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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에서 발생한 고도근시로 인한 안구운동장애 및 사시

최혜선·장윤희·이종복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시기능개발 연구소

목적 : 성인에게 후천적으로 발생한 안구운동장애 및 사시의 경우 흔히 마비성 사시나 갑상선 안병증 등의 내분비계 이상 또는

중증근무력증 등으로 진단되기 쉽다. 저자들은 자매에서 고도근시에 동반되어 발생한 내사시, 하사시 및 외전장애의 예를 그

진단 및 치료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 안구의 내측 편위를 주소로 본원 안과 외래를 내원한 중년의 자매를 대상으로 굴절검사 및 안구운동검사, 사시

각 검사, 안저검사 등의 안과적 검사와 함께 안구의 영상 진단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및 네오스티그민 검사 등의 내분비계 검

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 두 환자 모두 심한 고도근시를 가지고 있었으며, 내사시와 심한 외전장애를 보였고, 한 환자에서는 하사시가 동반되었

다. 내분비계 검사상의 이상소견은 없었고, 영상검사를 통해 근시성 변화로 커진 안구에 의해 외직근이 눌리는 소견이 관찰되

었다. 두 환자 모두에서 일차적으로 양안 내직근 후전술을 시행하였으며, 하사시가 동반된 환자에서는 이차로 단안 하직근 후

전술을 시행하고, 좌안 내사시 만을 보였던 환자에서는 이차로 좌안 상직근과 하직근의 외직근 기시부로의 전치술을 시행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한안지 43(2):424-429, 2002>

성인에게 후천적으로 발생한 진행성의 외전장애를 동

반한 내사시 환자의 경우 흔한 원인으로는 외향신경 마

비나 갑상선 안병증 등의 내분비계 이상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중증근무력증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굴절검사 및 초음파, 그 외에 영상진단을 이용하여 고

도근시에 의한 사시의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고도 근시의 경우, 안구의 크기와 무게증가로 인해 안

구가 전하방으로 이동하는 효과와 일정 공간의 안와를

크고 긴 안구가 비정상적으로 채움으로써 외직근이 안

와 외벽쪽으로 눌리는 효과, 또한 안구장축이 길어짐으

로써 내직근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효과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여 내사시 및 외전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되어있으며 그 외의 여러 가능한 기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 - 6 또한 이러한 고도

근시에 의한 사시의 경우, 사시각이 큰 경우가 많고 흔

히 제한성 안구운동 장애가 동반되어 있어 수술이 쉽지

않았으며 수술 후 만족스런 결과를 얻는 것 역시 힘들

었다. 저자들은 4 0대 이후 서서히 진행한 안구편위를

주소로 내원한 자매에게서 고도근시에 의한 내사시, 하

사시 및 외전장애를 경험하였기에 그 진단과 치료에 대

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보고

증례1

4 8세 여자가 약 2년전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좌안의

내측 편위를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증세 발견당시

개인병원에서 외향신경 마비에 의한 마비성사시로 진단

받고, 다른 대학 병원 신경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 받

았으나 다른 신경학적 이상이나 뇌의 기질적 이상은 발

견되지 않았고, 증세 호전없이 퇴원하여 현재까지 별다

른 치료없이 지내오고 있었다. 환자의 과거력상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 등의 특이질환은 없었고 진행성

고도근시로 약 3 5년 전부터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착용

해오고 있었다. 굴절 검사상 우안) -sph 34.00 -cyl

1.00 Ax 90°, 좌안) -sph 35.00으로 우안 교정시력은

0.4 좌안 교정시력은 0 . 2이었고, 안저검사상 범무늬안

저에 맥락망막 위축을 동반한 이측 코누스와 후극부 포

도종 등의 심한 근시성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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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안운동 검사상 우안 -1, 좌안 - 3의 외전장애를 보였

고, 좌안에 - 3의 상전장애를 보였으며, 사시각 검사에

서 약 7 0△의 좌안 내사시를 보였다. 초음파를 이용하

여 측정한 안구 장축의 길이는 우안 33.7 mm, 좌안

35.1 mm 이었다. 갑상선 기능 검사상 정상소견 보였

으며, 네오스티그민 검사상 음성이었다. 견인검사상 양

안 모두에서 외전시 약한 양성소견을 보였으며, 충동운

동속도 검사상 우안 외직근의 충동운동속도는 약 2 3 0。

/sec, 좌안 외직근의 충동운동속도는 약 2 2 0。/ s e c로 정

상소견 보였다. 안구의 컴퓨터 단층 촬영상 양안 모두

일정 공간의 안와를 근시성 변화로 커진 안구가 채우고

있었으며 양안 모두에서, 특히 좌안에서 외직근이 안구

에 의해 안와 외벽쪽으로 눌리는 것이 관찰되었고, 좌

안에서는 상직근이 눌리는 듯한 모습이 관찰되었으나

외안근 비대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Fig. 2). 환자

미용상 수술적 교정 원하여 조정수술로서 우안 내직근

7.5 mm 후전술 및 좌안 내직근 8.0 mm 후전술 시행

하였다. 수술 직후 약 3 5△의 좌안 내사시 남아있었으

나 환자 미용상 만족한 상태로 경과 관찰하다가 수술 4

개월후 5 0△의 좌안 내사시로 사시각 증가하여 좌안 상

직근과 하직근의 외직근의 기시부로의 전치술을 시행하

였다. 수술 4개월 후 2 5△ 좌안 내사시로 사시각 안정

되어 현재 추적관찰 중이다.

증례2

5 3세 여자가 약 6개월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우안

의 내측 편위를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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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undus photographs showing vertically elongated and tilted optic disc, peripherally loss of pigmentation and myopic

degenerative retinal changes. Left: Right eye, Right: Left eye.

Figure 2. Computed tomography scans of the orbits demonstrating marked oval enlargement of the globes, nearly filling the orbits

and normal cross-sectional appearance of extra-ocular muscle. Left: Coronal view, Right: Axi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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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1에서 보고한 환자의 언니로 같은 증세를 보이고 있

었다. 환자의 과거력상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 등

의 특이질환은 없었고 진행성 고도근시로 약 3 5년 전부

터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착용해오고 있었다. 2년 전

우안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상태로 굴절 검사상 우안)

-sph 5.50 -cyl 1.25 Ax 170。, 좌안) -sph 9.00 -

cyl 4.00 Ax 180。으로 우안 교정시력은 0.5 좌안 교

정시력은 0.7 이었고, 안저검사상 양안에 범무늬 안저

소견을 보였으며 우안에 특히 현저한 이측 코누스와 후

극부 포도종 등의 근시성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Fig. 3). 단안운동 검사상 우안에서 - 1의 외전 장애와

- 2의 상전장애를 보였으며, 사시각 검사상 원거리에서

3 0△의 우안 내사시 및 3 0△의 우안 하사시를 보였고,

근거리에서 1 6△의 우안 내사시 및 3 0△의 우안 하사시

를 보였다(Fig. 4). 초음파를 이용하여 측정한 안축장

의 길이는 우안 33.37 mm, 좌안 27.86 mm 이었다.

갑상선 기능 검사상 정상소견 보였으며, 네오스티그민

검사상 음성이었다. 견인검사상 우안에서 외전시 양성

소견을 보였으며, 충동운동속도 검사상 우안 외직근의

충동운동속도는 약 2 5 5。/sec, 좌안 외직근의 충동운동

속도는 약 2 4 0。/ s e c로 정상소견 보였다. 안구의 자기

공명 영상 촬영상 우측 안와를 근시성 변화로 커진 안

구가 채우고 있었으며 우안 외직근이 안구에 의해 안와

외벽쪽으로 눌리는 것이 관찰되었고 후극부 포도종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특별히 외안근 비대등은 확인되지

않았다(Fig. 5). 조정수술로서 우안 내직근 7.5 mm

후전술 및 좌안 내직근 8.0 mm 후전술 시행하였다.

수술 직후 내사시는 모두 교정되었으며 1 8△의 우안 하

사시 남은 상태로 추적관찰 하다가 수술 5개월 후 3 5△

우안 하사시 측정되어 조정 수술로서 우안 하직근 후전

Figure 3. Fundus photographs showing myopic conus and myopic degenerative retinal changes especially in the right eye. Left:

Right eye, Right: Left eye.

Figure 4. Diagnostic positions exhibited esotropia, hypotropia and limitation of abduction, supraduction in the right eye.



술 6.0 mm 시행하였다. 현재 정위 상태로 유지되어

추적 관찰 중이다.

고 찰

1 9 6 6년 B a g s h a w에 의해 처음 기술된 후 여러 저자

들에 의해 사용되어온 Heavy eye phenomenon은 고

도 근시안에서 진행성의 내사시 및 하사시가 발생하는

현상을 일컬은 것이다.2 초기에는 단순히 안구의 무게

증가로 인해 안구가 전하방으로 이동되면서 나타난 현

상으로 설명되어오다가, 몇몇 연구에서 초음파나 컴퓨

터 단층 촬영 또는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통해 여러

각도에서 그 현상을 증명해오는 노력이 있어왔다.2 - 6

Bagolini 등은 초음파을 통하여, 안와 외벽에 의해 외

직근이 눌리면서 생긴 근육마비에 의해 고도 근시에서

의 내사시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Kowal 등은 안구의 자기공명영상을 통해 같은 현상을

설명하였다.4 , 5 Demer 등은 안와첨과 길어진 안구의 후

면 사이의 접촉에 의한 안구회전의 물리적 제한을 그

기전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6 또한 최근에는 외직근의

비정상적인 주행방향이 사시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수술시 외직근의 주행방향을 이동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7 , 8

성인에게 발생한 진행성의 내사시, 하사시 또는 외전

장애의 경우 흔히 마비성 사시나 갑상선 안병증등의 내

분비계 이상 등으로 진단되기 쉽다. 본 증례 1의 경우

에도 중년 이후에 발생하여 내사시 및 외전장애를 일으

킨 경우로 타 병원에서 외향신경마비로 진단되어 치료

받았으나 호전없이 지내다가 본원으로 다시 내원한 예

이다. 본 증례에서는 견인검사상 양성소견을 보였으며

충동운동속도 검사상 외직근의 충동운동속도가 정상범

위내에 속해 있어 외향신경 마비의 가능성이 배제되었

으며, 갑상선 기능검사와 네오스티그민 검사를 통해 갑

상선 안병증과 중증근무력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

다. 진단은 굴절검사와 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또는

자기 공명 영상 촬영 등을 통해 이루어 졌는데 특히 영

상진단을 통해 안와내부의 안구와 직근들간의 해부학적

관계를 통해 환자의 증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

었다. 치료에 있어서는 복시 등의 증상과 미용적인 면

을 고려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내사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내직근의 연축

을 유발하여 후에 보상작용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

으므로 되도록 조기에 수술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된다.1 Hayashi 등은 고도 근시에 동반된 내사시 환자

3 8명을 대상으로 하여, 23명에서 내직근 후전술 및 외

직근 절제술을 시행하고 8명의 환자에게 상직근과 하직

근의 전치술(Transposition of superior rectus

muscle and inferior rectus muscle, modified

Jensen procedure included)을 시행하여 좋은 효과

를 보았다고 하였는데, 고도근시에 동반된 내사시에서

초기에는 내직근 후전술 및 외직근 절제술이 적절하며,

안구의 심한 외전장애를 동반한 경우는 상직근과 하직

근의 전치술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9 본 논문의 증례 1

에서도 양안 내직근 후전술을 시행한 후에도 교정되지

않은 내사시나 외전장애를 이차적으로 상직근과 하직근

의 외직근 기시부로의 전치술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외에도 외직근의 주행방향이 하측으로 편위

되어 있을 경우는 외직근의 주행 방향을 정상화시키면

서 내직근 후전술을 동반하는 경우 좋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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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scans of the orbits showing the axially enlarged esotropic right eye, compressing the

right lateral rectus muscle and contact between the enlarged right globe and the lateral wall. Left: Axial view, Right: Coron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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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고도 있다.7 , 8 Krzizok 등은 안구의 자기공명영상

을 통해 외직근의 비정상적인 주행을 발견한 경우에 고

식적인 내직근 후전술 및 외직근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

은 오히려 사시를 악화시킬수 있으며 따라서 외직근의

주행방향을 정상화하는데에 수술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8

성인에게 후천적으로 발생한 내사시, 하사시 및 외전

장애 등의 경우에 마비성 사시나 내분비계 이상으로 쉽

게 판정하기 이전에 굴절검사 및 초음파, 그 외에 영상

진단을 이용하여 고도근시에 의한 사시의 가능성을 고

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환자의 사시나 안구운동

장애의 종류 및 정도와 발생기전에 따라 적절한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수술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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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ular Motility Disturbance and Strabismus caused by
High Myopia in Siblings

Hye Sun Choi, M.D., Yoon Hee Chang, M.D., Jong Bok Lee,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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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 Acquired ocular motility disturbance or strabismus in adult can be often diagnosed as paralytic

strabismus, endocrine ophthalmopathy such as thyroid ophthalmopathy or myasthenia gravis etc. We

present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two cases of high myopia with esotropia, hypotropia and abduction

deficiency in siblings.

M e t h o d s : Two middle-aged women in siblings visited our hospital for evaluation of progressive

esodeviation of eyeball. Ophthalmologic evaluations were performed including manifest refraction,

duction test, prism cover test, fundus examination and ocular imaging study. Endocrinologic evaluations

including thyroid function test and neostigmine test were also performed.

Results : Both patients had high myopia, esotropia and severe abduction deficiency, and one of them had

hypotropia. Their thyroid function tests were normal and neostigmine test was negative. Ocular imaging

study showed the orbits filled with the enlarged globes and lateral rectus muscles compressed by globes.

Primarily, recession of bilateral medial rectus muslces was performed in both patients. Secondarily,

recession of the ipsilateral inferior rectus muscle was performed in one patient who had hypotropia, and

transposition of superior rectus muscle and inferior rectus muscle to lateral rectus muscle insertion site

was performed in the other patient. The results were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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