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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 선천 눈꺼풀처짐 소아 환자의 한눈 눈꺼풀올림근 절제술과
이마근걸기술의 결과 비교
Clinical Outcome Comparison of Unilateral Levator Resection
and Frontalis Sling for Unilateral Congenital Childhood Ptosis
윤준명 · 김성은 · 양석우
Jun Myeong Yun , MD, Sung Eun Kim, MD, Suk Woo Yang, MD, PhD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안과 및 시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and Visual Scienc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urpose: To compare the surgical results of unilateral levator resection and frontalis sling in unilateral congenital ptosis patients.
Methods: Forty-eight patients with age < 15 years, who diagnosed with unilateral congenital ptosis and underwent surgical repair
between January 2002 and December 2015 were included, and the authors retrospectively reviewed medical records of patients
to compare the surgical results of 22 patients undergoing unilateral levator resection and 26 patients undergoing unilateral frontalis sling.
Results: The mean postoperative marginal reflex distance (MRD)1 were 2.09 ± 0.91 mm in the levator resection group and, 1.41
± 1.18 mm in the frontalis sling group. Postoperatively, the mean MRD1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both groups (p < 0.001).
Successful results defined as MRD1 symmetry (the difference in MRD1 between the two eyelids ≤1 mm) were obtained in 19 patients (86.4%) of levator resection group (22 patients) and 12 patients (46.2%) of frontalis sling group (26 patients), success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levator resection group than frontalis sling group (p=0.004). In poor levator function group (Levator
function test < 4 mm), MRD1 symmetry was obtained in 10 patients (83.3%) of levator resection group (12 patients) and 4 patients (36.4%) of frontalis sling group (11 patients), success rate was also significantly higher in levator resection group
(p=0.021). Reoperation due to undercorrection was required in 3 patients (13.6%) of levator resection group and 12 patients
(46.2%) of frontalis sling group, reoperation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levator resection group (p=0.015).
Conclusions: In children with unilateral congenital ptosis, It is considered that unilateral levator resection can provide better result and lower recurrence compared with unilateral frontalis s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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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는 눈꺼풀올림근의 발달 장애로 생기는 근성 눈
1

꺼풀처짐이다. 눈꺼풀처짐의 수술적 교정방법은 환자의
나이, 눈꺼풀처짐의 원인 및 정도, 눈꺼풀올림근의 기능,
각막 지각 상태, bell 현상 유무 등에 따라 결정이 된다.2-5
일반적으로 이마근걸기술이 눈꺼풀올림근 기능이 좋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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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그 기능이 거의 없는 경우 많이 선택되는 술기이지

자들은 연구에 포함된 이후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

만, 수술방법의 선택 기준에는 술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

은 후, 본원의 임상시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6,7

최근 중등도의 눈꺼풀올림근 기능을 갖는 눈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 대상 환자군 중에서 눈꺼풀

꺼풀처짐 환자 외에도 눈꺼풀올림근의 기능이 좋지 않은

올림근 절제술을 받은 군은 22명, 이마근걸기술을 받은 군

눈꺼풀처짐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을

은 26명이었고, 성별 분포로는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을 받

시행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는 보

은 군이 남자 13명, 여자 9명이었고, 이마근걸기술을 받은

을 수 있다.

8

고들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Byon and Choi 는 43명의 양

군은 남자 20명, 여자 6명이었다. 수술을 받은 시점의 평균

안 및 한눈 선천 눈꺼풀처짐 환자를 대상으로 눈꺼풀올림

연령은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이 6.1 ± 3.7세, 이마근걸기술

근 절제술 및 이마근걸기술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대상 환

이 4.1 ± 2.8세로 두 군 사이의 유의한 연령차이는 존재하

자군들에게 시행한 결과, 눈꺼풀올림근의 기능이 불량한

지 않았다(p=0.07) (Table 1).

선천 눈꺼풀처짐 환자에서 눈꺼풀올림근 절제술로도 이마

술 전 모든 환자군에 대해 안구배열 및 안구운동에 관련

근걸기술과 유사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보고한 바 있

된 검사를 시행하였고, 기본적인 안과 검사를 시행하였다.

2,9

눈꺼풀올림근 기능 검사는 Berke씨 방법을 이용하여 가능

다.

하지만, 한눈 선천 눈꺼풀처짐의 경우 한눈 수술 후 두

한 모든 대상군에서 측정하였고, 제 1안위에서 각막 반사

눈의 대칭적인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 두 눈의 비대칭과 같

점으로부터 위 눈꺼풀테까지의 거리인 눈꺼풀각막반사간

은 미용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눈의 대칭을 맞

거리(marginal reflex distance 1, MRD1)를 술 전에 측정

추기 위하여 반대편 눈에 눈꺼풀올림근의 절제와 함께 두

후, 경도(MRD1 ≥ 2 mm), 중등도(0 ≤ MRD1 < 2 mm),

눈의 전두근걸기술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정

중증(MRD1 < 0 mm)으로 중증도를 분류하였다.11 술 후

상적인 구조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외래 내원 시마다 두 눈의 MRD1을 측정하였고, 수술의 결

있다. 한눈 선천 눈꺼풀처짐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눈

과는 최종적인 MRD1값을 기준으로 두 눈의 대칭성 및 미

이마근걸기술의 효과에 대하여 보고된 국내 연구가 있었으

용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성공과 실패로 판정하였

나 한눈의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한

다. 성공의 판정 기준은 두 눈의 MRD1값의 차이가 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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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자들은 한눈 선천 눈꺼풀처

이내일 경우로 정의하였고, 실패의 판정 기준은 양안의

짐을 진단받고, 한눈 눈꺼풀올림근 절제술 및 한눈 이마근

MRD1값의 차이가 1 mm를 초과하면서 미용적으로도 좋

걸기술을 시행한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술방법에

지 않을 때로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는 없었다.

따른 수술 전과 수술 후의 눈꺼풀처짐 개선 정도, 수술의

술 후 동반 가능한 토안(Lagophthalmus) 정도를 외래 내

결과와 재발 빈도 및 유의한 합병증 발생 유무 등에 대하여

원 시마다 측정하였고, 두 군의 평균적인 토안 측정값을 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교하였다. 모든 수술은 안검하수가 있는 눈에 대해서만 이
뤄졌으며,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의 수술방법으로는 위 눈꺼
풀테로부터 5 mm 떨어진 부위에 피부절개를 하고 눈꺼풀

대상과 방법

판 전면의 눈둘레근을 제거하였다. 안와 사이막을 절개한

200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본원 외래를 내원한

후 안와 지방을 일부 제거하였으며 눈꺼풀올림근을 분리한

소아 환자들 중 초진 당시 한눈 선천 눈꺼풀처짐으로 진단

뒤에 휘트날인대부까지 박리하였다. 절제량을 정하고, 6-0

받은 15세 미만 환자 4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prolene을 중앙부 눈꺼풀 판 위 가장자리로부터 약 3 mm

의무기록지를 바탕으로 후향적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 환

아래쪽에 통과시킨 후에 눈꺼풀올림근 널힘줄의 절제될 부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Parameter
Number of patients
Sex (male)
Mean age (years)
Laterality (OD : OS)
Levator function (mm)
Pre-operative MRD 1 (mm)

Levator resection

Frontalis sling

p-value

22
13 (59.1)
6.1 ± 3.7
4:1
2.63 ± 1.32
0.00 ± 0.86

26
20 (76.9)
4.1 ± 2.8
6.5 : 3.5
3.23 ± 1.03
-0.44 ± 0.88

0.18
0.07
0.09
0.125
0.07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or number (%) unless otherwise indicated.
OD = Oculus dexter; OS = oculus sinister; MRD = marginal reflex distanc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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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후면에서 전면으로 통과시킨 뒤, 영구봉합을 시행하였

않았다(p=0.076, p=0.125).

으며 피부는 6-0 silk로 봉합하였다.

술 전, MRD1값을 기준으로 분류한 두 군의 선천 눈꺼풀

이마근걸기술은 21명은 Polytetrafluoroethylene (Gore-tex),

처짐의 중증도 분포로는, 중등도 환자군이 눈꺼풀올림근

3명은 보존대퇴근막, 2명은 Silicone rod를 이용하였고 수술

절제술을 받은 환자군에서 81.8%, 이마근걸기술을 받은 환

방법으로는 2개의 작은 수평 절개를 윗눈꺼풀테의 상방 2

자군에서는 57.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중증

mm 위치에 만들고 눈썹 위 이마의 내측, 중앙부, 외측에

환자군은 눈꺼올림근절제술에서 18.2%, 이마근걸기술에서

3개의 수평 절개창을 가하였다. 이 때 중앙 부위의 절개창

는 42.3%로 비교적 이마근걸기술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

은 나머지 내측 및 외측의 절개창 보다 상방에 위치시켰다.

나, 두 환자군 사이의 전체적인 중등도 분포에서는 유의한

Wright fascia needle을 이용하여 띠를 피하로 통과시킨 후,

차이가 없었다(p=0.072) (Table 2).

내측 및 외측 눈썹부위의 절개 부분으로 나오게 하였다. 모

술 후 최종적인 평균 MRD1값은,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을 받

아진 띠를 잡아 당겨 위 눈꺼풀테의 위치를 조정한 후 봉합

은 환자군의 경우 2.09 ± 0.91 mm, 이마근걸기술을 받은 환자

하여 눈썹 상방 이마의 중앙부위 절개창 부위의 피하 공간

군은 1.41 ± 1.18 mm였다. 두 군 모두 수술 전과 비교하였을

에 집어놓고, 피하조직과 함께 봉합하였다. 피부 절개 부위

때 술 후 유의한 MRD1값의 개선이 있었다(p<0.001).
술 후 12개월 이후 두 눈 MRD1값의 대칭성을 성공적인

는 6-0 silk로 봉합하였다.
통계는 SPSS 통계프로그램(version 18.0, SPSS Inc., Chicago,

결과로 정의한 수술 결과는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을 받은

IL, USA)을 사용하였으며, 술 전·후 각 군 간의 비교는

22명 중, 성공이 19명(86.4%), 실패가 3명(13.6%)였으며,

Mann-whitney test, chi-square test 및 Fisher’s exact test

이마근걸기술을 받은 26명 중, 성공이 12명(46.2%), 실패가

를 이용하였고, 통계학적 유의성은 p값 0.05를 기준으로 평

14명(53.8%)으로 결과가 좋은 환자군의 비율은 눈꺼풀올림

가하였다.

근 절제술을 받은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4)
(Table 3).

결

4 mm 미만의 눈꺼풀올림근 기능을 갖는 환자 군의 비율

과

은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을 받은 군 중에는 12명(54.5%), 이
수술 전,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을 받은 환자군의 평균

마근올림술을 받은 군 중에는 11명(42.3%)였으며, 두 군

MRD1값은 0.00 ± 0.86 mm, 이마근걸기술을 받은 환자

사이의 유의한 분포 차이가 없었고(p=0.398), 4 mm 미만

군의 평균 MRD1값은 -0.44 ± 0.88 mm였으며, 눈꺼풀올

의 눈꺼풀올림근 기능을 갖는 환자 내에서의 수술 결과는

림근 기능의 평균적인 측정값은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을 받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을 받은 12명 중, 성공이 10명(83.3%),

은 군에서는 2.63 ± 1.32 mm, 이마근걸기술을 받은 군에

실패가 2명(16.7%), 이마근걸기술을 받은 11명 중, 성공이

서는 3.23 ± 1.03 mm로서, 두 군의 술 전 MRD1값 및 눈

4명(36.4%), 실패가 7명(63.6%)으로 눈꺼풀올림근 절제

꺼풀올림근 기능 측정치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술을 받은 환자군에서의 성공 비율이 유의하게 다소 높았

Table 2. Severity of the preoperative ptosis
Group
Levator resection
Frontalis sling

Severity of preoperative ptosis

No. of cases
22
26

Mild

Moderate

Severe

0 (0.0)
0 (0.0)

18 (81.8)
15 (57.7)

4 (18.2)
11 (42.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Chi square test between levator resection group and frontalis sling group, p-value=0.072.

Table 3. Analysis of postoperative results in each group
Parameter
Number of patients
Result
Success
Fail
Reoperation
Lagophthalmos (mm)
Follow up duration (months)

Levator resection (values)

Frontalis sling (values)

22

26

19 (86.4)
3 (13.6)
3 (13.6)
1.62 ± 0.95
45.7 ± 28.7

12 (46.2)
14 (53.8)
12 (46.2)
1.52 ± 0.92
57.6 ± 34.0

p-value

0.004
0.004
0.015
0.626
0.22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or number (%) unless otherwise in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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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of postoperative results in group with poor levator function (LF)< 4 mm
Group

Results

No. of cases

Levator resection
Frontalis sling

12
11

*

Success

Fail

10 (83.3)
4 (36.4)

2 (16.7)
7 (63.6)

Re-operation

*

2 (16.7)
7 (83.6)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
Chi square test between levator resection group and frontalis sling group, p-value=0.021.

다(p=0.021) (Table 4).

천 눈꺼풀처짐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눈의 최대 눈꺼풀올림

술 후 추적관찰 중 부족교정으로 인해 실제 재수술을 받

근 절제술을 시행하여 93%에서 좋은 결과를 보고한 바 있

게 된 환자군의 비율은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을 받은 군에

으며, Skaat et al11은 162명의 선천 눈꺼풀처짐 환자를 대

서는 3명(13.6%), 이마근걸기술을 받은 군에서는 12명

상으로 47.5% 환자군에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을, 46.3% 환

(46.2%)으로 이마근걸기술을 받은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자군에 이마근걸기술을 시행한 후,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을

높았으며(p=0.015), 수술 이후 발생하는 평균적인 토안의

시행한 군에서는 10.4%, 이마근걸기술을 시행한 군에서는

정도는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을 받은 환자군은 평균 1.62 ±

29.3%의 재수술이 필요한 환자군 비율의 차이를 보여 눈

0.95 mm, 이마근걸기술을 받은 환자군은 평균 1.52 ± 0.92

꺼풀 절제술의 비교적 우수한 재발률을 보고한 바 있다.

mm로 관찰되었고,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이와 같이 여러 앞선 보고에서 두 눈을 비롯하여 한눈 눈꺼

않았다(p=0.626) (Table 3).

풀올림근 절제술의 이마근걸기술 못지않은 선천 눈꺼풀처

고

2

짐에 대한 우수한 교정 효과를 밝히고 있으며, 눈꺼풀올림

찰

근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비교적 자연스러운 눈 깜빡임과

선천 눈꺼풀처짐의 수술적 치료의 접근방법을 결정하는

눈꺼풀의 경계를 얻을 수 있는 점, 술 후 눈썹의 반흔이 없

데 있어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수술방법을 결정하는 데

는 점과 눈꺼풀내림지체가 비교적 적은 측면에서 미용적으

에는 술 전의 눈꺼풀처짐 정도, 눈꺼풀올림근의 기능 외에

로도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눈꺼풀처짐을 보

나이, 이상두위 및 약시발생 위험성 등을 고려하게 되며,

이는 한눈에만 눈꺼풀절제술 혹은 이마근걸기술 수술을 시

아직까지 수술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합일된 의

행하여,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보고는 미미하였다.

견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눈꺼풀처짐의 정도와 눈꺼풀올

실제적으로 대칭성을 위하여 두 눈의 수술적 치료를 고려

12,13

눈꺼풀

하게 되나, 두 눈 수술시 안검하수가 관찰되지 않는 눈에서

올림근의 기능이 비교적 보존되어 있거나 보통이면서, 중

감염, 거부반응 및 만성 육아종 형성 등과 같은 걸기 재료

등도의 눈꺼풀처짐이 있는 경우에는 눈꺼풀올림근의 기능

와 관련된 합병증과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반흔, 토안,

에 따라 절제량을 달리하는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을 고려할

안검내반 등의 합병증을 감안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으며,

수 있고, 눈꺼풀올림근의 기능이 불량하며 심한 눈꺼풀처

또한 소아 환자의 보호자의 대부분은 안검하수가 있는 눈

짐이 있는 경우에는 이마근걸기술, 눈꺼풀올림근 최대절제

의 수술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림근의 기능에 따라 수술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6,14-16

일반적으

본 연구에서는, 48명 한눈 선천 눈꺼풀처짐 소아 환자를

로 불량한 눈꺼풀올림근 기능을 보이거나 그 기능이 거의

대상으로 한 눈의 눈꺼풀절제술을 시행하여 술 후 유의한

없는 경우, 이마근걸기술이 효과적인 치료로 선택되고 있

MRD1값의 개선 및 86.4%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고, 그중

술, 휘트날인대걸기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으나, 눈꺼풀처짐을 보이는 한 눈만 수술시 일차적인 치료
11

선택 사항으로 고려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4 mm 미만의 눈꺼풀올림근 기능이 불량한 환자군으로 제한
하여도 83.3%에서 역시 좋은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는 기

Cates and Tyers17은 선천 눈꺼풀처짐 환자 100안을 대

존 연구들에서 보고된 결과값들에 상응하는 결과였다. 이

상으로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을 시행하여, 술 후 6개월 경

에 반해, 한눈 이마근걸기술을 시행한 환자 26명에서는 술

과시 74%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한 바 있

후 유의한 MRD1값의 개선이 있었으나, 46.2%에서만 좋

18

역시, 눈꺼풀절제

은 결과가 관찰되었고 4 mm 이하의 눈꺼풀올림근 기능이

술을 시행한 두 눈 및 한눈 선천 눈꺼풀처짐 환자군을 모두

불량한 환자군으로 제한하였을 때에는 36.4%에서 좋은 결

포함한 122안 중, 72%에서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이 외에

과가 관찰되었으며, 추적관찰에서 부족교정으로 인해 재수

으며, Berry-Brincatand and Willshaw

19

도, Lee et al 은 눈꺼풀올림근의 기능이 불량한 210명의

술을 실시하였던 환자군의 비율은 46.2%로 다소 높았다.

한눈 선천 눈꺼풀처짐 환자군과 33명의 두 눈의 비대칭 선

한눈 선천 눈꺼풀처짐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 눈의 이마근

8

- 윤준명 외 : 한눈 눈꺼풀올림근 절제술과 이마근걸기술의 비교 -

걸기술을 시행하여 80% 가량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20

기존 보고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이다.

이는 상대적으

로 적은 수의 환자군 내에 눈꺼풀처짐의 중증도가 높은
(MRD1 < 0 mm) 환자군이 비교적 많이 포함되었고, 이러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눈의 이마근걸기술 시행시, MRD1값
의 유의한 개선은 있을지라도 반대측 정상 눈꺼풀과의 대
칭성을 맞추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19,20 또한

3)
4)
5)
6)

21

Kersten et al 은 3개월-95세의 다양한 원인의 한눈 눈꺼풀
처짐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눈의 이마근걸기술을 시행하여

7)

두 눈 눈꺼풀의 대칭성 측면에서 95%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
고한 바 있으나, 이는 15세 미만의 선천성 환자군을 대상으

8)

로 한 본 연구와의 환자군의 평균 연령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소아 환자의 수술 전 정확한 평가의 어려움과 술 후의

9)

대칭성 확보의 어려움을 시사하였고, 더불어 이마근걸기술
에 사용한 걸기재료가 집단 내에 동일하게 사용되지 못한 점

10)

이 결과 및 재발률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수술 이후 발생한 토안의 정도는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을
받은 환자, 이마근걸기술을 받은 환자 각각 평균 1.62 ±

11)

0.95 mm 및 1.52 ± 0.92 mm로, 두 군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이마근걸기술에서 노출성 각막염이 2예 관찰되
었다. 관찰된 노출성 각막염 사례들은 인공누액 및 압박안

12)
13)

대를 비롯하여 보존적 치료를 통해 호전되었으며, 이 외에
특이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14)

본 연구는 비록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한 후향적 단면연
구인 점과 다른 연구에 비해 적은 환자군 숫자와 환자군 내

15)

에 눈꺼풀처짐의 중증도 분포가 비교적 고르지 못한 제한
점은 있으나, 한눈 선천 눈꺼풀처짐 환자를 대상으로 눈꺼
풀절제술과 이마근걸기술을 한쪽 눈에만 시행한 후 비교
연구한 점에는 그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눈꺼풀올림근 기능이 비교적 보존된 환자
군부터 불량한 환자군까지 한눈 선천 눈꺼풀처짐 환자에서
한 눈에만 수술을 고려할 경우,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이 이

16)
17)
18)
19)

마근걸기술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결과 및 낮은 빈도의 재
발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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