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dict the 

spontaneous defervescence of the patients with acute Kawasaki disease and to evaluate the 

incidence of coronary artery complications after naturally subsided fever.

There were 1371 patients diagnosed with acute Kawasaki disease within 10 days of onset of 

fever at Seoul Asan Hospital from 2006 to 2019. Basically, the patients in the acute phase 

were treated with intravenous immunoglobulin (IVIG) 2g/kg and low-dose aspirin (3-

5mg/kg/day). If the body temperature persists below 37.5 � for more than 48 hours after 

diagnosis of Kawasaki disease, the patient was judged as a defervesced Kawasaki disease

patient and not treated with IVIG. Based on the study of Olivieri et al., coronary aneurysm 

was defined as a case with Z-score of 2.5 or higher.

94 patients (6.9%) were included in defervesced Kawasaki disease group. When comparing 

defervesced Kawasaki disease group and IVIG-treated Kawasaki disease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coronary aneurysms in the acute phase (8.0% vs. 4.3%, p = 0.124), 

the subacute phase (5.7% vs. 4.6%, p = 0.593) and the convalescent phase (2.4% vs. 2.2%, p

= 0.924). All coronary aneurysms in defervesced Kawasaki disease group were small 

aneurysms, and there were no moderate or severe aneurysms. As a result of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predicted spontaneous defervescence were 

complete presentation (OR = 0.367, 95% CI = 0.159-0.847, p = 0.019), neutrophil fraction (%) 

(OR = 0.957, 95% CI = 0.937-0.978, p <0.001), and serum C-reactive protein levels (OR = 

0.771, 95% CI = 0.677-0.879, p <0.001).

If a Kawasaki disease-suspected patient exhibits incomplete presentation, low neutrophil 

fraction and low serum C-reactive protein levels, the possibility of defervescence can be 

considered. In the patient with Kawasaki disease who showed spontaneous defervescence in 

10 days of illness without IVIG and aspirin of moderate to high dose, there were good results 

such as no recurrence and coronary aneurysm within small range. Further studies will be 

needed to adjust this observation plan in spontaneously defervesced Kawasaki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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