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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중추성 요붕증은 신생아기에 드문 질환이다. 이는 B군 연쇄상 구

균에 의한 뇌수막염 또는 Listeria 패혈증, 선천성 toxoplasma와 

cytomegalovirus (CMV) 감염, 파종성 혈관내 응고병증에 합병되어 

발생하거나 시상하부-뇌하수체 기능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신경계 

기형(holoprosencephaly, septo-optic dysplasia), 염색체 이상, 뇌

실내 출혈,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과 연관하여 나타났다는 보고들

이 있다. 그러나 미숙아에서 중추성 요붕증의 원인과 치료는 잘 알려

져 있지 않다. 저자는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CMV 패혈증 이후

에 나타난 중추성 요붕증을 진단하고 경구용 desmopressin을 이용

하여 치료를 시작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1-5).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cytomegalovirus 패혈증 이후에 
나타난 중추성 요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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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Diabetes Insipidus Associated with Symptomatic Cytomegalovirus Infection in 
an Extremely Low Birth Weight Infant 

Yoo Rha Hong, M.D. 
Department of Pediatrics,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I report a case of extremely low birth weight infant, who presented central diabetes insipidus associated with cytomegalovirus 
infection. His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showed a flattened pituitary gland, and demonstrated a lack of posterior pituitary 
hyperintensity. It successfully managed with oral desmopressin (Minirin®) and persisted beyond the resolving of symptomatic cyto-
megalovirus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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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재태 연령 25주 5일, 775 g의 남아가 제왕절개술로 태어났다. 산모

의 나이는 37세였고 이번의 출산을 제외하고는 한 번의 임신과 한 번

의 출산으로 환아에게는 11세의 형이 있었다. 산모는 4일 전에 조기 

양막 파열이 있어서 입원하여 항생제와 1주기의 betamethasone을 

투여 받았다. 출생시 Apgar 점수는 1분 2점, 5분 4점, 7분 7점이었다. 

환아는 출생 직후 기관 삽관과 양압 환기를 포함한 소생술을 시행 

받았다.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동하여 호흡곤란 때문에 이틀간 고

식적 환기요법을 받은 후 경비적 지속적 양압 환기법으로 바꾸고 

trophic feeding을 시작하였다. 출생 5일째(교정주수 26주 2일, 체중 

720 g), 동맥관 개존증으로 인해 고탄산혈증과 산소포화도 감소 증

상이 나타나 다시 고식적 환기요법을 시행하면서 indomethacin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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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하였다. 

생후 12일째(교정주수 27주 2일, 체중 815 g), 핍뇨와 대사성 산증

이 발생하였고 13일째(교정주수 27주 3일, 체중 870 g)부터는 혈압 

저하 때문에 inotropics 투여를 시작하였다. 출생 28일째(교정주수 

29주 4일, 체중 895 g) 대사성 산증, 고혈당, 호흡곤란, 발열 및 소변

량 감소(BUN 70 mg/dL, Cr 3.6 mg/dL) 등의 패혈증 증상이 발생하

여 vancomycin, amikacin과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투여하였고 혈압 

저하 때문에 dopamine, dobutamine, epinephrine을 사용하였다. 

vancomycin과 amikacin 투여 13일째에도 상기한 증상의 호전은 없

었으며 hs-CRP는 항생제 투여 초기 2.48 mg/dL에서 0.05 mg/dL 까

지 감소하였으나 혈소판이 144,000/μL로 감소 추세에 있었다. 소변, 

뇌척수액 및 혈액 배양에서 동정된 균은 없었으나 임상 증상의 악화

로 인해 amikacin을 meropenem으로 변경하였다. 출생 44일째(교

정주수 31주 6일, 체중 1,185 g) 갑상선 기능검사에서 fT4 0.57 ng/dL, 

TSH >150 μIU/mL 이어서 levothyroxine (Synthyroxine®) 투여(15 μ

g/kg)를 시작하였다. 출생 54일째(교정주수 33주 2일, 체중 1,400 g)

에는 혈소판 감소(60,000/μL)와 38.5℃ 이상의 발열이 지속되어 

Amphotericin B liposome(AmBisome®)을 추가하였다. 출생 59일

째(교정주수 34주, 체중 1,460 g)부터는 점차 혈압이 유지되기 시작 

하였고, 출생 66일째(교정주수 35주, 체중 1,625 g) 호흡기를 이탈하

였다. 그러나 37.5-38℃ 정도의 발열이 매일 1회 이상 지속되었다. 출

생 77일째(교정주수 36주 4일, 체중 1,730 g) 혈청 CMV IgM 양성

(1.97 AU/mL, 0.9 이상이 양성), 소변 CMV PCR 양성이 확인되었고 

혈소판 감소, 발열이 지속되어 ganciclovir 치료를 시작하였다. 환아

의 혈청 Na (serum Na, SNa)는 Ganciclovir 투여를 시작하기 1주 전

인 출생 71일째(교정주수 35주 5일, 체중 1,675 g) 이후부터는 146-

156 mEq/L (Na는 모유 또는 14% 조유 농도의 미숙아 분유로만 공

급, 소변량 4.25 mL/kg/day) 로 유지되다가 최고 160 mEq/L 까지 상

승하였다. 당시 혈청 total bilirubin 1.8 mg/dL, direct bilirubin 1.3 

mg/dL, GOT 51 IU/L, GPT 25 IU/L 이었으며 안저 검사에서 맥락망

막염 소견은 없었으나 단순 흉부 방사선 소견으로는 기관지폐형성

이상의 소견이 있어 폐렴의 동반 유무를 확정할 수는 없었다. 출생 

78일째(교정주수 36주 5일, 체중 1,755 g)에는 장관 영양으로만 영양

공급이 가능하였고 모든 inotropics는 중단하게 되었다. Ganciclovir 

사용 6일째부터 발열은 사라졌으며 Ganciclovir 2주 사용(6 mg/kg/

dose, 12시간 간격) 후인 출생 95일째(교정주수 39주 1일, 체중 2,045 

g) 혈소판은 정상(199,000/μL)까지 회복되었다. Ganciclovir는 CMV

의 선천 감염으로 확진할 수 없으면서 정맥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2

주 사용 후 중단하였다. 출생 109일째(교정나이 1주, 체중 2,400 g)부

터는 갑상선 기능검사에서 fT4 1.78 ng/dL, TSH 0.778 μIU/mL 이어

서 levothyroxine (Synthyroxine®) 투여를 13 μg/kg로 감량하였다. 

혈청의 CMV IgM은 출생 135일째(Ganciclovir 투여 시작 후 59일째) 

음전되었고(0.7 AU/mL), 소변 CMV PCR은 출생  8개월에도 계속 양

성으로 확인되었다. 

교정 나이 2개월(출생 156일째)에는 몸무게 3,940 g 이었는데 SNa 

는 156 mEq/L, BUN 24 mg/dL, Cr 0.8 mg/dL, Ca 9.8 mg/dL, K 3.5 

mEq/L, HCO3
- 19.8 mmol/L, blood sugar 86 md/dL, 혈청 삼투질 

농도는 338 mOsm/kg, 소변의 삼투질 농도는 117 mOsm/kg, 하루 

소변량은 5.6 mL/kg/hr, 소변의 비중은 1.003이었다. 요붕증을 의심

하여 vasopressin 투여 검사를 시행하였고(Fig. 1) 중추성 요붕증으

로 진단하여 경구용 desmopressin (Minirin®, 5 μg/kg/일)을 2회로 

나누어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이틀 복용 후 SNa가 139 mEq/L로 감소

하면서 경구 수유량이 급격히 줄어 이틀 동안 약물을 중단하였고 1 

μg/kg/일, 1일 2회로 복용하기 시작하여 5일에 걸쳐 서서히 5 μg/

kg/일, 1일 2회로 먹이는 용량까지 증량하였다. 출생 170일(체중 

4.530 g), SNa는 149 mEq/L, 하루 소변량은 2.9 mL/kg/hr, 소변의 비

중은 1.012임을 확인하였고 저울과 체중계로 매일의 체중 변화와 소

변량을 확인하도록 교육한 후 Minirin® 용량과 Synthyroxine® 용량

은 외래 추적관찰을 통해 조절하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청성뇌간반

응 검사에서 청력은 정상이었다.

출생 159일째(교정나이 2개월, 체중 3,890 g) 환아의 ACTH 41.6 

pg/mL, LH 4.99 mIU/mL, FSH 3.15 mIU/mL, Prolactin 13.53 ng/mL, 

Cortisol 8.73 μg/dL, Growth Hormone (GH) 11.07 ng/mL, Soma-

tomedin-C 13.41 ng/mL, Anti Diuretic Hormone (ADH) 5.68 pg/

mL 이었고 TSH 1.322 μIU/mL, fT4 1.03 ng/dL이었는데, Synthyro-

xine® 8.2 μg/kg을 복용 중에 있었다. 

주기적인 뇌초음파에서 뇌실내 출혈은 없었으며 뇌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으로 뇌하수체를 확인하였을 

때 뇌하수체 후엽의 정상적인 T1 고신호강도가 보이지 않으면서 뇌

Fig. 1. Serum sodium, serum osmolality and urine osmolality changes in 
response to vasopres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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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체가 전체적으로 편평화(flattening)되어 있어 뇌하수체 기능부

전이 의심되었으나 해부학적인 기형이나 종양은 발견되지 않았다

(Fig. 2A).

출생 40개월에 TSH는 1.047 μIU/mL, ACTH 59.1 pg/mL, LH 0.19 

mIU/mL, FSH 0.83 mIU/mL였다. L-dopa 자극 검사를 시행하였고 

투여 전 glucose는 90 mg/dL, GH 0.95 ng/mL였고 투여 후30, 60, 

90, 120분에 glucose는 76, 72, 80, 88 mg/dL, GH는 4.57, 4.86, 3.05, 

3.31 ng/mL였다. 밤 금식 후 다음 날 아침, glucagon 자극 검사를 시

행하였는데 투여 전 glucose, GH, cortisol 은 각각 78 mg/dL, 2.68 

ng/mL, 17.26 μg/dL였고 투여 후 60, 90, 120, 150, 180 분의 glucose

는 120, 74, 89, 58, 57 mg/dL, GH은 2.35, 6.35, 9.98, 5.00, 1.93 ng/

mL, cortisol은 17.31, 16.03, 25.04, 26.50, 34.98 μg/dL였다. 두 검사 

모두에서 GH 최고치가 5-10 ng/mL 이므로 성장호르몬 부분 결핍

으로 진단하였고 ACTH 기능은 정상, cortisol 분비도 정상이었다. 

현재 환아는 52개월에 Minirin® 150 μg/dose, 1일 2회 (28.5 μg/

kg/day)과 Synthyroxine® 30 μg/day을 계속 복용하고 있다. 환아

의 체중, 키, 머리둘레는 모두 3 백분위수 미만의 성장 지연이 있고 부

분적 성장 호르몬 결핍으로 진단되었지만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성

장 호르몬 투여를 하지 못 하고 있으며 발달 지연이 있어 지속적인 

발달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hypothyroidism 초기 진단시 환아의 임

상 상황으로 인해 갑상샘 초음파와 스캔을 시행하지 못 하였고 3년

간 Synthyroxine®  복용 후 한 달간 끊고 재평가하였는데 다시 TSH

의 상승이 있어 현재까지 복용 중에 있으며 초음파와 스캔 검사는 

아직 시행하지 못 하고 있다. 정기적인 뇌전산화단층촬영 추적 검사

에서도 지속적으로 뇌하수체 후엽의 정상적인 T1 고신호강도가 보

이지 않으면서 뇌하수체가 전체적으로 편평화되어 있으나 종양은 

발견되지 않았다(Fig. 2B).

고찰

신생아에서 중추성 요붕증은 가사와 중한 감염(B군 연쇄상 구균 

뇌수막염, Listeria 패혈증, 선천성 CMV, toxoplasma 감염, 바이러스

성 뇌염), 중추 신경계 기형(septo-optic dysplasia) 및 뇌실내 출혈

과 관련되어 보고 되고 있다1,6,7).

신생아에서 CMV로 인한 감염의 임상적 발현 양상과 중증도는 다

양하지만 요붕증의 증상으로 보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Mena 등8)은 

뇌막염과 뇌염의 상황이 요붕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아 미세 혈관 

또는 현미경적 침범으로 인한 미만성 염증 반응이 ADH의 생산, 저

장과 분비를 저해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고찰하였다. 그는 5년간 191

명의 소변 배양에서 CMV 양성 환아를 등록하였고 138명(72%)에서 

무증상, 53명(28%)에서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중 5례의 중

추성 요붕증을 보고하면서 CMV 감염에서 중추성 요붕증 발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을 권고하였다.

신생아에서 중추성 요붕증의 진단은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나트륨혈증은 중한 미

숙아에서 드물지 않게 보는 현상이다9). 미숙아에서 이를 진단하기

는 어려운데 과다한 소변량은 쉽게 간과될 수 있고 피부를 통한 과도

한 수분 소실로 인해 흔히 첫 수일간 SNa가 높을 수 있어 요붕증의 진

단이 지연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고나트륨혈증과 과다한 소변 

배출, 체중 소실이 있는 아기들에게 수액공급량을 늘려도 호전되지 

않을 때 이를 중요한 적신호로 감지하여야 한다6). 따라서  출생 후 적

절한 수분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체액의 소실이 있으면서 

체중감소가 계속되고 유지량의 염분을 공급함에도 고나트륨혈증이 

발생할 때 요붕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6). 본 증례에서는 CMV 패

혈증이 있었던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적절한 수분 공급과 염분 

제한에도 고나트륨혈증이 지속되어 혈액과 소변의 삼투질 농도를 

Fig. 2. Absence of normal hyperintense signal and flattening of pituitary gland in images of 
hypothalamo-hypophyseal structures. (A) On the 5 month of life. (A) On the 5 months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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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하였고 혈액 삼투질 농도에 비해 낮은 소변의 삼투질 농도를 확

인하여 요붕증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환아에서 CMV 감염의 시기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에 대한 감별은 불가능하였다. 

고전적인 수분 박탈검사는 위중한 신생아에게 시행하는 것은 위

험할 수 있다. Vasopressin 투여 이후에 소변량의 감소와 소변 삼투

질 농도의 상승이 뒤따르면 신경-뇌하수체 기원의 요붕증으로 진단

할 수 있다. 진단시 고혈당이나 세뇨관 농축 능력 저하로 발생하는 

삼투성 이뇨 및 고칼슘혈증 또는 저칼륨혈증에 동반되는 다뇨는 배

제되어야하고 신생아 신장의 농축 능력이 제한적임을 감안하여야 

한다2,3). 구조적인 두 개강 내 기형과 중추성 신경계 감염을 확인해야

한다. 본 증례 환아의 뇌영상 검사(뇌초음파, 뇌 MRI)에서 뇌실내 출

혈 소견과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은 없었다. 

Mena 등8)이 보고한 유증상의 CMV 감염 신생아에서 발생한 중

추성 요붕증에서는 ADH를 제외한 뇌하수체 기능은 모두 정상이었

다. 본 증례 환아의 초기 검사에서도 선택적인 ADH만의 결핍으로 

확인되었으나 추적 과정 중 성장 호르몬의 결핍을 확인할 수 있었다. 

Wolpert 등10)은 8주 미만의 정상 영아에서 고신호강도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을 보고하였다. Mena 등8)이 경험한 환아들은 뇌전산화 단

층촬영에서 신경계 침범이 확인되었으나 MRI에서는 정상적인 뇌하수

체의 형상이었다. 중추 신경계 병변이 증상 초기에 없다가도 후에 나타

날 수 있으므로 중추성 요붕증환자에서 중추신경계 영상학적 검사는 

수년에 걸쳐 반복 확인되어야 한다7). 성인의 중추성 요붕증에서는 뇌

하수체 후엽의 저신호강도와 전체 뇌하수체는 중간 신호강도를 보인

다10). Mena 등8)은 보고 당시 환아들에서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이 고

신호강도로 보였다고 하면서도 향후 뇌하수체 후엽의 고신호강도가 

특징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증례의 경우 첫 뇌 MRI에서

부터 뇌하수체 후엽의 저신호 강도와 편평화가 확인되었고 4년여의 추

적에서 종양을 포함한 다른 병변의 발생은 없었다.

Yu와 Werther2)는 뇌실내 출혈 이후에 미숙아에서 발생한 중추성 

요붕증을 Arginine vasopressin (AVP)의 L-arginine을 D-arginine로 

치환한 형태인 DDAVP (1-desamino-8-D-arginine-vasopressin, 

desmopressin)로 성공적으로 치료하였다. Desmopressin은 va-

sopressin의 유사물질인데 V2 수용체에 전적으로 작용하여 혈압 증

진효과는 미미하지만 항이뇨 작용을 나타내는 시간이 길다. 또한 내

부적인 ADH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 장기간의 사용에도 내성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1,7). 신생아의 요붕증 치료에서 desmopressin은 

비강내, 구강 및 피하, 정맥내 요법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비록 소

아에서 비강내 용법이 잘 알려져 있지만 신생아와 영아에게 장기적

인 치료를 위해 사용할 때 가장 좋은 투여 경로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1,11). Fjellestad-Paulsen 등12)은 영아에서 비강에서의 흡수는 불

규칙하고 항이뇨 효과의 변동으로 고나트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고 조언하며 실제 Chan과 Yu3)는 지속적 경비적 양압 환기 치료 환

아에서 비강내 desmopressin 투여시 잘못 흡수된 경험을 보고하였

다. 통상적인 비강내 투여법의 대안으로 desmopressin 경구용 약물

이 좀 더 나이 많은 소아와 어른에서 보고되고 있고 신생아에서의 

사용 예가 보고되고 있다11). Atasay 등11)은 미숙아에서 뇌실내 출혈 

이후에 발생한 중추성 요붕증을 desmopressin (2.5 μg/kg/day), 하

루 2회 경구 투여로 시작하여 출생 11개월에 10 μg/kg/day까지 증

량하여 치료한 경험을 보고하였다. 경구용 desmopressin은 즉각적

인 항이뇨작용을 수시간정도 지속시켜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하루 종일 항이뇨작용을 위해서 주로 저녁에 투여하거나 하루 두 번

을 투여한다. 매일 24시간 소변량을 확인하고 증상 일기를 써야 하

는 어머니들은 경구용 투여가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더 선호한다7,11). 

Des mopressin의 용량은 낮은 농도로 시작하여 소변량과 생화학적 

지표에 따라 적절히 맞춰나가야 한다. Desmopressin 치료는 SNa를 

요동케하여 뇌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Desmopressin을 사용중인 영아에서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SNa를 

유지하기 어렵다. Pogacar 등7)은 B군 연쇄상 구균 뇌막염 이후 중추

성 요붕증이 발생한 2개월 영아에서 분유의 신장 용질 부하(renal 

solute load, RSL)를 낮추고 chlorothiazide를 병용하면서 수분 중독

의 위험 없이 효과적으로 조절하였다. Chlorothiazide는 신장의 희

석 기전을 저해하여 소변의 삼투질 농도를 효과적으로 상승시켜 소

변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는 비강내 desmopressin 치료 중 저나

트륨혈증과 경련이 발생하였기에 RSL이 낮은 분유로 바꾸고 12시간 

간격으로 chlorothiazide (5 mg/kg)를 경구 투여하였고 효과적으

로 SNa를 정상 범위로 유지시킬 수 있었다. 어린 영아는 분유 또는 모

유를 주로 섭취하기 때문에 이를 희석하여 RSL을 줄이고 chlorothia-

zide만을 사용하여 중추성 요붕증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고형

식으로 이행시 desmopressin 치료로 전환하여야 한다. 본 증례 환

아에서는 초기 치료시 경구용 desmopressin (Minirin®, 5 μg/kg/일)

을 2회로 나누어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틀 복용 후 SNa가 139 

mEq/L로 감소하면서 급격한 식욕저하가 동반되어 이틀 동안 약물

을 중단하였고 1 μg/kg/일, 1일 2회로 복용하기 시작하여 5일에 걸

쳐 서서히 5 μg/kg/일, 1일 2회로 먹이는 용량까지 증량하였다.

Desmopressin은 작용시간이 길어 항이뇨작용이 지속되는 동안 

이전의 수분양 만큼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수분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Pogacar 등7)은 영아의 체중을 감시하여 수분 과다 또는 수분 

부족을 확인토록 하였다. 만일 체중이 전날에 비해 5% 이상 증가할 

때는 이뇨가 발생할 때까지 desmopressin을 감량하였다. Desmo-

pressin 사용 중인 환아는 치명적인 고나트륨혈증 또는 저나트륨혈



162 YR Hong • Central Diabetes Insipidus in an Extremely Low Birth Weight Infant 

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밀한 감시가 필요하다.

중추성 요붕증은 일부 환아에서는 가역적인 과정인데 Mena 등8)

이 보고한 다섯 명의 환아 중 세 명이 수일에서 2개월 내에 호전되었기

에 모든 환아에서 중추성 요붕증의 호전에 대한 추적은 필수적이다. 

본 증례의 환아는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로 태어나 CMV로 인한 

패혈증을 앓게 되었고 일차성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중추성 요붕증

이 동반되어 현재 52개월째 desmopressin 치료와 갑상선 호르몬 보

충이 필요한 상태이다. 추적 검사에서 성장 호르몬 결핍으로 진단되

었고 전반적인 복합뇌하수체기능검사는 사춘기에 시행할 예정에 있

다. 향후 중추성 요붕증의 경과  및 전반적인 뇌하수체 기능의 추적

을 위해 추적 관찰 중에 있다.

요약

저자는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거대세포 바이러스로 인한 패

혈증과 동반된 중추성 요붕증을 vasopressin 투여 검사로 진단하였

다. 뇌자기공명영상에서는 뇌하수체 후엽의 저신호강도와 편평화를 

확인하였다. 경구용 desmopressin 치료에 반응하여 소변량 감소와 

혈청 나트륨이 정상화되었다. gancyclovir 치료 후 거대세포 바이러

스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중추성 요붕증은 지속되어 

52개월째 Minirin® 복용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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