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운동 뇌신경마비

눈은 눈운동근육인 외안근 6개(상직근, 하직근, 내직근, 외직근, 상사근, 하사근)가 3개의 뇌신경(동
안신경 (3번), 활차신경 (4번), 외향신경 (6번))의 명령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3개의 뇌신경은 뇌간
의 중뇌와 다리뇌에서 출발하여 뇌기저를 타고 앞쪽으로 와서 해면정맥굴을 거처 안와 내로 들어
와 외안근에 분포하게 됩니다(그림 1). 뇌신경마비의 원인이 되는 병변 위치에 따라 다양한 임상
양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소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1. 눈운동을 담당하는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향신경의 해부학적 위치 (출처: 개정4판 최신사
시학)



동안신경마비 (3번 뇌신경마비)

동안신경은 눈꺼풀올림근, 상직근, 하직근, 내직근, 하사근과 홍채의 축동근에 분포합니다. 따라서
동안신경이 마비되면 눈꺼풀처짐, 외사시, 경우에 따라서는 동공산대가 생깁니다(그림 2). 동공 상
태에 따라 동공침범과 동공보존 동안신경마비로 나뉘는데, 동공침범 동안신경마비는 뇌동맥류와
같은 압박성 병변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뇌와 뇌혈관 영상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
만, 대부분은 고령 환자에서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한 미세혈관 관류장애, 즉 허혈성 원인으로 생
깁니다. 심한 통증이 있거나, 55세 미만 환자에서 허혈을 일으키는 원인(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회복되지 않거나, 다른 신경학적인 증상이 동반되면, 신경영상검사가
필요합니다.

허혈에 의한 동안신경마비는 1개월 무렵 호전되기 시작하고, 3개월 무렵 70~80%에서 소실되므로,
적어도 6개월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이후에도 눈꺼풀처짐이나 외사시가 호전되지
않은 경우 수술적 방법으로 교정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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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오른눈 동안신경마비 (3번 뇌신경마비). 오른눈 눈꺼풀처짐이 있고, 동안신경이 담당하는
외안근이 모두 마비되어서 오른눈이 안으로, 위로, 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오른눈 외사시가 관찰됩
니다(출처: 개정4판 최신사시학).



상사근마비 (활차신경마비, 4번뇌신경마비)

활차신경은 눈을 안쪽으로 돌리는 내회선운동을 담당하는 상사근에 분포합니다. 따라서 활차신경
이 마비되어 상사근 기능이 저하되면, 눈이 외회선되어 수평선이 기울어져 보입니다. 마비가 생긴
눈의 반대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면 회선사시가 줄어들기 때문에 70%의 환자는 머리를 기울이는
이상두위를 보입니다(그림 3). 선천마비인 경우가 흔하지만, 외상이나 선천마비가 대상부전되어 나
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 60~70%에서 호전되지만, 호전되지 않는 경우 수
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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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오른눈 상사근마비 (활차신경마비, 4번 뇌신경마비). 정면에서 오른눈 상사시가 있고, 오

른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면 오른눈 상사시가 심해지지만 왼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면 오른눈 상사시
가 사라집니다(출처: 개정4판 최신사시학).



외향신경마비 (6번 뇌신경마비)

외향신경은 눈을 바깥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외직근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외향신경마비가 생기면
내사시가 생기고 눈이 밖으로 잘 안 가서, 환자는 복시를 줄이기 위해 마비가 생긴 눈쪽으로 고
개를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림 4). 허혈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하지만 뇌종양, 바이
러스 감염, 뇌압상승,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혈에 의한 마비는 대부분 6개월 이
내에서 70~80%에서 회복되므로 이 기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원인을 감별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경우 내사시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을 결정합니다. 사시각이
작은 경우 프리즘안경을 처방하고, 사시각이 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림 4. 오른눈 외향신경마비 (6번 뇌신경마비). 정면에서 오른눈 내사시가 있고 오른눈이 바깥쪽
으로 완전히 움직여지지 않습니다(출처: 개정4판 최신사시학).
도움글 주신 분: 아주대 안과 정승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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