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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와사끼병은 유소아기에 많이 생기는 급성 전신성 혈관염으

로서 중소 크기의 혈관의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며 가장

중요한 임상적 문제는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10-15%의 환자에서

심각한 관상동맥류가 발생한다
1, 2)

. 이러한 관상동맥류는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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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관상동맥병변의 협착이나 혈전성 폐쇄에 의한 심근 허혈,

심근 경색 등의 허혈성 심질환과 조기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

으므로
1, 2)

특히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가와사끼병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주로 관상동맥질환의 정도와 접한 관계가 있다.

가와사끼병은 면역 조절 이상에 기인한 전신성 혈관염의 일종

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3)

아직은 이 질환의 원인과 관상동맥류 발

생의 병인이 뚜렷이 밝혀져 있지 않다. 관상동맥병변의 조직병리

학적 소견을 보면 다수의 단핵구들이 침윤되어 있어 이들이 관상

동맥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4)

전

자 현미경으로 보면 내피세포 사이에 간극이 형성되고 천공이 생

기면서 혈관 투과성이 증가되는 전형적인 혈관염의 양상을 띄므

로 다양한 사이토카인에 의해 촉진된 내피세포들의 증식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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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athophysiologic role of serum E-selectin,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induced cell adhesion mollecule in Kawasaki disease(KD)

and to look for the evidence of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plasma levels of soluble E-selectin

and the incidence of coronary artery lesion(CAL).

Methods : Changes in plasma levels of sE-selectin(n=98) over time were measured by enzyme-link-

ed immunosorbent assay(ELISA) in 23 patients with acute KD and 25 age-matched febrile children.

Results : Compared with control values, the peak levels of plasma sE-selectin were significantly

elevated(mean±S.E. : 22.89±12.53 ng/mL vs 10.65±3.42 ng/mL, P=0.01) in KD. 5 patients with CAL,

plasma sE-selectin levels before treatment were higher than in 18 patients without CAL(mean±S.E. :

39.43±15.08 ng/mL and 19.00±8.32 ng/mL, respectively; P=0.01). Plasma sE-selectin declined rapidly

in the majority of KD patients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CAL. Plasma sE-selectin levels after

treatment and convalesent period were similar in KD patients with and without CAL. The plasma

levels sE-selectin were correlated with those of white blood cell count(r=0.299, P<0.05), CRP(r=0.430,

P<0.05), serum albumin(r=-0.483, P<0.05), serum protein(r=-0.502, P<0.05) and hemoglobin(r=-0.372,

P<0.05) not with those of ESR, platelet, or duration of fe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itial level of serum sE-selectin between KD with and without CAL(mean±S.E. : 39.44±15.08

ng/mL vs. 19.00±17.18 ng/mL) in multivariated linear tests.

Conclusion : Plasma sE-selectin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KD than in other febrile illness.

Higher plamsa levels of sE-selectin may have potential as a predictor of CAL in patients with KD.

(Korean J Pediatr 2005;48:53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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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와사끼병에서 혈관염을 촉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5)
.

초기 혈관염에서 내피세포 사이의 간극 형성에는 selectin, in-

tercellular adhesion molecule(ICAM), vascular cell adhesion

molecule(VCAM), lymphocyte function associated antigen-1

(LFA-1), M2 integrin of leukocytes(Mac-1), CD11d 등 여러

세포유착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 이

중 soluble E-selectin은 endothelial leukocyte adhesion mol-

ecule 1(ELAM-1)로 불리기도 하며, 내피세포에서만 발현되고

Interleukin 1-beta(IL-1beta)와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alpha)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의해서만 발현되는 제1

형 막성당단백질세포이다
7)
. 이 물질은 염증부위에서 백혈구가

내피세포에 유착 후 혈관외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

저자들은 가와사끼병의 병리학적 소견과 일반적인 혈관염에서

의 soluble E-selectin(sE-selectin)의 역할을 종합하여 볼 때에

가와사끼병에서도 sE-selectin이 혈관염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라 생각하 으며
3-6)

특히 관상동맥병변의 합병을 예

측하는 인자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 다. 이에 sE-selectin을 치

료 전 고열이 있는 급성기 및 면역 로불린 치료 후의 아급성기

에 연속적으로 측정한 후 대조군과 비교하 으며, 혈청 soluble

E-selectin의 증가와 관상동맥병변의 발생의 연관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1. 대 상

1999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건양대학교병원과 대전성모

병원에 가와사끼병으로 입원하여 면역 로불린 치료에 반응을

보인 환아 23명을 대상으로 하 으며, 비전형적인 가와사끼군은

제외하 다. 이 중 관상동맥병변이 있는 환아는 5명이었으며 그

중 한 명은 거대 관상동맥류로 진단되었다. 같은 기간동안 다른

열성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아 중 25명을 대조군으로 하

다.

가와사끼병의 진단은 일본의 Kawasaki Disease Research

Committee와 미국의 Centers for Disease Control의 진단기준

에 의하여 5일 이상 지속되는 고열과 다음 열거한 5가지 항목

중 4가지 이상이 충족되며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로 정의

하 다. 1) 화농성이 없는 양측성 결막 충혈 2) 입술, 입안의 변

화 3) 부정형 발진 4) 급성기의 비화농성 경부 림프절 비대(1.5

cm 이상) 5) 손발의 변화(급성기 손발의 경성 부종과 홍조, 아

급성기의 손발톱 주위의 막양 낙설). 또한 5일 이상의 고열이 있

으면서 위에 열거한 5가지 항목 중 3가지만 충족시키나 나중에

도 관상동맥류가 입증되면 전형적인 가와사끼병으로 진단하 다.

급성기 동안 아스피린 50 mg/kg/일을 투여하 고, 정맥용 고

용량 면역 로불린을 2 g/kg로 10-12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주

사하 다. 열이 떨어진 2-3일 후에 저용량 아스피린(3 mg/kg)

을 경구로 투여하 다. 면역 로불린을 두 번 이상 투여하거나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환아는 없었다.

2. 방 법

1) 혈액 채취

혈액검사는 입원 당일 면역 로불린 투여 전 정맥혈액을 채취

하여 1시간 이내에 원심분리한 혈청을 -20℃에 보관하 으며,

같은 방법으로 면역 로불린 투여 후 2일, 2주, 4주에 시행하

다. 치료 전 채취된 혈액으로 일반적인 염증지표로서 백혈구, 혈

색소, 혈소판, CRP, 단백질, 알부민, 혈구침강속도에 대한 검사

를 같이 시행하 다. 대조군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입원 당

시의 정맥혈액을 채취하여 -20℃에 보관하 다.

관상동맥병변에 대한 검사는 가와사끼병 진단 당시와 그로부

터 2주 후 및 2개월 후에 경흉부심장초음파(Hewlett-Packard

Sono 5500, 5 MHz)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관상동맥 내경이 5

세 미만에서 3 mm, 5세 이상에서 4 mm 이상이거나 주위 관상

동맥 내경의 1.5배 이상 확장된 분절이 존재하거나 불규칙한 내

면을 보이는 경우를 관상동맥류(coronary artery lesion, CAL)

로 진단하 다
9)
.

2) 혈청 soluble E-selectin 측정

-20℃에서 보관된 혈청 검체를 해동시킨 후 Parameter Hu-

man sE-Selectin Immunoassay(Catalog number BBE2B,

R&D system Inc., Minneapolise, USA)를 이용하여 sandwich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 방법으로 혈청

sE-selectin 농도를 측정하 으며, 이 검사법으로 검출가능한

sE-selectin의 최소농도는 0.1 ng/mL이었다.

3) 통계

자료의 통계학적 처리는 SPSS 9.0 프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모든 값을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환자군과 대조군의 평

균치 비교에는 independent sample t-test, Mann-Whitney U

test, 위험요인 분석에는 multivariated linear test, 각 군간의

변수 상관관계 분석에는 Pearson correlation test가 이용되었으

며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05로 하 다.

결 과

1. 연구 대상 환자들의 특성

가와사끼병 환자군과 대조군의 평균 월령은 각각 40.74±

32.14개월과 44.1±33.31개월이었고, 남녀 비는 각각 18 : 5와 15 :

10으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와사끼병 환자군은

다시 관상동맥병변이 있는 군(1군)과 없는 군(2군)으로 나누어

비교하 으며, 1군과 2군의 평균월령은 각각 43.00±42.17개월과

40.11±30.27개월이었고 남녀 비는 각각 4 : 1과 12 : 6으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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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조군과 실험군의 혈청 sE-selectin 비교

면역 로불린 투여 전의 혈청으로 sE-selectin 농도를 비교한

결과 가와사끼병 환자군은 22.89±12.53 ng/mL로 대조군의

10.65±3.42 ng/mL에 비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P=0.01)

높은 차이를 보 다(Fig. 1).

3. 관상동맥병변의 유무에 따른 혈청 sE-selectin 비교

23명의 가와사끼병 환자군 중 관상동맥병변이 있었던 5명의

평균 sE-selectin 농도는 39.43±15.08 ng/mL이었고, 관상동맥

병변이 없었던 18명의 평균 sE-selectin 농도는 19.00±8.32

ng/mL로 나타나, 1군에서의 sE-selectin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P=0.01) 높은 결과를 보 다(Fig. 2). 가와사끼병 환자군

에서 혈청 sE-selectin의 농도는 면역 로불린 투여 이후 2주

이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이는 1군과 2군에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4. 혈청 sE-selectin 농도와 다른 염증지표들간의
상관관계

혈청 sE-selectin 농도와 다른 일반적인 염증지표간의 상관관

계를 조사해 본 결과 백혈구수(r=0.299, P<0.05), CRP(r=0.430,

P<0.05) 와는 정상관관계를 보여 sE-selectin 농도가 높을수록

의의있게 증가하 으며, 혈색소치(r=-0.372, P<0.05), 단백질(r=

-0.502, P<0.05), 알부민(r=-0.483, P<0.05)과는 역상관관계를

보여 sE-selectin 농도가 높을수록 의의있게 감소하 다. 그밖에

ESR, 혈소판수, 발열 기간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

다.

5. 관상동맥병변의 유무에 따른 위험요인 분석

가와사끼병 환자군에서 백혈구수, 혈색소치, 혈소판수, CRP,

단백질, 알부민, ESR에 대하여 관상동맥병변 발생에 대한 위험

요인을 분석한 결과, 혈색소치와 sE-selectin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혈색소치 9.98±0.46 g/dL vs. 10.98

±0.78 g/dL, sE-selectin 39.44±15.08 ng/mL vs. 19±8.32

ng/mL)(Table 2).

Table 1. Characteristics of Kawasaki Disease Patients and
Control Group

Kawasaki group
(n=23)

Control group
(n=25)

Sex(male : female)

Age(months)

18 : 5

with CAL
*

without CAL

4 : 1 12 : 6

40.74±32.14

43.00±42.17 40.11±30.27

15 : 10

44.16±33.31

*
CAL : coronary artery lesion

Table 2. Characteristics between Coronary Artery Lesion
Group and Non-coronary Artery Lesion Group

CAL
*

Non CAL

Duration of fever(day)

Sex(M : F)

Initial selectin(ng/mL)

WBC(/µL)

Hb(g/dL)

Plt.(×1,000/µL)

CRP(mg/dL)

Protein(g/dL)

Albumin(g/dL)

ESR(mm/hr)

5.0±1.22

4 : 1

39.4±15.08

14,132±7,001

9.98±0.46

370±65

11.67±9.47

5.96±0.47

3.5±0.31

23±11.96

5.7±1.07

12 : 6

19.0±8.32†

15,490±5,611

10.98±0.78†

329±97

12.21±6.94

6.2±0.60

3.6±0.43

35±17.18

Multivariated linear test
*
CAL : coronary artery lesion, †P<0.05

Fig. 1. Serum sE-selectin levels in Kawasaki disease(KD) pa-
tients and controls. The peak levels of plasma sE-selectin
were significantly elevated in KD.

Fig. 2. Plasma sE-selectin levels before treatment were high-
er than patient without coronary artery l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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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가와사끼병은 1967년 Tomisaku Kawaski에 의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지만 일본을 비

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소아

심장연구회의 조사에 의하면
10)

5세 이하 소아 10만명당 2001년

90.8명, 2002년 95.5명으로 일본의 발병률 111.7명에 이어 전 세

계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며 총 발병 환아 수는

연간 3천명을 상회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소아과 역에서 가

장 중요한 질환 중의 하나이며 국가적인 의료비 지출에도 큰 부

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최근 류마티스열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가와사끼병은 소아 연령에서 가장 흔한 후천성 심질환의 원인으

로 대두되고 있다
11)
.

가와사끼병의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

으나, Epstein-Barr 바이러스,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레트로

바이러스, 리켓치아 등의 감염원과 가와사끼병의 연관성을 밝히

려는 연구
12-14)

들이 있었다. 그리고 가와사끼병 환자들의 급성기

혈청에서 보체계가 활성화
15)
되고, IL-6, IL-8, TNF-alpha 등의

사이토카인 생성의 증가
16)
가 관찰되어 이것이 병태생리와 관련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와사끼병은 조직 병리학적으로 전신성 혈관염의 소견을 나

타낸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혈관염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과 세

포유착분자들을 이용하여 가와사끼병의 병인과 관상동맥병변의

기전을 밝히려는 연구들
17-19)

이 활발하다. 혈관염은 초기 단계에

세포동원(recruitment)이 일어난 후 백혈구가 염증부위 내피세

포에 부착되어 혈관 밖으로 유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포유착분

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포유착분자들 중 특히 selectin은 초

기 백혈구 굴림(rolling)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P, E, L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E-selectin

(CD62E)은 IL-1이나 TNF-alpha에 의해 활성화된 내피세포에

서만 유출되어 내피세포 표면에 부착되어 작용하며, E-selectin

은 그 아형들이 발견되어 동맥 경화증에서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에 이르기까지 여러 질병군에서 다양하게 검출되고 있다
20)
. Kim

등
21)
은 가와사끼병 환아에서 sE-selectin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TNF-alpha 및 IL-6와 유의한 정상관관

계에 있음을 보고하 다.

가와사끼병에서는 아직까지 진단적 가치를 가지는 검사방법이

없으므로 임상증상에 기준하여 진단하게 되는데 이는 비특이적

인 증상들의 조합으로 다른 감염성 또는 열성 질환과의 감별이

어려운 경우를 흔히 접한다. 특히 비전형적 가와사끼병의 경우까

지 고려한다면 가와사끼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22)
. 그러므로 가와사끼병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객관화

된 검사가 있다면 불필요한 면역 로불린 투여나 아스피린 투약

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전형적인 임상양상을 나타내는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관상동맥병변이 남게 되는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들은 E-selectin 을 가와사끼병의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고 본 연구에서는 급성기 혈청 E-

selectin 농도가 다른 열성 질환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akeshita 등
23)
의 연구에서 가와사끼병 환자군

에서의 E-, P-, L- selectin과 VCAM-1을 다른 열성질환 환자

군을 대조군으로 해서 비교하 을 때 E-, P-selectin은 대조군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E-selectin

의 경우 CRP 및 혈소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급성기 혈청 E-

selectin 농도가 가와사끼병 환자군에서 다른 질환군에 비해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대상의 수가 적어 진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준치(cut-off value)를 정하거나 진단의 정확도, 특이

도를 구하기는 어려웠다. 가와사끼병 환자군이 다른 열성질환 환

자군에 비해 발열기간이 길었는데(5.57±1.12일 vs. 3.92±1.15

일, P<0.05), 이는 질병 자체에 의한 차이라기 보다는 가와사끼

병 환자의 경우 진단 자체가 질병의 초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관상동맥 합병증 발생의 위험인자로는 성별, 1세 미만의 연령,

발열 기간, 면역 로불린 치료 후 발열 지속기간, 백혈구 증가증,

혈소판 증가증, 빈혈, CRP의 상승, 저알부민혈증, 간효소(AST,

ALT)치의 상승 등이 알려져 있으나
24)

발열 기간 이외에는 연구

자마다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발병 초기에 관상동맥병변

발생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기 혈청

E-selectin 농도가 관상동맥병변이 있었던 환자군에서 정상 관

상동맥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면역 로불린 투여 후에는

관상동맥병변에 관계없이 급속히 정상화되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 Qui 등
25)
도 급성기 E-selectin과 P-selectin이 관상동맥

병변 예측인자로서 중요하 다는 결과를 보고하 으며 면역 로

불린 투여에 반응이 없었던 환자들은 아급성기까지 높은 농도가

지속되었다고 하 다. Furui 등
26)
도 저자들과 같은 결과를 보고

한 바 있으며 급성기 E-selectin 농도 184.7 ng/mL을 기준치로

하 을 때 관상동맥병변 예측의 정확도와 특이도가 각각 81.8%

and 90.9%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이 모두 면역 로불린 단일 투여에 반응을

보 던 환자들로 면역 로불린 재투여나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

은 환자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임상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면

역 로불린 반응(responsive) 가와사끼 환자군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존에 가장 믿을만한 관상동맥병변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발열 기간이 유의한 위험인자로 나타나지 않고 E-

selectin 농도와도 상관 관계가 없었던 것도 이러한 대상군의 특

징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가와사끼 환자군이 관상동맥병

변 유무에 관계없이 평균 발열 기간이 5일 정도로 모두 관상동

맥 발생 위험군으로 알려져 있는 7-10일 이상의 발열기간 내에

치료에 반응을 한 환자들이므로 기존에 위험인자로 알려진 면역

로불린 치료 불응군이나 장기간의 발열 등의 위험 요인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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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 임상에서 치료가 비교

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고위험군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환자에서

도 관상동맥류가 발생하는 예는 드물지 않게 보기 때문에
27)

본

연구는 이런 환자군에서 관상동맥류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와사끼

병의 치료가 아스피린과 면역 로불린 투여 등으로 제한적이므

로 면역 로불린 반응군 중에서 위험요인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

는 환자들을 찾아냈을 때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법에 대해

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대상의 숫자가 적어서 가와사끼병 진단을 위한 기

준값을 정한다든지 관상동맥병변 예측을 위한 기준값을 정하는

등의 실용적인 결과를 얻기는 어려웠다. 향후 많은 환자를 대상

으로 연구가 지속된다면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유용한 연구 결

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또한 P-selectin이나 ICAM,

ECAM 등 다른 세포유착분자들과 VEGF, TNF-alpha 등의 사

이토카인에 대한 연구가 병행된다면 가와사끼병의 병태생리를

밝히고 진단과 치료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요 약

목 적:일반적인 혈관염에서의 sE-selectin의 역할을 고려할

때 가와사끼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 다. 이에

가와사끼병의 진단지표로서의 가치 및 관상동맥병변의 합병을

예측하는 인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방 법: 1999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건양대학교병원과 대

전성모병원에 열성질환으로 입원한 환아 중 25명을 대조군으로

하 으며 같은 기간에 가와사끼병으로 입원하여 면역 로불린

치료를 받은 환아 23명을 대상으로 하여 관상동맥병변을 보인 5

명과 보이지 않은 18명으로 나누었으며 치료 전, 면역 로불

린 투여 후 2일, 2주, 4주째에 혈액을 채취해 효소면역측정법

(ELISA)을 통해 혈청 sE-selectin 농도를 측정하 다.

결 과:

1) 치료 전의 혈청 sE-selectin 농도는 가와사끼병 환자군에

서 22.89±12.53 ng/mL로 대조군의 10.65±3.42 ng/mL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상승되어 있었다.

2) 가와사끼병 환자군에서 혈청 sE-selectin의 농도는 면역

로불린 투여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이는 관상

동맥병변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혈청 sE-selectin 농도는 다른 염증지표들 중 백혈구,

CRP, 혈색소, 단백질, 알부민과 역상관관계를 보 으며, 그 외

ESR, 혈소판, 발열기간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4) 가와사끼병 환자들 중 관상동맥병변에 대한 위험요인을 분

석한 결과 치료 전의 혈청 sE-selectin과 혈색소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39.44±15.08 ng/mL vs.

19.00±17.18 ng/mL, 9.98±0.46 g/dL vs. 10.98±0.78 g/dL).

결 론:가와사끼병 환자에서 혈청 sE-selectin은 다른 열성

질환에 비해 의미있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별진단에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관상동맥병변의 합병을 예측하는

인자로서의 가능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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