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과 :제 46권 제 11호 2003년

□증 례□

1)

서 론

KID 증후군은 각막염(keratitis), 어린선(ichthyosis), 난청

(deafness)의 3대 주요 임상 증상의 첫 자를 따서 붙여진 이

름으로 1915년 Burns
1)
에 의해 전신적인 선천성의 과각화증이

있으면서 각막염과 난청이 동반된 환자를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1981년 Skinner 등
2)
이 각막염, 어린선, 난청이 있는 환자 17명

을 보고하면서 KID 증후군이라고 처음 명명하 고, 이후 전 세

계적으로 60례 정도가 보고된 드문 선천성 질환이다.

KID 증후군의 주요 증상으로 어린선과 손발바닥의 과각화증,

탈모증 등의 피부 증상과 감각신경성 난청, 혈관성 각막염이 있

으며, 이외에도 감염에 민감하고, 치아의 이상이 있으며, 발한 감

퇴, 성장 지연, 간 기능 및 신 기능의 이상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저자들은 어린선과 과각화증의 특징적인 피부 소견이 있으면서

각막염과 신경성 난청이 동반된 환자에서 KID 증후군을 국내에

서 처음으로 진단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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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환 아:임○○, 8개월, 남아

주 소:내원 1일 전부터 발생한 발열

현병력:환아는 잦은 폐렴과 결막염, 심한 성장 장애로 본원

추적 관찰하던 중 내원 1일 전부터 발생한 발열과 설사, 탈수

소견 있어 본원 외래 경유하여 입원하 다.

과거력:재태기간 39주, 출생체중 1,900 g으로 제왕절개로 출

생하여 출생 직후부터 생후 3개월까지 자궁내 발육 지연, 황달

로 입원하여 생후 58일째 수술적 담도 조 술 및 간생검을 시행

하여 갈색 색소가 침착된 비특이적인 담즙정체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 심한 발육지연과 황달, 반복

되는 결막염, 피부의 과각화증 등으로 입원치료 하 다. 발달력

은 목가누기, 엎치기, 혼자 앉기를 못하는 발달 지연이 있었다.

가족력:첫 번째 아이로 외형상의 기형이나 정신박약 등의

특이 소견은 없었다.

진찰 소견:활력징후는 체온 38.8℃, 심박수 분당 150회, 호흡

수 분당 54회로 발열과 빈맥, 빈호흡이 있었고, 체중은 2,500 g,

키는 30 cm, 머리둘레는 30.5 cm으로 모두 3 백분위수 미만이

었다. 전신이 말라보이고, 피하 지방은 거의 없으며, 전신에 어

린선과 과각화증이 있으며, 건조하고 주름이 많으며, 황달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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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 syndrome was named after the initials of the major three symptoms of the disease; keratitis,

ichthyosis, and deafness. The syndrome was first introduced by Dr. Burns in 1915 who described

one of his patients with those symptoms. In 1981, Dr. Skinner and his colleagues reported 17 pa-

tients who had keratitis, ichthyosis, and deafness. They also called the disease KID syndrome for

the first time. After that, there have been only 60 cases of KID syndrome reported. KID syndrome

may be presented with neurosensory deafness, vascularizing keratitis and such skin disorders as ich-

thyosis, ichthyosiform skin eruptions, and alopecia. Also, those with KID syndrome may suffer from

repetitive infections, dental affections, hypohidrosis, growth delay and hepatic and renal abnormalities.

The authors report the first case of KID syndrome in Korea with some references. The patient pres-

ented with keratitis, neurosensory deafness, and such characteristic skin disorders as ichthyosis and

hyperkeratosis. (J Korean Pediatr Soc 2003;46:1135-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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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머리카락과 눈썹은 가늘고 숱이 적으며 옅은 갈색이었다.

공막의 황달소견이 있으며 결막이 창백하 으며 유치는 없었다

(Fig. 1). 흉부 청진에서 양쪽 폐야에서 나음이 있는 거친 호흡

음이 청진되며, 복부는 팽창되어 있고, 2횡지의 간종대가 있었다.

손톱과 발톱은 있으나 매우 얇아서 부서지기 쉬웠으며, 양쪽 슬

관절의 부종이 있었으나 운동제한은 없었다.

검사 소견:입원 당시의 혈액 소견은 백혈구 6,400/mm
3
, 혈

색소 9.8 g/dL, 헤마토크리트 28%, 혈소판 219,000/mm
3
이었고,

생화학 검사에서 AST/ALT 75/68 IU/L, 총빌리루빈/직접형 빌

리루빈 2.4/2.1 mg/dL, ALP 623 IU/L, BUN/Cr 13/0.5 mg/

L, 알부민 2.3 g/dL, 칼슘/인 8.7/2.3 mg/dL 으며, 혈액 응고

검사는 PT 1.35 INR, PTT 40초 고, 소변 검사에서 알부민

3＋로 단백뇨가 있었다. 이외의 검사에서 혈액과 소변 배양 검

사는 음성이었고, 소변과 혈장의 아미노산 분석 검사는 특이 소

견 없었다. 생후 58일째 검사한 간생검에서는 문맥계가 넓어져

있고, 담관이 있으나 수가 감소되어 있고, 간세포에 갈색 색소가

침착된 비특이적인 담즙 정체 소견을 보 다(Fig. 2). 청각 유발

전위 검사에서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으며, 파장이 관찰되지 않

는 신경성 난청 소견이 있었고(Fig. 3), 시각 유발 전위 검사는

정상이었다. 안과 검사에서는 각막염이 관찰되었다.

치료 및 경과:본 환아는 KID 증후군 진단하에 본원 외래

추적관찰하며 비타민 D 0.25 mcg, 비타민 K 2.5 mg, 인산화

칼슘 0.6 g, ursodesoxycholic acid 30 mg 등을 경구 투여하

으며, 반복되는 폐렴과 심한 성장 장애로 반복 입원 치료하던

중 생후 11개월에 호흡부전으로 사망하 다.

고 찰

KID 증후군은 매우 드문 선천성 어린선양 질환으로 감각신경

성 난청과 혈관성 각막염이 동반되고, 남자와 여자의 발생률은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3)
.

대부분의 보고에서는 산발적으로 유전되었고, 단지 네 보고에

서 가족에서 발생되었는데 이중 세 가족에서는 수직 전파가 있

었으며
4-6)
, 한 가족에서는 부모에게는 없었으나 두 자매에서 이

환되어 있었다
7)
.

특징적인 피부 소견은 모든 환자에서 관찰되며, 대개 출생 당

시부터 비정상적으로 건조하고, 홍반성 발진이 있다. 생후 1년간

특히 3개월 이내에 특징적인 피부 소견이 나타나는데, 피부가

두터워지고, 가죽 같이 뻣뻣해지며, 주름이 많고, 어린선 양상의

피부를 보인다. 하안검과 입술 주위에 깊은 주름이 있고, 손바닥

과 발바닥에도 특징적으로 과각화증이 있으며, 두터우며, 주름이

끊어져 있는 특징이 있다. 전신적 탈모증이 동반되어 머리카락이

나 눈썹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숱이 적고, 가늘며 잘 자라지

않고, 옅은 색이다. 손톱과 발톱도 역시 특징적인 모양을 보이는

데 형성부전이 있거나 있더라도 깨지기 쉽고, 모양이 이상하며,

반복적인 칸디다 감염이 있는 경우도 있다
1-3, 9)
.

청력 소실은 대부분 감각신경의 이상이지만 전도 장애까지 동

반되는 경우도 있으며 대개 양측성이다. 진단 시기는 출생 당시

부터 7세까지로 평균 2세경으로 보고되었지만 이는 증상이 나타

나는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8)
. 감염에 예민하므로 중이

Fig. 2. Liver biopsy shows nonspecific cholestasis. The portal
tracts are minimally widened. The bile ducts are present but
decreased in number and arterial walls seem to be thickened.
The cytoplasm of most hepatocytes and sinusoidal Kuffer cells
are filled with brown pigments. The perivenular fibrosis is
moderate(H&E, ×400).

Fig. 1. General appearance of the patient shows diffuse gener-
alized hyperkeratosis, ichthyosis, alopecia, jaundice and nail
dystrophy that characterize the KID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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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이 잘 동반되지만 청력 소실과는 관계가 없다
9)
.

다양한 정도의 시력 저하를 동반하는 혈관성 각막염이 유아기

에 나타나서 진행된다
1-3)
. 광선공포증, 각막 혼탁, 각막찰상과 다

양한 정도의 각막염이 나타나고 전형적인 혈관성 각막염은 나중

에 나타나서 시력 저하가 동반되고, 경우에 따라서 실명되기도

한다
9)
.

이외에도 감염에 민감하여 바이러스, 세균, 진균 등에 의한 피

부 감염이나 폐렴, 위장관염, 패혈증 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

며, 그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검사 소견에서

혈청 면역 로불린 E
9)
나, G

2)
가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고, 칸

디다에 대한 림프구의 증가가 관찰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9)
.

혀와 구강 점막에 백반증이 있거나 치아 모양의 이상이 동반

되어 크기가 작거나 부서지기 쉽고, 충치가 잘 발생하며, 치아

맹출이 지연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또한 발한 감퇴가 있

고, 열 조절을 잘 못하며, 신경근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다
10, 11)
.

뇌 단층촬 에서 소뇌의 위축이 발견된 보고도 있었으나 기능

은 유지되고 있었고
12)
, 대부분의 환자의 지능은 정상이었지만 정

신 지체가 동반된 환자도 있었고
7)
, 아기에 심한 발육지연이

있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9, 13)
. Wilson 등

14)
에 의해 풍부한 Mal-

lory hyaline과 증가된 구리에 의한 담즙 정체로 인한 간경화가

담관 폐쇄 없이 발생된 환자가 보고되었고, 간종대가 동반된 환

자도 있었다.

KID 증후군을 진단받은 환자 중 7명에서 피부와 혀에 편평

세포암종이 동반된 경우가 있었고
3, 4, 13)

, 악성 조직구종이 1명에

서 보고되었다
15)
. 이외에도 소두증, 신증후군, 관절병, 잠복고환

등이 동반된 환자가 있었다
2, 3, 11)

.

각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를 이용하여 Caceres 등
3)
이 만든 진

단기준에 의하면 전형적인 피부 소견이 반드시 있으면서, 감각신

경성 난청, 혈관성 각막염, 손발바닥의 과각화증, 탈모증 등의

주증상이 있으며, 그 외의 부증상으로 감염에 민감하고, 치아의

이상, 발한 감퇴, 성장 지연 등이 있으면 KID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다.

본원의 환아에서는 전신에 과각화증과 어린선이 동반되었으

며, 손바닥과 발바닥에 과각화증이 있으며, 전신의 탈모증과 손

발톱의 기형이 있는 전형적인 피부 증상과 대칭적인 감각신경성

난청과 각막염으로 KID 증후군을 진단하 으며, 이외에도 반복

되는 폐렴과 치아 이상, 발한감퇴, 심한 성장 지연 및 간 기능과

신 기능의 장애가 동반되었다.

효과적인 치료는 아직 없고, 증상 완화시키는 대증요법만이

있다. 피부에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하고, 피부 완화제, 각질 분리

제를 국소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
11)
. 전신적인 retinoid 투여로

피부 소견이 호전되기도 하지만
9)
, isotretinoin 경구 투여가 오히

려 각막의 혈관화를 악화시킨다는 보고
16)
도 있으므로 retinoid

경구 투여 시 집중적인 안과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국소

적인 항균제나 항진균제가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
2)
. Hazen

등
17)
은 ketoconazole의 경구 투여가 피부 진균 감염과 각막염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피부암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

고, Shiraishi 등
18)
은 fluconazole의 경구 투여도 같은 효과가 있

다고 하 다. 조기 진단으로 청력 검사를 생하여 보청기를 착용

하고, 언어 치료를 시작하여 언어 발달의 지연을 방지하고, 주기

적인 안과 검사로 각막의 손상을 예방해야 된다.

예후는 비교적 좋은 편으로 장기적인 추적관찰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11)
, 악성 종양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명이 30세에서

50세로 감소하므로 환자들에 대해 주기적인 관찰 및 종양에 대

Fig. 3. Auditory evoked potential(AEP) shows no wave and this is characteristic of
neurosensory dea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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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13)
. Berker 등

19)
은 생후 2개월에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패혈증으로 조기 사망한 KID 증후군

환자 1례를 보고하 다. 본 연구의 환아는 반복되는 폐렴과 심

한 성장 장애로 반복 입원 치료하던 중 생후 11개월에 호흡부전

으로 사망하 다.

요 약

저자들은 어린선과 과각화증의 특징적인 피부 소견과 결막염,

청력 소실로 KID 증후군이 진단된 환자에서 심한 성장 장애와

담즙 정체, 단백뇨가 동반된 1례를 경험하 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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