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상사근마비 환자에서 단안 하사근후 술 시행 후 

수직사시각의 변화

    

연세 학교 학원
                          

의  학  과
         

김    재      

[UCI]I804:11046-000000514461[UCI]I804:11046-000000514461[UCI]I804:11046-000000514461



상사근마비 환자에서 단안 하사근후 술 시행 후 

수직사시각의 변화

    

지도교수  나 상 훈

이 논문을 석사 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18일

            
연세 학교 학원

의  학  과

김    재      





감사의 말씀

  이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시종 세심한 지도와 편달을 베풀어 

주신 나상훈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기간중 여러모로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이종혁 교수

님, 김선웅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늘 지켜보시며 염려해 주시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안과학교실의 윤이나 선생님, 김수한 선

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진행과정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안과학교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

으신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 김혜경을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   씀



차    례

국문 요약 ································································································································· 1

제1장 서론 ······························································································································· 2

제2장 대상과 방법 ················································································································· 4

제3장 결과 ······························································································································· 5

제4장 고찰 ······························································································································· 6

제5장 결론 ······························································································································· 8

참고 문헌 ································································································································· 9

표 ············································································································································· 11

영문 요약 ······························································································································· 14



표  차  례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 11

Table 2. Comparison between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conditions in 

primary position ······························································································ 12

Table 3. The success rate depending on inferior oblique overaction ········· 13



1

국 문 요 약

상사근마비 환자에서 단안 하사근후전술 시행 후 

수직사시각의 변화

<지도교수 나상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재 혁

  상사근마비환자를 대상으로 단일근에 한한 하사근 10mm 후전술 시행 후 수직

편위교정량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2002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단안의 상사근마비로 진단받은 환자 26명을 

대상으로 하사근후전술 시행후, 의무기록지를 이용한 후향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원에 내원하기 전 한번이라도 사시수술을 받은 경우는 대상군에서 제외하였다. 

수술 후 1년 동안의 추적 관찰을 하였으며, 수술 전 정면사시각이 15프리즘보다 

심했던 환자와 15프리즘 이내였던 환자를 나누어 비교하였다. 또한, 하사근기능항

진 정도에 따라 환자를 나누어 비교하였다. 

  마비안은 우안이 15명, 좌안이 11명이었으며, 동반된 수평사시로는 간헐외사시가 

10명이었다. 수술 전 수직편위가 15 프리즘디옵터 미만이었던 14명 중 전부가 4 

프리즘디옵터 이내로 교정되었으며 15 프리즘디옵터 이상 12명 중 전부가 수술 

후 1달 경과, 8 프리즘디옵터 이내로 교정되었다. 수술 후 교정량에 있어서 하사

근 기능항진정도에 따른 수술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시각의 양 및 하사근기능항진의 양과 상관없이 수직사시가 있는 상사근마비 

환자는 단일안에 하사근 10mm 후전술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단안 하사근후전술, 상사근마비, 수직사시, 하사근기능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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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근마비 환자에서 단안 하사근후전술 시행 후 

수직사시각의 변화

<지도교수 나상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재 혁

제1장 서 론

상사근마비는 선천성과 후천성이 있으며 단안 혹은 양안에 발생 가능하다(1-4). 

상사근은 6개의 외안근 중 선천성 이상이 가장 많이 보고되는 근육으로 약 40%

가 선천성으로 알려져 있다(5). 임상양상으로 마비안의 상사시와 외회선을 보이며 

대부분의 환자가 머리 기울임이 있고 마비안의 반대쪽으로 머리를 기울이려는 경

향이 있다. 이는 마비안 쪽으로 머리를 기울이면 상사시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

지만, 간혹 마비안쪽으로 머리를 기울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시각을 넓혀서 

복시를 없애기 위함으로 생각된다(6). 오랫동안 머리를 기울이고 지내다 보면 얼

굴모양이 비대칭이 될 수 있고 양안 단일시의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사시의 경우 사시가 있다고 하여 모두 치료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상사근마비

의 경우 심한 머리 기울임으로 인하여 미용상 문제가 있다거나, 복시가 있을 경

우, 좌우 얼굴의 비대칭이 심할 경우에는 치료를 고려하여야 한다(6). 치료는 보통 

수술적 방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현재 수술을 하는데 있어 수술의 양을 얼마만큼 

하여야 한다는 정확한 공식은 없다(6). 그러나 대개 상사시가 15 프리즘디옵터 이

하이면서 하사근기능항진이 있는 경우 단안의 하사근약화술을 시행하게 되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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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디옵터 이상의 경우에는 하사근약화술과 상직근후전술 또는 비마비안의 하

직근후전술 등 2개 이상의 근육수술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7, 8). 이는 1986

년, the American Academy of Ophthalmology에서도 큰 디옵터의 상사시의 경

우 2개 근육접근 수술을 설명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9). 

최근, Raoof and Burke에 의하면 20프림즘 디옵터 이상의 상사근마비 환자에

서 단안에 한한 하사근절제술로도 2개 근육 접근수술과 비교하여 좋은 결과가 있

었다고 발표하였다(10). 따라서, 본 연구는 해당의료기관에 내원한 상사근마비 환

자를 대상으로 단일근에 한한 하사근 10mm 후전술 시행 후 수직편위교정량을 알

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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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상과 방법

  2002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단안의 상사근마비로 진단받은 환자26명을 

대상으로 하사근후전술 시행 후, 의무기록지를 이용한 후향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을 준수하였으며, 연구윤리 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IRB No. CR317317). 본원에 내원하기 전 한번이라도 사시수술을 받은 경우는 

대상군에서 제외하였다. 진단은 양안운동검사를 통한 단안의 사근이상이 관찰 될 

경우, 비마비안 방향으로 볼 때 상사시가 증가 하는 경우, 비엘쇼우스키머리기울

임검사를 했을 때 양성반응을 나타나는 경우로 하였다. 

사시각은 원거리, 근거리에서 교대프리즘가림검사로 측정하였으며, 수술은 마비

안의 10mm 하사근후전술을 시행하였는데, 하사근 앞쪽가장자리를 Scheie-Parks 

point(하직근부착부에서 바깥쪽가장자리를 따라 3mm 뒤쪽, 2mm 바깥쪽 점)에 

붙였다. 이는 15프리즘디옵터 이상의 높은 디옵터 환자에 있어서도 동일 한 수술

을 시행하였다. 수술은 모두 동일한 술자에 의해 시행되었다. 

수술 후 평가 역시, 수술전과 같은 방법으로 원거리, 근거리에서 교대프리즘가

림검사로 사시각을 측정하였고 이를 수술 전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수술 후 수직

편위교정량을 평가하였다. 하사근기능항진에 대한 평가는 Del Monte and Parks

가 사용한 것처럼 외안근을 최대힘의 방향으로 보게 하였을 때 양안 각막가장자

리의 높이 차를 이용하였다(11). 

수술 후 1년 동안의 추적 관찰을 하였으며, 수술 전 정면사시각이 15프리즘디

옵터보다 심하였던 환자와 15프리즘디옵터 이내였던 환자를 나누어 비교하였다. 

또한, 하사근기능항진 정도에 따라 환자를 나누어 비교하였다. 통계학적 검증은 

Mann-Whiney U test를 이용하여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 하다고 판단

하였다.

수술 결과는 남은 수직사시각이 4 프리즘디옵터 이하인 경우를 매우좋음, 5에서 

8 프리즘디옵터인 경우를 좋음, 9 프리즘디옵터 이상인 경우를 나쁨으로 정하여 

8 프리즘디옵터 이하일 경우를 성공적인 교정효과로 성공률에 포함시켰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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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 과

  총 대상 환자는 26명이었으며 남자는 14명, 여자는 12명으로 평균 나이는 20.2

세 (20.15±15.08)였다. 마비안은 우안이 15명, 좌안이 11명이었으며, 동반된 수

평사시로는 간헐외사시가 10명이었다. 수술 전과 수술 후 제일안위에서 평균 수직

사시는 12.4PD (12.4±4.85)에서 1PD (1.0±3.21)로 11.4PD의 교정 효과를 보였

고 수술 전 수직편위가 15 프리즘디옵터 미만 14명 중 전부가 4프리즘디옵터 이

내로 교정되어 수술 후 매우좋음으로 성공적인 교정효과를 보였고 15프리즘디옵

터 이상 12명 중 10명이 수술 후 1달 경과에서 4프리즘디옵터 이내의 매우좋음, 

2명이 8프리즘 이하의 좋음의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수술 후 3개월 경과, 환자 1명이 14 프리즘디옵터로 재발하여 동측의 

상직근후전술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본원에서 시행한 최대 25 프리즘디옵터 이하 

26안에 대해 동일한 정도의 하사근 10mm 후전술 시행 이후 8 프리즘디옵터 이

하로 교정되었을 때 수술 성공으로 판단할 경우, 96.2%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이

중 88.5%인 23명이 매우좋음의 결과를 보였다(Table 1). 

+1~2의 하사근기능항진을 보였던 5명의 환자에서 수술 전과 후의 평균 수직 

편위각은 9.6PD (9.6±4.34) 에서 수술 후 평균 9.6PD (9.6±4.34)의 교정량을 

보였고, +3~4 이상의 하사근기능항진을 보였던 21명의 환자에서는 수술 전 

13.1PD (13.1±4.82)에서 수술 후 평균 11.8PD (11.8±4.85)의 교정량을 보였다. 

수술 후 교정량에 있어서 하사근기능항진 정도에 따른 수술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또한, 하사근기능항진 정도에 따른 수술 후 교정

량 변화에서도 하사근기능항진 +1~2인 환자군은 모든 환자에서 4프리즘디옵터 

이내의 수직편위각을 하사근기능항진 +3인 환자군에서는 16명이 4프리즘디옵터 

이내의 수직편위각을 1명이 8프리즘디옵터 이하의 수직편위각을 보였다. 하사근기

능항진 +4인 환자군에서는 2명이 4프리즘디옵터 이내로 1명이 8프리즘디옵터 이

하의 수직편위각을 보였으며 1명만이 재발로 인한 수술 후 14 프리즘디옵터의 수

직편위각을 보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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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사근기능항진을 동반한 상사근마비의 치료로써 1943년에 White가 하사근후

전술에 대해 처음으로 발표하였고 하사근기능항진에 따라 후전술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3). 또한, 최근에는 Stout가 제일안위에서의 수직사시각이 

큰 경우에 수직근에 대한 수술을 병용하는데 15 프리즘디옵터 보다 많은 상사시

를 보이는 경우에 하사근약화술과 비마비안의 하직근후전술의 병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4). 이렇듯 상사근마비의 치료 방법인 하사근약화술에 대해 비슷한 

수술 방법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가지 수술 

전후의 요소가 수술 후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수술 전 사

시각 측정이 협조여부에 따라 부정확하게 측정된 경우, 수술의 결과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즉,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의 정해

진 수술방법으로 시행하였을 경우 수술 후 과교정 및 저교정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직 사시각과 하사근기능항진에 따라 단계적으로 후전술

의 양을 변화시키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양의 하사근

후전술을 시행한 결과, 최대 25 프리즘디옵터 수직사시각을 보였던 환자 26명에

게 수술 후 평균 1 프리즘디옵터의 수직사시각의 수술결과를 얻었다. 하사근기능

항진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서 비슷한 교정 효과를 보여 하사근기능항진 

정도에 따른 하사근 10mm 후전술의 결과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arks는 하사근기능항진 정도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수술 후 하사근기능

항진의 재발률이 높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수술 후 하사근기능항진 재발

률이 낮다고 하였다(15). 물론 하사근기능항진의 정도는 검사자에 따라 다르게 측

정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3개월 뒤, 1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

에서 하사근기능항진의 재발을 보이지 않았고 하사근기능항진 정도와 상관없이 

수술 후 8 프리즘디옵터 이하의 수직 편위각을 보였는데 이는 26명의 환자 중 대

부분의 환자인 23명이 수술 후 1년 추적 관찰에서 4프리즘디옵터 이하의 수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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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각을 보여 수술 후 매우좋음 상태였다는 점에서 수직사시각에 상관없이 수직편

위를 보이는 환자에서 단안 하사근 10mm 후전술을 시행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

각한다. 

이는 본 연구가 이전 연구들(7, 9, 16, 17)과 비교하였을때, 15 프리즘디옵터 

이상의 높은 프리즘디옵터 환자에서도 단일근육수술법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양한 술 전 요소에 상관없이 동일한 양의 

하사근후전술 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수직편위교정량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환자 혹은 보호자는 사시각에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에 의해 병원을 

찾게 된다. 즉, 환자나 보호자는 사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사시각의 양과 환자의 증상과는 일정한 연관성을 찾

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 본원에 내원한 26명의 환자 또한 다양한 양의 사시각을 

보였다. 하지만 동일한 양의 하사근후전술 시행 이후 수술 후 4프리즘디옵터 이내

로 교정된 것이 수술 전 15프리즘디옵터 이내 환자군에서는 100%, 15프리즘디옵

터 이상의 환자군에서는 75%였으며, 수술 후 8프리즘디옵터 이하로 교정된 것은 

수술 전 15프리즘디옵터 이상의 환자군에서 91.7%였다.

본 논문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의무기록지를 통한 후향적 연구라는 점에서 기록

에만 의존한 결과라는 점에서 bias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전 환자분들

의 경우 현재 사시각의 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재발과 같은 요소를 알 수가 없

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복시 및 머리기울임과 같은 주관적 증상

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 실제로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이 어느 정도 호

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대부

분의 환자들이 1년의 추적 관찰기간 동안 수술 후 4프리즘디옵터 이내로 사시각 

교정이 이루어 졌고 추가적인 재수술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

느 정도 환자의 증상은 호전되었다고 간주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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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일안위에서 수직사시각

의 양과 하사근기능항진 정도에 따른 단계적으로 수술의 양을 달리하거나 수술방

법을 달리하는 기존의 방식(7-9, 16, 17)과 다르게 사시각의 양 및 하사근기능항

진의 양과 상관없이 수직사시가 있는 상사근마비 환자는 단일안에 하사근 10mm 

후전술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협조가 잘 되지 않아 검사

할 때마다 편위각 및 하사근기능항진 정도가 차이를 보여 수술의 양을 결정하기 

어려운 소아사시환자들을 치료함에 있어 단일안에 한한 하사근 10mm 후전술 만

으로도 환자의 증상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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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Sex/Age IOOA degree Preop deviation OP amount Postop 
deviation

No. 1 F/20 IOOA +3 10 XT 10 RHT
IO recession
LLR 5mm 6 XT

No. 2 M/15 IOOA +3 10 RHT IO recession ST
No. 3 F/19 IOOA +3 8 XT 15 LHT IO recession ST
No. 4 M/18 IOOA +3 15 RHT IO recession ST
No. 5 F/21 IOOA +3 15 LHT IO recession ST
No. 6 M/12 IOOA +2 10 LHT IO recession ST

No. 7 M/16 IOOA +3 10 XT 15 RHT
IO recession
LLR 6.5mm ST

No. 8 F/12 IOOA +3 8 XT 10 RHT IO recession ST
No. 9 M/41 IOOA +3 6 XT 10 RHT IO recession ST

No. 10 F/23 IOOA +3 6 XT 25 LHT IO recession ST
No. 11 M/11 IOOA +3 10 LHT IO recession ST
No. 12 F/10 IOOA +2 10 RHT IO recession ST
No. 13 F/15 IOOA +2 4 RHT IO recession ST
No. 14 M/15 IOOA +4 6 XT 8 RHT IO recession 4 XT
No. 15 M/13 IOOA +3 20 RHT IO recession ST

No. 16 F/14 IOOA +3 12 XT 15 LHT
IO recession
RLR 6.0mm 6 XT 5 LHT

No. 17 F/8 IOOA +3 15 XT 8 RHT
IO recession
LLR 7.0mm ST

No. 18 M/13 IOOA +4 10 XT 15 RHT
IO recession
LLR 6.0mm 8 XT 8 RHT

No. 19 F/12 IOOA +3 16 XT 9 LHT
IO recession
RLR 7.5mm 8 XT 

No. 20 F/61 IOOA +1 3 XT 16 LHT IO recession ST

No. 21 M/12 IOOA +3 12 XT 8 RHT
IO recession
LLR 6.5mm ST

No. 22 M/11 IOOA +4 16 XT 16 RHT
IO recession
LLR 7.5mm 14 XT

No. 23 M/15 IOOA +2 14 XT 8 RHT
IO recession
LLR 7.0mm 6 XT

No. 24 M/14 IOOA +3 6 LHT IO recession ST
No. 25 F/34 IOOA +3 15 LHT IO recession ST

No. 26 M/69 IOOA +4 4 XT 20 LHT 
IO recession 

+ LSR 4.0mm
4 LHT -> 
14 LHT

IO=inferior oblique; LLR=left lateral rectus recession; RLR=right lateral rectus recession; LSR=left superior 
rectus recession; XT=exotropia; ST=straight; LHT=left hypertropia; RHT=right hypertropia; M=male; 
F=female; IOOA=inferior oblique overaction; OP=operation; Postop=postoperative; Preop=pre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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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between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conditions in primary 

position

IOOA* +1~2 (n=5) IOOA* +3~4 (n=21)
P-value

Mean±SD Mean±SD

Preoperative mean amount (PD**) 9.6±4.34PD** 13.1±4.82PD** 0.245

Postoperative mean reduction (PD**) 9.6±4.34PD** 11.8±4.85PD** 0.528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was done by Mann-Whitney U-Test; *IOOA=Inferior oblique overaction; 
**PD=prism dio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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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success rate depending on inferior oblique overaction 

*IOOA=inferior oblique overaction.

IOOA* degree
Postoperative hyperdeviation

Success rate (%)
Excellent (0~4△) Good (5~8△) Poor (>9△)

IOOA* +1 1 0 0 100 %

IOOA* +2 4 0 0 100 %

IOOA* +3 16 1 0 100 %

IOOA* +4 2 1 1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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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 of vertical deviations after isolated inferior 

oblique muscle recession for superior oblique palsy

Kim, Jae Hyuk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Rah, Sang Hoon)

   To investigate the amount of vertical deviation correction after isolated 

inferior oblique muscle 10mm recession. 

   From February 2002 to may 2016, 26 patients with unilateral superior 

oblique palsy were retrospectively investigated using the medical records. 

The patients who had undergone strabismus surgery before the visit were 

excluded from the study group. The follow-up period was 1 year after 

surgery. Patients who had a preoperative deviation of more than 15 prism 

and those who were within 15 prism were compared. Also, patients were 

divid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ferior oblique muscle overaction. 

   The paralyzed eyes were 15 in the right eye, 11 in the left eye, and 

10 with intermittent exotropia. All of 14 patients less than 15 prism 

diopters before surgery were corrected to less than 4 prism diopters. 

Also, all of 12 patients greater than 15 prism diopters were correc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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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than 8 prism diopters within 1 month after surgery.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postoperative correction rate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ferior oblique 

muscle overaction. 

   Regardless of the amount of vertical deviations and the amount of 

inferior oblique muscle overaction, we suggest isolated inferior oblique 

muscle 10mm recession to the patients with superior oblique palsy with a 

vertical deviation.

Key words : Isolated inferior oblique muscle recession, Superior oblique palsy, 

Vertical deviations, Inferior oblique muscle over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