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떨림

눈떨림이란 불수의적으로 안구가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안구가 일정한 위치
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리듬있는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지속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개는
가만히 하나의 물체를 바라보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눈이 흔들리는 병적인 눈떨림때문에 병원에
내원하게 되며, 이러한 눈떨림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나 경우에 따라 간헐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눈
떨림은 크게는 영아기 발생하는 영아 눈떨림과 후천적인 눈떨림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영아 눈떨
림은 대개는 생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하게 되며, 생후 50-100일 경부터 눈의 불수의적인 움직임을
보호자가 관찰하게 됩니다. 대개는 양안의 눈떨림이 수평방향으로 떨리며, 두 눈의 떨림의 정도와
방향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비대칭적으로 한쪽 눈에만 떨림 현상이 있다던지 양안의 눈떨림의 진
폭이 비대칭인 경우에 고개 끄덕임과 사경이 동반이 될 수 있으며, 끄덕임 연축이라고 합니다. 대
부분은 양성질환이어서 몇 년 후에는 자연적으로 소실될 수 있으나, 시신경교종이 있을 때 끄덕
임 연축과 유사하게 눈떨림이 나타날 수 있어 뇌자기공명영상 촬영을 반드시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후천성 눈떨림의 경우 소뇌 종양, 전정신경염, 중뇌 등의 염증 및 종양에 의해 생기는 경우
가 있으므로 뇌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시행하여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림 1. 비디오안진계를 사용하여 눈떨림의 정도를 측정하는 사진

그림 2. 시신경교차 부위의 시신경교종으로 인하여 끄덕임 연축이 발생한 경우. 양안의 비대칭적
인 눈떨림과 고개끄덕임, 사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뇌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해보아야 함.

증상
영아 눈떨림의 경우에는 환자가 사물이 지속적으로 흔들려 보이는 진동시가 없습니다. 집중할 때
눈떨림이 심하며, 가까이 볼 때는 눈떨림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후천적인 안진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물이 흔들려 보이는 진동시가 있어 진동시의 유무가 후천적인 눈떨림을 판별하는 중요 증상입
니다. 그 외에 영아 눈떨림과 동반되어 고개를 흔드는 현상 혹은 고개 기울임, 고개돌림 등이 동
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력 예후
영아 눈떨림 환자의 경우 원인 질환에 따라 시력 예후가 다양합니다. 시력이 정상적인 경우도 있
으며, 저시력과 동반된 눈백색증, 무홍채증, 망막변성 등의 원인질환 때문에 눈떨림이 생기는 경
우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시력이 다른 정상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영아 눈
떨림 환자의 약 50%의 경우에서는 시력은 정상이며, 눈떨림만이 유일한 증상입니다.
치료
영아 눈떨림의 경우 치료방법은 특정 환자에 따라 눈떨림이 가장 적어지는 방향으로 일정하게 고
개를 돌려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고개돌림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된눈떨림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 혹은 특발성 영아 눈떨림 환자의 경우 4개의 수평 눈근육을 후전
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여도 눈떨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눈떨림의 진
폭이 약간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수술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지 신경안과 전
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 3. 수술 전 좌측 고개돌림이 있었으나, 고개돌림 수술 후 호전됨.
자주 묻는 질문

영아 눈떨림은 왜 생기나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눈피부백색증, 눈백색증, 무홍채증,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 선천성 비진행
성 야맹증 등의 다양한 안과적 질환에서 눈떨림이 동반되게 되며, 그러한 경우 환자는 정상인보
다 시력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력은 정상이나 눈떨림만 생기는 경우가 있어, 철저한
안과적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한 검사를 한 후에도 약 30%의
환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약물치료가 도움이 되나요?
영아 눈떨림 환자의 경우 약물치료가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눈떨림은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약간은 진폭이 감소할 수 있으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후천성 눈떨림의 경우
안진의 종류에 따라 약물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 신경안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고 정확
한 원인을 찾아야 하며, 신경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과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눈떨림은 유전이 되나요?
영아 눈떨림의 경우 원인에 따라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아 눈떨림은 현상일 뿐이지 정
확한 진단명은 아니며, 따라서 원인질환을 정확히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질환에 따라 유전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움글 주신 분: 연세대 안과 한진우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