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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외상목동맥해면굴샛길의 색전술 후 지연 발생한 한 눈
가돌림신경마비와 호너증후군
Delayed Onset Abducens Nerve Palsy and Horner Syndrome after Treatment
of a Traumatic Carotid-cavernous Fistula
김원제⋅문철원⋅김명미
Won Jae Kim, MD, Cheol Won Moon, MD, Myung Mi Kim, MD, PhD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gu, Korea

Purpose: We report a patient with delayed-onset abducens nerve palsy and Horner syndrome after endovascular treatment of
traumatic carotid-cavernous fistula (CCF).
Case summary: A 68-year-female visited our ophthalmic department complaining of gradual-onset ptosis of the left eye and horizontal diplopia. She had undergone endovascular treatment to treat left-sided traumatic CCF after a car accident 10 years before; she had been told at that time that the treatment outcome was favorable. The left-sided ptosis gradually developed 6 years
after the procedure, accompanied by diplopia. The left eye exhibited miosis and the extent of anisocoria increased in dim light.
An extraocular examination revealed 30 prism diopters of left esotropia in the primary gaze and a -4 abduction limitation of the
left eye. CCF recurrence was suspected; however, magnetic resonance imaging with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of brain
did not support this. The esotropia did not improve during the 6-month follow-up and strabismus surgery was performed.
Conclusions: Delayed-onset abducens nerve palsy and Horner syndrome can develop even after successful endovascular
treatment of CCF. Strabismus surgery should be considered in patients whose diplopia does not spontaneously improve.
J Korean Ophthalmol Soc 2019;60(9):9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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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맥해면굴샛길(carotid-cavernous fistula)은 속목동맥

의 혈액순환 저하로 복시, 결막충혈, 눈알돌출(exophthalmos),

(internal carotid artery)이 해면정맥굴(cavernous sinus) 안

시력 저하 등의 눈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에서 파열되어, 높은 압력의 동맥피가 해면정맥굴 안으로 유
1

입되어 발생한다. 해면정맥굴 안의 압력 증가와 눈확 내부

1

2,3

혈관 내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드물게

목동맥해면굴샛길의 색전술 후 눈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다
4,5

시 뇌신경마비에 의한 복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자들은

외상목동맥해면굴샛길의 색전술 후 지연 발생한(de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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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et) 한 눈 가돌림신경마비(abducens nerve palsy)와 호너
증후군(Horner syndrome)을 경험하였고, 가돌림신경마비에
대한 수술 치료를 시행하여 좋은 경과를 확인하였기에 이
를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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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보고

에서 동공부등은 더 심해졌다(Fig. 1). 위눈꺼풀테와 각막반
사 사이의 거리(marginal reflex distance 1)는 우안 2.5 mm,

68세 여자가 서서히 심해진 좌안 눈꺼풀처짐(ptosis)과

좌안 -1.0 mm였고 눈꺼풀올림근 기능은 양안 모두 정상이

수평두눈복시로 왔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좌측 외상목동

었다. 좌측 얼굴의 땀없음증(anhidrosis)은 없었다. 눈알돌

맥해면굴샛길이 발생하여 타 의료기관에서 색전술을 시행

출도 없었다. 안구운동검사에서 정면 주시 시 30프리즘디

받으며, 시술의 결과는 좋았다고 했다. 시술 6년 뒤부터 서

옵터(prism diopters)의 내사시와 좌안 -4의 가쪽운동장애

서히 좌안 눈꺼풀처짐이 생겼다고 했으며, 이후 복시도 발

소견을 보였다(Fig. 2). 세극등현미경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생했다고 한다. 증상은 일중변화(diurnal variation)를 동반

없었다. 안압은 양안 10 mmHg/AT였고, 안저검사에서 특

하지 않았다. 이전에 당뇨, 고혈압, 종양, 자가면역질환 등

이 소견이 없었다. 목동맥해면굴샛길의 재발 가능성을 고

의 전신질환 또는 안과질환의 과거력은 없었다. 두통, 눈뒤

려하여 이전에 색전술을 시행한 타 의료기관의 신경외과에

통증, 귀울림(tinnitus)등의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지

의뢰를 하였고, 뇌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

않았다. 교정 시력은 양안 20/20이었다. 얼굴이상 감각이나

ing)과 자기공명혈관조영술(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통증은 없었다. 좌안의 눈꺼풀처짐과 함께 동공반응검사에

에서 재발을 의심할 소견은 없었다. 이후 6개월 동안의 경

서 좌안 동공이 우안보다 축동되어 있었는데, 어두운 조명

과 관찰에서 내사시의 변화는 없었고, 좌안의 안쪽곧은근

A

B

Figure 1. (A) and (B). Images of 68-year-old female who underwent endovascular treatment for left traumatic carotid-cavernous fistula 10 years ago. The patient demonstrated left-sided ptosis (A). The left eye showed miosis (B, arrow). The anisocoria increased
in dim light, suggesting the left Horner syndrome.

Figure 2. Images of the patient in nine diagnostic position of gaze. The patient showed 30 prism diopters left esotropia at primary
gaze and -4 abduction limitation of the left eye with p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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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m 후전술과 가쪽곧은근 5 mm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사를 시행할 수 있다.

수술 3개월 후, 안구운동검사에서 정면 주시 시 정위였으

동반하는 경우는 해면정맥굴 내의 해부학적 특징을 고려하

며, 좌안 -1의 가쪽운동장애 소견을 보였다. 환자의 복시 증

여 절후호너증후군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상도 호전되었다. 환자는 좌안 눈꺼풀처짐에 대한 추가 수
술적 치료도 시행받았다.

이 증례와 같이 가돌림신경마비를

이 증례는 시술 6년 후부터 눈꺼풀처짐과 내사시에 의한
복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색전술 후 가돌림신경마비의
발생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전 연구들에서 색전술

고

시 삽입된 코일의 직접적인 뇌신경 압박, 시술 시 스텐트에

찰

의한 뇌신경의 직접 손상, 영상검사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목동맥해면굴샛길의 혈관 내 치료술 후 지연 발생하는

경미한 목동맥해면굴샛길의 재발, 코일에서 혈전의 생성에
4,5,12

뇌신경마비는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국내에서 시술 후 지

의한 허혈과 염증의 발생 등이 제시되고 있다.

연 발생한 가돌림신경마비와 호너증후군의 보고는 이전에

이전 증례들에서 혈관 내 치료술 후 복시의 발생은 짧게는

4,5

하지만

가돌림신경은 뇌줄기(brain stem)에서 거미막밑

6개월에서 5년까지 다양한 발생 시기를 보여 각각의 증례

공간(subarachnoid space)으로 나와 해면정맥굴을 통과하여

마다 다른 원인에 의해 뇌신경마비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눈확(orbit)으로 들어간다. 뇌줄기에서 눈확으로 이어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4,5

없었다.

가돌림신경의 주행 경로 중 경색(infarction), 외상(trauma),

이전 증례들과 같이 본 증례에서도 내사시의 변화가 없

출혈(hemorrhage), 압박(compression), 염증(inflammation)

어서 사시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좋은 경과를 확인하였다.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해 가돌림신경마비가 발생할 수 있

목동맥해면굴샛길의 혈관 내 치료술 후 일시적인 복시의

다.1,6-8 이와 동반된 다른 신경 증상을 확인하여 병변의 위

발생과 자연 회복도 기대할 수 있으나, 지연 발생한 뇌신경

1

치와 원인을 예측할 수 있다.

마비가 경과 관찰에서 변화가 없다면 사시에 대한 적극적

이 증례는 가돌림신경마비와 같은 쪽의 호너증후군을 보
였으며, 이러한 경우 해면정맥굴의 병변을 예상할 수 있
1,9

다.

인 수술 치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상목동맥해면굴샛길의 색전술 후 지연 발

해면정맥굴은 다양한 크기의 정맥이 분할과 융합된

생한 가돌림신경마비와 호너증후군을 경험하였고, 가돌림

얼기(plexus) 공간 내에 속목동맥, 눈돌림신경(oculomotor

신경마비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 좋은 경과를 확

nerve), 도르래신경(trochlear nerve), 가돌림신경, 교감신경

인하였다. 목동맥해면굴샛길의 혈관 내 치료 후 지연 발생

(sympathetic carotid plexus), 삼차신경(trigeminal nerve) 등

하는 뇌신경마비는 드물지만 자연 회복을 보이지 않는다면

1,10

이 밀집하여 있는 해부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사시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해면정맥굴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목동맥해면굴샛길
의 대표적인 증상인 복시, 결막충혈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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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외상목동맥해면굴샛길의 색전술 후 지연 발생한 한 눈
가돌림신경마비와 호너증후군
목적: 외상목동맥해면굴샛길(traumatic carotid cavernous fistula)의 색전술 후 지연 발생한 가돌림신경마비(abducens nerve palsy)
와 호너증후군(Horner syndrome)을 보고한다.
증례요약: 68세 여자가 서서히 심해진 좌안 눈꺼풀처짐과 수평두눈복시로 왔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좌측 외상목동맥해면굴샛길이
발생하여 색전술을 시행받았으며, 치료 결과는 좋았다고 했다. 시술 6년 뒤부터 서서히 좌안 눈꺼풀처짐이 생겼으며, 이후 복시도
발생했다고 한다. 좌안은 눈꺼풀처짐과 함께 동공이 축동되었으며, 어두운 조명에서 동공부등은 더 심해졌다. 안구운동검사에서 정면
주시 시 30프리즘디옵터의 내사시와 좌안 -4의 가쪽운동장애 소견을 보였다. 뇌 자기공명영상과 자기공명혈관조영술에서 목동맥해
면굴샛길의 재발을 의심할 소견은 없었다. 6개월 동안의 경과 관찰에서 내사시의 변화는 없었다. 사시수술을 시행하였고, 복시는 호전
되었다.
결론: 목동맥해면굴샛길의 색전술 후 한눈 가돌림신경마비와 호너증후군이 지연 발생할 수 있다. 지연 발생한 뇌신경마비가 자연 호
전을 보이지 않으면, 적극적인 사시수술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한안과학회지 2019;60(9):9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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