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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내 저혈압에서 두개내 고혈압으로의 진행을 안과적으로 진단한 
증례

Intracranial Hypotension Leading to Intracranial Hypertension with Ocular 
Manife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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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report a case of a 29-year-old binocular-diplopia patient diagnosed with intracranial hypertension, caused by a sub-
dural hematoma due to intracranial hypotension.
Case summary: A 29-year-old male hypertensive patient, diagnosed 2 months previously with idiopathic intracranial hypo-
tension, presented to an ophthalmologist with a 4-day history of binocular diplopia. Visual acuity was 1.0/0.63 (1.0) without rela-
tive afferent pupillary defects. There was bilateral papilledema, right 6th cranial nerve palsy, and blind spot enlargement in visual 
field examinations, suggestive of intracranial hypertension. Computer tomography of the brain identified a 2- to 3-week-old sub-
dural hematoma, a complication of intracranial hypotension, which may have led to intracranial hypertension.
Conclusion: While persistent headaches in intracranial hypertension patients progress to intracranial hypotension due to low-
ered cerebrospinal fluid pressures, this is the first report of intracranial hypotension progressing to intracranial hyper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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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내 고혈압(Intracranial hypertension)은 뇌척수압이 

증가한 질환으로, 흔한 안과외 증상에는 두통, 박동성 이명

이 있다. 안과적으로는 일과성 시력 손실(transient visual 

obscurations), 복시, 시력저하, 맹점 확장, 시야가림 등을 동

반할 수 있으며, 시신경유두부종(papilledema)의 소견을 보

인다.1,2 뇌척수압의 증가로 다양한 형태의 뇌신경마비가 발

생 가능하며, 뇌간의 하측 전위(downward displacement of 

the brainstem)를 유발하여 추체로와 도렐로관(Dorello’s ca-

nal)을 지나는 제육뇌신경이 눌림으로 인해 제육뇌신경마

비가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3

두개내 고혈압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는 두개내 

덩어리(mass) 병변, 외상성 뇌 손상, 허혈성 뇌졸중, 비외상

성 두개내 출혈, 두개내 감염, 뇌수종, 뇌정맥 손상, 저산소

증 및 고탄산혈증, 약물 및 대사, 미만성 뇌부종 등이 있다.1 

이 중 경막하혈종(subdural hematoma)은 두개내 덩어리로

서, 이로 인한 두개내 고혈압은 미세순환 저항을 증가시켜 

뇌혈류 감소를 유발하고 뇌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4 빠른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5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52725/aocl.2021.20.3.114&domain=pdf&date_stamp=2021-09-25


115

-이지영⋅정연웅 : 양안 복시로 내원한 두개내저혈압-

A

B

Figure 1. (A) The left panel shows papilledema grade I in the right eye, and the right panel shows papilledema grade III in the left 
eye. (B) Visual field test shows enlarged blind spot in the left eye. GHT = glaucoma Hemifield test; VFI = visual field index; MD 
= mean deviation; PSD = pattern standard deviation.

뇌압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경막하혈종은 오히려 뇌압

이 낮은, 즉 두개내 저혈압에서 20-45%의 비율로 발생 가

능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 유발 기전은 정확히 알려져 있

지 않으며, 두개내 저혈압에서 고령, 남자, 심한 두통 재발, 

신경학적 결손이 경막하혈종의 발생 위험인자로 작용한다.6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뇌압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어 경막하

혈종이 발생하면서 뇌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충

분히 발생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가 보고된 바

는 없다.6 저자들은 안과적 소견을 통해 진단한 두개내 고

혈압이 오히려 처음에는 두개내 저혈압이었으며 경막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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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Nine cardinal photo shows right 6th cranial nerve palsy.

A B

Figure 3. Brain computer tomography shows subdural hematoma (arrows) at the left fronto-parietal convexity with mild mass effect. 
(A) Sickle-shaped iso- or hypoattenuated lesion across the left frontal and parietal lobes presents subdural hematoma in axial view. 
(B) The same lesion as (A) is also presented at the same region in coronal view.

종이라는 합병증을 일으켰고, 이 경막하혈종이 다시 두개

내 고혈압이라는 합병증을 연속해서 발생시켰던 증례를 경

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29세 남자 환자가 4일 전부

터 시작된 양안 복시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2개월 전 두통

으로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대뇌와 소뇌 반구의 경막

이 두꺼워지고(pachymeningeal thickening), 조영증강이 확

인되어 특발성 두개내 저혈압 소견으로 신경외과에 입원하

여 경막외 혈액 봉합술(epidural blood patch)을 시행했었다. 

당시 호소하는 안과적 증상은 없었으며 퇴원 후에도 두통

은 호전되지 않았고, 2개월 뒤 양안 복시가 새로 발생하여 

안과로 내원하였다. 내원 시 나안시력은 우안 1.0, 좌안 

0.63에 교정시력은 1.0이었고, 상대적 구심동공운동장애와 

색각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안저검사에서 우

안은 회색의 시신경유두테 소견을 보이는 grade I, 좌안은 

시신경유두에서 나가는 1개 이상의 정맥 차폐 소견을 보이

는 grade III의 시신경유두부종(Fig. 1A)이 확인되었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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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검사에서 좌안의 맹점 확대 소견(Fig. 1B)을 보였다. 프

리즘가림검사, 프리즘교대가림검사 및 안구운동에서는 정

면 주시 시 원거리 14프리즘디옵터, 근거리 8프리즘디옵터

의 내사시 및 우측 주시 시 우안 외전장애가 -1로 확인되어

(Fig. 2) 우측 제육뇌신경마비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 이

와 같은 검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두개내 고혈압을 생각할 

수 있었고, 치료를 위한 원인 감별을 위해 조속히 신경외과 

협진을 시행하였다.

신경외과에서는 두개내 저혈압을 진단받은 환자이므로 

우선 입원을 시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상태 평가를 

위하여 뇌컴퓨터단층촬영(brain computer tomography)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뇌컴퓨터단층촬영에서 최소 2-3주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아급성의 경막하혈종이 확인

되었다(Fig. 3). 신경외과에서는 기존 계획을 수정하여 응급

으로 천두술(Burr-hole trephination)을 통해 경막하혈종의 

배액술(drainage)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안과적으로 경과 

관찰 2개월 후 환자의 내사시와 우측 외직근 제한은 사라

졌으며, 지속적으로 호소하던 양안 복시의 증상도 완전 호

전되었다. 그러나 시신경유두부종은 초기부터 심했던 좌안

의 경우 약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완전 호전 소견을 보

였다.

고 찰

본 증례의 환자는 두통을 호소하였고, 시력이 정상인 상

태에서 시야검사상 좌안의 맹점 확대 소견이 있었으며 제

육뇌신경마비로 인한 내사시와 양안 복시가 있었다. 이에 

통상적으로 두개내 고혈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문헌을 고찰해 보면 두개내 저혈압 

역시 두개내 고혈압과 유사한 안과적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증례의 환자처럼 두개내 저혈압의 기왕력이 있

는 경우 특히 먼저 두 질환을 감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두개내 저혈압은 40-50대, 여성에서 호발하며 유병

률은 1/50,000 정도로 드물게 발생한다.7 두개내 저혈압에

서 두개내 뇌척수액의 부피가 감소하고, 감소한 부피만큼 

경막밑수종(subdural hygroma)이나 대뇌정맥의 확장이 일

어나며, 이로 인해 정맥 팽창이 동반되면서 두통(76-80%)

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8-10 가장 특징적인 임상 

증상은 앉거나 서 있으면 통증이 생기고 누우면 통증이 완

화되는 체위성 두통이다.11-13 안과적 증상으로는 제육뇌신

경마비로 인한 복시, 일과성 시력 손실, 시야흐림, 시야 가

림, 광선공포증(photophobia), 안진이 나타날 수 있으며,10 

드물지만 시신경유두부종도 발생한다고 보고된다.14

신경안과 측면에서 안과 의사에게 더 익숙한 두개내 고

혈압은 두통(93%), 일과성 시력 손실, 박동성 이명, 어지럼증, 

시력 손실(visual loss), 인지저하, 복시 등을 일으키는데, 이

는 두개내 저혈압의 임상양상과 상당 부분 겹친다.2 두개내 

고혈압 환자에서는 양안 시신경유두부종이 특징적으로 더

욱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2 두 질환을 구분 짓는 데 도

움을 줄 수는 있다고 하나, 실제 임상에서 증상과 징후만으

로 두 질환을 완전히 감별해 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처럼 두 질환의 감별 자체는 안과적으로는 쉽지 않으

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영상의학적 검사와 요추 천

자 등이 필수적이다. 두개내 저혈압은 요추 천자를 통해 

60 mmH2O 이하의 뇌척수압 감소를 확인하거나, 뇌자기공

명영상에서 경막하 삼출액 고임(subdural fluid collections), 

경막에 국한된 미만성 조영증강(diffuse pachymeningeal 

enhancement), 정맥 구조물의 울혈(engorgement of venous 

structures), 뇌의 쳐짐(brain sagging)을 보이는 경우 진단한

다.1,10-13 두개내 고혈압 역시 요추 천자로 뇌척수압 증가를 

확인하거나 뇌자기공명영상에서 두개내압 상승을 유발하

는 기질적 병변을 확인하여 진단한다.

따라서 본 증례의 환자에서도 2개월 전 특발성 두개내 

저혈압 기왕력을 고려하여 시신경유두부종과 제육뇌신경

마비가 두개내 저혈압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생

각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최소 2-3주

가 지난 경막하혈종이 확인되어, 특발성 두개내 저혈압 기

왕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발생한 두개내 고혈압으로 인하

여 시신경유두부종과 제육뇌신경마비가 발생하였을 가능

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환자는 2개월 전 두통으로 인해 

시행한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경막하혈종은 보이지 않았고, 

두개내 저혈압으로 경막외 혈액봉합술을 시행한 후에 지속

적으로 외래 통원 치료 중이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다른 두부 외상의 병력 없이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했고, 

추가적으로 양안 복시가 동반되어 추가적 평가가 불가피하

였다. 이후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아급성 또는 만성 형태의 

경막하혈종이 확인되어, 선행질환인 두개내 저혈압과의 연

관성을 고려해 볼 수 있었다. 두개내 저혈압에서는 뇌척수

압 감소에 의한 뇌 하강(brain descent)으로 경막경계세포층

(border cell layer of the dura mater) 연결정맥이 파열되어 

경막하혈종이 발생하는 기전이 이미 정립되어 있으므로, 

이 기전으로 발생한 경막하혈종이 뇌압 상승을 유발하여, 

순차적으로 두개내압 상승을 동반한 시신경유두부종과 제

육뇌신경마비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었다.6,12

저자들이 확인한 바로는 두통을 동반한 두개내 고혈압으

로 입원한 환자에서 뇌척수압을 감소시킨 후 발생한 두개

내 저혈압에서 기존 두통이 지속된 증례는 있으나, 이와 반

대로 본 증례와 같이 두개내 저혈압 환자에서 두통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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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두개내 저혈압에서 두개내 고혈압으로의 진행을 안과적으로 진단한 
증례

목적: 양안 복시로 안과 내원한 환자에서 두개내 고혈압을 진단하고 그 선행 원인이 역설적으로 두개내 저혈압으로 인한 경막하혈종

이었던 환자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기저질환 고혈압이 있으며, 2개월 전 특발성 두개내 저혈압 진단 받은 29세 남자가 4일 전부터 시작된 양안 복시로 내원하

였다. 양안 시력은 정상, 상대적 구심동공운동장애는 없었고, 시신경유두부종, 우측 제육뇌신경마비 소견, 좌안 시야검사에서 맹점 

확장 소견이 보여 두개내 고혈압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인 감별을 위해 시행한 뇌컴퓨터단층촬영에서 최소 2-3주 지난 경막

하혈종이 발견되어 두개내 저혈압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막하혈종이 순차적으로 두개내 고혈압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결론: 두통을 동반한 두개내 고혈압으로 입원한 환자에서 뇌척수압이 감소되어 두개내 저혈압 발생으로 기존 두통이 지속된 증례는 

있으나, 이와 반대로 두통이 지속된 두개내 저혈압 환자에서 두개내 고혈압으로 진행한 상황과 이를 안과적으로 처음 진단한 경우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어 본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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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두개내 고혈압으로 진행한 상황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15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양안 복시를 첫 안과적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시신경유두부종과 제육뇌신경마

비 소견을 통해 두개내 압력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

을 내었고, 추가적인 영상의학 증거 수집과 문헌 고찰의 결

과 두개내 고혈압으로 진단된 환자의 선행 원인이 두개내 

저혈압이었으며 경막하혈종이 두 질환을 잇는 중간 단계로 

작용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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