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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경사대 척삭종에 의한 작은 각의 한눈 가돌림신경마비
The Unilateral Abducens Nerve Palsy with Small Esotropia Caused by Clival
Chord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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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report a unilateral abducens nerve palsy caused by clival chordoma presenting with small angle of esotropia.
Case summary: A 66-year-old male visited our clinic with a complain of suddenly developed horizontal diplopia for 4 days. He did
not report the presence of any other systemic disease. The visual acuity was 20/40 in both eyes. There was no proptosis and abnormal lid problem in either eye. The pupils showed normal response to both light and near stimulation. Extraocular examination
revealed 6 prism diopters (PD) esotropia at primary gaze without definitive abduction limitation. The esotropia increased to
12 PD at the right gaze and orthotropia at the left gaze. There were no other systemic neurologic or ocular symptoms. The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revealed the mass arising from the clivus compressing the pontine area and the right abducens
nerve. He was consulted to neurosurgery department for surgical treatment of mass. The removal of tumor using endoscopic endonasal transclival approach was performed. The pathologic report confirmed the chordoma. At 1 month after the surgery, there
was no diplopia. He showed orthotropia at primary and both lateral gaze.
Conclusions: The small angle of esotropia can be only presenting sign of abducens nerve palsy caused by clival chordoma. The
strabismus and diplopia can be improved with surgic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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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돌림신경(abducens nerve)은 다리뇌(pons)와 숨뇌(medulla

팽하게 위치하며, 이러한 해부적 특징으로 뒤 뇌오목

oblongata) 사이에서 거미막밑공간(subarachnoid space)으

(posterior cranial fossa)의 외상, 수술, 종양 등의 병변에 의

로 나와, 경사대(clivus) 위를 거의 수직으로 주행하여 해면

해서 신경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1,2

정맥굴로 들어가게 된다.

경사대 위에서 가돌림신경은 팽

1-4

가돌림신경마비는 동반

된 다른 눈 또는 전신 신경 증상을 확인하여, 병변의 위치
와 원인을 예측할 수 있다.1,2 하지만, 드물게 기질적 원인에
의한 가돌림신경마비가 다른 신경 증상을 동반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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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다. 저자들은 다른 눈 또는 전신 신경 증상을
동반하지 않고, 작은 각의 내사시를 보인 단안 가돌림신경
마비 환자에서 경사대 척삭종을 확인하였고, 이의 수술적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어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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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전에 복시와 사시의 안과 과거력은 없었다. 당뇨, 고혈압,

례

종양, 자가면역질환 등의 전신 또는 안과질환의 과거력은
66세 남자가 4일 전 갑자기 발생한 수평두눈복시로 왔다.

없었다. 눈운동시 통증은 없었고, 관자 부위 등의 두통, 전

증상은 일중변화(diurnal variation)를 동반하지 않았다. 이

신쇠약, 발열, 귀울림(tinnitus), 턱관절통증 및 절뚝거림

Figure 1. Im ages of 66-year-old m ale w ho suddenly developed horizontal diplopia for 4 days. Extraocular exam ination revealed
6 prism diopters (PD) esotropia at primary gaze without definitive abduction limitation. The esotropia increased to 12 PD at the right
gaze and orthotropia at the left g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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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C) M agnetic resonance (M R) image. Preoperative M R imaging showed a 20 × 18 mm sized mass in the clivus with
low-signal intensity at T1-weighted M R image (A) and high signal intensity at T2-weighed M R image (B). Axial T1-weighted gadolinium-enhanced M R image demonstrated a heterogenous enhancement with a honeycomb appearance within the tumor (C). (D-F)
Three-dimensional fast imaging with steady-state acquisition (3D FIESTA) M R images showing the relationship of the right 6th cranial nerve and the tumor. A serial 3D FIESTA M R images showed the 6th cranial nerve displacement by the tumor (yellow ar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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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dication) 등의 다른 전신 또는 국소 신경 증상은 없었

운동검사에서 정위를 보였다. 수술 후 6개월에 시행한

다. 교정 시력은 양안 20/40이었다. 얼굴이상감각이나 통증은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에서 종양의 재발이나

없었다. 안검과 동공반응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다. 안

기타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구운동검사에서 정면 주시시 6프리즘디옵터(prism diopters,
PD)의 내사시를 보였다. 내사시는 우측 주시에서 12 PD로

고

찰

증가하였고, 좌측 주시에서는 정위를 보였고 명확한 가쪽
운동장애는 없었다(Fig. 1). 세극등현미경검사에서 특이 소

이 증례에서 다른 눈 또는 전신 신경 증상 없이 작은 각

견은 없었다. 안저검사에서 특이 회선 소견이나 시신경유

의 내사시를 보인 환자에서 뇌영상검사를 통해 경사대 척

두부종 소견은 없었다. 복시의 원인 감별을 위해서 갑상선

삭종을 진단하였고, 수술을 통해 사시와 복시의 빠른 회복

호르몬수치와 항아세틸콜린수용체항체(anti-acetylcholine

을 확인하였다. 척삭종은 척삭(notochord)의 배아 잔류물에

receptor antibody)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모두

서 기원한 드문 국소 골 종양이며 주로 엉치뼈(sacrum), 목

정상 범위를 보였다. 뇌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등뼈(cervical vertebra), 경사대에서 발생한다.5 서서히 자라

imaging)과 자기공명혈관조영술(magnetic resonance angiog-

지만, 국소적으로 침범하는 특성으로 낮은 또는 중등도의

raphy)에 우측 다리뇌 및 가돌림신경을 압박하는 경사대 종

악성으로 분류되며 전이는 드물다. 경사대 척사종은 경막

양을 확인하였다(Fig. 2). 종양의 치료를 위해 환자를 신경

외(extradural) 뼈에서 주로 기원하며, 눈운동과 관련하여

외과에 의뢰하였다. 종양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

가돌림신경마비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다.5,6 척삭종의

고, 조직검사에서 척삭종을 확인하였다(Fig. 3). 수술적 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전신 또는 국소 신경 증상이 생길 수

료 후 환자는 특별한 신경학적 이상 징후가 없어 퇴원하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 증례와 같이 다른 신경 증상을

고 전반적 경과는 양호하였다. 수술 후 1개월째 수술 부위

동반하지 않고 작은 각의 내사시만 보인 단안 가돌림신경

에 대해 방사선 치료를 시행받았으며 총 방사선량은 70 Gy

마비에서 경사대 척삭종이 진단되었던 경우는 없었다.

를 조사받았다. 수술 후 1달 뒤 환자는 복시는 없었고, 안구

가돌림신경의 뇌줄기에서 눈확으로 이어지는 주행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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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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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Histopathologic findings. (A) The tumor shows lobular growth pattern separated by fibrous tissue. (B) The tumor cells are
arranged in cords in the myxoid stroma. Intracytoplasmic vacuoles are present. (C) The tumor cells are positive for cytokeratin
(AE1/AE3). (D) The tumor cells are positive for S100 protein (hematoxyline-eosin stain, original magnifications × 40 [A] and × 200
[B]; immunostain, original magnifications × 200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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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경색(infarction), 외상(trauma), 출혈(hemorrhage), 압박

경사대 척삭종은 치료로 외과적 제거를 하게 되고, 근래

(compression), 염증(inflammation)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해

의 내시경수술(endoscopic surgery) 기술의 발달로 이전보

1

가돌림신경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가돌림신경은 뇌줄기

다 치료의 접근 범위가 넓어졌다. 완전 절제 후에도 재발의

내에서는 얼굴신경(facial nerve)의 신경다발(fascicle)과 인

가능성이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며 지속적인 경과

접하고, 거미막밑공간에서는 경사대 위를 거의 수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5

1,2

해면정맥굴(cavernous sinus)을 통과할 때는 다

결론적으로, 전신 신경 증상 없이 작은 각의 내사시만을

른 뇌신경과 달리 속목동맥(internal carotid artery) 가까이

보인 한눈 가돌림신경마비 환자에서 빠른 뇌영상검사를 통

이동한다.

7

위치하고 뇌막 가쪽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 이런 다양한

해 경사대 척삭종을 진단하였고,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해부 특징으로 가돌림신경마비 환자에서 동반된 눈 또는

통하여 좋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허혈 이외의 원인이 의심

전신 신경 증상의 확인은 병변의 발생 부위를 예측하는 데

되는 경우는 가돌림신경마비의 정확한 감별진단을 위해 적

1

중요하다. 이 환자에서는 뇌영상에서와 같이 우측 가돌림

극적인 뇌영상검사의 시행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신경이 거미막밑공간에서 경사대 척삭종에 의해 압박 받았
고, 다리뇌는 압박 받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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