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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 -Bartter씨 증후군 l예 : 증례 보고1 

양 익 ·최보환·이 열·정수영 

저칼륨혈증이 대사성 알카리증과 동반된 경우의 원인질환은 고혈압의 유무， 요중 전해질과 혈장 레 

닌， 알도스테론의 농도 측정들로 비교적 쉽게 감별 진 단할 수 있다. 저 칼륨혈증과 대사성 알카리증이 

동반된 환자에서 고혈압이 없을 경우 구토증이나 이뇨제 복용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이를 가성 

-Bartter씨 증후군이라 한다( 1-3). 저자들은 20년동안 이뇨제 (Furosemide) 복용 병력을 갖고 있는 37 

세 여자 환자의 신초음파 검사상 높은 메아리의 신수질을 보였던 가성- Bartter씨 증후군을 경험하였기 

에 다른 방사선학적 소견(CT， MRI)과 함께 보고한다. 

증례 보고 

37세 여자 환자로 여고 시절 갑자기 체중 증가로 이뇨제 

인 Furosemide(Lasix)를 하루 한알씩 20여년동안 계속 복 

용해오던 환자로 이틀 전부터 시작된 오십， 구토， 손발 저 

렴， 설사 등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을 통해 업원하였다. 업 

원 당시 혈압은 정상이었고 혈청 칼륨치가 2.8mEq/L(정 

상 3.6 - 5.5) 였다. 동맥혈 가스검사에서는 pH 7.42, PaC02 

33.8mmHg, Pa02 104.3mmHg로서 대 사성 알카리증의 소 

견을 보였고 혈장 레닌은 2.29ng / ml (1.02 :t 0.34) , 알도스 

테론은 142.7pg / ml( 122 :t 72)로 증가되어 있었다. 

방사선학적 소견상 단순 흉부， 복부촬영과 경정맥 신우 

조영술은 정상이었다. 복부신초음파상 양측 신장의 크기는 

정상이었으나 신수질의 메아리가 강하게 증가되어 신피질 

과 수질간의 경계가 명확하게 보여 내과적 신장질환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Fig . 1). 조영증강전의 복부 CT는 신초 

음파처럼 신피질과수질의 구별이 명확하지는않았으나수 

질의 추체를 따라 희미하게 증가된 음영을 겨우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복부 MRI의 T1-강조영상(TR/TE=600 

/25 )은 정상에서 투렷이 구분되어 보여야할 신피질과 수 

질사이의 신호강도가 오히려 불명확해졌다(Fig. 3). 환자 

는 이뇨제 장기복용으로 인한 가성 -Bartter씨 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고 찰 

Bartter씨 증후군은 1962년 Bartter등에 의 해 처 음 기 

1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과학교실 
이 논문은 1994년 6월 30일 접수하여 1994년 8월 29일에 채택되었음 

술된 질환으로 저칼륨혈증， 대사성 알카리증， 정상혈압， 고 

알도스테론혈증， 고레닌혈증과 사구체근접부장치 (j uxta

glomerular apparatus)의 증식과 비대가 특징적인 질환이 

다(1). 이 질환은 신세뇨관의 기능장애로 발생하는 드문 

질환으로서 주로 소아에서 호발하고 성인에서는 매우 드 

물며 국내 성언에서의 보고 또한 매우 드물다. 본 증례와 

같이 성안 특히 외모에 관심이 높은 젊은 여성 환자에서 

혈압이 정상이고 저칼륨증을 보이는 경우의 원인으로는 

구토증，이뇨제 복용또는하제의 습관적 복용이 거의 대부 

분을 차지하나 환자가 이를 부인하여 진단이 어려운 경우 

가 많으며， Bartter씨 증후군으로 오진될 수 있어 가성 

-Bartter씨 증후군으로 불리운다(2， 3). 저자들의 증례에 

서 약 20년간 이뇨제의 복용은 이 환자에서의 저칼륨증의 

원인이 장기간에 걸친 이뇨제 복용이였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환자에서의 방사선학적 검사상 특이한 점은 신초 

음파 소견으로서 양측 신수질 추체의 높은 메아리를 관찰 

할 수 있었다(Fig. 1). 정상적으로 신수질의 메아리는 신피 

질보다 낮지만 어떤 종류의 신질환에서는 신피질의 에아 

리보다높다.이처럼 초음파상높은메아리의 신수질을보 

이는 질환으로는 통풍신， 저칼륨혈증， 신수질석회화증 등 

이 었다. 저칼륨혈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일차성 알도스 

테로니즘이나 가성 -Bartter씨 증후군등에서 수질의 메아 

리가 증가되고， 수질신석회화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는 

수질성 해면신， 부갑상선증대증， 유육종증， 골전이나 부갑 

상선 호르몬과 버숫한 물질을 분비하는 악성 종양， 원위신 

세뇨관산증 등이 었다. 최근에 도플러 초음파가 신실질 질 

환의 초음파검사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요붕증， 당 

뇨성 신질환등의 몇가지 질환에서는 도플러를 이용한 

resisti ve index와 임 상적 경 과사이 에 비 교적 좋은 상관관 

계가 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5) 본 예에서는 0.6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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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었다. 전산화단층촬영은 이미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에서 다량의 수용성 조영제를 주사해야 하기 때 

Fig. 1. US shows hyperechoic renal medulla-distinct renal 

corticom edullary differentiation. 

Fig. 2 . Precontrast CT scan shows laint high attenuation 

along the renal medulla. 

Fig. 3. Tl -weighted MR shows indistinct corticomedullary dil

lerentiation 

문에 내과적 신장 질환의 진단에 그 역활이 적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전산화단층촬영 으로도 신장의 크기 와 모양 

에 관한 정보는 얻을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는초음파검사 

로보다편리하게 얻을수있다.초음파검사에서 신피질이 

나 신수질의 석회화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단순촬영으로 

도 확인할 수 있으나 석회화의 진단에 좀더 민감한 조영증 

장을 하지 않은 전산화단층촬영이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저자들의 증례에서도 단순촬영상 신장 부 

위에 석회화를 관찰할 수 없었으나 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신수질의 추체부위에 석회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 2) . 

자기공명영상은 높은 연부조직 대비로 인해서 조영제의 

사용없이도 Tl 강조영상에서 정상 신장의 신피질과 수질 

의 구별이 된다는 점 때문에 내과적 신장질환에서 이용가 

치가클것으로기대되어 왔으며 Tl 강조영상에서 신피질 

과 수질간의 구별이 되지 않은 경우 이는 내과적 신장질환 

이 있음을나타내는 비교적 민감한소견으로，본증례에서 

는 Tl-강조영상에서 신피질과 수질간의 구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Fig. 3). 이뇨제 복용과 연관된 신석회화는 

미숙아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신석회화를 얼으키 

는 기전은 이 약물이 헨레고리의 상행각에 작용하여 이 분 

절에서 나트륨의 재흡수 감소와 함께 칼숨의 재흡수가 감 

소되어 칼숨의 배설이 증가하게되며 이러한 과정이 신수 

질 석회화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6) . 

결론적으로 성인에서 장기간 이뇨제의 복용이 신수질 

석 회화와 Bartter씨 증후군과 유사한 임상과 검사소견을 

초래하므로 성인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에서 

Bartter씨 증후과유사한 임상소견을보일 때는이뇨제 복 

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초음파는 신석회화를 

색출하는 민감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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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익 외 : 가성 Bartter씨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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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Pseudo-Bartter Syndrome 

Ik Yang , M.D. , 80 Whan Choi. M.D. , Yul Lee, M.D. , Soo Young Chung, M.D. 

Department of Radiology,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Pseudo-Bartter syndrome is a rare medical disease of the kidney characterized by normal blood pressure, 

hypokalemic metabolic alkalosis , hyperreninemia and hyperaldosteronism with drug history of diuretics. We re

port US, CT and MRI findings of a patient with clinically proved pseudo-Bartter syndrome. 

The patient was a 37-year-old woman with a history of long term ingestion of the diuretics(turosemide) for 20 

years. Renal US revealed hyperechoic renal medulla at both kidneys. The resistive index(R I) , calculated from 

the duplex doppler waveform is 0.61 . Unenhanced CT revealed faint high attenuation along the medulla 

T1 -weighted MRI revealed indistinct corticomedullary 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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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03/ 25 -29 Annual Meeting Society of Magnetic Resonance Imaging 
venue: Washington Hilton & Tower Washington, DC, USA 
contact: SMRM , 

1918 University Ave., Suite 3C Berkeley, CA94704, USA. 
(tel: 1 - 51 0 -8411899 ; fax: 1 - 510 -8412340) 

1995/ 03/26 - 29 Annual Meeting American Institute of Ultrasound in Medicine 
venue: San Francisco, USA 
contact : Convention Department, AIUM , 

1 1200 Rockville Pike, MA 20852-3139 Rockville, USA 
(tel ‘ 1 -301 - 8812486; fax: 1-301-8817303) 

1995/ 03/ 27 150. Birthday of W .C. Roentgen 
venue: Deutsches Roentgenmuseum Remscheid-Lennep, Germany. 
contact: Deutsche Roentgenges. e. V, 

Postfach 1204, D-63232 J、ku-Isenburg， Germany 
(te1: 49 -6102 -4032 ; fax: 49 - 6102 -6668) 

1995/ 04/ 01 -06 20th Annual Meeting Soc . of Cardiovascular and Interventional Radiology 
venue : Marriott World Center Orlando, FL, USA. 
contact: Soc.Cardio.lnterv.Radio l. , Technical Exh. Services, 

2021 , Spring Road , S. 600, Oak Brook, IL 60521 , USA ‘ 

(te1: 1-708-5717854; fax: 

1995/ 04/ 23 -28 33rd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Neuroradiology 
venue: ITT Sheraton Chicago Chicago, Il1inois, USA ‘ 

contact: Ms. Bonnie Mack, Am.Soc.Neuroradiology, 
2210 Midwest Road , Oak Brook, IL 6052 1, USA. 

(te1: 1 - 708 - 5740220 ; fax: 1 - 708 - 574066 1) 

1995/ 04/ 27 -30 Annual Meeting Society for Pediatric Radiology 
venue: J.W. Marriott Hotel Washington, DC, USA 
contact: Univ. of Colorade, Dep t. of Radiology, 

4200 East Ninth Avenue, Denver, CO 80262, USA 
(te1: 1-303 -2704512; fax: 

1995/ 04/29 - 03 76th Deutscher Roentgenkongress 
venue: Berlin, Germany. 
contact: Deutsche Roentgenges. e. V, 

Postgach 1204, D-63232 Neu-Isenburg, Germany. 
(tel: 49 -61 02 - 4032 ; fax: 49 -6102 - 6668) 

1995/ 04/ 30 - 05 95th Meeting American Roentgen Ray Society 
venue: Sheraton Hotel Washington D.C., USA 
contact: American Roentgen Ray Soc, 

1891 Preston White Srive, Reston , VA 22091 , USA. 
(te1: 1 -703 - 6488992 ; fax: 1 -703 - 264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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