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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근 걸기술은 Payer
1
와 Wright

2
에 의해 처음 

도입된 후 Crawford에 의해 활성화된 수술방법으로 

현재까지 술기와 사용된 걸기 재료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3-8
 이 수술방법은 선천 눈꺼풀 처짐 환자중 눈꺼

풀 올림근의 기능이 나쁜 환자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나 눈꺼풀 올림근 기능 정도에 따라 수술방법의 

선택에는 술자에 따라 차이는 있다. 소아에서 눈꺼풀 

처짐 수술은 전신마취 하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술 후 

결과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우며 높이를 맞추는 방법은 

술자 마다 개개인의 경험에 의해 다소 주관적인 경향이 

있다. 눈꺼풀 올림근 제거술은 술 후 결과에 눈꺼풀 올

림근의 기능이 절대적인 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마근 

걸기술이 눈꺼풀 올림근 제거술 보다는 술 후 결과 예

측이 용이하나, 실제 마취 상태에서 형성한 눈높이는 

술 후 경과관찰 기간 동안 다소 변화가 있고, 저자들은 

이 변화 정도에 향을 주어 술 중 고려해야 하는 요인

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술 후 눈높이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눈꺼풀 올림근 기능, 술 전 눈꺼풀 처짐의 정

도, 전신마취 직후에 발생한 눈높이(토안) 등의 인자들

이 마취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형성한 눈높이의 술 후 변

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과 방법

한 술자에 의해 전신 마취하에 자가 대퇴근막을 이용

한 이마근 걸기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임상양상과 수술

자가대퇴근막을 이용한 이마근 걸기술 후 눈꺼풀틈새크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윤진숙․김  민․이상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시기능개발연구소

목적 : 소아 환자의 선천 눈꺼풀처짐 수술은 전신 마취하에 진행되므로 술 후 결과 예측이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선천 눈꺼풀처짐 환아에서 전신 마취하 대퇴근막을 이용한 이마근 걸기술 후 눈꺼풀 틈새 크기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는 

인자들을 분석하 다. 

대상과 방법 : 눈꺼풀올림근의 기능이 4 mm 이하인 선천 눈꺼풀처짐 환자 중 2001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전신 마취하 자가 대퇴근막을 이용하여 이마근 걸기술을 시행 받은 79명의 술 후 임상결과를 후향적 조사하 다. 술 

전 사진분석에 의해 측정한 눈꺼풀처짐양과 전신마취 직 후 형성된 눈높이(토안)를 고려하여 술 중 눈높이를 올려주었

다. 술 후 1주, 1개월, 3개월에 눈높이를 디지털 사진 촬  후 크기를 측정하 다. 

결과 : 술 중 마취 상태의 최종 눈높이는 술 후 1개월까지 점점 증가하다가 이후 안정화되었고, 이 최종 눈높이로부터 

술 후 3개월까지 변화한 양과 술 중 토안을 기준으로 실제 올린 양간에는 의미있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술 중 형

성한 눈높이로부터 술 후 3개월까지 눈높이의 증가 폭은, 술 전 눈꺼풀 처짐이 심할수록, 전신마취 직후 형성된 토안이 

클수록 작은 결과를 보 다. 

결론 : 자가 대퇴근막을 이용한 이마근 걸기술에서, 특히 비대칭적 눈꺼풀처짐 교정술시 눈꺼풀처짐이 심하고 전신마

취하 토안이 심한 눈에서는 윗눈꺼풀의 위치를 더 높게 조정시켜주는 것이 술 후 결과 예측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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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후향적으로 조사하 다. 환자들은 모두 눈꺼풀 

올림근 기능이 4 mm이하 고 2001년 1월부터 2004

년 12월 사이에 전신 마취하에 자가 대퇴근막을 이용한 

이마근 걸기술을 시행받았다. 단안과 양안에 이마근 걸

기술을 시행 받은 모두를 본 연구에 포함시켰고, 술 후 

첫 3개월간 외래추적 관찰되지 않은 환자들은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눈꺼풀 처짐에 관련된 병력 청취후 환자들은 시력검

사, 눈물분비검사(Schirmer test), Bell 마비, 눈꺼

풀 처짐의 종류 및 정도, 눈꺼풀 올림근 기능(Berke방

법으로 측정)을 기록한 후 정면 주시시 사진 촬 을 시

행하 다.

술 전 사진분석으로 눈꺼풀 처짐 양을 측정하 고, 

단안 눈꺼풀 처짐의 경우 정상안과 눈꺼풀 처짐 안의 

눈꺼풀틈새차이로 결정하 다. 술 후 외래 추적 관찰시 

마다 디지털 사진 촬 후 가장 자연스럽게 정면을 주시

하는 사진에 대해 Scion Map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눈꺼풀틈새 크기를 측정하 다.

총 79명의 환자가 본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이중 41

명(52%)은 단안에, 38명(48%)은 양안에 이마근 걸

기술을 시행 받았다. 모든 환자에서 선천성 눈꺼풀 처

짐으로 진단받았으며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은 4 mm이

하 다(Table 1).

모든 환자들은 기관내 삽관을 통한 전신 마취하에 수

술이 진행되었고 전신마취는 Diprivan
Ⓡ
 (Propofol) 

정맥주입으로 유도되었고 흡입가스와 Alfenta
Ⓡ
 

(Alfentanil) 정맥주사로 유지하 다. 수술방법은 자

가 대퇴근막을 눈꺼풀판과 이마근에 직접 고정하는 변

형된 이마근 걸기술을 사용하 다(Fig. 1).
9-11
 술 전 

사진분석으로 측정된 눈꺼풀 처짐 정도에 근거하여 눈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and results of frontalis suspension surgery using autogenous fascia lata for correction of 
congenital ptosis

Race All Korean
Age 5.2 years (3-14)
Sex (F : M) 24 (30.4%) : 55 (69.6%)
Bilateral : unilateral 38 : 41
Follow-up period (months) Mean 13.6 (range 3-48)
Preoperative levator function (mm) 2.6±1.2
Preoperative fissure height (mm) 4.4±1.2
Baseline lid height of ptotic eye under general anesthesia (mm) 2.3±1.3
Full-thickness suture ligation technique on the contralateral eye to make lid crease 36/41 (87.8%)

Figure 1. Frontalis suspension procedures. (A) By pulling the fascia lata, lid height was adjust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ptosis (B) Final lid height was measured using cali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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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풀높이를 올렸으나 전신 마취후 눈꺼풀 올림근과 눈

둘레근의 이완에 의해 유도되는 토안의 정도를 고려하

여 이 크기만큼 눈높이를 과교정하 다. 또한 술 전 눈

꺼풀 틈새높이, 이마를 사용하여 눈썹을 올리는 정도 

등 개개인의 특성도 고려하 다. 즉, 술 전 눈높이가 4 

mm이하거나 이마를 사용하여 눈썹을 올리는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약간 눈높이를 과교정하 고, 단안 

눈꺼풀 처짐 환자중 정상안에 쌍꺼풀선이 없는 경우 양

안의 대칭성을 얻기 위해 전층 매몰법을 시행하 다

(Fig. 2).

환자들은 눈꺼풀 틈새의 점진적 변화측정을 위하여 

술 후 1주, 1개월, 3개월에 직경 8 mm의 기준 원형 

테이프를 환자들의 이마나 미간의 중간에 붙여서 디지

털 사진을 여러 회 촬 하 고 가장 자연스러운 사진을 

골라 Scion Map 이미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눈꺼풀

틈새 크기를 분석하 다.

술 후 눈꺼풀 틈새변화에 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아

보기 위하여 눈꺼풀 올림근 기능, 눈꺼풀 처짐양, 토안

의 크기에 따라 몇 가지 군으로 나누어 술 후 1주, 1개

월, 3개월의 눈꺼풀 틈새 크기의 변화를 비교하 다 

(Table 2). 눈꺼풀 올림근 기능이 눈꺼풀 틈새변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눈꺼풀 올림근 기능이 2 

mm 이하(Ia)와 2 mm 이상(Ib)인 군의 두 군으로 나

누어 분석하 다. 눈꺼풀 처짐 정도에 따른 차이를 알

Figure 2. Lid height adjustment while under general anesthesia. (A) In this preoperative photograph of an 8-year-old boy with 
unilateral ptosis in his right eye, the lid height difference between both eyes was 3 mm (as measured using the Scion Map 
image program analysis system), which was assessed as the degree of ptosis. (B) Immediately after induction of general 
anesthesia, a lagophthalmos of 2 mm was observed in the ptotic eye. (C) We elevated the lid by 5 mm, which was equal to the
amount of ptosis relative to the baseline lagophthalmos. To make a symmetric lid crease, three-point, full-thickness suture 
ligation was performed on the left eye. (D) After 1 week, the fissure height became 6 mm in the right eye. (E) After 1 month, 
the fissure height was 7.2 mm. resulting in symmetric lids. (F) After 3 months, the fissure height slightly increased into 7.6 mm,
which is clinically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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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위해 술 전 눈꺼풀틈새가 4 mm 이하(IIa)와 4 

mm 이상(IIb)인 군의 두 군으로 나누었다. 전신 마취 

직후 발생한 토안의 정도에 따라서는 1.5 mm 미만 

(IIIa), 1.5 mm 이상과 3.0 mm 미만(IIIb), 3.0 

mm 이상(IIIc)의 세 군으로 나누었다.

통계학적인 분석방법으로는 two sample t-test, 

paired t-test, repeated-measures ANOVA, 

one-way ANOVA 그리고 Pearson correlation 

(SPSS, v. 12.0)를 이용하여 p값이 0.05미만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 다.

결     과

술 후 기간에 따른 눈꺼풀틈새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

해, 아마근 걸기술을 시행받은 총 79명(117안)중 3개

월이내에 재수술을 시행받은 9명(15안)을 제외한 70

명(102안)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 다. 102안의 

술 전 평균 눈꺼풀틈새 크기는 4.4±1.2 mm이었고, 

수술시 형성한 눈꺼풀틈새 크기는 평균 5.8±1.0 mm

이었다. 술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의 눈꺼풀틈새 크기

는 1주에 6.9±1.2 mm, 1개월에 7.4±1.1 mm, 그

Table 2. The factors that are involved in the postoperative change in fissure height were determined by grouping all of the eyes
included in the study according to levator muscle function (LF), preoperative (Preop.) fissure height, and baseline lagophthalmos
(Lago) induced by general anesthesia

Group Factor Subgroup Characteristic Eyes (n)

I Levator function
Ia LF* ≤ 2 mm 57

Ib 2 mm < LF ≤ 4 mm 45

II Ptosis severity
IIa Preop. fissure height†≤ 4 mm 53

IIb Preop. fissure height > 4 mm 49

III Lagophthalmos

IIIa 0 mm ≤ Lago‡< 1.5 mm 19

IIIb 1.5 mm ≤ Lago < 3.0 mm 47

IIIc 3.0 mm ≤ Lago 36
* LF : Levator muscle function.
†Preop. Fissure height : Preoperative fissure height.
‡Lago : Lagophthalmos.

Figure 3. A successful outcome as evaluated by photograph analysis. (A) (C) Preoperative photograph in patients with severe 
bilateral ptosis and brow elevation. (B) (D) Photograph taken 1 month postoperatively demonstrating symmetric lid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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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3개월에 7.5± 1.1 mm로, 술 후 1개월까지 눈꺼

풀틈새크기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 다(repeated-measures ANOVA, paired 

t-test, p<0.05; Fig. 4). 3개월 이내 재수술을 시행

한 9명을 포함한 총 79안에서, 술 후 3개월에 양안의 

눈꺼풀틈새 크기 차이는 0.41±0.55 mm이었다.

술 중 형성한 눈꺼풀틈새로부터 술 후 3개월까지 변

화한 양과, 술 중 토안으로부터 최종 형성한 눈높이

까지 실제 올린 양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고, 그 결

과 두 수치간에 의미 있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0.427, p<0.001; 

Fig. 5).

환자군 Ia의 술 전 평균 눈꺼풀틈새가 환자군 Ib보다 

의미 있게 작았고(independent two sample t-test, 

p=0.004) 전신 마취후 유도된 토안의 크기는 두 환자

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change in fissure height during the 3 month postoperative follow-up period from adjusted fissure height 
at surgical table between patients with a levator function (LF) of 2 mm or less (group Ia) and those with a LF of more than 2
mm (group IIb)

Ia (mm) Ib (mm) p value
LF * 1.8±0.4 3.5±0.4 0.000＃

Preoperative fissure height 4.0±1.2 4.8±1.3 0.004＃ 
Baseline lagophthalmos 2.3±1.3 2.1±1.1 0.383
Adjusted fissure height 5.9±1.0 5.5±1.4 0.063
IPF†at 1 week 6.8±1.1 7.1±1.3 0.217
IPF at 1 month 7.5±1.0 7.4±1.1 0.784
IPF at 3 months 7.6±1.0 7.5±1.2 0.513
Increment ratio (%)‡ 31.7% 50.9 % 0.063
IPF diff (3 months-adjusted)§ 1.7±1.3 2.0±1.7 0.278
* LF : levator function.
†IPF : interpalpebral fissure height.
‡Increment Ratio : the average percentage of increase in fissure height at postoperative 3 months from adjusted fissure height at 
surgical table.
; [(Lid height at postoperative 3 month-adjusted lid height at table) / adjusted lid height at table] ×100.
§ IPF diff (3 months-adjusted) ; The increment of fissure height at 3 months from final adjusted state.
＃ Independent two-sample t-test, p<0.05.

Figure 4. The final fissure height achieved during surgery 
increases significantly with time, but stabilizes from 
approximately 1 month postoperatively. POD= postoperative
date; * Repeated-measures ANOVA, paired t-test, p<0.001.

Figure 5. The amount of lid elevation achieved during 
surgery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change in 
fissure height after surger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0.427,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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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군간 술 후 1주, 1개월, 3개월에 측정한 눈꺼풀틈

새 크기의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6). 또한 

술 중 형성한 눈꺼풀틈새 크기로부터 술 후 3개월의 

눈높이로 증가한 비율을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Increment ratio = [(Lid height at postoperative 

3 month – adjusted lid height at table) / 

adjusted lid height at table] ×100) 두 군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고, 술 중 형성한 눈꺼풀틈새로

부터 술 후 3개월까지 증가한 크기는 눈꺼풀 올림근 기능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0.173, p=0.081).

Figure 6. Comparison of final adjusted fissure height at the 
surgical table, fissure height at 1 week, 1 month, and 3 
months postoperatively between patients with a levator 
function (LF) of 2 mm or less (group Ia) and those with an
LF of more than 2 mm (group Ib). 
* Independent two-sample t-test, p<0.05.

Table 4. Comparison of change in fissure height during the 3 month postoperative follow-up period from adjusted fissure height
at surgical table between patients with a preoperative fissure height of 4 mm or less (group IIa) and those with a preoperative 
fissure height of more than 4 mm (group IIb)

Iia (mm) Iib (mm) p value

LF* 2.3±1.0 2.8±1.1 0.012＃

Preoperative fissure height 3.4±0.6 5.4±0.9 0.000＃

Baseline lagophthalmos 1.8±1.1 2.6±1.2 0.000＃

Adjusted fissure height 5.8±0.9 5.6±1.5 0.532

IPF†at 1 week 6.7±1.2 7.1±1.2 0.149

IPF at 1 month 7.2±1.0 7.7±1.0 0.013＃

IPF at 3 months 7.2±1.1 7.8±1.0 0.006＃

Increment ratio (%)‡ 27.5 % 53.9 % 0.010＃

IPF diff § (3 months – adjusted) 1.4±1.3 2.2±1.5 0.009＃
* LF : levator function.
†IPF ; interpalpebral fissure height.
‡Increment Ratio : the average percentage of increase in fissure height at postoperative 3 months from adjusted fissure height at 
surgical table. 
§ IPF diff (3 months–adjusted) ; The increment of fissure height at 3 months from final adjusted state.
＃ Independent two-sample t-test, p<0.05.

Figure 7. Comparison of the final adjusted fissure height at 
the surgical table, and fissure height at 1 week, 1 month, 
and 3 months postoperatively between patients with a 
preoperative (Preop) fissure height of 4 mm or less(group 
IIa) and those with a preoperative fissure height of more 
than 4 mm (group IIb).
* Independent two-sample t-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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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 IIb의 평균 눈꺼풀 올림근 기능은 IIa보다 유

의하게 컸으며 (independent two sample t-test, 

p=0.012; p=0.000) 전신마취 직후 발생한 토안의 

정도는 IIa에서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independent 

two sample t-test, p=0.000)(Table 4). 두 군간 

술 후 눈꺼풀틈새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술 후 1개월

부터, IIb의 눈꺼풀틈새 크기가 유의하게 더 큰 폭으로 

증가하 다(Fig. 7). 또한 술 중 형성한 눈꺼풀틈새 크

기로부터 술 후 3개월의 눈높이로 증가한 비율 

(Increment ratio)은 IIb에서 IIa보다 의미 있는 차

이로 큰 수치를 나타냈고(independent two sample 

t-test, p=0.010), 술 중 형성한 눈꺼풀틈새로부터 

술 후 3개월까지 증가한 크기와 술 전 눈꺼풀틈새 크기

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0.382, p=0.000).

전신 마취후 유도된 토안의 정도에 따라 환자군을 세 

그룹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환자군에서 여러 변수들을 

분석하 다(Table 5). 세 환자군에서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의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고(one way ANOVA, 

p=0.401), 술 중 토안이 더 심한 경우 눈꺼풀을 더 높

게 올림으로서 술 중 형성한 최종눈꺼풀틈새의 크기는 

토안이 심한 눈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술 

후 1주, 1개월, 3개월에 각각 측정한 평균 눈꺼풀틈새

의 크기는 세 군에서 유사하 고(Fig. 8), 술 중 형성

한 눈꺼풀틈새 크기로부터 술 후 3개월째 증가한 비율

(Increment ratio)은 IIIa, IIIb and IIIc의 순으로 

의미 있게 큰 결과를 얻었다(One way ANOVA, 

p=0.002).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이 4 mm이하 던 환자들중 이

마근 걸기술을 시행 받은 117안에서 토안의 크기와 눈

꺼풀 올림근 기능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Pearson correlation, p=0.448). 

Table 5. Comparison of change in fissure height during the 3 month postoperative follow-up period from adjusted fissure height 
at surgical table according to the baseline lagophthalmos (Lago) induced by general anesthesia in group IIIa (0 mm ≤ Lago < 
1.5 mm), group IIIb (1.5 mm ≤ Lago < 3.0 mm) and group IIIIc (3.0 mm ≤ Lago < 5.0 mm)

IIIa (mm) IIIb (mm) IIIc (mm) p value

Baseline lagophthalmos 0.5±0.4 1.9±0.4 3.5±0.7  0.000＃

LF* 2.5±1.3 2.7±0.9 2.4±1.1 0.401

Adjusted fissure height 4.8±1.2 5.5±1.1 6.5±0.9  0.000＃ 

IPF†at 1 week 6.8±1.4 6.9±1.1 6.9±1.2 0.926

IPF at 1 month 7.2±1.3 7.4±1.0 7.5±1.0 0.509

IPF at 3 months 7.3±1.3 7.5±1.1 7.7±1.0 0.590

Increment ratio % ‡ 68.9 % 44.1 % 19.9 %  0.002＃

IPF diff±3 months–adjusted )§ 2.6±1.5 2.0±1.5 1.2±1.2  0.001＃
* LF : levator function.
†IPF ; interpalpebral fissure height.
‡Increment Ratio : the average percentage of increase in fissure height at postoperative 3 months from adjusted fissure height 
at surgical table. 
§ IPF diff (3 months - adjusted); The increment of fissure height at 3 months from final adjusted state.
# One-way ANOVA, between groups (combined), p<0.05.

Figure 8. Comparison of final preoperative fissure height at 
the surgical table, and fissure height at 1 week, 1 month, 
and 3 months postoperatively among the patients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groups according to their level of 
lagophthalmos (lago) induced by general anesthesia. 
* One-way ANOVA,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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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안의 정도에 따라 환자를 세 군으로 분류하여 분석

한 결과에서도 세 군간 눈꺼풀 올림근 기능은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이 4 mm이

하 던 전체 117안에서 토안의 크기와 술 전 눈꺼풀

틈새크기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0.357, 

p=0.000). 모든 환자에 적용되는 결과는 아니나, 눈

꺼풀 올림근 기능이 나쁜 눈에서는, 술 전 눈꺼풀 틈새 

크기가 작을수록 즉, 눈꺼풀 처짐이 심할수록 토안이 

더 작은 양상을 보 다.

3개월내 재수술을 시행 받은 9명중 7명(양안 수술 5

명, 단안 수술 2명)은 부족교정으로 술 후 평균 9일째 

재수술을 시행 받았는데(6∼14days) 이중 3명은 양안

에서, 4명은 단안에서 부족교정이 발생한 경우이었다. 

나머지 2명은 과교정되어 재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1명

은 술 후 1주에, 다른 1명은 술 후 3개월에 시행 받았

다(Table 6).

단안 눈꺼풀 처짐으로 이마근 걸기술을 시행 받았던 

환자 4명은 술 후 추적관찰 기간동안 반대편 눈에 눈꺼

풀 처짐이 발생하여 술 후 3개월 이후 눈꺼풀 올림근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Table 7).

고     찰

선천성 눈꺼풀 처짐 교정수술의 목표는 단안 혹은 양

안의 눈높이를 원하는 높이만큼 대칭적으로 만들어주

Table 6. Revision for under or overcorrection within 3 months

Case Ptotic eye Over/under Revision time Baseline lid height LF‡ Other surgery Final result

1  OU* Under (OD) 7 days 3.5/3.0 3.0/2.0 MEpi § Overcorrected

2 OU Over (OD) 3 months 3.0/2.0 3.0/2.0 MEpi Good

3 OU Under (OU) 14 days 2.5/1.5 2.0/2.0 - Good

4  OD† Under (OD) 9 days 1.5/1.0 1.0/11.0 - Ptosis recurred

5 OU Under (OU) 7 days 3.0/2.0 3.0/4.0 - Good

6 OU Under (OD) 7 days 4.0/3.5 3.0/4.0 -- Good

7 OU Under (OU) 7 days 4.0/4/.0 2.5/3.0 - Good

8 OD Over (OD) 7 days 0.5/0 1.0/8.0 FSL∏ (OS)＃ Good

9 OD Under (OD) 6 days 4.5/0 4.0 / 9.0 FSL (OS) Good
* OU = both eyes ; †OD = right eye ; ＃OS = left eye.
‡LF : levator function.
§ MEpi = medial epicanthoplasty.
∏ FSL = full-thickness suture ligation.

Table 7. Results of frontalis suspension in patients in whom ptosis correction was necessary on the contralateral, nonptotic eye 
as a result of postsurgical reduction of fissure height

Case Op Over*/under† Revision time Surgery
Baseline Lago‡ 
OD/OS (mm)

LF§ (mm)
Other

surgery

1 OS Under (OD) 18 months Lev. (OD) ∏ 0.5 / 1.0 8.0/1.0 FSL＃ (OD)

2 OD
Under (OS)
Over (OD)

7 months Lev. (OS) 5.0 / 3.0 2.0/8.0 FSL (OS)

3 OD
Under (OS)
Over (OD)

10 months
Lev. (OS)

Revision (OD)
2.5 / 1.0 2.0/11.0 -

4 OD
Under (OS)
Over (OD)

4 months Lev. (OS) 1.5 / 1.0 3.0/7.0 FSL (OS)

* Over = overcorrected ; †Under = undercorrected. 
‡Lago = lagophthalmos ; § LF = levator function ; ∏Lev. = levator resection.
＃FSL = full-thickness suture ligation.



― 대한안과학회지 제 48 권  제  2 호  2007년 ―

201

고, 술 후 합병증을 최소한으로 발생시키는 것이다. 눈

꺼풀 올림근의 기능과 처짐 정도에 따라 그 방법이 결

정되며 수술방법의 선택에는 다소 술자에 따른 차이가 

있다.
12-23
 선천성 눈꺼풀 처짐의 대부분은 눈꺼풀 올림

근이 불량하고 심한 눈꺼풀 처짐이 있는 경우가 많은

데, 이마근 걸기술 이외에도 눈꺼풀 올림근 최대절제술 

(maximal levator resection), Whitnall씨 인대를 

이용하는 방법(Whitnall’s ligament suspension)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눈꺼풀 올림근 기능이 4 mm 

이하인 경우에는 이마근 걸기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어떤 수술방법을 택하건 간에 소아에서의 수술

은 전신 마취 하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수술 도중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눈꺼풀의 위치를 측정하는 open- 

and close 방법이 불가능하며, 술 중 형성한 눈꺼풀형

태와 높이는 술 후 의식이 돌아온 후 수개월의 기간동

안 변화가 가능하다.

선천 눈꺼풀 처짐 환자의 눈꺼풀 올림근 절제술시 협

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Berke씨 방법과 같은 눈높이

를 조정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눈꺼풀 올림근이 기능이 

5∼10 mm인 환자에서 유용하며 술 전 측정한 눈꺼풀 

올림근 기능에 근거하여 이상적인 눈꺼풀높이를 결정하

게 된다.
8
 Beard

12,13
와 Callahan

14
은 눈꺼풀 처짐의 

정도(MRD1)와 눈꺼풀 올림근 기능을 고려하여 눈꺼

풀 올림근 절제양을 결정하 다. Carraway15는 눈꺼

풀 처짐 1 mm 당 4 mm의 눈꺼풀 올림근 절제술 후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고, McCord는 교정해야 할 눈꺼

풀 처짐량에 3 mm를 더 절제해야 한다고 보고하

다.
16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이 불량한 환아에서 전신 마취

하에 이마근 걸기술을 시행할 경우 눈높이를 조정하는 

기준도 술자 개개인의 경험과 기술에 따라 다양하다. 

McCord는 대퇴근막을 이용한 고식적인 방법과 변형

된 Crawford 방법에서 원하는 눈높이보다 위눈꺼풀의 

경계가 약간 더 높이 위치하도록 하는 방법을 권장하

다.
17,18
 Nerad는 위눈꺼풀 경계가 각막 윤부에 위치할 

때까지 근막을 위쪽으로 당겨야 한다고 보고하 고19 

Chen은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이 3∼4 mm인 경우 눈

높이를 원하는 곳에 위치시키고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

이 2 mm이하인 경우 1 mm 더 높게, 그리고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이 5 mm인 경우 원하는 위치보다 1 

mm 더 낮게 위치시키는 방법을 권장하 다.
16
 

Leibovitch et al은 대퇴근막을 이용한 이마근 걸기

술시, 양안 눈꺼풀 처짐의 경우 위쪽 각막 윤부보다 1 

mm 아래에 위눈꺼풀을 위치시키고, 단안 눈꺼풀 처짐

의 경우 반대쪽 눈과의 대칭성을 고려한다고 보고하

다.
20

이마근 걸기술은 자가 대퇴근막, 동종 보존 대퇴근

막, Supramid, Silicone rod 등을 이용하여 시행된

다. 이중 자가 대퇴근막은 “living suture”로서 재발이 

적고, 감염의 우려가 적으며, 주위 조직에 잘 유착되어 

눈꺼풀 처짐 교정술의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게 

한다.3-7 Wasserman et al7의 보고에 따르면 자가 대

퇴근막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4.2%의 재발율을 보고

한 반면 보존 대퇴근막을 사용한 경우 51.4%로 보고

하 다. Prolene, Mersilene mesh, Gore-Tex 

(expanded polytetrafluoroethylene), Supramid

와 같은 인공걸기재료를 사용한 이마근 걸기술도 재발

율이 높기 때문에 구적이지 못하다.6,7 대부분의 술자

들은 자가 대퇴근막을 사용한 이마근 걸기술이 재발율

이 적고 더 오래 지속되어 다른 재료를 사용한 경우보

다 술 후 결과가 월등히 탁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

러나, 현재까지 대퇴근막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재료를 

이용한 이마근 걸기술시 이상적인 눈꺼풀의 높이와 술 

후 눈높이의 변화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관해 연구

된 바는 아직 없다.

본 연구에서는 눈꺼풀 올림근 기능이 나쁜 선천 눈꺼

풀 처짐 환아에서 전신 마취하에서 대퇴근막을 이용한 

이마근 걸기술 후 눈꺼풀 올림근 기능, 술 전 눈꺼풀 처

짐의 정도, 전신 마취하에 유도된 토안이 술 중 형성한 

눈꺼풀 높이의 술 후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진분석

이라는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술 전 눈꺼풀 처짐량과 

술 후 눈꺼풀틈새의 크기변화를 측정하여서, 기존의 자

를 이용한 측정방법이나 협조가 되지 않는 환자에서 측

정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술 후 1개월까지 눈꺼풀틈새크기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안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본 연구결과에서 술 후 1주의 눈꺼

풀틈새 크기가 술 후 3개월까지 평균 0.64±0.88 mm

만큼 증가하 는데, 자가 대퇴근막이 주위 조직에 유

착, 수축되면서 눈높이가 증가하 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 한 가지는 술 후 1주에 실제 눈꺼풀틈새 크기가 부

종으로 인하여 저평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ajaj et al의 Gore-Tex와 Ethibond (polybutylate- 

coated braided polyester)를 이용한 이마근 걸기

술 후 눈꺼풀틈새크기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두 군 모두 눈꺼풀틈새크기가 술 후 1

개월까지 증가후 안정화되었으나, Gore-Tex 사용군

에서 술 후 1개월 이후 3개월까지 눈높이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24

술 후 눈꺼풀틈새크기에 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

함에 있어서 눈꺼풀 올림근 기능은 술 후 눈높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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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아마도 

모든 대상 환자들의 눈꺼풀 올림근 기능이 4 mm 이하

로 불량하 기 때문이거나, 수술방법 자체가 눈꺼풀 올

림근 절제술과 같이 눈꺼풀 올림근 기능에 의존하는 수

술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Fig. 6에서 볼 수 있

듯이 눈꺼풀기능이 2 mm 이상, 4 mm 이하인 Ib군에

서 2 mm미만인 Ia군보다 술 후 1주까지의 초기 눈높

이의 증가 폭이 유의하게 컸으나 특별한 임상적 의미는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술 전 눈꺼풀 처짐량은 술 후 

눈꺼풀틈새 크기변화에 향을 미치는 인자 으며 추적

관찰기간동안 술 전 눈꺼풀 처짐량이 심했던 눈의 눈꺼

풀틈새크기의 증가 폭이 적은 양상을 보 다. 송과 정

의 연구에서도 술 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눈꺼풀 처짐이 심한 눈을 약한 눈보다 MRD가 약간 더 

크도록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하 다.25

우리는 전신 마취하 발생한 토안을 하나의 눈높이의 

기준점으로 생각하 기 때문에, 술 중 형성한 최종 눈

높이에 술 전 눈꺼풀 처짐양 외에 토안의 크기를 반

하 다. 술 후 눈크기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술 후 1

주, 1개월, 3개월에 측정한 눈꺼풀 틈새크기는 토안의 

정도가 다른 세 그룹간에서 차이가 없었고 토안이 심할

수록 술 중 형성한 눈높이로부터 술 후 윗눈꺼풀이 올

라가는 정도가 더 적은 양상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토안의 크기가 술 중 눈높이 형성에 반 되었으므로, 

토안이 심한 눈이 적은 눈보다 과교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술 후 원하는 눈높이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고 재수술 빈도(9/79명, 11.4%)를 줄 다

고 생각한다.

눈꺼풀 처짐이 있는 눈의 눈꺼풀 올림근은 근위축, 

섬유화 및 지방침윤의 조직학적 특징으로 인해 비탄력

적이기 때문에 눈꺼풀 처짐이 있는 눈에서 전신 마취후 

토안이 발생하게 되므로, 정상인에 비해 그 크기가 더 

크다.26 그런데, 눈꺼풀 올림근 기능이 불량했던 환자들 

(눈꺼풀올림근 기능이 4 mm이하)에서의 분석 결과, 

토안과 눈꺼풀 올림근 기능 간에는 의미있는 상관관계

가 없었고, 술 전 눈꺼풀 처짐이 심한 경우가 심하지 않

은 경우보다 토안의 크기가 작았다. 정상안인 경우 전

신마취를 하게 되면 근이완제의 작용으로 눈주위의 근

육과 조직이 이완되면서 눈높이가 점이 되나, 눈꺼풀

처짐이 있는 눈에서는 비탄력성으로 인해 마취 전후의 

눈높이 차이가 정상안보다 적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

다. 토안의 크기는, 안구크기(axial length), 안검 넓

이와 같은 다른 여러 개인적 특성에 향을 받기 때문

에 개개인마다 매우 다양한 것이 사실이나, 본 연구에

서는 이 토안의 크기가 눈꺼풀 처짐 교정시 하나의 기

준 높이가 된다고 생각하 고,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

으나, 술 후 눈꺼풀 틈새 변화에 향이 있었다는 점은 

새로운 사실이다.

단안 눈꺼풀 처짐을 교정하는 데에 있어 술자에 따라

서는 하방 주시시 발생할 수 있는 양안의 비대칭성을 

방지하기 위해 대퇴근막을 이용한 이마근 걸기술을 양

안에서 시행하기도 한다.14 Dryden and Wulc27은 눈

꺼풀 올림근 기능이 불량한 눈의 반대쪽 눈에서 눈꺼풀 

올림근 절제술을 시행한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저자

들은 눈꺼풀 처짐이 단안에 있는 경우, 환자 및 보호자

들이 정상안까지 수술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굳이 정상안에서 토안이나 노출성 각막염과 

같은 합병증을 발생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눈꺼풀 처짐이 있는 눈에서만 이마근 걸기술을 시행

하고 있다.

헤링의 법칙에 의해 약시가 없는 눈꺼풀 처짐 환자에

서 술 후 눈꺼풀 처짐이 있던 눈꺼풀을 올리는 데 힘이 

덜 들기 때문에 반대편 눈에 눈꺼풀 처짐이 발생할 수 

있지만22 본 연구에서 단안에서 눈꺼풀 처짐 교정술을 

시행 받은 41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반대편 눈에서

의 눈꺼풀 처짐 발생빈도는 매우 낮았다. 41안의 반대

편 눈에서의 평균 술 전과 술 후 3개월의 눈높이 차이

는 –0.17 mm이었고, 6안(14.6%)에서 1 mm 이상

의 눈꺼풀 높이 감소가 있었다. 이중 2안은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었으나, 4안(9.7%)에서 술 후 반대쪽 정

상안의 눈꺼풀 처짐이 발생하여 3개월 이후 눈꺼풀 올

림근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아마도, 술 전부터 비대칭

적인 눈꺼풀 처짐이 양안에 있었거나 술 후 헤링 의존

성에 의해 새로 눈꺼풀 처짐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된

다.

협조가 불량한 소아에서 눈꺼풀 올림근 기능과 눈꺼

풀 틈새 크기의 정확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수술 디

자인을 신중하게 하더라도 술 후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 눈꺼풀 높이를 대칭적으로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려우며 특히 쌍꺼풀이 없고 눈꺼풀 틈새 크기가 

작고 눈둘레근이 두꺼우며 널힘줄앞 지방이 뚜렷한 동

양인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눈꺼풀 교정 방법이 수학적

인 공식과 달리 상당히 주관적이고,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수술 결과가 술자의 경험과 술기에 크게 의존하

고, 환자 및 보호자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술자의 판단

과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사진

분석에서의 1∼2 mm 차이가 실제 임상적으로 그리 중

요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신 마취후 발생한 토안과 눈꺼풀 처짐

량을 고려하여 눈꺼풀 높이를 형성하고 술 전 눈꺼풀 

처짐이 중등도 이상인 경우 눈꺼풀 틈새 크기를 약간 

과교정하는 원칙으로 수술한 결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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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술 전 눈꺼풀 처짐의 심한 정도가 술 후 

눈꺼풀틈새크기 변화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 수술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었고, 토안이 심한 눈에서는 눈

높이를 과교정하는 것이 술 후 원하는 눈높이를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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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Postoperative Fissure Height after Frontalis Suspension
Using Autogenous Fascia Lata

Jin Sook Yoon, M.D., Min Kim, M.D., Sang Yeul Lee,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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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Most surgeries to correct congenital ptosis in children are performed with the patient under general 
anesthesia, which makes the postoperative outcome unpredictable. We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postoperative changes in the fissure height of congenital ptosis patients with poor levator function under 
general anesthesia after frontalis suspension surgery.
Methods: We reviewed the medical charts of 79 congenital ptosis patients with poor levator function (4 mm 
or less) who underwent frontalis suspension with autogenous fascia lata under general anesthesia between 
January 2001 and December 2004. We considered lagophthalmos induced by general anesthesia as the 
baseline lid level, and the lid was elevated 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ptosis, as assessed by photographic 
analysis. Photographs were taken and then analyzed using the Scion Map analysis program to measure the 
fissure height objectively at 1 week, 1 month, and 3 months.
Results: The fissure height formed by frontalis suspension surgery increased progressively and stabilized 1 
month after the operation. Levator function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postoperative changes in fissure 
height. However, a more severe preoperative ptosis and a higher lagophthalmos were associated with a 
relatively smaller increase in adjusted lid height during the follow-up period. 
Conclusions: A good postoperative outcome was achieved by adjusting the lid height to a higher level in eyes 
with higher lagophthalmos. Especially when confronted with the dilemma of how to correct asymmetric ptosis, 
higher elevation of lid height in eyes with more severe preoperative ptosis and higher lagophthalmos while 
under (general) anesthesia should be helpful in the prediction of postoperative surgical outcomes.
J Korean Ophthalmol Soc 48(2):193-204, 2007

Key Words: Congenital ptosis, Frontalis suspension with fascia lata, Fissure height, Levator function, 
Preoperative ptosis, Lagophthal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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