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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 위 수막종의 시신경 침범 환자에서 나타난 

자발적인 시력회복 1예

Spontaneous Improvement of Visual Function in Suprasellar Meningi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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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report a case of spontaneously improved visual acuity in a patient with suprasellar meningioma.
Case summary: A 55-year-old female presented with decreased visual acuity for 1 week. She had chronic headache and ocular 
pain. Her visual acuity of the right eye was 0.1 and temporal and inferior visual field defects were found. Relative afferent pupil-
lary defect was observed in the right eye. On orbital magnetic resonance image, a homogenous enhancing mass with a broad 
dural base at the jugum sphenoidale was found. This was likely to represent a meningioma and was referred to neurosurgery. 
The patient refused the surgery and did not receive any treatment. After 1 month, the visual acuity of the right eye improved to 
0.5. The improved vision remained until 6 months later. 
Conclusions: Visual loss associated with meningioma can spontaneously improve and this should be considered when making 
diagnostic and treatment decisions for meningi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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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 및 안장 위 수막종은 두개내 수막종의 5-10%를 차

지하며, 안장 결절(tuberculum sellae), 앞 침대돌기(anterior 

clinoid process) 및 안장가로막(diaphragma sella) 등에서 

시작하여 시신경교차 부위로 자랄 수 있다.1 시신경 및 시

신경교차부의 침범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력저하가 수

술을 시행하는 주 원인이 된다. 그러나 안장 및 안장 위 수

막종의 수술적 치료는 시신경과 시신경교차, 시상하부 및 

내경동맥과의 위치 관계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2 저자들은 수막종으로 인한 시력저하가 발생한 환자

에서 자연적인 시력호전을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55세 여자 환자가 1주일 전 시작된 시야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두통 및 우측 안구의 누르는 듯한 통증이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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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undus photography at first visit. Temporal disc pallor was observed in the right eye. 

A

B

Figure 2. Humphrey visual field test at first visit (A) and at 1 month later (B). Temporal and inferior visual field defect in the right 
eye was partially improved after 1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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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 Coronal (A) and axial (B) view of magnetic resonance image. An approximately 1.6 × 1.5 × 1.4 cm sized homogeneous 
enhancing mass was observed. The mass showed broad based attachment with dural tail to the jugum sphenoidale. The mass was in contact
with the optic chiasm, and the right distal internal carotid artery. The medial border of the mass was in contact with the pituitary gland.

된다고 하였으며, 통증은 안구운동 시 증가하지는 않았다. 

당뇨, 고혈압 등의 과거력은 없었다. 내원 당시 시력은 우

안 0.1, 좌안 1.0이었으며 우안의 상대구심동공이상이 관찰

되었다. 세극등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으며 안저 검

사에서는 우안 시신경의 이측 창백 및 양안의 근시성 유두

기울어짐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1). 시야검사에서 우안의 

이측 및 하측의 시야결손이 관찰되었다(Fig. 2A). 안구 위

치는 정위였으며 안구운동장애는 없었다. 

시신경병증의 원인 감별을 위해 안와 자기공명영상을 촬

영하였다. 1.6 × 1.5 × 1.4 cm 크기의 넓은 바닥면을 지니

는 안장 위 종괴가 발견되었다. 종괴는 상방으로 우측 시신

경교차부와 접하고, 우측으로 우측 원위 내경동맥과 접하

고 있었다. 종괴의 내측 하방 가장자리는 뇌하수체와 경계

가 모호하였다. 종괴는 T1 강조영상에서 높은 신호강도를 

보였으며, 균일한 조영증강을 보였다(Fig. 3). 수막종에 가

장 합당한 소견으로 생각되었으며,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 

신경외과로 의뢰하였다. 내분비계 이상에 대한 평가에서 

젖분비호르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성장호르

몬, 코르티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1은 정상 범위였으며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약간 감소되어 있었다. 환자가 거

부하여 수술은 시행하지 않았다. 1개월 후 우안의 시력은 

0.5로 호전되었으며, 이전에 관찰되었던 시야 협착은 부분

적으로 호전을 보였다(Fig. 2B). 6개월 이후까지 호전된 시

력을 유지하였다. 

고 찰

본 증례에서 수막종으로 인한 압박에서 기인하였을 것으

로 생각되는 시력저하가 자발적으로 호전되었다. 환자는 

두통 및 안구 통증을 호소했지만, 급성적인 시력저하에 비

해 통증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양상이었으며, 통증과 안

구운동과의 연관성은 없었다. 시야결손의 양상은 이측 및 

하측 시야가 손상되어 상비측만 남아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가 호전 이후 이측 반맹으로 나타났으며, 반대안에는 시력

저하 및 시야결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종괴가 시신경

교차 부위 앞쪽에 위치하였으며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합당한 시야장애로 생각된다. 

압박 시신경병증에서 자발적으로 시력호전을 보인 몇몇

의 증례보고가 있어왔다. Berney et al3
은 뇌하수체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 나타난 자발적인 시력저하 1예를, Pless and 

Lessell4
은 안와 꼭지에 위치한 종괴에서 크기 변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시력호전을 보인 수막종 및 수막

종 또는 혈관종 의심 사례 3례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시력

의 자발적 호전에는 여러 기전이 관여하였을 수 있는데, 먼

저, 종양의 성장과 관련한 기전이 있을 수 있다. 종양의 성

장으로 인한 국소 혈류의 변화로 인한 괴사 및 주변부 조직

의 부종 감소가 축삭형질흐름을 호전시키면서 증상 호전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5 또한, 두개내 수막종은 신체 

내의 호르몬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임신 

및 월경과 연관하여 종양의 크기 및 증상 변화가 있을 수 

있다.6,7 Chacko et al8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의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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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막종이 발견된 27세 임산부에서 시력저하가 분만 후 

호전되기 시작하여 2개월에 완전히 회복된 증례를 보고한 

바 있다. 저자들은 분만 이후 프로게스테론 농도 저하로 종

괴의 크기가 감소하였다고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압박성 

병변에서 가역적인 시력 변화는 허혈성 기전에 의해 손상

된 시신경의 탈수초화로 인해 차단되었던 전도가 회복되는 

것과 관련 있다는 주장이 있다.9 이러한 주장은 수막종의 

수술 후 젊은 사람에서 유의하게 관찰되는 시력호전이 미

세혈관 손상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기전과 관련 있다는 또 

다른 연구자의 주장과도 연관된다.10 

수막종에서 일어나는 증상은 두통, 피로, 의식저하 등의 

증상 이외에도 시력저하 및 복시 등의 안과적 증상, 그리고 

무월경, 젖흐름증 등의 내분비 증상 등이 나타난다고 알려

져 있다.11 수막종에서 시신경 손상 및 시기능 저하는 압박, 

허혈, 탈수초화, 침윤 등의 다양한 기전으로 나타날 수 있

으며, 특히 오래된 시력저하가 있던 환자에서는 압박과 연

관되어 소혈관의 손상 및 탈수초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서로 인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12 

수막종에서 시력에 대한 예후는 다양하게 보고되어 왔

다.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반면,13 Lee et al12
의 

연구에서는 시력저하를 보인 8명의 환자 중 6명에서 시력

호전을, 그중 4명의 환자에서는 정상시력으로 완전히 회복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전방 시신경로를 침범하는 수막종 

환자 62명 중 수술 이후 65%의 환자에서 시력호전을 보고

한 연구에서 좋은 예후인자는 54세 이하의 나이, 7개월 미

만의 증상 기간이었고, 나쁜 예후인자는 0.2 미만의 술 전 

시력을 제시하였다.10 그러나 대부분의 이전 보고들은 수술 

이후 발생하는 시력의 변화를 분석한 것으로 본 증례에 적

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본 연구는 증례보고 연구로서 수막종을 포함한 압

박시신경병증에서의 자발적 시력호전의 빈도 및 그 임상양

상에 대해서는 결론 내릴 수 없으며, 경과에 따른 자기공명

영상 소견이 없어 실제적인 종괴의 크기 변화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으나, 치료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자발적인 호

전을 보이는 경과를 보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기

전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수막종과 연관된 급

성 시력저하가 자발적으로 호전될 수 있으므로 진단 및 치

료 결정에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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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안장 위 수막종의 시신경 침범 환자에서 나타난 

자발적인 시력회복 1예

목적: 안장 위 수막종과 연관된 시력저하가 자연 호전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55세 여자 환자가 1주일 전 시작된 시야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두통 및 안구통이 동반되어 있었다. 우안의 시력은 0.1로 

감소되어 있었고, 이측 및 하측의 시야결손이 관찰되었다. 우안의 상대구심동공이상이 있었다. 안와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접형골 

융기 부위의 바닥면에 넓은 종괴가 발견되었으며 균일한 조영증강을 보였다. 수막종에 가장 합당한 소견으로 생각되어 신경외과로 

의뢰하였다. 환자가 거부하여 수술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1개월 후 우안의 시력은 0.5로 호전되었으며, 6개월 이후까지 호전된 시력을 

유지하였다. 

결론: 수막종과 연관된 시력저하가 자발적으로 호전될 수 있으므로 진단 및 치료 결정에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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