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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라이 증후군은 대개 수두나 인플루엔자와 같은 바이러

스 감염이 회복되어가는 시기에 갑작스러운 구토와 혼수

상태로 발병하는 뇌압 상승과 간 기능 장애 질환으로,

이상의 치사율을 보이는 심각한 질환이다 뇌압 상40% .

승 혈중 암모니아 상승 황달이 없는 간 효소 수치의 상, ,

승 혈액 응고 시간의 연장 등이 특징적인 임상 소견이다,
1)

원인은 불명이나 유전학적으로 감수성이 있는 사람. ,

에게 인플루엔자 또는 수두 감염과 아스피린 사용의 상

호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 3)

라이 증.

후군은 년대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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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대사 질환 진단의 발달과 함께 소아에서 아스피,

린의 사용을 제한한 이후로 라이 증후군으로 진단되는 사

례가 현격히 감소하 다 본 증례는 가와사키병의 치료를.

위해 아스피린을 사용하 던 개월 아에게서 발병한 라5

이 증후군 예로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1 , .

증 례

개월 여자 아이가 내원 일 전부터 발생한 지속적인5 3

열 일 전부터 발생한 손바닥의 부종과 전신 발진을 주, 1

소로 입원하 다 과거력상 만삭에 정상 자연분만으로 출.

생하 고 특별한 주산기적 문제는 없었으며 출생 체중은

이었다 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일정대3.1 kg .

로 진행하 으며 성장과 발달은 정상이었다 가족력상 특.

별한 질병력은 없었다.

내원 당시 환자는 급성 병색이었으며 신체계측상 신장

은 백분위수 체중은 백68.4 cm (75-90 ), 8.1 kg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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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ye syndrome is a rapidly progressive encephalopathy with hepatic dysfunction, which often begins several days after

apparent recovery from a viral illness, especially varicella or influenza A or B. Salicylate use was identified as a major

precipitating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Reye syndrome. With the recommendation to avoid use of salicylates in children,

Reye syndrome has virtually disappeared in recent years. We report a case of Reye syndrome in a 5-month-old infant

who had been treated with intravenous immunoglobulin and aspirin under the diagnosis of Kawasaki disease, and showed

symptoms of sudden onset of irritability, rigidity, decreased activity, vomiting, poor appetite, lethargy, liver dysfunction

without jaundice, coagulopathy, and hyperammonemia. (Korean J Pediatr Infect Dis 2012;19: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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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수 이었다 입원시 체온은 이었다 입술은 붉) . 39.4 .℃

은색이었으나 딸기혀는 관찰되지 않았고 결막의 충혈이,

관찰되었다 경부 림프절은 촉지되지 않았다 심장 및 폐. .

에서 이상소견은 없었으며 복부 진찰상 간과 비장은 만,

져지지 않았다 비정형의 홍반 피부 발진이 전신에 관찰.

되었으며 접종 부위에 발적이 있었다, BCG .

내원 당시 시행한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수 5,680/

mm
3

호중구 림프구 혈색소( 51%, 36.9%), 11.3 g/dL,

혈소판 573,000/mm3이었다 현미경 요검사상. RBC 1-

이었지만 소변배양에서 자4/HPF, WBC 30-49/HPF ,

라는균은없었다 혈청생화학검사상. C-reactive protein

(CRP) 7.93 mg/dL,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총단백 알부민(ESR) 30 mm/hr, 6.0 g/dL, 4.0 g/dL,

총 빌리루빈 0.7 mg/dL,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23 IU/L,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16

는 다IU/L, alkaline phophatase (ALP) 129 IU/L .

환자는 입원 일째까지 발열이 지속되어 가와사키병 진2

단 하에 정맥내 면역글로불린 투여와 아스피린, (2 g/kg)

일 경구 투여로 치료받았다 입원 일째부터(50 mg/kg/ ) . 3

발열과 발진이 소실되었으며 입원 일째 시행한 심장 초, 3

음파에서 관상 동맥의 확장은 관찰되지 않았다 입원 일. 5

째부터 아스피린을 감량하여 입원 일째 아스피린, 6 25

을 하루 회 복용하기로 하고 퇴원하 다mg 1 .

퇴원 후 환자는 식후 바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토

하는 형태로 구토가 하루 회 정도 있었으나 설사는 없었4

고 소변량의 감소도 없었다 환자는 상기 증상과 지속적.

인 보챔 바로 눕지 못하고 몸을 뒤틀어 엎드리려는 자세,

를 취하며 몸이 뻣뻣해지고 점차 처지는 것을 주소로 퇴,

원 후 일째 재입원하 다2 .

재입원 당시 환자는 급성 병색이었으며 혈압 122/78

맥박 회 분 호흡수 회 분 체온mmHg, 114 / , 32 / , 36.5℃

고 전신 쇠약감이 있었으나 의식은 비교적 명료하 다.

환자의 자세는 등쪽으로 과신전되어 있는 상태로 눕혀 놓

은 자세를 유지할 때 매우 보채었으며 몸의 긴장도가 증,

가되어 있었다 결막은 창백하지 않았고 공막 황달은 없.

었다 심장과 폐 진찰에서 이상소견은 없었으며 청진상. ,

장음은 약간 감소되어 있었다 촉진상 복부는 부드러웠으.

며 압통이나 반발통은 없었으나 이전 입원시와는 달리 간

이 세로 정중쇄골선 상 가량 부드럽게 촉지되었며2 cm

압통은 없었다 비장은 촉지되지 않았다 경부 액와부 서. . , ,

혜부를 포함하여 전신적으로 림프절은 만져지지 않았고

발진은 관찰되지 않았다 신경학적 검진상 대천문은 팽창.

하지 않았으며 운동 능력이 유지되었고 통증에 반응하

다 심부건반사는 정상적으로 나타났으며 바빈스키 징후.

나 족간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재입원당시시행한말초혈액검사에서백혈구수11,330/

mm3 호중구 림프구 혈색소( 20.9%, 62.7%), 11.4 g/

혈소판dL, 1,118,000/mm
3
이었다 혈청 생화학 검사상.

암모니아 혈당227 g/dL, 87 mg/dL, AST 1,346 IU/μ

총단백 알부L, 1,332 IU/L, ALP 242 IU/L, 7.6 g/dL,

민 총 직접 빌리루빈4.0 g/dL, / 0.8/0.7 mg/dL, CRP

다0.71 mg/dL . Gamma-glutamyltransferase 230

IU/L, creatinine phosphate kinase 124 IU/L, lactate

혈액요소질소dehydrogenase 1,177 IU/L, 12.0 mg/dL,

크레아티닌은 다 혈액응고검사상0.6 mg/dL . proth-

rombin time-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PT-INR)

1.64 INR,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초로 측정되었다 비인두 흡인(aPTT) 56.1 (Table 1).

검체를 사용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

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대해 시행한 중합효,

소 연쇄 반응은 음성이었으며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선,

별 검사는 정상이었다.

환자는 입원 후 라이 증후군 의심 하에 아스피린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았으며 만니톨을 시간 간격으로 투여6

받았다 고암모니아혈증에 대해 관장을 시간. lactulose 2

간격으로 시행하 고 다른 약제로, , rifaximin, vitamin

및 우루소데스옥시콜린산을 투여하 으며 아스피린K1 ,

을 대신하여 을 하루 회로 시작하clopidogrel 1.5 mg 1

으며 신선 동결 혈장을 수혈하 다 재입원 일째 구토, . 2

횟수는 하루 회로 감소하 으나 지속적으로 처져보 다1 .

에 요약한 바와 같이 입원 중 검사 결과가 호전되Table 1

어 관장 간격을 시간 간격으로 늘렸다 뇌초lactulose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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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와 뇌파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복부,

초음파는 정상 소견이었다 재입원 일째부터 전신 상태. 3

와 구토가 호전되어 재입원 일째 관장과, 4 lactulose ri-

을 중단하 고 용량을 감량하 으며faximin mannitol ,

이후 지속적인 호전을 보여 재입원 일째 퇴원하 다 이9 .

후 주간 을 유지하3 clopidogrel 고 퇴원 개월 후 시행2

한 심장초음파 검사는 정상이었다.

고 찰

라이 증후군은 이상의 치사율을 보이는 질환으로40%

년대에 드물게 관찰할 수 있었으나 이후에는 발생률1970

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라이 증후군은 아스피린 복용.

과 관련이 있으며 아스피린과 라이 증후군과의 관련성이

알려진 이후 아스피린의 사용을 줄인 것이 라이 증후군의

빈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이 증후군은 유.

전학적으로 감수성이 있는 사람에서 인플루엔자 또는 수

두 바이러스 감염과 아스피린 사용의 상호 작용으로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병인은 명확하지 않다 증상.

은 바이러스 감염이 있은 일 후 구토와 뇌병증으로5-6

나타난다 신경학적 증상은 경련 혼수 사망으로. , , 급속히

진행한다1) 병리 기전상 주요한 손상 부위는 미토콘드리.

아로 알려져 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소실로 지방산과 카.

르니틴 대사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에너지 생산이 치명적

으로 저해된다 소아에서의 아스피린 사용력이 가장 확.

실한 위험 인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3, 4)

최근에는 바이.

러스 감염과 관련한 유전학적 원인에 의한 간 손상에 대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5)

라이 증후군은 최근에는. 발열

이 있는 소아에게 아스피린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발생률,

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년에. 1980 555건의

환자 보고가 있었으나 년에는 건으로 감소하 고1987 36

그 이후에는 더 감소 추세에 있다
6)

국내에는 라이 증후.

군의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으나 년대 초반까지는, 1990

라이 증후군에 관련된 보고들이 일부 있으나 년 이, 2000

후에는 신생아기 장염
7)
에 동반된 라이 증후군 예가 보1

고될 정도로 매우 드물다.

간기능 부전으로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되, AST, ALT

며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lactulose

투여와 관장을 한다 이 장내세균의 부담을 줄. Neomycin

여 차적으로 암모니아 생성과 흡수를 줄인다고 알2 려져

있으나효과가증명되지않았다
8)

다른항생제인. rifaximin

은 효과가 비교적 분명하고 복용에 있어서 환자들의 불편

감이 덜하며 부작용이 적어 년 월 미국식품의약관2010 5

리국 승인 후 간성뇌증에 사용되고 있다
9)
.

가와사키병의 표준적 치료로는 사람 면역글로불린과

아스피린이 사용되고 있다 급성기에 일의 고. 100 mg/kg/

용량 아스피린을 사용하며 아급성기에 일의, 3-5 mg/kg/

저용량 아스피린을 사용한다 아스피린 외에. clopidogrel

이 항응고제로 단독으로 혹은 아스피린과 동시에 사용된

다 은 인플루엔자나 수두 감염이 있을 때 또. Clopidogrel

Table 1. Laboratory Findings in a Patient with Reye Syndrome

Time
Ammonia
( g/dL)μ

Glucose
(mg/dL)

AST
(IU/L)

ALT
(IU/L)

PT-INR
(INR)

aPTT
(sec)

T. Bilirubin
(mg/dL)

D. Bilirubin
(mg/dL)

At admission

6 hours from admission

2nd hospital day

3rd hospital day

4th hospital day

5th hospital day

8th hospital day

227

221

91

78

44

67

68

87

168

164

88

1,346

1,139

698

430

254

95

32

1,332

1,099

907

639

646

439

160

1.64

1.76

1.22

1.17

1.01

0.95

0.89

56.1

55.3

45.1

46.6

43

44.1

0.8

0.9

1

0.7

0.6

0.5

0.7

Abbreviations: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LP; alkaline phosphatase, PT-INR; prothrom-
bin time-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aPTT;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T. Bilirubin; Total Bilirubin, D. Bilirubin;
Direct Biliru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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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자가 아스피린을 복용하기 어려울 때에 아스피린 대

신 사용되며 관상동맥류의 크기가 중간 이상일 때에도,

아스피린과 동시에 사용된다10).

가와사키병 환자에서 아스피린 사용으로 인한 라이 증

후군이 발병한 경우는 아주 드물게 보고되었을 뿐 아니라

가와사키병의 치료에 있어서 아스피린 사용과 라이 증후

군 발생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11, 12) 국내에서도 가.

와사키병의 치료와 관련한 라이 증후군의 사례는 예만1

보고되었다13) 보고되지 않은 사례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

며 알려져 있듯이 아스피린 자체 때문이 아닌 다른 선행

하는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면역 반응 혹은 면역학적 감

수성에 의한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1)

대사 질환의 진.

단이나 뇌증에 대한 진단 방법의 발전에 의해 라이 증후

군 진단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전에 라이 증후군으로 알려졌던 질환이 대사 질환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14)

.

라이 증후군은 년대에는 드물지 않게 보고되었1970

으며 이로 인한 사망률은 높았다,
15)

따라서 아스피린 사.

용 여부에 관계없이 임상적인 증상과 관련한 의심과 경

계를 하 다 그러나 최근에는 라이 증후군 증례가 점차. ,

감소하게 되어 소아청소년과 수련의들이 라이 증후군의,

임상적 증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원.

시 본 증례의 증상과 검사소견을 고려해 볼 때 라이 증후,

군에 의한 뇌증의 임상 단계 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I
16)

.

본 증례의 경우 만약 초기에 라이 증후군을 의심하지 않,

고 진단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더 높은 단계로,

진행하여 환자는 매우 위중한 경과를 밟았을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라이 증후군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인자와 임상. ,

적 특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수두나 인플루엔자 바이

러스 감염증이 있을 때나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어린이가

구토 보챔 및 강직 등과 같은 증상을 보일 경우 라이 증, ,

후군 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요 약

라이 증후군은 간부전을 동반하며 급속히 진행하는 뇌

증으로 인플루엔자와 수두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어린이,

에게 발병한다 아스피린이 주된 원인 인자로 알려진 이.

후 소아에서 아스피린의 사용을 줄이면서 현재는 매우 드

물게 보고 되고 있다 저자들은 가와사키병 치료를 위해.

정맥내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고 아스피린을 복용하던 중

보챔 강, 직 활동량 저하 식욕 저하 처짐 구토 간수치, , , , ,

상승 혈액 응고 장애와 고암모니아혈증으로 치료받은, 5

개월 여아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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