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http://jsms.sch.ac.kr

가와사키병의 재발에 대한 위험인자
김신아, 박민지, 진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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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Factors of Recurrent Kawasaki Disease
Shin Ah Kim, Min Ji Park, Jang Yong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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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is study looks into the risk factors that affect the recurrence of Kawasaki disease (KD).
Methods: Among 618 child patients that have been hospitalized for the KD from July 2002 to May 2015 at the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13 patients who have been hospitalized more than twice for the KD were selected as the relapse 
group. A comparative analysis was retrospectively conducted between the relapse group and the control group.
Results: Among 618 child patients with KD, 13 cases (2.1%) showed recurrence in the disease. At initial episode of the relapse group, 
the mean age was 29± 14.2 months. One year or less and 1-2 years old took up 76.8%, and 11 patients (84.6%) suffered a recurrence 
within 2 years after the initial episode. The relapse group,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showed lower neutrophils count, 
and red cell distribution width (RDW) and C-reactive protein (CRP) levels were higher at initial episode. These differences were sta-
tistically significant (P< 0.001, P< 0.001, and P= 0.015, respectively).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other findings between the two 
groups. By utilizing the Youden’s index, the optimal cutoff value was found, and RDW was 12% and CRP was 5.955 mg/dL.
Conclusion: The research suggests that it is possible to predict recurrence probabilities of KD by checking RDW and CRP values dur-
ing blood tests at initial episode. Children less than 1 year old and 1-2 years old with Kawasaki disease should be carefully observed 
for recurrence during the 2 years after the initial epis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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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은 작은 크기와 중간 크기의 혈관
에 영향을 주는 전신적 혈관염으로, 이 질환은 1967년에 고열과 특
징적인 손가락과 발가락의 벗겨짐, 점막피부 림프절증후군(muco-
cutaneous lymph node syndrome)을 보이는 50명의 소아를 대상
으로 Tomisaku Kawasaki에 의해 처음으로 설명되었다[1]. 가와사
키병은 모든 민족에서 발생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흔하며 특히 일본, 중국, 우리나라에서 흔하고, 민족에 관계없이 6

개월에서 5세 사이의 소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2]. 가와사키
병의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치료는 아스피린과 정주용 
면역글로불린이 현재 추천되고 있고, 질병 발생 10일 이내에 치료를 
시행할 경우 관상동맥류의 위험성이 20-25%에서 최대 5% 미만까
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연간 발생률은 일본에서 2010년에 5세 이하의 소아에서 100,000

명당 239.6명이었고[1,2], 우리나라에서 2006-2008년 동안 5세 이하
의 소아에서 100,000명당 113.1명이었다[4]. 가와사키병의 재발률
이 일본은 3% [1], 중국은 1.4% [5], 우리나라는 2.2% [4]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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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와사키병이 한번 발생한 경우와 비교하여 재발한 가와사키
병의 첫 발병 시에 정주용 면역글로불린치료 전의 발열기간이 길고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와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수치가 상승하고 hemoglobin (Hb) 수치가 감소하며, 첫 발
병 시 관상동맥합병증이 발생한 환자의 60% 정도가 재발 시에도 
관찰됨이 알려져 있다[5]. 또한 첫 발병 시에 1년 안에 심장후유증 
또는 높은 C-reactive protein (CRP) 수치를 가지는 환자는 가와사
키병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재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정보로 인해 

재발성 가와사키병에 대한 위험인자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
서 저자들은 가와사키병이 1회 발생한 군과 재발한 군의 첫 발병 시
에서 임상양상, 혈액검사, 치료, 심장합병증에 관하여 비교ㆍ분석하
여 가와사키병의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알아보고, 가와
사키병 환자에서 적절한 추적관찰 시기를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아청
소년과에 가와사키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아 618명 중에 2회 
이상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치료받은 13명을 재발군
으로 하였고, 대조군은 가와사키병으로 1회만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아 605명으로 하였다. 가와사키병 재발군과 대조군의 성별, 연령, 
임상증상, 혈액검사, 치료 및 심초음파검사에 의한 관상동맥합병
증 등의 입원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가와사키병의 진단은 임상적 진단기준인 최소 5일 이상의 발열

이 있으면서 비화농성 양측 결막충혈, 구강 점막과 입술의 변화, 부
종이나 발적의 손발 변화, 피부발진, 1.5 cm 이상의 경부 림프절종
대의 5가지 증상 중 4개 이상을 만족하며 유사한 임상증상을 보이
는 다른 질환이 배제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2004 American Heart 
Association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전형 가와사키병의 진단은 최소 
5일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가와사키병의 진단기준에서 2-3가지
의 임상양상, 가와사키병에서 관찰되는 전형적인 비정상적인 검사
소견을 만족할 때로 정의하였다[2,7,8].
심장후유증은 심장초음파에서 승모판막역류증, 심낭삼출, 관상

동맥 합병증을 보인 경우를 나타낸다. 관상동맥 합병증은 심장초
음파로 좌우 관상동맥 내경을 측정하여 5세 미만의 환아에서는 3 
mm 이상, 5세 이상의 환아에서는 4 mm 이상의 경우를 관상동맥
확장증으로 보았고, 관상동맥류는 내경이 인접 분절보다 1.5배 이
상 늘어난 것을 말하며, 거대동맥류는 내경이 8 mm 이상인 것으로 
하였다[4,9].
통계분석은 SPSS ver. 14.0 (SPSS Inc., Chicago, IL, USA)과 R ver. 

3.1.3 (The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
tria)을 이용하였으며, P<0.05(양측검정)을 유의한 것으로 설정하

였다. 재발군과 대조군 간의 분포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연속
형 변수는 이표본 t검정(two sample t-test) 또는 맨-휘트니 U검정
(Mann-Whitney U-test)을 적용하였으며, 범주형 변수의 경우 카
이제곱검정(chi-square test) 또는 Fisher의 정확검정(Fisher’s exact 
test)을 적용하였다. 두 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들
을 통해 가와사키병의 재발 여부를 예측하기 위하여 각 변수의 민
감도(sensitivity), 특이도(specificity)를 계산하여 이를 하나의 곡선
으로 나타내는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곡선분석
을 수행하였고, 가와사키병의 재발 여부를 예측하기 위한 최적 절
단값(optimal cutoff value)을 계산하기 위하여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이 최대가 되는 지점인 Youden’s index를 이용하였다. 도출된 최
적 절단값에 의해 범주화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가와사키병의 재
발 여부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각 변수들이 
보정된 승산비(odds ratio)를 계산하였다.

결  과

1.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징

2002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아청
소년과에서 가와사키병으로 입원한 618명 중 재발한 환아는 13명
으로 가와사키병의 재발률은 2.1%이었다. 가와사키병이 재발된 환
아 13명에서 남녀의 비는 1.2:1이었고, 첫 발병 시 나이는 모두 5세 
미만이었으며 특히 1세 이하와 1-2세 사이가 76.8% 차지하였다. 5
세 미만의 환자를 나이별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1세 미만은 144
명 중 2명(1.4%), 1-2세는 238명 중 8명(3.4%), 3-4세는 143명 중 3명
(2.1%)이 재발하였고 가와사키병 재발군과 대조군 사이에서 연령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 연령은 재발군에서 첫 발병 시 
29.0±14.2개월, 재발 시 44.0±14.9개월이었고, 대조군에서는 31.0

±24.4개월이었다. 발병 시 계절을 비교하였을 때 재발군의 첫 발
병 시와 대조군에서 여름과 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가을에 
가장 적게 발생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
ble 1). 재발군에서 가와사키병의 첫 발병 시부터 재발까지의 기간
은 평균 14.9±11.1개월이었으며, 첫 발병으로부터 재발까지의 기
간은 2년 이내가 11명(84.6%)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Fig. 1).
가와사키병 재발군에서 첫 발병 시 발현된 주요 임상증상은 비

화농성 양측결막충혈 13명(100%), 구강 점막과 입술의 변화 13명
(100%), 피부발진 11명(84.6%), 부종이나 발적의 손발 변화 9명
(69.2%), 1.5 cm 이상의 경부 림프절종대 5명(38.5%)으로 확인되었
고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2. 혈액검사

가와사키병의 재발군에서 첫 발병 시 정맥용 면역글로불린을 투
여하기 전에 시행한 혈액검사결과는 white blood cell (WBC)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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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x and age distribution in recurrent Kawasaki disease group and 
control group

Variable
Recurrent group (n= 13) Control group 

(n= 605) P-valuea)

Initial episode Second episode

Sex 0.967

   Male 7 (53.8) 353 (58.3)

   Female 6 (46.1) 252 (41.7)

Age (yr) 0.375

   < 1 2 (15.4) 0 144 (23.8)

   1-2 8 (61.5) 4 (30.8) 238 (39.3)

   3-4 3 (23.1) 7 (53.8) 143 (23.6)

   ≥ 5 0 2 (15.4) 80 (13.2)

Mean age (mo) 29± 14.2 44± 14.9 31± 24.4

Season at the onset 0.540

   Spring 2 (15.4) 1 (7.7) 140 (23.1)

   Summer 5 (38.5) 3 (23.1) 165 (27.3)

   Fall 1 ( 7.7) 6 (46.2) 126 (20.8)

   Winter 5 (38.5) 3 (23.1) 174 (28.8)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standard deviation.
a)Between initial episode in recurrent group and control group.

Fig. 1. Interval distribution between episodes in the recurrent Kawasaki dis-
ea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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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recurrent Kawasaki disease group and control group

Characteristica) Initial episode in recurrent group (%) Control group (%) P-value

Conjunctival injection 13 (100.0) 568 (93.9) 1.000

Mucosa change 13 (100.0) 544 (89.9) 0.628

Skin rash 11 ( 84.6) 543 (89.8) 0.635

Extremity change 9 (69.2) 385 (63.6) 0.778

Cervical lymphadenopathy 5 (38.5) 314 (51.9) 0.497

a)Characteristics could be appeared more than once (duplicable).

±4.78×103/μL, Hb 10.75±0.84 g/dL, platelets 395.92±130.86

×103/μL, mean platelet volume (MPV) 8.91±0.67 fL, red cell dis-
tribution width (RDW) 13.39%±1.08%, platelet distribution 
width (PDW) 9.30±0.94 fL,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 77.85±20.51 mm/hr, CRP 12.64±6.91 mg/dL, albumin 

Table 3. Comparison of laboratory findings between the recurrent Kawasaki disease group and control group

Variable Initial episode in recurrent group Control group P-value

White blood cell (× 103/μL) 14.94± 4.78 14.31± 5.24 0.564

Hemoglobin (g/dL) 10.75± 0.84 11.21± 1.02 0.074

Platelets (× 103/μL) 395.92± 130.86 347.08± 108.10 0.341

Mean platelet volume (fL) 8.91± 0.67 9.08± 0.70 0.586

Red cell distribution width (%) 13.39± 1.08 9.60± 1.19 < 0.001

Platelet distribution width (fL) 9.30± 0.94 9.12± 4.57 0.345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mm/hr) 77.85± 20.51 64.95± 28.85 0.101

C-reactive protein (mg/dL) 12.64± 6.91 8.44± 6.13 0.015

Albumin (g/dL) 4.02± 0.27 4.08± 0.39 0.393

Aspartate aminotransferase (IU/L) 63.54± 49.27 80.91± 144.0 0.466

Alanine aminotransferase (IU/L) 82.38± 82.44 93.41± 138.13 0.551

Neutrophils count (× 109/L) 9.46± 3.18 13.34± 1.20 < 0.001

Lactic dehydrogenase (IU/L) 514.50± 78.14 552.38± 214.91 0.96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for continuous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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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treatment response and complications between recurrent Kawasaki disease group and control group

Variable
Recurrent group

Control group P-value
Initial episode Second episode

Hospitalization (day) 7.85± 3.08 6.92± 2.4 7.41± 2.65 0.568
Fever duration (day)
   Before intravenous globulin 6.46± 1.27 6.54± 2.63 6.16± 1.74 0.161
   Total 8.08± 2.14 7.62± 2.43 7.13± 2.15 0.052
Typical KD 10 (76.9) 12 (92.3) 460 (76.0) 1
Atypical KD 3 (23.0) 1 (7.7) 145 (24.0)
Cardiac sequelae 4 (30.8) 4 (30.8) 97 (16.0) 0.103
Coronary artery diameter (mm) 3.0± 0.0 - 4.03± 1.53 0.26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for continuous variables or frequency (%) for categorical variables.
KD, Kawasaki disease.

Table 5. Performance of laboratory factors for diagnosis of recurrent Kawasaki disease

Variable Optimal cutoff valuea) Sensitivity Specificity Area under the curve (95% confidence interval)b)

Neutrophil counts (× 109/L) 12.29 0.90 (0.55-1.00) 0.91 (0.89-0.93) 0.951 (0.883-1.000)
Red cell distribution width (%) 12 1.00 (0.66-1.00) 0.97 (0.95-0.98) 0.985 (0.975-0.995)
C-reactive protein (mg/dL) 5.955 0.92 (0.64-1.00) 0.41 (0.37-0.45) 0.679 (0.539-0.818)

a)Derived by Youden’s index. b)Calculated using bootstrapping method.

Table 6.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recurrence of Kawasaki disease

Variabl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Neutrophil conuts (× 109/L) < 12.29 53.85 (5.26-551.65) 0.001
Red cell distribution width (%) > 12 160.01 (16.27-1,573.65) < 0.001
C-reactive protein (mg/dL) > 5.955 17.09 (1.23-237.47) 0.034

4.02±0.27 g/dL, AST 63.54±49.27 IU/L, ALT 82.38±82.44 IU/
L, neutrophils count 9.46±3.18 109/L, lactic dehydrogenase 514.50

±78.14 IU/L이었다.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neutrophils count는 
재발군에서 첫 발병 시 수치가 낮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고(P<0.001), RDW와 CRP는 재발군에서 첫 발병 
시 수치가 더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각각 
P<0.001, P= 0.015). 그 외의 다른 수치는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Table 3).

3. 치료

입원기간은 가와사키병의 재발군에서 첫 발병 시는 평균 7.85±

3.08일, 재발 시는 평균 6.92±2.4일이었고, 총 발열기간은 재발군
에서 첫 발병 시는 평균 8.08±2.14일, 재발 시는 평균 7.62±2.43일
이었다. 입원기간, 총 발열기간은 재발군에서 첫 발병 시와 재발 시 
사이에서 둘 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각각 
P<0.001, P<0.001), 재발군에서 첫 발병 시와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면역글로불린 사용 전 발열기간은 재발군에서 첫 
발병 시와 대조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재발군에
서 첫 발병 시와 대조군 사이에서 정형 가와사키병과 비정형 가와

사키병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재발군 사이에서 첫 발병 
시와 비교하여 재발 시에 전형 가와사키병의 분포가 더 높게 나타
났다(Table 4).

4. 심장후유증

재발군의 첫 발병 시에서는 총 13명 중 심장초음파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결과가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2명을 제외하고 심장후
유증을 가진 환아는 4명(30.8%)이었고, 대조군에서는 총 605명 중 
29명이 제외되고 심장후유증을 가진 환아는 97명(16.0%)이었다. 
이들 사이에는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관상동맥합병증
은 거대관상동맥류가 대조군에서 1명 관찰되었고, 심장초음파로 
측정한 관상동맥 내경은 재발군의 첫 발병 시에 평균 3.0 mm였고, 
대조군에서는 평균 4.03±1.53 mm였으며 이들 사이에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Table 4).

5. 가와사키병 재발의 위험인자

재발군의 첫 발병 시와 대조군 사이를 비교하였을 때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neutrophils count, RDW, CRP을 이용
하여, 재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ROC 분석을 수행하고, 최적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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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계산한 결과, Youden’s index에 의한 세 가지 변수의 최적 절
단값은 각각 neutrophils count는 12.29 109/L, RDW은 12%, CRP
은 5.955 mg/dL로 도출되었다(Table 5). 해당 최적 절단값을 기준으
로 민감도와 특이도를 계산한 결과, neutrophils count와 RDW의 
경우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였으며, area under the curve 
(AUC)도 각각 0.951 (95% 신뢰구간, 0.883-1.000), 0.985 (95% 신뢰
구간, 0.975-0.995)로 매우 높았다. CRP의 경우 0.92의 높은 민감도
를 보였으나, 특이도와 AUC가 각각 0.41, 0.679 (95% 신뢰구간, 
0.539-0.818)로 neutrophils count 및 RDW에 비하여 낮은 진단력
을 보였다.
위의 최적 절단값에 의해 구분된 세 가지 범주형 변수를 이용하

여 다중 로지스틱회귀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Ta-
ble 6에 제시하였다. 가와사키병의 첫 발병 시 neutrophils count가 
12.29 109/L보다 낮을 경우, 높은 경우에 비하여 재발 가능성에 대
한 승산비가 53.85이고 RDW가 12%보다 높을 경우와 CRP가 
5.955 mg/dL보다 높을 경우, 낮은 경우에 비하여 재발 가능성에 대
한 승산비가 각각 160.01과 17.09로 나타났다. 그 중 RDW가 가장 
높은 승산비를 보여 가와사키병의 재발에 대한 가장 의미 있는 예
측요인으로 생각되며, 재발군과 대조군에서 RDW를 점도표로 나
타냈을 때, 재발군의 RDW의 분포가 12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몰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 2).

고  찰

전 세계적으로 가와사키병의 연간 발생률은 일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2번째로 높으며, 우리나라에서 2006-2008
년 동안 101개의 병원에서 조사한 결과 가와사키병의 연간 평균 발
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5세 이하의 소아에서 100,000
명당 113.1명에 이른다[4]. 가와사키병의 재발률은 일본이 3% [1], 
중국은 1.4% [5], 우리나라는 2.2% [4]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재발 시에 전형 가와사키병의 형태로 많이 나타남이 확인되었으
나,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재발한 가와사키병에 대한 연구[10-12]에
서 재발하는 경우 비전형적 가와사키병의 형태로 많이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또한 그 외에 임상적 특징과 혈액검사, 치료에 대한 반
응, 관상동맥합병증에서 의미 있는 위험인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으
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가와사키병의 재발에 대한 임상적 평
가와 위험인자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와사키병의 재발률이 2.1%로 이전 연구와 유사

한 결과가 확인되었고, 재발군에서 첫 발병 시 평균 연령은 29±

14.2개월이었다. Hirata 등[6]은 가와사키병의 첫 발병 시 재발 유병
률이 3세 이상과 비교하여 1세 이하와 1-2세 사이에서 더 높으며 이
는 가와사키병의 유병률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과 
상관있다고 보고 있다. 또 가와사키병의 첫 발병으로부터 1년 이내
에 재발률이 높으며 그 이후에 급격히 감소함을 보고하고 있다. Jo 
등[10]은 가와사키병의 재발이 주로 5세 이하에서 발생하고, 첫 발
병 후 1년 이내에 재발률이 90%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와사키병 재
발군에서 첫 발병이 모두 5세 미만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1세 이하
와 1-2세 사이에서 76.8%로 높아 Hirata 등[6]과 Jo 등[1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며, 첫 발병으로부터 1년 이내의 재발은 
53.8%로 뚜렷한 상승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첫 발병으로부터 2년 
이내의 재발이 84.6%로 높게 확인되었다. 이를 보았을 때 가와사키
병이 발병한 경우 1세 이하와 1-2세 사이의 환아에서 약 2년간 재발
에 대한 신중한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에서 가와사키병은 일반적으로 겨울과 초봄에 속하는 달에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 일본의 한 연구[13]에서는 가와사
키병이 1월(가장 추운 달)과 6-7월(가장 높은 강수량을 가지는 달)
에 두 개의 최고점을 보였고 10월에 최저점을 보였으며, 이런 계절
적 차이는 환경적 요인 또는 환경과 관련된 행동이 질환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계절적 변화는 각 지역에서 연간 주기
의 특징적인 시기와 지속기간을 가지는 소아의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감염의 특징이 관련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두 개의 계절
적 최고점을 보인 겨울-봄과 여름에 다른 감염성 질환이 가와사키
병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발군의 
첫 발병 시와 대조군에서 두 그룹 모두 여름과 겨울에 가장 많이 발
생하였고 가을에 가장 적게 발생하여 일본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Fig. 2. Distribution of red cell distribution width per group according to recur-
rence of Kawasaki disease. RDW, red cell distribution width; KD, Kawasaki dis-
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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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입원기간, 총 발열기간은 재발군의 첫 발병 시와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재발군의 첫 발병 시와 재발 시 사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재발군의 재발 시에 입원기간
과 총 발열기간이 더 짧은데 이것은 가와사키병의 재발을 염려하
여 보호자가 병원을 일찍 방문하고 의료진도 가와사키병의 가능성
을 미리 염두에 두기 때문에 빠른 정맥용 면역글로불린의 투여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와사키병은 관상동맥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데 이전 연구들

에서 관상동맥 병변과 관련 있는 비정상적인 검사소견으로 WBC 
증가, neutrophils count 증가, PDW 증가, platelets 증가, MPV 증가, 
ESR 증가, cardiac troponin I 증가, endothelin-1 증가, albumin 감
소, Hb 감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4,15]. Yang 등[5]에서 면
역글로불린 치료 전 발열기간, AST 수치, hemoglobin 수치가 가와
사키병 재발의 예측인자로 통계학적 의미가 있음이 확인되었고(각
각 P= 0.009, P<0.001, P= 0.010), 면역글로불린 치료 전 발열기간
이 10일 이상, AST 수치가 90 IU/L 이상, Hb 수치가 9 g/dL 이상일 
경우에 가와사키병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WBC, Hb, platelets, MPV, RDW, PDW, ESR, albumin, AST 수
치와 면역글로불린 치료 전 발열기간이 모두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반면 neutrophils count, RDW, CRP이 재발군의 첫 발병 시
와 대조군 사이를 비교하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여 가와사키병의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 의미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되었다. 독성 병원균과 증가된 자가면역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면역계의 활성화를 일으키고 neutrophils count를 증가시키
는 것으로 추측되며, 급성기 가와사키병인 소아의 관상동맥에 대
한 면역조직화학 연구에서 관상동맥의 내피세포에 많은 수의 neu-
trophils이 부착되어있음이 밝혀져 있다[14]. RDW는 순환적 혈구
의 크기에 대한 변동성을 측정하고 빈혈의 감별진단에 이용되고 있
으며, 염증은 철 대사를 저해하고 적혈구 생성 촉진인자의 생성 또
는 반응을 억제하며, 적혈구의 생존을 짧게 함으로 RDW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16,17]. 최근에 많은 연구들에서 급성 관상동맥증
후군, 협심증, 심부전, 말초혈관질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
은 여러 심혈관질환의 존재와 이로 인한 결과를 예측하는 데 RDW
가 관련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7,18]. 한 연구에서는 RDW와 CRP
가 관상동맥확장증 그룹에서 더 높게 확인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RDW, CRP가 관상동맥확장증 환자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간단하
고 저렴한 지표임을 보여주었다[16,17]. 본 연구에서는 neutrophils 
count, RDW, CRP이 가와사키병의 재발에 대한 위험인자로서 의
미가 있으며, 가와사키병의 첫 발병 시 neutrophils count가 12.29 
109/L보다 낮을 경우, RDW가 12%보다 높을 경우, CRP가 5.955 
mg/dL보다 높을 경우에 재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
다. 또한 RDW가 승산비 값이 가장 높게 확인되어 가장 의미 있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전 연구[14]에서는 neutrophils count
가 관상동맥 병변이 있을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neutrophils count가 감소할 때 재발 가능성이 높아짐
이 확인되어 이전 연구결과와 맞지 않았다. 이는 가와사키병의 병
인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대규모의 가와사키병 재발 환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보았을 때 가와사키
병이 첫 발병했을 때 혈액검사에서 RDW, CRP의 수치를 확인하고 
그 중 특히 RDW가 12% 이상일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여 주의 깊은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Hirata 등[6]에서 가와사키병의 재발률은 첫 발병 시 관상동맥합
병증을 가지는 소아에서 높았고, 이는 첫 발병 시에 관상동맥합병
증의 존재는 재발의 위험인자임을 나타낸다. Yang 등[5]에서는 가
와사키병이 한번만 발생한 환아보다 재발한 환아에서 첫 발병 시
에 관상동맥합병증이 더 흔히 발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관상동맥합병증을 포함한 심장후유증이 재발군의 
첫 발병 시에서 대조군보다 더 많은 비율로 발생하였으나, 통계학적
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후향적 연구로 결과에 비뚤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적 비뚤림도 발생 가능하다. 또한 기록이 없거나 불명
확한 경우로 인하여 자료가 완전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통계분
석 시 제외되는 대상이 있었다. 단일 기관에서 시행하여 전체 연구
대상의 수가 적으며, 가와사키병이 재발한 환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추정된 승산비 값 또는 검정결과의 신뢰도가 다소 떨어
지는 것도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이전의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재발된 가와사키병에 대

한 연구결과에서 뚜렷한 재발 위험인자가 확인되지 않은 것에 비하
여 RDW와 CRP의 상승이 재발 위험인자로 의미 있음이 확인되었
다. 앞으로 가와사키병이 재발한 환자에 본 연구에서 확인된 RDW
와 CRP를 포함한 의미 있는 인자들에 대한 다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대규모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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