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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하수를 여러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체계적인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 치료 결과를 얻

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하지만 안검하수의 정의, 

정도, 수술 적응증, 그리고 수술 방법 등은 그 사회의 

미적기준이나 사회환경, 인종차이, 경제적 환경, 그리

고 의료보험제도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양 문화의 향을 받게 되었으며, 서양인의 미적 기

준이 동양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서양인의 

관점에서 정해 놓은 기준으로 동양인의 안검하수를 진

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미국 등 서구권 국가들에서 동양인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안성형 의사들도 동양인의 눈꺼풀의 

구조와 동양적인 미의 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

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특정 수술법의 결과에 대한 연

구는 일부 있었지만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검하수

의 분류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

를 통해서 한국인에서 안검하수의 원인별 분포 및 사용

된 수술 방법을 조사하고 이를 서양인에서의 연구 자료

와 비교하고자 하 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안과에서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안검하수로 수술받은 환자 913명 1147안

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안검하수의 원인, 안검하수 

정도, 단안성/양안성, 수술 방법, 수술 시 연령, 성별, 

안검하수 수술의 과거력, 동반된 안이상 등을 연구를 

위한 변수로 기록 하 다. 

안검하수의 분류는 일차적으로 전통적인 선천성, 후

천성으로 분류하 고 이를 다시 Beard
1
의 분류에 따라 선

천성을 단순형, 상직근 마비 동반형, 눈꺼풀틈새축소

(blepharophimosis), 턱-윙크 현상(Marcus-Gunn 

syndrome), 선천성 삼차신경마비로 세분하 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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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한국인에서 안검하수의 원인별 분포 및 사용된 수술방법을 조사하고 이를 서양인에서의 연구 자료와 비교하고

자 하 다.

대상과 방법 :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안검하수로 수술받은 환자 913명 1147안을 대상으로 선천성, 후천성으로 

분류하 고 이를 다시 기전별 분류를 이용하여 근성, 널힘줄성, 기계성, 신경성으로 분류하 다. 각각의 경우 사용된 

수술방법을 기전별로 분류하 다. 

결과 : 선천성 안검하수는 695명(76.1%) 이었으며 후천성 안검하수는 218명(23.9%)이었다. 기전별 분류로는 

근성 84.7%, 널힘줄성 10.5%, 기계성 1.6%, 신경성 3.4% 다. 안검하수 교정을 위하여 사용된 수술 방법은 

그 빈도 순으로 이마근 걸기술 60%, 눈꺼풀올림근 절제술 26.4%, 눈꺼풀올림근널힘줄 교정술 12.2%, 

conjunctivomüllerectomy 1.4% 이었다.

결론 : 선천성 안검하수의 비율이 후천성에 비해 높았고, 이는 서양에서의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선천성 안검하수의 

비율이 높았으나 과거에 국내에서 발표된 결과보다는 낮았다. 이는,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성인에서의 수술 빈도

가 증가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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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은 널힘줄성(aponeurotic), 근성(myogenic), 

기계성(mechanical), 외상성(traumatic), 신경성

(neurogenic)으로 세분하 다. 또한 선천성과 후천성

의 구분없이 Frueh
2
의 기전별 분류(mechanistic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하여 근성, 널힘줄성, 기

계성, 신경성으로 다시 분류하 다. 근성과 널힘줄성의 

구분은 눈꺼풀올림근 기능이 8 mm 이상은 널힘줄성으

로 분류하 고, 그 미만은 근성으로 분류하 다. 소아

와 성인에서 선천성, 후천성 및 각 기전별 안검하수의 

비율을 조사하 고, 연령대별 선천성과 후천성의 빈도 

및 기전별 빈도를 구하 다. 소아와 성인의 구분은 15

세를 기준으로 하 다.

안검하수의 정도는 단안성일 경우 양안 눈꺼풀틈새

의 차이를 기준으로 2 mm 이하일 경우 경도(mild), 

2∼4 mm 일 경우 중등도(moderate), 4 mm 이상일 

경우 중증(severe)으로 분류하 으며 양안성 안검하

수의 경우 양안 눈꺼풀틈새 중 안검하수가 더 심한 쪽

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6 mm 이상일 경우 경도, 

4∼6 mm 일 경우 중등도, 4 mm 이하일 경우를 중증

으로 분류하 다. 

눈꺼풀올림근의 기능은 Berke씨 방법에 의해 측정

하 다.
4
 눈꺼풀올림근 기능이 4 mm 이하는 불량

(poor), 5∼7mm인 경우 보통(fair), 8 mm 이상인 

경우는 양호(good)한 군으로 분류하 다.

결     과 

안검하수 수술을 받은 913명 1147안을 대상으로 하

으며 수술 당시 평균 연령은 18세 (median=12세, 

range=0-80세) 으며 15세 이하 소아가 538명(58.9%), 

15세 이상 성인이 375명(41.1%)이었다. 남자가 548

명(60.0%) 여자가 365명(40.0%)이었으며 단안성이 

679명(74.4%) 양안성이 234명(25.6%) 이었다(Table 

1). 대상군 중 선천성 안검하수는 695명(76.1%) 이었

으며 후천성 안검하수는 218명(23.9%)이었다. 이 중 

15세 이하의 소아에서는 선천성 안검하수가 510명

(94.8%)이었고 후천성이 28명(5.2%) 이었으며, 15

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선천성이 185명(49.3%) 후천

성이 190명(50.7%)이었다(Table 2). 수술을 받은 

연령대는 40세 이하까지는 선천성 안검하수의 비율이 

높았으며 그 이후로는 후천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

다(Fig. 1).

선천성 안검하수 중에서는 다른 안이상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형이 674명(97.0%) 이었으며 그 외 안검축

소 11명(1.6%), 턱-윙크 현상 9명(1.3%), 선천성 삼

차신경 마비 1명(0.1%)이 관찰 되었다. 후천성 안검하

수에서는 널힘줄성이 96명(4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근성 64명(29.4%), 신경성 28명(12.8%), 기계

성 15명(6.9%), 외상성 15명(6.9%) 순이었다(Table 

2). 근성 중에서는 만성 진행성 외안근 마비(chronic 

progressive external ophthalmoplegia)가 3명

(1.4%), 중증근무력증(myasthenia gravis)이 3명

(1.4%)이었다. 기전별 분류로는 근성 773명(84.7%), 

널힘줄성 96명(10.5%), 기계성 15명(1.6%), 신경성 

29명(3.4%) 이었다. 

Figure 1. The age distribution of congential and acquired 
ptosis (in number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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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demography (in number of patients)

Age distribution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0

Total

450 (49.3%)
179 (19.6%)

78 (8.5%)
65 (7.1%)
52 (5.7%)
33 (3.6%)
56 (6.1%)

913

Mean age 18 years (Median: 12 years, range: 0-30 years)

≤15 years
> 15 years

538 (58.9%)
375 (41.1%)

Male
Female
Unilateral
Bilateral

Hx*

548 (60.0%)
365 (40.0%)
679 (74.4%)
234 (25.6%)
173 (18.9%)

* : patients with history of previous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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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소아에서는 근성이 97.2%로 가장 많았으며, 

성인에서는 근성이 66.7%, 널힘줄성이 25.3%, 신경

성이 7.2% 등의 비율을 나타내었다(Table 3).

안검하수의 정도에 따른 분류는 경도의 안검하수가 

28.7%, 증등도 38.2%, 중증이 33.1% 다 (Table 

4). 선천성 안검하수에서는 중증인 경우가 33.7%로 

가장 많았으며 후천성에서는 증등도의 안검하수가 

46.3%로 가장 많았다(Fig. 2). 근성, 널힘줄성, 기계

성의 안검하수에서 중등도의 안검하수가 가장 많았고 

신경성에는 경도의 안검하수가 가장 많았다(Table 4). 

눈꺼풀올림근의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눈꺼풀올림근 

기능이 양호한 경우가 17.3%, 보통인 경우가 32.1%, 

불량한 경우가 50.1% 다. 선천성 안검하수에서는 눈

꺼풀올림근 기능이 불량한 환자가 61.6%로 가장 많았

고, 후천성에서는 눈꺼풀올림근 기능이 양호한 경우가 

Table 2. Subdivision of congenital and acquired ptosis in children and adults according to Beard’s classification

No. of patients
No. of eyes

≤ 15 years > 15 years Total

Congenital
  Simple
  Blepharophimosis
  Jaw-wink
  Neurogenic
Acquired
  Aponeurotic
  Mechanical
  Neurogenic
  Myogenic
  Traumatic

510 (94.8%)
490 (91.1%)

11 (2.0%)
 9 (1.5%)

0
28 (5.2%)
 1 (0.2%)
12 (2.2%)
 2 (0.4%)
 7 (1.3%)
 6 (1.1%)

185 (49.3%)
184 (49.1%)

0
0

 1 (0.3%)
190 (50.7%)
 95 (25.3%)

 3 (0.8%)
26 (6.9%)

 57 (15.2%)
 9 (2.4%)

695 (76.1%)
674 (97.0%)

11 (1.6%)
 9 (1.3%)
 1 (0.1%)

218 (23.9%)
 96 (44.0%)

15 (6.9%)
 28 (12.8%)
 64 (29.4%)

15 (6.9%)

842 (73.4%)
810 (96.2%)

22 (2.6%)
 9 (1.0%)
 1 (0.1%)

305 (26.6%)
162 (53.1%)

16 (5.2%)
 37 (12.1%)
 75 (24.6%)

15 (4.9%)

Table 3. Mechanistic classification of ptosis according to Frueh’s classification

No. of patients
No. of eyes

≤15 years > 15 years Total

Myogenic
Aponeurotic
Mechanical
Neurogenic
   Total

523 (97.2%)
 1 (0.2%)
12 (2.2%)
 2 (0.4%)

538

250 (66.7%)
 95 (25.3%)

 3 (0.8%)
27 (7.2%)

375

773 (84.7%)
 96 (10.5%)

15 (1.6%)
29 (3.4%)

913

929 (81.0%)
164 (14.3%)

16 (1.4%)
38 (3.3%)

1147

Table 4. The severity of ptosis for each subgroup of 
mechanistic classification (in number of patients)

Mild Moderate Severe

Myogenic
Aponeurotic
Mechanical
Neurogenic
   Total

214 (27.7%)
 35 (36.5%)

0
 13 (44.8%)
262 (28.7%)

281 (36.4%)
 49 (51.0%)
  9 (60.0%)
 10 (34.5%)
349 (38.2%)

278 (35.9%)
 12 (12.5%)
  6 (40.0%)
  6 (20.0%)
302 (33.1%)

Figure 2. The severity of congenital and acquired ptosis (in
number of patients).

248
262

77

101

40

185

0

50

100

150

200

250

300

mild moderate severe

congenital

acquired



― 김인식 외 : 한국인에서 안검하수의 원인별 분류 ―

1265

59.2%로 가장 많았다(Fig. 3). 눈꺼풀올림근의 기능

과 안검하수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경도의 안검하수에

서는 눈꺼풀올림근 기능이 보통인 경우가 43.5%로 가

장 많았고, 중등도의 안검하수에서도 눈꺼풀올림근 기

능이 보통인 경우가 42.7%로 가장 많았으며, 중증의 

안검하수에서는 눈꺼풀올림근의 기능이 불량한 경우가 

80.4%로 가장 많았다(Fig. 4). 

안검하수 교정을 위하여 사용된 수술 방법은 그 빈

도 별로 이마근 걸기술(60%), 눈꺼풀올림근 절제술

(26.4%), 눈꺼풀올림근 널힘줄 교정술(12.2%), 

conjunctivomüllerectomy (1.4%) 순이었으며, 소

아에서는 자가 대퇴근막을 이용한 이마근 걸기술과 

supramid를 이용한 이마근 걸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

되었고, 성인에서는 눈꺼풀올림근 절제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Table 5). 선천성 안검하수에서는 자가 대

퇴근막을 이용한 이마근 걸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

고, 후천성에서는 눈꺼풀올림근 널힘줄 교정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각 기전 별로는 널힘줄성 안

검하수에서는 눈꺼풀올림근널힘줄 교정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근성과 기계성 안검하수에서는 자

가 대퇴근막을 이용한 이마근걸기술, 신경성에서는 

conjunctivomüllerectomy가 가장 많이 사용 되었다

(Table 6).

고     찰

안검하수의 원인은 수술 방법과 눈꺼풀올림근 절제

량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 예후를 예측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 이에 저자들마다 다양한 방

식으로 안검하수를 분류하게 되었는데 Fox
3
, Beard

1

는 크게 선천성과 후천성 안검하수로 나누고 이를 원인

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세분하 다. Fox
3
는 1972년에 

안검하수를 선천성, 후천성 안검하수와 함께 가족-유전성 

안검하수(heredofamilial ptosis)로 잉태(gestation) 

이전부터 상염색체 우성(autosomal dominant pattern)

으로 유전되는 군으로 분류하 다. Beard
1
는 1981년

에 발표한 안검하수의 분류에서 선천성, 후천성과 함께 

무안구증이나 피부이완증(dermatochalasia), 하사

시 등에 의한 가성안검하수(pseudoptosis)를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두 저자간에 세번째 군의 분류에 차

이를 보이고 있다. Fox
3
는 후천성 안검하수를 신경성, 

근성, 외상성, 노인성으로 나눈 반면, Beard
1
는 노인

Figure 3. The levator function in congenital and acquired 
ptosis (in number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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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type of surgery used for children and adults (in number of eyes)

≤ 15 years > 15 years Total

Aponeurosis repair
Levator resection
Frontalis suspension
  Autologous fascia lata
  Supramid
  Silicone rod
Conjunctivomüllerectomy
    Total

6 (0.7%)
159 (19.9%)
634 (79.3%)

 417 (52.2%)
 202 (25.3%)

 15 (1.9%)
0

799

158 (28.7%)
197 (35.8%)
176 (32.0%)

 173 (31.5%)
 2 (0.4%)
 1 (0.2%)
19 (3.5%)

550

164 (12.2%)
356 (26.4%)
810 (60.0%)

 590 (43.7%)
 204 (15.1%)

 16 (1.2%)
19 (1.4%)

1349

Figure 4. Relationship between the severity of ptosis and 
levator function (in number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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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안검하수를 근성의 아군(subgroup)으로 분류하고 

대신 기계성을 후천성 안검하수의 원인으로 추가하

다. 1980년에 Frueh
2
는 이러한 분류들이 복잡하고 일

관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누지 

않고 발생기전에 따라 신경성, 근성, 널힘줄성, 기계성

으로 간단히 분류하 다. 현재 여러 문헌에서는 저자의 

편의에 따라 주로 Beard와 Fox나 Frueh의 분류법을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eard 분류와 Frueh 

분류법을 모두 이용 하 다.

여러 연구에 나타난 선천성과 후천성 안검하수의 비

율을 보면 1949년에 Berke
5
는 200례의 환자 중 88%

가 선천성이었다고 보고 하 다. Carbajal
6
은 1960년

에 142명의 안검하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선

천성 97%와 후천성 3%, 1969년에 Smith et al
7
은 

전체 예의 67%가 선천성이었다고 각각 보고하 다. 

1981년에 Beard1는 선천성 안검하수가 60%, 이 중 일

차적 안검거근 이 양증(levator muscle dystrophy)

에 의한 경우가 전체 안검하수의 50%, 안검축소와 동

반된 경우가 5%, 턱-웡크현상과 같은 연합운동 안검하

수(synkinetic ptosis)가 5% 으며, 후천성 안검하

수는 40% 다고 보고하 다. Fox
3
는 1986년에 선천

성이 65%, 가족-유전성 15%, 후천성 20% 라고 보고

하는 등 대체로 선천성 안검하수의 비율을 60%이상으

로 보고 하 다.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에 의하면 1979

년에 Ahn and Lee8는 선천성이 전체의 94%, 1985

년에 Kim and Lee
9
는 91%, 1995년에 Choe et 

al10은 92.3%, Kim and Chung11은 86%로 외국에

서의 결과에 비해 선천성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반면 1983년에 Rathbun
12
은 전체 안검하수 환자 

중 69%가 널힘줄결손(aponeurotic defect)에 의하

며 20%만이 선천성이었다고 보고하 다. 또한 최근에 

시행 된 연구 결과 중에서는 Baggio et al
13
이 2002

년에 484명의 소아 안검하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분류에 의하면 근성이 42%, 널힘줄성 35.3%, 신경성 

6.8%, 혼합형 15.9% 다고 발표 하 다. 본 연구에서

도 후천성의 비율이 23.9%, 널힘줄성 안검하수의 비율

이 10.5%로 외국의 보고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

다. Rathbun
12
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인구의 고령화

에 따른 고령환자의 증가와 노인성 변화를 교정하는 재

건수술(reconstructive procedure)에 대한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 다. 

수술을 받는 연령대를 볼 때 10세 미만이 49.3%로 가

장 많았으나 40세 이상도 15.4%를 차지하 다. 과거 

국내에서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Kim and Chung
11
 

은 40세 이후에 수술 받는 환자가 1.6%라고 보고하

으며, Ahn and Lee
8
는 0%, Kim and Lee

9
는 

0.9%로 각각 보고하 다.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국내에서도 수술환자의 연령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과 미용에 대한 

개념의 변화에 향을 받은 결과로 생각된다.

Kim and Chung11은 한국인에서 선천성 안검하수

의 비율이 높은 원인을 인종적 차이로 인한 상안검의 

Table 6. The type of surgery for congenital and acquired, and each subgroup of mechanistic classification (in number of eyes)

Congenital Acquired

Aponeurosis repair
Levator resection
Frontalis suspension
  Autologous fascia lata
  Supramid
  Silicone rod
Conjunctivomüllerectomy

 2 (0.2%)
237 (23.3%)
778 (76.4%)
569 (55.9%)
197 (19.3%)

12 (1.2%)
 1 (0.1%)

162 (48.9%)
119 (35.6%)

32 (9.7%)
21 (6.3%)
 7 (2.1%)
 4 (0.3%)
18 (1.3%)

Aponeurotic Myogenic Mechanical Neurogenic

Aponeurosis repair
Levator resection
Frontalis suspension
  Autologous fascia lata
  Supramid
  Silicone rod
Conjunctivomüllerectomy

164 (100%)
0
0
0
0
0
0

0
344 (30.6%)
781 (69.4%)
569 (50.6%)
196 (17.4%)

16 (1.4%)
0

0
 8 (34.8%)
15 (65.2%)
 9 (39.1%)
 6 (26.1%)

0
0

0
 4 (10.8%)
14 (37.8%)
12 (32.4%)

2 (5.4%)
0

19 (51.4%)



― 김인식 외 : 한국인에서 안검하수의 원인별 분류 ―

1267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하 는데, 동양인

은 서구인에 비하여 안윤근이 잘 발달되어 두껍고 비후

되어 있으며 피부가 상안검 아래로 처져있는 경우가 많

고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 많으며 안와 지방이 더 풍부

하고 안와격막이 상안검연에 가깝게 내려와 있어서 상

안검이 두껍고 상대적으로 무게가 많아져 상안검을 들

어올리는데 더 힘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 다. 

Jeong et al
14
도 9명의 한국인과 5명의 백인 사체의 

상안검을 해부하여 시행한 연구결과 동양인의 상안검은 

안와격막과 눈꺼풀올림근근막의 융합이 더 아래쪽에

서 이루어지고, 눈꺼풀올림근근막 앞쪽의 지방조직이 

눈꺼풀판 위로 돌출되어 있으며, 피하지방, 안윤근하

(suborbicularis) 지방, 눈꺼풀판 앞쪽(pretarsal)

의 지방조직이 더 두껍고, 눈꺼풀올림근 근막이 더 아

래쪽에서 피부에 유착된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이유

로 동양인에서 선천성 안검하수의 빈도가 더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반면 서양인에서는 후천성 안검하수가 더 

많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으로는 서양인의 경우 피부와 

근육의 이완성이 나이가 듦에 따라 동양인에 비해 현저

하게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본 연구에서 선천성 안검하수는 단순형 97.0%, 안

검축소 1.6%, 턱-윙크현상 1.3%로 단순형의 비율이 

이전의 연구에 비해 높았다. Beard
1
는 안검축소의 비

율이 3∼6%, 턱-웡크 현상의 비율이 4∼6%라고 보고

하 다. Lee et al
15
은 단순형이 75.7%, 안검축소가 

5.7%, 턱-윙크 현상이 8.2%라고 보고하 다. 국내에

서는 Kim and Chung11의 연구에서 85.1%가 단순

형, 안검축소가 3.1%, 턱-윙크현상이 3.1%로 보고하

고, Choe et al
10
은 단순형이 76.2%, 안검축소 

9.5%, 턱-윙크 현상이 4.6%로 보고하 다.

안검하수의 정도에 따른 눈꺼풀올림근의 기능을 분

석해 본 결과 안검하수가 심한 환자에서 대체로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이 불량함을 알 수 있었다. 안검하수가 

경미한 군에서는 눈꺼풀올림근의 기능이 보통인 경우가 

43.5%로 가장 많았으나 불량한 경우도 27.5%로, 

Choe et al10이 보고한 1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에 대한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안검하수

의 정도가 경도인 환자군에서 이전에 타병원에서 안검

하수로 수술을 한차례 이상 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가 

9.1%가 있었다. 이들에서 첫 수술전 상태에 대한 정보

가 없으므로 눈꺼풀올림근의 기능은 불량하나 안검하수

의 정도는 경도로 분류되어, 경미한 안검하수 환자에서 

눈꺼풀올림근 기능이 불량한 환자의 수가 비교적 많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중등도의 안검하수에서는 눈

꺼풀올림근의 기능이 보통인 군과 불량한 군이 각각 

42.7% 와 42.1%로 비슷하 고, 중증의 안검하수에서

는 눈꺼풀올림근의 기능이 불량한 경우가 80.4%로 가

장 많았다. Choe et al
10
은 눈꺼풀올림근 기능이 불량

한 환자가 중등도의 안검하수에서 76.9%, 중증에서는 

83.3%로 보고하 으며, 이와 비교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등도인 환자에서 기능이 불량한 군의 비율이 낮게 나

타나, 중등도의 안검하수에서도 눈꺼풀올림근의 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환자들의 수가 많이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검하수의 분류에 있어서 Choe et al
10
은 안

검열의 크기로 2 mm이하일 때 중증, 3∼4 mm일 때 

중등도, 5 mm이상일 때 경도로 분류하 으나, 본 연

구에서는 단안성 안검하수를 양안 안검열의 차이를 이

용하여 분류하 으므로 절대적인 안검열의 크기는 5 

mm 이상으로 Choe et al
10
의 연구에서는 경도로 분

류될 수 있는 안검하수가 저자들의 방식에 따라서는 중

등도 또는 중증으로 분류될 수 있어 눈꺼풀올림근의 기

능이 비교적 양호한 중등도의 안검하수 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한국인의 안검하

수의 특징은, 선천성 안검하수가 후천성에 비해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서양에서의 연구 결과 보다 월등히 높았

으나 과거에 국내에서 발표된 결과보다는 낮았다. 안검

하수의 기전에 따른 원인으로는 근성 안검하수의 비율

이 가장 높았으며, 이 중에서 단순형의 비율이 기존의 

타 연구 결과들 보다 높았다. 소아 안검하수의 비율

이 높고 노인성 안검하수의 비율이 낮았으나 과거와 

비교하여 성인에서의 수술 빈도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생활 수준의 향상과 경제적 

안정, 의료 보험 혜택의 증가 등 사회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성인, 특히 노년층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미적 기준의 서구화와 미용성형

재건술에 대한 욕구의 증가, 사회적 수용이 과거에 비

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성인에서도 선천성 

안검하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과거에 선천성 안검하수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성

장한 성인들이 주변 여건의 개선으로 뒤늦게 수술적 치

료를 받게 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며, 따라서 미래

에는 한국인의 안검하수의 분류가 현재와 다른 양상을 

보여 서양에서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비율을 보일 것으

로 관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서양에서 시행된 

연구들간의 차이를 단순한 사회 경제적 차이에 의한 결

과로만 해석할 수는 없으며 동, 서양인의 안검의 해부

학적인 차이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수술을 받은 환자들 만을 대상으로 하 으

므로 상대적으로 심한 안검하수가 많이 포함되었을 것

이고 실제 안검하수의 전체적인 빈도와는 차이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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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각각의 요소들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

한 해석과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술

을 받지 않은 안검하수 환자에 대한 조사나 일본 등 동

양의 다른 국가들에서의 연구 결과와의 비교가 동반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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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assification of Ptosis in Korea

 In-Sik Kim, M.D.1, Jung-Bum Choi, M.D.2, Sang-Hoon Rah, M.D.3, Sang-Yeul Lee, M.D.1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1, Seoul, Korea
Department of Ophthalmology,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Eye Center2, Seoul, Korea

Department of Ophthalmology, Wonju Christian Hospital,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3, Wonju, Korea

Purpose: To classify blepharoptosis in Korean patients, investigate the type of surgery used, and to compare 
the results with the data from Western countries.
Methods: A total of 913 patients (1147 eyes) who underwent surgery for blepharoptosis from 1991 to 2003 
were classified as either being congenital or acquired blepharoptosis, and then further subclassified into 
myogenic, aponeurotic, mechanical, or neurogenic ptosis according to Freuh’s mechanistic classification. The 
type of surgery for each type of blepharoptosis was investigated.
Results: Of the 913 patients, 695 (76.1%) were congenital type, and 218 (23.9%) were acquired type. Freuh’s 
mechanistic classification by type was 84.7% myogenic type, 10.5% aponeurotic, 3.4% neurogenic, and 1.6% 
mechanical. By order of frequency, the type of surgery used was 60% frontalis suspension, 26.4% levator 
resection, 12.2% aponeurosis repair, and 1.4% conjunctivomüllerectomy.
Conclusions: Congenital type was more common than acquired type. The proportion of congenital type was 
higher than the results reported from Western countries, but lower than those of previous Korean studies.  
This is probably due to the increased number of adults undergoing surgery for blepharoptosis compared to 
the past, and is a reflection of influence of socio-economic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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