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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주기교대눈떨림(Periodic alternating nystag- 

mus, PAN)은 정면주시시 눈떨림의 고속기가 일정한 

주기로 그 방향이 변하는 눈떨림이다.
1,2
 주기는 활성기

와 휴지기로 나뉘어지며 활성기에는 눈떨림의 진폭과 

속도가 증가한 후 감소하며 눈떨림의 소실 혹은 시계추

눈떨림형태의 약한 눈떨림이 관찰되는 약 4초에서 20

초정도의 휴지기가 발현된다.2,3 그 후 고속기가 반대방

향인 활성기로 다시 나타나게 되며, 주기는 60초에서 

360초에 이르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3
 눈전위도

검사(electrooculography, EOG)와 같은 안구운동 

기록방법을 통해서 특징적인 눈떨림의 파형을 관찰할 

수 있으며, 눈떨림의 저속기가 선천안진의 특징적인 파

형을 보인다는 것이 후천적인 주기교대눈떨림과 구별될 

수 있다. 대개의 선천눈떨림에서는 고정된 정지점(null 

point)이 관찰되는 반면 선천교대주기눈떨림에서는 정

지점이 이동되어 일정한 방향의 이상두위가 관찰되지 

않으며, 정지점의 정면발현으로 인해 휴지기가 나타나

며 휴지기 후 눈떨림의 방향이 반대방향으로 변하기 때문

에 주기교대눈떨림에서 정지점은 곧 중화점(neutral 

point)으로 생각될 수 있다.
3

항경련제약물치료의 합병증 혹은 소뇌 병변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주기교대눈떨림의 치료로 baclofen

이나 diphenylhydantoin sodium과 같은 약물치료

가 효과적이나, 선천주기교대눈떨림에서는 약물치료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5
 선천눈떨림에

서 시행되는 수술적 치료는 이상두위를 교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Kestenbaum-Anderson procedure 

등은 일정한 정지점으로 인해 고정되어 있는 이상두

위를 가지고 있는 선천눈떨림을 교정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일정한 정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상두위 

방향이 바뀌는 선천주기교대눈떨림은 그 적응증이 되지 

못했다.6 반면 Bietti and Bagolini7가 1960년도에 

소개한 수평4직근후전술은 발표 직후에는 크게 주목받

지 못하다가, von Noorden and Sprunger
8
에 의해 

1989년에 다시 소개된 후, 선천주기교대눈떨림 환자

에서 눈떨림의 진폭과 빈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선천주기교대눈떨림의 임상적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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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선천주기교대눈떨림으로 진단받은 환자군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그 임상적 양상 및 수술후경과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하 다.

대상과 방법 : 1992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본원에서 선천주기교대눈떨림으로 진단받고 추적관찰이 가능하

던 13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통한 후향적 조사를 시행하 다.

결과 : 총 13명으로 초진시 중간연령은 7세(1∼30세)이었다. 초진시 8명의 환자가 이상두위를 보 으며 눈떨림의 교

대주기는 평균 265.7초로 관찰되었다. Modified Kestenbaum-Anderson procedure 혹은 수평4직근후전술을 

시행받은 6명의 환자에서 수술후 시행된 눈전위도검사상 눈떨림의 진폭 및 빈도가 감소하 으며 평균 5.8개월 후 측정

된 최대교정시력은 LogMAR 시력으로 수술 전의 우안 0.43±0.19, 좌안 0.38±0.09에 비해 우안 0.33±0.09, 

좌안 0.34±0.11으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호전을 보 다.

결론 : 선천눈떨림이 있는 환자중 선천주기교대눈떨림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확한 눈떨림의 

관찰과 눈전위도검사의 시행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눈떨림의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상두위 양

상에 따라 modified Kestenbaum-Anderson procedure 혹은 수평4직근후전술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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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시력회복의 예후에도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
9

본 연구에서는 선천주기교대눈떨림으로 진단받은 13

명의 환자의 임상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임상양상

을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과 방법 

1992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선천주기교대눈

떨림으로 진단받은 13명환자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후향적인 방법으로 조사하 다.

초진시 환자의 나이, 성별, 과거력, 가족력과 나안시

력, 최대교정시력, 조절마비제 점안 후 굴절검사, 안저검

사, 눈떨림의 방향 및 빈도, 이상두위의 유무, 사시동반 유

무를 검사하 으며 눈전위도검사(Nicolet Compact 

Four/CA2000, Nicolet, U.S.A.)를 시행하 다. 이

상두위 정도의 측정은 정면 주시시 환자의 두정부 중앙

을 지나는 가상의 종단선과 원거리 물체 주시시 이상두

위를 취하는 얼굴의 중심선과의 각도를 목측하 고, 눈

전위도검사는 5개의 channel를 환자의 안검 및 이마

에 부착시킨후 정위, 좌, 그리고 우측 주시시 환자의 눈

떨림정도를 측정하 다. 환자의 과거력에서 외상 등으

로 인해 후천적으로 발현된 눈떨림을 동반한 환자들은 

제외되었으며 임상적으로 교대주기눈떨림이 의심되었

으나 눈전위도를 통해 확진할 수 없었던 환자들도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한 주기의 60% 이상의 시간에서 한 방향으로 편향된 20˚ 

이상의 이상두위 소견을 보 던 3명에서는 modified 

Kestenbaum-Anderson procedure를 시술하

다. 수술전 측정된 이상두위의 정량적 정도에 따라 Lee 

et al9이 이미 보고한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 다. 눈

떨림의 교대주기에 따라 이상두위를 변화를 보 던 3명

은 수평4직근후전술이 진행되었으며 3명 모두 양안 외

직근 후전술 10 mm, 양안 내직근 후전술 8 mm를 시

행받았다.

수술적 치료를 받은 6명의 환자에서는 수술 후 1주, 

1개월, 6개월 후 추적관찰이 시행되었으며 수술 후 평

균 5.8개월 후 초진시 시행되었던 검사와 눈전위도검사

를 시행하여 수술 전의 최대교정시력, 눈떨림의 진폭 

및 빈도, 이상두위의 유무 등을 수술후 결과와 비교

하 다. 수술 전과 후의 시력의 변화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한 비모수통계검정을 사용

하여 비교하 으며 p<0.05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것으

로 정의하 다.

Table 1. Clinical data and eye movement characteristics

No. Sex/age(yrs)
Age (yrs) 

at Dx.
V/A at Dx.

(OD/OS)
EOM

Head 
position

AHP

degree
EOG Cycle (sec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M/5
M/7
M/7
M/9

M/10
M/10
M/11
M/11
F/14
M/20
M/22

M/25
M/34

1
1
1
9
4
7
6

10
4

19
18

21
30

N/A
N/A
N/A

0.3/0.5
0.5/0.4
0.8/0.7
0.3/0.3
0.9/0.9
0.2/0.3
0.3/0.3
0.3/0.2

0.1/0.1
0.4/0.4

Orthotropia
Orthotropia
Orthotropia
Orthotropia
Orthotropia
Orthotropia
Orthotropia
Orthotropia
Orthotropia
Orthotropia
Orthotropia

AET
Orthotropia

RFT/LFT
Straight

RFT
Straight

RFT
LFT/RFT
Straight

RFT/LFT
RFT

Straight
LFT/RFT

Straight
LFT/RFT

15°
-

20°
-

20°
20°

-
15°
25°

-
25°

-
25°

3-4 Hz. RBJ/2-3 Hz. LBJ
3 Hz. RBJ/3 Hz. LBJ
3 Hz. RBJ/3 Hz. LBJ
4 Hz. RBJ/4 Hz. LBJ
3-4 Hz. RBJ/3-4 Hz. LBJ
3-4 Hz. LBJ/3-4 Hz. RBJ
4-5 Hz. RBJ/4-5 Hz. LBJ
3-4 Hz. RBJ/3-4 Hz. LBJ
2-3 Hz. LBJ/2-3 Hz. RBJ
4-5 Hz. RBJ/4-5 Hz. LBJ
2-3 Hz. Pendular or LBJ/
2-3 Hz. Pendular or RBJ
3-4 Hz. LBJ/3-4 Hz. RBJ
4 Hz. LBJ/4 Hz. RBJ

120
300

260-530*

230

170*

370-430
130-255

360

160-170*

130-230
660

120
240

Dx.: diagnosis, V/A: visual acuity, N/A: not available, EOM: extraocular motility, EOG: electrooculography, M: male, F: 
female, RFT: right face turn, LFT: left face turn, AET: alternating esotropia, AHP: abnormal head position, RBJ: right beating 
jerk, LBJ: left beating jerk.
*: nystagmus beating at least 60% of time in on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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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총 13명(남자 12명, 여자 1명)의 대상환자들의 초진

시 연령 중간값은 7세(1세∼30세) 으며 초진시 시력

을 측정할 수 없었던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의 최

대교정시력은 정면주시시 평균 양안 각각 0.4logMAR 

이 다. 13명의 환자 중 사시를 동반한 경우는 1명이

으며 교대내사시를 가지고 있었다. 환자들은 평균 5.28

년의 추적관찰이 가능하 다. 진단과정에서 13명의 환

자 중 8명(61.5%)의 환자에서 이상두위가 관찰되었으

며 이중 3명(37.5%)은 한 방향으로 편향된 이상두위

를 보 으며 눈떨림의 방향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두위 방향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3명의 환자중 

두 명은 20˚, 한 명은 25˚의 이상두위 소견을 보 다. 

나머지 5명의 환자에서 눈떨림의 방향이 변화함에 따라 

이상두위 방향의 바뀜이 관찰되었다. 이상두위가 관찰

되지 않았던 5명의 환자들은 눈떨림의 방향과는 무관하

게 정면주시를 선호하 다(Table 1).

눈전위도검사상에서는 1명의 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활동기에 된눈떨림의 양상을 보여주었으며(Fig. 

1), 제외된 1명의 환자는 된눈떨림과 시계추눈떨림이 

혼합된 양상의 눈떨림을 보여주었다. 

Figure 1. Typical characteristic finding of congenital periodic alternating nystagmus on electrooculography. The eye movement 
recording of congenital periodic alternating nystagmus on primary position by EOG (patient 12). Marked Left beating jerk (LBJ) 
was noted until 40 seconds, followed by 10 seconds of quiet phase. Right beating jerk (RBJ) was noted after 50 seconds until 
120 seconds where total period of periodic alternating nystagmus ends. Ch A and B show the movement of right and left ey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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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떨림의 교대주기는 평균 268.3초(120∼660초)로 

관찰되었으며 13명 모두 비대칭적인 눈떨림의 방향이 

관찰되었는데, 즉 한 방향으로의 눈떨림과 휴지기 후 

발현되는 반대방향의 눈떨림의 기간이 서로 다름이 관

찰되었다. 특히 눈떨림의 방향과 관계없이 한 방향으로 

편향된 이상두위를 보여주었던 3명의 경우 한 방향으로

의 눈떨림이 총주기의 60%를 차지하는 편향된 눈떨림

의 방향을 보여주었다(Table 1). 

Modified Kestenbaum-Anderson procedure 

혹은 수평4직근후전술을 시행받은 6명의 환자에서 

평균 5.8개월후 측정된 정면주시시 최대교정시력은 

LogMAR 시력으로 수술 전의 우안 0.43±0.19, 좌안 

0.38±0.09에 비해 우안 0.33±0.09, 좌안 0.34±0.11

으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호전을 보 다(p<0.05). 또

한 6명의 환자에서 수술 후 모두 정위 또는 10˚미만의 

미약한 이상두위와 함께 눈떨림의 빈도 혹은 진폭이 감

소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Table 2). 눈전위도검사

상에서도 눈떨림의 빈도 혹은 진폭이 감소하는 결과

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눈떨림의 빈도(Hz.) 및 진폭

(deg/sec)을 수술전과 후를 비교하여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Fig. 2). 수술후 사시, 눈운동

장애등의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Abadi and Dickinson11은 선천주기교대눈떨림의 

유병률을 선천눈떨림의 5%로 설명하 으며, 특히 백색

증이 동반되는 경우 유병률이 증가하는 사실을 밝힌바 

있다.11 하지만 이번 연구에 포함된 13명에서는 백색증

이 동반된 경우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우리나

라에서는 백색증과 눈떨림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뿐만

이 아니라 백색증 유무와는 관계없이 선천눈떨림을 가

지고 있는 환자에서 선천주기교대눈떨림을 정확히 진단

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특히 본 연구에서 

편향된 이상두위를 동반한 3명의 환자중 2명은 다른 기

관에서 선천눈떨림으로 진단받은 후 본원에 내원하여 

선천주기교대눈떨림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로 이상두위

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진단의 신중함이 필요

하다. Gradstein et al
13
은 다양한 양상의 이상두위

를 보고하 는데 반복적인 관찰과 보호자들의 평상시 

이상두위에 대한 보고가 정확한 이상두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했으며, 또한 한 환자에게서

도 매번 다른 양상의 이상두위가 관찰될 수 있음을 기

술하 다.

선천주기교대눈떨림의 진단에는 눈전위도검사가 중

요하다. 선천눈떨림과 유사한 저속기의 속도증가가 주

기교대눈떨림의 파형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으나 명확한 

휴지기, 그리고 동일한 저속기의 파형을 유지하며 방향

이 전환되는 양상이 선천눈떨림의 파형과 구별되는 부

분이다.10,11 본 연구에서도 1명을 제외한 12명의 환자

에서 활성기시 선천눈떨림과 유사한 양상의 된눈떨림을 

보여주었으며 휴지기의 발현 및 반대방향으로의 변환이 

관찰되었다. 또한 휴지기를 기준으로 반대방향의 눈떨

림으로 보여지는 활성기의 주기가 서로 비대칭적인 주

기교대눈떨림만의 특징적인 모습도 관찰될 수 있었다. 

특히 60초에서 360초까지 이루어지는 주기교대눈떨림

의 주기가 본 연구에서는 평균 268.3초로 기존의 연구

들과 부합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서 선천주기교대눈떨림

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육안적 관찰 및 눈전위도검사가 

최소 5분 이상 이루어져야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눈전위도상의 파형과 임상적 양상의 유사함에도 불

구하고 선천주기교대눈떨림이 다른 형태의 선천눈떨림

과 감별진단이 내려져야 하는 이유는 그 치료방법이 다

Table 2. Employed treatment modalities and outcome

No. Operation
Head position V/A (LogMAR) (OD/OS) Postop

Preop Postop Preop Postop frequency amplitude

3
5
6
9

11
13

Kestenbaum
Kestenbaum
4 Rec.
Kestenbaum
4 Rec.
4 Rec.

RFT
RFT
LFT/RFT
RFT
LFT/RFT
LFT/RFT

RFT*

Straight
Straight

RFT*

Straight
Straight

N/A
0.35/0.4
0.2/0.25
0.7/0.5

0.5/0.35
0.4/0.4

0.3/0.3
0.2/0.2

0.25/0.25
0.4/0.4
0.4/0.5
0.4/0.4

Decreased
 No change
 No change
 No change
 No change
 No change

 No change
Decreased
Decreased
Decreased
Decreased
Decreased

V/A: visual acuity, Preop: preoperative, Postop: postoperative, RFT: right face turn, LFT: left face turn, Kestenbaum: modified 
Kestenbaum-Anderson procedure, 4 Rec.: 4 rectus muscle recession.
* : remaining abnormal head positioning, but decreased in degree withi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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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 때문이다. 기존의 발표에 의하면 선천주기교대

눈떨림은 그 치료가 매우 제한적이다.
8,14
 후천적으로 

발생한 주기교대눈떨림의 경우 앞서 기술한 것처럼 

baclofen과 같은 약물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보고되

고 있으나 선천주기교대눈떨림의 경우에는 치료의 한

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4,13 또한, Kestenbaum- 

Anderson procedure는 편향된 이상두위를 교정하

는 수술로 선천주기교대눈떨림의 치료에는 적합한 치료

가 아니라고 알려져 있으나,13 본 연구에서 포함된 3명

의 환자들은 눈떨림의 방향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으로 편향된 이상두위를 보여줌으로서 modified 

Kestenbaum-Anderson procedure를 시행한 후 

이상두위의 소실과 함께 눈떨림의 진폭 및 빈도의 감소

가 관찰될 수 있었다. 하지만 방향의 전환, 휴지기로 설

명될 수 있는 선천주기교대눈떨림의 특징적인 눈떨림의 

양상은 수술 후에도 관찰되었다. 

von Noorden et al
9
은 수평4직근후전술은 눈떨림

의 진폭 및 빈도를 감소시키며, Gradstein et al
13
도 

18명의 예에서 수평4직근후전술을 시행하고 눈떨림의 진

폭 및 빈도의 감소와 함께 시력호전의 효과를 얻었다고 보

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3명의 환자가 수평4직근후

전술을 시행받고 눈떨림의 양상이 감소됨과 동시에 이

상두위의 소실 또는 감소와 시력의 호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천주기교대눈떨림이 의심되는 환자

에서 초진시 5분 이상 정확한 눈운동의 관찰과 눈전위

도검사의 시행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초진시 충실한 병력청취를 시행하고, 주기적인 외래 내

원으로 이상두위의 방향 및 눈움직임을 정확히 진단함

으로서 선천주기교대눈떨림을 진단해야 한다. 또한, 그 

치료법에 있어 약물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만큼 선천

주기교대눈떨림으로 진단받은 환자에서 환자의 이상두

위 양상에 따라 modified Kestenbaum-Anderson 

procedure 혹은 수평4직근후전술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2. Comparison of nystagmus pattern between pre- and postoperation on electrooculography. Portions of electrooculography 
recording of patient 6 showing changes of nystagmus pattern before and after the surgery (A) during active phase of periodic 
alternating nystagmus, RBJ pattern are shown, 3∼4 Hz. in frequency, on both eyes, and (B) 6 months after surgery, amplitude
(deg/s) had been decreased on both eye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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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gnosis and Management of Congenital Periodic Alternating Nystagmus

Ik-Hee Ryu, M.D.1, Yoon-Hee Chang, M.D.2, Jee-Ho Chang, M.D.1, Jong-Bok Lee, M.D.1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1, Seoul, Korea
Department of Ophthalmology, Ajou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2, Suwon, Korea

Purpose: To investigate clinical findings, diagnostic criteria and management for patients with congenital 
periodic alternating nystagmus (PAN).
Methods: A retrospective analysis of clinical findings and electrooculography (EOG) of patients with 
congenital PAN was performed. Thirteen patients diagnosed with congenital PAN from March 1992 to 
December 2002 were included.
Results: Of 13 patients, the median age at initial visit was 7 years old (range: 1 to 30 years). Eight patients 
had abnormal head posture. The mean value for the period of alteration was 265.7 seconds. Six patients who 
received either the modified Kestenbaum-Anderson procedure or four rectus muscle recession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amplitude and/or frequency of nystagmus, and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visual acuity in LogMAR after the procedures by 0.33±0.09 in right eye, 0.34±0.11 in the 
left eye, compared with preoperative acuities of 0.43±0.19 and 0.38±0.09 respectively.
Conclusions: Congenital PAN requires the evaluation of nystagmus along with a thorough evaluation of eye 
movement and EOG. Close follow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pattern of nystagmus. Also, either modified 
Kestenbaum-Anderson procedure or four rectus muscle recession could be effective,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abnormal head posture.
J Korean Ophthalmol Soc 46(9):1540-1546, 2005

Key Words: Electrooculography, Four rectus muscle recession, Kestenbaum-Anderson procedure, Periodic 
alternating nystag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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