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Crit Care Med ■증 례■
2013 February 28(1):46-50 / http://dx.doi.org/10.4266/kjccm.2013.28.1.46

46

두개인두종 수술 말기에 격히 발생한 심각한 고나트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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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e Hypernatremia with Craniopharyngi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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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pernatremia, defined as a rise in the serum sodium concentration to a value exceeding 145 mM/L, is a com-

mon electrolyte disorder. Diabetes insipidus is a common cause of hypernatremia, caused by impaired production or 

reduced responses to vasopressin. The resultant morbidity may be inconsequential, serious, or even life-threatening. 

However, hypernatremia rarely occurs during anesthesia and surgery. A 45-year-old female patient with craniophar-

yngioma was scheduled for tumor resection. Hypernatremia (serum sodium, 170 mM/L) occurred suddenly at the end 

of the surgery. To treat hypernatremia, 0.45% normal saline was used. Although serum sodium concentration was 

reduced faster than expected, the patient did not have any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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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트륨 증은 청 나트륨 수치가 145 mM/L를 과할 

때로 정의되는 흔한 해질 이상이다. 고나트륨 증은 갈증

조 기능이 정상 이고 물의 섭취가 자유로운 환자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으나 시상하부의 손상으로 갈증조 기능에 

이상이 래되어 수분섭취가 감소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다양한 원인의 뇌하수체 기나 후엽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다뇨(polyuira)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1,2] 고나트륨 증

은 특히 뇌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높은 사망률  조 하기 

힘든 수액 불균형과 연 되며[3] 장의 고장성 고삼투질 

농도(hypertonic hyperosmolality)가 심해질수록 뇌세포의 탈수

를 야기하여 뇌출 , 열, 구 인 신경손상  사망

을 유발할 수 있다.[4]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은 뇌하수체 주머니(Rathke’s 

pouch)의 상피성 잔유물에서 기원하고 터어키안 상부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 수술 후 가장 흔히 발생하는 합병

증은 요붕증(59−93%)이다.[5] 

  자들은 두개인두종으로 종양 제술을 받던  수술 기와 

간에는 소변량과 해질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다가 수술 

말기에 갑작스런 다뇨와 함께 고나트륨 증( 청 나트륨, 

170 mM/L)이 발생한 환자를 경험하 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45세 여자환자(154 cm, 71 kg)는 간헐  두통, 수면장애, 

5개월 부터 발생한 시야결손(양이측반맹; bitemporal hemi-

anopsia)을 주소로 내원하여 뇌자기공명 상과 뇌 산화단층

촬 을 시행한 결과 터어키안 상부에 석회화를 동반한 낭

성 종양이 발견되었다(Fig. 1). 환자는 약 5년 부터 고

압과 당뇨를 진단받고 약물치료로 조 하고 있었다. 수술 

 시행한 기본 액검사와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사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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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operative and posto-

perative MRI with con-

trast enhancement. Rim 

enhanced cystic mass is 

located in the third ven-

tricle. Surgical approach is 

indicated (arrow) and the 

tumor is totally removed. 

Table 1. Serial Data of Arterial Blood Gas Analysis and Serum Electrolytes

Op0 Op2 Op8 Op10 ICU0 ICU2 ICU6 ICU12 ICU24 Day2 Day3

pH   7.4   7.49   7.43   7.41   7.39   7.41   7.42   7.43   7.418   7.46   7.42

PO2 (mmHg) 212 246 158 152  88 113  98 140  85  71 115

PCO2 (mmHg)  38  28  35  38  40  31  27  26  32  38  40

HCO3
╶

 (mM/L)  23.5  21.3  23.2  24.1  24.2  19.6  17.5  17.3  23.8  27  25.9

Na
＋

 (mM/L) 142 142 148 158 170 161 155 148 152 151 135

K
＋

 (mM/L)   3.1   2.5   3.5   3.2   2.8   3.9   3.5   3.7   3.2   3.1   3.5

Op0: 0 hour after surgical incision; Op2: 2 hours after surgical incision; Op8: 8 hours after surgical incision; Op10: 10 hours after surgical 

incision; ICU0: 0 hour after intensive care unit arrival; ICU2: 2 hours after intensive care unit arrival; ICU6: 6 hours after intensive care unit 

arrival; ICU12: 12 hours after intensive care unit arrival; ICU24: 24 hours after intensive care unit arrival; Day2: 2 day  after operation; 

Day3: 3 day after operation.

심 도는 정상이었다. 기본 호르몬 검사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TSH) 0.33 (정상분포 0.35−5.50) μU/ml, 트리요오드

티로닌(T3) 0.85 (정상분포 0.65−1.50) ng/ml, 자유 티록신

(free T4) 0.80 (정상분포 0.89−1.76) ng/ml로 갑상선 기능

하가 있어 하루에 synthyroxine 50 mg을 복용하고 있었다. 

내원 약 2주 후 병변 제거를 한 개두술  종양 제술을 

시행 받기로 하 다.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했을 때 심 도, 맥박산소계측기, 

비침습  자동 압측정기를 부착하 다. 마취 유도  

압은 135/80 mmHg, 맥박은 82회/분, 산소포화도는 98% 다. 

마취는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용하는 정맥마취를 시

행하 고 rocuronium 60 mg을 투여한 후 기 내 삽 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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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raoperative findings through basal anterior interhemispheric 

approach. Resected pituitary stalk (arrow head) and the tumor 

(arrows) are seen (Pit. Stalk: pituitary stalk; Lt ON: left optic 

nerve; OC: optic chiasm; A2: distal anterior cerebral artery).

행하 다. 그리고 심정맥 카테터와 요골동맥 카테터를 거

치하 다. 마취와 수술 시간은 각각 11시간과 10시간이 소

요되었고, 수술  특별한 생체징후의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0.9% 생리식염수 4,500 ml, Plasma Solution A (CJ 

Cheiljedang Pharma, Seoul, Korea) 4,000 ml, 6% HES 

(TetraspanⓇ, B. Braun Medical AG, Switzerland) 1,000 ml를 

시간당 소변량과 출 량을 감안하여 투여하 다. 그리고 

Modified Alberti’s Method를 사용하여 당을 조 하 다. 

마취 시작부터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동맥 가스분석

을 시행하 고(Table 1), 수술은 이마 아래, 미간 의 뇌 반

구 사이로 근하 다(Fig. 1).

  마취 시작 후 소변량은 약 500 ml/hr이었고 해질 검사

에서 Na＋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수술 시작 7시간이 

경과했을 때 뇌하수체 기부 를 박리하고 단하면서 소

변량은 약 1,200 ml/hr로 갑자기 증가하 다. 종양은 출 

되었고 뇌하수체 기가 종양과 함께 제되었다(Fig. 2). 

마취 종료 1시간 에 시행된 검사에서 Na＋ 158 mM/L로 

상승을 보 으나 외과의와 상의 후 환자실 도착 후 다시 

검사를 시행하여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로 하 다. 이후 환

자가 환자실로 이송되기까지 약 1시간 가량 plasma sol-

ution A와 0.9% 생리 식염수를 소변량에 맞추어서 보충하며 

압과 맥박수를 유지해 주었다. 환자실 도착 직후 시행

된 검사에서 Na＋이 170 mM/L로 찰되었다. 환자의 기  

질환과 다뇨를 바탕으로 심성 요붕증이라 단하고 고나

트륨 증 치료를 시작하 다. 0.45% 생리식염수를 120 ml/hr로 

기 량으로 투여하면서 vasopressin (Hanlim Pharm, Seoul, 

Korea) 5 IU를 피하로 주입하 다. 그리고 desmopressin ace-

tate (Minirin
Ⓡ nasal spray, Ferring, Germany) 10 μg을 코안으

로 분무하 다. 수술 후 기 량과 함께 추가로 소변량에 따

른 필요한 수액은 0.45% 생리식염수로 보충해 주었다. 

Desmopressin을 투여하 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소변이 

500−600 ml/hr로 지속되어 0.45% 생리식염수 500 ml/hr를 

투여하여 수액량을 보충하 다. 치료 시작 2시간 후 측정한 

Na＋이 161 mM/L로 감소하 고 6시간 후에는 155 mM/L로 

측정되었다. 그 이후 소변량은 차츰 감소하기 시작하여 다

음날에는 50−100 ml/hr 정도를 보 다. 지속 인 액검사

를 하면서 Na＋ 수치를 확인하 으며 치료 시작 16시간 후 

Na
＋ 148 mM/L로 찰되어 0.9% 생리식염수로 교체하 다

(Table 1). 수술 2일 후 시행한 뇌자기공명 상에서 특이 병

변이 찰되지 않았고(Fig. 1) 행동조 장애가 호 되어 수

술 후 4일째 일반 병실로 동되었다. 병실에서는 경구용 

desmopressin acetate 0.1 mg (2회/일)을 복용하 으며 소변량 

조   해질 이상은 안정화되었고 수술 후 14일째 퇴원

하 다.

고      찰

  두개인두종은 추신경계의 뇌하수체 주변에서 천천히 

성장하는 양성종양이다. 일반 으로 두통이나 시력 하와 

시야결손, 시상하부 침범 징후 같은 신경학  증상과 성장

하나 기력 하, 식욕부진, 기면, 다음/다뇨, 행동변화, 정

신장애 징후 등의 호르몬계 이상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치

료에 있어서 양성종양을 완 히 제거할 수 있다면 완치가 

가능하나 완 제거가 쉽지 않고 완 제거 시도 에 많은 

합병증을 경험하기 때문에 최근의 치료는 근치  수술과 

계획된 부분 출술  방사선치료이다.[5]

  고나트륨 증은 수분 소실이나 고장성 나트륨 섭취에 의

해 나트륨의 양에 비해 수분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한다. 수

분 소실은 나트륨 소실 없이 순수 수분만 없어지는 경우와 

나트륨과 함께 수분이 소실되는 장성 수분 소실로 구분

될 수 있다. 지속 인 고나트륨 증은 부분 갈증의 소실

이나 수분 섭취가 하지 않을 때 일어나므로 의식 상태

가 비정상 이거나 아, 기  삽 된 환자, 노인이 고나트

륨 증의 고 험군이 될 수 있다.[6] 한 요붕증이 고나트

륨 증의 가장 흔한 원인  하나인데[7,8] 수술 후 요붕증

의 발생은 1980년  말 소아의 뇌하수체 는 안장  수술

(suprasellar surgery)에서 81.8%)[9] 1990년  말에는 성인을 

포함한 뇌하수체 수술에서 50%로 보고되었다.[10] 술  요

붕증이 없는 환자의 경우 신마취  요붕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11]

  특히 고나트륨 증이 수 시간 내에 격히 발생하 거나 

그 상승폭이 클 경우 증상과 징후가 추신경계쪽으로 

범 하고도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의식 소실의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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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농도에 비례하고 동반 질환이 있을 때 근무력증, 의

식착란, 혼수 등이 나타나기 쉽다. 장 내 고삼투압으로 

인해 뇌실질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뇌 축이 발생하면 

열, 뇌출 , 그리고 구 인 뇌손상이나 사망이 야

기될 수 있다.[4] 뇌 축이 일어나면 뇌 용 을 보 하기 

해 기 성기(수시간) 동안은 해질을 흡수하여 부분

으로 뇌 용 으로 보 한다. 그 후 수일에 걸쳐 유기물질

들을 흡수하여 뇌 축을 방지한다.[11-13] 그러나 보 된 

뇌 용 은 고삼투압 상태이기 때문에 수액 치료에 의한 고

나트륨 증의 속한 교정은 장에서 뇌 실질로 수분의 

이동을 래하여 뇌 부종을 야기할 수 있어서 혼수 는 

사망까지 발생할 수 있다.

  고나트륨 증의 치료는 격히 발생한 경우와 그 지 않

은 경우로 나뉘는데, 수 시간에 걸쳐 속히 발생한 경우는 

빠르게 교정을 하더라도 뇌 부종 없이 좋은 결과를 보인다. 

뇌 안에 들어와 있는 해질들이 액 내 Na＋농도가 감소

하면서 빠르게 밖으로 빠져나가 뇌의 삼투질 평형을 유지

하기 때문이다.[6] 이 경우 추천되는 교정 속도는 1 mM/L/hr

이다.[8] 고나트륨 증이 지속된 기간을 알 수 없거나 수일

이 지난 경우에는 천천히 Na
＋농도를 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정 속도는 시간당 0.5 mM/L/hr가 넘지 않도록 각별

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14] 본 환자의 경우 수 시간 내에 

속히 발생한 고나트륨 증이기 때문에 농도 교정 속도를 

1 mM/L/hr를 목표로 하 다. 성  만성 고나트륨 증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치료에 사용되는 수액들은 5% 포도당 

수액이나 0.2% 생리식염수, 0.45% 생리식염수 같은 장성 

용액이 하다. 

  Adrogue와 Madias[4]는 투여되는 수액에 따른 고나트륨

증의 교정을 한 공식을 제안하 는데, 제안된 계산법에 

따라서 본 환자는 Na＋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액으로 치

료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Na＋이 속히 교정되는 것에 

한 우려와 소변량에 따른 추가로 필요한 많은 수액량을 

고려하여 0.45% 생리식염수를 기본수액으로 선택하 다. 기

속도로 120 ml/hr로 투여하 으며(Adrogue와 Madias의 공

식에 의하면 0.45% 생리식염수는 약 400−500 ml/hr까지 투

여 가능) 소변량과 검사결과의 추이를 지켜보며 수액의 양

과 종류를 조 하고 한 속도를 재평가하기로 하 다. 2시

간이 지나서 시행된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보니 Na＋이 161 

mM/L로 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4.5 mM/hr의 속도로 

Na＋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이것은 비록 소변 Na
＋의 농도를 측정하지는 못했으나 소변

의 양은 지 않고 0.45% 생리식염수로 소변량만큼 수액을 

보충해 주는 동안에도  더 고장성의 소변이 늘어난 것

으로 추정된다. 수액치료 6시간 후 Na＋이 155 mM/L를 보

여서 0.45% 생리식염수와 0.9% 생리식염수를 번갈아 가면

서 사용하며 수액 주입 속도를 조 하면서 Na＋농도 감소 속

도를 조 하 다. 치료 시작 24시간 이후 검사 결과상 Na＋ 

농도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서 고나트륨 증의 치료는 

종료하 다.

  자들은 본 환자의 경우에서 두 가지 흥미로운 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계산했던 수액요법보다 감소속

도가 더 느리게 수액요법을 시행했음에도 훨씬 더 빠른 속

도로 Na＋농도가 감소하 음을 찰할 수 있었다는 이다. 

소변량과 소변에 포함된 Na
＋의 양, 사용된 vasopressin에 

한 반응의 정도에 따라서 Na＋농도 변화는 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지속 으로 해질 검사를 시행하면서 고

나트륨 증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두 번째로 주목할만한 은 추천되는 Na＋농도 감소 속

도(이 환자의 경우 1 mM/L/hr)보다 빠르게 고나트륨 증이 

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다

는 이다.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 은 수술이 끝날 무렵 

Na＋의 상승이 시작된 시 에서 계속된 Na＋의 상승을 견

치 못하여 치료가 즉시 시작되지 못한 이다. 

  본 환자의 수술 후 2일째 시행한 뇌자기공명 상에서도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Fig. 1). 이 환자의 경우 고나

트륨 증이 속히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Na
＋의 

농도가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감소하 음에도 불구하

고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

다. 이와 비슷하게 심각한 고나트륨 증 환자에서 매우 빠

른 Na＋농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공 으로 치료한 경험

이 보고된 바 있다.[15] 하지만 고나트륨 증의 속한 교정

은 큰 험성을 지니고 있음은 명백하므로 치료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하면, 본 증례에서와 같이 뇌하수체 주변의 두개인두

종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언제든지 고나트륨 증이 발

생할 수 있고 한 속히 진행된다는 이다. 따라서 고나

트륨 증의 험성이 있는 뇌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지속

인 소변량의 감시와 해질을 포함한 주기 인 액 검

사가 필요하며 고나트륨 증이 보인다면 즉각 인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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