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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ㆍ정대철ㆍ강진한
Immunizations Following Therapy for Kawasaki Disease
Soo Young Lee, M.D., Dae Chul Jeong, M.D., Jin Han Kang, M.D.
Departments of Pediatrics,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this review, we summarized the basic principle of immunizations following therapy for Kawasaki disease
(KD), especially intravenous immunoglobulin (IG). The half-life of IG in vivo depends not only on the
type, dose, and administrating method of IG, but also age, sex and ethics of the host. IG interferes with
immunogenicity of live attenuated vaccine. It is recommended that measles and varicella-containing vaccine should be administrated after 11 months of high-dose IG therapy. However, different intervals between administrations these vaccines are recommended in certain countries. Usually, inactivated vaccine
has no interference with IG. Since different IG preparations and ethics affect immune function and halflife of IG, it is necessary to conduct clinical study for Korean KD children receiving intravenous IG.
Key Words: Kawasaki disease, Immunoglobulin, Immunization

1)도

입(Introduction)

가와사끼병(Kawasaki Disease, KD) 환자의 입원기간

면역글로불린(immunoglobulin, IG)
1. IG의 조성

동안 급성기 염증치료뿐 만 아니라, 퇴원 후 지속적으로 환
자들을 추적 관리하는 것은 KD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의

면역글로불린(IG)은 1952년 임상에 처음으로 사용된 후,

중요한 역할이다. 면역글로불린(immunoglobulin, IG)과 아

1981년부터 상용화되어서, 소아과 영역에 사용되는 다른 약

스피린을 치료를 받고, 종종 추가적으로 면역조절제를 투여

물과 비교하면 상대적 짧은 역사를 지닌다. 세계보건기구

받은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적절한 예방접종 방법을 제시해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임상에서 적용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한 IG의 기준을 일찍이 제시하였다(Table 1).

소아청소년과의 다른 치료 약제들과 마찬가지로, 예방접

IG은 임상적으로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서 승인되었으며,

종을 시행할 때, 과거에 환자가 치료받은 약제의 종류, 용량,

실제적으로는 비승인 상태(off-label)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투여 방법, 반감기, 화학적 특성 등의 기본적인 약리학적 특

적지 않다. IG의 주요한 작용기전은 주로 ‘해당 질환의 병리

징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예방접종에 영향을 줄 수 있

기전’과 ‘IG의 용량’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약하

는 다양한 항체들의 정성 및 정량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면, 1) Fab를 통해 매개되는 기전; 2) Fc의 작용; 3) Fc 분

서는, 대규모의 혈청역학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종설

절 내 보체(complement) 결합을 통해 매개되는 기전; 4)

에서는 KD 환자 혹은 IG을 투여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외 항체를 제외한 면역 조절 물질의 작용이라고 여겨진

예방접종에 관하여, 국내외 연구자료들과 가이드라인을 중

다. 이러한 IG의 주요한 작용기전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심으로, 기본 원리와 실제 적용방법에 대하여 요약 및 정리

전 세계적으로 25종 이상 승인된 IG의 제조과정과 회사에

하였다.

따라서 핵심적인 면역학적 특징, 특히 opsonic activity, Fcreceptor function, 및 complement fixation의 정성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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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면역 보충’을 위한 저용량 IG은 400 mg/kg/

2. IG 치료 후 생체 내 유효기간

month이며, 염증 및 면역매개 질환에서 ‘면역 조절’을 위한
생리적으로 모체에서 태아에 전달된 항체는, 그 종류와 용

고용량 IG은 2 Grams/kg/3-6 months로 사용되고 있다.

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12-18개월까지 검출될 수 있

이러한 사실은 IG의 용량에 따른 유효기간을 간접적으로 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위적으로 수동(passive)면역 과

영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Sonobe T 등은 IG 치료 전후

정에서 투여된 항체의 검출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홍역 항체가의 변화를 보고하였다(Fig. 1). 이 연구결과를

여겨진다. 현재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IG 치료

근거로, 일본과 네덜란드에서는, 미국의 11개월과 다르게, 고

또는 수혈 후 홍역/수두를 포함하는 백신의 추천되는 접종간

용량 IG 치료 9개월 후에도 홍역 혹은 홍역포함 백신을 접종

격’을 Table 2에 요약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수동적으로 투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IG의 유효기간은 성별, 나이,

여된 항체의 종류와 그 용량을 토대로, 그 접종간격을 추천

체중처럼 약물 대사에 직접영향을 주는 인자뿐 만 아니라,

Table 1. The Production Criteria for Immunoglobulin (IVIG) Established by WHO (1982)
1. Each lot should be derived from plasma pooled from at least 1000 donors.
2. It should contain at least 90% intact IgG with the subclasses present in ratios similar to normal pooled plasma.
3. IgG molecules should maintain biological activity such as complement fixation.
4. It should be free from contaminants of prekallikrein activator kinins, plasma proteases and preservatives.
5. It should be free from infectious agents. As for all blood products donors are screened for hepatitis B surface antigen, HIV-p24
antigen, and antibodies to syphilis, HIV-1, HIV-2 and hepatitis C.
Modified from ‘Appropriate uses of human immunoglobulin in clinical practice: memorandum from an IUIS/WHO meeting. WHO
Bull. 1982;60:43-47’.

Table 2. Summary: Suggested Intervals between Administration of Antibody-Containing Products for Different Indications and
Measles and/or Varicella-Containing Vaccine
Product / Indication
I. Intravenous IG
1. CMV-IG
2. Immune deficiencies
3. Immune thrombocytopenic (ITP)
4. Kawasaki disease
II. Blood transfusion
1. RBCs, washed
2. RBCs, adenine-saline added
3. Packed RBCs (hematocrit 65%)
4. Whole blood (hematocrit 35-50%)
5. Plasma/platelet products
III. Intramuscular IG
1. Hepatitis A
Contact prophylaxis
International travel
2. Measles prophylaxis IG
Standard contact
Immunocompromised contact
IV. Other intramuscular specific IG
1. Tetanus IG (TIG)
2. Hepatitis B (HBIG)
3. Rabies IG (RIG)
4. RSV Ig monoclonal antibody

Recommended interval before the vaccine
150 mg/kg maximum → 6 months
300-400 mg/kg → 8 months
1,000 mg/kg → 10 months
2 Grams/kg → 11 months
10
10
10
10
10

mL/kg
mL/kg
mL/kg
mL/kg
mL/kg

(negligible IgG) → 0 month
(10 mg IgG/kg) → 3 months
(60 mg IgG/kg) → 6 months
(80-100 mg IgG/kg) → 6 months
(160 mg IgG/kg) → 7 months

0.02 mL/kg (3.3 mg IgG/kg) → 3 months
0.06 mL/kg (10 mg IgG/kg) → 3 months
0.25 mL/kg (40 mg IgG/kg) → 5 months
0.50 mL/kg (80 mg IgG/kg) → 6 months
250 U (10 mg IgG/kg) → 3 months
0.06 mL/kg (10 mg IgG/kg) → 3 months
20 IU (22 mg IgG/kg) → 4 months
15 mg/kg (0 mg IgG/kg) → 0 month

Summarized from Plotkin SA, Orenstein WA, Offit PA, editors. Vaccine 5th ed. Philadelphia: WB Saunders Co., 2008:95-97, Table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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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술한 홍역, 수두, 일본뇌염 생백신을 제외한 다른
약독화 생백신(live attenuated)은 IG 치료와 무관하게 원
래 스케줄대로 접종한다. 로타바이러스 경구 생백신은 2-3
회 복용하므로, IG 치료와 무관하다고 간주되며, 황열(yellow
fever), 과거 사용되었던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OPV), 독감
생백신도 IG 치료와 무관하게 접종하도록 추천되고 있다.
셋째, IG 치료는 불활성화(inactivated) 백신, 소위 사백
신 면역반응의 저해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에 대해서는, B형
간염의 백신과 항체(HBIG)를 동시 투여하는 것과 Td백신
과 파상풍 항체(TIG)를 동시 접종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
다. 즉, IG 치료와 무관하게 불활성화 백신은 원래 접종 스
케줄에 따라 접종하면 되는 것이다.

IG 이외 치료약제(아스피린, 스테로이드)와 예방접종
Fig. 1. Changes in measles antibody titers in patients with KD
after infusion of 1 to 2 Grams/kg of IVIG. The titers were measured by HI methods. This figure was adapted from the research
by Sonobe T, et al.

인종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스피린을 저용량(항혈소판 기전)으로 6-8주 만 복용하
는 KD환자들도 있지만, 관상동맥의 합병증으로 장기간 아스
피린을 복용해야 하는 KD 환자들도 적지 않다. 이부프로펜
은 아스피린의 항혈소판 기전을 길항하기 때문에, 아스피린

IG 치료 후 예방접종의 기본 규칙

을 복용하는 소아에게 추천되지 않는 해열제이다. 또한 아스
피린 복용 소아와 함께 거주하는 식구들은 계절 독감 백신이

우선적으로, IG 치료 후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금기사항

추천된다. 라이증후군의 이론적인 위험도로 인하여, 아스피

(contraindication), 즉, 백신 접종으로 인해 심각한 이상반

린을 복용 중인 소아는 독감 혹은 수두에 노출/감염 시에,

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 주의사항(pre-

KD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caution), 즉, 백신 접종 시 면역형성이 저해되거나, 접종을

일반적으로, 국소 스테로이드 사용(피부 도포, 흡입요법)

연기해야 하는 상황, 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나 저용량 또는 중등도 용량의 전신 스테로이드(프레드니

홍역 또는 수두가 유행하여 노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손 2 mg/kg/day 미만 또는 체중 10 kg 소아에서 20 mg/

해당 백신접종의 예방효과가 그에 대한 이상반응보다 크기

day 미만) 치료 중인 소아는, 불활성화 백신은 물론이고 생

때문에, 우선 해당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며, 대신 항체 유효

백신 접종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KD 환자의 경우, 대부

성을 고려하여, IG 투여 11개월 후 추가로 한번 더 접종하는

분 스테로이드는 급성 염증시기에 단기간 사용되므로, 주요

것을 권장한다. 즉, 접종간격은 예방접종 시행할 때 이상반응

한 고려사항은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고용량 스테로

의 발생률이 높다는 의미가 아니며, 잔여 항체에 의한 해당

이드를 14일 이상 치료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생백신 접

백신의 효능 감소를 염려해서 추천된 것이다. 실제로, IG 치

종을 하지 않는다. 그 밖의 면역억제제들을 KD 치료을 위해

료는 홍역과 풍진 백신의 면역반응을 일정기간 저해시킨다

투여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역 억제제 중단 최소 3개

는 것은 객관적 증명이 되었고, 수두백신에 대해서는 명확한

월 후에 생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장한다.

증거는 없으나, 면역반응의 저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홍역 백
신과 같은 기준을 적용시킨다. 일본뇌염 생백신의 경우, 객관

맺 음 말

적인 자료는 없으나, IG 치료나 혈액 제제를 투여받은 경우
에는 MMR 백신에 준하여 접종을 연기하도록 추천하고 있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은 항체의 유효기간

다. 고용량 IG 치료 11개월 후 MMR, 수두 등의 생백신을

에 따라서 생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간격이 다르다. 치료받

접종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들 생백신 접종 2주 이내 고

은 항체의 생체 내 유효기간은, 항체의 종류, 투여방법, 용량

용량 IG 치료를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도 IG 치료 11개월

등과 같은 항체의 특성과 연령, 성별, 인종 등과 같은 숙주의

후 해당 생백신을 한번 더 접종하도록 한다.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고용량의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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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KD 환자의 경우, 홍역 및 수두 포함 생백신은 11개월

11)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Committee on Infectious

후로 권장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의 연구들은 9개월 후

Diseases. Recommended timing of routine measles immuni-

에도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종에 따라서
항체의 유효기간이 다르다는 것은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받

zation for children who have recently received immune globulin preparations. Pediatrics 1994;93:682-5.
12) Siber GR, Werner BG, Halsey NA, Reid R, Almeido-Hill

았던 KD 환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자료가 필요하다는

J, Garrett SC, et al. Interference of immune globulin with

것을 의미한다.

measles and rubella immunization. J Pediatr 1993;12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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