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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소아에서 빛간섭단층촬영으로 진단된 독립된 중심와형성저하 1예
Isolated Foveal Hypoplasia Diagnosed with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 Case Report
김민정ㆍ하석규ㆍ김승현
Min Jung Kim, MD, Suk-Gyu Ha, MD, Seung Hyun Kim, MD, PhD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To report a case of isolated foveal hypoplasia diagnosed with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in a pediatric
patient.
Case summary: A 4-year-old male patient came to clinic with complaints of defective vision detected by preschool vision
screening. At that initial visit,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was 0.4 in the right eye and 0.6 in the left eye with bilateral hyperopia of +1.25 diopters (D) and +1.75 D in right and left eye. Fundus photograph seemed to have no abnormal findings. After
prescribing glasses, he revisited the clinic 3 months later. The BCVA was still 0.3 in the right eye and 0.4 in the left eye and there
was no improvement in visual acuity. To identify the cause of amblyopia, the patient underwent OCT examination. The OCT
scans showed the absence of the foveal depression and persistent nerve fiber layer and inner retinal layers within the fovea in
both eyes. Rechecked fundus examination revealed absent foveal reflexes and macular pigmentation in both eyes.
Conclusions: This case shows that the clinical diagnosis in children could be missed because of the subtle fundus change and
OCT is useful in diagnosing isolated foveal hypopl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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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4
독립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독립된 형태의 경우, 안

저 변화가 미미하고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
정상 중심와의 발생은 태아기 25주에 초기 중심와 형성

울 수 있다. 빛간섭단층촬영은 외경계막으로부터 망막색소

이 시작되고 생후 15개월에서 45개월 사이에 완전한 중심

상피층까지 미세구조를 구분하여 보여주므로, 중심와형성

와가 형성되게 된다.1 이러한 발생 과정에 결손이 있는 경

저하를 확인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

5

우 중심와형성저하가 생길 수 있다. 중심와형성저하는 대

국내에서 독립된 중심와형성저하는 한차례 보고된 바 있

2
3
부분 무홍채증, 백색증 과 동반되어 나타나지만, 드물게는

으며,6 무홍채층, 백색증과 동반된 중심와형성저하 환자의
임상적 특징을 발표한 바 있으나,7 독립된 중심와형성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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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저자들은
빛간섭단층촬영으로 진단된 독립된 중심와형성저하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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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촬영(Zeiss Cirrus 5000 HD-OCT; Carl Zeiss Meditec)에서
양안 중심와는 부재하였고, 빛수용체외절의 연장은 관찰되

4세 남자 환아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실시한 시력검사

지 않았으며, 후극부 중심의 망막에 신경절세포와 내핵층

에서 발견된 양안 시력저하를 주소로 본원 안과에 내원하

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재확인한 안저

였다. 출생시 환아는 2.84 kg으로 만삭에 태어났고, 특이

사진에서 양안 중심와 반사와 함께 정상적인 황반부 색소

병력 및 가족력은 없었다. 환아는 눈떨림, 얼굴돌림 등 다

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3).

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내원시 시행한 안과검사에서 양안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고

찰

0.4, 좌안 0.6이었고, 조절마비굴절검사에서 우안 +1.25디옵
터, 좌안 +1.75디옵터의 경도원시를 보였다. 동공 반사 및

시신경, 망막 이상 등 기질적 원인에 의한 시력저하는 일

안구운동검사는 정상이었고, 프리즘교대가림검사에서 원거

반적으로 약시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 소아에서 기질

리 4프리즘디옵터(prism diopter, PD), 근거리 6 PD의 외사

약시의 원인 중 하나인 중심와형성저하는 대개 무홍채증,

위 소견을 보였다. 세극등현미경검사에서 전안부 이상은 없

백색증, 눈떨림 등과 동반되어 나타나며, 다른 동반질환 없

었고 홍채투과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환아는 피부색소탈락

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중심와형성저하는 드물다.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Fig. 1). 티트무스 검사(Titmus test;

중심와의 발달은 태생 14주경 신경절 세포들의 주변부

Stereo Optical Inc., Chicago, IL, USA)로 측정한 근거리 입

를 향한 이동으로 시작된다.8 신경절 세포가 없는 초기 중

체시는 80초각을 보였다. 무산동 광각 안저 촬영기(Optomap;

심와가 형성된 후, 내측 망막 세포들의 재배열 및 원뿔세포

Optos, Dunfermline, Scotland, UK)로 촬영한 안저 사진에서

의 중심부를 향한 구심성 이동은 생후에도 지속된다.9 이후

특이소견은 없었다. 안축장 길이 검사(IOLMaster version

생후 4세까지 중심와 원뿔세포는 그 형태가 길게 변하며

5.02; Carl Zeiss Meditec, Jena, Germany) 상 우안 23.26 mm,

밀도가 증가하여 완전한 중심와가 형성되는데, 이는 빛간

좌안 23.03 mm로 측정되었다. 환아는 경도의 원시를 동반

섭단층촬영에서 빛수용체외절의 연장으로 관찰된다.

8

한 양안굴절약시로, 조절마비굴절검사를 기준으로 원시를

중심와형성저하는 중심와 발달 과정에서 어느 단계라도

전 교정한 안경을 처방하였다. 안경 처방 후 3개월 뒤 경과

이상이 생기면 발생할 수 있는데, 빛간섭단층촬영은 중심

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와 부위에 신경절 세포와 내핵층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

3개월 후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양안 최대교정시력 우

는 중심와형성저하를 확인하고 진단하는데 유용하다.5 2011

안 0.3, 좌안 0.4로 안경 처방 후에도 호전을 보이지 않았

년 Thomas et al8은 6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빛간섭단층촬

다. 시력저하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시행한 빛간섭단층

영을 이용하여 중심와형성저하의 망막 구조의 특징을 발달

Figure 1. The photography of the patient showed dark hair and normal skin tone. Transillumination defects were not detected in
both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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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따라 제시한 바 있다.
본 증례에서는 빛간섭단층촬영검사에서 후극부 중심 망
막의 중심와 함몰이 관찰되지 않았고, 중심와는 황반 주위
의 망막과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었으며, 빛수용체외절
의 연장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 보고에 따르면 중심와형성저하를 보인 환아의 경우
20/200 정도의 저시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10 국내 보
고에서도 최대교정시력이 0.3 미만인 경우가 67.1%로 보
7

고된 바 있다. 본 증례의 경우 양안의 교정시력이 우안
0.4, 좌안 0.6으로 경도의 시력저하를 보였다. 또한 중심와
형성저하 환자의 경우 50% 이상에서 2디옵터 이상의 원시
혹은 근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본 증례의 경우 2디
옵터 이하의 경도 원시를 보였다.
독립된 중심와형성저하는 기질약시의 원인이 될 수 있지
Figure 2.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mages of the patient
with foveal hypoplasia. Note foveal pit and outer segment
lengthening were absent in both eyes and nerve fiber layer
and inner retina were preserved in the fovea of both eyes.

만, 특히 소아에서는 안저 변화가 미미하고 안저검사시 협
조가 떨어져 조기에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본 증례
에서와 같이 동반된 안과질환 없이 시력저하만을 주소로
내원한 소아의 경우에는 신중한 검사와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자들이 경험한 증례의 경우, 빛간섭단층촬영으로
진단한 독립된 중심와형성저하의 예로서 증례적 가치가 있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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