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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경추간공 경막외 주사 후 발생한 조영제에 의한 일과성 피질시각상실

Transient Cortical Blindness Following Cervical 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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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report a case of transient cortical blindness following cervical 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

Case summary: A 58-year-old diabetic and hypertensive male was referred to the ophthalmology department with sudden-onset 

bilateral visual disturbances after cervical 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 for neck pain. During the procedure, an intravascular 

contrast medium was injected into the left vertebral artery. Immediately after the injection, the patient complained of bilateral vis-

ual disturbances, mild headache, and dizziness. Twelve hours after the procedure, his visual acuity was reduced to hand motion 

perception in both eyes. Anterior segment and fundus examinations were unremarkable. Pupillary light reflexes and extraocular 

muscle movements were normal.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and fluorescein angiog-

raphy showed no significant findings. There were no other neurological abnormalities. The patient was treated conservatively 

with intravenous dexamethasone and nimodipine based on a provisional diagnosis of transient cortical blindness. The symptoms 

gradually improved 2 days after the procedure; visual acuity recovered to 20/20 by the third day.

Conclusions: Although contrast-induced transient cortical blindness is rare, it should be considered in patients with bilateral visu-

al loss after 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 It is a benign and reversible condition but requires a prompt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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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질시각상실(cortical blindness)이란 후두엽 시피질의 병변

으로 인해 시력이 소실되는 상태로, 시력소실 외 동공반사, 

안저 소견, 외안근 기능 등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1
 

시력은 영구적인 완전 시력소실이 생기는 경우부터 완전한 

시력의 회복을 보이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2,3

 피질

시각상실의 원인으로는 뇌졸중이 가장 흔하며,
2
 일과성 피

질시각상실은 최근 수술을 받은 경우나 수혈, 항암 치료, 

면역억제제 사용, 고혈압, 자간증이나 발작(seizure) 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
4
 드물지만 혈

관 질환 환자에서 심혈관 및 뇌혈관조영과 관련된 합병증 

중 하나로 조영제에 의한 일과성 피질시각상실(transient 

cortical blindness)이 알려져 있다.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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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undus color photographs showed normal fundus of both eyes at the first visit (A, B). Slightly prolonged latency of P100 

is noted in both pattern visual evoked potentials (C).

척추 기원의 통증 및 방사통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는 현재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

의학과에서 흔히 시행되고 있으며, 척수강조영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 확인 후 약물을 주입하게 된다.
9
 저자들은 경추

간공 경막외 주사(cervical 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 

직후 조영제에 의한 일과성 피질시각상실이 발생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당뇨와 고혈압을 가진 58세 남자 환자가 목 및 어깨 통증

으로 정형외과에서 C5-6 사이에 경추간공 경막외 주사를 

받기 위하여 조영제를 투약하며 주사의 위치를 조정하던 중 

좌측 추골동맥(vertebral artery)으로 omnipaque 300 (Iohexol, 

300 mg of iodine/mL) 조영제가 약 1 mL 정도 주입되어 추

골동맥이 조영증강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조영제 투약 직

후 환자는 어지럼과 두통 그리고 양안이 까맣게 보이는 시

력저하를 호소하였다. 빛인지만 가능한 상태로 수시간을 

경과 관찰하였으나 증상 지속되어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본

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활력징후는 혈압 170/100 mmHg, 

맥박수 99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8.1℃였다. 평소 수

축기 혈압은 130-140 mmHg, 당화혈색소는 8.3%로 고혈압

과 당뇨가 엄격하게 조절되지는 않았다. 환자는 의식이 명

료하였으며, 기본 혈액검사 및 신경과에서 시행한 신경계 

진찰에서 다른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어 시력저하에 대

해 안과로 의뢰되었다. 증상이 발생한 12시간 후에 안과적 

검사를 시행하였고, 최대교정시력은 양안 안전수동이었으며, 

굴절검사에서 우안 +0.25 Dsph -0.50 Dcyl 110˚, 좌안 +0.75 

Dsph -2.00 Dcyl 90˚였다. 눈운동검사 및 동공반응검사는 정

상이었으며, 전안부 검사 및 안압, 안저검사(Fig. 1A, B)에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형광안저조영에서 맥락막, 

망막 순환에 이상이 없었고, 빛간섭단층촬영에서도 특이 소

견 보이지 않았다. 확산강조영상(diffusion-weighted image, 

DWI)과 현성확산계수(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ADC)

를 포함한 뇌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e, MRI) 

및 뇌자기공명혈관조영에서도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Fig. 2). 

저자들은 조영제에 의한 일과성 피질시각상실로 진단하

고, 수액공급과 dexamethasone 10 mg 정맥주사, nimodi-

pine을 1 mg/hr를 투여하며 경과 관찰하였다. 경막외 주사 

후 2일 후부터 주관적인 시력의 회복을 보였으며, 나안시력 

우안 0.8, 좌안 0.4였다. 문양 시유발전위검사에서 양안의 

P100 잠복기가 우안 122 msec, 좌안 121 msec으로 다소 지

연되었다(Fig. 1C). Dexamethasone 10 mg은 2일간 정맥 주

사로 투여하였으며, 수액공급과 nimodipine 1 mg/hr 정맥 

주사는 입원 기간 6일 동안 유지하였다. 3일 후 나안시력은 

양안 1.0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시야검사 및 안과검사

에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3개월 후 추적 진료에

서도 정상 소견을 보였다.

고 찰 

조영술 후 발생하는 조영제에 의한 일과성 피질시각상실

의 경우 조영술의 위치에 상관없이 발생되며, 뇌혈관조영

술의 경우 약 0.3-1%의 발생률을 보이고, 추골동맥 조영 시 

발생 빈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5,10,11

 혈관조영술 

이후 몇 분에서 12시간 내에 발생하며, 두통, 의식 변화, 

기억상실 등이 동반될 수 있다.
1,10

 시력의 회복은 증상이 나

타나고 몇 시간 이내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대개 12시간 내

A                                  B                                C



955

-윤소정 외 : 조영제에 의한 일과성 피질시각상실-

Figure 2. No acute ischemic lesion in the brain on diffusion-weighted imaging (DWI) (A),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ADC) (B), 

and T2 fluid 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FLAIR) magnetic resonance (MR) images (C), and no definite occlusive lesion on MR 

angiography (D).

에 어느 정도 정상 시력을 되찾으며, 완전 회복은 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된다.
1,10,11

 본 증례에서도 증상이 나타

난 3일째 완전 회복을 보였다. 

혈관조영뿐 아니라 척수강조영에서도 조영제에 의한 피

질시각상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매우 드물게 증례보고 되

었다.
9,12

 경막외 주사 시 실시간 투시 장치(fluoroscopic sys-

tem, C-arm)를 이용하여 바늘 끝이 경막외강에 들어가면, 

비이온성 방사선 조영제를 주사해 위치를 확인한다.
9
 요추

부와 달리 경추부 경막외강에서는 영상의학적 확인을 꼭 

필요로 하는데, 본 증례는 조영제가 추골동맥으로 조영되

면서 피질시각상실이 발생하였다. 

조영제에 의한 일과성 피질시각상실이 발생되는 병태생

리학적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조영제의 

직접적인 독성 효과가 혈관-뇌장벽(blood-brain barrier)의 삼

투성 파괴를 일으키거나 뇌혈관자동조절(cerebrovascular autor-

egulation)의 부전으로 인해 발생한 혈관 주위 부종(perivascular 

edema)인 가역후뇌병증증후군(posterior reversible encephalop-

athy syndrome)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
4,10,13

 동맥 내 조영제 

주입 시 모세혈관의 폐쇄막(tight junction)이 열리거나 내피

세포의 음세포작용(pinocytosis)이 증가하여 조영제가 혈관-

뇌장벽을 통과하고 뇌피질로 침투하는 신경독성(neurotoxicity)

으로 설명하며,
10,11,13

 후대뇌동맥은 다른 대뇌동맥보다 교감 

신경이 적게 분포되어 있어 대뇌의 혈액 순환 이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
11,14,15

 고혈압 환자에서 심한 혈압 

상승 시, 뇌혈류 유지를 위해 자동적으로 뇌혈관의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자동 조절 기능을 넘어서면 뇌혈관이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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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되어 정수압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은 조영제가 주입

되었을 때 혈관-뇌장벽의 손상을 촉발시킬 수 있다.
8,15,16

 또

한 혈압상승에 의한 가역적 뇌혈관 수축과 뇌혈류 감소, 이

에 따른 허혈과 뇌혈관 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8,16

 따라서 

고혈압과 같은 악화 요인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8,15

조영술 이후 혈관-뇌장벽이 파괴되어 조영제가 누출되면 

액체감쇠역전회복영상(fluid 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FLAIR)에서 후두엽과 두정엽 피질에 고강도 신호가 관찰

되고, 이후 촬영한 MRI에서는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DWI에서 확산제한 소견이 없는데,
1,11

 결국 조영술 동안 발

생한 색전에 의한 급성뇌경색보다는 투과된 조영제로 인한 

신경독성이 이 합병증의 원인인 것을 뒷받침한다.
1
 또한, 

가역후뇌병증증후군에서는 ADC 영상의 경우 확산이 높고 

밝게 나타나는 혈관 부종의 소견을 보여, 뇌허혈성 변화의 

세포 독성 부종과 감별할 수 있다.
4
 본 증례에서는 T2, 

FLAIR, DWI 및 ADC 모두에서 전형적인 소견을 보이지 

않고 정상 소견을 보였는데, Baguma et al
11
은 일과성 피질

시각상실 영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

다고 하였다. 또한 섬광 및 문양 시유발전위도의 경우 단안 

또는 양안의 P100 잠복기가 지연되거나 진폭이 감소되는 

등 다양한 이상 소견을 보일 수 있으나, 정상 소견을 보이

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2
 

경추간공 경막외 주사의 합병증으로 척수경색, 뇌경색, 

일과성 뇌허혈, 척수 부종, 뇌부종, 경련 등이 보고되며, 혈

관 내 주사(intravascular penetration)로 인한 혈관 연축, 혈

관손상, 색전 등으로 설명된다.
9,17

 조영술 후 발생하는 시력

상실이 생기는 원인은 색전 등에 의한 후두부 경색이나 출

혈, 망막혈관폐쇄 등이 있는데,
8,9,12

 본 증례에서 DWI, ADC

를 포함한 MRI, 형광안저조영, 신경계 진찰에서 이상 소견

이 없다는 점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 신속한 진단을 통해 

영구적인 피질시각상실과 감별하고, 혈전용해요법과 같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침습적 절차를 피해야 할 것이다.
4

일과성 피질시각상실은 수액공급, 헤파린, 코르티코스테

로이드, 덱스트란, 만니톨 투여 등 여러 치료가 제시되었지

만, 현재까지 입증된 치료법은 없다.
6,8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가 혈관-뇌장벽을 안정화시켜 혈관 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

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용되기도 하며,
6
 뇌혈관의 확장

과 뇌부종의 완화를 목적으로 nimodipine 지속 주사 등도 

시도된다.
8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면 보존적 치료를 하며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증례에

서도 시력저하 발생 후 수액 공급, dexamethasone 10 mg 

정맥 주사, nimodipine 지속 주사를 하며 경과 관찰하였고,
8
 

자연 회복되는 경과를 보였다.

조영술 후 일시적 신경계 부작용의 기전은 명확하지 않

으나, 뇌허혈, 색전, 혈관 연축, 조영제에 의한 신경독성 등

이 언급된다.
18

 혈관조영 및 척수강조영 시 흔히 사용되는 

omnipaque은 비이온성 제제로, 혈관 내 주입하여 시행하는 

검사 시 피질시각상실, 운동 및 언어장애, 감각이상, 안구 

진탕 등 신경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
10

 해당 

조영제는 비이온성 조영제로, 이온성 조영제보다는 삼투압

이 낮으나 희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었을 경우 혈액

에 비해 고장성이므로 혈액-뇌장벽의 분열에 기여할 수 있

다.
7,10

본 증례는 고혈압 환자에서 정형외과 시술 중 조영제가 

일시적으로 혈관 내 주입이 되면서 일과성 피질시각상실이 

발생하였다. 조영제 주입 후 일과성 피질시각상실은 드문 

질환으로 많은 안과 의사에게 익숙지 않지만, 질환을 미리 

알고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교적 경과가 양호할 수 있

음을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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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경추간공 경막외 주사 후 발생한 조영제에 의한 일과성 피질시각상실 

목적: 경추간공 경막외 주사 중 동맥 내 조영제 투여에 의한 일과성 피질시각상실을 보인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당뇨, 고혈압을 가진 58세 남자 환자가 목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경추간공 경막외 주사 치료를 받은 직후 양안의 시력저하

를 호소하여 안과에 의뢰되었다. 시술을 위해 조영제를 투약하여 주사의 위치를 조정하던 중 좌측 추골동맥이 조영증강된 것이 확인

되었고, 직후 환자는 양안 시력저하와 함께 어지럼, 두통을 호소하였다. 12시간 경과 후 최대교정시력은 양안 안전수동이었으며, 전안

부와 안저검사, 눈운동검사 및 동공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형광안저촬영 및 뇌자기공명영상촬영에서 특이 사항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신경계 진찰도 정상이었다. 조영제에 의한 일과성 피질시각상실로 진단하고, Dexamethasone 정맥 주사 및 nimodipine

을 투여하였다. 경막외 주사 2일 후부터 주관적인 시력의 회복을 보였으며, 3일 후 나안시력은 양안 1.0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결론: 조영제를 이용한 검사 후 양안 시력저하가 발생하였을 때 드물지만 일과성 피질시각상실의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가역

적인 경과를 보이고 예후가 좋은 편이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대한안과학회지 2022;63(11):95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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