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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례보고 =

위아래 덧눈꺼풀 교정술을 동시에 시행한 소아에서
수술 후 시력과 난시의 변화
현동원⋅전찬양⋅진선영⋅하명숙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목적: 위아래 덧눈꺼풀로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환아에서 위아래 덧눈꺼풀 교정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고 수술 전후의 시력과 각막난시
및 각막미란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07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위아래 덧눈꺼풀 교정술을 동시에 시행한 환아 총 20명 40안을 대상으로 각막미란의
범위를 분류하고 술 전 및 술 후 3달의 나안시력, 최대교정시력 및 난시와 각막미란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결과: 환아의 평균 나이는 7.4세였다. 3안을 제외한 모든 환아에서 술 후 각막미란이 grade 0로 감소하였다. logMAR 평균 나안시력은
술 전 0.44에서 술 후 3달에 0.25로, 평균 교정시력은 0.13에서 0.04로 호전되었다(p=0.02, 0.01). 평균 난시는 술 전 1.46 diopter (D)에서
술 후 1.19D로 의미 있는 감소를 보였다(p=0.03).
결론: 위아래 덧눈꺼풀 동시 교정술 후 나안시력 및 교정시력의 호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난시의 감소 및 각막미란의 호전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난시축은 수술 전 후 대부분 직난시였다.
<대한안과학회지 2011;52(3):272-276>

선천성 덧눈꺼풀은 동양인이나 인디언족 소아에서 흔한

움직임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눈꺼풀속말림에 의한 각막

안질환으로 눈꺼풀판앞 눈둘레근 및 피부의 과잉, 또는 위

손상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시력 변화가 아래눈꺼풀과 다를

혹은 아래눈꺼풀당김기의 피부밑 부착력 약화로 인하여 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저자들은 소아의 위아래 덧눈꺼

꺼풀당김기가 검판 위로 전위되고 형성된 피부주름에 의해

풀 동시 교정 수술 전과 후의 시력과 각막난시의 변화 및

눈썹이 내전되어 각막을 자극함으로써 각막 손상과 난시를

각막미란의 정도를 분석하여 교정술이 난시와 시력에 미치

1-5

유발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안면골이 성장하고 피부와 근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육이 신장됨에 따라 소실되지만 눈썹내전에 의하여 각막이

대상과 방법

손상되거나 지속적인 각막자극에 의한 눈비빔 증상을 호소
하거나, 각막 난시로 인하여 시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등

2007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단일 술자에 의해 위

에는 수술적 치료를 한다.
국내의 기존 보고들에서는 술 전, 술 후 시력과 단순 혹

아래 덧눈꺼풀 동시 교정술을 시행 받은 환아 20명 40안을

은 조절마비굴절검사, 각막곡률측정, 각막형태검사를 이용

대상으로 하였다. 눈꺼풀 수술의 기왕력이 있거나 첩모난생

하여 각막굴절력의 변화를 관찰한 바 있으나 대부분 아래

과 검판 자체가 내반된 안검내반 환자는 제외하였다. 술전

눈꺼풀에만 발생한 덧눈꺼풀의 교정술 전후의 결과만을 비

과 술후 3개월에 각각 나안시력, 최대교정시력 및 현성굴절

교하였으며, 위아래 눈꺼풀 모두에 발생한 덧눈꺼풀의 수술

검사를 통하여 난시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세극등 검사를

결과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6-8 위눈꺼풀은 아래눈꺼풀보다

시행하여 각막미란의 정도를 동공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는
데, 환자가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각막 미란이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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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grade 0, 각막 미란이 동공의 하방에 국한된 경우를
grade I, 동공을 부분적으로 침범한 경우를 grade II, 동공
전체를 침범한 경우를 grade III로 분류하였다. 난시축은

￭ 책 임 저 자: 하 명 숙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685
건양대학교병원 안과
Tel: 042-600-9258, Fax: 042-600-9176
E-mail: hmseye@hanmail.net

180 ± 20인 경우 직난시, 90 ± 20인 경우 도난시, 이외에
는 사난시로 분류하였다. 수술은 위눈꺼풀과 아래눈꺼풀 모
두에 발생한 덧눈꺼풀에 의하여 각막미란이 있으면서 이물

* 본 논문의 요지는 2009년 대한안과학회 제101회 학술대회에서 구연으로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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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눈깜박임 증가, 눈비빔, 눈물흘림 등의 자극 증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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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수술적 교정을 필요로 하는 환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1. Distribution of age in epiblepharon children

전신마취하에 아래눈꺼풀은 안검이 약간 외반되도록 검

Age (yr)
3-4
5-6
7-8
9-10
11Total

판 앞 피부 및 안윤근을 절제한 후 피부끼리 단순 봉합하였
다. 봉합사는 6-0 plain-gut를 사용하였다. 위눈꺼풀은 수
술 후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눈꺼풀주름의 높이를 따라 4곳
에 Gentian violet으로 표시한 뒤 11번 칼을 이용하여 표시
한 4 점 부위에 1-2 mm의 피부절개 후, 술후 조직의 유착

No. of children (%)
3 (15.0)
1 (5.0)
11 (55.0)
4 (20.0)
1 (5)
20 (100)

과 봉합사의 매몰이 잘 되고 봉합사에 의한 낭종이 생기지
16

않도록 하기 위해 절개창을 통하여 소량의 피하조직을 제

14

거하였다. 7-0 prolene을 내측에서 세번째 절개창을 통하

12

여 검판의 위쪽 경계의 약 1 mm 아래 지점에서 봉합사가
결막 바로 위의 검판을 통과하도록 하여 내측에서 두번째
절개창으로 빼내었다. 다시 내측에서 두번째 절개창을 통해

6

4

봉합사를 빼내고 forcep으로 피부를 살짝 누른 상태로 두

2

0

실을 정매듭으로 6회 정도 강하게 결찰한 후 forcep을 빼서
점과 외측 표시점에 대해서도 시행하였다. 봉합사는 제거하

PostOP 3
months

8

피하로 바늘을 위치시키며 내측에서 세 번째 절개창으로

매듭을 깊게 매몰시켰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내측 표시

PreOP

10

No. of
eyes (%)

<0.5

0.5 ≤ < 1.0 1.0 ≤ < 2.0 2.0 ≤ < 3.0

3.0 ≤

Diopter

Figure 1. Change of astigmatism between before and after operation at 3 months follow-up.

지 않았다.
수술 전후 각막 난시량 및 굴절력의 변화를 비교분석 시

Table 2. Distribution of the axis of astigmatism

paired t-test를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이 0.05 이하일 때 의
미 있는 것으로 하였다.

결

With-the-rule
Against-the rule
Oblique

과

대상환자 20명 40안의 평균 나이는 7.40 ± 2.01세였으

40

며 남녀비는 남:여=8:12였다(Table 1). 각막 미란은 grade

35

I 17안(42%), grade II 15안(38%), grade III 8안(20%)

30

Preop.
No. of eyes (%)
29 (72.5)
7 (17.5)
4 (10.0)

Postop. 3 months
No. of eyes (%)
28 (70.0)
10 (25)
2 (5)

PreOP
25

이었으며, 약시나 사시 환자는 없었다.
술 전 난시는 0.5D 미만이 11안(27.5%), 0.5D 이상 1.0D
미만이 12안(30%), 1.0D 이상 2.0D 미만이 10안(25%),

No. of
eyes (%)

PostOP 3
months

20

15

10

2.0D 이상의 난시는 7안(17.5%)이었으며(Fig. 1), 1D 이
5

상의 난시가 42.5%를 차지하였다. 난시축은 72.5%가 직난

0

시였고, 수술 후 난시의 분포는 0.5D 미만이 14안(35%),
0.5D 이상 1.0D 미만이 16안(40%), 1.0D 이상 2.0D 미만
이 7안(17.5%), 2.0D 이상의 난시는 3안(7.5%)이었다

grade 00
Grade

grade I
grade
grade IIIIII
Grade
GradeII II
Grade
grade
of corneal
erosion
Grade
of corneal
erosion

Figure 2. Change of corneal erosion between before and after
operation at 3 months follow-up.

(Fig. 1). 술 전 2.0D 이상의 난시가 술 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09). 난시

되었다(p=0.02, 0.01). 교정시력의 변화량은 2줄 이상 증

축은 수술 후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평균

가한 경우가 5안, 1줄 이상 증가한 경우가 18안, 술 전과 동

난시는 술 전 1.42 ± 0.21D에서 술 후 3개월에 1.19 ± 0.78D

일한 경우가 16안, 술전보다 감소한 경우가 1안으로 교정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3) (Fig. 1).

시력이 증가한 경우가 더 많았다. 모든 환자에서 각막미란

logMAR로 환산한 술 전 평균 나안시력은 0.44 ± 0.05에

은 호전양상을 보였는데(Fig. 2), 술 전에는 모든 환아에서

서 술 후 0.25 ± 0.04로, 술 전 최대 교정시력은 0.13 ±

각막 미란 소견을 보였으나, 술 후에는 37안(92.5%)이

0.03에서 술 후 0.04 ± 0.01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개선

grade 0로 관찰되었고, grade I은 술 전 17안에서 술 후 3안

www.ophthalmolog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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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소하였으며, grade II, III는 술 후 관찰되지 않았다.

18
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Park et al 은 2세부터 11

세까지의 환아들이 포함된 연구에서 아래 덧눈꺼풀 교정술

고

찰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난시의 감소를 관찰할 수 없었지
만, 5-7세 환아들이 포함된 군은 수술 후 통계적으로 유의

덧눈꺼풀의 원인으로는 아래눈꺼풀당김기와 피부의 부

한 난시의 감소를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Kim et al19은 2D

적절한 유착 또는 안검연에 너무 가까운 부착, 안검연에 인

이상의 난시를 가진 아래 덧눈꺼풀 환아들이 덧눈꺼풀이

9,10

덧눈

없는 환아들과 비교하여 덧눈꺼풀 교정술 이후 통계적으로

꺼풀은 눈꺼풀당김기가 검판 위로 전위되어 형성된 피부주

유의한 난시의 감소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전의 연구들

름에 의해 눈썹이 내전되어 각막을 자극함으로써 각막 손

은 아래 덧눈꺼풀 교정수술 전후의 결과를 주로 비교하였다.

상과 난시를 유발할 수 있고, 자극감과 깜빡임을 보이기 때

덧눈꺼풀 환아는 각막자극증상으로 인한 반복적인 눈 찌

문에 알레르기 결막염과 혼동되기도 한다. 증상이 없는 경

푸림에 관계된 안검장력이 증가되어 있거나 비정상적인 수

우가 대부분이지만, 눈썹이 각막에 닿아 각막 손상 및 자극

평 피부주름이 원인이 되어 정상 소아에 비해 대부분 큰 난

을 일으킬 수 있다. 감별 질환으로는 선천성 안검내반이 있

시를 갖고 있고, 각막에 닿는 속눈썹의 개수가 많거나 각막

다. 미간이 넓고 코가 낮은 동양인의 유아기와 소아기에 흔

손상이 심할수록 난시의 크기가 증가한다고 보고 하였

하게 관찰되며, 대부분 양측성이고 성비에 따른 차이는 없

다.2,7,20 이 보고들에 의하면 아래눈꺼풀에 비하여 상대적으

다.1,11,12 일반적으로 안면골과 피부 및 근육이 성장하면서

로 동작이 큰 위눈꺼풀의 각막 찰과가 각막을 손상시키고

1

빈도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Noda et al

자극하여 환자의 눈찌푸림과 난시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의 보고에 의하면 1세에 24%에서 5-6세경에 7%, 13-18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위아래 눈꺼풀 모두에 발생한

세에는 2%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덧눈꺼풀 소아에서

덧눈꺼풀에서 난시를 관찰한 결과 대부분 직난시(72.5%)

발생하는 눈물흘림, 눈부심, 이물감, 충혈, 눈비빔, 눈찌푸

였으며 1D 이상의 난시가 42.5%, 2D 이상의 난시가

림 등의 각막자극 증상이 지속되면 각막난시 등의 굴절이

17.5%로 아래 덧눈꺼풀만 있는 이전의 보고들과 난시정도

상이 유발될 수 있으나, 수술적 교정을 통해 난시의 감소를

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들에서 아래

접한 검판앞 안윤근의 비후와 잉여 피부 등이 있다.

6,7

가져올 수 있음이 발표된 바 있다.

덧눈꺼풀 교정술 후 의미 있는 난시의 감소가 없었던 것에

13

Kim et al 에 의하면 정상 소아의 경우 0.5D 이상의 난

비해 위아래 덧눈꺼풀 동시 교정 후 난시가 통계적으로 유

시가 6-7세에는 59.4%로 높다가 8-9세에 24.3%로 낮아

의한 감소를 보였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동작이 큰 위눈꺼

지며 이후 점차 감소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상소아에

풀의 각막찰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서 2세 이하의 유아기에는 난시의 빈도가 특히 높다가 4-5

결론적으로 위아래 덧눈꺼풀 동시 교정술을 시행 받은

세 경이 되면 점차 감소하여 학동기에는 거의 사라진다. 난

환아에서 수술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나안시력 및 교정시

시축의 경우 4세 이전에는 도난시가 직난시보다 많으나 4

력의 호전과 난시 크기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난시축은

세 이후에는 직난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시축이

수술 전 후 대부분 직난시를 보였다. 본 연구의 추적 기간이

이와 같이 변하는 이유는 유아기 이후 각막에 대한 눈꺼풀

짧고 대상 환자수가 제한적인 단점을 보완하여 향후 추가

의 압력과 수평 직근중에서도 내직근의 견인력이 증가하여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각막 수직 경선의 만곡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으로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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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sual Acuity and Astigmatism after Simultaneous Surgery for
Upper and Lower Eyelid Epiblepharon in Children
Dong Won Hyun, MD, Chan Yang Jeon, MD, Sun Young Jin, MD, Myung Sook Ha, MD
Department of Ophthalmology,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Korea

Purpose: To study the changes in vision and astigmatism in epiblepharon patients undergoing simultaneous surgery for
both upper and lower eyelid epiblepharon.
Methods: The study subjects consisted of 40 eyes of 20 patients who underwent surgery for both upper and lower eyelid
epiblepharon from March 2007 to December 2008.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groups depending on the degree of corneal erosion. Uncorrected and best corrected vision, refractive error and the degree of corneal erosion were measured before and three months after the surgery.
Results: The mean patient age was 7.40 years, and all but three patients showed postoperative grade 0 corneal erosion.
Mean uncorrected logMAR visual acuity was 0.44 preoperatively and 0.25 three months after the operation. The mean
best corrected logMAR visual acuity was 0.13 preoperatively and 0.04 three months after the operation (p = 0.02, 0.01).
Mean astigmatism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from 1.46 preoperatively to 1.19 three months after surgery (p = 0.03).
Conclusions: After simultaneous surgery for upper and lower eyelid epiblepharon in children, uncorrected and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and corneal erosion were all improved. The astigmatism was largely with-the-rule, both before and after surgery.
J Korean Ophthalmol Soc 2011;52(3):272-276
Key Words: Astigmatism, Children, Corneal erosion, Simultaneous operation of upper and lower eyelid epiblepha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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