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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 수술 후 중심성 뇌교 수초 용해증이 발생한 환자들의
혈중 나트륨 농도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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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Pontine Myelinolysis after Liver Transplantation -A case reportHae Keun Jeong, M.D., Mi Sook Gwak, M.D., and Gaab Soo Kim,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Hyponatremia is common in end stage liver disease and central pontine myelinolysis (CPM) can occur after the rapid correction
of hyponatremia. The blood sodium concentration can increase rapidly during the perioperative period of liver transplantation
due to the administration of sodium-containing fluids and blood products. We experienced 5 cases of CPM after liver
transplantation. Major changes in the blood sodium concentrations occurred during surgery in the first 3 cases while these changes
occurred after surgery in the last 2 cases. We reviewed the blood sodium concentrations of these 5 patients and speculated on
the correlation of CPM with a rapid increase in the blood sodium concentration. (Korean J Anesthesiol 2006; 50: 4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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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이식 수술이 증가하고 있고, 간이식 수술 환자의

증

예후 또한 향상되고 있어 말기 간질환 환자의 치료로서의

례

간이식 수술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간이식 수술을 받을
말기 간질환 환자들의 수술 전 검사에서 저나트륨혈증은

본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뇌 자기 공명

흔한 소견이며, 간이식 수술 중 또는 후에 투여하는 혈액

영상 검사(Fig. 1)에서 CPM으로 진단된 환자는 총 5명(남자

제제, 생리 식염수액 등의 나트륨 농도가 혈중 나트륨 농도

4명, 여자 1명)이 있었으며, 평균 연령 48.2세, 평균 체중

1)

보다 높으므로

간이식 수술 중 또는 후에 혈중 나트륨 농

도의 상승이 예상된다. 혈중 나트륨 농도의 급격한 상승은
중심성 뇌교 수초 용해증(central pontine myelinolysis, CPM)
이라는 신경계 합병증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2) 저자들은
본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중 CPM이 발생한 환자
들의 혈중 나트륨 농도 변화에 주목하였으며, 혈중 나트륨
농도 변화가 CPM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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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RI finding of CPM patient: axial T2 weighted images reveals
the high signal intensities in the pons (arrow).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CPM: central pontine myelin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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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ioperative Changes of Blood Concentrations of Sodium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atient
Before operation
End of operation
POD 1
POD 2
POD 3
POD 4
POD 5
POD 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
132
139
142
144
143
141
139
138
B
121
136
138
134
136
132
132
135
C
125
141
146
138
138
136
135
133
D
117
119
124
124
130
136
139
139
E
130
128
132
136
142
147
148
14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Unit of sodium concentration is mEq/L. POD: postoperative day.

Table 2. Intraoperative Administration of Fluids and Blood Product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Normal saline
0.45% saline
Colloid
LDRBC
FFP
LDPC
Cryo
Patient
(ml)
(ml)
(ml)
(unit)
(unit)
(unit)
(unit)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
10,800
0
0
22
22
10
5
B
3,500
1,000
0
26
46
20
0
C
3,850
250
1,000
34
76
20
6
D
700
5,300
500
4
8
0
0
E
700
3,900
1,000
2
13
ESP 2
1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DRBC: leukocyte-depleted red blood cell, FFP: fresh frozen plasma, LDPC: leukocyte-depleted platelet concentrate, Cryo: cryoprecipitate,
ESP: extended storage platelet.

Fig. 2. Changes of blood concentration of sodium in first three CPM
patients (mEq/L). CPM: central pontine myelinolysis. A: patient A, B:
patient B, C: patient C.

Fig. 3. Changes of blood concentration of sodium in last two CPM
patients (mEq/L). CPM: central pontine myelinolysis. D: patient D, E:
patient E.

62.8 kg, 평균 신장 163.0 cm였고, 모두 B형 간염 바이러스

중 투여한 수액 및 혈액 제제의 종류와 양을 확인한 결과

로 인한 간경화 환자였다.

(Table 2), D, E 환자들의 경우 0.45% 식염수를 주 수액으로

수술 전후의 혈중 나트륨 농도 및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사용하였다. 또한 A, B, C 환자들에 비하여 D, E 환자들의

의 혈중 나트륨 농도를 확인한 결과(Table 1), CPM으로 진

경우 수술 중 혈액 제제 사용량이 급감한 것을 알 수 있었

단된 A, B, C 환자들의 혈중 나트륨 농도 증가는 주로 수술

다. 수술 후 경과를 확인한 결과 D 환자의 경우 수술 후 4

중에 발생하였으며(Fig. 2), D, E 환자들의 혈중 나트륨 농도

일 동안 백혈구 제거 농축 적혈구 5단위, 백혈구 제거 농축

증가는 주로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발생하였다(Fig. 3). 수술

혈소판 10단위, 백혈구 제거 성분 채집 혈소판 1단위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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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ymptoms and Sequelae of CPM Patient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atient
Onset of symptoms
Symptoms
Sequela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
POD 2
Convulsion, mental change
Speech disorder
B
POD 4
Convulsion, delirium, hemiparesis
Epilepsy, gait disturbance
C
POD 11
Convulsion, mental change, tremor
Gait disturbance, speech disorder
D
POD 7
Dysarthria, gait disturbance
Gait disturbance, speech disorder
E
POD 8
Mental change, delirium, dysarthria
Full recovery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PM: central pontine myelinolysis, POD: postoperative day.

이식 수술 중 혈중 나트륨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혈하며 혈중 나트륨 농도가 증가하였으며, E 환자도 수술
후 5일 동안 백혈구 제거 농축 적혈구 2단위, 백혈구 제거

혈중 나트륨 농도의 증가로 수술 중 혈역학적 변화는 발생

농축 혈소판 20단위, 동결 침전 제제 12단위를 수혈하며 혈

하지 않으나, 여러 동물 실험 결과나5-7) 임상 연구 결과에8-11)

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의하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단기간에 상승할 때 CPM이 발

환자들에서 나타난 CPM 증상 및 예후를 확인한 결과

생할 수 있다고 한다. CPM은 혈중 나트륨 농도 상승 2-3

(Table 3),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증가된 후 수 일 내

일 후에 의식 장애, 사지 마비, 가성 연수 마비 등의 증상

에 의식 저하, 경련, 보행 장애, 반신 마비 등의 증상이 나

으로 시작하며, 수초 용해 병변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다양

타났으며, 완전 회복에서 후유증 잔존까지 다양한 예후를

한 증상이 나타난다. 진단에는 자기 공명 영상이 가장 효과

나타내었다.

적이며 T2 강조 영상에서 고신호 강도의 병변이 나타난다.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으며 보존적

고

치료를 시행하는데, 완전히 회복하는 경우부터 의식을 회복

찰

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예후를 보인다.5)
CPM은 1959년에 처음으로 보고된 이래12) 일반 부검 증례

130 mEq/L 미만의 저나트륨혈증은 입원 환자의 1%에서
3)

말기 간질환 환자에서는 저나트륨혈증이 더 빈

의 0.25-9.8%에서 나타난다.7) 간이식 환자에서는 1978년에

번히 발생한다. 본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480명의 수술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며13) 간이식 환자 부검 증례의 13-

전 혈중 나트륨 농도를 조사한 결과, 소아 환자 84명을 제

29%에서 나타난다.5) 우리 나라의 경우 간이식 환자에서

외한 성인 환자 396명 중 60명에서 130 mEq/L 미만의 저나

CPM 증례는 1996년 이후 간헐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수

트륨혈증이 발견되었으며, 17명은 120 mEq/L 미만의 저나

술실에서의 혈중 나트륨 농도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생각

트륨혈증이었다. 말기 간질환 환자에서 발생하는 저나트륨

하고 있다.14,15) 본 증례들 중 A, B, C 환자들의 경우 수술실

발견되며,

혈증의 원인으로는 고알도스테론혈증, 이뇨제 투여, 항이뇨

에서의 혈중 나트륨 농도 증가가 두드러지지만 D, E 환자

호르몬 작용 항진, 신장의 수분 배출 장애 등을 들 수 있으

들은 중환자실에서의 혈중 나트륨 농도 증가가 현저하다는

며,2,4) 저나트륨혈증은 수분 제한, 알부민 투여, 이뇨제 감량

점이 주목할 만하다.

등의 방법으로 서서히 교정하여야 하지만 간 공여자가 나

CPM의 발생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타나면 응급으로 진행되는 간이식 수술의 특성상 저나트륨

다음과 같은 여러 가설이 있다. 첫째, 수초 용해증이 발생

혈증을 교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

하는 위치가 혈관이 풍부한 회백질과 혈관이 풍부하지 않

경우가 빈번하다.2,4)

은 백질이 광범위하게 혼합된 부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대부분의 간이식 수술 시에는 다량의 혈액 제제를 투여

고려할 때,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하게 변화할 때 삼투압

하게 되는 바, 현재 혈액 제제는 구연산 나트륨, 인산 2 수

의 변화로 회백질에 분포한 혈관의 혈액 뇌 장벽이 열려

소나트륨 수화물 등의 성분을 가진 항응고 보존액을 사용

부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주위 백질의 수초가 손상된

하므로 채혈 첫 날 혈액 제제의 나트륨 농도는 169 mEq/L

다고 하는 가설이 있다.6-8) 현재까지 보고된 CPM 환자의 최

이며 채혈 후 35일이 경과한 전혈의 나트륨 농도는 155

소 연령이 3세인 점도7) 뇌의 구조적 차이에 따른 수초 용

1)

mEq/L이다.

또한 수술 중 투여하는 생리 식염수 및 대부

해증 발생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둘

분의 교질 용액에는 154 mEq/L, 5% 알부민에는 145 ± 15

째, 저나트륨혈증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세포 내의 나트

mEq/L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으며, 8.4% 중탄산 나트륨

륨, 칼륨 등의 전해질과 phosphocreatine, myo-inositol, 아미노

등 여러 약제에도 다량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1) 간

산 등의 유기성 삼투 용질의 농도가 감소하여 수분 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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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으로 되며, 이러한 상태에서 저나트륨혈증을 교정하면

자들이 사망하기 전에 CPM으로 진단을 받지 못하였다는

세포 내의 전해질 농도는 쉽게 평형을 이루지만 유기성 삼

연구도9) 있으므로 본 병원에서 더 많은 CPM 환자가 발생

투 용질이 평형을 이루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저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본 증례 CPM 환

나트륨혈증을 급격하게 교정하면 세포 탈수 현상이 발생한

자 중 한 명은 간질에 대한 원인을 찾던 중 자기 공명 영

다는 가설도 있다.10,11) 셋째,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작스럽

상에서 CPM이 뇌농양과 함께 진단된 경우이다. 따라서 간

게 변화하면 수초를 이루고 있는 신경 교세포 안팎 나트륨

이식 수술 중 또는 후에 혈중 나트륨 농도의 급격한 상승

농도의 기울기가 변화하여 신경 교세포 내로 칼슘 이온의

이 있었으며, 수술 후 수 일이 지나 의식 상태가 변화하면

유입이 증가될 수 있으며16) 증가된 세포 내 칼슘 이온은 여

CPM을 원인의 하나로 생각하여야 하겠다. 이때 CPM 병변

러 가지 세포 내 효소를 활성화시키며 세포 사망을 초래할

이 자기 공명 영상에서 나타나려면 2주 정도의 시간이 경

수 있다.17) 그러나 mannitol 투여로 CPM이 발생하였다는 보

과하여야 한다는 점을5) 유념하여 적절한 시기에 자기 공명

고와5) 저마그네슘혈증, cyclosporine 등이 수초 용해증에 관

영상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여한다는 보고도18) 있으므로 혈중 나트륨 농도 증가만이 수

결론적으로 간이식 수술 환자에서 혈중 나트륨 농도 증

초 용해증의 원인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향후 수초 용해증

가가 CPM의 발생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판단되며,

을 야기하는 근본 기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혈중 나트륨 농도 상승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혈중 나트륨

다.

농도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수술실뿐 아니라 중환자
실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혈중 나트륨 농도의 상승 속도, 상승 정도, 투여한 용액
의 종류 등이 CPM 발생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하는
연구자도 있으나,19) 임상에서 CPM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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