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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내사시의 임상양상과 수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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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영아 내사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양상과 장기 수술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 1991년 4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영아 내사시로 진단받고 양안 내직근후전술을 시행받은 후 2년 이
상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던 165명을 대상으로 임상 양상과 수술 후 장기 추적 결과를 후향적으로 알아보았다.

결과 : 전체 대상 165명의 수술 전 평균 사시각은 45.9±13.99 PD (25~90PD)이었고, 굴절 이상은 +sph 1.18
±2.25D (-sph 7.00~+sph 6.00D)이었으며, 초진시 80명(48.4%)에서 한눈의 주시선호가 있어 약시가 의심되
었으며 초진시 또는 수술 후 경과 관찰 중 21명(12.7%)에서 해리수직편위, 20명(11.3%)에서 하사근기능항진, 10
명(6.0%)에서 현성잠복안진이 관찰되었다. 165명 중 술 후 1개월에 138명(83.6%), 2년에 122명(73.9%)에서,
4년이상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던 95명중에서는 55명(57.9%)에서 술 후 4년에 10PD이내의 안정된 사시각을 보였다.
결론 : 영아 내사시 진단 하에 양안 내직근 후전술 시행 후 2년과 4년의 관찰결과 각각 약 74%, 58%에서 만족할 만
한 수술결과를 얻었다.
<한안지 46(5):853-858, 2005>

영아 내사시는 생후 6개월 이전에 발생하는 내사시로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하지 않으며1,2 원시 교정시 사시
각의 변화가 없는 비조절 일치 내사시로 정의한다. 대
부분 30 prism diopter (PD) 이상의 안정된 사시각
을 가지며 굴절이상은 정상 영아에서와 비슷하고, 교차
주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약시는 20∼50%에서 발생
3,4
하며 잠복안진, 하사근기능항진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하사근기능항진증은 대부분 1∼2세 이후에 나타
나며 혹은 내사시 수술 이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해리
수직편위, 해리수평편위, 해리회선편위 등이 46∼90%
에서 동반되며 2∼3세 이후에 혹은 수술 후에 발생하기
5,6
도 한다. 또한 양안시의 결핍을 보이며 입체시 기능
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아 내사시의 치료원칙은
수술이며 약시치료가 끝나고 조절내사시의 가능성이 배
제되면 수술을 시행한다. 많은 연구에서 만 2세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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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수술적 교정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 2세
이전에 안위를 정상범위로 맞춰 놓으면 양안시 기능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양안시 기능이 정상
으로 발달하지 않더라도 외눈주시증후군에 의해 사시각
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의 입체시가 가능하게 되며 또한
14,15
미용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시각이
큰 경우 양안 내직근후전술을 시행 후 잔여 사시각에
대한 이차수술을 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수술 전 사시
각에 따라 3개 또는 4개의 수평근육을 한번에 수술하기
16,17
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 내사시로 진단받고 수술후 2년이
상 추적관찰된 165명을 대상으로 임상양상과 장기 수
술 결과를 분석하였다.

대상과 방법
1991년 4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영아 내사시 진단
하에 수술을 시행받은 환아 중 2년 이상 추적관찰이 가
능하였던 165명을 대상으로 임상양상과 수술결과에 대
해 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시력 검사, 안운동검사, 사
시각 측정, 조절 마비 하 굴절검사, 안저검사를 시행하
였다. 사시각 측정은 프리즘 교대 가림법으로 시행하였
고 협조가 안되는 경우 히르쉬버그검사 또는 크림스키
프리즘 검사를 시행하였다. 시력 측정은 협조가 가능한
환아는 텔러 시력표를 이용하여 검사하였으며 협조가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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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우 외눈주시나 외눈선호현상이 있는지 혹은
교대주시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절 마비 하 굴절
검사상 +2.50D 이상의 원시가 있을 경우 굴절 이상을
교정한 후 사시각 변화 여부를 검사하여 부분 조절성
내사시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첫 내원시 약시가 의심
되는 경우 좋은 쪽 눈가림을 시행하였으며, 직접 검안
경을 이용하여 안저 검사를 시행하였다. 수술은 만 2세
이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1차 수술로 동일술자에
의해 양안 내직근후전술을 시행하였다.
술 전 사시각, 굴절 이상, 약시, 하사근항진증, 해리
상사위, 잠복안진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수술결과의 평
가는 Toshio Maruo et al이 사용하였던 변형된 von
Noorden의 영아 내사시 수술결과 분류(modified
version of von Noorden’s criteria)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18,27 4PD 이내의 편위를 보였던 군을 정위
군(Orthotropia or mini-microtropia)에 포함하
였으며, 5∼10PD 이내를 미세사시군(Microtropia)
그리고 11∼20PD이내의 비교적 적은 사시각을 보였
던 군(Small Angle esotropia (ET) / exotropia
(XT))과 20PD 이상의 큰 편위를 보였던 군(Large
Angle ET/XT)으로 나누어 수술 결과를 평가하였다.
술 후 10PD 이내의 사시각을 보인 경우 만족할 만한
수술결과로 간주하였다. 술 후 2년 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던 165명에서 술 후 1개월, 2년에서 수술 결
과를 살펴보았고 이 중 4년이상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95명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관찰결과를 분석하였다. 수
술시기를 2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수술 결과를 통계
학적으로 비교하였고, 수술 직후 사시각과 최종 방문시
의 안위를 비교하였다. 재수술을 받은 경우 재수술 전
의 사시각을 최종 방문시의 사시각으로 간주하였다. 통
계학적 검증은 chi square test와 Wilcoxon rank
sum test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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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상 165명중 남아는 99명(60.0%), 여아는
66명(40.0%)였으며 보호자 문진을 통하여 진단한 내
사시 발생의 평균 시기는 4.5개월 (0∼6개월)이었다.
술 전 사시각은 45.9±13.99PD (25~90PD) (Fig.
1), 굴절 이상은 +sph 1.18±2.25 diopter (D)
(-sph 7.00 ~+sph 6.00 D)이었으며(Fig. 2), 80
명(48.4%)은 첫 내원시 한눈의 주시 선호로 약시가 의
심되어 술 전에 가림 치료를 시행하였다.
수술은 일차로 양안 내직근후전술을 시행하였고, 일
차 수술시기는 평균 생후 21±11.80개월(2~55개월)
이었다. 전체 165명 중 107명(64.8%)이 만2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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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stribution of preoperative deviation in infantile
esotr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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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stribution of preoperative refractive errors in
infantile esotropia.
Distribution of age at surgery (n=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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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istribution of age at surgery in infantile
esotropia.

전에, 58명(35.2%)이 만2세 이후에 수술을 받았다
(Fig. 3). 이 두 군간의 수술결과를 비교하였는데, 만
2세 이전에 수술한 107명중 61명(57.0%)에서, 만 2
세 이후에 수술한 58명중 40명(69.0%)에서 최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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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rgical outcomes in infantile esotropia at postoperative 1 month, 2 year and 4 year
Orthotropia

Microtropia

Small angle

mini-microtropia (%)

ET/XT (%)

ET/XT (%)

0-4 PD

5-10 PD

11-20PD

ET

XT

ET

Large angle
>20 PD

XT

ET

XT

1 month (n=165)

118 (71.5)

18 (10.9) 2 (1.2)

17 (10.3) 1 (0.6)

9 (5.5) 0 (0)

2 year (n=165)

96 (58.2)

23 (13.9) 3 (1.8)

16 (9.8) 5 (3.0)

17 (10.3) 5 (3.0)

4 year (n=95)

36 (37.9)

13 (13.7) 6 (6.3)

10 (10.5) 7 (7.4)

17 (17.9) 6 (6.3)

*

ET: esotropia, XT: exotropia, PD: prism diopter.

문시 10PD이내의 사시각을 보여 두 그룹 간의 통계학
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chi square test,
p>0.05).
일차 수술로 양안 내직근후전술을 시행하고 술 후 1
개월, 2년, 4년의 수술결과를 도표로 표시하였다(Table
1). 165명중 10PD이내의 사시각을 보인 환자는 술 후 1
개월에 138명(83.6%), 2년에 122명(73.9%)이었고
이 중 4년이상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던 95명중에서는
55명(57.9%)에서 술 후 4년에 10PD이내의 사시각을
보여 만족할 만한 수술 결과를 나타내었다.
술 후 1개월에서 4PD이내의 안위를 보였던 118명
(71.5%)의 경우 술 후 2년에서 87명(73.7%)이, 118
명중 4년이상 추적 관찰하였던 67명중 34명(50.7%)
이 술 후 4년에 4PD이내의 안위를 보였다. 수술 후 1
개월에서 5PD이상의 내사시를 보였던 44명은 술 후 2
년에서 8명(18.2%)이, 4년이상 추적 관찰하였던 26
명중 2명(7.7%)이, 5PD이상의 외사시를 보였던 3명
은 술 후 2년에 1명(33.3%)에서 4PD이내의 안위를
보여 정위군에 속하였다.
외사시군에서 4년이상 추적 관찰하였던 3명 중 술 후
4년에 4PD이내의 안위를 보인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세 그룹의 수술결과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술 후 1개월에서 4PD이내의 안위를 보였던 군에
서 가장 좋은 장기 추적 관찰 결과를 보였다(chi
square test, p<0.05).
일차 수술로 양안 내직근 후전술을 시행한 후 추적
관찰 중 48명(29.1%)에서 수평근에 대한 이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28명에서 잔여 내사시로 16명에서 속발
외사시로 4명에서 잔여 내사시와 해리수직편위 및 하사
근 기능항진증으로 이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차 수술
의 시기는 잔여 내사시의 경우 일차 수술 후 평균 20.5
개월, 속발 외사시의 경우 61.1개월 후에 시행하였다.
48명의 일차 수술 전 사시각은 51.7±15.6PD
(25~90PD), 일차 수술로 끝난 117명의 평균 술 전

사시각은 44.8±12.9PD (25~70PD)로 이차 수술을
받은 군에서의 술 전 사시각이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컸다(Wilcoxon rank sum test, p<0.05).
술 후 2년 이상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165명 중 해리
수직편위가 21명(12.7%), 하사근기능항진증이 20명
(11.3%), 현성잠복안진이 10명(6.0%)에서 초진시
또는 술 후 경과 관찰 중 발견되었다.

고

찰

영아 내사시의 치료는 수술적 교정이며 대다수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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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만 2세 이전에 교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사시각이 큰 경우에는 양안 내직근후전술 후 추가로 부
족한 양을 수술하는 2단계 수술법과 술 전 사시각에 따
라 3개 혹은 4개의 수평근육수술을 시도해볼 수 있다.
양안 내직근을 후전할 경우 술기가 비교적 간편하고 조
19-22
기에 양안시를 발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많
은 양을 후전시킬 경우 내직근의 약화를 초래하여 속발
성 외사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23-25 내사시각이 작은
경우에는 단안 혹은 양안 내직근후전술, 단안의 내직근
31
후전 및 외직근절제술 등으로 교정이 가능하다. 본 연
구에서의 대상은 모두 일차로 양안 내직근후전술 시행
후 부족 교정량은 이차수술을 통해 교정하는 2단계 수
술법이 적용되었다.
Yaacov et al26은 103명의 영아 내사시 환아에서
수술 후 평균 8.7년 추적 관찰한 결과 평균 수술시기는
2.76±2.09세였고 50%에서 10PD이하의 정위를,
42%에서 11~20PD의 적은 사시각을 보였다. Maruo
27
et al 은 521명을 술 후 1달과 4년째의 수술결과를
조사하였는데 술 후 한달째 268명(67.5%)에서 4PD
이내의 정위를 보였고 이중 181명(67.5%)에서 4년동
안 사시각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술 후 4년째 463
명(88.9%)에서 20PD이내의 결과를 보였다. PrietoDiaz et al28은 생후 30개월 이전에 수술을 받고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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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년째 8PD이내의 정위를 얻은 영아 내사시 환아
60명을 대상으로 8년 이상의 장기 추적결과를 조사하
였는데, 65%에서 술 후 지속적으로 정위와 미세사시의
교정상태를 유지하였고 35%에서 교정상태를 상실하
였으며 이중 43%에서 술 후 평균 11년 후 내사시 재발
과 48%에서 평균 7.6년 후 속발외사시가 발생하였음
29
을 보고하였다. David et al 은 102명을 대상으로
술 후 3년 이상 추적관찰 결과 76%에서 지속적으로 안
정된 사시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본원에서 수술받
고 4년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던 95명의 수술 결과
는 술 후 4년째 36명(37.9%)에서 4PD 내의 사시각
을, 55명(57.9%)에서 10PD내의 사시각을, 72명
(75.8%)에서 20PD 내의 사시각을 보였다.
16
Scott et al 은 큰 각의 영아 내사시에서 사시각에
따라 수술량을 조절하여 양안 내직근후전술 및 단안 혹
은 양안 외직근절제술을 선택적으로 시행하여 64.5%
의 성공률을 보였고 재수술도 6.3%로 매우 적었다. 반
면 Ing8은 술 후 평균 8년 6개월의 관찰에서 2세 이전
에 수술하면 융합 기능과 입체시를 얻는 비율이 높으
나, 35%에서 수평근육의 이차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Oh and Cho31는 51명중 39.2%에서 이차수술이
필요하였고, 2세 이전에 수술한 26명 중 9명(34.6%)
에서 이차 수평근육수술이 필요하였다. 본원의 경우
165명중 49명(29.7%)이 잔여 내사시, 속발 외사시
또는 해리수직편위나 하사근 기능항진증으로 이차 수술
을 받아서 Scott의 보고에 비해서는 높은 이차 수술율
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차 수술율은 본원의 경
우 수술 전 사시각이 커 양안 내직근후전술만 시행 시
잔여 내사시가 예상되는 경우라도 추가적인 수평 근육
의 수술보다는 이차 수술을 통해 교정하는 2단계 수술
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차 수술을 받은 48명
(29.1%)과 일차 수술로 끝난 116명(70.9%)의 술 전
평균 사시각은 각각 51.7±15.6PD, 44.8±12.9PD
로 이차 수술을 받은 군에서의 술 전 사시각이 의미있
게 컸으며 이는 술 전 사시각이 술 후 결과에 영향을 미
친다는 보고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였다.32
12
Von Noorden et al 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
7
정 후 결과의 예측이 어려워진다고 하였고, Taylor ,
9
10
30
Costenbader , Parks , Jampolsky 도 6개월에
서 18개월 사이의 조기수술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
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 대상 165명 중 107명은 2세
이전에 수술을 받았으나 58명은 본원 방문시기가 늦어
졌거나 술 전 가림 치료 등으로 수술 시기가 2세 이후
였다. 2세 이전과 2세 이후에 수술받은 107명과 58명
의 최종 방문시 4PD이내의 사시각을 보인 비율은 각각
39.2%, 53.4%, 10PD이내의 사시각을 보인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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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57.0%, 69.0 %로 두 그룹간의 통계학적인 차
이는 없었다.
Maruo et al27은 영아 내사시 환자 521명을 술 후
1달과 4년째의 수술결과를 조사하였는데 술 후 한달째
268명(67.5%)에서 4PD이내의 정위를 보였고 이중
181명(67.5%)에서 4년후에도 4PD이내의 정위를 보
여 술 후 1개월에 정위 또는 약간의 내사시를 보이는
경우 장기 수술 결과가 가장 좋았다고 보고하였다. Oh
and Cho31는 55PD미만의 영아 내사시 환자에서 수
술 직후 3PD이내의 사시각을 보였던 경우에서 2년이
상 추적 관찰 결과 54.5%가 정위를 나타내어 가장 높
은 정위율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술
후 1개월에서 4PD이내의 안위를 보였던 118명
(71.5%)의 경우 술 후 2년과 4년에서 각각 73.7%,
50.7%가 4PD이내의 정위군에 속하며 가장 좋은 결
과를 나타내어 술 후 1개월의 안위가 장기간의 안위 유
지에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영아 내사시는 조기 수술에도 불구하고 술 후 안위가
33
불안정하며 Lee et al 은 50명중 38%의 하사근기능
항진증을, 14%의 해리수직편위를 보고하였고, Kim
et al34은 영아 내사시 175명 중 44.3%의 해리수직편
위를, 71.8%의 하사근기능항진증을 보고하였다. Oh
31
and Cho 는 55PD미만의 내사시만을 다뤄 51명 중
15.7%에서 해리수직편위 및 하사근기능항진증을 나타
26
냈다. Yaacov et al 은 103명중 74%에서 해리수직
편위를, 21%에서 잠복안진, 48.5%에서 술 전 약시를
보고하였다. 본원에서 영아 내사시로 술 후 2년까지 관
찰한 165명 중 해리수직편위는 12.7%, 하사근기능항
진증은 11.3%, 현성잠복안진은 6.0%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영유아
로 협조가 되지 않아 측정이 어려워 실제보다 적은 수
로 측정되었을 수 있으며, 해리수직편위나 하사근기능
항진증의 경우 수술 후 2년 이상 경과 된 후에 나타났
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4년 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
하였던 95명 중에서는 해리성수직편위가 21.1%, 하사
근 기능항진증이 16.8%에서 관찰되어 영아 내사시 수
술 후 안위에 대한 장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는 영아 내사시로 진단받고 수술받은 환아에
대한 임상양상 및 수술 후 장기 추적 결과에 대한 분석
이 목적이었으며, 165명의 많은 대상을 4년간 장기 추
적 관찰한 결과를 살펴본 데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환
아의 협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검사 시간 등 현실
적인 한계로 인해 입체시 및 융합기능과 수술 경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한 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한 대상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여러 기관

― 정은지 외 : 영아 내사시의 임상양상과 수술결과 ―

에서 협조하여 유아내사시의 수술 후 양안시 예후에 대
한 전향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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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nical Manifestations and Surgical Outcome of Infantile Esotropia
Eun-Jee Chung, M.D.1, Yoon-Hee Chang, M.D.2, Ji-Ho Chang, M.D.1,
1
1
Seung-Han Han, M.D. , Jong-Bok Lee, M.D.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1 Seoul, Korea
2
Department of Ophthalmology, Ajou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uwon, Korea

Purpose: To study the clinical manifestations and surgical outcome of infantile esotropia.
Methods: This review retrospectively examined 165 patients of infantile esotropia who had undergone
recession of bilateral medial rectus muscles from April 1991 to September 2001 at our institute. We measured
the binocular alignment and analyzed the long term surgical outcome.
Results: The average angle of deviation of 165 patients was 45.9±13.99PD (25~90PD) and the average
refractive error was +sph 1.18±2.25D (-sph 7.00~+sph 6.00D). Amblyopia was found in 48.4% of the
patients, DVD in 12.7%, IOOA in 11.3%, and manifest latent nystagmus in 6.0%. A binocular alignment
within 10 PD was achieved in 73.9% and 57.9% at the 2nd and 4th post-operative year respectively.
Conclusions: The surgical outcome of bimedial rectus muscle recession in infantile esotropia was satisfactory
in 74%, and 58% of the patients at the 2nd and 4th post-operative year respectively.
J Korean Ophthalmol Soc 46(5):853-85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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