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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눈떨림은 보통 생후 3∼4개월에 발현되어 평생

지속되며, 성장하면서 눈떨림의 강도가 감소하기도 한

다. 또한, 선천백내장, 녹내장, 시신경위축, 눈백색증

등의 질환이 동반될 수 있고,
1
불규칙한 유전적 요인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대부분 시선의 방향

에 따라 눈떨림의 강도가 변하며, 이때 진폭이나 횟수

가 최소가 되는 시선 방향을 정지점(null point, null

zone)이라 한다. 아눈떨림 환자는 이 정지점에서 대

체로 가장 좋은 시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지점이 제일

안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지점을 전방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 보상적으로 이상두위를 취하게 된다. 많은

환자들이 수평 안위에서 정지점을 가지고 있어 우측 또

는 좌측 얼굴돌림(face turn)을 나타내지만, 드물게

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머리를 기울이는 경우 등

의 이상두위가 나타날 수 있다.

1953년 Anderson
3
과 Goto

4
, 그리고 Kesten-

baum
5
에 의해 각각 아눈떨림에서의 이상두위를 교

정하기 위한 수술적 방법이 소개된 이후, 수평 안위에

서 정지점을 가지는 아눈떨림 환자의 얼굴돌림 이상

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고안되었으나,
6-12
수직 이상두위가 동반

된 아눈떨림 환자에 대한 연구나 보고는 많지 않았

다. 1958년 Pierse
13
가 아눈떨림에서 턱올림 두위를

보 던 환자 2명을 대상으로 한 수술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하 으며, 1973년 Parks
14
는 이상두위가 25°미

만인 경우 양안 상직근 또는 하직근의 4.0 mm 후전술

을 시행하고, 25°이상일 때는 그 대항근의 4.0 mm

절제술을 추가로 시행한 수술 결과를 보고하 다.

이후, 보고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Pierse의 방법과 Parks의 방법을 변형시킨 수술법들

이 제안되었다.
15-18

하지만, 여전히 아눈떨림에 동반

된 수직 이상두위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저자들은 수직 이상두위를 보이는

아눈떨림 환자에게 이상두위의 정도에 따라 수술량을

달리 하여 양안 수직근의 후전-절제술을 시행하고, 그

교정효과에 대해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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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수직 이상두위를 동반한 아눈떨림 환자에게 양안 수직근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고 이상두위의 교정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과 방법 : 10°이상의 수직 이상두위를 동반한 아눈떨림 환자 6명을 대상으로 턱을 올리는 이상두위가 있었던

1명에게는 양안 하직근의 후전술 및 상직근의 절제술을 시행하고, 턱을 내리는 이상두위가 있었던 5명에게는 양안 상

직근의 후전술 및 하직근의 절제술을 시행하여 술 전과 술 후 이상두위 정도를 비교하 다.

결과 : 수술 전 수직 이상두위 정도는 10∼30° 으며, 20∼30°가 4명이었다. 수술 후 평균 35.8개월(7∼66개월)의

추적 관찰 결과 6명 중 5명(83.3%)에서 5°미만의 수직 이상두위를 나타냈으며, 1명에서 술 후 20°정도의 좌측 얼

굴돌림이 나타났으나, 모든 예에서 안구운동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 : 수직 이상두위를 동반한 아눈떨림 환자에서 양안 수직근의 수술적 치료로 만족할 만한 이상두위의 교정효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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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훈 외 : 수직 이상두위 동반한 아눈떨림 수술 ―

안과에서 아눈떨림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수직 이상

두위 교정을 위해 양안 수직근의 후전-절제술을 시행받

고 6개월 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했던 6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연구하 다. 수술 전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

된 경우나 다른 안과 수술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는 없

었다.

수술 전 환자들은 시력검사, 현성 및 조절마비 굴절

검사, 사시각 측정을 비롯한 안구운동검사, 안저검사를

각각 시행 받았으며, 임상적 이상두위 정도의 측정은

정면 주시시 환자의 이마선에 평행한 가상의 얼굴 수직

면과 원거리 물체 주시시 이상두위를 취하는 얼굴의 수

직면이 이루는 각도를 목측하여 5°단위로 기록하 다.

그리고, 수술 전 환자에게 안전위도검사(Electro-

oculogram; Nicolet Compact Four/CA2000)를

시행하여 눈떨림의 파형, 빈도, 진폭 및 정지점 등을 확

인하 고, 이렇게 확인된 정지점은 임상적 이상두위 측

정값과 모두 5°이내에서 일치하 다.

수술은 수직 이상두위가 10°이상인 경우를 대상으

로 하 으며, 모두 동일 술자에 의해 시행되었고, 안위

를 수직 이상두위 방향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상두위

의 방향과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술량을 달리 하

다. 수술 전 턱내림 두위를 취하며 이상두위 정도가

20°미만이었던 2예에서는 양안 상직근의 5.0 mm 후

전술과 하직근의 4.0 mm 절제술이 시행되었고, 수술

전 수직 이상두위가 20°정도 던 2예에서는 이상두위

를 취하는 방향에 따라 양안 상직근 또는 하직근의 6.0

mm 후전술과 대항근의 4.0 mm 절제술이, 30°정도

의 턱내림 이상두위를 취한 2예에서는 양안 상직근의

6.0∼7.0 mm 후전술과 하직근의 5.0 mm 절제술이

시행되었다.

결 과

대상 환자의 수술 당시 평균 연령은 6.3세(3∼11세)

고, 남자가 4명, 여자가 2명이었다. 수술 후 추적 관

찰 기간은 7∼66개월로 평균 35.8개월이었다. 눈백색

증이 동반된 경우가 2예, 심실중격결손증이 1예에서 있

었고, 사시가 동반된 경우는 없었다(Table 1). 눈떨림

의 방향은 모든 예에서 주로 수평형 눈떨림 소견을 보

고, 일부에서는 수직형 눈떨림이 혼합된 경우도 있었

다. 수술 전 턱올림 두위를 보 던 경우가 1예, 턱내림

두위가 5예 으며, 수술 직후 6예 모두에서 수직 이상

두위가 5°미만으로 교정되었고, 추적 관찰 기간동안

모든 예에서 안구운동장애나 사시의 발생 및 이상두위

의 재발은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 전 30°정도의 턱내

림 두위를 보 던 1예(Case 6)에서 양안 상직근의

7.0mm 후전술 및 하직근의 5.0 mm 절제술을 시행한

후 턱내림은 교정되었으나, 이후 20°정도의 좌측 얼굴

돌림이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동반된 사시나 안구운

동장애는 없었다. 이상두위 교정을 위한 수술의 미용적

측면에서 볼 때, 저자들은 수술 후 이상두위 정도가

5°미만인 경우 외관상 만족할 만한 것으로 판단하

고, 이를 수술 성공 기준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추적

관찰 기간동안 수직 이상두위가 5°미만으로 유지된 경

우는 전체 6예 중 5예로서, 수술 성공률은 83.3% 다

(Table 2). 모든 예에서 수술 전 원거리 주시 하의 수

직 이상두위 측정을 바탕으로 수술량을 결정하 으나,

수술 후 추적 관찰 기간동안 원거리뿐만 아니라 근거리

주시에서도 과교정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 1은 6세 남자 환아의수술전 수평 안전위도

검사와(Fig. 1A, 1B), 수술 후 4년 2개월이 지난 뒤

시행한 수평 안전위도검사 결과다(Fig. 1C). 이 환아

는 1세 경 심실중격결손증으로 수술 받은 과거력 외에

특이 병력은 없었으며, 내원 당시 양안 대칭적인 격동

수평눈떨림 소견을 보 고, 약 20°정도의 턱올림 두위

를 취하고 있었다. 눈떨림의 강도는 상방 주시시 심해

지고, 하방 주시시 감소하는 양상이었고, 어느 한 눈을

가려도 변화가 없었다. 수술은 양안 하직근의 6.0 mm

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Case Sex Age (years) Follow-up
*
(months) Associated Diseases

1

2

3

4

5

6

F

M

M

F

M

M

3

5

6

5

11

8

47

23

66

51

7

21

Ocular albinism

VSD
†

Ocular albinism

*
Follow-up period from surgical procedure.
†
VSD: ventricular septal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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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ients undergoing surgery for vertical head posture in infantile nystagmus

Case

No.
Head posture Visual acuity Surgical procedure

Preop. Postop. Preop. Postop.

1 Chin down 10° Chin down

<5°

R:

L:

20/260

20/470

20/30

20/70

BSR
*
Recession 5.0 mm

BIR
†
Resection 4.0 mm

2
Chin down 15°

L-face turn <5°

L-face turn

5~10°

R:

L:

20/400

20/200

20/125

20/200

BSR Recession 5.0 mm

BIR Resection 4.0 mm

3 Chin up 20° Chin up 10° R:

L:

20/40

20/30

20/25

20/25

BIR Recession 6.0 mm

BSR Resection 4.0 mm

4 Chin down 20°

L-face turn <5°

L-face turn

<5°

R:

L:

20/200

20/200

20/100

20/70

BSR Recession 6.0 mm

BIR Resection 4.0 mm

5 Chin down 30° Chin down

<5°

R:

L:

20/100

20/100

20/70

20/70

BSR Recession 6.0 mm

BIR Resection 5.0 mm

6 Chin down 30° L-face turn 20°
R:

L:

20/200

20/200

20/200

20/200

BSR Recession 7.0 mm

BIR Resection 5.0 mm

*
BSR: bilateral superior rectus muscles.
†
BIR: bilateral inferior rectus muscles.

Figure 1.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Electro-oculogram

(EOG) of 6-year-old boy with chin-up 20°head posture.

Preoperative EOG shows the bilateral, symmetric, 3Hz

left-beating jerk nystagmus in primary gaze (A), and quiet

in down gaze 20°(B). Postoperative EOG demonstrates

almost quiet in amplitude and frequency of the nystagmus

in primary gaze (C).

RE: right eye, LE: left eye.

20 degrees per division of vertical axis.

0.5 second per division of horizontal axis.

― 대한안과학회지 제 45 권 제 4 호 200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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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훈 외 : 수직 이상두위 동반한 아눈떨림 수술 ―

후전술과 양안 상직근의 4.0 mm 절제술을 시행하

다. 수술 직후 두위는 정위 소견을 보 으며, 수술 후 5

년 6개월이 지난 뒤, 환아는 약 10°정도의 턱올림 두

위를 취하 으나, 외관상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고, 시

력은 양안 모두 20/25 이었다.

수술 전 제일안위에서 양안 교정시력은 시력 측정이

가능했던 6명에서 Snellen 시력표로 평균 20/100

(20/470∼20/30)이었고, 수술 후 시력은 평균 20/60

(20/200∼20/25)으로, 눈백색증이 있었던 2예를 제

외하고 수술 전에 비해 1줄 또는 2줄 이상의 시력 개선

이 있었다(Fig. 2).

고 찰

아눈떨림은 아기에 나타나는 불수의적이고 규칙

적인 진자성 또는 격동성 안구 운동으로, 대개 수평 눈

떨림을 보이나, 간혹 이차성 수직 눈떨림이 동반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선천성, 특발성의 수직 눈떨림이 단독

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개 중추 신경 계

통, 특히 뇌간의 이상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

다.
19
이러한 아눈떨림에서 나타나는 이상두위의 교

정과 시력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고안

되어 왔는데, 그 중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프리즘이나

오목렌즈를 양안에 대어 안구모임을 유발하여 제일안위

에서 눈떨림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20,21

프리즘의 기저

를 정지점과 반대 방향, 즉 얼굴돌림과 같은 방향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정지점을 제일안위에 근접하도록 하여

눈떨림의 감소와 이상두위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

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대부분 이상두위가 10°이

내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고, 융합력이

없는 환자에게는 프리즘을 이용할 수 없는 등의 제한점

이 있다. 따라서, 10°이상의 이상두위가 존재하는 경

우 수술적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아눈떨림의 수술적 치료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차

적인 보상성 이상두위를 교정하는 데 있다. 1953년

Anderson
3
은 눈떨림의 저속기에 작용하는 근육이 과

항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들 근육을 약화시키는 수

술을 제안하 으며, Goto
4
는 이와 반대로 눈떨림의 고

속기에 작용하는 근육의 기능저하가 있으며 이들 근육

의 절제술로 이상두위를 교정할 수 있다고 믿었다. 비

슷한 시기에 Kestenbaum
5
은 양안 수평근의 후전-절

제술을 병합하여 아눈떨림에서 동반된 이상두위를 교

정하기 위한 수술적 방법을 제안하 는데, 이후 최근까

지 그의 술식을 변형시킨 수술 방법들이 다수 보고되었

다.
6-12
그러나, 아눈떨림 환자에서 수직 이상두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드물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 방

법 또한 보고된 바가 적었다. 최초의 수직 이상두위 교

정 수술은 1958년 Pierse
13
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

는 턱올림 두위를 보 던 아눈떨림 환자 2명을 대상

으로, 첫번째 환자에게 양안 하직근의 5.0 mm 후전술

과 상사근의 절제술을 시행하고, 두번째 환자에게는 양

안 상사근의 4.0 mm 후전술을 시행한 결과, 두 경우

모두에서 이상두위의 감소와 시력 호전이 있었다고 하

다. Schlossman
15
은 보상적으로 턱내림 두위를 취

하는 아눈떨림 환자에게 양안 하직근의 6.0 mm 절

제술과 하사근의 2.0 mm 전치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

이상두위의 호전이 있었음을 보고하 다. 최근에는 좀

더 적극적인 수술 방법들이 고안되었는데, 1987년

Taylor와 Jesse
16
는 턱내림 두위가 동반된 아눈떨

림 환자에게 양안 상직근의 5.0∼6.0 mm 후전술과 후

봉합술을 시행하고, 더불어 양안 하사근의 절제술을 병

합하 고, 턱올림 두위가 있었던 환자에게는 양안 하직

근의 5.0mm 후전술과 상사근의 절제술을 시행하여,

모든 경우에서 이상두위가 효과적으로 교정되었다.

1996년 Roberts 등
17
은 4명의 턱올림 두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직근의 5.5∼6.0 mm 후전술과 상직근의

6.0∼8.0 mm 절제술을 시행하고, 3명의 턱내림 두위

환자를 대상으로 상직근의 8.0∼9.0 mm 후전술과 하

사근의 전치술을 시행한 결과, 턱올림 두위의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적어 4명 중 2명에서

는 추가적인 시술을 필요로 한 반면, 턱내림 두위의 환

자들은 모두 거의 완치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Parks
14
는 Kestenbaum

5
의 후전-절제 개념을 도입

하여 수직 이상두위 교정에 있어 25°미만인 경우 양안

수직근의 4.0 mm 후전술만을 시행하고, 25°이상인

Figure 2. Correlation between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Snellen visual ac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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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양안 수직근의 4.0 mm 후전술과 절제술을 병합

하는 수술법을 소개하 다. 그러나, 술 후 부족교정이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 현재는 이상두위 정도가

심한 경우 양안 수직근의 8.0 mm 후전술과 8.0 mm

절제술을 함께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2

양안 수직근의 후전술과 함께 상사근의 후전술 또는

하사근의 전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이상두위를 교정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근의 정량적 수술

이 직근에 비해 어려우며, 수술 후 회선사시, 유착 등에

의해 상하 주시에 심한 장애가 동반될 수 있다. 수술로

약화된 사근의 대항근이 상대적으로 과항진되고, A-V

증후군, 또는 눈꺼풀 후퇴 등의 합병증이 나타난 예도

보고된 바 있다.
17
이에 저자들은 수직근과 사근의 병합

술 대신 수직근만의 후전-절제술을 이용하여 이상두위

를 교정하 는데, 이상두위가 20°미만에서는 양안 수

직근의 5.0 mm 후전술과 4.0 mm 절제술을 시행하

고, 20∼30°인 경우 6.0 mm 후전술과 4.0∼5.0

mm 절제술을, 30°이상에서는 7.0 mm 후전술과

5.0 mm 절제술을 시행하여, 6예 중 5예에서 과교정이

나 부족교정 등의 문제없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

다. 또한 최근 제시되고 있는 수직근의 8.0 mm 후전-

절제술에 비해 적은 수술량으로도 효과적인 이상두위

교정 결과를 얻었으며, 과도한 수술량을 적용할 때 발

생할 수 있는 안구운동제한 등의 합병증도 줄일 수 있

었다. 이러한 양안 수직근의 후전-절제술은 술 후 안구

회선에 따른 A-V 증후군의 발생과, 이전에 사시 수술

을 받았던 환자에서 전안부 허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또한 하직근의 과도한 후전시 아래 눈꺼풀의

후퇴나 과도한 절제시 아래눈꺼풀속말림 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합병증은 저자들의 예에서는 동

반되지 않았는데, 이는 수술 시 외안근과 주위 구조를

조심스럽게 충분히 박리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수술 전 30°정도의 턱내림 두위를 보 던 8세 남자

환아(Case 6)에서 수술 후 수직 이상두위는 교정되었

으나, 20°정도의 좌측 얼굴돌림이 나타난 것이나, 수

술 전 15°정도의 턱내림 두위와 5°미만의 좌측 얼굴

돌림이 있었던 5세 남자 환아(Case 2)에서 수술 후 좌

측 얼굴돌림이 5∼10°로 증가한 예는 이미 존재하던

수평 이상두위가 수술 전에는 상대적으로 심한 수직 이

상두위로 인해 간과되었다가, 수술 후 수직 이상두위가

교정됨에 따라 수술 전보다 더 드러나 보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수술적으로 정지점을 제일안위에 위치시키는 것이

이상두위를 교정하는 효과 외에도 정지점의 범위를 확

대하고 눈떨림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22
이는 정지점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안위에서 수술 전에 비해 눈떨림이 감소된 양상으로 나

타나며 수술 후 시력 호전과도 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6예 중 눈백색증이 동반된 2예를 제외한 4

예에서 Snellen 시력표로 1줄 또는 2줄 이상의 시력

호전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수술 후 이상

두위는 효과적으로 교정되었으나, 시력 개선 여부는 뚜

렷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으며,
8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

이 나이가 어린 환자들이어서 수술 전후의 시력 변화가

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시력 발달로 인한 결과로도 생각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눈떨림 환자는 시력 발달 시기

에 불수의적인 안구 운동으로 인해 적절한 시자극이 이

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약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

기 때문에,
24
수술적으로 제일안위에서의 눈떨림을 감

소시키는 것이 약시의 발생을 줄여 줄 수 있고, 향후 시

력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이 수직 이상두위를 동반한 아

눈떨림 환자 6명에게 이상두위 정도에 따라 20°미만

에서는 양안 수직근의 5.0 mm 후전술과 4.0 mm 절

제술을 시행하고, 20∼30°인 경우 6.0 mm 후전술과

4.0∼5.0 mm 절제술을, 30°이상에서는 7.0 mm 후

전술과 5.0 mm 절제술을 시행한 결과, 이는 이상두위

교정에 효과적이었으며, 술 후 시력 개선 효과도 있었

다. 아울러, 수직근의 과도한 절제를 피하고, 사근 수술

로 인한 합병증을 감소시키며, 안구운동제한 등의 위험

성을 줄일 수 있어 아눈떨림 환자에서의 수직 이상두

위 교정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술식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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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rgery for Vertical Abnormal Head Posture

in Infantile Nystagmus

Jeong Hun Bae,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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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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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ffect of surgical management for infantile nystagmus

with vertical abnormal head posture.

Methods: We performed surgical procedures to correct the vertical abnormal head posture of more than 10°

in 6 patients with infantile nystagmus. One patient with the chin-up head posture was treated with recession

of bilateral inferior rectus muscles and resection of bilateral superior rectus muscles, and 5 patients with the

chin-down head posture were treated with recession of bilateral superior rectus muscles and resection of

bilateral inferior rectus muscles. The pre- and post-operative measurements of the head posture were evaluated

and compared with each other.

Results: Preoperatively, the degree of vertical head posture ranged from 10 to 30°, and 4 patients were with

the 20∼30°abnormal head posture. In the average follow-up period of 35.8 months, 5 patients (83.3%)

showed less than 5°of chin-up or chin-down head posture. In one case, 20°left face turn was noted

postoperatively. However, duction was full in all cases.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urgical management with bilateral vertical rectus muscles was

effective for the correction of vertical abnormal head posture in infantile nystag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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