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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외사시는 30,000명 중 1명 꼴로 발생하는 질환

으로 0.5~1.0%의 발생률을 보이는 아 내사시에 비

해 드문 질환이다.
1,2
 특히 두개안면기형, 안백색증, 뇌

성마비 또는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되지 않는 일차 아

항상외사시의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수의 정상 아에서도 생후 1개월 전까지는 안구

정렬이 정위가 아닌 경우가 많다.3 그러나 융합중추가 

성숙함에 따라 대부분 생후 2~4개월 경에 정상적인 이

향운동체계가 이루어지고 정위로 돌아온다. 따라서 일

차 아외사시는 이 기간 중에 융합 체계의 발달 장애

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일반적으로 아외사시는 생후 6개월 이전부터 30프

리즘디옵터 이상의 큰 일정한 사시각을 가지며 근거리

와 원거리에서 차이가 없다. 사시로 인한 약시 발생이 

약 25%에서 있으며 50%에서 해리성 수직 편위와 하

사근기능항진을 동반한다.
5
 아 내사시와는 달리 잠복

눈떨림이 동반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아외사시

에 대한 임상 양상이 1983년 Hiles, Biglan et al
6-10

등에 의해서 보고된 이후 몇 차례 발표된 예가 있으나 

모인 증례수가 많지 않았다. 국내에서 또한 항상 아외

사시와 간헐외사시를 포함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11,12
 항상 아외사시만을 단독으로 보고한 예는 많지 

않았다.13 이에 저자들은 임상적으로 드문 1세 이전에 

발생한 항상 아외사시 환아 18명에 대하여 진단시 연

령, 수술시 연령, 굴절상태, 술전과 술후 사시각과 동반

된 사시 유무 등을 의무기록을 통하여 후향적으로 분석

하고 이에 따른 수술 경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과 방법

1993년 6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신촌세브란스 병원 안과에서 항상 아외사시로 수

술을 받은 환아 18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조사하

다. 대상의 범위는 ⑴ 1세 이전에 진단 받은 15프리즘

디옵터 이상의 항상외사시로, ⑵ 기질적 뇌장애, 미숙

항상외사시를 보이는 영아외사시의 임상양상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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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임상적으로 드문 1세 이전에 발생하는 항상 아외사시 환아에서 임상양상, 수술결과 및 예후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하 다.

대상과 방법 : 1993년 6월부터 2003년 7월까지 1세 이전에 항상외사시로 진단 받고 수술을 시행한 아외사시 환

아 18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 진단시 연령, 수술시 연령, 굴절상태, 술전과 술후 사시각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 다.

결과 : 수술 전 진단시 평균 연령은 7.3±2.2개월(2~11개월)이었으며 평균 사시각은 47.2±16.6프리즘디옵터

(25~90프리즘디옵터)이었다. 하사근기능항진이 3명(17%)에서 동반되었다. 수술은 모두 양안 외직근 후전술을 시행

하 으며 평균 후전술양은 8.0±0.9 mm (7.0~9.0 mm)이었다. 수술시 평균 연령은 16.7±4.1개월(7~24개월)

이었으며 수술 후 평균 추적 관찰기간은 34.3±23.0개월(7~83개월)이었다. 일차 수술 후 13명(76%)에서는 정위

로 교정되었고 3명(18%)에서 부족 교정과 재발로 인해서 재수술을 시행하 다. 그 중 1명(6%)은 삼차 수술이 필요

하 다. 

결론 : 항상외사시를 보이는 유아외사시 환아는 조기 수술 시행 후 일차 수술만으로도 매우 양호한 결과와 안정된 안

위를 유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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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외상 등이 동반되어 있지 않고, ⑶ 1.50디옵터 이

상의 난시 및 부등시, -3.00디옵터 이상의 근시, 

+3.00디옵터 이상의 원시가 있었던 경우는 안경으로 

교정한 경우로, ⑷ 수술 후 최소 6개월 이상 추적관찰

이 가능하 던 경우로 하 다.

진단시 연령, 수술 전 사시각, 수술 전 굴절이상, 동

반된 다른 사시 유무, 수술 시 연령, 재수술 발생 빈도, 

수술 후 추적관찰 기간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 다. 

모든 환자에서 1% Cyclopentolate와 Mydrin®-P 

(0.5% tropicamide+0.5% phenylephrine 

hydrochloride) 점안 후 조절마비굴절검사와 안저검

사를 시행하 으며 주시선호가 확연한 경우 약시로 진

단하 다. 허쉬버그법 또는 크림스키법으로 사시각을 

측정하 으며, 동반된 다른 사시가 있는지 검사하 다. 

약시가 있는 경우 눈가림 치료로 시력을 호전시킨 후 

수술을 하 다. 수술은 3차례 이상의 관찰 기간 동안 

사시각이 안정화된 것을 확인한 후에 시행하 다. 모든 

수술은 동일 술자에 의해서 시행되었으며 18명 모두 양

안 외직근 후전술을 시행하 다. 수술 후 6개월 이상 

추적 관찰하 으며 제 1안위에서 정위 또는 10프리즘

디옵터 이내의 외편위나 내편위가 있는 경우를 성공적

인 수술 결과로 정의하 다.

결     과

연구대상이 된 환아는 18명으로 남자가 7명, 여자

가 11명이었다. 18명 모두 항상 아외사시 으며 진

단 받은 평균 연령은 7.3±2.2개월(2~11개월)이었

다. 수술 전 평균 사시각은 47.2±16.6프리즘디옵터

(25~90프리즘디옵터) 으며 12명이 40프리즘디옵터

이상이었다. 수술 전 조절마비굴절검사에서 평균 굴절

이상은 +0.40±1.12디옵터(-2.00~+1.50디옵터)

다. 수술 전 3명(17%)에서 하사근기능항진이 동반되

어 있었으며 1명(6%)에서 수직사시가 동반되었다. 4

명(22%)은 한눈에 뚜렷한 주시선호를 보이는 약시가 

의심되어 수술전에 가림치료를 시행하 고 평균 치료기

간은 3.8개월이었다. 수술 전 잠복눈떨림이 동반된 경

우는 없었다(Table 1). 

수술은 18명 모두 양안 외직근 후전술을 시행하 고 

평균 후전 수술량은 8.0±0.9 mm (7.0~9.0 mm)

다. 2명은 좌안 하사근기능항진이 중등도 이상이어서 

좌안 하사근 절제술을 같이 시행하 고 그 중 1명은 20

프리즘디옵터의 좌안 상사시가 동반되어 우안 하직근 

후전술 4.0 mm를 동시에 시행하 다. 수술시 평균 연

령은 16.7±4.1개월(7~24개월)이었고 수술 후 평균 

추적 관찰기간은 34.3±23.0개월(7~83개월)이었다. 

13명(76%)은 1회 수술로 10프리즘디옵터 이내의 안

정된 사시각을 보 다. 3명(17%)에서 재수술을 시행

하 으며 이중 2명은 수술 직후부터 부족교정이 있어 1

명은 30프리즘디옵터의 외사시로 양안 내직근 절제술

을 시행 후 정위가 되었고 다른 1명은 40프리즘디옵터

의 외사시로 우안 내직근 절제술을 시행하 지만 20프

리즘디옵터의 외사시가 남아 3차 수술로 좌안 내직근 

절제술을 시행한 후 5프리즘디옵터의 내사시가 생겼다. 

그 외 1명은 수술 후 40개월째 재발하여 2차 수술로 좌

안 내직근 절제술 후에 양안에 각각 8, 10프리즘디옵터

의 해리수직편위를 보 다. 1명은 1차 수술 후 18프리

즘디옵터의 속발내사시가 발생하 으며 다른 1명은 1

차 수술 후 30프리즘디옵터의 외사시가 남아 재수술이 

필요하 으나 2명 모두 추적관찰이 되지 않았다(Table 

2). 환자중 3명에서 수술 후 해리수직편위, 1명에서 좌

안 상사시가 새로 발생하 으나 정도가 경미하여 수술

은 시행하지 않았다.

고     찰

아외사시는 생후 6개월 이전에 발생하여 1세 이전

에 안과 전문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30프리즘디

옵터 이상의 비교적 크고 안정된 사시각이 특징으로 전

신적, 신경학적 문제가 없는 건강한 환아에서 발생하는 

일차 아외사시와 전신적인 문제가 동반되어 있는 이

차 아외사시로 분류된다.

신생아에서 외편위는 흔히 관찰되는데 Nixon et 

al
3
은 그 빈도를 33%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편위는 정상적인 시각체계가 성숙해 가면서 생후 4개

월이 되면 대부분 정위로 돌아오게 되어 6개월 이후까

지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다.
9,14
 1세 이전에 나타나는 

외사시는 주로 두개안면증후군(craniofacial syndrome), 

미숙아, 뇌성마비, 동안신경마비, Prader-Willi 

syndrome등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이차 아외사시인 

경우가 많으며, 건강한 유아에서 발생하는 일차 아외

사시는 매우 드물다. Biglan et al
9
은 일차 아외사

시의 경우 0.1%, 아내사시의 경우 3.6%의 유병률을 

보여 아외사시가 아내사시의 경우보다 약 1/30 적

다고 보고하고 있다. 발생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

았고 특별한 유전양식도 밝혀진 바가 없으나 Brodsky 

and Fritz15은 유전성으로 발생한 아외사시 3예를 

보고하 고 유전양식은 상염색체 우성 또는 다인자성 

유전을 한다고 하 다.

본 저자들은 항상 아외사시 환아만을 대상으로 하

는데 Biglan et al
9
은 8명의 항상외사시와 4명의 간

헐외사시 환아를 포함하 으며 Biedner et al
16
 또한



Table 1. Preoperative evaluation of infantile exotropia

Case no. Age at diagnosis (mo) Sex Alignment (PD) Spherical equivalent (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1

10

8

7

5

6

2

8

6

10

8

6

9

7

8

8

4

9

M

F

M

F

F

M

F

M

F

F

F

M

M

F

F

M

F

F

AXT 25

AXT 45

LXT 60

AXT 45

RXT 60

AXT 60

AXT 90

AXT 25

 RIOOA 2+

RXT 60

AXT 65

AXT 35

AXT 35

 LIOOA 3+

AXT 50

AXT 50

AXT 40

AXT 40

AXT 30

LXT 35

LHT 20 LIOOA 3+

OD +2.00

OS +2.00

OD +1.25

OS +1.25

OD -0.75

OS -1.25

OD +1.25

OS +1.25

OD +0.75

OS +0.75

OD +0.50

OS +0.50

OD +0.50

OS +0.50

OD +1.25

OS +0.75

OD +1.00

OS +1.00

OD +0.50

OS +0.50

OD -1.50

OS -1.50

OD +1.00

OS -0.50

OD +1.50

OS +1.50

OD -0.75

OS -0.75

OD -0.50

OS -0.50

OD +1.50

OS +1.50

OD -2.00

OS -2.00

OD +1.00

OS +1.00

AXT: alternating exotropia. LHT: left hypertropia. RIOOA: right inferior oblique overaction. 
PD: prism diopters. D: diopters. mo: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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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 항상 아외사시를 구분 없이 포함하여 결과를 

보고하 다. Hunter et al10도 13명의 아외사시 환

아 중 간헐성인 경우를 7명으로 보고하 고 간헐 아외

사시인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성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으며 A/V형 사시, 해리수직편위, 사근 이상 

등의 발생 빈도가 두 경우 모두에서 큰 차이가 없어 서

로 동일한 질환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하 다. 반면에 

Rosenbaum5은 아외사시를 생후 6개월 이내 발생

한 외사시로 크고 일정한 사시각을 보이는 경우로 정의

하면서 생후 6개월 이내 발생한 조기발병 간헐외사시의 

경우에는 1세 이후에 발생하는 간헐외사시의 전형적인 

형태와 임상양상과 예후가 비슷하므로 아외사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다. 또한 

Reynolds and Wackerhagen
17
와 Spoor and 

Hiles
18
도 항상 아외사시 환아에서 사시각이 더 유의

하게 컸으며 입체시 검사를 통한 양안시 기능에서도 차

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조기발병 간헐외사시와는 

경과와 예후가 서로 다른 질환으로 보고하고 있다.

Biedner et al16은 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해

리수직편위 혹은 다른 수직편위 이상은 동반되지 않았

다고 보고하 다. Biglan et al
9
은 12명의 아외사시 

환아에서 해리수직편위와 사근기능항진이 1세 경에 비

Table 2. Surgical procedures and results of infantile exotropia

Case no.
Age at 

surgery (mo)
Operation

Alignment at 1 
week (PD)

Alignment at 
recent visit (PD)

Age at 2nd
Operation (mo)

2nd operation
Follow- up 
period (m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4

19

21

16

11

15

7

21

19

20

17

15

16

16

18

19

11

16

BLR Rec 7.0 mm

BLR Rec 8.5 mm

BLR Rec 9.0 mm

BLR Rec 8.0 mm

BLR Rec 9.0 mm

BLR Rec 8.5 mm

BLR Rec 9.0 mm

BLR Rec 6.0 mm

BLR Rec 9.0 mm

BLR Rec 8.0 mm

BLR Rec 7.0 mm

BLR Rec 7.0 mm

LIOmyectomy

BLR Rec 9.0 mm

BLR Rec 9.0 mm

BLR Rec 8.0 mm

BLR Rec 7.5 mm

BLR Rec 7.5 mm

BLR Rec 7.0 mm

LIOmyectomy

RIR Rec 4.0 mm

Ortho

Ortho

15 AXT

5 LET

Ortho

Ortho

Ortho

8 ET

30 AXT

Ortho

Ortho

Ortho

Ortho

40 AXT

4 LHT

Ortho

10 ET

Ortho

8 LHT

9 AXT, 

Sl. DVD

30 AXT

18 LET

Ortho

Sl. DVD

7 AXT

Ortho

30 AXT

Ortho

8 AXT

Ortho

9 AXT

40 AXT

20 LXT

25 AXT, 

5 DVD

Ortho

Ortho

Ortho

23

24

75

58

BMR Res 5.5 mm

RMR Res 7.0 mm

LMR Res 6.0 mm
(3rd operation)

LMR Res 5.0 mm

18

7

7

7

20

24

33

10

39

48

45

29

30

83

64

75

50

29 

BLR Rec: bilateral lateral rectus muscle recession. RIR Rec: right inferior rectus muscle recession. LMR Res: left medial rectus 
muscle resection. LIO: left inferior oblique muscle. AXT: alternating exotropia. ET: esotropia. Ortho: orthotropia. PD: prism 
diopters. mo: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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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흔하고 눈떨림은 드물게 동반된다고 하 으나 수

술 전에는 관찰할 수 없었고 수술 후에는 5명에서 사근

기능항진, 2명에서 해리수직편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하 다. Moore and Cohen
6
은 아외사시 환아 10

명 중 9명이 해리수직편위를 보여 매우 높은 빈도로 동

반한다고 하 다. 반면에 Rubin et al8은 13명의 

아외사시 환아 중 2명이 해리수직편위를 보 고 사근기

능항진을 보인 경우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18명의 

환아중 수술 전에 3명(17%)에서 하사근기능항진, 1명

(6%)에서 수직사시가 동반되었고 수술 후 3명(17%)

에서 해리수직편위, 1명(6%)에서 좌안 수직사시가 발

견되었다. 수술 전에 잠복성눈떨림이나 다른 종류의 눈

떨림이 동반된 경우는 없었다. 연구에 따라 빈도의 차

이는 있으나 해리수직편위 또는 사근기능항진이 아외

사시와 동반될 수 있고 눈떨림은 동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본 연구와도 큰 차이점은 없었다. 수술 전에 발

견되지 않은 수직편위가 수술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여

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늦게 발현되

는 경우와 또는 수술 전에는 연령이 어려 협조가 되지

않아 실제로 존재하는 수직편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

우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간헐외사시의 경우 Abraham
19
에 의하면 

증상이 발현된 지 6개월 이내에 수술 시 가장 좋은 결

과를 얻었다고 하 고 Von Noorden20은 4세 이전에 

수술 받은 경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

다. 간헐외사시와는 달리 항상 아외사시인 경우 

Rubin et al8은 평균 수술시기를 12.2개월(6~22개

월), Biglan et al
9
은 12.6개월(5~22개월), Hunter 

et al
10
은 17.0개월(6~43개월)로 보고하고 있으며 

Lee et al21은 간헐외사시군에서 51.9개월(24~84개

월), 항상외사시군에서는 25개월(16~34개월)로 항상

외사시군에서 수술시기가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빨랐

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수술시기가 16.7개월

(7~24개월)로 외국의 저자들과 큰 차이가 없었고 항

상외사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5개월 이후, 24개월 이전

에 수술을 시행함을 알 수 있어 조기수술이 융합능력 

및 입체시 발달에 있어서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Hiles 

and Biglan
7
에 의하면 후전술시 수술양은 5.0 mm에

서 12.0 mm까지 보고하고 있으며 40프리즘디옵터 이

상의 큰 사시각에서는 양안 외직근 후전술과 단안 또는 

양안의 내직근 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보고하 다. 본 저자들은 1차수술로 18명 모두 

양안 외직근 후전술을 시행하 다. 후전술시 양은 7.0 

mm에서 9.0 mm까지로 평균 8.0 mm 다. 일차 수

술 시행 후 부족 교정이나 재발시에는 양안 혹은 단안 

내직근 절제술을 이차 수술로 시행하 다. Biglan et 

al
9
은 12명의 아외사시 환아 중 10명이 수술적 치료

를 요하 고 2명은 각각 48, 49개월 추적관찰 결과 수

술이 필요 없었다고 보고하 는데 두 환아 모두 수술 

전 사시각이 25프리즘디옵터 이내 으며 한 명은 간헐

외사시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일차 수술 후 6명

에서 안정된 안위를 보여 60%의 성공률을 보고하 다. 

Rubin et al
8
은 13명의 아외사시 환아에서 2명이 

재수술을 필요로 하여 84%의 높은 성공률을 보 으며 

Hunter et al10은 13명의 아외사시 환아에서 3명이 

재수술을 하여 73%의 성공률을 보고하 다. Biedner 

et al
16
은 6명을 대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결과 5명

(83%)에서 성공적인 안위를 보 다. 하지만 이들 연구

에서는 추적 관찰기간이 짧거나 대상 환아 수가 비교적 

적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8명 중 13명은 1회 수술, 3명은 2,3

회 수술로 안정된 안위를 유지하 고 2명은 추적관찰이 

되지 않았다. 1회 수술 시행 후 약 76%의 성공률을 보

다. 그리고 일차수술 후 1주에 안정적인 사시각을 보

인 15명 중에서 13명은 수술 후 6주 이후부터 마지막 

방문시까지 지속적으로 안정된 사시각을 보여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Biedner et al16의 수

술 후 1주, 6주에 안정적인 사시각을 보인 경우에는 추

가적인 수술의 가능성이 감소하 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Pratt-Johnson et al22에 의하면 

시각적으로 미성숙한 환아에서 수술 후 지나친 과교정

은 코쪽 억제로 인한 암점을 유발하거나 한눈주시 증후

군, 약시 등을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1~20프리즘디옵터의 과교정이 바람직하다고 하지

만,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도 환자의 나이가 어려 속발내사시가 생길 경우 양안시

의 예후에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정위를 목표로 하

으며 수술 1주 후 시행한 검사에서 대부분 정위를 보

다. 3명에서 내편위를 보 는데 이 중 2명은 정위가 

되었으며 1명은 수술 후 7개월째 18프리즘디옵터의 좌

안내사시를 보여 경과 관찰이 필요하 으나 더 이상 추

적관찰이 되지 않았다.

이상으로 아외사시는 사시각이 크며 하사근기능항

진이나 해리수직편위가 동반되며 수술 결과가 비교적 

좋다는 점에서 아내사시와 유사하나 반면에 발생 

빈도와 잠복눈떨림이 동반되는 경우는 매우 낮았다. 

따라서 생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큰 각의 외사시가 

지속되고 사시각이 안정된 경우 조기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양호한 수술 결과를 보 다. 추가적으로 조기수

술이 시력이나 융합력, 입체시 등 감각기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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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nical Manifestations of Constant Infantile Exotropia

Yong Min Kim, M.D.1, Jee Ho Chang, M.D.2, Jong Bok Lee, M.D.1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1, Seoul, Korea
MyongKok Eye Institute, Kim's eye Hospital, Konyang University2,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linical course and surgical outcomes of constant 
infantile exotopia developed in the first year of life. 
Methods: Eighteen patients diagnosed with constant infantile exotropia who underwent surgery between June 
1993 and July 2003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Age at diagnosis and surgery, refractive error, and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prism diopters were evaluated for all patients.
Results: The mean age at diagnosis was 7.3±2.2 months (2~11 months) and mean deviation was 47.2±16.6 
prism diopters (PD) (25~90 PD). Inferior oblique muscle overaction was found in 3 (17%) patients. Bilateral 
lateral rectus muscle recession was performed in all patients and mean amount of recession was 8.0±0.9 mm 
(7.0~9.0 mm). The mean age at surgery was 16.7±4.1 months (7~24 months) and the mean postoperative 
follow-up period was 34.3±23.0 months (7~83 months). Thirteen patients (76%) showed stable alignments 
after the first operation and 3 patients (18%) required reoperation due to undercorrection and recurrence. 
Among them, one patient (6%) required a third operation.
Conclusions: Early surgical intervention in constant infantile exotropia resulted in good postoperative outcome 
and stable alignments after the first operation.
J Korean Ophthalmol Soc 47(8):1316-13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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