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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를 동반한 외사시 환자의 임상양상 및 굴절교정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 
 

목적목적목적목적:::: 원시를 동반한 외사시 환자의 임상양상과 굴절 교정 후 외사시

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방법방법방법:::: 1997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본원에서 원시를 동반한 외사

시로 진단받고 굴절교정을 받았으며 6개월 이상의 추적관찰이 가능하

였던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시교정 전후의 사시각 및 시력변화, 

굴절이상 정도, 약시 여부, 부등시 여부, 수술시기, 수술결과에 대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사시 수술은 단일 술자에 의해 양안 외직근

후전술 또는 단안내직근 전진술을 시행하였다. 술 후 사시각의 변화, 

수술결과를 술 후 3개월이상 추적관찰 한 후에 조사하여 원시굴절교

정 정도가 수술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결과결과결과결과: : : : 30명의 평균 굴절이상은 +2.58±1.25 디옵터(sph +2.00 ~ 

+5.50, cyl +1.50 ~ +4.00) 이었고 처방된 안경의 평균 굴절 이상은 

+2.03±1.13 디옵터였다. 모든 환자에서 안경처방 후 시력표 상 약 3

줄의 시력호전이 있었다.    Gradient method로 측정한 조절눈모음비는 

평균 2.26±2.61∆/D(정상: 3~5∆/D)였으며, 16명에서는 낮았고(평균 

0.47±1.01∆/D), 5명은 정상이었으며(평균 4.02±0.52∆/D), 5명은 높

았다(평균 6.24±1.39∆/D). 원시교정 후 외사시는 초진 시 원거리 사

시각 23.03±7.88PD, 근거리 사시각 24.13±8.56PD와 비교하여 최종 

원거리 사시각 23.66±8.62PD, 근거리 사시각 25.21±10.19PD로 의

미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약시치료를 받은 10명의 환자들에서는 

약시가 없던 군과 비교하여 원시 교정 후 편위각이 유의하게 작아졌

으며 두 군간의 차이는 4~7PD 정도였다(p=0.017). 17명에서 사시수

술을 시행하였고, 13명에서 술 후 3개월 이후에 10PD이내의 사시각

을 얻어 76.5%의 성공률을 보였다. 만족할 만한 수술결과를 얻지 못

한 4명 중 3명은 낮은 조절눈모음비를 가지고 있었다.     

 

결론결론결론결론:::: 원시를 동반한 외사시에서는 낮은 조절눈모음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원시교정을 시행하여도 외사시편위각이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

핵심되는 말: 외사시, 원시, 조절눈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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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를 동반한 외사시 환자의 임상양상 및 굴절교정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종복>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인식 

 

 

Ⅰ. 서론 

 

서양에서는 여러 연구를 통해 내사시와 외사시의 비율이 3대 1 

정도로 내사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중동지방, 아프리카에서 외사시가 더 호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서양에서 흔한 

내사시의 치료법, 이 중에 특히 굴절이상과 관련이 깊은 조절성 

내사시에 대하여는 오랜 세월 많은 연구를 통한 자료가 축적이 되어 

어느 정도 명확한 치료 지침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굴절이상을 

동반한 외사시, 특히 원시를 동반한 외사시의 치료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주치의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다수의 

환자의 다양한 치료 결과를 장기적으로 관찰한 데이터는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외사시의 치료에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있다. 치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간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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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시를 보이는 소아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부 연구에서 나이 어린 소아의 외사시 수술 후 

10~15%에서 작은 각도의 내사시가 관찰 되었기 때문이다.2  이러한 

경우 수술 전에 양호한 시력과 정상적인 입체시를 가지고 있던 

환아에서 항시적인 단안 내사시와 약시 가능성, 입체시의 감소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외사시의 비수술적 치료로는 프리즘, 저농도의 

산동제, 시기능훈련, 굴절이상의 교정과 오목렌즈 사용 등이 고려 될 

수 있다. 비수술적 치료의 목적은 환아가 양안주시하는 시간을 

늘리고 수술을 가능한 미뤄서 속발성 내사시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다. 작은 사시각의 간헐외사시 환자에서 수술 대신 두눈 

교대가림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대부분 가림 

치료를 중단하면 간헐외사시는 다시 나타나게 된다. 

 

간헐외사시를 치료하는데 있어 굴절이상의 교정은 기본적인 치료 중 

하나이다. 굴절이상의 교정은 망막에 선명한 상을 맺어 융합을 

유발시키며 능동적인 조절눈모음을 유발하기 위해서 근시환자에서는 

과교정을, 원시환자에서는 부분교정을 시도할 수 있다. 원시환자에서 

완전교정, 부분교정, 비교정 여부는 원시의 정도, 환자의 나이, 

조절눈모음비에 따라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원시를 교정할 경우 

조절눈모음에 대한 요구가 감소하여 외사시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환자들에 대하여 상황에 맞게 처방을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아에서 +2.00 디옵터 이하의 원시는 교정하지 않고, 

성인에서는 비록 조절눈모음에 의해 조절되던 기존의 외사위가 

현성사시가 되고 치료를 요하게 되더라도 굴절눈피로를 피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원시 교정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굴절교정의 장기적인 치료효과와 

사시각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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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를 동반한 외사시 환자는 근시나 굴절이상이 없는 외사시 환자와 

비교하여 치료에 있어 조절과 조절눈모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원시의 교정과 이에 따른 

사시각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조절내사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원시를 동반한 외사시 환자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알아보고, 굴절교정을 통한 외사시의 변화 정도와, 원시의 

완전교정과 부분교정에 대한 외사시의 변화정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환자에서 수술을 시행 할 경우 수술 결과와 재발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조사하여 수술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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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997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본원에서 원시를 동반한 외사시로 

진단받고 굴절교정치료를 받았으며 6개월 이상의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던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별분포, 연령분포, 초진 및 

최종 시력, 굴절상태, 약시 여부, 부등시 여부, 굴절교정량, 완전교정 

및 부분교정 여부, 원시교정 전후의 사시각, 조절눈모음비, 수술시기, 

수술방법과 수술결과에 대하여 후향적으로 조사 하였다.  

 

시력은 나안시력과 교정시력을 모두 측정하였고, 굴절검사는 1% 

cyclopentolate을 5분 간격으로 3회 점안하고 1시간 후에 검안경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양안 시력의 차이가 시력표 상 2줄 이상 

차이가 날 때 약시라고 하였다. 외사시의 진단은 부모의 환자에 대한 

과거력과 주소를 참고로 하여 여러 가지 사시검사에 의해 이루어 

졌다. 사시의 편위도는 대부분 프리즘 교대 가림검사로 측정하였으며, 

시력이 좋지 않거나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크림스키검사, 

각막반사검사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절눈모음비(AC/A ratio)는 

gradient metho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환자의 전체 

굴절이상을 교정하고 제일 눈위치에서 33cm 거리에 압설자에 붙어 

있는 조절을 유발할 수 있는 작은 그림을 주시하도록 한 후 측정 한 

사시각과, 같은 조건에서 +3.00 디옵터의 렌즈를 대고 측정 한 

사시각의 차를 렌즈의 디옵터로 나눈 값을 조절 눈모음비로 

정하였다.  

 

굴절교정은 약시가 있거나 난시가 심한 환자의 경우 조절마비 하에 

시행한 굴절검사를 기준으로 완전교정을 시행하였고 나머지의 

경우에서는 최대 교정시력이 나오는 굴절량으로 1~2 디옵터 정도의 

부족교정을 시행하였다. 원시의 경우 구면대응치가 +2.00 디옵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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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우 교정을 하였으며, 굴절 이상이 주로 난시인 경우 

구면대응치가 +2.00 디옵터 미만이라도 난시가 +1.50 디옵터 

이상이면 교정을 하였다. 굴절교정을 시행 후 1~2 개월 이내에 

시력과 사시각을 측정하였으며, 그 이후 3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약시가 있는 환아에서는 가림치료 등 

약시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였다. 

 

사시 수술은 동일한 술자에 의해 양안 외직근후전술 또는 과거력상 

내사시로 인해 내직근후전술을 받은 경우 단안 내직근전진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결과를 술 후 3개월 이상 추적관찰 한 후에 

조사하여 원시교정 정도가 수술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수술 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10PD 미만의 외사시 

또는 내사시를 보이는 경우를 수술 성공으로 보았고 재발 또는 

부족교정으로 그 이상의 외사시를 보이는 환자를 실패로 분류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굴절 교정 전 후의 사시각을 paired T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고 완전교정과 부분교정, +4.00 디옵터 미만과 +4.00 

디옵터 이상의 원시, 6세 이하와 7세 이상인 군에서, 약시 치료를 

받은 군과 약시가 없었던 군에서 각각 사시각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굴절교정 전후의 시력 변화를 비교하여 

시력호전 여부를 조사하였다. 완전교정한 군과 부분교정한 군에서 

수술결과를 chi square analysis를 이용하여 교차분석 하였으며 원시 

정도, 수술 시 연령, 부등시 정도, 안경교정 기간이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역시 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조절눈모음비가 수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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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대상환자 30명의 초진 시 평균 연령은 6.63세였으며 수술을 받은 

17명의 평균 수술 연령은 7.59세였다. 남녀비는 각각 15명으로 

같았다. 평균 굴절 이상은 구면대응치로 +2.58±1.25 디옵터 

(spherical +2.00~+5.50, cylinder +1.50 ~ +4.00) 이었고 처방된 

안경의 평균 굴절 이상은 구면대응치 +2.03±1.13 디옵터였다. 평균 

10.7±7.83 개월 동안 안경교정을 하였다(Table 1).  

 

TaTaTaTable 1. Age and refractive errorble 1. Age and refractive errorble 1. Age and refractive errorble 1. Age and refractive error    

    NNNNo. of patientso. of patientso. of patientso. of patients    mean(range)mean(range)mean(range)mean(range)    

age at beginning of treatment(yr)age at beginning of treatment(yr)age at beginning of treatment(yr)age at beginning of treatment(yr)    30 6.63±7.24(1~33) 

op age(yr)op age(yr)op age(yr)op age(yr)    17 7.59±7.44(2~34) 

initial cycloplegic refraction(D)initial cycloplegic refraction(D)initial cycloplegic refraction(D)initial cycloplegic refraction(D)****    30 +2.58±1.25(+1.50~+5.88) 

spectacle prescription(D)spectacle prescription(D)spectacle prescription(D)spectacle prescription(D)****    30 +2.03±1.13(+1.50~+5.25) 

duration of treatment(months)duration of treatment(months)duration of treatment(months)duration of treatment(months)    30 10.73±7.83(2~34) 

*mean of right and left eye refractive error in spherical equivalent  

 

10명에서는 약시가 동반되어 굴절교정과 약시치료를 병행하였다. 총 

17명에서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 중 13명은 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에 10PD 미만의 외사시 또는 내사시를 보여 수술 성공으로 

분류하였고 4명에서는 10PD 이상의 외사시로 수술 실패로 분류하여 

수술 성공률은 76.5%였다. 수술 실패군 4명 중 1명은 수술 직후부터 

나타난 잔류 외사시로 부족 교정 소견을 보여 재수술 한 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그 외 3명은 수술 후 2-3개월 내에 재발 

한 외사시로 2명은 재수술 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으며 1명은 

재수술 없이 경과 관찰 중이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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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rgical outcomeTable 2. Surgical outcomeTable 2. Surgical outcomeTable 2. Surgical outcome    

resultresultresultresult    NNNNo. of patientso. of patientso. of patientso. of patients    

successsuccesssuccesssuccess     13(76.5%) 

failurefailurefailurefailure    undercorrection 1(5.9%) 

        recurrence 3(17.6%) 

 

1. 원시 교정과 외사시 

초진 시 사시각은 원거리에서 평균 23.03±7.88PD, 근거리 

24.13±8.56PD였고, 최종 사시각은 원거리 23.66±8.62PD, 

근거리 25.21±10.19PD였다. Paired T test를 이용하여 전체 

환자 군에서 원시 교정 전후에 사시각을 비교한 결과 1개월째 

근거리에서 측정한 사시각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평균 

2.76±7.10PD증가, p=0.045) 최종 사시각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원거리에서 측정한 사시각 역시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Table 3).  

 

Table 3. Spectacle Table 3. Spectacle Table 3. Spectacle Table 3. Spectacle correction and exotropiacorrection and exotropiacorrection and exotropiacorrection and exotropia    

  deviation deviation deviation deviation atatatat distance distance distance distance    deviation deviation deviation deviation atatatat near near near near    

IIIInitialnitialnitialnitial****    23.03±7.88∆ 24.13±8.56∆ 

1 month1 month1 month1 month    24.48±7.41∆ (p=0.164) 26.69±9.73∆ (p=0.045) 

final final final final visit**visit**visit**visit**    23.66±8.62∆ (p=0.622) 25.21±10.19∆ (p=0.419) 

*initial: before spectacle correction 

**final visit: at final visit after spectacle correction 

 

완전교정군 10명에서 전체굴절이상을 교정하였고 부분교정군 

20명에서는 최대교정시력이 나오는 굴절량으로 1~2디옵터 

정도 부족교정을 실시하였다. 완전교정군에서는 원시 교정 

전후에 사시각의 변화가 없었고 부분교정 한 군에서는 교정 

후 사시각이 1~2PD 정도 증가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완전교정 한 군과 부분교정 한 군에서 

안경교정 전후에 사시각 변화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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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초진 시 굴절이상이 +4.00 디옵터 이상의 고도 

원시환자군과 +4.00 디옵터 미만의 중등도 원시로 나누어 

각각 안경교정 후 사시각의 변화를 조사하였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관찰 할 수 없었다. 또한 초진 시 

굴절이상의 크기와 사시각의 변화를 이변량 상관계수로 

검정하였으나 두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연령에 따른 사시각의 변화 여부를 조사한 결과 6세 이하 

환자군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관찰 되지 않았으며 7세 

이상에서는 안경교정 후 외사시가 다소 커지는 경향이 

있었으나(평균 5.43±7.72PD), 1개월째 측정한 근거리 사시각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42) 최종적으로 

측정한 사시각은 근거리, 원거리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약시치료와 외사시 

약시치료를 받은 10명의 환자들에서 약시가 없었던 환자와 

비교하여 원시 교정 후 외사시 편위각이 유의하게 작아졌으며 

두 군간의 차이는 교정 후 시기에 따라 4~7PD 정도였다 

(p=0.017)(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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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mbyopia therapy and change in angle of deviationFig 1. Ambyopia therapy and change in angle of deviationFig 1. Ambyopia therapy and change in angle of deviationFig 1. Ambyopia therapy and change in angle of deviation    

                    *1mo D: change in angle of deviation at distance after 1 month 

**1mo N: change in angle of deviation at near after 1 month 

    †final D: change in angle of deviation at distance at final visit 

‡final N: change in angle of deviation at near at final visit 

 

3. 굴절 교정과 시력 변화 

원시 교정 후 양안 모두 초진 시 나안시력과 비교하여 안경 

교정시력, 교정 후 1개월 시력, 최종 시력 모두 유의한 호전이 

있었다. 초진 시 시력과 비교하면 최종 검사 시 시력표상 약 

3줄의 시력 호전이 관찰 되었다. 초진 시 교정시력과 최종 

교정시력을 비교하면 굴절 교정 후 다소 증가한 것이 관찰 

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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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ectacle correction and change in visual acuity.Fig 2. Spectacle correction and change in visual acuity.Fig 2. Spectacle correction and change in visual acuity.Fig 2. Spectacle correction and change in visual acuity.    

     *pre sc: initial uncorrected visual acuity 

**CR V/A: visual acuity corrected with full cycloplegic refractive error 

†cc V/A: initial spectacle corrected visual acuity 

‡1mo cc V/A: spectacle corrected visual acuity at 1 month 

§final cc V/A: spectacle corrected visual acuity at final visit 

    

    

4. 굴절교정과 수술 결과 

부분교정 한 군에서는 수술 후 91.7%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완전교정을 한 군에서는 40%만이 수술 후 

3개월 이후에 10PD 미만의 외사시 및 내사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Chi square analysis 상 부분교정한 군의 

성공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p=0.053으로 유의 수준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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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Table Table Table 4444. Spectacle correction (ful. Spectacle correction (ful. Spectacle correction (ful. Spectacle correction (full/partial) and surgical outcomel/partial) and surgical outcomel/partial) and surgical outcomel/partial) and surgical outcome(p=0.053)(p=0.053)(p=0.053)(p=0.053)    

surgical resultsurgical resultsurgical resultsurgical result    spectacle correctionspectacle correctionspectacle correctionspectacle correction    TotalTotalTotalTotal    

        ffffull correctionull correctionull correctionull correction    partial correctionpartial correctionpartial correctionpartial correction            

successsuccesssuccesssuccess    2(40%) 11(91.7%) 13 

failurefailurefailurefailure    3(60%) 1(8.3%) 4 

TotalTotalTotalTotal    5 12 17 

 

그 외 수술 성공군과 실패군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분석 한 결과 초진 시 굴절이상 정도, 

안경 교정기간, 부등시, 초진 시 사시각, 수술 연령 등의 

인자는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약시 치료 

여부 역시 수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5. 조절눈모음비와 수술 성공률 

조절눈모음비는 평균 2.26±2.61Δ/D로 정상보다 약간 

낮았다(정상: 3~5Δ/D). 전체 30명 중 26명에서 

조절눈모음비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 16명에서 낮았고 (평균 

0.47±1.01Δ/D), 5명은 정상이었으며(평균 4.02±0.52Δ/D), 

5명은 높았다(평균 6.24±1.39Δ/D). 수술을 받은 17명 

중에서는 15명에서 조절눈모음비의 측정이 가능하였다. 통계적 

분석결과 수술 실패군에서 수술 성공군보다 조절 눈모음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7)(Table 5). 수술 성공군에서는 

3명이 조절눈모음비가 높았고, 3명은 정상이었으며 6명은 

낮았다. 수술 실패군은 3명 모두 조절 눈모음비가 정상치 보다 

낮았다.  

        

      Table 5Table 5Table 5Table 5. AC/A ratio and surgical outcome. AC/A ratio and surgical outcome. AC/A ratio and surgical outcome. AC/A ratio and surgical outcome    

        NNNNoooo.... of patients of patients of patients of patients    AC/A(AC/A(AC/A(AC/A(ΔΔΔΔ/D)/D)/D)/D)    tttt----testtesttesttest    

successsuccesssuccesssuccess    12 2.82±2.97 p=0.007 

failurefailurefailurefailure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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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본 연구에서 원시 교정 후 몇 예를 

제외하고는 외사시가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부에서는 사시각이 감소한 

환자도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사시각의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뚜렷하지 않지만 몇 가지를 추측할 수 

있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환자들의 조절눈모음비가 

2.26Δ/D로 낮았던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원시교정으로 감소한 

조절자극이 가져오는 눈모음 유발의 저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Mutti등은 828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원시 환자의 

조절눈모음비가 3.40Δ/D으로 근시(6.39Δ/D)나 정시(3.94Δ/D)환자 

보다 낮게 측정된다고 하였다.3  하지만 본 연구에서 측정된 

조절눈모음비는 위 연구에서 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그 원인 중 

하나로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환아의 낮은 연령으로 인한 검사 

신뢰도의 저하와 인종적인 차이도 생각 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원시 중에서도 외사시를 동반한 원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 

포함된 30명의 환자 중 9명이 근거리 사시각이 원거리 사시각 보다 

컸고, 20명에서 같았으며, 1명에서만 근거리 사시각이 더 작았다. 물론 

모든 환자에서 근거리와 원거리 사시각의 차이는 10PD 미만으로 

분류상으로는 기본형 외사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외사시 

환자에서 대부분 원거리 사시각이 근거리 사시각 보다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근거리에서 측정한 사시각이 원거리와 같거나 크다는 것은 

이들에서 낮은 조절눈모음비가 외사시 발현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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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원시 교정에 의해 망막에 선명한 상을 맺고 이에 따라 

융합눈모음이 향상되어 조절 감소에 의한 눈모음 감소를 상쇄했을 

가능성을 생각 할 수 있다. 원시 환자는 조절에 의해 망막에 선명한 

상을 맺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이와 같은 반응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Von Noorden은 교정하지 않은 심한 원시 

환아는 망막에 선명한 상을 맺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조절을 계속 

유지 할 수 없으므로 아예 조절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4.00 디옵터 이상의 고도 원시와 중등도 

원시 간의 사시각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초진 시 나안시력과 비교하여 원시를 교정한 교정시력이 더 높음을 

관찰 할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굴절 이상을 전부 상쇄할 만큼의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굴절교정은 

고도원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원시 환자에서 융합눈모음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절부족의 경우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조절 노력이 감소되어 

있을 경우 조절성 눈모음에 대한 자극이 낮기 때문에 조절눈모음비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아들의 

연령이 낮아 조절근점을 측정하지 못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조사가 

굴절교정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존에는 소아의 경우 +2.00 디옵터 이하의 원시는 교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 중 굴절이상이 주로 

난시인 경우에 구면대응치가 +2.00 디옵터 이하라도 교정시력의 

호전이 있으면 +1.50 디옵터 이상의 난시는 교정을 하였는데 이는 

굴절이상이 주로 난시인 경우 환자의 조절에 의해 망막에 선명한 

상을 맺을 수 없으며 조절성 눈모음에 의한 외사시의 억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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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교정 후 시력은 초진 시 나안 시력과 비교하면 의미있는 호전이 

있으며, 초진 시 교정시력과 최종 교정 시력간에는 다소 호전이 

있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정시력의 호전을 

관찰 할 수 없었던 것은 평균교정기간이 10개월로 길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생각되며 조절을 통해 어느 정도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시 환아를 대상으로 한 것도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원 당시 안경을 쓰지 않던 환자에서 원시교정 후 시력의 호전이 

있고, 외사시를 악화시키지는 않으므로 원시를 동반한 외사시 

환자에서 안경교정의 효용에 대한 근거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Iacobucci 등은 일부 환자에서 원시를 교정하면 역설적으로 외사시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고하였다.5  이들은 Von Noorden4 과 마찬가지로 

심한 원시가 있는 경우 이를 조절을 통해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조절을 아예 시도하지 않게 되며, 이런 경우 원시 교정을 

통해 융합눈모음을 유발하여 사시각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환자들에서 조절노력이 감소되어 있으므로 조절눈모음이 낮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5디옵터 이상의 원시가 있는 

경우 조절마비 검사 후 전교정을 해주어야 하며, 조절눈모음이 

감소되어 있거나 조절부족의 소견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역시 

안경교정을 시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Gusek-Schneider 등은 

간헐외사시와 외사위 환자에서 조절마비 검사 후 굴절이상을 

안경교정 하였으나 이들에서 시력의 향상만을 관찰할 수 있었고, 

사시각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6  Esaki 등은 낮은 도수의 

원시를 동반한 외사시 환자에서 굴절교정 후 사시각의 감소가 관찰 

되었고 조절, 조절눈모음비, 눈모음근점, 양안시의 향상을 얻었다고 

하였다.7  

 

이렇듯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이유로 Iacobucci 등의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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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교정으로 외사시가 교정된 7명의 환자에 대한 증례보고 형식의 

연구였으며 굴절교정 이후 사시각의 변화가 없었던 나머지 환자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원시교정과 외사시의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Gusek-Schneider 등은 이보다 많은 

5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 중 원시 환자의 

수가 적어 역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Esaki 등은 

16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은 대부분 조절 부족 또는 

양안시 기능이 감소된 소견을 보였으므로 굴절교정 후 조절력과 

양안시가 향상되어 위와 같이 사시각의 감소와 조절눈모음비의 증가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듯 비교적 최근에 보고된 문헌들의 

결과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원시를 교정 한 후에 

사시각이 변하지 않거나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사시각의 

감소도 기대 할 수 있으며 시력 호전과 양안시의 호전 등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부분교정을 한 경우에서 수술 성공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비록 

수술실패군의 환자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으나(p=0.053), 부분교정한 군에서 남아있는 조절 

자극이 수술 후 재발을 억제하는데 일조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서는 환자의 굴절이상과 시력, 연령 등을 

고려하여 부분교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Iacobucci 등은 완전교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부분교정에 의해서는 사시각이 감소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굴절교정 후에 환자들이 조절내사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완전교정이 필요하다고하였다.5  본 연구에서도 완전교정 한 군과 

부분교정 한 군의 교정 후 사시각을 비교하면 부분교정 한 군의 

사시각이 약간 큰 듯 하나 양 군간의 차이는 1~2PD로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p=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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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시치료를 한 경우 편위각이 4~7PD 정도 유의하게 줄어들었다. 

편위각의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약시가 없었던 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7) 약시 치료가 

융합눈모음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어 반드시 굴절교정과 함께 

약시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수술 실패군에서 조절눈모음비를 측정할 수 있었던 3명에서 모두 

정상치 보다 낮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절눈모음비의 

평균치도 수술실패군에서 성공군보다 낮았다(p=0.015). 하지만 수술 

성공군에서도 11명의 환자 중 조절눈모음비가 낮았던 환자가 

5명이고 실패군의 수가 많지 않아 조절눈모음비에 따라 수술량을 

조절해야 할 지 여부는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되며 추후 더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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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원시를 동반한 외사시 환자는 낮은 조절눈모음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원시교정을 시행하여도 외사시 편위각이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고 유의한 시력호전이 있으므로 굴절교정은 

원시를 동반한 외사시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유용한 치료 중 하나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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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analysis of exotropic patients with hyperopia and the 

effect of spectacle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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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Purpose:urpose:urpose:urpose: To study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exotropic patients 

with hyperopia and evaluate the effect of spectacle correction in 

such patients. 

 

Methods:Methods:Methods:Methods: A total of 30 exotropic patients with hyperopia who 

underwent spectacle correction for at least 6 months from Feb 1997 

to Feb 2007 were retrospectively studied. The changes in angle of 

deviation, visual acuity, treatment of amblyopia, presence of 

anisometropia, timing of surgery,and surgical outcome were 

analyzed. Bilateral medial rectus muscle recession or unilateral 

medial rectus advance surgery was performed by a single surgeon. 

The results of surgery were evaluated 3 months after surgery to 

assess the effect of hyperopia correction on surgical outcome. 

 

Results:Results:Results:Results: The mean refractive error was +2.58±1.25D (sph+2.00 

~+5.50, cyl+1.50~+4.00). The mean spectacle prescription was 

+2.03±1.13D. All patients showed about 3 line improvement in 

visual acuity after spectacle correction. Mean AC/A ratio 

determined by gradient method was 2.26±2.61∆/D(normal range: 

3~5∆/D). AC/A ratio was low in 16(mean 0.47±1.01∆/D) patients, 

normal in 5 patients(mean 4.02±0.52∆/D), and high in 5 patients 

(mean 6.24±1.39∆/D). The initial angle of deviation which were 

23.03±7.88PD at distance and 24.13±8.56PD at near did not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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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final angle of deviation which were 

23.66±8.62PD at distance and 25.21±10.19PD at near. Angle of 

deviation decreased by 4~7PD in patients who also received 

amblyopia therapy(p=0.017). 17 patients underwent surgery, 13 of 

who achieved exotropia under 10PD(success rate: 76.5%). 3 of the 

4 patients whose surgical outcome were not satisfactory had low 

AC/A ratio. 

 

Conclusions:Conclusions:Conclusions:Conclusions:  Many exotropic patients with hyperopia had low 

AC/A ratio. Spectacle correction did not cause significant change in 

angle of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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