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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전침치료를 통한 교통사고로 유발된 외전신경마비로 인한
사시 환자의 치험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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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case is to report the effect of Korean Medicine, especially
Electro-acupuncture on strabismus of traffic accident induced abducens nerve paralysis.
Methods Patient received Korean Medicine treatment such as acupuncture, electro-acupuncture & Herb-medicine. Patienst was treated with the electro-acupuncture at
Right eye paralytic lateral rectus muscle lesions. The case was enforced 10 minutes using
the PG-306 electro-acupuncture and applyed the low consequence wave of 1-8Hz. The
improvement of the strabismus was observed.
Results During ten weeks of treatment, patient's strabismus and diplopia were
improved.
Conclusions In this case, Electro-acupuncture on strabismus and diplopia of traffic accident induced abducens nerve paralysis was effective. The effectivity is depended on the
time stimulation is performed. (J Korean Med Rehab 2015;25(3):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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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외사시, 위쪽으로 가 있으면 상사시, 아래로 내려가 있으
면 하사시라고 한다2).

사시란 한 눈이 어떤 물체를 직시할 때 다른 한 눈이

마비성 사시는 주로 두부외상, 당뇨나 고혈압 같은 혈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안위의 이상 즉 양안의 시

관성 질환, 뇌종양 및 동맥류, 염증성질환 등에 의해 발생

선이 똑바로 한 물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으로, 좌우안

한다3-5). 이중에서도 두부외상에 의한 경우는 혈관성 질환

의 시축이 동일점을 향하지 않는 상태이다1). 안근마비의

과 더불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6,7).

유무에 따라 마비성 사시와 비마비성 사시로 분류되는데,

韓醫學에서는 사시 질환을 目直視라 하여, 通睛, 鬪鷄

마비성 사시는 외직근마비, 내직근마비, 상직근마비, 하직

眼, 雙目通睛, 鬪睛, 神珠將反, 瞳神反背, 眼肌痲痺, 目直

근마비, 하사근마비, 상사근마비로 구분하며, 한쪽 눈이

視, 墮睛 등이 마비성 사시의 범주에 속하며 증상의 정도

안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내사시, 밖으로 돌아가 있으면

나 상태에 따라 병명을 다르게 표현해 왔다. 그 증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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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돌연히 單眼, 兩眼에 나타나고 眼珠가 斜翻되어 白睛

05월 09일까지는 일반침과 전침을 이용하여 병행 치료

外向, 黑睛內向으로 혹은 向上, 向下로 偏斜되어 있으며

하였다.

8,9)

視一爲二하고 眩暈, 頭痛, 惡心, 嘔吐 등이 발생한다 .
마비성 사시의 치료는 원인질환을 규명하여 이를 치료

1) 일반 침치료

하는 것이 근본적이지만 원인 규명이 불가능할 때가 많

규격 0.20 × 0.30 mm 인 stainless steel 호침(동방침

고, 초기에 부신피질호르몬제와 비타민제 등을 투여하기도

구제작소, 한국)을 사용하여 일 2회의 침 치료를 매일 시

하며 발병 후 최소한 6개월, 경우에 따라 1∼2년 경과관찰

행하였다. 03월 04일부터 03월 22일까지는 일반침 치료

10,11)

을 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을 고려한다

.

를 시행하였고, 03월 23일 부터는 오전에는 일반 침치료,

전침요법은 1816년 Louis Berlioz가 신경통에 시술하였

오후에는 전침치료를 병행하였다. 일반 침치료의 경우 치

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대의 침구요법과 현대의 과학기술

료혈은 合谷 (LI-4)과 足三里 (ST-36), 攢竹 (BL-2), 睛明

의 결합에 의해서 발전된 치료방법으로, 최근에는 파형에

(BL-1), 承泣 (ST-1), 瞳子髎 (GB-1), 絲竹空 (TE-23), 太陽

12)

따라 통증질환이나 마비질환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
외안근 전침요법은 마비측 안근 주위에 전기자극을 가
13)

하는 치료방법으로 김

등이 성인의 특발성 마비성 사시

환자들의 증례에 처음 사용한 이래, Millef-Fisher 증후군
례, 소아의 특발성 마비 사시 환자에 대한 치료 증례 등
14)

(EX-HN5), 頭臨泣 (GB-15)을 선택하였다. 유침시간은 15
분이었으며 별도의 보사법은 시행하지 않았다.
2) 전침치료
0.20×0.30 mm 인 stainless steel 호침으로 자침한 후
전침 자극을 Pg-306 (Suzuki Iryoki, Japan)으로 시행하였

에 사용되었다 .
최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건설현장의 증가와 자동차

다. 시술자는 환자의 두부 우측방에서 환측인 오른쪽 마

사고의 증가로 인해 두부외상에 노출되는 환자의 수가 점

비근 외측 상안검과 하안검을 각각 관통하여 안와벽과 안

점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으로

구 사이로 마비된 외안근을 향하여 1.5∼2 cm정도 자침

발생한 제 3, 4, 6번 뇌신경마비의 빈도도 점점 높아질 것

하여 유지시키고 환자가 견딜수 있는 최대의 세기로 1∼

으로 예상되며 수술적 요법 외의 보존적 치료의 필요성

8 Hz 연속파를 매회 15분, 주 5회 시술하였다. 첫 시행은

15)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저자는 교통사고로

03월 23일부터 였으며, 03월 23일부터 04월 02일까지는

유발된 외전신경마비 환자에게 외안근 전침요법을 적용

5분, 04월 03일부터 04월 07일까지는 10분, 그 이후로는

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증례 보고하는 바이다.

15분의 전침 자극을 시행하였다(Fig. 1).
3) 물리치료 및 뜸치료

대상 및 방법»»»

일 1회 경항부위에 경근간섭파자극치료(ICT)를 시행하
였다.

1. 연구대상
2015년 01월 15일 발생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외전신경마비를 진
단받아 2015년 03월 02일부터 2015년 05월 09일까지 동
신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서 입원 치료 받은 54세 남
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치료방법
03월 04일부터 22일까지는 일반침을, 03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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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letro-acupuncture at oculomotor mus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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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병력

4) 한약치료
순기활혈탕(2015.03.04∼05.08,): 향부자 8 g, 오약 6 g,

만 54세 보통 체격의 무난한 성격의 남환이다. 상기 환

귤피 6 g, 반하(제) 4 g, 적복령 4 g, 창출 4 g, 당귀 4 g,
천궁 4 g, 적작약 4 g, 길경 4 g, 지각 4 g, 백지 3 g, 목
향 3 g, 감초 2 g, 생강 4 g.

자 2015년 01월 15일 여행 중 버스가 30 m 아래 계곡으
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이후 나타
난 오른쪽 눈의 사시 및 복시 호소하여, 02월 28일까지
타 병원 입원 치료 받아오다가 03월 02일 사시 및 복시

3. 치료결과의 평가기준

치료 원하여 동신한방병원에 입원 하였다.

1) 안구 외전 장애의 정도
16)

안구 외전 장애의 정도는 Scott and Kraft 가 기술한
대로 內眥에서 外眥까지를 10등분한 후 10분등한 중앙을
중심으로 하여 우측을 주시할 때 우측 안구가 외전되는

6. 초진소견
1) 사시 및 안구 운동

정도를 확인하였다. 0 (정상), −1 (정상의 75%), −2 (정

정면을 주시 할 때 오른쪽 안구의 내사시가 나타나며

상의 50%), −3 (정상의 25%), −4 (중간선을 넘지 못함)

오른쪽 안구의 외전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안구를 차폐

로 기록하였다.

하지 않으면 복시가 나타나 dizziness를 호소하였으며, 미

2) 복시가 발생하는 거리
복시는 수평자를 사용하여 복시가 발생하지 않는 미간
에서 사물과의 직선거리를 측정하여 cm로 표기하였다.

간에서부터 복시가 생기는 거리는 10 cm였다(Fig. 2).
2) 검사소견
입원 시 Vital sign 은 혈압 120/80 mmHg, 맥박 80회,
호흡수 20회, 체온 36.8oC로 정상이었다. 입원 당일 및
후일 실시한 임상검사 상 특이할 만한 소견 없었으며 입

증례»»»

원일 시행한 Chest X-ray 검사도 정상 소견이었다.

1. 환자
송○섭 / 남자 / 54세

2. 주소증
복시, 두통, 어지럼증.

3. 발병일
2015년 01월 15일. 버스 탑승 중 버스가 30 m 아래 계
곡으로 추락함.

4. 과거력
DM

Fig. 2. First medical examinatio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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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gress note of eye movement.

Fig. 5. Distance diplopia occurred.
Fig. 4. Progress note of Scott and Kraft eye abduction disability grade.

7. 치료경과
1) Scott and Kraft의 안구 외전 장애 정도
오른쪽 안구의 외전 장애 정도가 초진 시 −4에서
2015년 5월 8일 −1로 호전되었다(Fig. 3, 4).
2) 복시가 발생하는 거리

고찰»»»
사시는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좌우안의
시축이 동일점을 향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마비성 사시
와 비마비성 사시로 분류된다. 마비성사시는 마비 정도에
따라 완전마비(paralysis)와 불완전마비(paresis)로 나누며
원인으로는 외안근 자체의 병변과 신경마비등이 있다. 외
안근 자체의 병변에는 안와골절 등의 각종 외상과 반복된

미간에서부터 복시가 발생하는 거리가 일반침을 사용

근 수술에 의한 반흔의 형성에 의한 안구운동의 물리적

한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12 cm로 증가 되었다. 전

장애, 근육의 변성, 감염, 당뇨병, 외상 등에 의한 말초신

침을 사용한 3월 22일 부터 5월 8일까지 27 cm로 증가하

경병변과 뇌혈관의 순환장애, 뇌염 등에 의한 핵 및 핵상

였다(Fig. 5).

로의 병변 등이 있다1,10,11). 제 3, 4, 6번 뇌신경은 외안근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마비가 발
생하고, 마비에 따른 임상양상 또한 다양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국내외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제 3, 4, 6번 뇌신

114 J Korean Med Rehab 2015;25(3):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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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비에 대한 총괄적인 발생빈도를 보면 제 6번 뇌신경

절로 회복된 환자는 국내 연구에서 44.4%로 보고되고 있

(외전신경, abducens nerve)의 마비가 가장 많고 다음에

으며7), Youn and Younge5)의 연구에서는 39.5%로 보고

제 3번 뇌신경(동안신경, oculomotor nerve), 제 4번 뇌

되고 있다. 또 안운동 뇌신경마비 환자의 회복률을 조사

신경(활차신경 trochlear nerve) 순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한 연구에서 park et al20)은 초진 시 사시각이 클수록 회

는 외전신경이 제 4뇌실의 하방, 뇌교(pons)와 연수

복률이 낮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Holmes et al은 외

(medulla)가 만나는 부위의 내외측에 존재하는 신경핵에

상성 제 6번 뇌신경마비에서 초진 시 외전 장애가 심할수

서 나와 동측의 외직근에 이르기까지 주행경로가 길고 복

록 마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21). 최근 급격

잡하여 외상이나 두 개강 내의 출혈, 종양 등으로 다른

한 산업화로 인한 건설현장의 증가와 자동차 사고의 증가

10)

어떤 뇌신경보다 쉽게 손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로 인해 두부외상에 노출되는 환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보통 외상 후 안운동 뇌신경마비 환자들의 평균나이는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으로 발생한 제

비교적 젊은데, Dhaliwal et al은 31.4세, Park et al은

3, 4, 6번 뇌신경마비의 빈도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

36.3세, Lepore는 남자에서는 33.9세, 여자에서는 30.7세

되며 수술적 요법외의 보존적 치료의 필요성 또한 높아질

였다고 하였다. 두부외상의 원인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15) 한의학 치료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

포함한 교통사고, 폭행, 운동, 추락사고 등이 있는데17) 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중에서 교통사고가 71.8%로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18)

韓醫學에서도 사시의 원인, 유형, 특징, 정도와 치료 등
에 대하여 여러 서적에 기록되어져 왔는데,《靈樞ㆍ大惑

있다 .
제 6번 뇌신경(외전신경, abducens nerve)의 마비로

論》
에서 邪氣가 項中에 侵襲되고 乘虛하여 腦에 入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외직근의 마비로 인해 외전장애가

目系가 急引되어서 目眩睛斜되어 一物이 二物로 나타난

나타나며 길항근인 내직근의 작용으로 내사시가 나타난

다 하였으며,《諸病源候論ㆍ券二十八》
에서는 睛不正하면

다. 상하방향의 편위는 없고 외전이 제한되며 수평성의

偏視가 되는데 大小를 막론하고 생기며, 原因은 臟腑가

복시가 일어나고, 복시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안면은

虛弱할 경우에 風邪가 入하여 瞳子가 破風되어 發生된다

마비안의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마비안을 외전시키면 복

고 하였다10). 박 등의 문헌적 고찰9)에 의하면, 마비성 사

시가 현저해지고, 내전시키면 소실되거나 감소하게 된다.

시의 원인으로는 外傷으로 인한 氣血瘀滯, 風邪中絡, 風

외전신경마비 사시에 대한 서양의학적 치료는, 최소 6개

熱攻腦, 脾失健運, 聚濕生痰, 復感風邪, 風痰阻絡, 脾氣虛

월에서 9개월간 경과 관찰을 하며 주기적으로 마비의 회

弱, 約束無權 筋絡脆嫩, 陰虛陽亢而生風 및 肝風內動 등

복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회복 가능성을 확인 한다. 또한

이있다. 그리고, 그 治法은 發病의 緩急에 따라 急한 것을

복시를 줄이기 위해 프리즘 안경과 가림법 등을 일시적으

活血諸風, 祛痰鎭痙하고, 緩한 것은 養血舒筋祛風하며, 原

로 사용한다. 복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내사시

因에 따라 滋補肝腎, 淸熱解毒, 熄風安神, 祛風散邪, 益氣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에는 프리즘 안경을 연구적으로 사

養血, 燥濕化痰, 祛風通絡, 平肝熄風, 補裨益氣 하였다9).

용할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수술적 방법을 고려해야

順氣活血湯은 ＜晴崗醫鑑＞에 처음 수록된 처방으로

한다. 보툴리늄 독소(botulinum a toxin)를 길항근인 내

中風의 前兆證, 卒中證, 後遺症과 痺證, 神經痛, 血液循環

직근에 주사하여 연축을 방지하여 줄 수 도 있으나 이에

障碍, 氣鬱, 濕痰 등 모든 疼痛, 痲痹性질환에 우선적으로

효과가 없거나 정방안위에서 내사시가 있을 때는 수술을

이용되고 있는 처방이다. 홍22) 등은 최근 연구를 통해 뇌세

시행하게 된다. 수술적 방법은 비수술적 치료로 교정되지

포 사멸 및 뇌출혈, 뇌경색 등으로 인한 뇌손상 등에 의한

않은 사시나 비수술적 치료가 적용이 안되는 사시에 곧장

마비성 질환에 順氣活血湯의 억제효과를 보고 하였다22).

실시한다. 수술방법은 안근을 단축시켜 근의 견인력을 강

외전신경마비를 포함한 마비성 사시의 경우 Zhang 등23)

하게 하는 방법과 안근을 연장시켜 근육의 견인력을 약하

은 100명을 대상으로 睛明 (BL-1), 瞳子髎 (GB-1), 魚腰

19)

게 하는 방법이 있다 .

(EX-HN4) 등에 시행한 침치료군과 Methycobal과 vita-

외상 후 제 3, 4, 6번 뇌신경마비가 발생한 환자 전체

min B1군을 비교한 결과 외전근의 움직임에서 침치료군

39명에서 외상 발생시점에서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저

이 양약치료군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G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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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등 도 80명을 대상으로 침치료군, 침과 한약치료군, 양

의한, 각, 결막염, 뇌막염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환자를

약치료군을 비교한 연구를 통해 침와 한약치료군이 침치

진정시키고, 안와와 안구 사이로 안검을 관통하여 공막과

료군에 비해 26.7%에 비해 효과적이며, 침과 한약치료 군

안와벽 사이의 마비된 안구에 약 1.5∼2 cm정도 자침 하

이 양약치료군에 비해 26.7% 효과적이라는 연구를 발표

였다. 첫 시행은 03월 23일부터였으며, 03월 23일부터 04

하였다. 중국에서 시행하는 마비성 사시의 치료는 일반

월 02일까지는 5분, 04월 03일부터 04월 07일까지는 10

침치료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보

분, 그 이후로는 15분의 전침 자극을 시행하였다. 이는

고하고 있으나 전침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침으로 인한 안구

국내의 외안근 전침요법은 마비측 안근 주위에 전기자

주변 연부조직의 부종 및 동통 발생 등의 부작용을 방지

13)

하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증상 호전이 정체될 때마

극을 가하는 치료방법으로 김

등이 성인의 특발성 마비

성 사시 환자들의 증례에 처음 사용한 이래, Millef-Fisher
증후군례, 소아의 특발성 마비 사시 환자에 대한 치료 증
14)

례 등에 사용되었다 .

다 자극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
치료 결과 Scott and Kraft의 안구 외전 장애 정도가 −
1로 호전되었으며, 복시 발생거리가 27 cm로 증가되었다.

전침요법은 동양의학의 침 치료와 현대과학기술의 결

이번 증례를 통해 침, 전침, 한약 치료가 교통사고로

합에 의하여 발전된 침구 치료방법의 하나로 최근에 임상

유발된 외전신경마비로 인한 사시의 호전에 도움이 됨을

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전침요법은 자극요건에 따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초기 일반 침 치료에서 증상의 호

라 치료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

전이 더딜 경우 전침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치

으로 교류전류가 전침요법에 적합한 전류이며, 단속파 소

료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전침 자극 시간과 비례하여

밀파는 통증질환에 사용하고 연속파는 주로 마비질환에

효과가 더욱 증대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치료에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압은 침전극을 사용할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증례가 1례에 불

때 10 V 전후면 충분하고 과다한 전압은 삼가야 한다고

과한 것이 한계점이라고 사료되며, 전침 자극시간과 증상

하였으며, 최대전압이 40 V 이상인 경우 최대출력전류는

호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 mA 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치료시간은 10∼15분이 효
과적이라 하였다25).
본 환자는 2015년 01월 15일 여행 중 버스가 30 m 아
래 계곡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

결론»»»

는 외상성경막하출혈,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본 증례에서 교통사고로 유발된 외전신경마비로 인한

이후 나타난 오른쪽 눈의 사시 및 복시 호소하여 입원 치

사시 환자에게 전침 치료 및 한약치료 등의 한방치료를

료 받은 환자로 입원 당시 정면 주시 시 오른쪽 안구의

시행한 결과 안구외전 장애의 호전 및 복시발생 거리가

내사시가 나타나며, 오른쪽 안구의 외전이 되지 않는 상

증가되었다. 전침치료의 경우 전침 자극 시간과 증상의

태였다. 안구를 차폐하지 않으면 복시가 나타나 dizziness

호전되는 정도가 비례하는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다. 향

를 호소하였으며, 미간에서부터 복시가 생기는 거리는 10

후 전침자극 시간과 마비성 질환의 호전에 대한 추가적인

cm였다.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료 초기에는 한약치료, 물리치료 의외에 일반 침치료
를 하루 2번 15분 씩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호전 속도가
더디고 정체되어 전침치료를 추가하였다. 전침기는 일본
Suzuki Iryoki사의 PG-306제품을 사용하였다. 시술시 전
침의 조절은 1회 치료시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최대의 세
기로 1∼8 Hz대의 연속파를 환자의 신체 상태에 맞추어
15분을 사용하였다. 시술 전 검사를 시행한 후 외안근 자
침은 치료방법에 기록한 바와 같이 주변 조직의 손상에
116 J Korean Med Rehab 2015;25(3):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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