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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안안구후퇴증후군의 수술결과 분석

박성배⋅정승아⋅이종복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시기능 개발연구소

목적: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였던 듀안안구후퇴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양상과 수술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듀안안구후퇴증후군 환자 38명(40안)을 대상으로 수평근 후전술 단독시행, 수평근 후전술 및 Y형 분리술, 내직근 후전술과 
함께 외직근 절제술을 시행하고 수술 전후의 사시각, 이상두위, 안구운동장애와 내전시 과도한 상전 및 하전, 안구후퇴 여부를 후향적
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여성(73.7%)과 좌안(63.2%)에서 발생빈도가 높았으며, 제I형이 가장 많았다(84.2%). 내편위가 가장 흔하였고 얼굴돌림은 내사시의 
경우 환안쪽으로, 외사시의 경우 환안의 반대방향으로 나타났다. 술 전 사시각은 15.0±5.9 프리즘디옵터(PD)에서 술 후 1.5±2.3PD로 
감소하였으며, 이상두위 역시 술 전 17.5±6.6°에서 1.2±2.3°로 감소하였다.
결론: 듀안안구후퇴증후군 환자에서 술 전 검사를 통한 적절한 수술방법 선택으로 안구편위, 이상두위의 호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안과학회지 2009:50(6):89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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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안안구후퇴증후군은 완전 또는 부분적인 외전장애, 내
전장애, 내전시 안구후퇴와 눈꺼풀틈새의 축소를 보이며 내

전시 과도한 상전 및 하전, 가성 눈꺼풀처짐과 폭주를 동반할 

수 있는 선천성 안구 이상이다.1-4

듀안안구후퇴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다양

한 수술법이 시행되어 왔다. 그 중 1905년 Duane2에 의해 

소개된 수평근 후전술은 경직되고 기능이 항진된 수평근을 

후전하는 시술로 비교적 간단한 방법에 비해 만족스러운 

결과와 적은 합병증을 보여 현재까지도 가장 전통적이고 

안전한 수술법으로 이용되고 있다.5,6
 또한, 수평근 후전술

과 동시에 시행하는 Y형 분리술은 내전시 상전 및 하전이 

심한 경우 안구의 미끄럼 효과를 감소시키고 안구후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7 수평근 절제

술은 제일눈위치에서 안구편위는 어느 정도 교정할 수는 

있지만, 이상두위와 안구운동에 거의 효과가 없고 특히 내

전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어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았으

나, 2001년 Morad et al8은 심한 내사시가 있는 환자에서 

내직근 후전술과 더불어 길항근인 외직근 절제술로 내편위 

교정에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내전제한이나 안

구후퇴에 미미한 영향만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듀안안구후퇴증후군에서 수술의 목표는 제일눈위치에서 

안구의 정위와 이상두위의 교정이지만 수술시기와 수술방

법은 술자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

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저자들은 수술이 필요한 듀안안

구후퇴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양상과 수평근 후전술 

단독시행, 수평근 후전술 및 Y형 분리술, 내직근 후전술과 

함께 외직근 절제술을 복합적으로 시행하여 그 수술적 효

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1991년 7월에서 2007년 3월까지 본원에서 듀안안구후

퇴증후군으로 수술을 시행받고 3개월 이상 추적관찰한 환자 

38명(40안)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사시검사는 환안에 프리즘을 대고 프리즘가림검사를 시

행하였고, 나이가 어려 협조가 어려운 환아에서는 크림스키

검사를 시행하였다. 안구운동제한은 모든 방향에서 0에서 

-4까지의 범위로 표시하였으며, 이 때 0은 정상, -4는 정

중앙선을 넘지 못하는 심한 운동제한을 보이는 경우로 정

도를 평가하였다. 이상두위에 따른 얼굴돌림의 정도는 정면 

주시시 환자의 두정부 중앙을 지나는 가상의 종단선과 이

상두위 상태에서의 두정부 중앙을 지나는 가상의 종단선과

의 각도를 동일한 안과 전문의가 목측하였다.
듀안안구후퇴증후군의 임상적 분류는 Huber 분류3를 이

용하였고, 환자는 수술 전과 수술 후 1일, 1주, 1개월, 3~4
개월에 경과관찰을 하였으며 수술 후 결과는 최종 내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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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der and laterality of DRS patients
Number of patients (%) (N=38)

Male 10 (26.3%)
Female 28 (73.7%)
Right eye 12 (31.6%)
Left eye 24 (63.2%)
Both eyes 2 (5.2%)
Table 2. Ocular deviation for each type of DRS

Type Esotropia Exotropia Total
I 21 11 32 (84.2%)
II 0 2 2 (5.3%)
III 1 3  4 (10.5%)
Total 22 (57.9%) 16 (42.1%) 38 (100.0%)

Table 3. Patient distribution for type and surgical 
method
Type Surgery Number of patients
Ⅰ LR rec* or MR rec† 20

Rec+Y splitting 10
MR rec+LR res‡ 2

Ⅱ LR rec* or MR rec† 1
Rec+Y splitting 1

Ⅲ LR rec*
 or MR rec† 2

Rec+Y splitting 2
* LR rec=lateral rectus recession; † MR rec=medial rectus 
recession; ‡ LR res=lateral rectus resection.

를 기준으로 하였다.
수술은 환자가 불편을 호소할 정도로 심한 이상두위를 

보이거나 제일눈위치에서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안구편위를 

보이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모든 수술은 동일 술자에 의해 

시술되었으며, 제일눈위치에서의 편위각에 따라 수평근 후

전술을 시행하였고 안구운동제한 정도, 이상두위의 정도와 

수술 중 강제견인검사를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내전시 과도한 

상, 하전이 동반되거나 안구후퇴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수평근 후전술에 더하여 Y형 분리술을 시행하였는데, Y형 

분리술은 외직근의 중앙부를 10 mm 절개하고 상하로 각각 

분리시켜 원래의 근육 부착점의 양 끝부분에 각각 부착하

였다. 이 때 Y형 분리로 인한 근절제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

해 근 재부착점을 원래의 부착점에서 2 mm 후전시켰으며, 
제일눈위치에서의 안구편위를 고려하여 Y형 분리술을 시행

한 외직근이나, 동일안의 내직근에 대해 추가적으로 후전술

을 시행하였다. 한편, 제 I형 환자 중 25PD 이상의 내편위를 

보이면서 안구후퇴의 정도가 적은 2명의 환자에서는 내직근 

후전술과 함께 외직근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결 과

전체 38명의 평균 연령은 7.7세(2~28세)였으며 평균 추적 

관찰기간은 16.8개월(3~36개월)이었다. 모든 환자에서 안

구운동에 영향을 주는 전신질환이나 안과 질환은 없었으며 

외상이나 수술의 과거력도 없었다.
여성(73.7%)과 좌안(63.2%)에 발생한 경우가 보다 흔

하였으며, 2명에서는 양안에서 발생하였다(Table 1). Huber 
분류에 따른 발생빈도는 제I형(84.2%), 제III형(10.5%), 
제II형(5.3%)순이었고, 양안에 발생한 2명은 모두 제I형이

었으며, 안구편위는 내편위가 가장 많았다(Table 2).
전체 38명 중 이상두위가 관찰되었던 환자는 35명(92.1%)

으로 내사시의 경우 환안쪽으로, 외사시의 경우 환안의 반대

방향으로 얼굴돌림이 나타났다. 35명(92.1%)에서 내전시 

과도한 상전 혹은 하전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안구 후퇴로 

인한 눈꺼풀틈새 축소가 일어나는 환자도 29명(76.3%)에
서 관찰되었다. 모든 환자에서 안구운동장애가 있었으며, 
그 중 27명은 중등도 안구 운동 장애(-4~-3)를, 11명은 

경도의 장애(–2~-1)를 보였다.
23명에서 수평근 후전술만을 시행하였고, 안구의 상, 하

전과 눈꺼풀틈새의 수축이 심했던 13명의 환자에서는 수평

근 후전술과 Y형 분리술을 함께 시행하였다. 또한, 제일눈

위치에서 25PD 이상의 내사시를 보이면서 안구후퇴의 정

도가 적었던 2명의 제I형 환자에서는 내직근 후전술과 함께 

외직근 절제술을 시행하였다(Table 3).
수술 전후 사시각 변화는 술 전 15.0±5.9PD에서 1.5± 

2.3PD로 평균 13.5PD 감소하였고 이 중 26명에서는 술 후 

정위를, 12명에서는 술 후 8~12PD의 부족교정을 나타내

었다.
수술 방법에 따른 사시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평근 후전

술만을 시행받은 23명의 경우 술 후 평균 12.5PD, 수평근 

후전술 및 Y형 분리술을 시행받은 13명에서는 평균 13.0PD
의 감소를 보였다. 내직근 후전술과 외직근 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한 2명에서는 술 후 각각 정위와 3PD로 교정되었고, 
안구후퇴 정도는 술 전과 동일하였다. 수평근 후전술 및 Y형 

분리술을 시행 받은 경우와 수평근 후전술만을 시행한 경우 

간의 수술방법에 따른 술 후 사시각 변화의 차이는 없었다

(Wilcoxon signed rank test, p=0.87, Table 4). 임상 분류

에 따른 술 후 사시각 변화는 제III형, 제I형, 제Ⅱ형 순으로 

많았다(Table 5).
이상두위는 술 전 17.5±6.6°에서 술 후 1.2±2.3°로 감소

하였다. 이상두위를 보이던 총 35명의 환자 중 26명이 술 

후 이상두위가 완전 교정되었으며 나머지 9명에서도 10° 
이하의 얼굴돌림이 남았다. 수술별로는 수평근 후전술만을 

받은 경우 20명의 환자 중 13명에서 이상두위가 완전히 교정

되었고 7명에서 10° 이하의 얼굴돌림이 남았으며, 수평근 



www.ophthalmology.org 895

-박성배 외 : 듀안안구후퇴증후군의 임상 및 수술결과-

Table 4. Postoperative change in ocular deviation for each surgical method 
Surgery Preoperative

deviation (PD)
Postoperative
deviation (PD)

Difference§
(PD)

LR rec* or MR rec† 14.6±5.9 2.1±2.8 12.5
Rec+Y splitting 13.5±3.9 0.5±1.1 13.0
MR rec+LR res‡ 30.0±7.1 1.5±2.1 28.5
Total 15.0±5.9 1.5±2.3 13.5
* LR rec=lateral rectus recession; † MR rec=medial rectus recession; ‡ LR res=lateral rectus resection; § Difference=preop 
deviation–postop deviation.

Table 5. Postoperative change in ocular deviation for each type
Type Preoperative

deviation (PD)
Postoperative
deviation (PD)

Difference*
(PD)

Ⅰ 15.0±6.3 1.5±2.4 13.5
Ⅱ 12.1±2.8 1.5±2.1 10.6
Ⅲ 16.5±3.4 1.3±2.5 15.2
Total 15.0±5.9 1.5±2.3 13.5
* Difference=preop deviation–postop deviation.

Table 6. Postoperative change of face turn degrees for each surgical method
                          Number of patients (N=35)

Surgery Preoperative degrees of face turn Postoperative degrees of face turn
0° 1-10° 11-20° 21-30° 0° 1-10° 11-20° 21-30°

LR rec*
 or MR rec† 0 0 16 4 13 7 0 0

Rec+Y splitting 0 0 11 2 11 2 0 0
MR rec+LR res‡ 0 0 0 2 2 0 0 0
Total(°, Mean±SD) 17.5±6.6 1.2±2.3
* LR rec=lateral rectus recession; † MR rec=medial rectus recession; ‡ LR res=lateral rectus resection.

후전술 및 Y형 분리술을 시행받은 13명의 환자에서는 11명
이 이상두위가 완전 교정되었다. 내직근 후전술과 외직근 절제

술을 시행받은 2명의 환자에서는 모두 교정되었다(Table 6).
수평근 후전술 및 Y형 분리술을 시행받은 13명 모두에서 

내전시 과도한 상전 또는 하전이 호전되었으며, 눈꺼풀 틈

새 축소도 13명 중 10명에서 술 전과 비교하여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호전되었다.
안구운동에 있어 내전 및 외전제한은 술 전과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고 수술방법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한편, 1차 수술 

후 재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는 없었다.

고 찰

듀안안구후퇴증후군은 전체 사시환자의 1~4%의 빈도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호발하고 단안 발

생시 좌안에서 그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본 연

구에서도 여성(73.7%)이 남성(26.3%)에 비하여 그 수가 

많았고 단안 발생시 좌안에서 빈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는

데, 이는 Kirkham10과 Raab11의 연구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양안에서 발생한 경우는 2명이 있었으며, 이는 

이와 Lee and Chang12이 보고한 빈도와 유사하였다. 임상

분류에 따른 빈도는 제I형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제III
형, 제II형 순의 빈도를 보였으며 제일눈위치에서는 내편위

를 보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제I형이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안구편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얼굴돌림은 정위와 융

합을 얻기 위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가장 심한 운동장애가 

있는 수평근의 운동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게 된다. 제일눈위

치에서 내편위를 보이는 경우 환안의 반대 쪽으로 안구를 

이동하려 하기 때문에 얼굴돌림은 환안 쪽으로 일어나며, 
반대로 외편위를 보이는 경우에는 안구는 환안 쪽으로 이

동하려 하므로 얼굴돌림은 환안의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된다.13,14
 본 연구의 경우 이상두위 소견을 보인 환자에서 

내편위를 보인 19명 모두 환안쪽으로 얼굴돌림을 보였으며 

외편위를 보인 16명 중 15명이 환안의 반대방향으로 얼굴

돌림을 보였는데, 외편위를 보인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애가 가장 심한 수평근의 방향으로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얼굴돌림이 환안쪽으로 있는 외편위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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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외사시의 정도가 대상환자 가운데 가장 큰 27 PD
였고 연령이 5.7세로 비교적 어렸으며 환안의 교정시력이 

0.2로 약시였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얼굴돌림을 환안 방향

으로 하여 외편위된 환안을 무시하고 정상안만을 이용하기 

위한 이상두위로 해석할 수 있다.
내전시 발생하는 안구의 과도한 상전이나 하전 그리고 

안구후퇴로 인한 눈꺼풀틈새의 축소는 듀안안구후퇴증후군

의 진단에 매우 중요한 증상이다. 이는 외직근이 이완되지 

않고 긴장된 상태로 안구 표면에서 위아래로 미끄러져 발

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15,16
 근전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러한 미끄러짐은 내전시 외직근에 비정상적인 자극이 주어

져 이완되어야 할 외직근이 오히려 수축하게 되기 때문으

로 밝혀졌다.17,18
 단지 상전과 하전의 빈도에서 상전이 더 

빈번하게 관찰 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비정상적 상, 하전을 

보이는 35명의 환자 중에 26명이 내전시 상전이 나타났으

며 9명에서만 내전시 하전이 발생하였다. 이는 근간막의 탄

력성이 안구의 상방과 하방에서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19,20

비록 본 연구가 제한된 환자에서 시행되었지만 수평근 

후전술 및 Y형 분리술을 시행받았을 경우 안구편위 교정이

외에도 이상두위와 내전시 과도한 상전과 하전에 대해서도 

좋은 수술 결과를 보였다. 이는 수평근 후전술과 함께 시행

한 Y형 분리술이 수술 후 내전시 상, 하전을 현저히 감소시

킬 뿐 아니라 근육의 힘을 분산시켜 역설적 수축현상을 완

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여 안구편위와 이상두위 모두에 긍정

적인 효과를 보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21,22

본 연구에서 안구운동제한의 호전은 없었다. 수직근의 

외직근으로의 근전위술을 시행하여 외전운동을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내전제한을 증가시키고, 내전시 상전 또는 하

전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11
 상사위가 10% 이상에서 나타나 

술 전에 없었던 복시를 호소할 수 있고5
 전안부 허혈의 위

험이 증가될 수 있어 본원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듀안안구후퇴증후군 환자에서 적절한 수평근

의 후전술로 안구편위, 이상두위 등의 호전을 확인할 수 있

었고, 수평근 후전술과 Y형 분리술을 함께 시행하여 내전시 

상, 하전을 줄일 수 있었다. 안구후퇴가 심하지 않고 안구편

위가 큰 환자에서 시행한 내직근 후전술 및 외직근 절제술

의 경우에서도 역시 좋은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듀안

안구후퇴증후군 환자에서 적절한 술 전 검사와 이에 맞는 

수술법의 선택으로 수술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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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rgical Results in Duane Retraction Syndrome

Seong Bae Park, MD, Seung Ah Chung, MD, Jong Bok Lee, MD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To report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the results of a series of patients treated with various strabismus surgery 
techniques for Duane retraction syndrome (DRS).
Methods: Thirty-eight patients with DRS undergoing surgical treatment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In all patients, ocular 
alignment, abnormal head posture and ocular motility disturbance were assessed both preoperatively and postoperatively. The 
patients were treated with appropriate horizontal muscle recession, Y-splitting combined with horizontal muscle recession, medial 
rectus recession and lateral rectus resection.
Results: The incidence of DRS was greater in females and in the left eye. Type 1 was the most common, and esodeviation was 
seen most frequently in the primary position. The esotropic patients with DRS turned their faces toward the affected eyes, while 
the exotropic patients with DRS turned away from the affected eyes. The deviation in the primary position was reduced from 
an average of 15.0 prism diopters (PD) to 1.5PD. The face turn was reduced from an average of 17.5 degrees to 1.2 degrees.
Conclusions: The primary deviation and abnormal head posture found in DRS can be improved by proper preoperative evaluation 
and adequate choice of surgical methods.
J Korean Ophthalmol Soc 2009;50(6):893-897

Key Words: Abnormal head posture, Duane retraction syndrome, Surgical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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