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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눈꺼풀수술 후 각막 고위수차와 각막난시의 변화

Changes in Corneal Higher-order Aberrations and Astigmatism

after Upper Eyelid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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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upper eyelid surgery on corneal higher-order aberrations and astigmatism.

Methods: We enrolled 38 patients (66 eyes) who underwent blepharoplasty and 48 (81 eyes) who underwent levator resection. 

The marginal reflex distance1 (MRD1), corneal astigmatism, and corneal higher-order aberrations were measured pre-

operatively, and at 6 months postoperatively, and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Results: Corneal astigmatism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ptosis repair group (p < 0.001)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axis of astigmatism. Preoperative third-order and coma-like aberrations were significantly more common in the ptosis re-

pair group than in the other group (p = 0.027 and p = 0.044, respectively); both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operation (p = 

0.030 and p = 0.006, respectively). The decrease in MRD1 and changes in the two aberrations showed a significantly stronger 

negative correlation in the ptosis repair group than in the other group (b = -0.186; p < 0.001 and b = -0.159; p < 0.001, re-

spectively).

Conclusions: For patients with both cataract and ptosis, it is best to perform levator resection surgery before cataract surgery, 

because corneal higher-order aberrations and astigmatism are improved by levator resection. In turn, this reduces postoperative 

refractive error and improve vision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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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위눈꺼풀 피부늘어짐, 눈꺼풀처짐, 

노년 백내장 등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안과 질환이 증가하

고 있다. 이 중 눈꺼풀처짐은 미용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상부 시야 감소, 대비감도 감소, 각막난시 증가와 같은 시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
1-5

위눈꺼풀 피부늘어짐에는 여분의 위눈꺼풀 피부와 지방

조직을 절제하는 위눈꺼풀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고,
6,7

 중등

도의 눈꺼풀처짐에는 눈꺼풀올림근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

다.
8,9

 위눈꺼풀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토안, 비대칭, 

위눈꺼풀 뒤당김, 눈물흐름, 복시 등이 있다.
10,11

위눈꺼풀수술 후에 발생 가능한 위눈꺼풀의 해부학적 변

화는 각막의 형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위눈꺼풀수술

이 각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중 수술 후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341/jkos.2022.63.10.814&domain=pdf&date_stamp=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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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외 : 위눈꺼풀수술 후 고위수차 및 난시 변화-

각막난시에 대한 연구들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

다. Kim et al
1
은 위눈꺼풀수술 후 각막에 미치는 위눈꺼풀

의 압력이 감소하여 각막곡률반경이 변하면서 각막난시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위눈꺼풀 피부늘어짐으로 발생한 과도

한 눈꺼풀 피부의 무게와 압력이 각막 표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Savino et al

12
은 위눈꺼

풀수술 후 각막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위눈꺼풀수술 후 

상부 각막난시가 감소하고 상하부 각막난시가 대칭적으로 

변하여 시기능의 호전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각막

난시의 감소는 없다고 하였다.

백내장수술 후 시력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각적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 많은 수에서 눈꺼풀

처짐과 위눈꺼풀 피부늘어짐이 동반되어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이를 수술적으로 교정한 후에 시각적 증상이 호전

된 경험을 한 바 있는데, 저자들은 위눈꺼풀수술 후 각막 

고위수차와 각막난시가 호전된 점이 그 원인일 것으로 추

정하였다. 그러나 눈꺼풀처짐과 위눈꺼풀 피부늘어짐이 각

각 각막 고위수차와 각막난시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수술

적으로 교정한 후에 각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

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위눈

꺼풀수술이 각막 고위수차와 각막난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1년 7월 1일부터 2016년 4월 1일까지 본원 안과에서 

위눈꺼풀수술을 받은 환자 중 수술 후 6개월 이상 추적 관

찰된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의무기록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

하여 진행되었고, 본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승인 번호: 

2016-04-013).

대상안을 위눈꺼풀성형술군과 눈꺼풀올림근절제술군의 

두 군으로 분류하였다. 위눈꺼풀성형술군은 위눈꺼풀 피부

늘어짐에 대한 위눈꺼풀성형술을 시행한 눈으로 하였고, 

눈꺼풀올림근절제술군은 위눈꺼풀 피부늘어짐과 눈꺼풀처

짐이 동반되어 위눈꺼풀성형술과 눈꺼풀올림근절제술을 

함께 시행한 눈으로 하였다. 

위눈꺼풀각막반사간거리는 위눈꺼풀의 하부 가장자리와 

동공 대광 반사 사이의 거리로 정의하였다. 위눈꺼풀각막

반사간거리가 2 mm 미만일 경우를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눈꺼풀처짐으로 판정하여 눈꺼풀올림근절제술을 시행하였

다.
3,13,14

기존에 눈꺼풀 수술 혹은 굴절교정수술을 받은 환자, 콘

택트렌즈 착용 중인 환자, 군날개, 원추각막 등의 각막질환 

환자, 눈꺼풀속말림, 눈꺼풀겉말림, 속눈썹증 등의 눈꺼풀 

질환 환자는 제외하였다. 수술 후 상처 벌어짐, 비대칭 같

은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시행한 환자도 연구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수술 방법

수술은 진정제 투약 없이 국소 마취 하에 시행하였다. 위

눈꺼풀의 쌍꺼풀선을 표시하였고 여분의 피부를 제거하기 

위한 절개선을 디자인하여 표시하였다. 1:100,000으로 희석

된 에피네프린과 3 mL의 2% 리도카인을 수술 부위에 피하 

주사하고 표시선을 따라 15번 Bard-Parker 블레이드로 피

부를 절개한 후 눈둘레근과 피부를 절제하여 안와사이막과 

널힘줄앞안와지방을 노출시켰다. 여분의 널힘줄앞안와지방

은 수술적으로 제거하였다.

눈꺼풀올림근절제술은 뮐러근과 올림근널힘줄을 결막과 

눈꺼풀판 상부 경계에서 휘트날(Whitnall) 인대까지 박리하

고 눈꺼풀판 상부 경계에 6-0 실크 비흡수성 봉합사로 3회 

수직매트리스봉합을 시행하여 재부착하였다. 여분의 올림

근널힘줄은 절제하였다.

수술 중 환자를 앉게 하여 정면 주시할 때 위눈꺼풀각막

반사간거리가 약 3 mm 정도 되도록 봉합 위치를 조정하였

고, 피부 절개 부위는 7-0 나일론 비흡수성 봉합사를 사용

하여 연속봉합으로 시행하였다.

수술 후 수술 부위에 3% ofloxacin 안연고(Tarivid
®
, Santen 

Pharmaceutical, Osaka, Japan)를 2주간 1일 3회 도포하였고 

수술 7일 후 피부 봉합사를 제거하였다.

결과 계측

위눈꺼풀각막반사간거리는 이마근 사용을 배제한 상태

에서 대광반사점의 중심으로부터 위눈꺼풀 경계까지의 거

리로 정의하였고 한 명의 검사자가 측정하였다. 자동각막

굴절력계(RK-F1
®
, Canon, Tokyo, Japan)로 각막난시를 측

정하였고, Hartmann-Shack 방식의 웨이브프론트 수차계

(KR-1W
®
, Topcon corp., Tokyo, Japan)로 각막 고위수차를 

측정하였다. 검사들을 시행할 때 위눈꺼풀을 들어올리지 

않고 외부 자극이 없이 자연스럽게 눈꺼풀을 깜빡이는 상

태에서 3회 연속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각막난시와 각막고

위수차를 측정하였다.
15,16

고위수차 측정값은 동공크기 6 mm로 표준화하여 분석

하였다. 제르니케 계수(Zernike coefficients)로 3차에서 6차 

수차까지 해당하는 고위수차들을 포함하여 전체고위수차의 

제곱근평균제곱(root mean square, RMS)을 계산하여 분석

에 이용하였고,
17

 임상적으로 유용한 코마유사수차는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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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Blepharoplasty group Ptosis repair group p-value

Number of eyes (patients) 66 (38) 81 (48)

Age (years) 67.1 ± 9.7 65.9 ± 13.1 0.536
*

Sex

Male

Female

18

20

20

28
0.233

†

DCVA (logMAR)

Preoperative

Postoperative 6 months

MRD1 (mm)

Preoperative

Postoperative 6 months

0.108 ± 0.045

0.117 ± 0.072

2.36 ± 0.55

2.51 ± 0.62

0.151 ± 0.053

0.129 ± 0.054

-0.45 ± 1.41

2.85 ± 1.10

0.322
*

0.517
*

0.041
*

0.462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DCVA = distance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MRD1 = marginal reflex distance 1.

Statistical significance at p < 0.05 by 
*

unpaired t-test and 
†
K square.

Table 1. Demographic data of the patients who underwent upper eyelid blepharoplasty (blepharoplasty group) and ptosis repair sur-

gery (ptosis repair group)

Parameters

Cylinder (diopters) Axis (degrees)

Preoperative
Postoperative 

6 months
p-value Preoperative

Postoperative 

6 months
p-value

Blepharoplasty group -1.01 ± 0.92 -0.93 ± 0.73 0.393 90.1 ± 60.7 95.9 ± 60.2 0.437

Ptosis repair group -1.13 ± 0.77 -0.71 ± 0.55 0.001 84.4 ± 67.4 98.5 ± 68.7 0.36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significance at p < 0.05 by paired t-test.

Table 2. Changes in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cylinder and axis

5차 수차를 포함하였고 구면유사수차는 4차, 6차 수차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18

수술 전과 수술 6개월 후의 위눈꺼풀각막반사간거리, 각막

고위수차 및 각막난시를 측정하였다.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은 SPSS 21.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다. 위눈꺼풀각막반사간거리, 각막 고

위수차 및 각막난시의 수술 전후 변화는 paired t-test를 사

용하였고, 위눈꺼풀성형술군과 눈꺼풀올림근절제술군 간의 

비교는 unpaired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위눈꺼풀반

사간거리의 변화 정도가 각막 고위수차에 미치는 영향은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결 과

총 86명 147안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평균 연령은 

66.4 ± 11.7세(54-80세)였고, 남자가 38명(44.2%), 여자가 

48명(55.8%)이었다. 위눈꺼풀 피부늘어짐 환자 38명(양안 

28명, 단안 10명) 66안은 위눈꺼풀성형술을 받았고 눈꺼풀

처짐 환자 48명(양안 33명, 단안 15명) 81안은 눈꺼풀올림

근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수술 전 위눈꺼풀각막반사간거리

를 제외한 인구통계학적 자료는 두 군 사이에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수술 전 위눈꺼풀각막반사간거리는 눈꺼풀올림근절제술

군에서 -0.45 ± 1.41 mm였고 위눈꺼풀성형술군에서 2.36 ± 

0.55 mm로 눈꺼풀올림근절제술군에서 유의하게 작았다

(p=0.041). 수술 후 위눈꺼풀각막반사간거리는 위눈꺼풀성

형술군에서 2.51 ± 0.62 mm였고, 눈꺼풀올림근절제술군에

서 2.85 ± 1.10 mm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p=0.462). 위눈꺼풀각막반사간거리는 눈꺼풀올

림근절제술군에서 수술 후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위눈

꺼풀성형술군에서는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p=0.026, p=0.571).

수술 전 각막난시는 위눈꺼풀성형술군에서 -1.01 ± 0.92

디옵터였고, 수술 후 각막난시는 -0.93 ± 0.73디옵터로 유

의한 변화는 없었으나, 눈꺼풀올림근절제술군에서 수술 전 

각막난시는 -1.13 ± 0.77디옵터였고, 수술 후 각막난시는 

-0.71 ± 0.55디옵터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두 

군 모두에서 수술 후 난시축의 변화는 없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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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rration type Blepharoplasty group Ptosis repair group p-value
*

Total

Preoperative 0.602 ± 0.242 0.625 ± 0.279 0.645

Postoperative 0.610 ± 0.250 0.591 ± 0.246 0.512

p-value
†

0.799 0.266

S3

Preoperative 0.426 ± 0.184 0.493 ± 0.251 0.027

Postoperative 0.415 ± 0.199 0.442 ± 0.206 0.371

p-value
†

0.835 0.030

S4

Preoperative 0.359 ± 0.201 0.329 ± 0.150 0.324

Postoperative 0.372 ± 0.214 0.327 ± 0.184 0.061

p-value
†

0.709 0.921

Coma-like (S3+S5)

Preoperative 0.507 ± 0.207 0.566 ± 0.247 0.044

Postoperative 0.506 ± 0.202 0.476 ± 0.193 0.291

p-value
†

0.723 0.006

Spherical-like (S4+S6)

Preoperative 0.325 ± 0.236 0.279 ± 0.167 0.128

Postoperative 0.328 ± 0.212 0.266 ± 0.217 0.109

p-value
†

0.969 0.821

Data are presented as means ±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significance at p < 0.05 by 
*

unpaired t-test and 
†
paired t-test.

Table 3. Changes in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corneal higher-order aberrations in the 6 mm optical zone

Figure 1. Comparison of high corneal aberrations before and after surgery. Preoperative 3rd aberrations (S3) and coma-like aberra-

tions (S3+S5) were higher in ptosis repair group than in blepharoplasty group. Comparing the changes in S3 and coma-like aberra-

tions after surgery,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ptosis repair group. Statistical significance at p <  0.05 by unpaired t-test and 

paired t-test. RMS = root mean square; PreOP = preoperative; PostOP = postoperativ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p <  0.05.

수술 전 3차 수차와 코마유사수차는 눈꺼풀올림근절제술

군에서 위눈꺼풀성형술군보다 높았다. 수술 전 눈꺼풀올림

근절제술군의 3차 수차는 0.493 ± 0.251, 위눈꺼풀성형술군

에서는 0.426 ± 0.184였고, 코마유사수차는 수술 전 눈꺼풀

올림근절제술에서 0.566 ± 0.247, 위눈꺼풀성형술군에서 

0.507 ± 0.207로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p=0.027, p=0.044).

수술 전후 3차 수차와 코마유사수차의 변화를 비교하면 

눈꺼풀올림근절제술 군에서 수술 후 3차 수차와 코마유사

수차가 감소하였다. 눈꺼풀올림근절제술군에서 수술 전 3차 

수차는 0.493 ± 0.251이었고 수술 후 3차 수차는 0.442 ± 

0.206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p=0.030), 수술 전 코마유

사수차는 0.566 ± 0.247이었고 수술 후 코마유사수차는 

0.476 ± 0.193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p=0.006). 

전체 고위수차, 4차 수차, 구면유사수차의 수술 전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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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mprovement of corneal higher-order aberrations (HOAs) and marginal reflex distance1 (MRD1) of a patient who under-

went levator resection for both eyes. (A) Preoperative facial photograph showing a low MRD1. (B) Postoperative photograph at 6 

months after ptosis repair showing increased MRD1. Preoperative corneal HOAs at 6 mm optical zone in the right eye (C) and left 

eye (D). Postoperative corneal HOAs at 6 mm optical zone in the right eye (E) and in the left eye (F). RMS = root mean square.

화는 두 군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Fig. 1).

눈꺼풀올림근절제술 후 위눈꺼풀각막반사간거리가 증가

하였고 각막 고위수차, 코마유사수차는 유의하게 감소하였

고 이는 수술 후의 란돌트고리(Landolt ring)의 번짐이 호전

된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눈꺼풀올림근절제술군에서 수술 후 위눈꺼풀각막반사간

거리와 3차 수차, 코마유사수차 변화량은 모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b=-0.186, p<0.001; b=-0.159, p<0.001) 

(Table 4, Fig. 3). 

고 찰

노화와 관련된 위눈꺼풀의 퇴행성 변화는 위눈꺼풀 피부

늘어짐, 눈꺼풀처짐, 널힘줄앞안와지방탈출증, 눈둘레근 이

완 등이 있다. 위눈꺼풀의 구조적 변화가 각막에 영향을 준

다는 연구 결과는 기존에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된 바 

있다. Zinkernagel et al
3
은 각막에 미치는 위눈꺼풀의 압력

이 각막의 구조과 굴절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위눈꺼풀의 

구조적 이상이 심할수록 수술적 교정 후에 각막난시가 많

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Rogers et al
19
과 Kim et al

2
은 

위눈꺼풀성형술과 눈꺼풀처짐교정수술 후 대비감도가 증

A                                         B

C                                         D

A                                         B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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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 of MRD1 (mm)
Change of S3

RMS (μm)
p-value

Change of Coma (S3+S5)

RMS (μm)
p-value

1.330 ± 0.634 -0.050 ± 0.207 p < 0.001 

(r = -0.570)

-0.057 ± 0.180 p < 0.001 

(r = -0.56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significance at p < 0.05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RMS = root mean square.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hanges of 3rd aberrations (S3) and decrease of marginal reflex distance1 (MRD1) in ptosis repair 

group

Figure 3. Scatter plot showing the correlation of S3 and coma-like higher-order aberrations (S3+S5) with marginal reflex distance 

1 (MRD1) in patients who underwent levator resection (ptosis repair group). RMS = root mean square.

가되어 시기능이 호전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위눈꺼풀

수술 전후 각막 고위수차에 큰 변화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Kim et al
2
은 위눈꺼풀수술 1개월 후의 전체 고위

수차는 감소하였으나 동공 지름 6 mm 범위 내의 각막 고

위수차는 수술 전후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눈꺼풀처

짐과 고위수차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Ashok 

Kumar et al
20
은 단측 선천눈꺼풀처짐이 발생한 소아 환자

의 연구를 통해 선천눈꺼풀처짐안에서 정상안보다 고위수

차가 크다고 보고하였고, Zheng et al
21
은 성인 눈꺼풀처짐 

환자에게 시행한 위눈꺼풀수술 후 안구 전체 고위수차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고위수차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교정이 불가능한 굴

절이상 또는 불규칙난시를 뜻하는데, 고위수차가 증가하면 

눈부심, 후광, 왜곡 등의 시력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고

위수차를 교정하면 대비 감도와 시기능이 크게 호전될 수 

있다.
22,23

고위수차를 단순하고 정량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를 임

상적으로 쉽게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제르니케 다항식이다. 제르니케 

다항식의 계수는 코마수차, 구면수차 등 광학에서 사용되

는 용어를 사용하며 각 계수의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록 구성되어 있다. 제르니케 다항식은 부정난시를 각 성분

마다 정량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유용하지만 변수들이 많아 

통계 분석에 이용하기는 어려운 특징이 있다. 3차와 4차 수

차의 경우, 구면수차를 제외하고는 서로 부호가 반대인 계

수가 있는데, Campbell
24
은 KR-1W 수차계에서 부호가 반

대인 계수를 연결하여 3차와 4차의 전체 9계수를 5계수로 

줄여 수차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

고, 구면수차를 제외한 수차들을 양의 값으로 표시하여 통

계 처리가 용이하게 만들었다.

위눈꺼풀성형술은 수술 후 위눈꺼풀각막반사간거리의 변화

가 없지만, 눈꺼풀올림근절제술은 수술 후 위눈꺼풀의 위치

가 상대적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각막 표면에 보다 더 큰 

영향을 주며, 따라서 각막 굴절력도 더 많이 변화한다.
1,25

 

본 연구에서는 눈꺼풀처짐 정도를 평가하고 위눈꺼풀수술

을 수술 기법에 따라 눈꺼풀올림근절제술과 위눈꺼풀성형

술로 구분하여 수술 전후의 각막고위수차와 각막난시의 변

화를 서로 비교하였다. 위눈꺼풀수술 후 발생 가능한 눈꺼

풀부종, 토안, 안구 표면 노출 증가 등의 합병증은 안구 표

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6

 안구 표면에 영향을 주는 위눈꺼

풀수술 후 합병증이 안정화되는데 최소 3개월의 필요하기 

때문에,
27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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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술 6개월 후와 수술 전 위눈꺼풀각막반사간거리, 각막 

고위수차 및 각막난시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눈꺼풀올림근절제술군에서 수술 후 코마유사수

차와 각막난시가 위눈꺼풀성형군에서보다 더 많이 감소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눈꺼풀올림근절제술군의 수술 

후 위눈꺼풀각막반사간거리와 코마유사수차의 변화량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수술 후 각막 고위수차와 

각막난시의 변화한 것은 각막의 형태학적 변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각막 고위수차는 웨이브프론트 수차계에 

내장된 플라시도원반 방식 각막형태검사의 axial map에서 

환자의 전면 각막과 최적구면(best-fit sphere) 간의 형태학

적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환자의 전면 각막이 최적구면보

다 높거나 낮다는 형태학적 개념으로 전면 각막의 불규칙 

정도(irregularity)를 나타낸다.
28,29

 각막난시는 저위수차에 

해당하고, 각막난시의 변화는 각막의 곡률반경의 변화를 

의미하며 각막전면의 형태학적 변화가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0

눈꺼풀처짐을 수술로 교정하면 코마유사수차가 감소하

는 기전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수술 전 과도한 

피부, 지방 및 눈둘레근이 각막 상측을 직접 압박하여 각막 

고위수차를 유발하였는데 이를 수술로 제거함으로써 고위

수차가 감소한 것이다. 눈꺼풀처짐이 없는 위눈꺼풀 피부

늘어짐 환자의 경우, 눈꺼풀 연부조직이 각막을 압박하는 

양이 눈꺼풀처짐이 동반된 환자보다 적다. 눈꺼풀처짐 환

자의 각막형태검사를 보면 각막 상측의 각막곡률반경이 가

파른 점을 알 수 있다. 눈꺼풀처짐 환자의 비대칭적인 각막

곡률반경의 변화가 코마유사수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

각되며 눈꺼풀처짐을 수술적으로 교정하여 상측의 가파른 

각막곡률반경이 정상화됨으로써 각막의 코마유사수차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눈꺼풀처짐에 의해 눈물흘림과 눈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다.
31,32

 불안정해진 눈물막과 안구 표면은 각막 고위수

차를 유발할 수 있는데,
33

 눈꺼풀처짐 수술 후 눈물막과 안

구 표면이 안정화되어,
34

 각막 고위수차가 호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위눈꺼풀수술 후 각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수술 전후 각막의 형태학적 변화만을 비교하거나 

각막난시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1,2,12,35

위눈꺼풀수술 후 난시와 고위수차의 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마다 결과에 차이를 보이는데, 인종과 연령

대 따라 안와 용적의 크기가 차이가 있고,
36,37

 눈꺼풀모양, 

눈꺼풀틈새 길이 및 눈꺼풀처짐의 정도가 다른 점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38,39

 

본 연구에서는 위눈꺼풀의 구조적 이상을 정도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어 수술 전후의 각막 고위수차와 각막난시

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고 양 군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였

다는 점이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점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 

비해 많은 수인 147안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여 시행하였

기에 연구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눈꺼풀처짐과 피

부늘어짐 유무, 위눈꺼풀각막반사간거리, 눈물고임과 눈물

흘림 정도에 따른 각막난시와 각막 고위수차 차이를 비교

하지 않았고, 위눈꺼풀 수술 후 발생한 각막난시와 각막 고

위수차 변화가 환자의 시각과 관련된 주관적인 증상에 어

떤 영향을 주었는지 대한 평가가 없어서 이에 대한 후속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백내장수술 및 굴절교정수술을 먼저 시행하고 눈꺼풀올

림근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각막 고위수차 및 각막난시

가 변하여 최종적인 굴절 및 시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자들은 백내장과 눈꺼풀처짐이 동반된 환자에

게는 눈꺼풀올림근절제술을 먼저 시행하고 충분한 회복을 

확인한 뒤 백내장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백내장수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에게 눈꺼풀처짐 동반 여부

를 평가하여 수술 전 눈꺼풀처짐이 백내장수술 후 만족도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미리 파악하고 수술 순서를 고

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눈꺼풀올림근절제술을 시행

하면 각막 고위수차와 각막난시가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눈꺼풀처짐교정수술과 백내장수술을 계획하는 경우 수술 

순서와 시기를 결정하는데 본 연구 결과가 참고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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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위눈꺼풀수술 후 각막 고위수차와 각막난시의 변화

목적: 위눈꺼풀수술이 각막 고위수차와 각막난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위눈꺼풀성형술을 받은 38명(66안)과 눈꺼풀올림근절제술을 시행받은 48명(81안)을 대상으로 수술 전과 수술 6개월 후

의 위눈꺼풀각막반사간거리, 각막 고위수차 및 각막난시를 측정하여 수술 전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수술 후 눈꺼풀올림근절제술군에서 각막난시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01) 난시축의 변화는 없었다. 각막 고위수차 중 

3차 수차와 코마유사수차는 수술 전 눈꺼풀올림근절제술군에서 유의하게 컸으며(p=0.027, p=0.044), 눈꺼풀올림근절제술군에서 수

술 후 3차 수차와 코마유사수차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30, p=0.006). 눈꺼풀올림근절제술군에서 수술 후 위눈꺼풀각막반사간

거리와 3차 수차의 변화량과 코마유사수차의 변화량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b=-0.186, p<0.001; b=-0.159, p<0.001).

결론: 눈꺼풀올림근절제술 후 각막 고위수차와 각막난시가 감소하므로, 백내장과 눈꺼풀처짐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백내장수술에 앞

서 눈꺼풀올림근절제술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술 후 굴절 오차를 줄이고 시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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