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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간헐외사시 환자에서 Optec 6500®으로 측정한 눈부심 

 

  간헐외사시 환자에서의 눈부심은 54~90%의 환자가 호소할 

정도로 흔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굴절교정수술과 

백내장수술 전후 눈부심 측정에 이용되고 있는 Optec 

6500®으로 간헐외사시 환자의 눈부심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간헐외사시로 수술예정인 환자 58 명과 정상 대조군 34 명을 

대상으로 Optec 6500®의 대비감도 검사를 이용하여 눈부심을 

측정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눈부심은 일정한 조도 조건에서 

눈부심을 일으키는 빛 조건을 추가하였을 때 저하되는 

대비감도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측정된 눈부심과 관련된 

임상인자를 조사하였고, 사시수술 3 개월 후 반복 측정하여 

수술 전과 비교하였다.  

간헐외사시군의 대비감도는 명소시 저 공간 주파수에서, 

박명시에는 저중간 공간 주파수에서 대조군에 비해 저하되어 

있었다. 또한 눈부심을 일으키는 빛 조건을 주면, 박명시 중간 

공간 주파수에서 간헐외사시군의 대비감도가 감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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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양안 검사시에만 나타났다. 이 측정된 눈부심은 

수술 3 개월 후 의미있게 호전되었다. 눈부심은 술전 사시각, 

굴절이상, 억제정도, 유병기간, 나이, 성별과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술전 원거리 입체시가 좋을수록, 그리고 환자가 

눈부심을 호소할 경우 강하게 측정되었다. 

간헐외사시 환자의 눈부심을 정량화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간헐외사시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핵심 되는 말 : 간헐외사시, 눈부심, 대비감도, Optec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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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외사시 환자에서 Optec 6500®으로 측정한 눈부심 

 

<지도교수 이 종 복>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정 승 아 

 

 

I. 서 론 

 

  간헐외사시는 환자의 융합능력과 각성정도 및 검사거리에 따라, 양

안 중심와융합을 하는 사위기와, 이측 망막의 광범위한 억제나 이상

망막대응이 일어나는 사시기가 교대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밝은 햇빛

에 나갔을 때, 몽상에 잠겨있을 때, 졸리거나 피곤할 때, 아플 때 흔

히 외사시가 나타난다.1 서양인에서 간헐외사시는 전체 사시 중 

25∼30%의 비율을 차지하지만 동양인에서의 비율은 50∼75%까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취학아동 사시 유병률의 81.4%를 차

지하며,2 외사시중에서 과반수이상을 차지할 만큼 높은 빈도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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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2-7  

이러한 간헐외사시 환자의 54~90%에서 호소하는 특이한 증상으로 

눈부심이 있다.
8-16

 간헐외사시 환자들은 햇빛에 노출되면 흔히 한눈을 

감는다. 눈부심과 간헐외사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

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설명은 없는 실정이다. Costenbader 등8

은 간헐외사시에서 형태시의 억제는 충분하나, 빛의 억제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로 인해 시각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 한눈을 감는다고 하

였다. Calhoun 등9에 의하면 간헐외사시 초기에는 억제 암점이 없어 환

자가 복시 때문에 햇빛에서 눈을 감는다고 하였다. 또한 Wang과 

Chryssanthou
10는 평상시에는 억제에 의해 복시를 느끼지 못하다가 밝

은 빛을 받으면 억제가 줄어 들어 복시를 느끼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

기 위해 눈을 감는다고 하였다. 이들은 이상망막대응이 있는 환자보

다 정상망막대응인 환자에서 눈을 더 자주 감는다는 사실로 복시회피

가 원인이 될 것이라는 설을 뒷받침하였다. 반면 Eustace 등11은 한눈

을 감는 것은 눈부심 자체 때문이라고 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광변색 렌즈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Manley
12는 실외 밝은 곳

에 나가면 눈모음이 잘 일어나지 않아 융합이 감소되므로 평소에는 

사위로 있다가 밝은 곳에서는 사시로 전환되어 눈을 감게 된다고 하

였다. Wiggins와 von Noorden
13은 양안 눈부심에 대한 역치가 간헐외사

시 환자에서는 감소되어 빛에 대한 예민도가 높아지므로 눈부심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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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의 여러 저자들의 가설에 비추어 보면 눈부심이 있는 경

우가 눈부심이 없는 경우보다 입체시나 융합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눈부심이 간헐외사시의 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간헐외사시에서의 눈부심을 객관적

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아직까지 뚜렷한 것이 없다. Wiggins와 

von Noorden
13 이 대약시경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눈부심의 역치를 측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눈부심의 유무만 설문으로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5,16

 만약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면 간헐외사시

의 상태를 평가하는 척도로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간헐외사시 환자에서 눈부심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도에서 

강한 빛을 주어 감소되는 시기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런 조건을 만들 수 있으면서 인식시력보다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

는 대비감도나 입체시 같은 판별시력17-20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인 

Optec 6500®  (Stereo Optical Co., Inc., Chicago, Illinois, USA)이 있

어 이를 이용하였다. 이미 Optec 6500®  은 굴절교정수술 후나 다초

점 인공수정체의 눈부심 평가, 연령증가에 따른 대비감도와 눈부심 

변화측정에 사용되고 있다.21-24 대비감도는 인식시력보다 약 3-5배 

정도 더 민감하며 보다 넓은 망막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어 인식시력

상 나타나지 않는 작은 변화도 감지해 낼 수 있다.19,20 더욱이 사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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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포함한 최근 연구25-27에 따르면 약시치료가 끝난 눈과 시력이 

정상이었던 반대 눈에서도 대비감도의 저하가 발견되고 있어 사시환

자에서의 대비감도는 인식시력보다 측정의미가 클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비감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다른 안과적 질

환이나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정상시력의 간헐외사시 환자를 대상으

로 Optec 6500®  의 대비감도 검사를 이용하여 수술 전후 눈부심을 

측정하여 보고 이를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또한, 측정된 눈부심

과 관련된 임상인자를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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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약시나 약시의 과거력이 없는 정상시력인 간헐외사시 환자 중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본원에서 외사시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도굴절이상 (sph≥±5.00 diopters 혹은 

cyl≥±2.50 diopters)이나 눈꺼풀이상, 각막질환이나 이상, 선천성 백

내장, 망막질환, 그리고 신경학적 이상 등 눈부심이나 대비감도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배제하였다. 또한 검사를 이해할 수 있는 6

세 이상의 환자를 연구에 포함시켰고, 사시수술 후 양안시 기능의 회

복이 가능한 연령, 즉 12세 미만으로 간헐외사시 환자군의 연령을 제

한하였다.26 Kepner sample size calculator를 이용하여 two sample 

design 방법으로 대상환자수를 계산하면 53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누

락 가능성을 포함하여 실험군의 환자수는 58명으로 하였다 (alpha= 

0.05, delta= 0.20, p= 0.10, power= 0.9).  

간헐외사시 환자군과 나이, 성별이 비슷하고 안구운동검사상 정위

인 정상 어린이 34명을 정상 대조군으로 하였다. 

 

2. 대비감도와 눈부심 측정 

가. Optec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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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ec 6500® (Stereo Optical Co., Inc., Chicago, Illinois, USA)은 

단안과 양안의 시력, 대비감도, 눈부심, 입체시, 색각을 근거리와 원거

리에서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시기능 검사기구이다. 명소시 (photopic 

condition, 85 cd/m2)와 박명시 (mesopic condition, 3 cd/m2) 조건에

서 검사할 수 있고, 눈부심을 유발하는 빛 자극을 줄 수 있다. 외부와 

차단된 기구 내부를 들여다 보면서 검사를 시행하고 미세 프로세스 

조절 장치로 기구 내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므로, 항상 동일

한 조건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ens system을 이

용하여 다양한 거리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거리 설

정은 20 feet (6 m)의 원거리와 16 inch (40 cm)의 근거리이다. 각각

의 검사를 시행할 때에는 최대교정시력이 나오는 안경을 착용하였다.  

 

Figure 1. Photography of Optec 6500
®  

(A) and functional acuity contrast test of 

Optec 6500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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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ec 6500®으로 측정되는 대비감도는 functional acuity contrast 

test를 이용한 것이다. A에서 E로 갈수록 높은 공간 주파수의 자극을 

보여주며 1에서 9로 갈수록 한 단계당 0.15 log unit씩 대비감도가 낮

아진다. 이러한 저/중/고(1.5, 3 / 6, 12 / 18 cpd (cycle per degree)) 

공간 주파수의 격자 시표가 명소시와 박명시 조건에서 주어지게 된다. 

격자의 방향을 마지막으로 맞춘 수준을 그 주파수에서의 대비감도로 

하였다 (그림 1).  

Optec 6500®을 이용하여 정상인의 대비감도와 눈부심을 측정한 연

구에서 반복성 (repeatability, reliability coefficient ρ= the 

biological variance of test persons divided by the total variance)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ρ= 0.75-0.96).21 하지만 이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상 대조군 어린이 

5명을 임의로 정하여 간격이 다른 3일에 걸쳐 조건 별로 반복검사를 

시행하여 검사의 반복성을 평가하였다. 즉, 급내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로 반복 측정의 일치 정도를 평가하였으

며, 이는 개체간 분산을 총 분산 (개체간 분산과 개체내 분산의 합)으

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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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눈부심 정의 및 측정  

눈부심은 일정한 조도에서 눈부심을 일으키는 빛 조건을 추가하였

을 때 저하되는 대비감도(dB)로 정의하였다. 눈부심을 유발하는 빛 

자극은 검사창의 주변에 위치한 12개의 원형 LED에서 명소시에서는 

10 lx, 박명시에서는 1 lx의 밝기로 켜지는 것으로 하였다. 즉, 이러한 

빛 자극을 주었을 때 감소하는 대비감도의 정도를 눈부심의 정도로 

하였다.  

 

다. 눈부심 비교: 정상 帶조군, 사시수술 전후  

사시수술 전 간헐외사시 환자군에서 측정된 대비감도와 정상 대조

군의 대비감도를 각각 조도별, 공간 주파수별, 눈부심 자극 유무별로 

비교하였다. 외사시 수술은 원거리 사시각을 기준으로 수술량을 결정

하여 동일 술자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처음 간헐외사시로 수술받는 

경우에는 양안 외직근 후전술을 시행하였고, 이전에 수술 받은 간헐

외사시가 재발하여 추가적인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비우세안 내직근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3개월에 복시가 없고, 8 prism 

diopters (PD) 이내의 사시각을 보일 경우 만족스러운 수술결과로 

보았으며, 이때 측정한 대비감도와 눈부심을 수술 전과 조건별로 비

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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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검사 시행 및 눈부심 관련인자 

  외사시각은 교대 프리즘 가림검사로 측정하였다. 굴절검사는 1% 

cyclopentolate를 5분 간격으로 3회 점안하고 1시간 후 검안경을 이

용하여 실시하였다. 양안 시력의 차이가 시력표 상 2줄 이상 차이가 

날 때 약시라고 진단하고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양안시 기능은 워

트 4등 검사를 이용하여 근거리, 원거리에서 측정하였고, 원거리 입체

시는 Optec 6500®의 티트머스 검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환자의 

눈부심 증상의 유무는 환자와 격리된 공간에서 보호자에게 설문하였

다. 이상에서 측정한 여러 임상인자와 본 연구에서 측정된 눈부심과

의 상관성을 알아 보았다.  

 

4. 통계 

  가능한 모든 자료는 mean ± standard deviation (SD)으로 표시하

였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임상적 특징의 차이는 independent t- test

와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간헐외사시 환자군의 수

술 전후 대비감도와 눈부심은 paired t-test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고,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간헐외사시군과 대조군에서의 대비감

도와 눈부심을 비교하였다. 공간 주파수에 따른 대비감도 변화양상의 

차이는 repeated measure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임상인자

와 눈부심과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검사의 

신뢰도 중 반복성을 평가하였으며 reliability analysis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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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프로그램은 SPSS for Windows (Version 15.0, LEAD 

Technology, Inc., Chicago, Illinois, USA)를 사용하였다. 유의수준 

95% (p <0.05)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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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환자군과 대조군의 임상적 특징 

  간헐외사시 환자군은 58명, 정상 대조군은 34명이 본 연구에 포함

되었다. 간헐외사시 환자군의 원거리 입체시가 정상 대조군보다 저하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두 군의 임상적인 차이는 없었다 (표 1). 

 

Table 1. Basic clinical characteristics for patients with intermittent exotropia 

and normal control 

Baseline 

Characteristics 

Patients with X(T)  

(n = 58) 

Control  

(n = 34) 

 

p-value 

Age(yrs; range) 7.53±1.25 (6 ~ 10) 8.00±1.85 (6 ~ 12) 0.218
a
 

Gender(M:F) 28:30 18:16 0.945
b
 

Visual acuity(Log MAR; range) 

     Right eye 

     Left eye 

0.027 (0.000 ~ 0.097) 

0.027 (0.000 ~ 0.097) 

0.013 (0.000 ~ 0.097) 

0.008 (0.000 ~ 0.097) 

0.131
a
 

0.097
a
 

Refractive error(D; spherical equivalent, mean ± SD, range) 

      

      

-0.56±1.66 

(-4.63 ~ +5.00)  

-1.38±1.79 

(-5.00 ~ +1.00)  

0.128
a
 

 

Stereo acuity at distance (seconds of arc, range)  

 758.70 (nil ~ 40) 102.00 (400 ~ 20) 0.029
a
 

X(T); intermittent exotropia, D; diopters, SD; standard deviation. 

a
 Independent t - test. 

b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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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헐외사시군의 평균 술전 사시각(PD; mean ± SD, range)은 원

거리에서 24.88±4.18 PD(18 ~ 35 PD), 근거리에서 23.60±5.04 

PD (14 ~ 40PD)이었다. 워트 4등 검사로 측정한 양안시 기능은 48

명의 환자에서 측정할 수 있었고, 원거리와 근거리 모두 융합이 가능

한 경우는 15명(31.2%), 근거리만 융합할 수 있는 경우는 22명

(45.8%), 그리고 원거리와 근거리 모두 억제되어 있는 경우가 11명

(22.9%)이었다. 눈부심 여부 설문에 응답한 45명의 보호자 중 25명

(55.6%)이 환자의 눈부심이 있다고 하였다. 처음 보호자가 환자의 외

사시를 발견하였거나 간헐외사시로 진단받은 시기로부터 간헐외사시 

수술을 받은 시기까지의 기간을 유병기간으로 하였을 때, 유병기간은 

평균 40.11±23.59개월(3 ~ 84개월)이었다. 8명의 환자(13.7%)는 재

발한 간헐외사시로 추가적인 재수술을 받는 경우이었다. 수술 3개월 

후 수술 성공률은 93%로 54명의 환자가 8PD이내의 사시각을 보였

다.  

 

2. 눈부심: 환자군과 대조군 비교 

  본 연구의 연령대에서 Optec 6500® 으로 측정한 대비감도 검사는 

비교적 신뢰할 만 하였다 (전체 급내상관계수 = 0.682 (0.47 ~ 0.78), 

reli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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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trast sensitivities with and without glares under photopic 

illuminance (A) and under mesopic illuminance (B). Solid circles represent the 

contrast sensitivities of patients with intermittent exotropia, and open circles 

represent the contrast sensitivities of normal control. Asterisks mean that the 

difference in contrast sensitivities under the same illuminated condition between 

X(T) and control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X(T); 

intermittent exotropia.  

 

  명소시 간헐외사시군의 대비감도는 저 공간 주파수에서 대조군보다 

의미있게 저하되어 있었다. 하지만 눈부심 빛 조건을 추가하여도 대

비감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림 2 의 A). 박명시 간헐외사시군의 대비

감도는 대조군보다 저 공간 주파수와 중간 공간 주파수에서 의미있게 

저하되어 있었다. 또한 눈부심 빛 자극을 주면 간헐외사시군에서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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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2 cpd 공간 주파수에서 대비감도가 24.09 dB에서 14.14 dB로, 

10.45 dB에서 5.43 dB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고(p= 0.006 for 6 cpd, 

0.027 for 12 cpd, paired t- test), 이러한 변화는 대조군에서는 일어

나지 않았다 (그림 2의 B).  

또한 이러한 대비감도의 감소, 즉 눈부심은 단안검사 시에는 관찰

되지 않고 양안으로 검사할 때만 나타났다 (그림 3). 

 

 

Figure 3. Contrast sensitivities of binocular and monocular conditions, with and 

without glare under mesopic illuminance in patients with intermittent exotropia. 

Asterisks mean that the difference in reduction of contrast sensitivities 

following glare stimulation between binocular and monocular condition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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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눈부심: 사시수술 전후 비교 

간헐외사시군에서 측정된 눈부심은 수술 3개월 후 호전되었다. 수

술 전 6cpd 공간 주파수에서 눈부심 빛 자극을 주었을 때 대비감도

가 9.95dB 감소하였던 반면, 수술 후에는 0.11dB 감소되어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 (p= 0.003, paired t-test, 그림 4).  

 

 

Figure 4. Comparison of preoperative (A) and postoperative (B) contrast 

sensitivities under binocular mesopic condition in patients with intermittent 

exotropia. 

 

특이한 점은 수술결과가 좋지 않은 환자들에서도 눈부심이 호전되

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경한 부족교정이었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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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 findings and contrast sensitivities with and without glares 

under binocular mesopic condition in exotropic patients who had unsatisfactory 

surgical outcomes. 

 1 2 3 4 

Gender/Age (yrs) M/8 M/7 F/7 F/6 

Duration of X(T) (months) 50 24 10 48 

Preoperative deviation (PD) 

  Distance 

  Near 

 

20 X(T) 

30 X(T) 

 

25 X(T) 

25 X(T)  

 

25 X(T) 

25 X(T)  

 

20 X(T) 

20 X(T) 

Post-operative deviation (PD) 

  Distance 

  Near 

 

10 X(T) 

25 X(T) 

 

12 X(T) 

12 X 

 

12 X 

12 X 

 

12 X(T) 

14 X(T) 

Distant stereo acuity  

(seconds of arc) 

400 nil 400 100 

Degree of suppression  

  Distance  

  Near 

 

Fusion 

Fusion 

 

Fusion 

RS 

 

Fusion 

Alt S 

 

Fusion 

Fusion 

Mean refractive error (D) 0.75 0.25 -0.50 -0.125 

Preoperative contrast sensitivity (dB)  

  Glare off  

  Glare on 

16 

0 

0 

0 

23 

16 

23 

16 

Postoperative contrast sensitivity (dB) 

  Glare off 

  Glare on 

16 

16 

12 

12 

23 

23 

23 

23 

X(T); intermittent exotropia, PD; prism diopters, X; exophoria, D; diopters, RS; 

right suppression, Alt S: alternative su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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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눈부심과 관련된 임상인자 

  박명시 6 cpd 공간 주파수에서 감소한 대비감도를 기준으로 한 눈

부심은 술전 사시각, 굴절이상, 억제 정도, 유병기간, 나이, 성별과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술전 원거리 입체시가 좋을수록, 그리고 환자가 

눈부심을 호소할수록 강하게 측정되었다 (표 3). 

 

Table 3. Multivariate analysis to determine independent variables that increase 

the odds of ophotophobia in patients with intermittent exotropia.  

Clinical factor Correlation coefficient (γ) p-value 

Age -0.027 0.843
a
 

Sex -0.130 0.346
b
 

Preoperative angle of deviation  

    Distance  

    Near 

 

-0.238 

-0.072 

 

0.077
a
 

0.596
a
 

Refractive errors 0.086 0.529
a
 

Degree of suppression -0.142 0.346
b
 

Stereo acuity -0.277 0.048
a
 

Duration of X(T) -0.188 0.175
a
 

Preoperative history 0.064 0.641
b
 

Parent-reported glare (+)  0.352 0.008
b
 

X(T); intermittent exotropia
 

a
 Pearson correlation 

b
 Pearson Chi square  

http://endic.naver.com/search.nhn?query=correlation
http://endic.naver.com/search.nhn?query=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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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사시인 간헐외사시의 주된 증상 가운데 하

나는 눈부심이다.8-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정상인과의 비교 연구가 없어서 수술 전후 주증상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백내장 

수술환자의 눈부심 측정에 사용되고 있는 Optec 6500®의 대비감도 

검사를 이용하여 간헐외사시 환자의 눈부심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의미있는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눈부심은 빛에 의해서 유발되는 시각적 불편감으로 다양한 안과질

환과 뇌질환에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다.28-35 각막의 상처나 염증, 

홍체염, 백내장, 녹내장, 망막박리, 시각경로의 종양, 삼차 신경통, 눈

꺼풀 경련, 편두통, 지주막하 뇌출혈, 뇌수막염, 간헐외사시, 백색증, 

선천 색각장애, 안면기형, 동공산대 유발약물, 마약복용, 광선공포 등

에서 관찰될 수 있으며 강한 빛 조건에서는 정상인도 눈부심을 흔히 

느낀다.28-31 눈부심의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Lebensohn29은 삼차신경의 동공반사 (trigeminal pupillary reflex)에 

의해 눈부심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즉, 동공의 축동에 관여하는 삼차

신경에 의한다는 것으로, 동공 축동근에 분포하는 삼차신경 중 통증

을 전달하는 신경섬유들이 밝은 환경에서는 과도한 축동에 의해 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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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당겨져 통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동공변동 (hippus: 

강한 불빛에서 동공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는 진동 움직임)이 환자

가 호소하는 불편함과 일치하지 않으며34, 이 이론은 최근 밝혀진 눈

부심 시 유발되는 양안 가중 현상 (binocular summation)을 설명할 

수 없다.35-37 양안 가중 현상은 눈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두눈 조건

보다 한눈 조건에서 더 강한 빛 자극이 필요한 것으로 두눈일 때 보

다 약한 빛에서도 눈부심을 느낀다는 것이다.36,37 또한 한눈에만 눈부

심 자극을 주어도 두눈의 동공이 동일한 정도로 축동 되어진다는 것

이다.35 이 현상은 눈부심이 단순히 눈의 반사작용이 아니라 중추신경

계를 통과하는 전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시각전달경로는 크게 2가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8-40 작은 망막

신경절세포 (midget ganglion cell)으로 이루어진 작은 세포길

(parvocelluar pathway)은 색각, 미세한 질감, 고 공간 주파수의 자극

을 담당하고, 큰 망막신경절세포(parasol과 bi-stratified ganglion 

cells)를 통한 큰 세포길(magnocelluar pathway)은 명암, 대비감도, 

움직임, 저 공간 주파수의 자극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40-

43 눈부심 자극은 바로 큰 세포길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

다.28 본 연구에서 정상시력인 간헐외사시 환자군의 저 공간 주파수 

대비감도가 감소되어 있었다. 즉 상대적으로 역치가 낮은 큰 세포길

을 가진 간헐외사시 환자들에서 눈부심이 측정된 것은 눈부심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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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달체계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안 검사시에만 눈

부심이 측정된 것은 양안 가중 현상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망막의 위치에 따른 눈부심 역치를 측정한 연구들에 따르면 눈부심

의 역치는 망막중심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증가된다.28 즉, 망막의 중

심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빛의 자극에 의해서도 민감하게 눈부심

이 일어난다. 이는 눈부심이 망막색소와 더불어 광보호 기전으로 받

아 들여지는 근거이다.28 본 연구에서 원거리 입체시가 좋은 경우에 

눈부심이 강하게 측정되었다. 원거리 입체시가 좋은 환자들은 두눈 

황반주시가 가능한 상태로 이측의 큰 억제영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

간 동안 억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입체시가 좋은 환자들은 보

다 망막 중심부가 자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눈부심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속해 있는 일부 간헐외사시 환자는 워트 4등 검사상 근

거리 원거리 모두 융합을 할 수 있고 중간 정도의 외사시각을 가지며 

원거리 입체시가 좋지 않아 이상망막대응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워트 4등 검사시 원거리에서 4등이 모두 보인다고 답한 환자

의 눈을 보면 정위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상망막대응

보다는 불충분한 해리로 인한 중심 주시 상태로 생각된다. 즉 외래에

서 워트 4등 검사를 시행할 때 주변을 완전히 어둡게 하지 못하므로 

환자가 중심 주시를 위한 단서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충분한 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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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Optec 6500® 내

부는 주시하는 시표 이외에는 다른 단서들이 없으므로 중심 주시를 

못하게 되어 현성 사시기가 되므로 간헐외사시 환자의 원거리 입체시

가 정상 대조군보다 저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본 

연구결과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워트 4등 검사 결과와 원거리 입체

시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왜 명소시에는 눈부심이 측정되지 않고 박명시에만 눈부심이 측정

되었는가도 검사의 해리능력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간헐외사시 

환자가 현성 사시기가 되어야 눈부심을 나타내게 되는데, 명소시보다 

박명시에서 해리가 충분히 이루어져 박명시에만 눈부심이 측정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눈부심을 유발하는 빛 자극의 상대적인 밝기 차이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명소시(85 cd/m2)의 10 lx보다 박명시(3 

cd/m2)의 1 lx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

상인을 대상으로 한 눈부심 검사에서도 박명시에만 눈부심이 유발되

었다는 보고가 있었다.21 

간헐외사시 환자군의 대비감도가 명소시나 박명시 모두 저 공간 주

파수에서 대조군보다 저하되어 있었던 것과 박명시의 중간 공간 주파

수에서 대비감도가 감소되어 있었던 점은 이들이 인식시력상으로는 

정상시력이지만 판별시력으로는 잠복된 사시약시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Choi 등44이 약시환자를 대상으로 functional MRI를 이용하여 



 24 

새 발톱고랑의 활동성(calcarine activity)를 평가한 연구에 따르면 사

시약시의 경우 저 공간 주파수에서 새 발톱고랑의 활동성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Lew 등27이 치료가 종결된 약시안과 가림치료

로 가려졌던 정상안을 대상으로 대비감도를 측정하였을 때 박명시 중

간 공간 주파수의 대비감도가 감소된 소견이 있어 가림치료에 의한 

잠복약시 발견에 박명시의 중간 공간 주파수 대비감도가 민감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사시 수술 후 눈부심이 좋아진 것은 간헐외사시가 눈부심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간헐외사시 수술 후 원

거리 입체시가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45 본 연구결과에 따르

면 수술 후 눈부심 또한 강해져야 할 것이다. 수술 후 정확한 두눈 

황반주시를 하게 되면 황반에 많이 위치한 망막색소의 흡수작용으로 

눈부심이 호전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수술결

과를 얻은 경우에도 눈부심이 호전된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5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간헐외사시 환자에서 Optec 6500®의 대비감도 검사

를 이용하여 눈부심을 측정하고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여 눈부심의 정

량적인 측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사시수술 전후의 눈부심

을 비교함으로써 성공적인 간헐외사시 수술로 눈부심이 호전되는지 

알아보았으며 이 눈부심과 관련된 임상인자도 조사하였다.  

박명시 양안 대비감도 검사의 중간 공간 주파수에서 간헐외사시의 

눈부심이 의미있게 측정되었고 (p=0.006 for 6 cpd, 0.027 for 12 

cpd), 이는 수술 3개월 후 호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0.003). 이 

눈부심은 수술 전 입체시가 좋을수록, 환자가 눈부심을 호소할수록 

강하게 측정되었다.  

Optec 6500®의 대비감도 검사로 간헐외사시의 눈부심을 정량화할 

수 있었고, 이는 간헐외사시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또 다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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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photophobia occurs commonly in patients with intermittent 

exotropia, neither the reason for photophobia nor its quantification has 

been clearly known. We measured the extent of photophobia or glare 

disability in children with intermittent exotropia using contrast sensitivity 

test.  

  Fifty eight children with intermittent exotropia, aged 6 to 10 years and 

34 normal subjects, aged 6 to 12 years were examined with the functional 

acuity contrast test using Optec 6500
®
. The photophobia was measured 

as a difference in contrast sensitivity with and without stimuli of glare. 

Each patient and subject viewed the stimuli of contrast monocularly and 

binocularly under photopic and mesopic conditions. The distance 



 33 

stereopsis was also measured using Optec 6500
®
.  

  Children with intermittent exotropia showed reduced contrast 

sensitivity in low spatial frequencies compared with normal control. With 

stimuli of glare, the contrast sensitivity under the mesopic condition 

suppressed at intermediate spatial frequencies in children with 

intermittent exotropia, only when patients viewed targets binocularly. 

The reduction in contrast sensitivity with glare significantly improved 3 

months after strabismus surgery. In children with intermittent exotropia, 

better stereo acuity at distance and positive glare reported by parents 

were related to stronger suppression of contrast sensitivity with glare.  

  In summary, the mesopic contrast sensitivity with glare can represent 

the photophobia of children with intermittent exotr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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