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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외사시 술 후 초기 억제 및 입체시의 회복과 수술결과의 상관성
Relationship between Early Postoperative Stereoacuity and Surgical Outcome
in Intermittent Exotr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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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early postoperative stereoacuity and surgical outcome in intermittent exotropia.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74 patients who underwent unilateral lateral rectus recession or bilateral lateral rectus recession
for intermittent exotropia with a minimum postoperative follow-up of 3 years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Postoperative stereoacuity was measured using the vectogram test and Titmus test at 1 month post-operative. The deviation angle was measured at
near and at distance using a prism cover test.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post-operative angle deviation,
and stereoacuity was analyzed in both groups.
Results: Sixty patients showed no suppression at distance at 1 month post-operative follow-up. Of these, 55 patients (85.9%) belonged to the success group and 5 patients (50.0%) belonged to the recurrence group. The post-operative suppression test and
the surgical outcome exhibited a significant association (p = 0.017). 53 patients showed normal stereoacuity 1 month after
surgery. Of these, 49 patients (76.6%) belonged to the success group and 4 patients (40.0%) belonged to the recurrence group
(p = 0.017). Post-operative stereoacuity and surgical outcome exhibited a significant association (p = 0.026).
Conclusions: Post-operative suppression test results at distance and stereoacuity at near may be helpful in predicting surgical
outcomes of patients with intermittent exotr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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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외사시는 외사시 중 가장 흔한 형태로 특히 우리나

다.1 간헐외사시의 치료는 수술적, 비수술적 요법으로 나눌

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수 있으나 비수술적 치료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어 대개는
수술적 요법이 주가 되고 있다. 굴절이상교정, 오목렌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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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프리즘안경 처방, 교대차폐 등은 수술 전후에 보조적으
로 사용되고 있다. 간헐외사시의 수술적 치료는 정상 눈위
치로 재정렬하고 양안시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목표이
며, 여러 연구에서 수술 후 원거리 입체시의 향상은 확인된
2-5

바 있다.

Rosenbaum and Santiago6는 간헐외사시에서 억

제가 나타났다는 것은 항상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조 증
상이고 원거리 입체시의 소실보다 더 일찍 나타나기 때문
에, 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기 검사로 매우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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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이며 수술의 적응이 되는 증상이라 하였다.

거리에서 편광 안경을 착용하게 하여 검사용 책자와 피검

7

Beneish and Flanders 는 간헐외사시 환자에서 수술 전

자의 시축이 수직이 되게 하여 측정하였으며 입체시의 판

입체시의 정도가 수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

정은 원의 위치를 계속해서 두 번 틀린 경우에 그 전 것을

8

으며 Heo and Paik 도 간헐외사시 환자에서 수술 전 양안

입체시로 하였다. 60초(arc sec) 또는 보다 좋은 경우를 정

시의 기능은 수술 결과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상 입체시로 정의하였고 이보다 나쁜 경우를 비정상 입체

9

고 하였다. 그러나 Pratt-Johnson et al 은 간헐외사시의 완

시로 정의하였다.

10

통계분석 방법은 SPSS version 21.0 (IBM Corp., Armonk,

은 간헐외사시 환자에서 수술 전 근거리 입체시의 정도가

NY, USA)을 이용하였으며 두 군의 수술 후 편위 정도의

치는 입체시 60초보다 좋은 경우로 정의하였고 Lee et al

수술 예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간헐외사시

비교는 t-test를 이용하였고, 두 군의 입체시 비교는 Fisher’s

환자에서 수술 전 양안시 기능과 수술 결과와의 상관성은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산출한 p값이 0.05 미만일 때를 통

다양하게 보고되었고 본 연구는 술 후 억제 및 입체시의 회

계학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는 고려대

복과 수술 결과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조사하여 어떤 검

학교 안암병원의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사가 수술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

대상과 방법

결

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본원에서 간헐외사시로 진단받

총 74명의 환자가 포함되었고, 수술 시 평균 연령은 6.0

고 한 명의 전문의에 의해 단안 외직근후전술 혹은 양안 외

± 2.44세였으며, 남자가 31(41.9%)명, 여자가 43(58.1%)명

직근후전술을 시행 받은 환자 중 최소 3년 이상 경과 관찰

이었다. 술 전 평균 사시각은 원거리 25.97 ± 4.31 PD 외편

이 가능하였던 총 74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

위, 근거리 25.22 ± 5.74 PD 외편위를 보였다(Table 1). 술

다. 술 후 1달에도 복시가 남아있는 경우, 해리수직편위 혹

전 모든 환자들은 한눈 또는 교대 억제가 있었고 68명의 환

은 하사근기능항진이 동반된 경우, 사근 수술을 같이 시행

자에서 양안 외직근후전술을, 6 명의 환자에서 단안 외직근

받았거나 AV형 사시,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 부동시, 약시

후전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3년간의 경과관찰 기간 중

와 같은 다른 안과질환이나 전신질환이 동반된 경우는 대

10 PD 이하의 외편위를 보인 환자는 64명, 10 PD 초과의

상에서 제외하였다.

외편위를 보인환자는 10명이었으며, 그중 5명이 재수술을

모든 환자들은 수술 전 교대프리즘 가림법으로 33 cm 근거

시행받았다. 이 기간에 5 PD 이상의 내편위를 보이는 속발

리와 6 m 원거리에서 주시시표를 사용하여 사시각을 측정하였

내사시 환자는 없었다(Table 2). 수술 후 3년간의 경과관찰

고 한눈에 또는 양눈 교대로 억제가 있었다. 억제검사는 폴라

기간 중 10 PD 이하의 외편위를 보인 환자군을 수술 성공

로이드 안경착용 후 6 m 거리에서 벡토그램(Vectographic projector test, Reneau, France)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수술은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otal patients (n = 74)

모든 환아에서 단안 외직근후전술 혹은 양안 외직근후전술
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초기 사시각이 4-8 PD의 내편위
11

가 되도록 의도적 과교정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사시각 측정은 정면주시에서 근거리와 원거리
교대프리즘가림검사로 시행하였으며, 술 후 1일, 1주일, 1
개월, 3개월, 6개월, 이후는 매 6개월마다 측정하였다. 수술
성공은 사시각이 술 후 10 PD 이하의 외편위와 5 PD 이하
의 내편위로 정의하였으며 편위각은 내사시는 – 값으로, 외
사시는 + 값으로 표시하였다. 수술 후 1개월, 4개월째에 6
m 거리에서 벡토그램을 이용하여 다시 억제검사를 시행하
여 회복유무를 판정하였고, 티트무스 검사를 시행하여 입
체시를 평가하였다. 입체시 검사는 굴절이상을 교정한 뒤 1

Age at surgery (years)
Sex (male:female)
VA (logMAR)
OD
OS
Angle of deviation (PD)
D
N

0.65 ± 0.30
0.71 ± 0.25
25.97 ± 4.31
25.22 ± 5.7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unless otherwise indicated.
VA = visual acuity; PD = prism diopter; D = at distance; N = at
near; OD = oculus dexter; OS = oculus sinister.

Table 2. Surgical outcome
Success
64

명의 숙련된 검사자가 측정하였고 티트무스 원(Stereo

N

Optical Co.,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33 cm 근

ET = esotr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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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6.02 ± 2.44
31:43

Recurrence
10

Consecutive ET
0

Total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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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aseline characteristics and surgical outcomes of 1 week after operation between the 2 groups

Age (years)
VA
OD
OS
Angle of deviation (PD)
D
N
Titmus test (arc sec)

Preoperativon
Recurrence group
5.21 ± 2.57

Success group
6.13 ± 2.41

p-value*
0.873

Success group
6.13 ± 2.41

1 week postoperation
Recurrence group
5.21 ± 2.57

p-value*
0.873

0.66 ± 0.30
0.72 ± 0.24

0.59 ± 0.34
0.66 ± 0.31

0.482
0.363

0.63 ± 0.29
0.70 ± 0.21

0.46 ± 0.32
0.59 ± 0.27

0.701
0.469

25.61 ± 4.35
27.78 ± 5.92
264.42 ± 436.60

28.30 ± 3.34
28.00 ± 3.50
304.41 ± 314.16

0.627
0.365
0.891

-2.10 ± 3.70
-2.00 ± 3.40

-0.30 ± 2.58
0.00 ± 2.67

0.083
0.16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unless otherwise indicated.
VA = visual acuity; PD = prism diopter; D = at distance; N = at near; OD = oculus dexter; OS = oculus sinister.
*
Student t-test.

Table 4. Surgical outcomes of intermittent exotropia one month postoperative and 3 years postoperative
Success group
Angle of deviation (PD)
D
N

1 month postoperative
Recurrence group

1.93 ± 0.29
1.28 ± 0.10

5.00 ± 3.43
2.50 ± 3.57

p-value*

Success group

0.002
0.048

2.61 ± 1.29
2.54 ± 1.02

3 years postoperative
Recurrence group

p-value*

14.80 ± 3.43
13.20 ± 2.86

0.001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unless otherwise indicated.
PD = prism diopter; D = at distance; N = at near.
*
Student t-test.

Table 5. Comparision of suppression confirmed by suppression at one month postoperative between 2 groups
Success group
55
9
64

No suppression
Suppression
Total

Recurrence group
5
5
10

x2 (p)*
0.017

Total
60
14
74

*

Fisher’s exact test.

Table 6. Comparision of stereopsis by titmus test at one month postoperative between 2 groups
†

Normal stereopsis
‡
Abnormal stereopsis
Total

Success group
49
15
64

Recurrence group
4
6
10

Total
53
21
74

x2 (p)*
0.026

*

Fisher’s exact test; †Normal stereopsis: ≤60 arc sec; ‡Abnormal stereopsis: >60 arc sec.

군, 10 PD 초과의 외편위를 보이는 환자군을 재발군으로

으며(p=0.002), 근거리에서 평균 사시각은 수술 성공군에서

분류하여 수술 전 기저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두 군 간 연

1.28 ± 0.10 PD, 원거리에서 2.50 ± 3.57 PD로(p=0.048) 모

령, 시력, 원거리 사시각, 근거리 사시각, 티트무스 입체시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 추적관찰 시점인 수술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후 3년째(재수술한 경우 재발시점)의 두 군 간의 사시각을

수술 성공군과 재발군의 수술 후 1주일째 사시각을 비교

비교하였을 때도 원거리에서 평균 사시각은 수술 성공군에

하였을 때, 원거리에서 평균 사시각은 수술 성공군에서 -2.10

서 2.61 ± 1.29 PD, 재발군에서 14.80 ± 3.43 PD였으며

± 3.70 PD, 재발군에서 -0.30 ± 2.58 PD였으며(p=0.083), 근

(p=0.001), 근거리에서 평균 사시각은 수술 성공군에서

거리에서 평균 사시각은 수술 성공군에서 -2.00 ± 3.40 PD,

2.54 ± 1.02 PD, 원거리에서 13.20 ± 2.86 PD로(p=0.001)

재발군에서 0.00 ± 2.67 PD였으나(p=0.161) 통계학적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수술 1개월째 두 군 간의

벡토그램 검사 결과와 수술 성공률 사이의 관계를 알아

사시각을 비교하였을 때, 원거리에서 평균 사시각은 수술

보기 위해 수술 후 1개월째 벡토그램 검사를 시행 후 비억

성공군에서 1.93 ± 0.29 PD, 재발군에서 5.00 ± 3.43 PD였

제군과 억제군(단안 또는 교대)으로 나누었을 시에 술 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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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째 원거리 억제가 회복된 경우가 성공군에서는 55명

보고에서는 벡토그램 검사가 원거리 억제 평가에 있어서

(85.9%) 재발군에서는 5명(50.0%)이었으며 원거리 억제 여

다양한 검사방법 중 가장 정확도가 높았다.22

부와 수술 결과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7)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수술초기인 1개월째 시행한 벡토

(Table 5). 또한 수술 후 1개월째 티트무스 검사를 시행하여

그램 검사 결과 및 티트무스 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 후 결

정상 입체시군과 비정상 입체시군으로 나누었을 시에 정상

과군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간헐외사시 수술 후 원

입체시를 보인 경우는 성공군에서는 49명(76.6%), 재발군

거리 억제 혹은 근거리 입체시가 정상으로 회복된 것이 수

에서는 4명(40.0%)이었으며 수술 후 근거리 입체시 결과와

술 결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술 후 1개월에 양안

수술 결과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26)

시 검사를 시행한 이유는 본원에서는 술 후 의도적인 과교

(Table 6).

정으로 인해 이로 인한 복시가 대부분 소실되는 시기이고

재발군 10명 중 2명은 수술 후 1개월째 억제 회복 및 입

적절한 양안시 기능 검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시 회복이 모두 일어나지 않았다. 수술 후 1개월째 억제

간헐외사시 수술 후 억제가 없고 정상망막대응을 가진

는 회복되었으나 입체시가 비정상을 보인 경우는 4명, 입체

환자들이 융합능력과 입체시 기능이 더 발달하여 이로 인

시는 회복되었으나 억제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는 3명이었

해 양안에 안정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며,23 이러한 양안시의

으며 1명은 수술 후 1개월째 억제 및 입체시가 모두 정상으

회복은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

로 회복되었으나 수술 후 6개월째 재발하였다.

고 술 후 초기 양안시 기능의 평가가 술 후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로 보인다.

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상대적으로 대상 환자 수가 적었다

찰

는 점이다. 술 후 원거리 억제와 정상 입체시 모두 수술 결
간헐외사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사시의 형태로 대

과와의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부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수술 후 외편위

의하였으나(p=0.017, p=0.026) 재발군의 수가 적어 추후 더

(exotropic drift)가 많이 발생하며 그중 일부에서 재발하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12-14

이러한 높은 재발률로 인해 간헐

한, 후향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점, 원거리 억제 여부와 근

외사시 수술 후 재발과 연관된 인자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리 입체시만 측정하였고 원거리 입체시력은 반영하지 못

이루어졌으며 수술 시 나이나 간헐성 유무 이외에도 발병

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나이, 술 전 편위각의 정도, 원, 근거리 편위각 차이, 이환

결론적으로 간헐외사시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 후 1개월

기간, 구면렌즈대응치, 감각기능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수

째에 원거리 억제가 없어지고 근거리 입체시가 60초 이상

술 후 외편위 재발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었다.14-17

으로 정상으로 회복된 경우에는 수술 성공률이 높았다. 원

사시환자에서 입체시는 양안시 기능과 사시 조절 정도 평

거리 억제 여부와 근거리 입체시가 간헐외사시 환자에서

가에 도움이 되며 입체시의 기능과 수술 결과 사이의 관계에

수술 후 추적관찰 시 수술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18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Gill and Drummond 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수술 전 입체시의 기능이 외사시의 수술 성공률을 결정하
7

는 중요한 요인이라 보고하였으며 Beneish and Flanders 는
수술 전 입체시의 기능이 좋을수록 수술 성공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양안시 기능 검사로, 본 연구에서는 티트무스
검사로 원의 위치를 계속해서 두 번 틀린 경우에 그 전 것
을 입체시로 하여 오차를 최소화하려 하였는데 이 입체시
8

검사로 간헐외사시 회복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거리 입체시는 간헐외사시 환자에서 근거리 입체시보
다 먼저 감소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19-21

양안시 기능 평가에 도움이 되나

이 검사장비는 본원에

구비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근거리 양안시는 티트
무스 검사로 측정하였고, 원거리 양안시는 벡토그램 검사
로 억제 여부를 평가하였다. 원거리 억제 검사가 원거리 입
체시 검사보다 조기 검사로 적당하다는 주장도 있다.5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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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간헐외사시 술 후 초기 억제 및 입체시의 회복과 수술결과의 상관성
목적: 간헐외사시 수술 후 억제 및 입체시의 회복과 수술 결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간헐외사시 환자 중 단안 외직근 후전술 혹은 양안 외직근 후전술을 시행 받은 환자 중 3년 이상 경과관찰이 가능했던
74명을 대상으로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술 후 Vectogram 억제 검사와 티트무스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교대프리즘가
림법으로 사시각을 측정하였다. 수술 후 사시각에 따라 수술 성공군, 재발군으로 나누어 두 군의 입체시를 비교하였다.
결과: 수술 후 1개월째 벡토그램 검사를 시행 후 비억제군과 억제군(단안 또는 교대)으로 나누었을 시에 술 후 1개월째 원거리 억제가
회복된 경우가 성공군에서는 55명(85.9%) 재발군에서는 5명(50.0%)이었으며 원거리 억제 회복이 수술 결과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었다(p=0.017). 또한 수술 후 1개월째 티트무스 검사를 시행하여 60초보다 좋은 입체시를 보인 정상 입체시를 보인 경우는 성공군에서
는 49명(76.6%), 재발군에서는 4명(40.0%)이었으며 수술 후 근거리 입체시 회복도 수술 결과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26).
결론: 원거리 억제 여부와 근거리 입체시가 간헐외사시 환자에서 수술 후 추적관찰 시 수술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대한안과학회지 2017;58(9):1087-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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