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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뇌 및 시상 출혈 환자에 나타난

단안의 부분 동안신경마비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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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1-year-old man developed diplopia while driving. The brain CT film demonstrated a hemorrhage in the left

midbrain and thalamus. On our first diagnosis after 8 days from onset, partial ptosis and limitation of adduction in the

left eye were detected. We evaluated that the patinet's digestive system was weak, so that treated the patient with

Bojungikki-tang and Sa-am acupuncture Bi-Jung-Geouk(脾正格). As a result, limitation of adduction was recovered to

about 90% of normal range and Ptosis was recovered just likely with the normal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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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동안신경의 핵은 중뇌에 존재하며 중뇌 병변으로 인하여 동

안신경마비가 발생할 경우 두개내압항진증과 함께 강직성 편마

비, 수족진전 등의 운동실조가 동반될 수 있다.

그러나 중뇌의 손상부위에 따라 사지의 운동실조 없이 단독

으로 동안신경의 마비만을 초래하기도 한다1,2). 단독성 동안신경

마비의 경우 동측 안구의 내전 및 상하전의 제한과 안검하수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대개 중뇌에서 동안신경핵과 이로부터 기시하는 동안신경

섬유속에 병변이 발생하면 양측성 안구운동장애가 나타나지만

드물게는 동안신경이 지배하는 동측의 외안근 중 일부만 마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3-5).

본 증례에서는 중뇌의 출혈성 병소로 인하여 단안의 부분

동안신경마비가 초래된 환자에 대하여 한약 투여와 침 치료를

통하여 일정한 치료효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1. 환자 소견

1) 주소증

복시, 현훈, 좌측 안검하수

2) 현병력

51세의 남자 환자로 고속도로 운전 중 갑자기 사물이 두 개

로 보이는 증상이 발생하여 모대학병원에 입원하여 CT상 뇌출혈

을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8일 후 본원으로 전원하였다.

3) 과거력

고혈압이나 당뇨의 기왕력은 없었고 좌측 소아마비, 폐결핵,

기관지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4) 가족력

아버지 고혈압.

5) 신경학적 소견

초진시 눈을 뜨고 있으면 복시가 발생하고, 이는 우측으로

볼 때나 몸을 움직일 때 악화된다고 하였다. 현훈을 호소하였으

며 이는 복시와 함께 발생, 악화된다고 하였다. 정면을 주시할 때

양안의 안구 편위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좌안에 안검하수가 관찰

되었다. 동공의 크기는 우안이 2.5 mm, 좌안이 4.5 mm였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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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의 동공반사는 정상이나 좌측은 동공반사가 관찰되지 않았다.

우안의 단안운동(duction)은 정상이었으나, 좌안은 내전

(adduction)에 있어 내측으로 2/10정도만 가능하였다. 입원 약

보름 후 부터는 우측 손끝 저림과 우측 발에 시린 느낌을 호소하

였다.

6) 검사소견

발병 당일 내원하였던 병원에서 촬영한 CT상 좌측 중뇌와

시상부위에 출혈 병소가 관찰되었다(Fig. 1). 기타 활력징후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심전도, 혈액검사 등은 정상이었다.

Fig. 1. Brain CT. The brain CT of the onset day demonstrates hemorrhage in
left midbrain and thalamus.

7) 기타 초진소견

Table 2. Progress of Symptom

날짜 치료경과

입원 9일째
(발병17일째)

전일부터 단기 기억력의 저하를 호소함. 복시 및 좌측 안구내전 제한, 동공반사, 현훈 등의 증상
여전함. 좌측 눈의 시야가 흐릿해진 느낌이 많이 호전됨. 하루 종일 졸려하고 전신에 기운 없음 호소.

입원 16일째
(발병24일째)

복시와 현훈의 발생빈도가 1/3로 감소했다고 함. 좌측 안구내전이 내측으로 5/10지점까지 가능해짐.
좌측 개안이 정상의 5/10정도로 회복됨. 좌측 눈의 시야 흐릿한 느낌 호전. 우측 손끝 저림과 우측

발의 시린 느낌 호소.

입원 22일째
(발병30일째)

좌측 안구내전이 내측으로 7/10지점까지 가능해짐. 복시와 현훈으로 인한 불편감이 VAS7로 감소하며
복시 때의 두 물체간의 거리가 보다 가까워졌다고 표현함. 좌측 개안이 정상의 8/10정도로 회복됨.

졸음과 전신 기력저하 약간 호전.

입원 25일째
(발병33일째)

좌측 눈의 내전이 내측으로 9/10 지점까지 가능해짐. 복시는 보다 호전 보여 5~10 m 이내의 물체를
볼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함. 복시와 현훈의 강도 VAS5로 감소함. 좌측 동공반사가 미약하게

나타나기 시작함. 단기 기억력 저하 및 우반신 이상감각 약간 호전.

입원 30일째
(발병38일째)

좌측 개안이 정상과 거의 비슷하게 가능해짐.

퇴원후
(발병45일째)

좌측 눈의 내전 정상에 가깝게 회복됨. 복시는 VAS3~4 정도로 남아있음.

Table 3. Change of symptom

입원1일째 입원9일째 입원16일째 입원22일째 입원25일째 입원30일째 퇴원2주후

좌측
안구
이상

내전 2 2 5 7 9 9 10

안검하수 3 3 5 8 8 10 10

복시․현훈 빈도 +++ +++ ++ ++ + + +

복시․현훈 강도
(VAS*)

10 10 10 7 5 5 3~4

우측동공과의
차이(mm)

2 2 2 2 2 2 2

동공반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미약하게
출현

미약하게
출현

미약하게
출현

眼昏 ++ + - - - - -

졸음,무기력감 ++ ++ ++ + + + +

단기 기억력 저하 ++ ++ ++ + + +

우측 이상감각 ++ ++ + + +

처방 혈부축어탕>>>>>보중익기탕 合 청훈화담탕>>>>>>>>>>>보중익기탕>>>>>>>>>>>>>>>>>>>>>>>>>>>>>>>>>>>>>>>>>>>>>>>>>>>>>>>>>

*VAS(Visual Analog Scale) 측정법에 따라 표시한 수치

마르고 작은 체구의 남자 환자로서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잘 체하는 편이며 손발과 복부가 찬 편이었다. 구갈이 종종 발생

하는 편이며 기타 식욕이나 대소변 및 수면 양상은 양호하였다.

舌淡苔薄白, 脈弦細無力하였다. 발병 이틀 전부터 컴퓨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 수면을 거의 못 취한 상태였으며 발병일 새벽

에도 작업 후 맥주를 두 잔 정도 마신 후 두 시간 수면을 취하고

서 고속도로를 장시간 주행 중에 증상이 발생했다고 하였다.

2. 치료 내용

1) 약물치료

(1) 한약투여(Table 1)

Table 1의 처방을 하루 2첩 달여 세 번에 나누어 복용하였다.

Table 1. Herb medicines

기간 처방 구성약물

입원1일-7일 血府逐瘀湯
桃仁 16 g, 當歸 生地黃 紅花 牛膝 各 12 g,
枳實 赤芍藥 各 8 g, 桔梗 川芎 各 6 g,

柴胡, 甘草 各 4 g

입원8일-21일
補中益氣湯 合
淸暈化痰湯

黃芪 陳皮 各 8 g, 人蔘 6 g, 甘草 5 g,
當歸身 白朮 半夏 白茯苓 各 4 g, 枳實 3 g,
升麻 柴胡 川芎 黃芩 白芷 羌活 南星 防風

各 2 g, 細辛 黃連 1.2 g

입원22일-퇴
원2주후

補中益氣湯
黃芪 6 g 人蔘 白朮 甘草 各 4 g 當歸身
陳皮 各 2 g 升麻 柴胡 各 1.2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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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약투여

비졸본정(진해거담제), 리벤돌정(소화제), 오르필서방정(항경

련제), 세레티콤정(기타심혈관계 약물), 무코스타정(기타궤양 치

료제), 마그밀정(기타 위장관계 약물)을 하루 세 번 각 1정씩 복

용하였다.

2) 침 치료

(1) 百會, 上星, 合谷, 曲池, 足三里, 太衝 등 중풍치료와 관련된

혈자리와 太陽, 攢竹, 絲竹空 등의 좌측 안구 주위 혈자리를 매일

오전에 20분간 자침하였다.

(2) 상기 침 치료와 더불어 사암침의 脾正格(少府와 大都를 補

하고, 大敦과 隱白을 瀉함)을 주 3회 오후에 20분간 자침하였다.

3. 평가방법

1) 안구의 내전 운동 평가

머리를 똑바로 한 상태에서 정면 눈높이에 멀리 있는 물체

를 주시할 때의 눈의 위치(제1안위)를 중심점으로 잡아 0으로 정

하고, 수평축을 그어서 정상 눈에서 동공 중심점의 최대 내전 운

동 범위를 10으로 한다.

2) 안검의 운동 평가

정상 눈의 최대 개안값을 10으로 하고 전혀 개안이 안 되는

상태를 0으로 정하여, 환측의 눈을 최대로 개안했을 때의 값을

기록한다.

3) 기타 증상의 평가

․+++ : 증상이 심함(또는 빈번함)

․++ :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함(또는 종종 나타남)

․+ : 증상이 가벼움(또는 가끔 나타남)

․- : 증상이 없음

4. 치료경과 (Table 2, 3)

고 찰

동안신경은 3번 뇌신경으로 외직근과 상사근을 제외한 나머

지 안구근육을 지배하여 안구의 움직임을 주관하며, 동공의 수축

을 조절한다6). 동안신경마비는 선천성 혹은 두부외상, 혈관질환,

동맥류, 종양, 당뇨, 염증성 질환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동안신경의 핵은 중뇌에 존재하는데 경색, 출혈, 종양 등의

중뇌 병변으로 인하여 동안신경마비가 발생할 경우 눈과 관련된

증상 외에도 두통, 오심, 현훈, 구토 등의 두개내압항진증과 강직

성 편마비, 수족진전 등의 운동실조가 동반될 수 있다. 그러나 중

뇌의 손상부위에 따라 사지의 운동실조 없이 단독으로 동안신경

의 마비만이 나타나기도 한다
3,4)

. 단독성 동안신경 마비의 경우

동측 안구의 내전 및 상하전의 제한과 안검하수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복시 및 시력저하가 발생한다. 동안신경의 내

부섬유까지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동공이 확장되고 대광반사와

조절반사가 사라진다. 그러나 반대쪽 안구의 공감성 대광반사는

정상적으로 나타난다1,6,7).

대개 중뇌에서 동안신경핵과 이로부터 기시하는 동안신경

섬유속에 병변이 발생하면 양안의 안검하수나 양안의 상향주시

장애 등의 양측성 안구운동장애가 나타난다. 따라서 단안의 완전

또는 부분 동안신경 마비가 발생할 경우 대개 지주막하 공간이

나 해면동 부위, 안구 후방에 발생하는 동맥류, 종양, 염증 또는

근육질환이나 말초신경질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

하게 된다. 하지만 드물게 동안 신경핵 복합체의 일부가 손상되

어 동안신경이 지배하는 동측의 외안근 중 일부만 마비가 초래

될 수 있으며, 또한 동안신경핵에서 기시한 동안신경 섬유속이

중뇌를 주행하는 도중 손상되어 동안신경이 지배하는 근육 중

일부만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3-5). 이렇게 일부 근

육에 마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동안신경핵이 3차원적인 배열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안구운동마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9-12).

동안 신경마비에서 나타나는 증상 중 복시와 안구 운동장애

는 目偏視, 視一爲二, 神株將反, 風牽偏視, 雙目通睛, 瞳神反背,

視正反斜, 墮睛, 目仰視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안검하수

는 上胞下垂, 眼瞼受緩, 胞垂, 睢目, 眼廢, 侵風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3,14)

.

복시 및 안구운동장애에 대하여 한의학적인 문헌을 살펴보

면 巢元方은 <諸病源候論․目偏視候>15)에서 "瞳子 被風所射 精

不正則偏視", "目是五臟六腑之精華 凡人腑臟不足 精虛而邪氣乘

之則精散 故是一物爲兩也"라 하여 風邪 및 精의 부족을 원인으

로 들었다. 王肯堂은 <證治準繩․七竅門>16)에서 "珠神將反 目珠

不正 人雖要轉而目不能轉 乃風熱攻腦筋絡被其牽縮緊急 弔偏珠

子 是以不能運轉"이라 하여 風熱이 뇌로 上攻하여 筋肉과 絡脈

이 緊急하게 됨으로써 복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근대에

들어 唐
17)

등은 복시에 대하여 正氣不足한데 風邪가 침입한 경

우, 脾失健運으로 聚濕生痰한 데 風邪가 들어와 筋脈이 失養한

경우, 肝腎陰虛로 肝陽上亢하여 風熱이 眼目에 上衝한 경우, 중

풍이 오래되어 氣虛血滯하면서 絡脈瘀阻하여 발생하는 경우 및

두부외상에 의한 경우로 변증하였다.

안검하수에 대해서 巢元方은 <諸病源候論․睢目候>15)에서 "

若血氣虛則膚而受風 風客于瞼膚之間 所以其皮緩縱 垂覆于目則

不能開 世呼爲睢目"이라 하여 氣血이 虛해진 상태에서 風邪가

침입하여 피부가 늘어져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한편 <東醫寶

鑑․外形篇>
18)
에서는 "上下瞼屬脾 肉之精爲肉輪"이라 하여 脾臟

이 허약한 것을 안검하수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근래에 蔡13)

는 안검하수의 치료에 있어 益氣, 養血, 祛風, 通絡하여야 하며

만일 脾氣가 허약한 중에 精神疲勞, 食慾不振, 脈虛無力 등이 동

반하면 補中益氣湯을 사용하고 氣血不足으로 頭目이 眩暈하고

面色少하며 안검이 麻木不仁, 脈弱無力할 때에는 人蔘養營湯을

투여한다고 하였으며 침 치료로 風池, 天柱, 翳風, 太陽, 睛明, 懸

厘, 養老 등의 혈을 격일로 시침한다고 하였다. 盧14)는 안검하수

의 원인을 선천과 후천으로 나누어 선천적인 것은 稟賦不足으로

인해 命門火가 衰少하여 脾腎陽虛 또는 心脾陽虛로 나타나고 후

천적인 것은 脾虛하여 中氣不足으로 氣血이 근육을 失養하거나

風邪가 胞瞼의 脈絡에 上攻하고 壅滯하여 氣血의 순행이 阻滯되

어 발생한다고 보았다. 후천적인 경우에서는 모두 補中益氣湯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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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으로 하였으며 그 외 脾腎陽虛한 경우 六味地黃元이나 八味

地黃元에 四君子湯을 합방하여 사용하고 脾虛滯濕으로 脈絡不通

인 경우 補中治濕湯 合 五苓散을 사용하며 情志內傷으로 肝氣鬱

結된 氣滯血瘀에는 逍遙散 加減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본 증례의 환자는 Brain CT상 좌측 중뇌와 시상의 출혈 병

소가 확인되었다. 환자에게는 좌측 안구의 내전제한, 안검하수,

복시, 시야가 흐릿한 느낌, 동공의 산대 및 반사소실이 나타났다.

이는 동안신경의 침범을 의미하는 소견으로써 중뇌 출혈 병소에

기인하거나, 시상출혈이 시상하부나 상부 중뇌로 퍼짐으로써 나

타났다고 사료되었다. 우측의 감각이상(손끝 저림, 발 시린 느낌)

은 시상출혈로 인한 증상으로 여겨졌다8). 본 증례는 중뇌 병변이

운동실조 없이 단안의 동안신경마비로 나타났으며, 동안신경의

지배 근육 중에서 일부만이 침범된 예로서, 상당히 드문 사례일

것으로 사료되었다.

입원 첫날부터 7일째까지는 血府逐瘀湯을 처방하였다. 이는

뇌출혈 발병 8일이 지난 상태를 瘀血의 범주로 판단하였기 때문

이다. 血府逐瘀湯은 淸代 王淸任의 <醫林改錯>19)에 처음 기재되

었으며 일체의 氣滯血瘀의 증상을 通治하는 처방이다. 근래 김
20)

이 흰쥐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血府逐瘀湯이 출혈성 뇌졸중 병

태모델에서 출혈로 야기되는 부종을 억제하고, 신생모세혈관의

증식을 통한 혈종의 흡수와 대식세포 및 성상세포의 증식을 통

한 손상된 뇌조직의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血府逐瘀湯을 복용하는 동안 좌측 눈의 시야가 흐릿한 느낌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다른 증상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입

원 8일째부터는 補中益氣湯에 淸暈化痰湯을 가미하여 처방하였

다. 환자가 평소 소화기가 약한 체질이면서 입원 후 졸음과 무기

력감을 호소하므로 中氣不足으로 판단하여 補中益氣湯을 주된

처방으로 운용하였고, 淸暈化痰湯之劑는 현훈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가미하였다. 입원 16일째 복시와 현훈의 발생빈도가

입원시의 1/3 정도로 감소하고, 좌측 안구의 내전운동이 내측

5/10지점까지 가능해졌다. 좌측의 안검하수는 정상의 1/2정도로

회복되고, 좌측 눈의 시야가 흐릿한 느낌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 무렵 우측 손끝의 저린 느낌과 우측 발이 저린 느낌을 호소하

였다. 입원 22일째에는 좌측 눈의 내전이 내측 7/10지점까지 가

능해지고 복시와 현훈으로 인한 불편감이 VAS7로 감소하며 복

시 때의 두 물체간 거리가 보다 가까워졌다고 표현하였다. 좌측

안검의 개안은 정상의 8/10정도 가능해지고 졸음과 전신 기력저

하는 약간 호전되었다. 이 때 부터는 그동안의 처방에서 淸暈化

痰湯之劑를 제외하고 補中益氣湯만을 투여하였다. 이는 눈이 脾

臟의 기능과 관련이 깊다는 동의보감의 이론과 환자가 脾失健運,

中氣不足으로 변증된 점을 볼 때 補中益氣湯 본방의 투여가 적

절할 것으로 사료된 까닭이다. 입원 25일째에는 좌측 안구의 내

전이 내측9/10 지점까지 가능해지고 복시는 5~10 m 거리 이내

의 물체를 볼 때 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복시와 현훈의

강도는 VAS5로 감소하였다. 좌측 동공의 확장은 여전하나 동공

반사가 미약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단기 기억력 저하가 좀

더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우반신의 이상감각에 약간의

호전을 보였다. 입원 30일째에는 좌측 개안이 거의 정상에 가깝

게 회복되었다. 입원 32일째 퇴원하였으며, 외래로 주2~3회 내원

하며 입원 시와 같은 치료를 지속하였다. 퇴원 후 약 2주경에 관

찰하였을 때 좌측 안구의 내전은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었으며

복시는 VAS3~4 정도로 남아있었다.

補中益氣湯은 여러 증례를 통하여 脾失健運 및 中氣不足으

로 인한 동안신경마비에 대하여 유효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21-24). 본 증례에서는 치료시작 8일째부터 환자의 체질과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補中益氣湯을 처방하였고 주 3회 사암침

법의 脾正格을 자침하였다. 이로써 健脾, 益氣升陽을 통해 동안

신경마비로 인한 증상 및 기타의 증상에 유효한 결과가 나타났

다고 사료되었다. 아쉬운 점은, 한약과 침 치료가 복합되어 있어

각각의 유효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향후에 보

다 많은 증례를 통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환자는 좌측 안구의 내전제한, 안검하수, 복시와 시야가 흐

릿한 느낌, 동공의 산대와 반사소실이 나타났으며 우반신의 이상

감각을 호소하였다. Brain CT상 좌측 중뇌와 시상에 출혈성 뇌

졸중이 관찰되었다. 환자의 안구 및 안검 증상은 중뇌 병변으로

인한 단안의 부분 동안신경마비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에 환자

의 상태를 中氣不足으로 변증하여 補中益氣湯 및 그 가미방을

투여하고 사암침법의 脾正格을 자침하였다. 약 한 달의 입원치료

기간동안 환자의 안구내전 및 안검하수, 복시 등은 많은 호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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