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외과계 건강사정❞



Ⅵ. 신경외과계 건강 사정

   (1) 의식의 수준-GCS(Glsgow coma scale)

       GCS(Glsgow coma scale)

 

관찰 반응 반응 점수

Eye 

opening

자발적으로 눈을 뜬다.

불러서 눈을 뜬다.

통증자극에 의해서 눈을 뜬다.

전혀 눈을 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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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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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al 

response

지남력이 있음.

혼돈된 회화.

혼란된 말.(단어)

이해 불명의 음성.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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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response

명령에 따른다.

동통에 국재성 반응이 있다. 

자극에 움츠린다.

이상 굴절 반응.

이상 신전 반응.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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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남력-Orientation(Time/ Person/Place)

   (3) 기억력-Memory(remote/recent/immediate)

   (4) 언어능력-Aphasia(Broca`s/Wernicke`s/conduction/global)

   (5) 실행증-Apraxia

   (6) 실인증-Agnosia

   (7) 고차원적 인식기능-요약정리기능, 계산력 등

  (1) 제1 뇌신경 : 후각신경(Olfactory)

   ① 정상소견

     검사를 매번 수행할 필요는 없다. 두부외상으로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인 사람, 그리고 뇌내 손상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수행한다. 

     첫 번째로, 한번에 한쪽식 비강을 막고 코를 킁킁 거려 비강이 개방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그다음은 상자의 눈을 감게하고, 한쪽비강을 막은 후 방향성 물질을 이용하

     여 냄새맡는 기능을 사정한다. 이때 상자에게 친숙하고 구하기 쉬우며, 독성이나 악



     취가 없는 물질을 이용한다. 주로 커피, 치약, 오렌지, 바닐라, 비누 등을 이용한다. 

     정상적으로 사람들은 비강의 양쪽에서 냄새를 파악한다. 후각은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

     어감에 따라 감소한다. 양쪽비강의 후각기능이 비 칭 인것은 중요한 발견이다.

   ② 비정상 소견 

     상기도감염이나 부비동염으로 공기가 비강을 통과 하지못할 때 후각을 검사하지 못한다.

   ③ 후각상실증(Anosmia) : 흡연, 알레르기성비염, 코카인 사용으로 인하여 양쪽의 냄새 

     맡는 기능이 감소 또는 소실되어 비강질환 없이 한족의 후각상실이 있는 것은 신경성 

     후각상실증이다.

 ❑기능

   · 냄새

 ❑검사방법

   · 흔한 무자극성 물질 

   (커피, 담배, 비누)의 냄새를 맡게 한다.

  (2) 제2 뇌신경 : 시신경(Optic)

   ① 정상소견 

    시력을 검진하고 면법에 의하여 시야를 검진한다. 검안경을 이용하여 안저부를 검진

    하여 시신경유두(Optic disc)의 색깔, 크기, 형태를 확인한다.

   ② 비정상 소견 : 시야결손, 증가된 두개내압, 안구위축으로 인한 유두부종

    ❑기능 시각

    ❑검사방법 : 시력검사. 시야검사, 면검사이용, 안저검, 동공검사

  (3) 제3 뇌신경 : 동안신경(Oculomotor)  

  (4) 제4 뇌신경 : 활차신경(Trochlear)



  (5) 제6 뇌신경 : 외안신경(Abducens)

   ① 정상소견 

   동공의 크기, 일정함, 동등성, 직·간접 광반사, 

  조정을 확인한다. 안구의 주요응시방향의 운동이 

  가능한가를 통하여 외안근의 운동을 사정한다.

  안구진탕은 아래위로 안구가 진동하는 것이다. 

  뒤쪽 안구진탕 또는 극단적인 앞면을 응시하는 

  상태에서 수평적인 안구진탕은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안구진탕을 주의 깊게 사정

  한다.

      ☑ 한쪽 또는 양쪽 눈의 안구진탕의 존재

      ☑ 흔들리는 운동(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동등하게 움직이는 진동), 또는 경련성반사

         (한쪽으로 빠르게 그리고 다른 쪽으로 느리게), 빠른 쪽의 방향에서 경련성 반사

         안구진탕을 분류한다.

      ☑ 진동의 폭을 사정한다. 운동의정도가 미세한지 중간정도인지 또는 거친지 조잡한

         지를 판단한다.

      ☑ 빈도, 일정한가? 또는 몇 번 흔들리고 난 후 약해지는가?

      ☑ 운동의 범위 : 수평, 수직, 원, 또는 혼합인가?

    ② 비정상 소견

     안검하수는 근무력증, 제3뇌신경의 장애, 또는 호너증후군(Horner's syndrome)에서 

    발생한다. 사시나 제한되는 안구움직임 안구진탕은 전정계, 소뇌 또는 뇌간질환에서 

    발생한다.

  (6) 제5 뇌신경: 삼차신경(Trigeminal)

   ① 정상의 운동기능

    상자가 이를 악물고 있을 때 측두 및 저작근을 촉진하여 저작과 관련된 근육을 사정

   한다. 근육이 양쪽에서 동등한 정도로 강력하게 느껴져야 한다. 

   다음 뺨을 압박하여 턱을 분리하려고 애써본다. 정상적으로 분리할 수 없어야한다.

    ② 비정상소견 

     한쪽 혹은 양쪽의 힘의 감소, 턱운동의 비 칭 이를 악무는 동작으로 발생되는 통증

    ③ 정상의 감각기능

     상자가 눈을 감고 있을때, 얼굴에 표시된 이마, 뺨, 턱 지점을 탈지솜으로 접촉함

    으로써 가벼운 촉각을 검진한다. 상자에게 “자, 접촉이 느껴질때, 지금이라고 말하세요.”

    라고 지시한다. 

    이방법의 검진은 신경의 세 가지 분지를 검사한다. 

    (ⅰ)안신경, (ⅱ)상악신경, (ⅲ)하악신경

         



   

    ④ 비정상소견 : 감소되거나 동등하지 않은 감각

   각막반사(corneal reflex). ( 상자가 비정상

  적인 안면감각이나 비정상적인 안면 움직임

  이 없다면, 이 검사는 생략한다.) 콘택트렌즈

  를 제거한다.

  상자로 하여금 위쪽을 보게하고 눈의 가장

  자리로부터 탈지솜으로 자극한다.

  (방어적인 깜빡임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그리고 결막은 제외하고 각막을 가볍게 접촉

  한다. 정상적으로 상자는 양쪽눈을깜빡일 

  것이다. 얇은 콘택트렌즈를 가진 상자는 

  각막반사가 감소되었거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5뇌신경에서 감각 구심성신경과 제7뇌신경에서 운동원심성신경을   

   검사한다. 제5뇌신경과 제7신경의 마비가 있을 때  깜빡이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7) 제7 뇌신경: 안면신경(Facial)

   ① 운동기능

     상자가 이러한 여구(웃거나, 찡그리거나, 눈을 꼭 감거나, 눈썹을 치켜 뜨거나, 치아

    를 보이거나, 뺨을 불룩하게 부풀림)에 반응을 보일때 움직임 안면의 칭을 관찰한다.

   ② 감각기능

    매번검진 할 필요는 없다. 검진자가 안면신경손상을 의심 할때에만 수행한다. 필요시, 

   검진자는 설탕, 소금 또는 레몬주스를 묻힌 면봉으로 혀를 자극한다. 상자에게 맛을 

   말하라고 한다.

    ③ 비정상소견

     비순의 주름이 소실됨, 안면의 한쪽이 쳐짐, 하안검의 늘어짐, 그리고 압박으로 인해 

    한쪽뺨의 공기만이 세어나감 등의 문제를 통하여 근육허약을 확인한다. 

    움직임의 소실과 비 칭은 양쪽중추신격계손상(두개골 손상또는 뇌졸중)과 말초신경계



    손상(벨마비, Bell's palsy)을 의미한다. 

   

     ❑기능

       · 얼굴의 표정근, 혀의 앞쪽2/3 맛감각, 귓바퀴와 외이도, 일반감각, 침샘조절      

     ❑검사방법

       · 얼굴표정 짓기 : 눈썹 올리기, 찡그리기, 눈 꼭감기, 바람불기 등

  (8) 제8 뇌신경 : 전정와우신경(Vestibulocochlear)

   ① 청각 및 균형의 기능을 검사한다.  

                

   ② 속삭이는 음성을 검사하고 음차를 이용하여 웨버(Werber)와 린네(Rinne)검사를 함으

    로써 정상적인 화를 들을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9) 제9 뇌신경 : 설인신경(Glossopharyneal)

   ① 목소리, 목젖의 위치검사, ‘아~’소리내기를 한다. 

   ② 구역검사( gag reflex )를 확인한다.                

  (10) 제10 뇌신경 : 미주신경(Vagus)

   ① 운동기능

     설압자를 이용하여 혀를 누른다. 그리고 상자에게 ‘아’ 소리를 내게 하거나 하품시켜 

    인두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구개수와 연구개가 중간 정도로 상승되고, 편도선의 구개궁

    이 중간정도로 움직여야 한다.



   ② 비정상소견

     연구개 움직임의 부재 또는 비 칭 구개수의 편위 편도선 움직임의 비 칭 설압자로 

    후인두벽을 자극하고 구개반사를 관찰한다. 이때 목소리가 부드럽고 긴장되지 않았는지 

    관찰한다. 성 장애로 인해 거칠고 귀에 거슬리는 음성이 들린다. 

   ③ 감각기능 : 제9뇌신경은 혀의 ⅓까지의 미각을 중재한다. 

     그러나 이 감각은 검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④ 비정상소견 : 자극감도감소-설인신경이상의심

           수축강도감소- 미주신경이상의심 

           완전소실- 두 신경이상의심

  (11) 제11 뇌신경 : 척수부신경(Accessory)

    흉쇄유돌근과 삼각근의 크기가 같은가를 검진한다. 상자에게 검진자가 뺨에 

   댄 손에 저항하여 힘차게 고개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저항하여 돌려보라고 한다. 

   그 다음은 상자에게 검진자의 손에 저항하여 어깨를 으쓱 올려보라고 한다. 이들 동작

   은 양쪽에서 칭적으로 동일한 힘이 느껴져야 한다. 

   ① 비정상소견 : 위축, 근육허약 또는 마비

  (12) 제12 뇌신경 : 설하신경(Hypoglossal)

    혀를 검진할 때 쇠약하거나 진전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상자가 혀를 내밀때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밀어 내도록 한다. 상자로 하여금 ‘나는 건강하다.’ 라고 말하게 

   하여 말소리가 분명한가를 관찰한다.



  ❑ 기능

    · 혀의 움직임

  ❑ 검사방법

    · 입을 벌리게 하고 혀를 관찰 

      위축, 주름, 연축 유무 확인

      혀를 앞으로 내밀게 하여 편위 되는지 

       관찰

  (1) 균형검사 : 걸음걸이 (gait)

    상자에게 10~20걸음을 걷게하고, 돌아서서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관찰

   한다. 상자에게 발뒤꿈치와 첫째발가락을 붙이면서 탠덤보행(tandem walking or heel

   -to-toe walking) 똑바로 걷도록 지시한다. 정상적으로는 똑바로 걸을 수 있고 균형감 

   있게 설 수 있으나 문제의 경우 신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보폭의 불안정으로 조정능력

   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2) Romberg test 

  상자에게 두다리로 양팔을 양쪽옆에 놓도록 지시

 한다. 일단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 상자에에 두 

 눈을 감은 자세로 20초 정도 유지 하도록 한다.

 정상적으로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자세를 안정감 있게 유지 할 수 있지만, 문제의 

 경우 유지하기가 어렵다. 

(3) 조정과 숙련된 움직임; 빠른 교  운동(Rapid Alternating Movements:RAM)

  상자에게 양쪽손을 무릎위에 올리고 두드리며, 다시 뒤집어서 손등으로 같은 무릎 

 위를 두드리도록 지시한다. 정상적으로는 빠른 리듬의 속도로 유지할 수 있으나, 

 문제의 경우 어렵다.   



  (4) 손가락-손가락 검사(finger-to-finger test) 

    상자로 하여금 눈을 뜨고 자신의 둘째 손가락으로 검진자의 손가락을 두드리게 한다. 

   문제의 경우 유연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한쪽으로 편위 된다. 

  (5) 손가락-코 검사(finger-to-nose test)

    상자로 하여금 눈을 뜨고 자신의 코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검진자의 손가락을 

   두드리게 한다. 문제의 경우 유연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한쪽으로 편위 된다. 

 

  (6) 발뒤꿈치-정강이 검사(heel-to-shin test)

    누워있는 상자에게 발뒤꿈치를 반 편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따라 무릎에서 발목

   까지 미끌어지듯이 움직이도록 지시함으로써 하지의 조정능력을 감시한다.      

   문제의 경우 발뒤꿈치로 정강이를 따라 똑바로 움직이지 못한다. 

❑ 
      ▪ Dysmetria

      ▪ Ataxia

      ▪ Tremor

      ▪ dysdiadochokinesia

 

   



  (1) 근력평가 : motor gravity

  ▪ Grade 0 : 전혀 근육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

  ▪ Grade 1 : 아주 미세한 움직임만 보이는 경우

  ▪ Grade 2 : 바닥에 고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Grade 3 : 바닥에서 공중으로 팔이나 다리를 들 

   수 있을 때(저항 없는 경우)

  ▪ Grade 4 : 약간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공중으로 중력을 이기면서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상태 

  ▪ Grade 5 : 정상근력







 (1) 1차성감각(말초감각)

  ① 표재성 감각 (촉각, 통각, 온도감각)  

  ② 심재성 감각 (위치, 진동감각)

 (2) 2차성감각 (감각 중추의 감각기능)

  ① 물체의 형태, 그림, 자극이  가해지는 두점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및 물건의 크기와 

   무게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뇌피질의 

   통합능력에 의존한다. 

 

  (1) 표재성반사

  ① 복부반사 

    상자로 하여금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T8-T10) 

   앙아위로 눕게 한 다음, 해머의 손잡이 끝이나 설압

   자의 끝을 이용하여 피부를 긁는다.

   복부의 측면에서 중앙선을 향하여 상부와 하부 복부

   로 이동하면서 자극한다. 정상적으로 복부근육이 수

   축되고 긁어준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을 볼 수 있다.

 

  ② 거고근 반사 : 남성의 경우, 해머나 설압자를 이용

   하여 (L1-L2) 허벅지 내측을 가볍게 긁으면, 정상적

  으로 고환이 상승한다. 

    ③ 족저 반사 : 약간 외측으로 회전하면서 퇴부위를 고정한다. (L4-S2) 해머나 설압자

      를 이용하여 발바닥 가장자리를 긁어주면, 정상적으로 발가락이 굴곡된다.           

                   



   ④ 심부건 반사 

     사지가 이완되고 근육이 부분적으로 신전되어 있을 때 

    정확한 반응을 검사 할 수 있다. 근육과 연결된 건에 

    반사를 자극한다. 

    해머를 느슨하게 잡고 사용한다. 손목을 이용하여 두드

    리는 방법을 이용한다. 정확한 부위에 설정하여 일회적

    으로 두드리고 재빨리 들어 올린다. 

    해머가 건 위에 머무르지 않도록 한다. 첫째 손가락과 

    같이 목표지점이 작을 때에는 반사해머의 뽀족한 끝을 

    허용한다.

   ❑ 반사반응

   

   4⁺ : 매우 강하고,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간 성이고, 질병을 의미

   3⁺ : 보통 상태보다는 강하고, 질병을 의미할 수 있음
   2⁺ : 평균, 정상임
   1⁺ : 감소되어 있음, 감소된 정상
   o  : 반응 없음       

   ⑤ 이두근건 반사 (C5-6)

     검진자가 상자의 전박을 지지한다. 

    이러한 자세는 상자의 팔을 부분적으로 굴곡되게

    하면서 이완시킨다. 검진장의 첫째손가락을 이두박

    근 위에 놓고 해머로 검진자의 손톱 위를 두드린다.

        



    ⑥ 삼두근건 반사 (C7-8)

      상자의 상박을 붙잡고‘마치 죽은 사람처럼’ 팔이 힘없이 떨어뜨리는 자세를 취하

     도록 시킨다. 팔꿈치 위에서 직접 삼두박근을 두드린다. 정상적인 반응은 전박을 신전

     하는 것이다.

  ⑦ 완요골근건 반사 (5-6)

    상자의 첫째손가락을 잡고 상박이 이완되도록 

   한다. 요골 돌기의 윗부분 2-3cm을 직접 두드려

   서 팔의 굴곡 및 회외 운동을 확인한다.

    ⑧ 사두근건 반사 (L2-4)

      무릎에서 굴곡이 되면서 다리가 자유롭게 흔들리게 앉도록 한다. 슬개골 아래에서 

     건을 직접 두드린다. 하지의 신전이 예상되는 반응이다.

   



   ⑨ 아킬레스건 반사 (L5-S2)

     상자는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둔부를 외측으로 회전한다. 발을 배굴 자세로 잡고 

    아킬레스건을 직접적으로 두드린다.    

 

  (2) 병리적반사

   ① 바빈스키 반사

     영.유아가 아닌 성인의 경우, 첫째 발가락이 배측 굴곡이 되고 나머지 발가락은 부챗

    살 모양으로 퍼지는 것을 양성이라 하며 비정상이다. 

    이러한 반응은 피질 척수로의 상부 신경원 질환에서 발생한다.

   ② 간 성 경련

    검진자가 한손으로 하지를 지지한다. 다른 한 손으로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하여 발을 

   몇번 올리고 내린 다음, 강력하게 발을 완전히 배측 굴곡 시킨 로 유지하여 배측굴곡과 

   복측굴곡 사이에 율동적인 진동이 있는가를 관찰한다. 간 성 경련은 반복적인 반사적 

   근육운동으로 간 성 경련을 동반한 과도한 반사는 상위 운동 신경원 질환에서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