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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report a case of Turner syndrome associated with idiopathic central diabetes insipidus in a 12-year-old girl,

who presented with polyuria and polydipsia after a year. The patient was very short and and centrally obese, and

was initially diagnosed with Turner syndrome, hyperlipidema, and diabetes mellitus. A water deprivation test reveal-

ed central diabetes insipidus, and sellar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showed a thickening of the pituitary

stalk, with normal high signal intensity in the posterior pituitary gland. Replacement therapy with desmopressin was

initiated, and follow-up sellar MRI findings after two years showed spontaneous regression of the thickened pituitary

stalk. There are only few reports of concomitant Turner syndrome with central diabetes insipidus worldwide. Further

observation is needed in order to disclose the cause of central diabetes insipidus in patients having Turner 

syndrome. (J Korean Soc Pediatr Endocrinol 2011;16: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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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추성 요붕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시상하부-뇌하수체 

후엽체계의 손상이 발생하면서 항이뇨 호르몬의 합성이나 

분비 저하가 초래되는 매우 드문 질환이다. 그 원인으로는 

두부 외상, 두개내 종양이나 수술, 침윤성 병변, 자가면역 질

환, 유전자 돌연변이 등이 있으며, 30-50%는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로 특발성으로 여긴다
1).

터너 증후군은 1938년 처음으로 기술되었으며
2), 출생 여

아 2,000-5,000명 중 1명의 빈도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성염

색체 이상 질환중 하나이다
3). 특징적인 임상양상은 저신장

증과 성선발육 이상, 전형적인 표현형 이상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장기들에서 정도의 차이를 두고 이상 소견을 동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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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대부분 심혈관계 질환, 신기형, 안과적 이상 및 내분

비 질환 등을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반된 이상

으로 중추성 요붕증이 보고된 적은 드물다
4). 저자들은 터너 

증후군 여아에서 특발성 중추성 요붕증이 동반된 1례를 경험

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환 아: 김○○, 여자, 12세 8개월 

주 소: 1년 전부터 시작된 구갈(thirst) 및 수분 과다 섭취, 

다뇨

현병력: 재태 연령 40주, 2.5 kg, 자연분만으로 출생했으며 

성장하면서 언어발달 지연 및 경증의 지능 저하가 있었다. 또

래에 비해 항상 키가 작았다고 했으나, 검사를 받은 적은 없었

다. 1년 전부터 소변 횟수 및 소변량 증가를 동반한 갈증 호소

와 다량의 물 섭취가 시작되었으며 야간 수면중에도 깨서 소

변 누고 물 마시는 등 야뇨 및 다뇨가 진행하여 병원을 방문하

게 되었다. 하루 수분 섭취량은 4-5 L이었고, 하루 소변량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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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bined anterior pituitary test results

0 min 30 min 60 min 90 min 120 min

TSH (mIU/L)

Prolactin (ng/mL)

Cortisol (μg/dL)

LH (mIU/L)

FSH (mIU/L)

GH (ng/mL)

5.62

8.96

26.70

4.67

33.10

1.01

35.90

31.2

8.96

14.80

42.60

8.29

30.40

18.7

8.39

16.40

50.70

18.00

22.50

14.8

18.50

15.70

58.30

15.46

10.60

14.3

17.60

13.30

58.20

9.74

Abbreviations: TSH, thyroid-stimulating hormone; LH, luteinizing 
hormone; FSH, follicle-stimulating hormone; GH, growth hor-
mone.

L 정도였으며 최근 체중 감소는 없었다.

과거력: 머리 부상이나 신경 관련 질환 병력은 없었다.

가족력: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

진찰 소견: 신체계측에서는 신장이 127 cm (height SDS, 

-3.5) 체중이 41 kg (weight SDS, +0.1), body mass index (BMI)

는 27.3 kg/m2
이었고, 복부/엉덩이 둘레 비는 1.2로 복부 비만

을 보였다. 얼굴에서는 소하악증, 내안각 췌피, 낮은 후두 모

발선이 있었고 신체검사에서 방패가슴, 외반주, 손발의 부종 

및 성적 유치증(성성숙도 유방발달 1단계, 음모발달 1단계) 

이 있었다. 피부 발진 등은 없었다.

전체적인 검사: 염색체 검사에서 환아의 핵형은 45,X/ 

46,XX 이었다. 기본 혈액 검사에서 나트륨 144 mEq/L, 칼륨 

4.0 mEq/L, 염소 106 mEq/L였고, 혈청 삼투압은 309 mOsm/ 

kg로 높은 반면, 요 비중 1.005, 요 삼투압은 73 mOsm/kg로 

저하가 관찰되었다. 총 콜레스테롤 241 mg/dL, 중성지방 209 

mg/dL, 고밀도 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 34 mg/dL, 저밀도 지

질단백질 콜레스테롤은 176 mg/dL이었다. 간 기능 검사에서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101 IU/L, alanine amino-

transferase (ALT) 186 IU/L로 증가되어 있었고 혈청 β-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HCG) ˂1.0 mU/mL, 뇌척수액 β
-HCG 1.04 mU/mL, alpha-fetoprotein (AFP) 1.7 ng/mL로 정상 

범위 내 있었으며 insulin-like growth factor (IGF)-1 347.5 

ng/mL 였다.

1. 수분제한 검사

8시간 수분 제한  후 오전 8시에 검사를 시작하였으며 첫 

검사에서 요 비중 1.010, 요 삼투압 154 mOsm/kg, 혈청 삼투

압 309 mOsm/kg, 혈청 나트륨 144 mEq/L 로 환아는 이미 심

한 갈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2시간 수분제한을 하는 동안에

도 환아는 40분 간격으로 소변량 200 mL 정도 누었고 38˚C의 

발열이 발생하며 급격한 탈수 증상을 보여 즉시 항이뇨 호르

몬을 투여하였다. 투여직전 혈청 삼투압은 321 mOsm/kg, 혈

청 나트륨 152 mEq/L까지 증가한 반면, 요 비중 1.010, 요 삼

투압 247 mOsm/kg로 경미하게 증가하였다. 항이뇨 호르몬 

투여 후 소변량이 감소하면서, 요 비중 1.020, 요 삼투압이 

680 mOsm/kg로 급격히 증가하여 중추성 요붕증에 합당하였

다. 기본 ADH 수치는 0.56 pg/mL였고, 항이뇨 호르몬 투여전 

수치는 0.66 pg/mL였다. 

2. 경구 당 부하검사

내원시 시행한 혈당 수치는 270 mg/dL였고 HbA1c 5.7%였

다. 수분제한검사 시행 후 탈수를 충분히 교정한 상태에서 3

일 후 경구 당부하 검사를 시행하였다. 공복 혈당은 116 

mg/dL, 120분 혈당이 256 mg/dL로서 내당능장애에서 당뇨병

으로 진행되는 상태로 판단되었다.

3. 뇌하수체 호르몬 검사(Table 1)

갑상샘 기능검사는 free thyroxine (T4) 1.19 ng/dL, triiodo 

thyronine (T3) 131 ng/dL, 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5.62 mIU/L으로 정상이었고 초기 검사에서 luteinizing 

hormone (LH) 2.49 mIU/mL,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FSH) 18.5 mIU/mL, estradiol 42.6 pg/mL였다. 복합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유발검사에서 성장호르몬 최고치는 10 ng/mL 이

상으로 결핍은 없었으며, LH 최고치 16.4 mIU/mL, FSH 최고

치 58.2 mIU/mL로 성선자극호르몬 증가성 성선저하증에 합

당한 소견을 보였다. Cortisol 최고치는 26.7 µg/dL로 결핍은 

없었으며 prolactin 수치는 기저치 8.96 ng/mL, 최고치 31.2 

ng/mL 로 정상이었다. TSH 최고치 35.9 mU/L로 약간 증가되

어 있었다. 

4. 영상 검사

골연령은 12세였다. 뇌하수체 자기공명 영상에서는 뇌하

수체 줄기 비후가 있고, T1 조영 강조 영상에서 뇌하수체 후

엽에 고신호 강도를 보였으며,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의 모양

은 정상이었다(Fig. 1A). 복부 및 골반 초음파에서는 간에 중

등도의 지방 침윤이 있었고, 자궁의 크기는 2.5 cm으로 역연

령에 비해 자궁 발육이 미숙하였으며 양측 난소는 찾을 수 없

었다. 골 스캔에서는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치료 및 경과(Table 2):환아는 하루 2회 1-deamino-8-D- 

arginine vasopressin (DDAVP)을 경구 복용하면서 다음, 다뇨

가 점차 소실되었다. 터너 증후군의 치료로 성장 호르몬 및 

여성 호르몬제 투여를 시작하였고, 당뇨병 치료제로 메트포

민(metformin) 투여를 병행하였다. 치료 6개월째 항티로글로

불린항체(anti thyroglobulin antibody) 487.6 U/mL(정상범위 

1-100), 항미소항체(antimicrosomal antibody) ˃500 U/mL (정

상범위 1-70)으로 양성인 일차성 갑상샘 기능저하증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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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findings and laboratory results before and after treatment with DDAVP and metformin

Before treatment 1 yr after treatment 2 yr after treatment

Clinical findings

  Height (cm)

  Weight (kg)

  Urination volume (L/day)

  Presence of polydipsia

  Presence of thirst, nocturia

Laboratory results

  Urine specific gravity

  Urine osmolarity (mOsm/kg)

  Serum sodium (mEq/L)

  Serum osmolarity (mOsm/kg)

  HbA1c (%)

  Fasting blood glucose (mg/dL)

127

41

4

Yes

Yes

1.005

75

144

309

5.7

116

132

41.6

1.8-2.3

No

No

1.015

351

145

294

7.2

145

136.8

42.4

1.8-2.3

No

No

1.015

408

140

291

7.4

130

Abbreviation: DDAVP, 1-deamino-8-D-arginine vasopressin.

Fig. 1. T1-weighted contrast enhanced sagittal images of sella magnetic resonance images taken initially, a year later, and
two years later. (A) Initial images reveal a thickened pituitary stalk (3.8 mm) with a strong enhancement in the anterior and 
posterior pituitary glands, with no definitive abnormal pituitary mass. (B) Follow-up imaging taken a year later shows a 
slightly decreased pituitary stalk thickness (3.3 mm). (C) Follow-up imaging taken two years later demonstrates a nearly 
normal pituitary stalk thickness (2.7 mm).

하여 갑상샘 호르몬제 투약을 시작하였다. 이후 정기적인 호

르몬 검사 및 뇌하수체 자기공명 영상 검사를 시행하던 중 1

년 후 추적 관찰한 뇌하수체 자기공명 영상에서 뇌하수체 줄

기 비후는 일부 호전 되었고(Fig. 1B), 2년 후 추적 관찰에서는 

뇌하수체 줄기 비후가 거의 정상화 되었다(Fig. 1C). 현재 경

구 DDAVP 용량은 0.2 mg bid 로 유지하고 있으며 하루 소변

량은 큰 변화 없이 약 2 L로 유지되고 있다.

고     찰

중추성 요붕증은 25,000 명중 1명의 발병률을 보일 정도로 

드문 질환으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하는 시상하부 신경이 

80% 이상 손상되어야 다뇨와 다음 증상이 나타난다. 그 원인

으로는 특발성이 30-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발성 중추성 요붕증의 가장 흔한 뇌 자기공명 영상 소견

은 뇌하수체 후엽 신호 소실로 진단시 94%의 환자에서 나타

난다. 본 증례에서 나타난 뇌하수체 줄기 비후는 중추성 요

붕증 소아의 약 1/3에서 나타난다. 소아에서 뇌하수체 줄기 

비후에 대한 통일된 정의 및 측정방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뇌 자기공명 영상 촬영에서 뇌하수체 줄기의 일부분에서 측

정한 직경이 3 mm이상일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
5, 6). 뇌하수

체 줄기 비후는 특히 중추성 요붕증의 원인 질환중 생식세포

종,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림프구성 누두부-뇌하수체염(lym-

phocytic infundibulo-hypophysitis) 또는 신경뇌하수체염

(infundibulo-neurohypophysitis), 자가면역 질환과 특발성에

서 흔하게 나타난다. 진단시 뇌하수체 줄기 두께는 다양한 

크기를 나타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
7).

특발성 중추성 요붕증 소아의 50-60%에서 진단시 뇌하수

체 줄기 비후가 발견되고, 이중 30-50%는 자연적으로 소실되

는데, 대부분 림프구성 누두부-신경뇌하수체염이나 림프구

성 뇌하수체염의 가능성이 높다
8). 특발성 중추성 요붕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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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 guide for the diagnosis of lymphocytic infundibulo-neurohypophysitis

I. Major symptoms

  Typical symptoms of diabetes insipidus: polyuria, polydipsia, thirst

II. Examination findings

  1. Typical examination findings of central diabetes insipidus

  2. Radiologic findings of thickening of the pituitary stalk or neurohypophysis, and homogeneous enhancement 

    of the pituitary stalk or neurohypophysis after the administration of contrast material

  3. Pituitary biopsy: infiltration of mature lymphocytes or plasma cells, and chronic inflammation

III. Reference

  1. Normal function of anterior pituitary lobe in many cases

  2. Hyposecretion of growth hormone and/or gonadotropins, and hyperprolactinemia in some cases (A)

  3. Spontaneous disappearance of thickening of the pituitary stalk or neurohypophysis

Criteria of diagnosis:

Definite diagnosis: a case including both I and II

Suspicious diagnosis: a case including I, II 1, and II 2 (B)

 (A) There are cases of otherwise typical lymphocytic infundibulo-neurohypophysitis but presenting with extensive

    and severe adenohypophysial involvement as well

 (B) Differential diagnosis

  1. Germ cell tumors

  2. Rathke’s cleft cyst

  3. Granulomatous hypophysitis (sarcoidosis, Wegener granulomatosis, Langerhans’ histiocytosis, etc.)

  4. Inflammatory pseudotumors: Tolosa–Hunt syndrome, etc.

Source: Reference 14.

서 뇌하수체 줄기 비후의 발생 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

았으나 림프구성 뇌하수체염 또는 누두부-신경뇌하수체염이

라 불리는 자가면역 또는 염증성 질환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본 증례의 경우 진단시 중추성 요붕증의 기저 원인으로 랑

게르한스 조직구증이나 뇌종양 등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골 

스캔이나 피부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였고, 초기에 특발성으

로 진단하였다. 그러나 특발성 중추성 요붕증은 두개강 내의 

진행성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인할 수 있어
9) 장기간의 정기

적인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추적 관찰중 랑

게르한스 조직구증과 뇌종양을 배제할 수 있었다. 본 증례의 

경우 초기 진단시 뇌하수체 줄기 비후가 있었으나, 2년 관찰 

과정 중에 저절로 소실된 것으로 보아 그 원인으로 림프구성 

누두부-신경뇌하수체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었다.

림프구성 뇌하수체염(lymphocytic hypophysitis)은 1962년 

첫 보고된 질환으로 뇌하수체에 염증이 생기는 매우 드문 질

환이다
10). 이는 신경내분비 질환의 일종으로 뇌하수체에 자

가면역 염증이 발생하여 다양한 정도의 뇌하수체 기능 저하

증으로 발현된다. 림프구성 뇌하수체염은 발생부위에 따라 

림프구성 누두부-전뇌하수체염(lymphocytic infundibulo- 

panhypophysitis)과 림프구성 누두부-신경뇌하수체염이 있

는데
11), 그중 림프구성 누두부-신경뇌하수체염은 1970년대 

소개된 특발성 중추성 요붕증의 원인중 하나다
12, 13). 평균 30

대 여성에게 호발하며, 질환의 20-25%에서 시신경염 등의 자

가 면역 상태가 동시에 발병한다. 소아나 사춘기 환아에서의 

명확한 진단 기준은 없으나 2002년 발표된 진단 기준(Table 

3)에 맞추어 본다면 본 증례의 경우 림프구성 누두부-신경뇌

하수체염 의증으로 진단 가능하다
14). 증례에서 자가 면역 질

환의 일종인 하시모토 갑상샘염 발병과 림프구성 누두부-신

경뇌하수체염으로 추정되는 특발성 중추성 요붕증과의 관련

성을 기전으로 추측해 보았으나 알 수는 없다.

터너 증후군에서의 임상 양상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밝혀져 있다
15-17). 임상 양상은 특징적인 외모 외에도 동반질

환으로 신장, 심혈관 기형, 갑상샘 질환 및 청력장애 등이 대

표적이며, 뇌하수체나 시상하부의 병변과의 관련성은 보고

된 바 없다. 본 증례는 모자이시즘(mosaicism) 핵형을 가진 

터너증후군으로 내원 당시 비만, 2형 당뇨병 전단계, 고지혈

증, 비알콜성 지방간이 있는 대사증후군을 동반하고 있었다. 

첫 진단시 탈수를 동일하게 유발하는 중추성 요붕증과 내당

능 장애가 합병되어 나타난 점은 흥미로운데 검사를 위한 8

시간 수분제한만으로도 환아는 소변량 감소 없는 심한 구갈

을 보이면서 기초 혈액, 소변 검사 결과는 이미 요붕증 진단 

기준에 합당하였다. 또한 초기 당화혈색소 5.7%에 비해 무작

위 혈당검사 270 mg/dL 치는 탈수로 인해 과장 반응일 수 있

으나 탈수 교정후 시행한 경구 당부하 검사 2시간 수치가 256 

mg/dL 이었고 추적 관찰시 혈당 수치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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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때 내당능장애에서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추적 관찰중 항갑상샘 항체가 양성인 하시

모토 갑상샘염이 발생하여 갑상샘호르몬제 투여를 시작하였

으나 첫 검사시 TSH 수치는 정상치의 상한선이었고 TSH 자

극검사에서도 경한 과장반응을 나타내서 입원당시 무증상성 

일차성 갑상샘저하증이 이미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까지 터너 증후군에서 특발성 중추성 요붕증이 발생

한 경우는 국외에서 2례 보고되어 있다. 1례는 45,X 핵형을 

가진 17세의 터너 증후군 여아로 특발성 중추성 요붕증이 동

반되었고, 기타 호르몬 이상은 없었다
18). 다른 1례는 32세 여

성으로 다음, 다뇨증으로 검사한 결과 특발성 중추성 요붕증

이 있었고, 터너증후군의 전형적인 임상 양상이 있었으며, 

45,X 핵형의 터너 증후군이 동반되어 있음을 확인한 경우이

다
4). 아쉽게도 두 증례 모두 뇌 검사로 컴퓨터 단층촬영만을 

시행하여 뇌하수체 줄기 비후나 뇌하수체 후엽 신호의 이상

을 알 수 없었다. 저자들은 터너 증후군 여아에서 특발성 중

추성 요붕증이 동반된 환자의 증례를 경험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터너 증후군에서 중추성 요붕증의 원

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추후 보다 많은 보고와 연구가 필요

하다.

요     약

본 증례의 환아는 염색체 검사에서 45,X/46,XX의 핵형을 

가진 터너 증후군으로 진단되었고, 수분제한 검사 및 항이뇨 

호르몬 투여후 요 삼투압이 증가하여 중추성 요붕증에 합당

하였다. 또한, 뇌하수체 자기공명 영상에서 뇌하수체 줄기의 

비후를 보였으나, 2년 관찰 과정 중에 뇌하수체 줄기의 비후

는 저절로 소실되었다. 터너 증후군에서 심혈관계 질환, 신

기형, 안과적 이상 및 내분비 질환 등이 동반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반면, 터너 증후군에서 중추성 요붕증이 보고

된 적은 드물며, 뇌하수체 자기공명 영상을 처음으로 시행하

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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