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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는 가와사끼병의 진단

기준에 미흡한 불완전형 가와사끼병의 진단을 위해 몇 가지 임상

적 및 심초음파적 검사 소견들을 기준으로 제시하 다
1)
. 관상동

맥 주 분지들인 좌전하행 관상동맥(left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 LAD) 혹은 우 관상동맥(right coronary ar-

tery, RCA)에서의 체표면적 대비 직경으로부터 정상인 자료에

기준하여 산출한 Z-score가 2.0 이상인 소견도 상기 기준 중의

하나이다
1, 2)
. 따라서 불완전형 가와사끼병의 진단을 위해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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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아동들에서의 체표면적에 따른 LAD 및 RCA 에서의 평균 직

경 수치와 표준편차를 알고 있어야 한다.

1990년, Hong
3)
이 발표한 국내 정상 소아의 관상동맥 직경 조

사 결과에서는 좌주간부 관상동맥(left main coronary artery,

LCA)과 LAD의 직경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체중, 신장 및

체표면적 등의 몸 크기에 따른 관상동맥 직경 회귀식에서 표준편

차 추정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Z-score 를

구할 수가 없다.

본 연구는 국내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LCA, LAD, RCA 각각

의 직경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체표면적에 따른 정상치를 제시하

여, 가와사끼병의 심초음파적 진단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되었다.

생후 3개월에서 7세 미만 정상 소아에서의 관상동맥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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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ry artery diameter of normal children aged 3 months to 6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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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hung Chung, M.D., and Sun Hwan Bae,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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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normal domestic values for the diameter of the left main coronary artery

(LCA), the left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 (LAD) and the right coronary artery (RCA). These data are necessary to

define dilatation of coronary arteries in Kawasaki disease cases.

Methods : Study subjects were 43 normal healthy children whose ages ranged from 3 months to 6 years. They children

visited Konkuk University hospital for echocardiograph examination between March 2005 and November 2007. Measurements

of coronary arterial diameters at each branch were done by off-line analyses of recorded images. Simple regression analysis

of each the measurements were performed using the body size (body surface area, etc.) as the independent variable.

Results : Body surface area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diameters of LCA (r
2
=0.20, P=0.0038), of LAD (r

2
=0.41 , P<

0.0001 ), and of RCA (r
2
=0.30, P=0.0002). In the regression model, the estimates of the y-intercept were 1 .703, 1 .058, and

1 .007; the estimates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 were 0.971 , 1 .1 75, and 1 .1 77; and the estimates of the standard

deviation were 0.31 5, 0.221 , and 0.282 with respect to the three coronary arteries.

Conclusion : A the linear regression model of the diameters of three coronary arteries adjusted for body surface area was

produced. With these results, the Z-score calculation of the diameter of three coronary arteries, based on normal domestic

data, will be possible. (Korean J Pediatr 2008;51 :62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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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1. 대 상

2005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건국대학교 병원을 방문하

여 심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심질환 소견을 보이지 않

았던 생후 3개월에서 7세 미만 소아 43명을 대상으로 하 다. 심

초음파 시행 요인은 심잡음 평가를 위한 경우가 33명 이었고, 그

외 흉곽 기형 4명, 불명열 평가 2명, 심잡음 외 진찰 이상 소견 2

명, 심전도상의 비 특이성 변이 1명, 성장 지체 1명 이었다. 연구

는 심초음파 시행 당시 저장된 상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

법으로, 건국대학교 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 하에 진행

되었다.

심초음파 검사 시행 당시 기록된 연령, 체중, 신장을 병록지를

참조하여 자료로 얻었다. 체중은 0.1 kg 단위, 신장은 0.1 cm 단

위 디지털 척도로 측정되었고, 체표면적은 Mosteller 공식
4)
에 의

하여 체중 및 신장으로부터 계산되었다. 수축기/이완기 혈압은

청진기와 수동식 혈압계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심초음

파 시행을 위한 앙와위 자세가 5분 이상 경과된 후 측정되었었

고, 심박수는 심초음파 시행 도중 측정되어 기록된 것을 참조하

다.

심초음파 기계는 Vivid 7 vantage (GE-Healthcare, Horten,

Norway)를 이용하 고 7 MHz 변환기(transducer)가 사용되었

다. 4세 미만 아동들의 경우 chloral hydrate를 80 mg/kg의 용

량으로 투여하여 진정시킨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되었다. 모든 심

초음파 검사 시행은 동일한 검사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관상동맥

상을 얻기 위한 검사 변환기의 흉곽 적용 방법은 기존의 연구

와 동일하 다
5)
.

2. 심초음파

저장된 심초음파 상에서의 측정에는 EchoPAC software

(General Electric, Horten, Norway)가 이용되었다. 관상동맥

직경 측정 위치는 de Zorzi 등
6)
에 의한 연구에서와 동일하 는

데, LCA는 대동맥 기시부에서부터 LAD와 좌선회 관상동맥(left

circumflex coronary artery, LCX) 분기점까지 부분의 중간 위

치, LAD는 시작되는 분기점에서 첫번째 모서리 분지전까지 부

분의 중간 위치, RCA는 대동맥 기시 후 우측 만곡 직후의 내경

변화가 없는 근위부에서 이루어졌다(Fig. 1). 적절한 저장 상이

없어서 LCA 직경이 측정되지 못한 경우가 2명에서, RCA 직경

이 측정되지 못한 경우가 1명에서 있었다. LCA의 길이는 LCA

대동맥 기시부의 중앙점에서 LAD와 LCX 분기점까지의 직선거

리로 측정되었다(Fig. 1). 3명에서 적절한 저장 상의 부재로,

LCA 길이가 측정되지 못하 다.

관상동맥 직경 크기 측정의 재현성을 알아보기 위해, 21개의

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시행한 동일 검사자 변이(intraobserver

variability)는 0.09±0.07 mm (4.25±3.53%) 이었고, 검사자 간

변이(interobserver variability)는 0.04±0.05 mm (2.12±2.62

%) 이었다.

3. 통 계

통계 방법으로는, 관상동맥 세 주요 분절들인 LCA, LAD,

RCA의 직경 수치들을 종속변수로 하고 연령, 체중, 신장, 체표면

적, 심박수, 수축기/이완기 혈압을 독립 변수로 단순 선형 회귀분

석이 시행되었다. 동일 대상에서의 LCA와 LAD의 직경 비교를

위해 paired t-test 가 시행되었다. 통계 프로그램으로는 SAS

ver 6.12 패키지가 사용되었고, 모든 수치 자료는 평균±표준편

차 형태로 기술되었으며, 검정의 유의수준은 P<0.05로 하 다.

Table 1. Variable Characteristics

Mean±SD

Gender (male/female)

Age (year)

Height (cm)

Weight (kg)

Body surface area (m
2
)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Heart rate (beats per minute)

LCA diameter (mm)

LAD diameter (mm)

RCA diameter (mm)

Length of LCA (mm)

22/21

3.07±1.94

93.1±17.2

14.2±4.2

0.60±0.16

93.0±13.7

58.4±12.6

103.0±14.6

2.29±0.35

1.77±0.29

1.72±0.34

6.73±2.06

Abbreviations : LCA, left main coronary artery. LAD, left an-
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 RCA, right coronary artery

Fig. 1. Method of diameter measurement. The left main cor-
onary artery (LCA) measured in the mid-position, distal to the
aortic orifice and before the bifurcation of the LCA. The left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 (LAD) measured distal to
the bifurcation and before the first marginal branch. The right
coronary artery (RCA) measured in the relatively straight
section of artery just after the initial rightward turn from the
anterior facing sinus of Valsalva. The thin arrow indicates the
distance from the aortic orifice to the bifurcation of the LCA, as
the length of the L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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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연구 대상 43명은 남아 22명, 여아 21명으로 구성되었고, 연령

은 3.07±1.94세(범위 0.38-6.96세) 이었다(Table 1). 신장, 체중,

체표면적은 각각 93.1±17.2 cm, 14.2±4.9 kg, 0.60±0.16 m
2
이

었다. 평균 수축기/이완기 혈압은 93.0±13.7/58.4±12.6 mmHg

이었고, 심박수는 분당 103.0±14.6회 이었다. LCA 직경은 2.29

±0.45 mm, LAD 직경은 1.77±0.29 mm 이었고 통계적으로 의

미 있는 차이를 보 다(P<0.0001). RCA 직경은 1.72±0.34 mm

이었다. LCA 길이는 6.73±2.06 mm 이고, 범위는 1.4-11.0 mm

이었으며, 10.0 mm를 넘는 대상이 4명 이었다.

단순 선형 회귀분석 결과, LCA 직경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

인 변수들로는 연령(R
2
=0.17, P=0.0073), 체중(R

2
=0.20, P=

0.0032), 체표면적(R
2
=0.20, P=0.0038)이 있었다. LAD 직경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인 변수들로는 연령(R
2
=0.34, P<0.0001), 신

장(R
2
=0.20, P=0.0029), 체중(R

2
=0.40, P<0.0001), 체표면적(R

2

=0.41, P<0.0001), 이완기 혈압(R
2
=0.10, P=0.0399), 심박수(R

2

=0.19, P=0.0038)이 있었다. RCA 직경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인

변수들로는 연령(R
2
=0.28, P=0.0003), 신장(R

2
=0.17, P=0.0060),

체중(R
2
=0.27, P=0.0004), 체표면적(R

2
=0.30, P=0.0002), 이완기

혈압(R
2
=0.12, P=0.0266), 심박수(R

2
=0.20, P=0.0029)이 있었다.

세가지 관상동맥 직경들과 체표면적과의 회귀 분석식이 개별 자

료의 점 도시와 함께 Fig. 2에 제시되어 있다.

고 찰

가와사끼병에서 관상동맥 직경 증가 판정의 기준으로 현재까

지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는 것은, 연령 5세 미만의 경우 3 mm

이상, 5세 이상의 경우 4 mm 이상일 때 직경 증가로 판정한다는

Japanese Ministry of Health 의 기준이다
7)
. 그러나 이 기준을

적용 하여 정상으로 판정한 가와사끼병 환아들의 27%에서 한군

데 이상의 관상동맥 직경이 2 표준편차 이상 증가되어 있었다는

연구 결과
6)
를 포함하여, 관상동맥 직경 증가 판정에서 민감도

(sensitivity)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1)
. 그리고 연령별의

관상동맥 정상치의 참조는, 대상 환아의 몸 크기에 따른 정상 관

상동맥 직경을 완전히 반 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임상에서, 연령대 구분 경계선상의 환아의 경우, 어느 연령대의

정상치를 반 할지 난감해지기 쉽다. 연속 변수로서의 연령 및

체중, 신장, 체표면적 등의 몸 크기와 관상동맥 직경이 선형적 관

계를 보인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3,

6, 8, 9)
. 이러한 연속 변수들을 참조하여 관상동맥 직경 정상치를

산출할 경우에 연령대별 정상치 참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체표면적에 따른 관상동맥 정상치의 회귀 직선식

을 근거로 한 연구 발표
6, 9)
가 있었으며, American Heart Asso-

ciation
1)
에 의해 발표된 불완전형 가와사끼병의 진단 근거가 될

관상동맥 직경 Z-score 산출을 위한 정상치에도 체표면적을 감

안한 자료가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LCA에서는 체표면적이

체중보다 약간 낮은 결정계수(R
2
)를 보 으나, LAD와 RCA에서

는 체표면적이 가장 높은 결정 계수를 보여 주었으므로, 관상동

맥 정상치를 참조할 때 체표면적으로 보정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

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연령과 체표

면적 등의 몸 크기 이외에 이완기 혈압, 심박수 등과 관상동맥

직경과의 의미 있는 관계들을 볼 수 있었다. 후자들의 경우 몸

크기 증가의 간접적 반 일 수도 있겠으나, 자세한 인과관계 규

명은 좀더 많은 연구 대상을 확보한 후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Fig. 2. Linear relationship between body surface area and the
diameter of the left main coronary artery (A), left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 (B), and right coronary artery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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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rjunan 등
5)
은 110명의 3개월-16세 소아를 대상으로 관상동

맥 직경을 조사하 으며, 관상동맥 기시부에서 1 cm 거리까지는

직경의 변화가 없다고 보고하 다. Hong
3)
의 국내 연구에서도,

관상동맥 기시부, 0.5 cm 위치, 1 cm 위치 세 군데에서 직경이

측정되었으나, LCA와 LAD의 구별이 없이 좌 관상동맥 직경 단

일 변수로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Arjunan 등
5)
의 주장을 연

구 전제로 하 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LCA 길이가 1

cm 넘는 경우는 40명중 4명 이었으므로, LCA 기시부에서 1 cm

거리 위치에서 직경을 측정하 다면, 36명의 경우 LAD의 직경

이 측정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LCA 기시부에서 1 cm 이내에서

직경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LCA와 LAD의 직경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당연해 보이는 사

실을 확인한 것이긴 하지만, LCA와 LAD의 직경은 다르므로, 한

가지 값으로 양쪽을 대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생후 3개월-7세 미만 연령 43명으로서, 기

존 국내 연구
3)
의 동일 연령대의 개체수 65명에 비해 적은 숫자

이다. 정상 아동에서의 체표면적 대비 관상동맥 직경의 자료가

포함된 근래의 발표들을 보면, de Zorzi 등
6)
의 연구에서는 생후

0.5에서 14.6세 89명을 대상으로 하 고, Kurotobi 등
9)
의 연구에

서는 생후 1개월에서 17세 71명을 대상으로 하 다. 적은 개체수

는 연구의 한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별 관상동

맥 직경과 체표면적 등 몸 크기와의 의미 있는 관계가 역시 확인

되었으며, RCA와 함께 LCA와 LAD를 구분하여, 각각의 정상

직경의 체표면적에 따른 회귀 공식과 표준 편차 수치를 본 연구

결과 제시할 수 있었다. LCA, LAD, RCA 각각의 체표면적 대비

직경 회귀식의 표준편차 값은 0.315, 0.221, 0.282 로서, de Zorzi

등
6)
의 연구에서의 0.420, 0.356, 0.398에 비해 크지 않았고,

Kurotobi 등
9)
의 연구에서의 0.37, 0.24, 0.23와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므로, 본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가와사끼병 환아에서 관상동

맥 직경 Z-score 를 구할 경우 직경 증가 발견의 민감도가 상기

한 다른 자료들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지는 않

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연구 결과 얻어진 선형 회귀 공식을 사용함

으로써, 개별 관상동맥의 체표면적 대비 직경 Z-score 산출이 국

내 자료로서 가능하도록 한 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

구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체표면적 대비 관상동맥 직경 Z-score

를 산출하는 궁극적으로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 수가 적은 이유와 함께, 체표면적 대비 관상동맥 직경의 표

준 편차 값이 모든 체표면적 범위에서 동일하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상동맥 직경 크기의 Z-score 를 구하는 최선

의 방법은 직선 선형 회귀공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Newburger

등
1)
의 연구 발표에서 볼 수 있는, 체표면적에 따른 연속 곡선 형

태의 정상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국내 자료로 이

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자료의 취합이 필요하다.

요 약

목 적:가와사끼병에 따른 관상동맥 직경 증가를 판단하기 위

하여 필요한 좌주간부 관상동맥(LCA, left main coronary ar-

tery), 좌전하행 관상동맥(LAD, left anterior desending coro-

nary artery), 우 관상동맥(RCA, right coronary artery) 각각의

정상 직경에 대한 자료가 아직 국내에 발표되지 않아, 이를 조사

하기 위해 본 연구가 계획되었다.

방 법: 2005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건국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심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심질환 소견을 보이

지 않았던 생후 3개월에서 7세 미만 소아 43명을 대상으로 하

다. 심초음파 검사 시행 후 저장되었던 상 자료에서 관상동맥

크기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체표면적 등의 몸 크기 자료를 독립

변수로 하여 단순 선형 회귀분석이 시행되었다.

결 과:체표면적은 LCA(R
2
=0.20, P=0.0038), LAD(R

2
=0.41,

P<0.0001), 및 RCA(R
2
=0.30, P=0.0002) 모두의 직경과 의미 있

는 관계를 보 다. 회귀 공식에서 y 절편은 각각 1.703, 1.058,

1.007; 회귀 계수는 각각 0.971, 1.175, 1.177; 표준편차는 각각

0.315, 0.221, 0.282 로 추정되었다.

결 론:개별 관상동맥 직경과 체표면적과의 의미 있는 관계가

확인되었고, 선형 회귀 공식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

하여, 개별 관상동맥 직경의 Z-score 산출을 국내 자료로서 가능

하도록 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References

1) Newburger JW, Takahashi M, Gerber MA, Gewitz MH,

Tani LY, Burns JC et al. Diagnosis, treatment, and long-

term management of Kawasaki disease: A statement for

health professionals from the committee on rheumatic fever,

endocarditis, and Kawasaki disease, Council on Cardio-

vascular Disease in the Young, American Heart Associa-

tion. Pediatrics 2004;114:1708-33.

2) Gupta-Malhotra M, Rao PS. Current perspectives on

Kawasaki disease. Indian J Pediatr 2005;72:621-9.

3) Hong YM. The diameter of coronary arteries in infants and

children without heart disease. J Korean Pediatr Soc 1990;

33:1353-61.

4) Briars GL, Bailey BJ. Surface area estimation: pocket cal-

culator v nomogram. Arch Dis Child 1994;70:246-7.

5) Arjunan K, Daniels SR, Meyer RA, Schwartz DC, Barron

H, Kaplan S. Coronary artery caliper in normal children and

patients with Kawasaki disease but without aneurysms: An

echocardiographic and angiographic study. J Am Coll Car-

diol 1986;8:1119-24.

6) de Zorzi A, Colan SD, Gauvreau K, Baker AL, Sundel RP,

Newburger JW. Coronary artery dimensions may be miscl-

assified as normal in Kawasaki disease. J Pediatr 1998;133:

254-8.

7) Research Committee on Kawasaki disease. Report of Sub-

- 632 -



Coronary artery diameter of normal children from age 3 months to 6 years

committee on Standardization of Diagnostic Criteria and

Reporting of Coronary Artery Lesions in Kawasaki disease.

Tokyo, Jap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84.

8) Oberhoffer R, Lang D, Feilen K. The diameter of coronary

arteries in infants and children without heart disease. Eur J

Pediatr 1989;148:389-92.

9) Kurotobi S, Nagai T, Kawakami N, Sano T. Coronary dia-

meter in normal infants, children and patients with Kawa-

saki disease. Pediatrics International 2002;44:1-4.

- 6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