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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rticle

서 론

응급의학과 의사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보다 가와사키병

을 경험하기 어렵지만, 수일 이상 열을 지속하는 환아 중

가와사키병 의심 증례를 경험할 수 있다. 완전 가와사키병

은 5일 이상 지속하는 열과 함께 5가지 주요 임상증상 기

준 중 4개 이상을 만족하면 진단할 수 있다. 문제는 열과

함께 1-2가지의 임상증상을 만족하는(특히 6개월 미만

아) 불완전 가와사키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5일 이상 지속하는 열의 원인으로 감염을 배제했

다면, 불완전 가와사키병을 의심하고 자세한 병력청취, 신

체검사, 진단검사(혈액 및 소변검사, 심장초음파)를 시행

해야 한다. 조기 진단의 중요성은 발병 10일 이내에 정맥

면역 로불린 및 경구 아스피린을 투여하지 않은 가와사

키병 환아에서 관상동맥합병증이 쉽게 발생하는 점에 기

인한다.

한국에서 1973년 가와사키병 환아를 최초로 보고한 이

후1), 꾸준히 발병이 증가했다. 2012-2014년 전국 역학조

사에 따르면 한국의 가와사키병의 발병률은 5세 미만 인구

100,000명 당 186.8명으로2),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상기 역학조사에서 불완전 가와사키병은 32.8%에서, 관상

동맥합병증은 12.5%에서, 각각 발생했다2). 관상동맥합병증

은 주로 불완전 가와사키병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3), 그 이유는 늦은 진단과 치료가 관상동맥합병증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 가와사키병 환아라

고 하더라도, 정맥 면역 로불린-불응성(intravenous

immunoglobulin-resistant) 가와사키병 환아는 관상

동맥합병증이 발생하기 쉽다.

최근 불완전 가와사키병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이 환아

를 아급성기(발병 2-4주 후) 이후에 진단하는 경우가 적

지 않다. 불완전 가와사키병은 완전 가와사키병과 마찬가

지로,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관상동맥합병증 발생을 예

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처럼 가와사키병 발병률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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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라에서는, 5일 이상 지속하는 열의 원인으로 감염을

배제했다면, 완전 가와사키병의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않

더라도 불완전 가와사키병을 의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론

가와사키병 진단기준은 1967년 Tomisaku Kawasaki3)

가 세계 최초로 50례를 발표한 이후 꾸준히 변화했고, 주

로 미국과 일본의 진단기준을 사용한다. 불완전 가와사키

병은 과거부터 비정형(비전형, atypical) 가와사키병과 혼

용했지만, 최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세계에서 불완전 가

와사키병으로 통일되는 추세이다.

2017년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는 이전 가와사키병 기준을 개정, 보완한 가와사키병의 진

단, 치료, 장기 관리에 한 기준을 발표했다4). 이 중 소아

응급의학 관점에서 중요한 진단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기

로 한다. 먼저 가와사키병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와사키병 진단기준

1) 열(5일 이상 지속; 열 시작일을 1일로 계산)

2) 5가지 주요 임상증상(양측 결막충혈, 입술 발적[딸기혀

도 가능], 몸통 발진[Bacillus Calmette-Guérin 접종부

위 발적도 가능], 손발 발적 및 부종, 경부 림프절병[한

쪽]) 중 4개 이상

3) 새로운 진단기준

a. 5가지 주요 임상증상을 모두 만족하면(특히 손발 발

적 및 부종), 열의 기간이 4일이라도 진단 가능.

b. 가와사키병 경험이 많은 임상의는 3일간 지속한 열

과 1가지 주요 임상증상을 동반한 환아(특히 6개월

미만)를 드물게 진단 가능.

c. 발병 초기에 명확한 주요 임상증상이 동시에 나타나

지 않아서 조기 진단이 어렵다면(일부 임상증상이 열

시작 1-2주 후 발생 가능), 이미 나타났던 임상증상

에 한 면 한 관찰과 분석이 진단에 유용.

2. 가와사키병의 주요 임상증상4)

1) 5일 이상 지속하는 열

체온이 39。C-40。C로 빠르게 상승하는 것이 특징이고

정상 범위로 하강하지 않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1-3주간

지속한다. 7일 이내에 열이 소실돼도 진단을 배제할 수 없

다. 정맥 면역 로불린 투여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해열

된다. 만약 열이 지속하면, 정맥 면역 로불린-불응성 가

와사키병으로 간주하고 다음 단계의 치료가 필요하다. 이

는 가와사키병 환자에서 발병 10일이 지나면 관상동맥합

병증이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2) 사지 변화

특징적인 임상증상을 보여 진단에 유용하다. 급성기에

손발바닥의 홍반 또는 발적이 나타나고, 손발에 통증을 동

반한 경화를 보인다. 열 시작 2-3주 후에는 손, 발가락의

표피탈락이 발생하는데 주로 손발톱 주위에 생기고 손발

바닥으로 확장하기도 한다. 열 시작 1-2개월 후에는 손톱

을 가로지르는 깊은 가로선(Beau’s lines)이 나타나기도

한다.

3) 발진

홍반 발진은 열 시작 5일 이내에 나타난다. 성홍열 모양

홍색피부증과 다형홍반 모양 발진이 흔하다. 드물게 두드

러기나 작은 미세농포 발진이 관찰된다. 발진의 분포는 광

범위하고, 몸통과 사지부터 발생한다. 서혜부의 조기 표피

탈락이 특징적인데, 한국에서는 서혜부보다 항문주위에

표피탈락이 먼저 나타나서 조기 진단에 유용하다. 드물게

심한 형태의 건선을 동반한 판과 농포를 동반한다. 또한

아급성기에는 새로 발생한 아토피피부염의 발진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물집(bulla), 잔물집(vesicle), 출혈점은

다른 질환을 시사한다.

4) 결막염

양안의 비삼출 결막충혈은 열 시작 직후 동반하고, 각막

가장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포도막염이 열

시작 후 7일간 나타나고, 드물게 결막하출혈과 점모양각

막염(punctate keratitis)이 나타난다.

5) 구강 변화

입술에는 홍반, 건조, 깊고 긴 틈새(fissure), 금이 감

(cracking), 표피탈락, 출혈을 보일 수 있다. 구강에서 딸

기혀(홍반 및 뚜렷한 버섯유두[fungiform papillae])와

입인두 점막의 광범위한 홍반을 보인다. 입인두의 궤양 및

삼출물은 다른 질환을 시사한다.

6) 경부 림프절병

주요 임상증상 중 가장 드물다. 림프절병은 한쪽에, 지

름 1.5 cm 이상으로 앞목삼각에 국한하여 발생한다.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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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부 림프절병은 세균감염 또는 불완전 가와사키병

을 시사한다. 따라서, 주목할 가치가 있고 때론 유일한 임

상증상일 수 있다. 일부 증례에서 경부 림프절병과 열이

지속하다가 다른 뚜렷한 가와사키병의 주요 임상증상(발

진, 결막충혈 등)이 연이어 나타난다.

경부 림프절병 환아에서 가와사키병과 세균감염을 감별하

기 위해 초음파 및 컴퓨터단층촬 이 유용하다. 가와사키병

은 다수의 림프절비 , 후인두 부종 또는 연조직염(phlegmon)

을 유발하는 반면, 세균감염은 단일 림프절(저에코 핵심 동

반)을 침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와사키병 환아에서

경부 림프절병증이 인두곁 부종(parapharyngeal edema),

인두뒤 부종, 연조직염을 동반하는 목 깊은 부위의 염증과

관련이 있다.

3. 비슷한 임상증상으로 감별진단이 필요한 질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유아에서 발생하는 홍역과 감

별이 필요하다. 기타 바이러스로는 respiratory syncytial

virus, metapneumovirus, coronavirus, parainfluenza

virus, influenza virus, adenovirus (인두결막열), 세

균으로는 A군 사슬알균을 각각 감별해야 한다. 그 외에도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소아특발관절염(전신형), 리케차

증, 렙토스피라병 등을 감별해야 한다.

4. 불완전 가와사키병 진단기준

불완전 가와사키병 진단기준은 5일 이상 지속하는 열에

주요 임상증상 중 4개 미만 또는 1-2개를 만족하는 경우

이다. 그러나 관련 경험이 많은 가와사키병 전문가의 판단

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불완전 가와사키병은 열만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열에 전술한 완전 가와사키병 진단

기준 중 1-2개만 만족한 경우에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높은 의심지수가 조기 진단에 중요하다. 단, 발열과

점막피부증상의 다른 원인(감염, 류마티스 질환, 면역결핍

등)을 배제해야 진단이 가능하다. 특히 안과 협진을 통한

앞포도막염 발견은 불완전 가와사키병 진단에 유용하다5-7).

5. 불완전 가와사키병 진단에 유용한 검사 및 임상증상4)

1) 혈액 및 소변 검사

a. 혈색소: 감소하고, 염증 호전 시 정상범위 회복.

b. 백혈구: 증가하고(특히 과립구), 백혈구 감소 또는 림

프구 증가는 다른 질환 시사.

c. 혈소판: 발병 2-3주에 증가(평균 700,000/μL)했다

가 4-6주에 정상화. 드물게 발병 1-2주에 감소하고

파종혈관내응고의 징후이며 관상동맥합병증 발생의

위험요인.

d. 급성기반응물질: 적혈구침강속도 증가(염증 호전 시

서서히 감소), C-반응단백질 증가(염증 호전 시 신속

히 감소).

e. 화학검사: 알부민 감소,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

효소 및 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 또는 감마- 루타

트랜스펩티다제 증가.

f. N-terminal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소

수의 가와사키병 환아에서 심근 침범 시 상승할 수 있

지만, 결정점(cutoff point)이 규명되지 않았고 감별

진단에 불충분하다8-10).

g. 소변 검사: 무균 농뇨.

2) 임상증상

아에서 Bacillus Calmette-Guérin 접종부위 홍반

및 경결을11-13), 학령기 이후 환아에서 경부 림프절병14-16)을

각각 확인.

결 론

임상 진단이 비교적 쉬운 완전 가와사키병과 달리, 불완

전 가와사키병 진단에는 경험 많은 가와사키병 전문가의

지속적이고 세 한 관찰이 중요하다. 여기에 부가적인 검

사결과가 뒷받침되면, 불완전 가와사키병 진단을 놓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특히 1세 미만 또는 12세 이상 환아는

가와사키병 호발 나이 인 5세 미만 환아보다 높은 의심

지수가 필요하다.

가와사키병 발병률이 높은 한국에서는 5일 이상 지속하

는 열로 방문한 소아응급환자가 완전 가와사키병의 주요

임상증상을 만족하지 않으면, 감염을 배제한 후 불완전 가

와사키병을 의심해야 한다. 발병 10일 이내의 조기 진단과

정맥 면역 로불린 및 경구 아스피린 치료를 통해 관상동

맥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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