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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sthetic Experience of Percutaneous Nephrolithotomy for Renal Calculi in a Patient with Lesch-Nyhan 
Syndrome  - A case report -

In Gu Jun, M.D., Ji Hyun Chin, M.D., Young Kug Kim, M.D., Young Uk Kim, M.D., Sung Kang Cho, M.D., Gyu Sam Hwang, 

M.D., and Jai Hyun Hwang,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Lesch-Nyhan syndrome (LNS) is a rare, X-linked recessive inherited disorder caused by a deficiency of the enzyme hypo-

xanthine-guanine-phophoribosyltransferase, leading to excessive purine production and elevation of uric acid.  Clinical mani-

festations include mental retardation, spasticity, choreathetosis, compulsive self-mutilation, renal calculi followed by obstructive 

nephropathy, and arthritis.  Patient with LNS may have increased risk of aspiration pneumonia, acute renal failure and unexpected 

sudden death.  We accomplished successful general anesthesia in a case of LNS requiring percutaneous nephrolithotomy due to 

renal calculi.  (Korean J Anesthesiol 2007; 53: 520～3)


Key Words:  Lesch-Nyhan syndrome, percutaneous nephrolithotomy, renal calc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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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ch-Nyhan 증후군은 퓨린(purine)의 사장애로 요산(uric 

acid)이 증가되는 유  질환으로 신장, 추신경계 등에 요

산이 침착되어 신장병증, 자해행 , 무도무정 운동(chorea-

thetosis), 무정 운동 삼킴곤란(athetoid dysphagia) 등의 여러

가지 임상증상이 나타난다.1-4) Lesch-Nyhan 증후군에 한 

병리생리학 인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기 핵(basal ganglia)

에서 hypoxanthine-guanine-phosphoribosyltransferase (HGPRT) 활

성도의 심한 감소와 연 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5,6) 국내에

서는 Lesch-Nyhan 증후군을 진단 받은 환자의 신마취에 

해서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자들은 Lesch- 

Nyhan 증후군을 진단받고 치료 인 환자에서 신결석으로 

인해 경피  신쇄석술(percutaneous nephrolithotomy)을 한 

신마취를 국내 처음으로 경험하 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자 한다. 

증      례

  환자는 체  22.9 kg, 신장 148 cm의 18세 남자로 우측 

신장의 결석을 제거하기 한 경피  신쇄석술이 정되었

다(Fig. 1). 컴퓨터 단층촬  소견상 양측 신장에 작은 결석

들이 있었고, 우측 신장 상극(upper pole)의 신우(pelvis)에 최

 직경 2.3 cm의 사슴뿔돌(staghorn stone)이 있었으며 좌측 

신장은 축되어 있었다(Fig. 2). 환자는 유아기 시 부터 

발달 장애를 보 고 3세경에 신 인 강직, 무도무정 운

동, 근육긴장이상과 자신의 입술과 손가락을 깨무는 자해 

증상을 보 다. 3세경 HGPRT의 활성도 감소가 확인되어 

Lesch-Nyhan 증후군으로 진단 받고 치료 인  환자 다.

  환자의 지능 수 은 등학교 학년 수 으로 정상 이

하 고 몸 체의 강직과 근육긴장이상이 심했으며 입술과 

를 포함한 입 주변과 손가락에 자해의 흔 임을 짐작할 

수 있는 상처들이 있었다(Fig. 3). 환자는 allopurinol 50 mg

을 하루 3회 경구로 투여하고 있었다. 수술  시행한 액 

검사상 allopurinol 치료로 요산 3.1 mg/dl (정상 범 : 3－7 

mg/dl)로 정상 수 이었고 헤모 로빈 12.9 g/dl, 헤마토크리

트 39%, 요소질소 13 mg/dl, 크 아티닌 0.7 mg/dl,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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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operative computerized tomographic scan shows right (arrow, A) and left (arrows, B) renal calculi.

Fig. 1. Preoperative kidney, ureters and bladder film shows staghorn 

stone (arrow) in right kidney.

륨 4.2 mmol/L이었으며 이 밖의 다른 액검사 소견도 정상

이었다. 심 도와 단순흉부촬  소견도 정상이었고 단순경

추촬  소견상 경추의 상태도 정상 이었다.

  수술 처치로 ranitidine 50 mg을 정맥투여 하 다. 수술

실 입실 후 측정한 활력징후는 압 100/65 mmHg, 맥박 80

회/분, 체온 36.5oC로 안정 이었다. 정맥투여로는 좌측 상

지에 있었고 환자의 불수의 인 움직임에 의해서 정맥투여

로가 빠지지 않도록 잘 고정하 다. 환자가 수술침 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잡은 후 thiopental sodium 100 mg으로 

의식 소실을 도모한 후 atracurium 10 mg을 정주하 고 산

소와 아산화질소를 각각 2 L/min, isoflurane 2.0－4.0 vol%로 

5분간 용수환기 후 기 내삽 을 시행하 으며 이후 산소

와 아산화질소를 각각 1 L/min, isoflurane 1.0－1.5 vol%로 

마취를 유지하 다. 한 한 근육이완을 해 간헐 으

로 atracurium을 투여하 다. 동맥  가스분석과 지속 인 

압측정을 해서 좌측 요골동맥에 20 G 카테터를 거치하

다. 마취유도 30분 후 시행한 동맥  가스분석(흡입 산소 

농도: 0.5,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32 mmHg)소견상 pH 

7.38, 이산화탄소 분압 34 mmHg, 산소 분압 232 mmHg, 나

트륨 137 mmol/L, 칼륨 4.1 mmol/L, 칼슘 0.92 mmol/L, 헤모

로빈 12.0 g/dl, 헤마토크리트 36% 다

  신배(renal calyx)를 팽창시키고 요 에서 신장으로의 역류

를 막기 해서 요 깔때기이음부(ureteropelvic junction)에 

풍선확장술을 실시한 후 복와 로 자세를 변경하고 늑골하 

근(subcostal approach) 방식으로 천자하 으며 결석을 성

공 으로 제거하 다. 수술  활력징후는 수축기 압 90

－120 mmHg, 이완기 압 55－75 mmHg, 맥박 65－90회/

분으로 유지되었다. 수술 종료 후 pyridostigmine 6.9 mg과 

glycopyrrolate 0.184 mg을 투여하여 근이완을 역 시켰고 호

흡  의식이 완 히 깬 것을 확인한 후 발 하 다. 총 마

취시간은 225분이었다. 체 상 액 소실량(estimated blood 

loss)은 500 ml 고, 농축 구 2단 , 볼루벤(VoluvenⓇ, 

Fresenius Kabi, Germany) 200 ml, 생리식염수 600 ml를 투여

하 으며 환자를 깨우기 직 의 동맥  가스 분석 소견상 

헤모 로빈 11.1 g/dl, 헤마토크리트 33.2% 다. 회복실에서 

환자의 통증조 을 해 fentanyl을 15μg씩 2회 정주하 다. 

일반 액검사(complete blood count), 요소질소, 크 아

티닌, 요산을 포함한 액검사와 단순흉부촬 을 실시하

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병동으로 이송되었다. 환자

는 수술 후 구토증상은 없었으며, 5일째 별다른 합병증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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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is photograph shows self mutilation on the lips (A) and fingers (B).

이 퇴원하 다.

고      찰

  Lesch-Nyhan 증후군은 HGPRT의 활성도 감소로 퓨린 

사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성염색체 열성 방식으로 유

된다.1-4) 퓨린 생성이 과다해지면서 몸 체에 요산의 농

도가 증가하게 되며, 약물치료로 크산틴산화효소 억제제(xan-

thine oxidase inhibitor)인 allopurinol이 사용될 수 있다.1,3,4) 요

산의 증가로 인해 신장병증, 요로감염, 염, 통풍결  등

의 임상증상을 보이며, 지능 하, 발작질환, 경직, 무도무정

운동, 강박 인 자해행 , 무정 운동 삼킴곤란 등의 증

상을 보이게 된다.1-4)

  이러한 Lesch-Nyhan 증후군 환자의 마취 시 고려할 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험성을 고

려해야 한다. Lesch-Nyhan 증후군 환자에서는  내용물의 

역류와 구토가 자주 나타날 수 있으며 무정 운동 삼킴곤

란으로 인해 구토 후에 흡인성 폐렴의 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2) 따라서 마취유도 에  내용물의 배출을 진시키

기 한 metoclopramide나  내용물의 산도를 감소시키기 

한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를 투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4) 본 증례에서는 마취 유도 에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인 ranitidine 50 mg을 정주하여 흡인성 폐렴의 험

성을 감소시키고자 하 다.

  둘째, 신장기능의 정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성 신부

의 험성을 고려해야한다. 고요산 증에 의해 양측 신장

에 요산결석이 형성되는 경우에 막힘신장병증(obstructive uro-

pathy)에 의한 성신부 에 빠질 험성이 있다.7) 신장 내 

결석은 과다하게 생성되는 요산이 신장에 침착되어 발생하

거나 치료제로 쓰이는 allopurinol을 과용량 투여했을 경우에

도 발생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과용량의 allopurinol에 

의해서 xanthine과 hypoxanthin이 과다하게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7) Lesch-Nyhan 증후군을 진단받은 남아가 5세때 

요로 결석으로 제거 수술을 받고 이후 2년 연속으로 동일

한 병변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그 이후 통상 인 치

료 용량의 2－3배에 해당하는 용량의 allopurinol로 치료하

고 9세 때 양측 신장 결석으로부터 래된 성신부 으로 

내원하여 allopurinol의 용량 감량과 신장결석 제거술에 의해 

호 되었다는 증례보고가 있다.7) 본 증례의 경우에 환자의 

요소질소는 13 mg/dl, 크 아티닌 0.7 mg/dl로 정상 범

으나 우측 신장에 최  2.3 cm의 다발성 결석이 있었

고, 좌측 신장은 축(atrophy)된 상태이면서 작은 결석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본 증례에서는 성신부 의 발생 험성

을 감소시키기 해서 한 수액 투여로 평균 동맥압을 

80－100 mmHg를 유지하 고 흡입마취제로는 신장 독성이 

없는 isoflurane을 사용하 으며 수술 후 통증 조 을 해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신 fentanyl을 정주하 다. 한 

수술 후 성신부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요소질소, 크 아티닌과 해질을 추  찰하여 이상 여

부를 확인하도록 하 다.

  셋째, 사용하는 마취약제가 HGPRT의 활성도에 향을 주

는 약제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약

제들은 HGPRT의 활성도에 향을 주지 않으며, thiopental, 

methohexital, ketamine, etomidate 등을 사용할 수 있다.8,9) 

한, 부분의 흡입마취제도 HGPRT의 활성도와 무 하나 

신장 독성이 은 isoflurane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10) 그

리고 근이완제로는 신장 기능에 향을 받지 않는 atracu-

rium이 선호되고 있으며,11) succinylcholine투여 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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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칼륨 증가가 Lesch-Nyhan 증후군 환자의 강직 상

과 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12)

  넷째, 상치 못한 사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Lesch- 

Nyhan 증후군 환자들이 상치 못하게 사망하는 경우는 

한 치료여부와는 련성이 없고 그 원인도 아직 명확하

지 않으나 순환기계 이상보다는 호흡기계 이상에 의한 것

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13) 가능한 원인들로는 

진단되지 못한 흡인성 폐렴, 성 문연축(laryngospasm), 추

성 무호흡, 상  경추 손상, 폐 색 증 등이 있다.13) Lesch- 

Nyhan 증후군 환자에서 잦은 구토와 이로 인한 흡인성 폐

렴과 성 문연축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신체 반에서 

심한 근육긴장이상(dystonia)이 나타나므로 성  근육긴장이

상의 발생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성 문연

축 발생 험성이 증가된다.13) 한 뇌 기(brainstem)의 기능 

이상에 의한 추성 무호흡의 발생 가능성도 있으며, 심한 

경추부 근육긴장이상과 목후굴(retrocollis)에 의해서 경추의 

불안정성과 퇴행성 변화를 보일 수 있으므로 경추 손상의 

험성이 증가하게 된다.13) 본 증례의 경우에는 흡인성 폐렴

을 방하기 해서 ranitidine을 처치 하 고, 성 문연축

을 방하기 해서 환자의 마취심도를 충분히 한 후 기

내삽 을 시행하 으며 수술 종료 후에는 환자의 자발호훕

이 돌아오고 완 히 깬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구강내 

분비물을 제거한 후에 발 하 다. 한 경추에 해 방사선

학  평가를 하여 안정성을 확인한 후 마취유도를 하 다.  

  본 증례에서 사용한 수술  방법인 경피  신쇄석술은 

요로결석을 치료하는 요한 치료법으로 근방식에 따라 

늑골하 근과 늑골상 근(supracostal approach)으로 나뉜

다.14) 늑골하 근방식은 12번째 늑골 아래에서 천자해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기흉, 흉, 폐, 간, 비장 천자 등의 합

병증의 발생 험성은 감소하나 결석이 신장의 상극에 있

는 경우에 천자침이 정확한 치에 도달하는데 실패할 가

능성이 있다. 반면, 늑골상 근방식은 신장의 상극에 존재

하는 결석을 치료하는데는 더 성공 인 근법이지만 앞에

서 설명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약간 높다는 문제 이 

있다.14) 따라서 수술 후에 단순흉부촬 을 통해서 합병증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15) 본 증례에서는 신장

의 상극에 결석이 있었으나 앞에서 설명한 합병증의 발생 

험성을 감소시키기 해서 늑골하 근방식을 사용하

으며 결석을 성공 으로 제거하 고, 수술 후 확인한 단순

흉부촬 과 액검사 소견상 모두 정상이었다. 

  결론 으로 Lesch-Nyhan 증후군 환자들은 흡인성 폐렴, 

성신부 , 사 등의 험성이 있으므로  내용물의 배

출을 진시키거나  내용물의 산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로 마취 처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기능의 보호

를 해 한 수액 투여로 압을 정화함으로써 신장 

류압을 유지하고, 신독성이 있는 약제의 사용을 피하며, 

호흡기계 이상으로 인해 환자가 상치 못하게 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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