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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조절내사시는 그 사시각 중 일부만이 원시안경

으로 교정되고 나머지는 수술로서 교정해야 하는 경우

를 말하는 것으로 수술은 안경을 착용시키고 남은 내사

시에 대해 시행한다.
1,2
그러나 수술 후의 안위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부족교정 이나 과교정 될 수 있고 또는

외사시로의 전환이 나타나기도 한다.
3-9
Maruo 등

10
은

모든 연령의 내사시 환자 14,246명의 수술 후 1개월과 4

년의 결과를 비교하 는데, 수술 후 초기시기에 정위

또는 10PD이내의 내사시가 남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수술 성공과 연관이 있다고 하 다.

이러한 부분조절 내사시의 수술적 치료에서 장기간

안구의 정위를 얻는 것이 수술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

며 따라서 수술 후 초기의 안구위치와 장기간의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저자

들은 부분조절내사시에서 양안 내직근 후전술 후 초기

시기(1개월)의 성적과 장기 결과(4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고, 수술 시의 연령이나 굴절이상의 정도가

결과에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대상과 방법

1991년 4월부터 2000년 5월까지 부분조절내사시

진단하에 단일 술자에 의해 전신마취 하 양안 내직근

후전술을 시행받은 후 최소 6개월 이상 추적관찰이 가

능했던 8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하

다. 그 중 이전에 사시 수술을 받았거나, 안구나 안근

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전신질환이 있었던 경우, 혹

은 안구자체의 기질적 이상이 있는 경우, 일차 수술 후

경과관찰 기간 도중 추가적 수술이 시행된 경우, 수직

사시나 회선사시가 동반된 경우, 그리고 신경학적 이상

이 의심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사시각 측정은 조절시표를 사용하여 교대프리즘가

림검사를 6 m 원거리와 33 cm 근거리에서 시행하

고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크림스키프리즘검사로

측정하 다. 모든 대상에서 1% cyclogyl과 0.5%

mydriacyl로 조절마비굴절검사를 시행하여 측정된

굴절값을 전교정하는 원시안경을 착용시켰다. 안경착

용 후 남은 사시각이 있는 경우에 1개월 후 조절마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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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부분조절내사시에서 양안 내직근 후전술 후 초기 성적과 장기 결과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상과 방법 : 부분조절내사시로 진단받은 환자에서 양안 내직근 후전술을 시행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추적관찰이 가

능했던 85명을 대상으로 수술 후 1개월과 1년, 4년의 수술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 다.

결과 : 85명의 환자 중 수술 후 1개월에 만족교정, 즉 정위 또는 10PD이내의 편위를 나타낸 환자는 67명(78. 8%) 이

었고 11PD 이상의 부족교정은11명(12. 9%) , 11PD 이상의 과교정은 7명(8. 2%)이었다. 수술 1년 후 76명 중 59명

(77. 6%)이 만족교정을 보 고 8명(10. 5%)이 부족교정을, 9명(11. 8%)이 과교정을 보 다. 수술 4년 후의 결과에서는

32명 중 만족교정이 3명(9. 4%) , 부족교정이 26명(81. 2%) , 과교정이 3명(9. 4%)이었다. 수술 후 안구 위치는 4년의 관

찰기간 동안 외측으로 편위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결론 : 부분조절내사시 환자에서 양안 내직근 후전술 후 정위이거나 10PD이내의 내사시를 보이는 것이 장기적인 예후

가 좋았으며 수술 후 초기 시기에 과교정은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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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검사를 다시 시행하 으며 결과에 변화가 있으면 안

경을 재처방하고 다시 1개월 이상 경과관찰하 다. 경

과관찰 중 2회 이상 굴절검사 결과에 변화가 없고 잔여

사시각이 15프리즘 디옵터(PD) 이상의 융합이 불가능

한 내사시를 보일 때 수술을 시행하 다. 수술량은 수

술 직전 교정안경을 착용하고 측정한 근거리 사시각을

기준으로 정하 다.

수술 결과는 수술 후 1개월, 1년, 4년에 사시각을 측

정하여 11PD 이상의 내사시를 보인 경우를 I군, 정위

이거나 10PD 이내의 내사시 또는 외사시인 경우를 II

군, 11PD 이상의 외사시를 보인 경우를 III군으로 정

의하 다. 수술 시 연령, 굴절이상과 수술 결과와의 연

관성을 알기 위해 수술 후 1년의 결과를 비교하 다.

수술 후 기간의 경과에 따른 편위각의 변화여부를 알기

위해 수술 후 4년에 II군에 속한 환자들의 수술 후 1개

월의 결과를 조사하 고 또한 수술 후 1개월, 1년, 4년

에 각각 I군에 속한 환자와 III군에 속한 환자의 분포

변화에 대해 분석하 다. 통계학적 검증은 Fisher's

exact test로 시행하 고 유의수준은 0.05로 하 다.

결 과

대상환자는 총 85명이었고 경과관찰 기간은 8개월

에서 9년 4개월로 평균 3.2년이었다. 1년 이상 추적관

찰된 환자는 76명이었으며, 32명이 4년 이상 이었다.

수술 시 연령은 1세에서 13세로 평균 연령은 5.3 (±

2.1)세이었으며 전체 85명 중 남자가 39명, 여자는

46명이었다. 조절마비 굴절검사 후 굴절이상의 정도는

+1.25 디옵터(D)에서 +6.5 D로 평균 +3.7(±1.3)

D이었으며 수술 전 평균 사시각은 안경 교정 전이

42.7 (±10.2) PD, 안경 교정 후 사시각은 26.2 (±

8.3) PD로 17.1 (±7.3) PD가 안경으로 교정되는

부분이었다(Table 1).

수술 후 1개월에 I군은 11명(12.9%)으로 평균

14.3 (±1.8) PD의 내사시를 보 고, II군은 67명

(78.8%), III군은 7명(8.2%)으로 평균 12.1 (±

2.1) PD의 외사시를 보 다. 수술 후 1년에 76명이

경과관찰 되었으며 I, II, III군이 각각 8명(10.5%),

59명(77.6%), 9명(11.8%)으로 I군의 내편위의 평균

은 13.1 (±2.3) PD, III군의 외편위의 평균은 12.8

(±2.4) PD이었다. 수술 후 4년에는 총 32명 중 I군

이 3명(9.4%)으로 평균 14.0 (±2.0) PD의 내사

시를 보 고 II군은 26명(81.2%), III군은 3명

(9.4%)으로 평균 16.0 (±4.0) PD의 외사시를 보

다(Table 2).

수술 후 4년 이상 경과관찰된 32명 중에서 초진 시

단안에 약시를 보 던 경우는 13명(40.6%)이었고

Table 2. Surgical results at 1month, 1 year and 4 years postop'

Total (N=85)

postop

period

Group I Group II Group III

No.(%) No.(%) No.(%) No.

1 momth

Mean deviation (PD
*
)

1 year

Mean deviation (PD)

4 years

Mean deviation (PD)

11 (12.9%)

14.3±1.8

8 (10.5%)

13.1±2.3

3 (9.4%)

14.02.0

67 (78.8%)

59 (77.6%)

26 (81.2%)

7 (8.2%)

12.1±2.1

9 (11.8%)

12.8±2.4

3 (9.4%)

16.04.0

85

76

32

*
PD: Prism diopter.

Group I: Esotropia≥ 11 PD.

Group II: Esotropia≤ 10 PD or Orthotropia or Exotropia = 10 PD.

Group III: Exotropia≥ 11 PD.

Table 1. Preoperative characteristics (N=85)

Characteristics Mean or Ratio

Mean age at the time of surgery

Male:Female

Refractive error at surgery

Angle of esotropia without glasses

Angle of esotropia with glasses

5.3±2.1 years

39:46

+3.7±1.3D
*

42.7±10.2PD
†

26.2±8.3PD

*
D: Diopter,

†
PD: Prism dio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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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arly surgical results(1month) in Group II at 4

years postop

Angle of deviation

at postop' 1 month
No. of cases (%)

Group I

Group II

Group III

Total

7 (26.9%)

19 (73.1%)

0 (0.0%)

26 (100%)

Group I: Esotropia≥ 11 PD.

Group II: Esotropia≤ 10 PD or Orthotropia or Exotropia

≤ 10 PD.

Group III: Exotropia≥ 11 PD.

수술 전 가림치료 등 약시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여 11

명(34.4%)에서 시력호전을 보 으나 2명(6.2%)에서

는 약시가 지속되었다. 이 2명은 모두 수술 후 4년에

II군의 정위인 수술 결과를 나타내었다.

1년 이상 추적관찰된 76명의 환자들에서 수술 후 1

년의 수술 결과와 수술 시 연령과의 관계는 Table 3과

같으며, 2세 미만의 연령을 제외했을 때 I, II, III군

각각에서 수술 시 환자의 연령에 따른 환자분포는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Table 4는 76명의 환자들에서 수술 시 굴절이상과

수술 후 1년의 수술 결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굴절이상 정도에 따른 각 결과군의 환자분포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수술 후 4년에 II군에 속한 26명의 환자들의 1개월

의 수술 결과는 7명(26.9%)이 I군에 속하 고 19명

(73.1%)이 II군에 속해 장기관찰 결과 I군이 II군으

로 이행을 보여 약간 외측으로 편위되는 경향이 있었으

나 II군의 환자가 III군으로의 이행을 보이지는 않았다

(Table 5).

32명의 환자들이 4년 이상 추적관찰 되었는데 이들

의 수술 후 1개월, 1년, 4년에서의 결과는 I군의 내사

시를 보인 환자는 1개월에는 8명(25.0%), 1년에는 5

명(15.6%), 4년에는 3명(9.4%)이었고 II군의 환자

수는 유사하 다. 반면 III군의 환자 수는 수술 후 1개

월에는 해당하는 환자가 없었으나 1년에는 1명(3.1%)

이었고 4년에는 3명(9.4%)으로 늘어났다. I군 즉 내

사시를 보이는 환자 수의 감소와 III군, 즉 외사시를

보이는 환자 수의 증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Table 4. Surgical results for paritally accomodative esotropia at postop' 1year and the effect of refractive error at the time of

surgery

The refractory error

at the time of surgery

Group I

No. (%)

Group II

No. (%)

Group III

No. (%)

Total (N=76)

No. (%)

<+2.00

+2.00-<+4.00

=+4.00

1 (10.0%)

3 (10.7%)

4 (10.5%)

8 (80.0%)

22 (78.6%)

29 (76.3%)

1 (10.0%)

3 (10.7%)

5 (13.2%)

10 (13.2%)

28 (36.8%)

38 (50.0%)

Group I: Esotropia≥ 11 PD.

Group II: Esotropia≤ 10 PD or Orthotropia or Exotropia≤ 10 PD.

Group III: Exotropia≥ 11 PD.

Table 3. Surgical results for partially accomodative esotropia at postop' 1year and the effect of age at the time of surgery

Age at the time of surgery
Group I

No. (%)

Group II

No. (%)

Group III

No. (%)

Total (N=76)

No. (%)

< 2 yr

2-< 4 yr

4-< 6 yr

≥ 6 yr

2 (40.0%)

2 (9.5%)

3 (8.3%)

1 (7.1%)

3 (60.0%)

16 (76.2%)

28 (77.8%)

12 (85.7%)

0 (0.0%)

3 (14.3%)

5 (13.8%)

1 (7.1%)

5 (6.6%)

21 (27.6%)

36 (47.4%)

14 (18.4%)

Group I: Esotropia≥ 11 PD.

Group II: Esotropia≤ 10 PD or Orthotropia or Exotropia≤ 10 PD.

Group III: Exotropia≥ 11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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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다(p<0.05)(Table 6).

고 찰

부분조절내사시는 사시각의 일부는 굴절에 기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절과 관계없는 내사시로서, 조절에 의

해 생기는 사시각을 원시안경으로 교정하고 잔여 사시

각은 수술로서 교정하게 된다.
1,2
이의 진단에는 충분한

조절마비 하에 굴절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의심이 되

면 1% atropine을 하루 3회씩 3일간 점안한 후 굴

절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남은 원시양이 더 발견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안경으로 다시 교정해 주어야 한

다. 또 비굴절 조절내사시와 같이 accommodative

convergence/accommodation (AC/A)비가 높으

면 이중초점 렌즈나 축동제를 사용하기도 하며, 수술

전에는 반드시 원시안경을 착용하고 약시가 있을 경우

약시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1

부분조절내사시에서 비조절 편위는 원시안경의 과교

정 또는 저교정, AC/A비의 변질, 폭주력의 증가, 내

직근과 주위 조직의 이차적 수축 등의 해부학적 요인,

양안 단일시 결핍 등에 의해 향을 받게 되고, 조절

요인과 여러 가지 비조절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환자의

융합력과 편위각이 일정하지 않고 불안하다.
1,3,11-13

또

한 비조절 부분의 내사시를 수술할 때 원거리와 근거리

내사시각이 동일할 경우 그 사시각에 대한 교정수술을

하면 대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부족교정이 초

래되는 경우도 있어 Repka 등
14
은 프리즘 적응법으로

잠복되어있는 사시각을 모두 발현시켜 최대 사시각을

측정하여 수술함으로써 성공률을 증가시키기도 하

다. 수술 후 안위는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관여하여 부

족교정 또는 과교정될 수 있으며 수술 후 외사시로의

전환이 나타나기도 한다.
3-9
따라서 수술에 대한 여러

술자들의 견해도 서로 다르고 그 결과도 다양하다.

Caputo 등
15
은 선천내사시에서 수술 후 6개월째와 4

년째의 결과를 비교하여 수술 후 6개월에 정위에서 10

PD 이내의 변위를 보 던 142명 중 수술 후 4년에 105

명만이 같은 범위 내로 남고 그 중 27명은 외사시로 진

행하 다고 보고하 다. Maruo 등
10
도 모든 연령의 내

사시 환자 14,246명의 수술 결과를 조사하 는데 수술

후 초기 시기에 정위 또는 소량의 내사시가 남도록 하

는 것이 장기적 수술 성공에 중요하다고 하여 본 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하 다. 또한 Kushner와

Fisher
16
는 양안시 기능과 안위의 안정성을 위해 내사시

수술 후 약간의 부족교정이 약간의 외편위보다 좋다고

하 다.

그러나 부분조절내사시의 수술에서 약간의 과교정

이 장기적 안위유지에 더 좋다는 의견도 있다.
6,9

Wright
6
는 수술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근거리에서의

원시안경 착용 전과 후의 사시각을 합한 후 그 양의 반

에 대하여 수술을 하는 증강수술을 하 다. 그 결과

12%에서 10 PD 이상의 외사위가 발현되었으며 원시

안경 도수를 낮게 처방하여 정위를 유지하 다. 하지만

이에 대해 Kushner
4
는 장기적으로 볼 때 +2.50 D

이상의 원시가 있는 환자에서는 수술 후 과교정을 만드

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 고 과교정하지 않더라도 내재

된 양안시 기능이 좋지 않을 때는 쉽게 속발 외사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 다. 즉 부분조절내사시 수술을

받은 382명의 환자 중 수술 후 과교정이 발생한 22명

을 5년간 추적 관찰하여, +2.5 D 이하의 원시에서는

8명 중 7명이 정위가 되었으나, +2.5 D가 넘는 원시

14명 중에서는 4명만 정위가 되었음을 보여, +2.5 D

이상의 원시에서 과교정된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 다.
4
Burian

3
도 원시를 가진 내사시에서 수술 후

1년 이상 관찰하면 속발 외사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

히 +4.00 D이상에서 잘 나타날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수술 후 1개월의 결과는 안경도수를 추

Table 6. Surgical results at 1 month, 1 year and 4 years postop' in 32 cases who were followed up more than 4 years

postop' period
Group I

No. (%)

Group II

No. (%)

Group III

No. (%)

Total

No.

At 1 month

At 1 year

At 4years

8 (25.0%)
*

5 (15.6%)
*

3 (9.4%)
*

24 (75.0%)

26 (81.3%)

26 (81.2%)

0 (0.0%)
†

1 (3.1%)
†

3 (9.4%)
†

32

32

32
*,†

: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ree groups (p<0.05).

Group I: Esotropia≥ 11 PD.

Group II: Esotropia≤ 10 PD or Orthotropia or Exotropia≤ 10 PD.

Group III: Exotropia≥ 11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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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조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구정렬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1개월 이후에 경과관찰시 나타나는 외사시에 대

해서는 안경도수를 낮춤으로써 외사시의 정도를 감소

시켰다. 이와 같이하여 II군에 포함된 환자들은 수술

후 4년 이상 경과관찰된 32명 중 수술 후 1년에

2(6.3%)명, 4년에 2(6.3%)명으로 이들은 결과분석시 II

군에 포함하 으며 이들의 사시각은 경과관찰 기간 중

변화가 없어 결과분석에 향을 끼치지 않았다.

저자들은 수술 전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통해 원시 안

경을 착용시키고 근거리에서 사시각을 측정하여 비조

절 부분에 대한 수술량을 결정하 는데 이와 같이 결정

된 수술량으로 전신 마취 하에서 양안 내직근 후전술을

시행한 결과 수술 후 1개월에 78.5%, 1년에 77.6%,

4년에 81.2%의 환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으

며 경과관찰 기간 중 다소 외사시 쪽으로 편위각 변질

이 일어나는 경향을 보여 수술 후 초기에 정위 혹은 약

간의 부족교정 되는 것이 장기적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시기와 수술 시 굴절이상의 정도

가 수술결과에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

는데 수술 후 1년에서의 수술결과를 비교하 을 때 수

술 시 환자의 연령과 굴절이상의 정도에 따른 수술결과

의 차이는 없었다(p>0.05). Ludwig 등
13
의 연구에서

는 약시, 사시의 발생 시기, 치료의 지연 등은 재발에

향이 없었으며 고도원시와 고도 AC/A비가 편위각

변질에 향을 줄 수 있다고 하 다. 또 Dickey와

Scott
17
은 +2.75~+4.00 D의 중등도 원시에서,

Baker와 Parks
18
는 어린 나이에 발생한 사시에서 내

사시각의 변질이 잘 생긴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von

Noorden 등
19
은 AC/A비가 낮을수록 편위각 변질이

많다고 하여 연구들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등
20
은 부분조절 내사시에서 수술 후 양안 단일시에 관

한 연구에서 수술 시 나이, 고도 AC/A비의 빈도, 초진

시와 수술 전 검사시의 약시 유무, 굴절 상태, 수술 전

사시각의 크기 등에 따른 수술 후 입체시 정도에는 의

미있는 차이가 없다고도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수술

시 나이와 굴절이상 정도는 수술 결과에 향이 없었고

수술 시 연령과 수술 결과와의 관계분석에서 2세 미만

연령은 표본 수가 너무 적고 이 연령에서는 수술 전 및

수술 후 검사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시각의

측정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이 결과 분석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오차를 줄

이고자 본 연구에서는 2세 미만의 연령은 결과 분석에

서 제외하 다.

부분조절내사시 환자에 대한 일반적 수술법은 상당

수에서 부족교정 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재수술

이 필요한 때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21
이러한 부족교

정의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증량수술법이 고안되었

는데, 이에는 원시교정 전과 후의 원거리 사시각의 평

균값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원거리 기준 증량법)이나

원시교정 전과 후의 근거리 사시각의 평균값을 기준으

로 하는 방법(근거리 기준 증량법)등이 있으며, 일반적

으로 부분조절내사시는 근거리 사시각이 원거리 사시

각보다 크므로 근거리를 기준으로 한 증량법에서 보다

목표량이 많게 된다. Scott와 Thalaker
7
는 전통적 수술

법에서 49%의 부족교정을 보 다. Wright와

Bruce-Lyle
6
은 30명에서 전통적 수술법으로 26%는 부

족교정을, 74%는 정위를 보인데 비해 40명에서 근거리

를 기준으로 한 증량 수술법으로는 88%의 만족교정과

12%의 과교정을 보 으며 과교정군에서도 +1.5 D이내

의 안경도수를 낮추어 모두 93%의 만족교정을 보 다

고 하 다. 김 등
21
은 18명에서 전통적 수술법으로 56%

에서 부족교정, 44%에서 정위를 보 으나 18명에서 근

거리를 기준으로 한 증량수술법으로는 11%의 부족교

정, 78%의 만족교정, 11%의 과교정을 보 으며 안경

조절 후 89%의 만족교정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또한 김 등
22
도 전통적 수술법의 경우 82명의 환자

중 만족교정 55명(67%), 부족교정 25명(30%), 과교정 2

명(3%)을 보 으며, 증량수술법의 경우 102명의 환자

중 만족교정 81명(79%), 부족교정 9명(9%), 과교정12명

(12%)을 보 고 과교정을 보인 환자들에서 ＋2.0디옵

터 이내의 안경도수를 낮추어 전통적 수술법 2명 및 증

량 수술법 9명에서 만족스러운 안위를 유지할 수 있었

으나, 증량수술법 3명에서 과교정이 지속되었다고 하

다.

일반적으로 증량수술법은 수술 후 과교정이 될 가능

성이 높다. 하지만 수술 초기에 약간의 과교정이 있더

라도 후천성 내사시는 융합력이 있으므로 융합 모임

력이 이를 극복하고 과교정을 극복하게 되나, 만약

부족교정이 되어 내사시가 남게 되면 개산력은 매우

부족하므로 이를 극복할 수 없게 된다. Wright와

Bruce-Lyle
6
은 전통적 수술법으로 시행한 환자에서

수술 후 33%의 융합력을 보인 반면, 증량수술법으로

시행한 환자에서는 65%의 융합력을 보인다고 하여 증

량수술법에서 수술 후에 융합력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 다. 따라서 오히려 약간의 과교정이 부족교정

보다 좋을 수 있으며, 또한 약간의 과교정이 되어 외사

위가 남아 있더라도 원시안경의 도수를 조절하여 만족

교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안경도수를

너무 낮추어 과교정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시력저하, 안

정피로 등의 증상이 발현될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 조

절력이 감소할 경우 외편위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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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1

이와 같이 부분조절내사시에서 수술이 필요한 사시

각은 여러 요인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술

후 장기간 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술 전

검사를 통해 각 환자에게 알맞은 수술량과 방법을 결정

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안경착용과 약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치료가 필수적이며 수술 후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 역시 매우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요약해 보면 부분조절내사시에서 양안 내

직근 후전술 후 4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 81.2%에

서 10 PD 이내의 정위를 유지하 으며 수술 시기와

수술 시 굴절이상에 따른 수술 결과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수술 후 초기에 정위 또는 10PD 이내의 내사시

가 남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예후가 좋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관찰기간 동안 안구는 외측으로 편위되는 경

향을 보 다. 따라서 수술 후 1개월에 외사시를 나타내

게 되는 과교정은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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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ong Term Surgical Outcome after Bilateral Medial Rectus

Muscle Recession in Partially Accommodative Esotr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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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outcome of the early postoperative period and the long-term

outcome after surgery for partially accommodative esotropia.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total 85 patients with partially accommodative esotropia, who underwent

bilateral medial rectus muscle recession, and were followed-up at least 6 months,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results were analyzed at 1 month, and 1 and 4 years after surgery.

Results: Of the 85 patients, 67 (78.8%) revealed postoperative deviation of less than 10 PD, 11 (12.9%) and

7 (8.2%) esotropia and exotropia more than 11 PD, respecrively, 1 month after surgery. At 1year

postoperatively, 59 (77.6%), 8 (10.5%) and 9 (11.8%) showed acceptable deviation, undercorrection, and

overcorrection, respectively. 4 years after surgery, 26 (81.2%) and 3 (9.4%) each showed acceptable deviation,

undercorrection, and overcorrection,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ed a tendency to become exotropic during

the 4 years after surgery.

Conclusions: In partially accommodative esotropia, it is essential that orthotropia or minimal esotropia should

be present in the early postoperative period in order to obtain a good binocular alignment as the long term

result. It is recommended that overcorrection be avoided in early postoperative exotr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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