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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차성 부신 기능 부전 은 발생(Addison's disease)
률이매우낮은내분비성질환으로서자가면역이나결
핵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부족한 호르몬의 보충 요법.
을통하여성공적인치료가가능하나호르몬투여용량
또는방법이적절하지않거나규칙적인투약이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호르몬 부족에 의한 부신 위기

가 치명적인 결과를(Adrenal crisis/Addison's crisis)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임신과 동반된 경우에는 임신 오.
조 감염 진통 및분만과같이동반되어이러한위험에, , ,
더 쉽게노출될수있다 따라서부신기능부전이있는.
임산부와그주치의는정기적투약에대한필요성과호

르몬과다또는부족에의한증상에대하여충분히인지
하여야 한다.

증 례
환 자 허 화 세: , 31○
산과력 : 0-0-0-0
월경력 초경은 세에있었고월경주기는규칙적이: 13
었으며지속기간은 일 양은중등도였다 최종월경일5 , .
은 년 월 일 이었고 분만예정일은 년2004 1 25 2004 11
월 일 이었다1 .
과거력 당뇨 결핵 고혈압의기왕력은없으며: , , 1995
년 양측 부신 증식증 진단 하에, (Cushing Syndrome)
양측부신절제술을시행받았다 그이후 당류코르티. ,
코이드와 전해질 코르티코이드 복용 중이다.
가족력 부계 모계 모두 내분비 질환 염색체 질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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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adrenal insufficiency is a rare disease which can lead to fatal outcomes when complicated in pregnancy. The vague symptoms such

as nausea, fatigue and abdominal pain may interfere with its diagnosis. But once the diagnosis is made after a simple ACTH stimulation

test, a successful pregnancy and delivery can be accomplished by replacement of steroids. It is to be noted that proper management in

crises such as labor, delivery, operation and postpartum is very important. We report a case of successful delivery of a woman with

primary adrenal insufficiency with a brief review of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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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기형 등의 특별한 병력은 없었다.
현병력 환자는 일차성 부신 기능 부전: (Addison's

으로스테로이드호르몬복용중 임신 주disease) , 14 1
일에 정기적 산전 진찰을 위하여 본원 외래 방문하였
다 환자는 년 양측 부신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1995
당류 코르티코이드 일 오전(hydrocortisone) 20 mg/ (

오후 과전해질코르티코이드15 mg- 5 mg) (Florinef)
0.1 일 복용 중이었다mg/ .
이학적 소견 방문 당시 혈압 맥박: 110/70 mmHg,
회분 체온 으로 생체 징후는 정상이었으며72 / , 36.4℃

신장 체중 으로임신오조또는과색소163 cm, 54 kg
침착증 등의 소견없이 전신상태 양호하였다.
검사소견 혈액학적검사상 혈색소 백혈: , 13.6 g/dL,
구 10,730/mm3 혈소판, 253,000/mm3 였다 혈액형은. B
형 양성 혈청매독반응및 형간염검사는음성(Rh ), B
이었다 내원 당시 혈중 코르티솔 정상범위. AM 40.4 (

정상범위 부5-23) µg/dL, PM 12.9 ( 3-16) µg/dL,
신 피질 자극 호르몬 Adrenocorticotrophic hormone

정상범위 로 확인되었(ACTH) < 1.1 ( 2-11) pmol/L
다. 외래방문시시행한초음파검사상태아의크기는
임신 주수에 합당하였다.
임신 중 경과 임신 중 호르몬 복용 용량은 임신 전:
용량 을 그대(hydrocortisone 20 mg, florinef 0.1 mg)
로 유지하면서 관찰하기로 하였다 산전 진찰 기간 중.
임신오조또는복통증상은없었으며임신 주 일에16 1
시행한 삼중 검사 상 저 위험군 소견보였다 소변 검사.
상뇨당및뇨단백음성이었다 임신기간중혈압은정.
상이었으며초음파검사상태아발육은정상이었고기
형 소견도 없었다.
분만 경과 년 월 일 재태연령 주 일에: 2004 10 12 37 1
양막 파열을주소로분만실에내원하였다 오전 시분. 9
만 활성기 가 시작되어 당류 코르티코이(active stage)
드 를 정주하였다 총 시간(hydrocortisone 100 mg) . 7
분 후의 자연 진통 후오후 시 분에건강한 여아20 1 20

를정상질식분만하였(3450 gm, APGAR 1'-7, 5'-9)
다.
분만 후 경과 당류 코르티코이드 첫 투여 시간 뒤: 8

인오후 시에 을추가정주하였다 분만후 일5 100 mg . 5
동안 까지점차적으로정주용량을줄인후분만50 mg
후 일부터스테로이드구강유지요법당류코르티코이6
드 오전 오후(hydrocortisone) 20 mg ( 15 mg- 5 mg),
전해질 코르티코이드 을 시작하였다(Florinef) 0.1 mg .
복용용량은분만전과동일하게유지하였으며분만후
일에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혈중 코르티솔16 , AM 3.1

으로감소된소견보였으나특이임µg/dL, PM 4.8 µg/dL
상 증상없었으며 개월후에시행한혈액검사결과코5
르티솔 으로 안정적인AM 44.0 µg/dL, PM 4.1 µg/dL
수치를 보였다 태아는 정상 체중으로 출생하(Fig. 1).
였으며출생후활력징후및혈당정상이었고 구강섭,
취정상적으로시작한후퇴원하였다 신생아의부신기.
능저하증을배제하기위하여혈중코르티솔 뇨코르티,
솔및부신피질자극호르몬 검사를시행하였(ACTH)
으며 퇴원후외래에서확인한결과모두정상소견보
였다.

Fig. 1. The changes in cortisol level throughout pregnancy.

고 찰
일차성부신기능부전은그발생률이 명출생10,000
당 명1 1으로낮은질환이며임신과동반되는경우는더
욱 드물게 보고되고있다 년. 1859 Davey2에의하여임
신과동반된사례가처음보고된후 년까지약1962 100
건이 보고되었으며국내에서는 년박등에의하여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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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부신절제술 받은 환자의 성공적 임신이 예 보고1
된 바 있다.3 원인으로는 자가 면역질환과 부신 결핵에
의한 경우가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도 감,
염 또는외과적수술에의한부신기능부전이있다 감, .
별진단 해야 할 것들로는 혈당강하제 (sulfonylurea),
혈압강하제 (β 및 항우울제-blockers) (serotonin

와 같은 약물복용 인슐린종 간부reuptake inhibitors) , ,
전 신부전 및 패혈증 등이 있다, .4 흔한 증상들로는 피
로 피부색소침착 오심 구토 복통 체중감소 식욕부, , , , , ,
진 및 저혈압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부신 조직,
의 이상이손상된후에나타나기시작하는데 증상90% ,
들의 비 특이성으로 인하여 조기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일차성 부신 기능 부전 환자들이 임신을 하.
는 경우에는위와같은증상들이임신과동반된정상적
인 반응으로 생각되어 간과하기 쉽다.
부신 기능 부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극검ACTH
사를시행하여진단할수있다 이검사는기본혈청코.
르티솔농도를측정한후 의 를근육주사, 250 µg ACTH
또는정주하여 분후코르티솔농도의변화를보30-60
는 방법이다 정상군에서는 코르티솔 농도가. 18 µg/dL
이상이고 기저치의 배 이상 증가되어야 하며 그렇2-3
지못할경우에는부신기능부전을진단할수있다 또.
한 이때 기본혈중 농도가 이상으로, ACTH 44 pmol/L
증가된 경우에는 일차성 부신 기능 부전 (Addison's

을 진단할수있다 급성인상태에서빠른치료disease) .
가 요구되는경우에는검사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는
덱사메타손 투여 후 검사하도록 한(dexamethasone)
다.
정상 임신 시 혈중 코르티솔은 증가하는 반면, ,
농도는 대개의경우정상범위에있는경우가많ACTH

다 임신부의 경우 임신 주부터 코르티솔의 농도가. 12
증가하여 정상인의 배까지 증가한다3-5 .5 따라서 임신
중일차성부신기능부전이동반되어도실제혈중코르
티솔농도는정상범위에있을수있기때문에심한증
상이동반되지않는경우에는진단이매우어렵다 일단.
일차성부신기능부전이진단된경우에는당류코르티
코이드인하이드로콜티손 (hydrocortisone) 20-30 mg

또는 콜티손 아세테이트 (cortisone acetate) 25-37.5
을 하루 두 번에 나누어 보충하는 방법으로 치료할mg

수 있다 전해질코르티코이드보충을위해서는플루오.
로콜티손 을 씩매일투(fluorocortisone) 0.05-0.1 mg
여하고,6 충분한 양의 염분을 섭취 일 하도록(3-4 g/ )
한다 당류 코르티코이드 투여 후에는 불면증 불안정. ,

또는정신적흥분이부작용으로나타날수(instability)
있는데 이 때는 호르몬을 감량하도록 한다.
부신 기능 부전이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감,
염 외상및분만등의스트레스로인하여부신기능저,
하가 심해진 경우에는 부신 위기 의형(adrenal crisis)
태로나타날수있으며적절한때치료하지못할경우에
는 사망률이 매우 높다 이 때는 급성 피로 의식 변화. , ,
저혈압 저혈당 복통 오심 구토 저체온 등의 증상을, , , , ,
보이게된다 임신부의경우감염 오조등의증상이있. ,
거나 양수천자술을시행받았을경우에는용량이증가,
되어야 한다 또한진통 분만 산욕기 감염 임신구토. , , , ,
및 제왕절개술 등이 부신 위기를 동반할 수 있으며 이
때는코르티솔의용량이 배또는 배로증량되어야한2 3
다 따라서임신중에는혈압 체중및전신상태에대한. ,
정기적검사를통하여호르몬용량이적절한지평가할
필요가 있다.7,8 부신 위기가 급성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는 하이드로콜티손 또는 프(Hydrocortisone) 100 mg
레드니손 을정주하고충분한수액(Prednisone) 25 mg
을 보충해 주도록한다 전해질코르티코이드는 염분과.
수분의저류에의한폐부종을유발할수있으므로급성
기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분만은 특별하게제왕절개술의산과적적응증이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분만이 권유된다 분만 과.
정 중 스테로이드 투여는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
으나 대부분의 경우 다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일단 진.
통이 시작되면 당류 코르티코이드 (Hydrocortisone

를 시간 간격으로 투여하고 분만 제 분100 mg) 6-8 2
기 (2nd 가 시작되면 을 추가로 투여한stage) 100 mg
다 분만 후 시간까지는 당류 코르티코이드 정주를. 24
계속하고 일이내에점차적으로용량을줄여구강3-5
요법으로 바꾸도록 한다 제왕 절개술의 경우 당류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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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티코이드 를 시간간격으(Hydrocortisone 100 mg) 6
로 수술 후 시간까지 유지하고 그 후 일 동안 용량24 3
을 줄인 후 구강 유지요법으로 바꾼다 부신 기능 부전.
은산욕기에진단되는경우도많은데출산후 일 길게6 ,
는 주후에도부신위기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지속3
적인 관찰이 필요하다.9,10 이것은 아마도 출산 후 1-2
주사이에임신중증가되었던혈중콜티졸이다시감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차성부신기능부전이있는산모에서태어난신생
아의경우특이기형과관련있다는보고는없으며산모
의부신피질항체가태반을통과하지만대부분의경우
신생아의부신기능에는영향을미치지못한다 년. 1962

는 일차성 부신 기능 부전이 있는 산모의 신생아Osler
명의 출생체중을 조사한 결과 평균과 비교하여20 , 500
정도작은것으로보고하였다g .11 그러나 년1971 Hilden
과 는 명의 일차성 부신 기능 부전 산모의Ronnicke 34
신생아들을 연구한 논문에서 이들이 일반 신생아들과
비교하여출생체중이작지않다고발표하여12 아직까지
산모의부신기능부전과태아의저출생체중과의연관
성은 명확하지않다 본증례에서도 신생아의출생체중.
은 으로 적정 출생 체중을 보였다3,450 g .
모유수유의 경우 모유를 통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이동을우려하여모유수유를피해야한다는의견도있
었으나이에대한근거가충분치않으며호르몬투여는
산모를위한보충요법이주목적이므로모유수유억제
에 대해서는 환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13,14
결론적으로 일차성부신기능부전환자가임신을하,
더라도임신중필요로하는당류코르티코이드또는전
해질 코르티코이드의 용량에는 임신 전과 실제적 차이

가없으며규칙적인투약과정기적산전진찰후에는성
공적인 분만이 가능하다.15 그러나 환자와 주치의 모두
부신 위기와 같은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적절한
치료를할수있도록임신과분만그리고산욕기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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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일차성 부신 기능 부전증은 흔하지 않은 질환이나 임신과 동반될 경우 진단이 어려울 수 있고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산모와태아가모두위험해질수있는질환이다 본질환은 자극검사를시행하여진단한후에는구강스테. ACTH

로이드 보충요법으로충분히안전한임신과출산에 성공할수있다 급성부신기능부전에의한 증상들을숙지하고.

진통 분만 산욕기또는제왕절개수술시에필요한처치가이루어지는것이중요하다 본저자들은양측부신절제술에, , .

의해일차성부신기능부전이진단되어스테로이드보충요법을시행받고있는산모의성공적인출산을경험하였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심단어중심단어중심단어중심단어: 일차성 부신 기능 부전증 스테로이드 임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