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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특발안와근염에 의한 단독 눈꺼풀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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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ed Unilateral Ptosis Caused by Idiopathic Orbital Myos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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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iopathic orbital myositis is considered as a subgroup of idiopathic orbital inflammatory disease. It is
a non-infectious inflammatory disorder primarily affecting the extraocular muscles and causes various
eye symptoms including pain, diplopia and limitation of extraocular movement. Cases of isolated ptosis
by idiopathic orbital myositis have been very rarely described in the literature. We report a patient who
developed unilateral painless ptosis caused by idiopathic orbital myositis. A 52-year-old man
presented with drooping of the right eyelid for 3 days. There was no history of headache, double vision
or any other complaints. Neurological examination revealed right ptosis without pupil and extraocular
muscles involvement. Repetitive nerve stimulation test was normal. Ptosis did not improve after the
neostigmine injection. Magnetic resonance imaging scan showed asymmetric enlargement of right
superior rectus/levator palpebrae superioris muscle complex and medial rectus muscle. Ptosis
resolved dramatically after oral corticosteroid therapy. Isolated unilateral ptosis can be caused by
various etiologies. Idiopathic orbital myositi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ptosis.

특발안와근염은 외안근의 비감염염증으로,1-3 특발안와염

인 특발안와근염은 급성으로 한쪽 눈에 발병하고, 통증을

(idiopathic orbital inflammatory disease)의 범주에 속한다.

동반한 복시와 안구운동장애를 보이며 경구 코티코스테로

특발안와염은 광범위한 안와염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안

이드 치료에 잘 반응한다.

1,6

와근염, 눈물샘염(dacryoadenitis), 상공막염(episcleritis), 신

급성 눈꺼풀처짐은 3번 뇌신경마비, 호르너 증후군, 중증

경다발막염(perineuritis) 등의 국한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

근무력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특발안와

다.4,5

근염에서 통증, 복시, 안구운동장애를 동반하지 않고 눈꺼

특발안와근염은 드문 질환이지만, 외안근질환으로는 갑
6

상샘눈병증(thyroid eye disease) 다음으로 흔하다. 전형적

풀처짐만 발생한 증례는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

7-10

저자

들은 단독 눈꺼풀처짐을 보인 특발안와근염 증례를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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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두 정상이었다(Fig. 1). 양측 동공의 크기는 같고 동공

고자 한다.

반사는 정상이었으며, 결막부종과 안구돌출증도 관찰되지

증 례

않았다.
혈액 검사 결과 백혈구 6,360/μL, 적혈구침강속도 27 mm/hr,

52세 남자가 3일 전 발생한 우측 눈꺼풀처짐을 주소로

C-반응단백질 <0.20 mg/dL, 크레아틴키나제 185 IU/L 모두

내원하였다. 증상의 일중변동은 없었고 통증, 복시, 시력 저

정상이었고, 갑상샘호르몬도 T3 104 ng/dL, fT4 6.4 μg/dL,

하는 동반되지 않았다. 과거병력, 가족력, 약물 복용력은 모

TSH 1.17 mIU/L로 정상이었다. 항핵항체(antinuclear anti-

두 없었다. 신경학적 진찰에서 심한 우측 눈꺼풀처짐이 있

body), 류마티스인자(rheumatoid factor), 항중성 구세포질항

었고 피로도(fatigability)는 관찰되지 않았고, 안구운동범위

체(anti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y), 골수세포과산화효

Figure 1. External photography shows ptosis of the right upper eyelid with normal extraocular movements.

Figure 2. Orbit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reveals asymmetric enlargement of right medial rectus muscle and superior rectus/levator
palpebrae superioris muscle complex (arrows) on fat-suppressed contrast-enhanced T1-weight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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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ternal photography shows improvement of right ptosis after oral corticosteroid therapy at the first day (A) and the second day
(B) after start of treatment.

소(myeloperoxidase)항체, 단백질분해효소-3 (proteinase-3)항

특발안와근염의 주증상은 안와통증, 복시, 안구운동장애이

체, 항아세틸콜린수용체항체 모두 음성이고, 뇌척수액 검사

고, 결막충혈, 결막부종, 안구돌출증 등의 안구염증 증상이

3

3

결과 적혈구 0/mm , 백혈구 7/mm , 포도당 65 mg/dL, 단백

동반될 수 있다. 안와통증은 특발안와근염의 가장 흔한 증

질 51.5 mg/dL였다.

상으로 안구운동시 심해지고, 특히 염증이 있는 근육에서

코근, 눈둘레근, 자쪽손목굽힘근, 새끼손가락벌림근, 등

멀어지는 움직임에서 통증이 더 심하다.1,2,11,13 지방억제 조

세모근에서 시행한 저빈도 반복신경자극 검사에서 감소반

영증강 T1강조 자기공명영상이 외안근의 병변을 가장 잘

응은 관찰되지 않았고, 네오스티그민 1.5 mg 근육내주사 후

볼 수 있는 영상 프로토콜로, 외안근은 정상적으로 조영증

눈꺼풀처짐은 호전되지 않았다. 뇌혈관 전산화단층촬영에

강을 보인다. 전형적인 특발안와근염은 한쪽 외안근 1-2개

서 뇌혈관은 정상 소견을 보였고,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에서 조영증강이 더 뚜렷해지고 외안근 비대가 관찰되며,

상직근/눈꺼풀올림근복합체와 내직근의 비대가 관찰되었다

주변의 지방, 근육힘줄접합부, 힘줄도 침범된다.14 특발안와

(Fig. 2). 프레드니솔론(1 mg/kg/day) 치료 시작 다음날부터

근염이 발생하는 외안근의 빈도는 연구에 따라 조금씩 다

눈꺼풀처짐이 호전되기 시작하였다(Fig. 3).

르지만 외직근, 내직근, 상직근에서 다른 외안근보다 더 흔
하다.3,12,13

고 찰

특발안와근염에서 통증, 안와부종, 복시, 안구운동장애를
동반하지 않고 단독 눈꺼풀처짐만 발생한 증례는 매우 드

특발안와염은 안와염증거짓종양(orbital inflammatory pseudotumor), 비특이안와염(nonspecific orbital inflammation),

물고,

7-10

특발안와근염에 의한 눈꺼풀처짐으로 보고된 증례

들에서 통증이나 안와부종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15-19

특발안와염증 증후군(idiopathic orbital inflammatory syn-

급성 눈꺼풀처짐은 3번 뇌신경마비, 호르너 증후군, 중증근

drome) 등 다양하게 부르고, 안와내 여러 구조의 광범위한

무력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3번 뇌신경

염증을 보이는 염증거짓종양이나 안와근염, 눈물샘염, 상공

마비는 보통 복시나 안구운동장애가 동반되고 압박병변이

막염, 신경다발막염 등의 단일구조에 국한된 염증으로 나타

원인일 경우 동공확장이 먼저 유발되지만, 동공이 정상이고

난다.4,5 특발안와염은 주로 40대에 발생하며 남녀비율이 비

전형적인 두통이 없는 뇌동맥류 압박에 의한 단독 눈꺼풀

슷하다.

5

처짐의 증례들이 있다.

특발안와근염은 특발안와염의 범주에 속하는 외안근의
비감염염증으로,

1-3

갑상샘눈병증 다음으로 흔한 외안근질

6

20-22

호르너 증후군은 눈꺼풀올림근

은 정상이고 뮐러근만 침범되기 때문에 눈꺼풀처짐이 심하
지 않고, 동공수축이 동반된다. 그리고 중증근무력증에서

1-3,11

나타나는 눈꺼풀처짐은 일중변동이 특징이다. 단독 눈꺼풀

특발안와근염의 진단 기준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처짐이 있는 환자에서 특발안와근염을 포함한 이들 질환에

특징적인 임상 소견과 영상 소견으로 안와근염을 진단한

대한 감별이 필요하겠다.

환이고, 주로 20-30대에 발생하며 여자에서 더 흔하다.

후 안와근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질환을 배제함으

본 증례는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상직근/눈꺼풀올림근

로써 특발안와근염을 진단하고, 코티코스테로이드에 대한

복합체와 내직근의 비대가 관찰되지만 눈꺼풀처짐만 나타

반응도 특발안와근염의 진단에 도움이 된다.

12

나고 안구운동장애는 없었고, 자기공명영상에서 상직근/눈

대부분의 특발안와근염은 급성으로 발병하고 한쪽 눈에

꺼풀올림근복합체, 내직근, 상사근의 비대가 관찰되지만 눈

국한되지만, 아급성이나 만성으로 발병하기도 하고 양쪽 눈

꺼풀처짐만 나타나고 안구운동장애는 없는 특발안와근염

1,3,4,6,12

증례보고도 있다.9 특발안와근염 환자의 안구운동장애를 염

에서 동시에 발생하거나 순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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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 있는 외안근과 안구운동장애의 벡터에 따라 마비형과

종증, 홍반루푸스, 거대세포심근염, 사슬알균감염후인두염

제한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환된 외안근 방향으로 안

(poststreptococcal pharyngitis), 류마티스관절염, 호산구육아

구운동이 제한된 경우를 마비형, 이환된 외안근의 반대방향

종증다발혈관염(eosinophilic granulomatosis with polyangiitis),

이나 다른 방향으로 안구운동이 제한된 경우를 제한형이라

베체트병, 육아종증다발혈관염(granulomatosis with poly-

Siatkowski 등 은 특발안와근염 증상발생 후 10일

angiitis) 등이 보고되었다.6,11 본 증례에서 전신질환을 시사

간은 이환된 외안근의 기능이 정상이고, 11-14일에 마비형

하는 임상증상은 없었고 염증지표와 자가면역항체 검사는

한다.

3,23

3

안구운동장애, 17-24일에 제한형 안구운동장애가 나타난다

모두 정상이었고 혈청 면역글로불린G4는 측정하지 못하였

고 하였다. 특발안와근염 환자에서 이환된 외안근에 의한

다.

안구운동장애가 발병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발안와근염의 발병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

는 것이고 본 증례에서 이환된 외안근에 의한 안구운동장

포면역과 체액면역이 모두 관여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생

애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각된다.

11

특발안와근염 치료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용량

영상 검사에서 외안근의 비대는 안와근염 외에 갑상샘눈

은 경구 프레드니손 20-120 mg에서 메틸프레드니솔론 정맥

병증, 안와연조직염, 목동맥해면굴샛길(carotid cavernous fis-

주사 1,000 mg까지 다양하고, 대부분의 환자는 스테로이드

tula), 암 전이나 림프종 등에서 관찰된다.

4,14,24

갑상샘눈병

치료 후 수일에서 수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거나 완화된
1,13

프레드니솔론 1 mg/kg/day 복용 후 48시간 이내에 증

증은 서서히 발병하고 주로 양쪽에서 나타나고 통증이 없

다.

으며, 영상 소견으로 안구돌출, 안와지방의 증가, 외안근의

상이 호전되는 것을 특발안와근염의 진단에 사용할 수 있

비대, 외안근의 지방침착 등을 보인다.24 영상 소견으로 특

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12 본 증례도 프레드니솔론 1

발안와근염과 갑상샘눈병증의 감별이 어려울 수 있지만, 특

mg/kg/day 복용 하루 만에 눈꺼풀처짐이 호전되기 시작하

발안와근염은 근육힘줄접합부와 힘줄의 침범을 보이고 외

였다.

직근과 내직근의 비대가 가장 흔한 반면, 갑상샘눈병증은

특발안와근염은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안

근육힘줄접합부와 힘줄은 정상이고 하직근과 내직근이 먼

와통증, 복시, 안구운동장애, 결막충혈, 결막부종, 안구돌출

저 침범된다.

1-3,5,12,14,23

그러나 영상 검사에서 근육힘줄접합

증이 주증상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안와감염, 목동맥해

부와 힘줄이 정상이라고 해서 특발안와근염을 배제할 수는

면굴샛길, 전이와 림프종 등이 주요 감별질환들이다. 그리

없으며, 본 증례도 근육힘줄접합부와 힘줄의 변화는 관찰되

고 영상 검사에서 외안근의 비대를 보이는 갑상샘눈병증과

지 않았다.

의 감별이 중요한데, 근육힘줄접합부와 힘줄의 침범 여부와

안와연조직염을 포함한 안와감염은 대부분 부비동염에

침범된 외안근의 분포가 감별에 도움이 되고, 갑상샘호르몬

의해 발생하고 안와골절을 동반한 외상이나 이물질에 의한

검사를 꼭 시행해야 한다. 매우 드물지만 본 증례처럼 눈꺼

이차감염이 다음으로 흔한 원인이고, 발열, 백혈구 증가, 두

풀처짐으로 발현되는 특발안와근염도 가능하기 때문에 눈

통, 전신병감, 식욕 저하와 같은 전신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꺼풀처짐의 감별진단으로 다른 질환들과 더불어 특발안와

가 많다.

25,26

목동맥해면굴샛길에서 나타나는 안구운동장애

근염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는 해면정맥굴이 확장되거나 혈전이 생기면서 발생하고, 6번

안와근염이 임상 소견이나 영상 소견으로 의심된다면 안

뇌신경이 해면정맥굴내에서 속목동맥에 인접해 있기 때문

와근염을 유발할 수 있는 면역글로불린G4 관련 질환이나

에 6번 뇌신경마비에 의한 외직근마비가 가장 흔하다. 목동

염증장질환 등 원인질환을 배제한 후 코티코스테로이드치

맥해면굴샛길은 안와의 컴퓨터단층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

료를 시작한다. 대부분의 특발안와근염 환자는 스테로이드

에서 안구돌출증, 위눈정맥의 확장, 외안근 비대, 해면정맥

치료 후 수일에서 수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거나 완화되

굴의 확장이 관찰될 수 있고, 혈관조영술로 확진한다.27 전

기 때문에 치료뿐만 아니라 특발안와근염의 진단을 확인하

이와 림프종도 특발안와근염과 비슷한 영상 소견을 보일

는 데도 도움이 된다.

수 있으며 확산강조영상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전이
와 림프종에서 겉보기확산계수(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가 염증에 의한 병변보다 낮다.11,14,28-30
안와근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신질환에서 면역글로불린
G4 관련 질환(immunoglobulin G4-related disease)과 염증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이 가장 흔하고, 유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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