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가와사끼병 진단 시 고려해야 할 점들

불완전 가와사끼병은 5일이상 지속되는 고열과 가와사끼 주요 증상 중 2-3개가 나타날 때 고려하
게 되는데 이의 진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미국 심장학회에서 제안한 2004년 진단 알고리즘이
있기는 하나 실제 환자 진료에서 적용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세밀하게 가와
사끼병과 혼동할 수 있는 질환들을 고려하면서 진단하도록 해야 한다.
불완전 가와사끼병과 감별해야 하는 질환들
1)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Adenovirus infection)
아데노

바이러스

감염은

소아에서

흔하고

건강한

소아의

액

10%정도에서

nasopharyhgeal swab에서 PCR 양성이므로 가와사끼병 (이하 KD) 환자에서도 흔하게 양
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아데노 바이러스 감염인지 KD와 같이 있는 것인지
감별이 중요하다. 두 상황을 감별하고자 하는 연구 결과를 보면 아데노 바이러스 감염에
서는 KD에 비해 발진, 손 발의 변화, 임파절 비대의 변화가 적었고 CRP가 7.0 mg/dl이상
상승되는 경우는 드물고 ALT의 상승과 무균성 농뇨도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NT-proBNP의 상승도 드물어 NT-proBNP가 265이상 증가시 KD로 가능성이 더 높은것으
로 제시되고 있다.
2) 세균성 경부 임파절염 (Bacterial cervical lymphadenitis, 이하 BCL)
가와사끼병의 다른 주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고열과 임파절 비대가 가장 먼저 나타나
는 Node-first KD (NFKD)인 경우 세균성 경부 임파절염과 감별이 힘든 경우가 자주 있다.
두 질환의 감별점은 NFKD의 경우 BCL보다 ESR, CRP, ALT의 상승이 더 높고 영상 검사인
CT와 초음파 검사에서 비대된 임파절들이 다양한 크기로 포도송이 처럼 모여 있는 것이
특징적이고 이에 반해 BCL은 우세하게 큰 임파절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인후농양 (Retropharyngeal abscess)
드물게 고열과 경부 임파절 비대를 보여 CT촬영 결과 인후 농양으로 진단하고 I & D 시
행후에도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 뒤늦게 KD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렇게 CT에
서 인후부에 low density area가 보이면 두 경우를 감별해야 하는데 CT에서 감별점은 인
후 농양은 KD와 달리 low density의 가장자리에 링모양 조영(ring enhancement)이 보이
고 주위 조직에 mass effect를 보인다는 것이다.

4) 전신형 연소성 관절염 (Systemic onset juvenile arthritis, 이하 SoJIA)
이 질환은 여러 장기에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데 초기에는 KD와 비슷하게 고열과

발진,

염증 수치의 상승을 보이고 때로는 드물게 관상동맥이 약간 확장 되는 소견도 보여서 감
별 진단이 힘들 수도 있는 데 감별점은 SoJIA에서는 KD에서 83%까지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전포도막염 (anterior uveitis)가 드물고 열나는 양상이 intermittent인점, 발진이
열이 오를 때 같이 나타나는 점과 구강 병변이 없는 점이 KD와 구별된다.
불완전 가와사끼병 진단시 도움이 되는 소견들
1) BCG 접종 부위의 발적
다른 febrile illness에서는 10%에서 발적을 보이나 KD에서는 42%정도 발적을 동반하
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런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BCG접종후 1000일 미만의 기
간 동안 이어서 3세 이하의 KD의심환아에서는 꼭 BCG 접종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전포도막염 (Anterior uveitis)
소아에서 이 전포도막염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은 소수 관절형 연소형 관절염
으로 고열과 함께 전포도막염이 있는 경우 KD가능성을 높게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만
4세 이상의 연장아인 경우와 여아에서 전 포도막염이 잘 동반 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3) N-terminal proBNP
이는 KD에서 심근 침범을 시사하며 급성기에 상승했다가 아급성기가 되면 감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KD 진단에 도움이 되는 혈액 검사로 CRP, ALT 등외에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아직 보편적으로 정립된 수치는 없으나 여러 연구를 통해 KD 진단에 도
움이 되는 cut off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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