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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근 부착부의 해부학적 구조, 각막직경, 안축장 등이
하사근 후전위치 결정에 주는 영향

김대홍1·이승혁2·이종복1·정인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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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하사근 후전술시 하사근 부착부의 해부학적 구조, 각막직경, 안축장 등이 후전위치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대상과 방법 : 한국인 cadaver의 안와 31쪽을 해부하여 외안근과 공막을 노출시킨 후 하사근 부착부의 전연에서부터 하사근

궤도를 따라 8, 10, 12, 14 mm 지점을 공막에 표시한 후 외직근 부착부의 하연을 따라서 위의 후전지점 까지의 수평거리와 수

직거리를 끈길이 (cord length)로 측정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하직근 부착부의 외연을따라 후전지점 까지의 수평길이와 수직

길이를 끈길이로 계측하였다. 하사근 부착부의 근섬유주행방향과 외직근의 주행방향이 이루는 각도, 하사근 부착부의 너비,

하사근 부착부의 모양, 각막직경, 안축장 등이 위에서 측정한 끈길이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 봄으로써 하사근의 후전위치

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았다. 

결과 : 하사근 부착부의 근섬유주행방향과 외직근 주행방향이 이루는 각도는 27.9±9.0。이고 범위는 15。에서 50。까지 다양하

였으며 하사근의 8 mm 후전 지점에 통계적으로 의의있게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p<0.05), 그외의 후전지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하사근 부착부의 모양은 직선과 볼록한 곡선으로 나뉘었으며 하사근 부착부의 너비와

함께 후전위치 결정에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각막직경과 안축장은 하사근의 8 mm와 10 mm 후전지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5) 나머지 지점에서는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론 : 하사근 부착부의 해부학적 구조 및 각막직경, 안축장 등은 하사근의 후전위치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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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근은 안와 내벽의 하부 안와연에 있는 누낭오목

의 뒤쪽에서 기시하여 후외방으로 하직근 밑을 지나 안

구 후하부의 외직근 밑에 부착하고 시축과는 5 1。를 이

루며 외회선, 상전, 외전의 작용이 있다. 하사근은 6개

의 외안근 중 가장 흔히 기능항진을 일으키며,1 하사근

기능항진은 안구가 내전된 상태에서 상전되는 특징이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차성인 경우 주로 8개월

에서 8세 사이에 한쪽 또는 양쪽으로 발생하며 V 형

사시가 동반되고 이차성인 경우 같은 쪽 상사근 마비나

반대쪽의 상직근 마비가 있을 때 발생하며, 제 1안위에

서 수직편위, 회선편위, 사경 등의 증상을 보인다. 치

료는 수술로써 하사근의 기능을 약화 시켜주는 하사근

전치술, 근절제술, 근절개술, 후전술 등이 있는데, 이

중 후전술은 기능항진의 정도에 따라 근육기능 약화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과 하사근 근절제술이나 전

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유착증후군과 같은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술자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후전술은 1 9 4 3년 W h i t e가 처음 제안하였고,2,3 G i l l i e s4

는 수술시 하사근을 노출시켜 주행방향을 확인한 후 하

사근의 앞쪽경계를 따라 후전위치를 결정하였으나 술기

상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사근 후전시 재부착부위

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F i n k5는 외직근 부착부의 하연에

서 후방으로 6 mm 다시 하방으로 6 mm 지점을

Fink point라 하여 8 mm 후전지점이라 하였고,

S c h e i e와 P a r k s6 , 7는 하직근 부착부의 외측으로부터 후

방으로 3 mm 외방으로 2 mm 지점을 S c h e i e - P a r k s

p o i n t라 하였으며(Fig. 1), Apt와 C a l l8은 S c h e i e -

Parks point가 10.4 mm 후전과 1.0 mm 전치술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Crawford9는 하이측 또아리정맥의

공막 출구 바로 윗부분에 하사근을 재부착하고 이를 8

mm 후전지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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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근 후전술시에는 안구의 회전과 이동에 의해 하사근

의 주행방향에 해당하는 공막의 위치가 변하고 하사근

의 전체길이를 모두 노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변 안구

구조를 이용하여 재부착지점을 정하여 왔다. 본 연구에

서는 한국인 c a d a v e r에서의 하사근 부착부의 해부학적

구조, 즉 하사근 부착부의 너비, 하사근 부착부의 모

양, 하사근 부착부의 근섬유주행방향과 외직근의 주행

방향이 이루는 각도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고, 각막직

경, 안축장 등을 측정하였으며 실제 후전위치까지 외직

근 부착부의 하연과 하직근 부착부의 외연을 기준으로

한 끈길이를 측정하여 위에서 구한 값들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후전위치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았다.

대상과 방법

한국인 c a d a v e r에서 얻어진 안와 3 1쪽을 사용하였으

며, 우안 1 7쪽과 좌안 1 4쪽 이었다. Cadaver의 외측,

하측, 상측 안와부위의 뼈를 절제하고 수술현미경을 사

용하여 뼈막과 안와 지방을 절개하였으며 하사근의 전

체 주행궤도를 노출한 후 2% methocele을 안구내에

주입하여 안구용적이 유지된 상태에서 안축장, 각막직

경 등을 계측하였다. 하사근 부착부에서의 근섬유주행

방향과 외직근의 주행방향이 이루는 각도, 하사근 부착

부의 모양, 하사근 부착부의 너비, 안축장등과, 외직근

부착부의 하연에서부터 각 후전지점(8,10,12,14 mm)

까지의 끈길이와 하직근 부착부 외측에서부터 각 후전

지점까지의 끈길이를 측정하였다. 하사근 부착부의 근

섬유주행방향과 외직근의 주행방향이 이루는 각도는 근

섬유주행방향과 수직을 이루는 가상의 선과 외직근의

주행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였다(Fig. 2). 안축장

측정에는 Vernier caliper를 사용하였고 각막직경, 하

사근 부착부의 너비, 끈길이 등은 Castroviejo caliper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외직근 하연을 g e n t i a n

v i o l e t으로 공막에 표시하고 외직근을 제거하여 하사근

부착부를 노출시킨 후 하사근 부착부의 전연에서 근육

주행방향을 따라 8, 10, 12, 14 mm 지점에 해당하는

공막에 표시한 후 외직근 부착부의 하연에서 후전지점

까지 뒤쪽, 아래쪽으로 각각 몇 m m인지 수평과 수직

의 끈거리를 측정하였다. 하직근 외연을 g e n t i a n

v i o l e t으로 공막에 표시한 후 위에서 명기한 후전지점

까지 하직근 부착부의 외연에서 뒤쪽, 외측으로 각각

몇 m m인지 수평과 수직의 끈거리를 측정하였다( F i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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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ferior oblique recession landmark using inferior rectus and lateral rectus

Fink point: This point is 6 mm poterior and 6 mm inferior to inferior insertion of lateral rectus. 

Sheie-Parks point: This point is 3 mm posterior and 2 mm lateral to lateral insertion of inferior rectus.

Fink point : This point is 6 mm poterior and 6 mm inferior to inferior insertion of lateral rectus. 

Shieie-Parks point : This point is 3mm posterior and 2 mm lateral to lateral insertion of inferior re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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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hematic drawing of anatomical characteristics of inferior oblique insertion

Angle((): The angle between lateral rectus direction and inferior oblique insertion.

Width: Width of inferior oblique insertion

Figure 3. Schematic figure of method of measuring cord lengths

H (horizontal cord length): length measured posterior from inferior insertion of lateral rectus or from lateral insertion of

inferior rectus to inferior oblique recession point 

V (vertical cord length): length measured from inferior border of lateral rectus or lateral border of inferior rectus to inferior

oblique recession point

Angle (α) : The angle between lateral rectus direction and inferior oblique insertion.

Width : Width of inferior oblique insertion.

H(horizontal cord length) : length measured posterior from inferior insertion of lateral rectus or from lateral

insertion of inferior rectus to inferior oblique recession point.

V(vertical cord length) : length measured from inferior border of lateral rectus or lateral border of inferior rectus

to inferior oblique recession point.



3). 각막직경, 안축장, 하사근 부착부의 너비, 하사근

부착부의 근섬유주행방향과 외직근의 주행방향이 이루

는 각도가 각 끈길이와 이루는 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고 끈길이와 하

사근 부착부의 모양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 t - t e s t를 사

용하였다.

결 과

Vernier caliper를 사용하여 측정한 안축장은 평균

2 4 . 3±1.3 mm, 수평 각막직경은 1 1 . 4±0.5 mm, 수

직 각막직경은 1 0 . 4±0.6 mm 이었다 (Table 1). 하

사근 부착부의 너비는 1 0 . 7 4±0.9 mm, 하사근 부착

부에서의 근섬유주행방향과 외직근의 주행방향이 이루

는 각도는 2 7 . 9±9 . 0。이었다. 부착부의 모양은 직선과

볼록한 모양의 곡선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직선모양

이 1 2쪽, 곡선모양이 1 3쪽이었다 (Table 2, 3). 하사

근 부착부의 근섬유주행방향과 외직근의 주행방향이 이

루는 각도와 끈길이가 이루는 관계는 하직근에서 측정

한 하사근의 8 mm 후전지점까지의 수직 끈길이에서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상관계수: 0.612, P=0.045), 외직근에서 측정한 하사

근의 8 mm 후전지점까지의 수평 끈거리에서도 의의있

는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상관계수: 0.634,

P=0.036)(Table 4). 이는 하사근 부착부의 근섬유주

— 김대홍 외 : 하사근 후전위치 결정에 주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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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neal diameters and axial lengths measured in

Korean cadavers

Mean±SD† (mm) Range (mm)

Axial length 24.8±1.3 22.1-28.1

Corneal diameter

Horizontal 11.4±0.5 10-12.5

Vertical 10.4±0.6 9-11.5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2. Width and angle with lateral rectus direction

Inferior oblique insertion

Mean±SD† Range

Width (mm) 10.74±0.9 7-11.5

Angle ( 。) 27.9  ±9.0 15-50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3. Morphologic classification of inferior oblique inserion

Shapes of Inferior oblique insertion

linear curved

No. 12 13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cord length and angle of inferior oblique insertion with lateral rectus direction

Angle
†Rec. point ‡C.C. p-value †Rec. point ‡C.C. p-value

8mm (hIR) 0.00415 0.9903 12mm (hIR) -0.21707 0.5214 

8mm (vIR) 0.61231 0.0452* 12mm (vIR) 0.31154 0.3510 

8mm (hLR) 0.63414 0.0361* 12mm (hLR) 0.08245 0.8096   

8mm (vLR) -0.45265 0.1621 12mm (vLR) -0.29081 0.3856 

10mm (hIR) 0.17798 0.3381 14mm (hIR) 0.02058 0.9125 

10mm (vIR) 0.08545 0.6476 14mm (vIR) -0.03507 0.8514 

10mm (hLR) 0.05510 0.7685 14mm (hLR) -0.05090 0.7857 

10mm (vLR) 0.07681 0.6813 14mm (vLR) 0.09350 0.6169

†Rec. point : recession point
‡C.C. : correlation coefficient

vIR : vertical cord length measured from inferior rectus to recession landmark of inferior oblique.

hIR : horizontal cord length measured from inferior rectus to recession landmark of inferior oblique.

vLR : vertical cord length measured from lateral rectus to recession landmark of inferior oblique.

hLR : horizontal cord length measured from lateral rectus to recession landmark of inferior oblique.

* : p 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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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향과 외직근의 주행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하사근 8 mm 후전지점까지의 끈길이가 외직근을

기준으로 한 후전술 시에는 좀더 뒤쪽으로, 하직근을

기준으로 한 후전술 시에는 좀더 외방으로 길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10, 12, 14 mm 후전지점에서

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각막의 수직직경과 끈길이와의 관계는 하직근에서

측정한 하사근의 8 mm 후전지점까지의 전체 끈길이

중 하직근 외연에서 후전지점까지의 수직 끈길이에서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고(상

관계수: 0.627, P=0.04), 외직근에서 측정한 하사근의

10 mm 후전지점까지의 수평 끈길이에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상관계수: 0.370, P=0.04)

(Table 5). 각막의 수평직경에서는 통계적으로 의의있

는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Table 6). 안축장과

끈길이와의 관계는 외직근에서 측정한 하사근의 1 0

mm 후전지점까지의 수평 끈길이에서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안축장이 길

수록 후전지점을 좀더 후방으로 해주어 함을 의미한다.

(상관계수: 0.372, P=0.04)(Table 7). 하사근부착부의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cord length and corneal vertical diameter

Corneal diameter (Vertical)

†Rec. point ‡C.C. p-value †Rec. point ‡C.C. p-value

8mm (hIR) 0.43580 0.1803 12mm (hIR) 0.35252 0.2876

8mm (vIR) 0.62735 0.0388* 12mm (vIR) 0.55811 0.0744

8mm (hLR) 0.00988 0.9768 12mm (hLR) 0.22278 0.5102

8mm (vLR) -0.19077 0.5742 12mm (vLR) 0.00822 0.9809

10mm (hIR) 0.07889 0.6731 14mm (hIR) 0.23451 0.2041

10mm (vIR) 0.17399 0.3492 14mm (vIR) 0.09240 0.6210

10mm (hLR) 0.37059 0.0401* 14mm (hLR) 0.27272 0.1377

10mm (vLR) 0.16005 0.3898 14mm (vLR) 0.27776 0.1303

†Rec. point : recession point
‡C.C. : correlation coefficient

vIR : vertical cord length measured from inferior rectus to recession landmark of inferior oblique.

hIR : horizontal cord length measured from inferior rectus to recession landmark of inferior oblique.

vLR : vertical cord length measured from lateral rectus to recession landmark of inferior oblique.

hLR : horizontal cord length measured from lateral rectus to recession landmark of inferior oblique.

* : p value < 0.05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cord length and corneal horizontal diameter

Corneal diameter (Horizontal)

†Rec. point ‡C.C. p-value †Rec. point ‡C.C. p-value

8mm (hIR) 0.43835 0.1774 12mm (hIR) 0.21678 0.5220 

8mm (vIR) 0.22130 0.5131 12mm (vIR) 0.25022 0.4580

8mm (hLR) -0.15135 0.6569 12mm (hLR) -0.23244 0.4916

8mm (vLR) -0.05717 0.8674 12mm (vLR) -0.07571 0.8249

10mm (hIR) -0.01827 0.9223 14mm (hIR) 0.15298 0.4113

10mm (vIR) -0.00883 0.9624 14mm (vIR) -0.08098 0.6650

10mm (hLR) 0.30594 0.0942 14mm (hLR) 0.16803 0.3662

10mm (vLR) 0.08284 0.6577 14mm (vLR) 0.22782 0.2177

†Rec. point : recession point
‡C.C. : correlation coefficient

vIR : vertical cord length measured from inferior rectus to recession landmark of inferior oblique.

hIR : horizontal cord length measured from inferior rectus to recession landmark of inferior oblique.

vLR : vertical cord length measured from lateral rectus to recession landmark of inferior oblique.

hLR : horizontal cord length measured from lateral rectus to recession landmark of inferior oblique.



모양과 너비는 끈길이와 의의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고 찰

하사근은 안구의 상전, 외회선, 외전의 기능이 있으

며 6개의 외안근 중 기능이 항진되는 경우가 가장 많

다.1 하사근 기능항진은 안구가 내전시 상전되는 특징이

있으며, 치료로는 근절제술, 근절개술, 건절단술, 후전

술, 전치술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중 후전술은 하사근

부착부를 근 주행방향을 따라 후방에 재부착시켜 줌으

로써 하사근 기능항진을 약화시켜주며 보다 생리적이고

기능항진의 정도에 따라 후전량을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이 시행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

부학적 위치상의 특성으로 인해 후전술 도중 하사근을

전부 노출시키고 후전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하사근의 후전위치를 주위 안구구조를

이용하여 결정하려는 시도가 행해져왔다. Fink5는 외직

근부착부의 하연에서 후방으로 6 mm 다시 하방으로 6

mm 지점을 Fink point라 하여 8 mm 후전지점이라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외직근을 하사근과 함께 충분히

노출시키는 것이 어려우므로 하직근을 지표로 사용하는

방법이 연구되어 졌는데, Apt와 C a l l은 F i n k의 방법

을 변형하여 하직근의 공막부착부 외측에서 후방으로

4 . 0±0.7 mm 외방으로 각막윤부와 평행하게 4 . 4±

0.8 mm 지점을 Fink point라 하였다8. Scheie와

P a r k s6 , 7는 하직근 부착부의 외측으로부터 후방으로 3

mm, 수직하게 외방으로 2 mm 지점을 S c h e i e - P a r k s

p o i n t라 하였으며 P a r k s는 이 부위가 8 mm 후전위치

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Apt와 C a l l8은 이 지점을

10.4 mm 후전과 1.0 mm 전치술에 해당된다고 하였

다. Parks도 나중에 10 mm 후전지점으로 고려한다고

발표하였다.8 C r a w f o r d9는 하이측 또아리정맥의 공막

출구 바로 윗부분에 하사근을 재부착하고 이를 8 mm

후전지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Parks는 이지점

이 14 mm 후전지점이라고 하였다. 이등1 0 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한국인 c a d a v e r에서 하사근 후전지점까지

실제길이를 측정하여 발표하였고, 하이측 또아리정맥은

하사근 후전술시 지표로서 적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

론 내린 바 있다. 또한 김1 1 등은 하사근 부착부의 해부

학적 구조와 원발성 하사근 기능항진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연관성이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

행된 연구 중에는 개인별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안구의 해부학적 특성등이 외직근 또는 하직근을 기준

으로 하는 후전술에서 후전량에 영향을 줄 수있는지를

알아 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한국인 c a d a v e r를

사용하여 하사근 부착부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조

사해 보았고 또 외직근과 하직근을 기준으로 이용하는

하사근 후전술시 하사근 부착부의 해부학적 구조, 즉

부착부의 너비, 부착부의 근섬유주행방향과 외직근의

주행방향이 이루는 각도, 부착부의 모양, 그리고 안축

장, 각막직경 등이 각각 실제 후전위치까지의 수평, 수

직끈길이와 이루는 관계를 알아보았다. 실제 후전지점

까지의 끈길이와 하사근 부착부의 근섬유주행방향과 외

직근의 주행방향이 이루는 각도와의 관계는 8 mm 후

전지점까지의 끈길이에서만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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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s between cord length and axial length.

Axial length

†Rec. point ‡C.C. p-value †Rec. point ‡C.C. p-value

8mm (hIR) 0.16417 0.6295 12mm (hIR) 0.40219 0.2201

8mm (vIR) 0.44716 0.1679 12mm (vIR) 0.22732 0.5014

8mm (hLR) 0.40042 0.2223 12mm (hLR) -0.13312 0.6964

8mm (vLR) 0.21639 0.5228 12mm (vLR) 0.28213 0.4006

10mm (hIR) 0.13479 0.4697 14mm (hIR) 0.24781 0.1789

10mm (vIR) 0.08338 0.6556 14mm (vIR) -0.09243 0.6209

10mm (hLR) 0.37223 0.0392* 14mm (hLR) 0.18752 0.3124 

10mm (vLR) 0.02396 0.8982 14mm (vLR) 0.25549 0.1654

†Rec. point : recession point
‡C.C. : correlation coefficient

vIR :  vertical cord length measured from inferior rectus to recession landmark of inferior oblique.

hIR : horizontal cord length measured from inferior rectus to recession landmark of inferior oblique.

vLR : vertical cord length measured from lateral rectus to recession landmark of inferior oblique.

hLR : horizontal cord length measured from lateral rectus to recession landmark of inferior oblique.

* : p 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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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8 mm 후전지점

을 결정할 때 각도가 클수록 후전지점까지의 끈길이를

더 길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10, 12, 14 mm 후전지점에서는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하사근 부착부의 모양을

직선과 볼록한 곡선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부착부

위의 너비도 측정하여 후전지점까지의 끈길이와 상관관

계가 있는지 알아 보았는데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상관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각막의 직경은 수직직경에서

만 일부 끈길이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수

평직경에서는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위에서 본 여러가지 안구의 해부학적 특성

중 비교적 적은 부분에서만 제한적으로 하사근 후전지

점까지의 끈길이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

데 다만 8 mm와 10 mm 후전지점은 비교적 다른 지

점에 비해 영향을 많이 받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하

사근 부착부의 근섬유주행방향과 외직근의 주행방향이

이루는 각도는 8 mm 후전지점과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관계가 있었고 그외 다른 후전지점과는 통계적으로 의

의 있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변수들의 값이 커질수록 후

전지점까지의 끈길이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외직근을 기준으로 하는 후전술시에는 수평끈

길이가, 하직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직끈길이

가 늘어남을 알 수있었다. 이와 같이 후전지점이 멀어

질수록 통계적의의가 적어지는 것은 하사근이 공막 부

착부로부터 주행시 처음에는 부착부의 근섬유주행방향

에 영향을 받지만 점점 주행을 함에 따라 처음의 영향

이 줄어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안구마다 하사근

부착부의 근섬유주행방향과 외직근의 주행방향이 이루

는 각도가 다양하고 변위가 1 5∼5 0。로 비교적 큰 것을

생각해보면 의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조사

된 안구의 수가 많아진다면 좀 더 많은 변수에서 통계

적으로 의의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다. 본 연구는 Cadaver 를 통한 연구라는 점에 장점과

또한 한계가 있지만 좀더 많은 대상에서 체계적인 조사

가 이루어 진다면 이상적인 후전위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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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relations Between Landmark of Inferior Oblique Muscle
Recession and Adjacent Glob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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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whether there are relationships among anatomic characteristics of

inferior oblique muscle insertion, corneal diameter, axial length and inferior oblique recession landmark.

M e t h o d s : Thirty-one Korean cadaver orbits were dissected to expose the full length of extraocular

muscles and sclera, and then we measured the length from the recession landmark of inferior oblique to

the lateral edge of insertion of inferior rectus and to the inferior edge of insertion of lateral rectus. 

Results : The mean of angles between the inferior oblique muscle insertion and lateral rectus direction is

27.9±9.0。and the range is from 15。to 50。.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ord

length of 8 mm recession landmark of inferior oblique and angles of inferior oblique insertion with lateral

rectus direction. We divided the shapes of inferior oblique insertion into straight and convexed curves.

Twelve insertions are straight and thirteen insertions are curved.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hape of inferior oblique insertion and cord length from recession landmark. In

corneal diameter and axial length, we found correlations with cord length of 8 mm and 10 mm recession

landmark of inferior oblique. 

Conclusions : We conclud that there are some correlations among anatomic characteristics, axial length

and corneal diameter with recession landmark of inferior ob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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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Cord length, Inferior oblique recession, Inferior oblique insertion, Corneal diameter, Axial

length, Land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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