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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gaze palsy is usually associated with lesions of the rostral midbrain and
thalamo-mesencephalic junction. The rostral interstitial nucleus of the medial
longitudinal fasciculus (riMLF), the interstitial nucleus of Cajal, and the posterior
commissure located in the midbrain are the critical area in supranuclear control
of vertical eye movements. We describe a case of vertical one-and-a-half syndrome accompanying contralateral abduction and incomplete depression palsy due
to thalamo-mesencephalic infarction. These vertical eye movement abnormalities
are presumed to be caused by damage to the ipsilateral riMLF, interstitial nucleus
of Cajal, and oculomotor fasc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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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쪽 눈의 상향주시마비와 한쪽 눈의 하향주시마비로 한쪽
눈의 하전만 가능하거나, 양쪽 눈의 하향주시마비와 한쪽

수직 안구운동의 신경조절은 중뇌와 시상-중뇌 접합부

눈의 상향주시마비로 한쪽 눈의 상전만 가능한 경우를 수

(thalamo-mesencephalic junction)에 있는 안쪽세로다발의 입

직하나반증후군(vertical one-and-a-half syndrome)이라고 한

쪽사이질핵(rostral interstitial nucleus of medial longitudinal

다[3]. 중뇌나 시상-중뇌접합부 병변에 의해 수직하나반증

fasciculus, riMLF)과 Cajal 사이질핵(interstitial nucleus of

후군이 발생한 보고들이 드물게 있고, 편측 또는 양측 가성

Cajal), 뒤맞교차(posterior commissure)가 관장하는데, 손상

외전신경마비를 동반한 예도 있다[3-7]. 그러나 수직하나

되면 다양한 수직 안구운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1,2]. 양

반증후군과 편측 가성외전마비에 병변 반대쪽 불완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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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마비를 동반한 예는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문헌 고찰과
함께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내원 당일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중뇌와 시
상-중뇌 접합부, 안쪽 시상에 급성 뇌경색 병변이 확인되었
다(Fig. 2). 항응고제로 급성기 치료를 하였으며, 안구운동

증

례

장애는 호전되지 않았다. 3개월 후 양안 상향주시마비는
호전이 없었으나 양안 하향주시와 좌안 내전은 부분적으

79세 남자가 갑자기 발생한 어지럼, 구음장애, 복시로 내
원하였다.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15년째 치료 중이었고, 우

로 가능하였다. 우안 외전마비와 좌안 눈꺼풀처짐은 완전
히 회복되었다.

측 소뇌경색증으로 5년 전부터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었다.
하루 반 갑씩 약 60년의 흡연력이 있었고, 5년 전부터 금주

고

찰

하였다. 가족력에서 특이 사항은 없었다. 내원 시 혈압
170/100 mm Hg, 심박수 98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37°C

본 증례는 좌측 중뇌와 중뇌-시상 접합부, 안쪽 시상의

였다. 신체진찰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다. 신경학적 검사에

뇌경색증에 의해 발생한 양안 상향 주시마비와 좌안 하향

서 의식은 명료하였고 구음장애가 있었다. 동공의 크기는

주시마비의 수직하나반증후군이다. 특히 수직하나반증후

우측 2.5 mm, 좌측 3.5 mm였고, 좌안의 눈꺼풀처짐 및 대

군 외에 좌안 내전마비와 우안의 불완전한 외전 및 하전마

광반사 감소가 있었다. 시력과 시야는 정상이었다. 일자정

비가 동반되었다.

위치에서 좌안의 상사시가 있었고 우측으로 머리 기울임

안구운동은 전두엽 눈영역(frontal eye field)을 비롯한 대

이 있었으나, 자발 안진은 없었다. 수직 안구운동에서 양안

뇌의 여러 부위에서 나오는 신경들과 이들의 하행경로, 기

의 상향주시마비와 좌안의 하전마비, 우안의 불완전 하전

저핵, 시상, 소뇌, 여러 뇌신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마비가 있었다. 수평 안구운동에서 좌측 주시는 정상이었

일어난다[2,8]. 중뇌에는 안구의 수직 및 회선운동을 담당

으나, 우측 주시에서 좌안의 내전장애와 우안의 불완전 외

하는 눈돌림신경핵과 도르래신경핵이 위치하며, 이들의

전장애가 있었다(Fig. 1). 수평 전정안구반사는 정상이었다.

핵상 조절에 관여하는 riMLF와 Cajal 사이질핵이 중뇌-사

수직 전정안구반사는 없었고, 눈모음(convergence) 장애가

이뇌 접합부에 있기 때문에 중뇌는 수직 안구운동 조절에

있었다. 다른 뇌신경장애는 없었다. 사지의 운동과 감각기

가장 중요한 부위이다[1,2,8,9]. 눈돌림신경핵은 위둔덕

능, 소뇌기능 검사는 정상이었다. 심부건반사는 정상이었

(superior colliculus) 높이에서 중뇌의 안쪽에 위치하는데,

고 병적반사는 없었다. 심전도에서 심방세동이 있었다.

네 개의 외안근(상직근, 하직근, 내직근, 하사근)과 눈꺼풀

Fig. 1. Ocular movements of the patient. In the primary position (A), ptosis of the left eye is observed. Attempted upward gaze (B)
is completely restricted in both eyes. On attempted downward gaze (C), right eye is partially depressed, but left eye is completely
paralyzed. During horizontal movement, leftward gaze (D) is normal, but on attempted rightward gaze (E), adduction palsy of the
left eye and incomplete abduction palsy of the right eye is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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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the patient. Diffusion-weighted (A) and fluid-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B) images
show high signal intensities in the left paramedian rostral midbrain, thalamo-mesencephalic junction, and medial thalamus (white arrows).

올림근, 동공수축근을 담당하는 아핵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같은쪽 하직근 눈돌림신경 아핵과 도르래신경핵으로

[2,10]. 상직근 아핵은 반대쪽으로, 하직근과 내직근, 하사

만 가기 때문에 편측성 지배를 받는다[9]. 본 증례에서 양

근 아핵들은 같은 쪽으로 투사하는데, 상직근 아핵은 반대

안 상향주시마비는 좌측 눈돌림신경핵 병변으로 인한 양

쪽 상직근 아핵으로부터 나온 신경로가 관통해 지나가기

측 상직근마비로 발생할 수 있으나 눈꺼풀처짐과 동공확

때문에 편측 병변으로 양안 상향주시마비가 발생할 수 있

대가 편측에만 나타났기 때문에 눈돌림신경핵의 병변으로

다[10]. 눈꺼풀올림근과 동공수축에 관여하는 신경은 양측

는 설명할 수 없다. 좌측 중뇌에서 시상에 이르는 뇌경색증

성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눈돌림신경핵의 편측 병변으로도

으로 riMLF가 손상되어 발생한 수직하나반증후군이 양안

양측성 장애가 나타난다[10]. 도르래신경핵은 눈돌림신경

상전마비와 좌측 하전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여겨진다.

핵의 꼬리쪽, 아래둔덕(inferior colliculus) 높이에 있으며 뒤

좌안 내전마비는 좌측 눈돌림신경의 내직근 아핵이나

맞교차를 통해 교차하여 반대쪽 상사근 운동에 관여한다

신경다발(fasciculus)의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데, 본 증례는

[2,9]. riMLF는 중뇌 덮개에서 적색핵의 등안쪽 가장자리에

앞서 언급한 눈꺼풀처짐과 동공확대가 좌측에만 있어 눈

위치하며 수직 및 회선 안구운동에서 신속보기를 관장한

돌림신경아핵의 핵성병변보다는 핵하병변인 신경다발의

다[2,8]. Cajal 사이질핵은 수직 및 회선 안구운동의 신경적

손상을 더 시사한다[10].

분체 기능을 하여 주시고정과 부드런따라보기에 관여한다

외전장애가 교뇌나 외전신경의 병변 없이 발생하는 것

[2,8]. 상향주시의 핵상 신경지배는 riMLF로부터의 원심신

을 거짓외전신경마비라고 한다[11]. 거짓외전신경마비는

경섬유가 양측 상향주시근(상직근, 하사근)의 눈돌림신경

핵상 수직주시마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수평전정안

아핵으로 투사하기 때문에 양측성 지배인데 반해, 하향주

구반사가 정상인 점으로 진성 외전신경마비와 감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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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증례는 수평전정안구반사가 정상이었고 뇌영상

의해 편측 riMLF, Cajal 사이질핵, 눈돌림신경 다발이 손상

에서 교뇌병변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외전신경마비에 합당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직 하나반증후군은 드문

하였다. 상향 주시마비와 동반한 거짓외전신경마비의 기

신경안과적 이상이며 침범된 중뇌 부위에 따라 여러 다른

전으로 여겨지는 몇 가지 가설들이 있다[4]. 첫 번째는 전

안구운동 이상을 동반할 수 있다. 병변의 국소화를 위해서

두엽 눈영역과 교뇌를 연결하는 수평주시 신경회로가

는 정확한 신경해부학적 지식과 세심한 신경학적 검사가

riMLF와 Cajal 사이질핵 근처를 통과하여 외전신경으로 연

필요할 것이다.

결되는데 이 경로가 침범되어 거짓외전신경마비가 나타날
수 있다[12]. 두 번째는 수평주시에 관여하는 눈돌림신경핵

중심 단어: 주시마비, 중뇌, 뇌경색증

의 같은쪽 내직근 아핵과 반대쪽 외전신경핵을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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