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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culomotornervepalsycausesptosis,limitationofeyemovement,diplopia,andfacialpain.Despiteimaginginvestigation,

thecauseofthepalsycannotbeestablishedinmostcases.Wetreatedapatientwithidiopathicoculomotornervepalsywith
acupuncture,electroacupuncture,pharmacopuncture,andKoreanmedicalphysicaltherapy.Inthiscase,thesymptomsremarkably
improvedafter28daysoftreatment.ThiscasereportsuggeststhattraditionalKoreanmedicineiseffectiveintreatingptosis
andlimitationofeyemovementdiagnosedasidiopathicoculomotornervepal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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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동안신경은 3번 뇌신경으로 외안근 상사근,

외직근을 제외한 내직근,하직근,상직근,하사근과

안검거근,동공수축근을 지배한다.따라서 동안신

경이 완 히 마비되면 은 외하방으로 치우치고

안구운동검사에서는 내 ,하 ,상 장애가 찰

되며 동공산 ,안검하수가 동반된다
1,2
.

동안신경마비는 허 성질환이 가장 흔한 원인이

며,그 다음으로는 동맥류,두부외상과 종양 등이

있다.뇌자기공명 상의 발달이 원인 질환 감별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약 20-25%에서는 범 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검사상

뚜렷한 원인 없이 나타나는 특발성 동안신경마비

의 경우 부분 뇌간에서 안와까지의 신경 자체에

한 미세한 경색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당

뇨,고 압,고지 증,흡연 등과 같은 성 질환

의 험인자와 련이 있다
1,2
.

한의학에서는 동안신경마비 증상 안검하수는

眼瞼下垂,眼廢,睢目,侵風,上胞下垂,胞垂,瞼皮垂

覆 등으로,안구운동장애는 瞳神反背,神珠 反,轆

轤轉關,風牽偏視 등으로 표 되어 있고,이에 수

반하는 複視는 視物爲二에 해당하며 원인은 風邪,

脾虛,腎虛,肝虛 등으로 보고 있다
3
.

본 증례에서는 양방병원 입원치료에도 호 이

없어 한방치료를 해 내원한 특발성 동안신경마

비 환자의 안검하수,안구운동장애,안면통 증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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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8일간의 한방치료를 시행하 고 유의미한

증상의 개선을 보 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Ⅱ.증 례

1.환자 성명 :박◯◯(M/64)

2.주소증

1)좌측 안검하수 :상안검거근의 완 마비로 최

용력에도 개안이 불가함.

2)좌측 안구운동장애 :좌측 안구의 내 상

,하 에 어려움,안정시 외사시 있음.

3)좌측 안면통,두통

4)복시

3.진 단

1)제 3뇌[동안]신경마비(H490)

2)안검하수(H0249)

4.발병일 :2018년 02월 13일

5.과거력

1)2017년경 localhosp.에서 교통사고로 좌측 손

가락 골 Op.#1

2)2018년02월경◯병원에서잠복결핵Dx.po-med.(+)

3)고 압(-),당뇨(-),고지 증(-)

6.가족력 :별무

7.사회력 :Smoking(1갑/1일,40년),Alcohol(+)

8. 병력

상기환자 2018년 02월 13일 발생한 좌측 안구통

증 안검하수로 2018년 02월 14일 ◯병원 내

원하여 BrainMRI,신경검사,뇌척수액 검사,

액검사 상 제 3뇌신경마비 소견진단 후 2018

년 03월 03일까지 입원하여 약물치료하시다가

별무호 하여 2018년 03월 03일 ◯◯ 학교 ◯

◯한방병원에 입원함.

9.검사소견

1)내원시 신체활력징후 : 압 140/90mmHg,맥

박수 92회/min,호흡수 20회/min,체온 36.4℃,

BST147mg/dL

2)신경학 검사

(1)Mentalsign:Alert

(2)Pupilreflex:Limitationinmiosis/Good

(3)Neckstiffness:Negative

(4)Babinski’sreflex:Negative

3)BrainMRI(2018년 02월 14일 by◯병원):

Nonspecificfinding

4)ChestPA(2018년 03월 05일):Normalstudy

ofbothlungs.

5)EKG(2018년 03월 05일):Normalrhythm

6)임상병리검사

(1)Bloodchemistry:AST39(0~35)IU/L,ALT

57(0~45)IU/L,ALP 130(30~120)IU/L,

CHOLESTEROL219(0~200)mg/dL,GLUCOSE

(FBS)161(74~106)mg/dL,HS-CRP(High

Sensitive)97.03mg/L

(2)RoutineCBC:WBC10.84(4~10)*10̂3/μl,

NEUT7.25(1.57~5.95)*10̂3/uL,MONO

0.91(0.15~0.61)*10̂3/uL,ESR43mm/hr

(3)U/A:W.N.L.

7)계통 문진

(1)皮 膚 :潤澤

(2)食 慾 :양호,1공기/끼 3끼/일

(3)消化狀態 :양호

(4)大 便 :1회/2-3일(양약 먹으면 변이 잘 안

나옴),硬,푸른색

(5) 便 :晝間尿(2회/일),夜間尿(1~2회/일)

(6)汗 :보통

(7)睡 眠 :다소 양호,5-6시간

10.평가방법

1)안검하수의 평가 :정상안 안검열 비와의 차이

(DifferenceofBothEye'sInterpalpebralFissure)

안검열 비(InterpalpebralFissure)는 정면주

시 시각막 반사 과 상안검연사이의 거리

인 MRD1(MarginReflexDistance1)과 정면

주시 시 각막 반사 과 하안검연사이의

거리인 MRD2(MarginReflexDistance2)의

합이다.치료 경과를 평가하기 하여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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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검열 비를 측정하여4,5정상 의 안검열

비를 10이라고 설정하고,환측 의 안검열

비를 상 으로 표 하 다.

2)안구편 의 평가 :안구의 운동은 정면을 주시

하게 한 다음 안구의 수평축과 수직축을 그어

만나는 심 을 0으로 하고 내 외 의 각

목표 방향을 (＋),반 의 방향을 (-)로 하며

정상 에서 동공 심 의 최 운동 범 를

각각 10이라 설정하고 평가하 다.즉 정면주

시값은 0,내 외 의 최 운동 범 값은 ＋

10, 심 으로부터 반 방향으로 반 편

된 값은 -5로 평가하 다
6
.

3)안면통증의 평가 :Numericratingscale(NRS)

를 측정하여 그 정도를 평가하 다.

11.치 료

1)치료기간 :2018년 03월 03일~2018년 03월 30

일(28일간)

2)침치료 :0.25×30mm의 1회용 멸군 stainless

steel호침(동방침구제작소 일회용 호침)을 사

용하여 좌측 攢竹(BL2),絲竹空(TE23),陽白

(GB14),太陽,魚腰,印 頭維(ST8),百

(GV20),神庭(GV24)에 자침하 으며 1일 2회

시술하고 자침의 방향은 攢竹(BL2),絲竹空

(TE23),魚腰의 경우 이마를 향해 상방으로

斜刺하 으며 나머지 자리는 直刺하 다.유

침하는 동안에는 치료부 에 Infrared를 조사

하 으며 유침은 15분간 하 다.증상에 따라

소화불량 증상 개선을 하여 양측 合谷(LI4),

足三里(ST36),太衝(LR3)에 원 취 을 함께

시행하 다.

3) 침치료 :신진 자(한국)에서 제작한 NEW

POINTER(TENS)SJ-106모델의 주 자

극기를 이용하여 좌측攢竹(BL2),絲竹空(TE23),

太陽,魚腰에 2-3HzFrequency로 15분간 1일

2회 자극하 다. 침의 강도는 환자가 자극을

느끼며 근육에 가벼운 수축이 일어날 정도로

시술하 다.

4)한약치료 :첩약투여는 하지 않았으며 2018년

03월 05일부터 2018년 03월 07일까지는 복부불

편감 등 증상개선을 해 경방 반하사심탕연

조엑스 10g을 1일 3회 식후 30분 투여하 다.

2018년 03월 06일부터 2018년 03월 15일까지는

한풍제약 오약순기산엑스과립 3g을 1일 3회

식후 30분에 투여하 으며,2018년 03월 16일

부터 치료를 종료한 2018년 03월 30일까지는

함소아 보 익기탕연조엑스 20g을 1일 3회 식

후 30분에 투여하 다.

5)물리치료 뜸치료 :치료기간동안 좌측 안면

부에 SSP,Carbone,증기요법과 수기요법을 함

께 시행하 다.

6)약침치료 :치료기간 2018년 03월 21일부터

한약침학회에서 제조한 자하거 약침액을 좌

측 攢竹(BL2),絲竹空(TE23),陽白(GB14),太

陽에 각 0.1cc씩 시술하 다.

12.치료경과 평가

Fig.1.Photographofptosisandeyeballmovement
ofthepatientonthedayofadmission
(3March,2018).

A:eyelidptosis,B:neutrality,C:adduction,
D:ab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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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Photographofeyeballmovementofthe
patientafter16daysoftreatment(18
March,2018).

A:neutrality,B:adduction,C:abduction

Fig.3.Photographofptosisandeyeballmovement
ofthepatientafter28daysoftreatment
(30March,2018).

A:neutrality,B:adduction,C:abduction

1)안검하수의 평가

Fig.4.Changeofdifferenceofbotheye'sinterpalpebral
fissure.

2)안구편 의 평가

3/3 3/13 3/22 3/26 3/29

Eyemovement
(adduction)

-3 -2 0 +3 +8

Eyemovement
(abduction)

+10 +10 +10 +10 +10

Eyemovement
(neutrality)

-8 -6 -5 -3 -2

Table1.ProgressofEyeMovement

3)안면통의 평가

Fig.5.ChangeofNRSforfacialpain.

Ⅲ.고 찰

동안신경은 외직근과 상사근을 제외한 외안근,

상안검거근 섬모체근을 지배한다.동안신경섬유

는 뇌의 뇌다리사이오목에서 뇌를 빠져나와

후 뇌동맥과 상소뇌동맥사이를 지나,해면정맥동

과 상안와틈새를 통해 안와로 들어간다.여기에서

,아래가지로 나 어져 동안신경의 가지는

꺼풀올림근과 상직근을,아래가지는 내직근,하사

근,동공수축근,섬모체근을 지배한다.따라서 동안

신경이 완 히 마비되면 상사근의 작용에 의해

은 외하방으로 치우치고,안구운동검사에서는 내

,하 ,상 장애가 찰되며 동공산 ,안검하수

가 동반된다.동안신경마비 환자들은 종종 심한 안

구통이나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며,사시,안구운동

장애로 인하여 복시를 호소하기도 한다
7,8
.

동안신경은 동맥류,종양,외상 등의 압박성병변

이나 선천 발생 이상,당뇨,염증성질환 등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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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병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나 34.8%로 허 성 질환이 가장 흔한 원인

이며,다음으로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특발성인 경

우가 많다.특발성 동안신경마비의 경우에도 부

분 뇌간에서 안와까지의 신경 자체에 한 미세한

경색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당뇨,고 압,

고지 증,흡연 등 성 질환의 험인자와 련

이 있다
2
.

동맥류,두부외상 종양 등 원인으로 신경주행경

로를 따라 침범되는 부 에 따라 다양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미세 의 폐색에 의한 경색에

서는 동안신경의 심 부 가 주로 침범되므로 동

공의 기능은 정상이거나 상 으로 유지되는 경

향을 보이는 반면 동공 약근을 지배하는 섬유는

동안신경의 등안쪽에 치하므로 후교통동맥류같

은 압박성 병터에 의해 우선 으로 침범되어 원인

질환의 감별에 동공의 침범 유무가 요하다고 볼

수 있다
1,7
.

특발성 동안신경마비로 진단된 경우 일반 으로

스테로이드,보톡스, 리즘안경 등을 통해 증상을

개선하며 1년가량 경과 찰 후 호 이 없을 경우

수술요법을 통해 교정한다
9,10
.46명의 허 성 3,4,

6번 단독 뇌신경마비 환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3번 뇌신경 마비군의 평균 회복기간은 9.3

±6.8주 으며10,특발성 동안신경마비 환자의 후

와 련하여 CapoH.등은 66%는 4주 정도에,96%

는 8주 정도에,모든 환자가 12주 안에 호 경과를

나타내며,4-8주 안에 무반응 는 악화,진행이 나

타나면 후가 불량하며 다른 질환 여부를 확인해

야 한다고 하 다
12
.

한의학에서는 동안신경마비로 인한 후천성 眼瞼

下垂의 경우 胞瞼이 脾臟에 속하며 脾虛하여 中氣

不足으로 氣血이 筋肉을 失養하거나 風邪가 胞瞼

의 脈絡에 上攻하고 鬱滯하여 氣血의 行이 阻滯

되어 발생한다고 보았다.따라서 健脾益氣,升陽法

으로 치료해야하는데 주로 補中益氣湯加減,人蔘養

胃湯加減,八珍湯 등의 처방을 고려할 수 있다.마

비성 사시에 해당하는 瞳神返背는 한의학 으로 正

氣不足으로 風邪가 侵入하여서 는 脾失健運으로

聚濕生痰할 때에 風邪가 들어와서 風痰阻絡하여

氣血이 不行되어 발생하거나,肝腎陰虛로 肝陽上亢

하여 風이 眼目에 上衝하거나,氣虛血滯하여 脈絡

阻되어서 혹은 頭部外傷에서도 나타난다고 본다.

따라서 기에는 疏風通絡시킬 수 있는 續命湯

加減,羌活勝風湯合牽正散加減 등으로,만성화되었

을 때는 補中益氣湯加減,香砂養胃湯,杞菊養血湯

등을 사용하게 된다
3
.

이와 련하여 한방치료를 시행한 증례가 꾸

히 있어왔는데,김 등
13
은 특발성 동안신경마비 1례

에 補中益氣湯加味,六鬱湯,澤瀉湯加味를 투약하

며,안구주 과 足三里(ST36),解谿(ST41),合谷

(LI4),太衝(LR3),公孫(SP4)에 자침하 다.정 등14

은 특발성 동안신경마비 1례에 養胃湯加味를 투약,

안구 주 자리에 자침, 침으로 치료를 시행하

고,손 등
15
은 특발성 동안신경마비 1례에 柴苓湯

을 투약하며 안구주 자리에 자침, 침, 독

약침으로 치료하 다.노 등
16
은 특발성 동안신경마

비 2례에 桂枝去桂苓朮湯,苓桂甘棗湯 투약, 측

소장정격에 자침하여 치료하 다.증례 부분 안

구 주 자리에 자침, 침 혹은 약침치료를 시

행하 으며,치료기간은 짧게는 10일,평균 40일 내

외 다.

본 증례의 환자는 심한 마비로 정상안에 비하여

동공 축동에도 다소 제한이 있으나 신경 상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등 기타 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동안신경마비로 진단되었다. 련

기 질환은 없으나 40년간의 흡연력 있는 분으로,

2018년 02월 13일에 별다른 계기 없이 증상이 발생

하 고 이후 양방병원에 입원하여 약 3주 가량 스

테로이드 제제 등 약물치료를 하 으나 효과를 보

지 못하고 변비,복부불편감 등 부작용으로 인하여

본원 내원시 복용을 단하 다. 진 당시 환자는

좌측 상안검에 움직임이 없어 을 자력으로

뜰 수 없었다.안구운동의 경우 안정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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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주시시 좌측안구는 외측으로 치우쳐 있었고,외

을 제외한 내 ,상 ,하 안구운동(내 −3,

외 ＋10,정면주시-8)에 모두 제한이 있으며,좌측

안구와 측두부 주 로 NRS7-8정도의 통증을 호

소하 다.환자 보호자가 첩약 복용은 원하지

않아 기에는 심한 두통,안구통이 동반되어 일체

理氣 氣 시켜 氣鬱을 疏通시킬 수 있는 오약

순기산엑스과립,이후에는 健脾益氣,升陽하는 보

익기탕연조엑스를 투여하 고,안구주 자리

로 침치료, 침치료,자하거 약침치료 물리치

료를 시행하 다.한방치료를 시행하며 치료 6일차

부터 안구 내 운동에 먼 호 을 보이기 시작했

으며,좌측 안면통은 NRS3정도로 내원시 통증

강도 반정도의 호 을 보 다.안검하수는 안구

운동장애보다 회복 속도가 더뎌 치료 20일차에 상

안검을 들어 올려 정상안의 1/4정도 개안이 가능

했고,28일차에 정상안의 1/2정도 개안이 가능해

졌다.안구운동은 정상안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호

되었고(내 +8,외 ＋10,정면주시-2),안구운

동장애가 호 되며 이에 수반된 복시증상에도 호

을 보여 퇴원 시에는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정

도의 불편감만 호소하 으며 좌측 안면통은 NRS

2로 호 되었다.

특발성 동안신경마비의 마비 정도에 따른 구체

인 후에 한 연구는 없으나 타 뇌신경마비

제 6뇌신경 마비의 경우 부분마비 등 진시 사시

각이 작은 환자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며17,제

7뇌신경의 경우에도 완 마비의 61%,불완 마비

의 94%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18뇌신경 마비의

정도가 후와 연 됨을 확인할 수 있다.본 증례

의 환자의 경우 완 한 안검하수 안구운동장애

를 동반한 심한 정도의 마비에 해당하 으며,2.5주

의 양방치료에도 증상의 개선이 없어 불량한 후

를 보 으나 4주간의 한방 복합치료 후 한 호

을 보 다는 의의가 있다.본 증례의 경우 1례의

casereport로 다수의 환자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

계가 있어 향후 동안신경마비에 한 보다 많은

증례 임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결 론

특발성 동안신경마비로 진단된 안검하수,안구

운동장애,안구통에 과립제 연조엑스제 투여와

안구주 침치료, 침치료 약침치료로 유의

미한 효과를 보여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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