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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시경적 근종제거술 동안 발생한 저나트륨혈증

—증례보고—
서울 학교 의과 학 마취통증의학교실, *분당서울 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환희ㆍ황진 *ㆍ 태*ㆍ황정원*ㆍ도상환*ㆍ나효석*

Developed hyponatremia during hysteroscopic myomectomy 

− A case report−
Hwan-Hee Kim, Jin-Young Hwang*, Young-Tae Jeon*, Jung-Won Hwang*, Sang-Hwan Do*, and Hyo-Seok Na*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ungnam, Korea

  Hysteroscopy is frequently used to assist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 series uterine diseases.  However,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the procedure including fluid overload, hyponatremia, hypo-osmolality, hemorrhage, uterine perforation, and air embolism have been 

reported.  The incidence of fluid overload with hyponatremia during hysteroscopic procedures has been reported to be up to 6% and 

it can probe fatal.  Thus, early recognition of this condition and prompt intervention thereof is important to prevent adverse sequelae.  

Here, we report a case of hyponatremia with incidental fluid overload during hysteroscopy. We detected the signs of complication 

early on and were thus able to manage it promptly without any resulting adverse sequelae.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6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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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경은 부인과 역에서 자궁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하는 목 으로 자주 사용된다. 수술  자궁경 검사법은 짧

은 수술 시간과 빠른 회복, 낮은 이환율 등의 장 을 가지

고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 한 래할 수 있다. 알려진 주

요 부작용으로는 수액 과다, 나트륨 증, 삼투압, 출 , 

자궁 천공, 그리고 드물지만 공기 색 증이 있다. 그 에

서 나트륨 증을 동반한 수액 과다의 빈도는 약 6% 정도 

보고된 바 있으며[1], 치명 일 수 있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

의 빠른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요구된다. 국내에서도 나

트륨 증을 동반한 수액 과다의 증례가 보고된 바 있으나 

이로 인한 합병증이 생긴 경우이고[2], 합병증이 없이 치료

된 증례는 보고된 바가 없었다. 자들은 고 건강한 여성 

환자에서 수술  자궁내시경술  발생한 나트륨 증을 

동반한 수액 과다를 빠르게 진단하고 수술자와의 진하에 

빠르게 진단  복강경을 시행하여 합병증없이 치료한 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신장 159 cm, 체  50 kg의 38세 여자 환자가 막하 자

궁근종 진단 하에 자궁 내시경을 이용한 근종제거술을 받

게 되었다. 과거력상 내원 7년  다발성 자궁근종제거술과 

5차례의 체외 수정을 받은 바 있었다. 수술  시행한 액 

검사, 흉부방사선 소견  심 도 소견은 정상이었으며, 경

질식 음 상 자궁 후벽에 3.9 × 3.5 cm, 2.3 × 1.8 cm, 오

른쪽 벽에 3.5 × 2.7 cm의 막하 근종이 찰되었다. 마

취  투약을 하지 않고 수술장에 도착하 으며, 심 도, 맥

박산소포화도, 비침습  압 감시를 시작하 다. 마취 유

도직  활력 징후는 압 105/66 mmHg, 맥박수 56회/분, 맥

박산소포화도는 97% 다. 100% 산소로 탈질소화를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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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traoperative chest X-ray showing increased hazziness in 

both lungs.

Table 1. Arterial Blood Gas Analysis during Hysteroscopic Procedure

Time after detection of 

input/ouput imbalance

FIO2/ETCO2

(mmHg)
pH

PaCO2

(mmHg)

PaO2

(mmHg)

HCO3

(mEq/L)

Sat

(%)

Na
＋

(mmol/L)

K
＋

(mmol/L)

Ca
2＋

(mmol/L)

10 min

35 min

50 min

70 min

1.0/33

1.0/32

1.0/31

1.0/28

7.25

7.25

7.32

7.37

51.6

51.8

43.2

37.9

103.4

172.0

291.3

345.6

22.3

22.6

22.1

21.3

 99

 99

100

100

 99.5

102.6

106.2

110.0

3.80

3.38

3.14

3.37

0.99

1.00

0.99

0.99

lidocaine 30 mg 정주한 뒤에 목표 효과처 농도 주입장치

(Module DPS OrchestraⓇ, Fresenius Vial, France)로 propofol 

지속 정주를 시작했다. 의식 소실을 확인한 후 산소로 용수 

환기하면서 alfentanil 300 μg를 정주하 고 3번 후두마스크

를 삽입하 다. 이후 일회환기량 500 ml, 호흡수 10회/분, 

흡입산소농도 0.5로 인공 환기를 시작하 으며, 이 때 환자

의 최고흡기압은 15 cmH2O 다. 

  마취유도 후 환자의 체 를 결석 제거술 자세(lithotomy)

로 변경한 후 자궁내시경을 삽입하고 자궁강 확장을 해 

100 ml  D-mannitol 540 mg, D-sorbitol 2.7 g으로 구성된 

유로솔(UrosolⓇ, CJ cheiljedang, Korea)을 주입하 으며 막

하근종을 제거하 다. 총 시술 시간은 30분이었으며 시술종

료 직  외과의가 자궁 입구를 확인하던  자궁 기 부에

서 공기방울을 찰하고 팽창된 복부를 확인하 다. 시술 

시간 30분 동안 주입된 Urosol의 총량은 11,500 ml, 회수된 

양은 8,000 ml 으며, 이에 복강내 유출을 의심하 다. 즉시 

도뇨 을 삽입하 고 삽입 후 배출된 소변량은 500 ml 다. 

복강 내 확인  류액 제거를 하여 진단  복강경술을 

시행하기로 하 다. 진단  복강경술을 하기 직 에 환자의 

흡기압은 15 cmH2O에서 24 cmH2O로 차 상승하 으며 맥

박산소포화도는 96% 으며 청진상 특이소견이 없었고 일회

환기량과 후두마스크의 치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맥박산

소포화도가 조 씩 감소하는 소견을 보여 기 내 삽 을 

계획하고 100% 산소로 용수 환기하며 rocuronium 40 mg을 

정주하 다. 근이완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후, 후두 마스

크를 제거하고, 내경 7.0 mm의 기  내 튜 를 삽 하고 

일회환기량 425 ml, 호흡수 10회/분, 흡입산소농도 1.0, 호기

말 양압(PEEP, positive end expiratory pressure) 5 cmH2O로 

인공 환기를 시작하 다. 기 내삽  직후에 외과의가 진단

 복강경술을 시행하여 류액 500 ml을 회수하 다. 이 

때 동맥  가스 분석 검사 결과는 흡입산소농도 1.0에서 pH 

7.25, PaCO2 51.6 mmHg, PaO2 103.4 mmHg, HCO3
− 22.3 

mmol/L, 산소포화도 91%, Na＋ 99.5 mmol/L, K＋ 3.8 mmol/L, 

Ca2＋ 1.0 mmol/L이었다(Table 1). 나트륨 이온의 농도를 교

정하기 해서 수액을 하트만용액에서 0.9% 생리식염수로 

교체하 고,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해 lasix 20 mg을 정주

하 다.

  25분 뒤 다시 시행한 동맥  가스 분석 검사 결과는 흡

입산소농도 1.0에서 pH 7.23, PaCO2 51.8 mmHg, PaO2 172.0 

mmHg, HCO3 22.6 mmol/L, 산소포화도 99%, Na＋ 102.6 

mmol/L, K＋ 3.4 mmol/L, Ca2＋ 1.0 mmol/L이었다. 수술장에

서 시행한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폐부종이 의심되는 소견이 

찰되어(Fig. 1) lasix 20 mg을 추가로 정주하 다. 이후 소

변량 1,550 ml 찰되었으며 동맥  가스 분석 검사 결과는 

흡입산소농도 1.0에서 pH 7.37, PaCO2 37.9 mmHg, PaO2 

345.6 mmHg, HCO3 21.3 mmol/L, 산소포화도 100%, Na＋ 

110.0 mmol/L, K＋ 3.4 mmol/L, Ca2＋ 1.0 mmol/L이었다. 총 

수술 시간 140분, 추정 실 량 50 ml, 투여된 정질액 700 

ml, 소변량 2,050 ml 다. 환자는 기 내 삽 된 상태로 산

소포화도, 심 도를 감시하며 환자실로 이송되었다. 

  환자실 도착 후 시행한 해질검사에서 Na＋ 117 mmol/L, 

K＋ 3.4 mmol/L 소견을 보 다. 나트륨 증을 0.5−1 mmol/hr

의 속도로 교정하기로 계획하고, 수액을 제한하면서 속 

교정을 막기 해 소변량 만큼 포도당액을 주입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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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륨 증을 막기 해 염화 칼륨 용액을 지속 정주하

다. 환자실 도착 2시간 후에 발 하 으며 환자 의식은 

명료하 다. 수술후 24시간동안  나트륨 이온수치는 

117 mmol/L에서 136 mmol/L로 교정되었고, 수술 후 2일째 

시행한 해질 검사상 Na＋ 138 mmol/L, K＋ 4.8 mmol/L, 

Ca2＋ 1.2 mmol/L 소견을 보여 수액 치료를 단하고 병동

으로 원되었다. 이후 시행한 뇌자기공명 상에서 양쪽의 

뇌 기 핵의 T1 신호가 증가된 양상을 보 으나 임상  

의의가 없다고 단되었고 별다른 합병증없이 퇴원하 다.

고      찰

  자궁경은 자궁내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유용하게 이용되

고 있으나 자궁 천공, 나트륨 증, 출 , 장과 방 의 천

공, 수술시에 사용되는 류액의 체내 흡수로 인한 합병증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 에서도 자궁경 수술시에 사용되

는 류액의 체내 흡수로 인한  나트륨 증과  삼투압

증은 가장 흔한 합병증이라고 알려져 있으며[3], 빠른 진단

과 치료가 없으면 치명 일 수 있다. 

  자궁경 검사시에 시야 확보를 하여 사용되는 류액은 

개 자궁경 시에 사용되는 기구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단극성 기구(monopolar instrument)를 사용하는 경우 0.54% 

mannitol과 1.5% glycine, 2.7% sorbitol의 혼합물 는 5% 

mannitol 용액을 사용하고, 양극성 기구(bipolar instrument)를 

사용할 시에는 생리식염수 혹은 하트만 용액을 사용한다. 

어떤 류액을 사용하든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각 

류액에 한 이해가 요구된다[4]. 본 증례에서 사용한 Urosol

은 장성, 비이온성 용액  하나로서, Urosol의 혼합 물질

인 glycine과 sorbitol이 사되면서 체내 수분이 류되고 

이로 인해 나트륨 증을 동반한 과 량증을 유발할 수 

있다. 정상 으로는 체내 수분 류가 발생하더라도 뇌의 

양이온 펌 가 보상기 을 통해 체내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여성호르몬 에스트로젠이 양이온 펌

의 기능을 해하여 보상 기 을 와해시킴으로써 남자보다 

나트륨 증이 많이 유발되고, 심한 경우에 희석성 삼투

압증에 따른 뇌부종과 뇌압 상승, 세포 괴사가 유발된다[4]. 

한 glycine의 사물인 암모니아가 추신경계의 이상을 

유발하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구 인 신경학  이상도 래할 수 있다. 

  수술 에 성 나트륨 증이 유발되더라도 나트륨 135 

mmol/L에서는 개 증상이 없지만 나트륨이 120 mmol/L 이

하가 되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뇌부종과 추 신경계의 이상으로 치사율이 50%

에 달한다[5]. 뇌부종의 정도에 따라 오심, 두통, 혼란과 처

지는 증상에서 경련, 발작, 혼수상태까지 발생할 수 있고 

반신불수, 보행실조, 안구진탕증, 떨림, 경직, 연하불능, 근

육 경련 등의 다른 증상이 동반할 수 있다[6]. 한 부정맥, 

압, 산소증, 폐부종과 같은 심폐부  상이 나타날 

수 있다[7].

  나트륨 증성 뇌병증의 치료에서의 일반 인 원칙은 

인 청 나트륨 수치보다는 신경학  침범의 정도가 

치료의 기 이 되며 신경학  증상의 유무에 따라 치료도 

달라진다[2]. 나트륨 증의 치료는 경한 나트륨 증인 

경우 증상이 없으면 수액 제한만으로도 치료될 수 있다. 그

러나 심한 나트륨 증이라면 즉각 인 치료가 필요하며 

수액 제한 뿐만 아니라 등장성 혹은 고장성 생리 식염수를 

사용하고 심한 경우 요소(urea)나 이뇨제, vasopressin 수용체 

길항제 등을 사용한다. 신경학  증상을 동반한 성 나

트륨 증이라면 100 ml/h의 고장성 생리 식염수의 치료가 

일차 선택이 된다. 3% 고장성 생리 식염수 100 ml 당 장 

나트륨은 거의 2 mmol/L가 증가하게 되므로 고장성 생리 

식염수의 치료는 환자의 증상을 찰해가면서 주어야 하며 

보통 고장성 생리 식염수 0.38 ml/kg/h를 사용하면 시간당 

0.5 mmol/L이하로 교정되어 빠른 교정을 피할 수 있다. 그

러나 증상을 동반한 고나트륨 증이라고 하더라도 속교

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는 아직 없는 상황이며 빠른 

교정에 따르는 부작용은 보고된 바가 있다[2]. 그래서 활동

성 발작이나 뇌이탈이 임박한 상황에서만 100 ml의 고장성 

생리 식염수를 사용하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8,9]. 

  수술 에 나트륨 증이 진단되어 나트륨 수치를 교정

할 때 시간당 나트륨치가 2 mmol/L 이상 증가해서는 안된

다. 나트륨치를 속 교정하게 될 때의 합병증으로 삼투성 

수 용해가 유발될 수 있다[10]. 나트륨 증의 치료에서 

삼투성 수 용해가 유발되는 원인에 해서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나트륨 증과 산소증의 속한 교정으로 

인해 야기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교정하도

록 하여야 한다. 한 치료 에 수분 배설이 일어날 수 있

으므로 5% 포도당 용액과 항이뇨호르몬제의 사용을 고려한

다[9]. 나트륨치를 올리기 해 고장성 생리 식염수를 사용

하는 경우 기치 않게 나트륨치가 더욱 올라갈 수 있으므

로 자주 소변량과 나트륨치를 측정하는 것이 속 교정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한 마취 방법이 류액의 흡수에 향을 미칠 수가 있

다. 신 마취가 경막외 마취에 비해서 류액의 흡수를 

이고[11], 신 마취보다는 진정 작용을 동반한 국소 마취가 

류액의 흡수를 인다[3]. 자궁경을 시행할 시에 국소 마

취나 척추 마취가 희석성 나트륨 증을 진단하는 데 

신 마취보다 더욱 도움이 되나 수술 범 가 크거나 수술 

시간이 긴 경우라면 신 마취가 필요할 수 있다[12]. 척추 

마취를 시행한 경우 신경학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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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더욱 도움이 되었겠지만, 본 증례의 경우에는 신 

마취로 인하여 신경학  증상을 확인할 수 없어 나트륨

증의 치료 기 을 나트륨 이온의 수치 변화에 기 을 두

어 빠른 교정이 되지 않게 유의하면서 치료하 다. 발견 당

시 맥박산소포화도는 96% 으나 진단  복강경을 하기  

최고흡기압이 15 cmH2O에서 24 cmH2O로 차 증가하는 양

상을 보여 폐부종을 의심할 수 있었고, 시행한 동맥  가스

분석 검사에서 나트륨 수치가 격히 낮아져 있어서 나

트륨 증성 수액 과다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었다. 그래서 

후두마스크의 치 변화는 없었지만 기도의 확보가 어려워

질 수 있어 기 내 삽 을 미리 시도하 다. 흉부 방사선 

사진을 통해 폐부종 확인 후 이뇨제를 투여하 고, 나트

륨 증의 속 교정으로 인한 합병증을 방하기 하여 

나트륨 증을 0.5−1 mmol/hr의 속도로 교정하 다. 교정

하고자 하는 나트륨 수치보다 빠르게 교정되는 양상을 보

여서 최 한 나트륨이 천천히 교정되는 데에 유의하면서 

소변량과 회수되는 류액의 양을 확인하며 수액을 제한하

면서 소변량만큼의 수액만을 지속 정주하여 합병증없이 퇴

원할 수 있었다. 

  본 증례에서는 복강내로 들어간 류액을 제거하기 해 

기에 이뇨제를 사용하 으나, 과 량증에 의해 빠르게 발

생한 희석성 나트륨 증을 교정하기 해 이뇨제를 사용

하는 경우 나트륨 증과 삼투질농도를 악화시킬 수 있

다[13,14]. 

  결론 으로 수술  자궁경 검사를 시행하는 환자의 마취 

시에 나트륨 증과 삼투압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한 마취 방법의 선택과 세심한 모

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본 증례에서는 신 

마취를 시행하여 신경학  증상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가능한 경우라면 환자의 신경학  증상의 유무를 별하여 

빠른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구 인 신경학  증상을 

이고 빠른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나

트륨 증과 삼투압증의 발생 시에는 나트륨 수치를 정상

화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나트륨의 수치가 과도하게 교정

되지 않도록 서서히 교정하는 것이 신경학  증상 없이 치

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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