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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시수술 후 발생한 안와봉와직염

Orbital Cellulitis after Strabismus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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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report a case of preseptal cellulitis after strabismus surgery in a patient with no previous history of ocular surgery.
Case summary: A 33-year-old male visited the ophthalmology clinic with a 4-day history of left eye pain and lid swelling after 
strabismus surgery. He was a healthy patient with a history of polio resulting in left hemiparalysis and difficulty walking. He was 
followed up with left medial rectus and lateral rectus muscle resection surgery for secondary sensory esotropia. His best cor-
rected visual acuity was 0.6 in his left eye and physical examination revealed pain, eyelid edema, chemosis, and purulent dis-
charge from the left conjunctival fornix. Computed tomography scanning with contrast enhancement revealed diffuse preseptal 
periorbital soft tissue swelling and enhanced fat stranding suggesting left preseptal cellulitis. The patient was hospitalized with 
intravenous broad spectrum antibiotics. Left eye swelling was improved and purulent discharge had decreased after 3 days; he 
was discharged after a 5-day course of intravenous antibiotic treatment. Oral antibiotics were administrated for 1 week. The pa-
tient had no recurrent symptoms during the 3-month follow-up.
Conclusions: Although rare, preseptal cellulitis after strabismus surgery must be promptly recognized to prevent secondary 
complications related to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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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수술 후 발생하는 안와 봉와직염은 매우 드문 것으

로 알려져 있다.1 그렇지만 심부 감염으로 진행하면 범안구

염, 시신경 압박, 뇌수막염, 뇌농양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치

료에 주의를 요한다.2 사시수술 후 발생하는 감염의 원인으

로 수술 중 감염, 환자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 수술 전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동반된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3-5 국내에서는 과거에 

망막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서 사시수술 후 안

와 연조직염이 발생된 보고가 1예 있었으나,4 본 증례는 건

강한 성인에서 수술 중 특별한 합병증 없이 발생한 경우로 

사시수술 후 발생한 안와 봉와직염의 진단과 치료를 보고

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33세 남자 환자가 내사시수술을 위해 내원하였다. 경도

의 뇌성마비로 보행장애가 있는 것 외에 과거력상 특이 사

항이 없는 환자로, 내원 당시 검사상 근거리와 원거리에서 

40 prism diopters (PD) 내사시와 12 PD 우안 해리성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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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ternal photograph of the 33-year-old man develop-
ing orbital cellulitis 4 days after strabismus surgery.

Figure 2. Axial computed tomography (CT) scan of orbit 
showing signs of left preseptal cellulitis. CT scan demonstrates
diffuse swelling of periorbital soft tissue.

시가 관찰되었다. 미용적인 목적의 사시수술을 원하여 좌

안 내직근후전술 및 외직근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중 

좌안에서 내직근 구축과 외직근 섬유화 변화가 다소 관찰

되어 수술 시간이 평소보다 더 소요되었으나, 그외에 별다

른 이상 없이 수술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수술 후 이틀째부

터 갑작스러운 좌안 통증과 심한 부종이 발생하여 수술 

4일째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좌안 상안검 발적과 부종이 

심하였고, 노란색의 삼출물이 눈꺼풀결막에 모여 주머니처

럼 튀어나와 있었으며, 안구결막에는 충혈과 부종이 심하

게 관찰되었다(Fig. 1). 내원시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0.7, 좌

안 0.6이었고, 전안부 및 안저검사는 정상 소견을 보였다. 

발열은 없었고 전신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좌안의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였다. 안구운동제한은 없었고, 안구돌출, 안

구운동 시의 통증, 구심동공장애는 관찰되지 않았다. 혈액검

사에서 백혈구 수가 10,000/μL (4,000-10,000/μL), C-reactive 

protein 0.2 mg/dL (0.0-0.5 mg/dL)였으며, 조영증강 안와 

컴퓨터단층촬영검사에서 좌안 안와 주변 연조직 두께 증가 

소견을 보여 안와 사이막앞 연조직염으로 진단하였다(Fig. 2). 

입원하여 3세대 cephalosporin (Ceftazidime)와 gentamycin 

(Gentamycin sulfate) 정맥내 주사를 5일간 시행하였다. 항

생제 주사를 투여한 지 3일 후부터 통증이 줄고 안검부종

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항생제 주사 후 5일째부터 눈꺼풀결

막에 있던 노란색 삼출물은 모두 사라졌고, 안구통증도 호

전되었다. 치료 후 5일째 검사한 시력검사상 좌안 최대교정

시력은 0.2로 측정되었다. 전안부, 상대구심동공검사 및 안

저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 5일간 항생제 주사 후 경구 

항생제 Amoxicillin/Clavulanate Potassium 375 mg로 변경

하여 유지하였다. 치료 후 11일째 검사한 시력검사상 좌안 

최대교정시력은 0.6이었으며, 항생제 중단 후 외래 경과 중

에 재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고 찰

사시수술 후 발생하는 안와 봉와직염 또는 결막하 농양 

등의 눈주위 감염은 매우 드문 것으로 1/1,000에서 1/19,00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1 
안와 봉와직염의 진단은 주로 눈꺼

풀과 결막부종, 안구돌출, 안구운동장애와 통증의 임상적 

징후를 근거로 이루어진다.6,7 보조적 진단 장비인 컴퓨터단

층촬영 또는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며, 원인이 될 수 있는 

벌집굴염, 이마굴 부비동염이 관찰되기도 한다.8-11 안와 봉

와직염은 chandler’s 분류에 따라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통증, 눈꺼풀과 결막부종 이외에도 눈부심, 안구돌출, 안근

마비, 안구운동시의 통증, 시력저하가 동반되는 경우에 

group 2 안와 연조직염으로 진단하게 되며, group 1 안와 

사이앞막 연조직염과의 감별점이라고 하겠다.7,12,13 
본 증례

의 환자는 눈꺼풀과 결막의 심한 부종과 통증이 동반되었

으나, 안구돌출, 통증을 동반한 안구운동 및 안근마비는 관

찰되지 않아, 안와 사이막앞 연조직염으로 진단하였다.

안와 봉와직염 치료로는 입원하여 정맥항생제 주사를 시

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심각한 합병증인 뇌수

막염 혹은 두개 내로 파급된 안와 연조직염으로 인한 사망

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5 본 증례의 환자도 심부 

감염의 진행을 막기 위해,7 안와 사이막앞 연조직염 진단 

후 입원하여 3세대 cephalosporin 정맥주사(Ceftazidime) 및 

gentamycin (Gentamycin sulfate) 근육주사를 시행하였으

며, 입원 3일 후부터 통증감소 및 안검부종이 완화된 소견

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각적인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안와 

사이막 뒤쪽으로 감염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안와 봉와직염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균으로는 그람음성작은

구간균(Haemophilus influenza)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화농성 연쇄상구균(Streptococcus pyogenes)로 알려

져 있는데, 결막 배양에서 균이 발견되는 않는 경우도 1/3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5 증례의 환자도 결막 배양에서는 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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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지 않았으나, 경험적 항생제로 우선적으로 치료를 시작하

였다.

사시수술 후 감염에 대한 예방법으로 대부분 5% povi-

done-iodine을 수술 전에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13 

2019년 미국안과학회 회원 3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

르면, 88.4%가 5% povidone-iodine을 수술 전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수술 끝났을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술 후 1주 

동안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안약점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Koederitz는 Fornix incision을 이용한 

사시수술에서 술 후 5% povidone-iodine 한 방울 점안이 술 

후 일주일 동안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안약점안과 같은 정

도의 감염과 합병증 발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13 

Ing은 술 후 1주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안약 점안만으로는 

수술 후 감염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으며,1 Benson 

et al14
은 수술 전 5% povidone- iodine을 눈구석 결막에 눈

꺼풀 벌리기 전 1-2번, speculum을 사용하여 눈꺼풀을 벌린 

후 두 번 점안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며, 두 번째 점안이 눈

꺼풀에 상재하는 균에 작용하여 감염률을 낮춘다고 하였다. 

또한 술 전 항생제 정맥투여 역시 효과적으로 감염률을 줄

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15 대부분 어린 나이의 환자로 

협조 불가하여 널리 시행되지 않았다.13 
실제적으로 사시수

술 시에 povidone-iodine을 수술 전 결막에 점안하는 것이 

사시수술 후 발생하는 감염을 줄일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방

법이라고 생각하여, 본원에서도 증례 발생 후 안와 연조직

염등 술 후 발생하는 감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5% po-

vidone- iodine을 술 전에 점안하고 있다. 

본 증례는 경도 뇌성마비 외 기저질환이 없는 33세 성인 

남성에서 사시수술 후 2일째 안와 사이막앞 연조직염이 발

생한 사례로 기존의 보고들과는 달리 안와단층촬영에서 부

비동염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눈을 문지르는 행위 또는 

나쁜 위생 환경 등과는 무관하여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시수술 후 안와 사이막앞 연조직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보고들과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본 

증례에서 사시수술 후 감염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생각되는 

인자로는 수술 중 내직근 구축으로 인해 기존 수술에 비해 

다소 수술 시간이 길었던 점, 수술 후 염증 반응을 줄이고

자 3일간 소론도 30 mg을 경구 투여한 점, 술 전 감염예방

을 위한 특별한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10년 동안 소아사시수술을 한 술자의 술 후 안와 

사이막앞 연조직염 발생이 첫 증례였다는 점, 술자의 평균 

수술 시간이 1시간 내외로, 이번 증례에서는 평균보다 

20-30분 정도 더 소요되었으나, 총 수술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로 소요되어 아주 길지는 않았던 점, 일반적으로 수술 

후 사용하는 경구 스테로이드 용량(1.0-1.5 mg/kg/day)보다 

1/2 이상 적은 용량이 처방되었다는 점에서 감염의 원인으

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과수술 

이외에도 술 후 염증 반응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예방적으로 사용한 경구 스테로이드가 부종을 감소시키고, 

섬유증식을 억제시켜 반흔형성을 줄이며, 장기적 후유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경구 스테로이드를 처방하

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13,16 

사시수술의 후 대부분의 술자가 술 후 1주 이내에 경과 

관찰을 하였으며, 특히 술 후 5일 이내에 감염징후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경과 관찰 시기라고 하였다.5 본 증례의 환

자도 술 후 이틀째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수술 후 4일째 경

과 관찰하며 치료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사시수술 후 5일 

이내 경과 관찰이 합병증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치료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헌적으로 보고된 발생률은 낮으나, 수술자의 45%

가 술 후 연조직염 또는 안내염을 경험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런 경험을 한 의사일수록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따라서 현재 알고 있는 발생률보

다 실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시수술 후 감염이 발생되고 

있을 수 있으며, 감염예방을 위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증례의 환자처럼 위험 인자가 없

는 사시수술 후 안와 봉와직염에 대한 빠른 진단 및 치료방

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보고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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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내사시수술 후 발생한 안와봉와직염

목적: 안과 수술의 기왕력 없는 건강한 환자의 단안 내사시수술 후 발생한 안와 사이막앞 연조직염 1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33세 남자 환자가 단안 내사시수술 후 4일째 안검부종과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소아마비로 좌측 편마비가 

있어 보행이 불편한 것 외에 특이 소견이 없는 건강한 환자였다. 좌안 약시와 동반된 내사시로 좌안 내직근후전술 및 외직근절제술을 

시행 받고 경과 관찰 중이었다. 내원시 좌안 최대교정시력은 0.6, 좌안 안검부종 및 눈꺼풀결막에 심한 삼출성 변화와 통증을 호소하

였다. 안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와 임상 소견을 통해 좌안 안와 사이막앞 연조직염으로 진단하였고, 입원하여 광범위 항생제 주사를 

5일간 시행하였다. 치료 후 3일째부터 안검부종이 호전되고 결막 삼출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항생제 주사 치료 후 퇴원하였으며 

경구 항생제로 교체하여 일주일간 투여하고 중단하였다. 이후 3개월 동안 경과 관찰 중에 재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결론: 사시수술 후 드물게 발생하는 안와 봉와직염은 조기에 진단하고 즉각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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