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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난원공개존과 동반된 양측성후뇌동맥경색
박정아, 도영록, 이동국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A Case of Bilateral Posterior Cerebral Artery Infarction with Patent
Foramen Ovale
Jung A Park, Young Rok Do, Dong Kuck Lee
Department of Neurology, School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Posterior cerebral artery (PCA) infarction is a common and important cause of acute painless visual loss. To our knowledge,
nearly total blindness due to bilateral PCA infarction is rare. Patent foramen ovale (PFO) is one of the crucial causes of
cryptogenic stroke and it should be regarded as a cause of stroke when cerebrovascular stenosis or other cardioembolic
causes of stroke is absent. We report a case of bilateral PCA infarction due to PFO presenting as nearly total blindness.

Key Words: Posterior cerebral artery infarction, Patent foramen ovale, Blindness

서

론

증

례

후뇌동맥(posterior cerebral artery, PCA) 경색은 시야장

67세 여자가 2시간 전 발생한 갑작스런 양안 시력소

애가 주된 증상으로, 가장 많은 원인은 색전증으로 알려

실과 구음장애를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1)

져 있다. 양측으로 발생한 PCA 경색에 대한 국내 보고
2,3)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뇌경색 위험인자는 없

난원공개존(patent foramen ovale,

었으며 특별한 다른 병력도 없었다. 활력 징후는 혈압

PFO)과 동반된 경우는 없다. 저자들은 급작스런 양안 시

130/80 mmHg, 심박수 72/min, 호흡수 20/min, 체온 36.0oC

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양측성 PCA 경색을

로 확인되었다. 신경학적 진찰에서 구음장애와 광각시

진단하였고 PFO를 폐쇄하여 뇌경색 재발을 방지한 증례

정도의 양안 시력 소실 및 중심부 시야를 제외한 모든

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영역의 시야 장애가 있었다. 후방 뇌순환계의 급성 뇌

는 드물게 있으나

병변을 의심하여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양측 PCA
영역에 출혈성 변성이 동반된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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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ure 1). CT 혈관조영술에서 양측 PCA를 포함한 대

방을 위해 clopidogrel 75 mg 복용을 시작하였다. 외래 추

뇌혈관의 유의한 협착은 없어 혈전이 PCA 영역을 폐쇄

적 시야 검사에서 시력은 중심부를 제외한, 양가측, 위,

하였다가 재개통 되었을 가능성을 유추하였다(Figure 2).

아래 모두 흐리게 보이긴 했지만 글씨를 읽을 수 있을

이후 시행한 시야검사(humphrey perimeter)에서도 약간의

정도까지 호전 되었다. 퇴원 후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중심부 시야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시야장애가 확인되

3개월마다 시행하는 추적 24시간 심전도 및 혈액검사에

었으며 다른 안과적 이상은 없었다(Figure 3).

서도 다른 뇌경색 위험인자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

뇌경색의 원인을 찾기 위해 경흉부초음파, 24시간 심

고 뇌경색 재발도 없는 상태이다.

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경식
도 초음파에서 PFO가 관찰되었으며 발살바조작 시 공기

고

찰

방울이 좌심방으로 넘어가는 단락(shunt)이 관찰되었다.
깊은 정맥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에 대한 검

PCA 경색은 급성 무통성 시력 소실(acute painless visu-

사는 시행하지 못했으나, 다른 검사에서 뇌경색의 원인

al loss)이 있을 경우, 드물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원

이 될 만한 요인은 없어 PFO가 뇌경색을 일으켰을 가능

4)
인 중 하나이다. PCA 경색으로 인한 시각 증상은 보통

성을 고려하였다. 신경과에서 급성기 치료 후 순환기내

반맹(hemianopia)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편마비나

과로 전과하여 경피적 PFO 폐쇄술을 시행하였다.

감각증상 등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안과 질환으로 오인

환자는 약 2주간 입원 후 퇴원하였고 뇌경색 이 차 예

1)
하여 어려워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양

Figure 1. Brain MRI. (A) Brain diffusion-weight image shows acute infarctions in both PCA territory. (B) Gradient echo image shows petechial hemorrhagic transformation of the infarction territory. PCA: posterior cerebral artery.

Figure 2. CT angiography. (A) Intracranial CT angiography shows
recanilized PCAs. (B) Extracranial
CT angiography shows no significant stenosis in other cerebral arteries. PCA: posterior cerebral ar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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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Humphrey perimetry
shows improvement of visual field
defect (B) compared to previous
study (A).

측성 PCA 경색에 대한 보고는 매우 드물며 국내에는

Embolism (RoPE) Score를 제시하였다(고혈압, 당뇨병, 뇌

Charles Bonnet 증후군과 Anton 증후군과 등에 대한 보고

경색 또는 일과성 허혈발작, 흡연 과거력이 없는 경우

2,3)

저자들의 환자는 환시, 시야 증상에 대한 부

각각 1점; 영상검사에서 피질영역의 뇌경색이 있는 경우

정(denial) 등이 없다는 점에서 이전 보고와 차이가 있다.

1점; 나이에 따라 0∼5점; 총 합계 10점). 저자들의 환자

가 있고

5)

Yamamoto 등 에 의하면, PCA 경색의 원인은 심장색

에서 DVT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전(cardioembolic)탓인 경우가 41%로 가장 많았고, 근위부

생각되나, RoPE score 6점으로 나이를 제외한 모든 요인

동맥의 협착이 원인인 경우가 32%, 기타 원인으로 PCA

이 해당하여 PFO와 색전성 뇌경색의 관련성은 충분히

자체의 원인, 잠재성 색전증(Cryptogenic embolism), 혈관

높다고 할 수 있다.

수축, 응고 장애 등이 있었다. 이 분류에 따른다면 저자

저자들은 급성 양안 시력소실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들의 환자는 잠재성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에 가까우며,

에서 양측성 PCA 경색을 확인하였고, 원인으로 PFO가

경식도 초음파에서 PFO가 발견되어 그 원인으로 고려할

발견되어 경피적 폐쇄술을 시행한 환자를 경험하여 보

수 있다.

고하는 바이다.

PFO는 태아기 심방중격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구조
물로서 출생 이후에서 유아기 이전에 닫히는 것이 정상
이다. 전체 성인 중 약 25%에서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고, PFO가 있더라도 대부분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6) Kent 등7)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색전성 뇌경색에
서 PFO와의 관련성을 반영한 지표로서 Risk of Paradox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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