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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이내 근시 굴절이상이 소아 간헐 외사시 수술 결과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Mild to Moderate Myopic Refractive Error on Surgical Outcomes 
of Intermittent Exotropia in Children

안정현⋅백혜정

Jeong Hyun Ahn, MD, Hae Jung Paik, MD, PhD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길병원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Gil Medical Center,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cheon, Korea

Purpose: We evaluated the effect of myopia on lateral rectus recession in children with intermittent exotropia.
Methods: Medical records of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myopia who underwent lateral rectus recession for intermittent exo-
tropia surgery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Patients were group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spherical equivalents 
(SEs) (group 1: SE > -1.0 diopter [D]; group 2: -3.0 D > SE ≥ -1.0 D; group 3: SE ≤ -3.0 D). The success rate of surgery after 1 
month, 3 months, and 12 months, and the degree of correction were reviewed. Surgeries were considered successful if the 
amount of exo/eso-tropia or phoria was within +10/-10 prism diopters (PD) after 12 months.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an exodeviation at any time point among the three groups. The degree of 
correction per lateral muscle recession (PD/mm) was 2.05 ± 0.40, 2.33 ± 0.57, and 2.00 ± 0.30; 2.13 ± 0.46, 2.06 ± 0.26, and 2.14 
± 0.13; and 1.93 ± 0.47, 2.11 ± 0.32, and 1.92 ± 0.25 at 1, 3, and 12 month(s) after surgery in the three groups; however, the re-
sul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3 months only. The surgical success rate was 81.82%, 100%, and 100% in the groups, re-
spectively,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Conclusion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surgical success rate or degree of correction among groups with mild to moderate 
myopia. No additional surgical correction is needed in myopic patients with intermittent exotr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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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 외사시는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흔하게 호발하는 외

사시로, 내사시에 비해 약 2배 이상 그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간헐 외사시의 비수술적 치료로 근

시 과교정 근시안경 착용이나 한눈 가림 등으로 수술 시기

를 지연하고자 하였으나, 수술을 통한 치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3,4 간헐 외사시의 수술적 치료는 보편적으로 크게 양

안에 시행하는 외직근 후전술과 단안에 시행하는 외직근 

후전술과 내직근절제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술의 목표는 

양안 단일시의 유지 및 시기능의 정상화, 시력발달을 들 수 

있다.5 외사시 수술의 예후에 영향을 주는 수술 전 인자로 

굴절이상을 들 수 있으며, 1.0 diopter (D) 이상의 근시군 또

는 2.5 D 이상의 근시, 원시군에서 술 후 속발 내사시의 발

생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다.6,7 또한 6 D 

이상의 고도근시에서 간헐 외사시 수술 이후 속발 내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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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1* Group 2† Group 3‡ p-value§

Post-operative deviation (PD)

1 month -0.21 ± 5.83 -3.68 ± 7.32 -1.50 ± 4.94 0.15

3 months -0.33 ± 5.74 -1.79 ± 5.04 -1.43 ± 4.33 0.59

12 months 1.15 ± 5.43 -0.84 ± 3.27 1.38 ± 4.27 0.2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D = prism diopters.
*Group 1: spherical equivalent (SE) > -1.0 D; †group 2: -3.0 D < SE ≤ -1.0 D; ‡group 3: SE ≤ -3.0 D; §1-way analysis of variance. 

Table 2. Post-operative deviation in three groups 

Total Group 1* Group 2† Group 3‡ p-value§

Sex, M/F 33/33 14/17 12/11 7/5

Age (years) 8.06 ± 3.09 8.00 ± 3.05 8.13 ± 3.13 8.08 ± 3.50 0.89

Direction, bilateral/unilateral 63/3 31/0 20/3 12/0

SE (D) -1.42 ± 1.25 -0.06 ± 0.40 -1.84 ± 0.52 -4.03 ± 1.25 <0.01

Pre-operative astigmatism -0.92 ± 0.64 -0.79 ± 0.50 -1.02 ± 0.58 -1.08 ± 1.01 0.27

Pre-operative deviation (PD) 26.03 ± 5.86 (20 to 45) 25.84 ± 5.20 25.78 ± 6.51 26.78 ± 6.97 0.87

Post-operative deviation after 
12 months (PD)

1.07 ± 4.23 1.15 ± 5.43 -0.84 ± 3.27 1.38 ± 4.27 0.2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Negative (-) values mean myopia in SE, esotropia in PD.
M = male; F = female; SE = spherical equivalent; D = diopter; PD = prism diopters.
*Group 1: SE > -1.0 D; †group 2: -3.0 D < SE ≤ -1.0 D; ‡group 3: SE ≤ -3.0 D; §1-way analysis of variance. 

Table 1. Patient demographics and the pre- and post-operative deviation and parameters in three groups 

의 발생률이 고도근시가 아닌 그룹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

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8 이에 저자들은 6 D 미만의 중등

도 이내 근시를 가진 기본형 간헐 외사시 소아 환자를 대상

으로 술 전 근시 굴절이상 정도와 외직근 후전술의 단위길

이당 수술효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본원 안과에서 단일 술

자(PHJ)에게 간헐 외사시 진단 하에 외직근 후전술을 시행

받은 중등도 이하 근시 굴절이상 환자 총 66명(남자 33명, 

여자 33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환자들

의 안축장 길이는 자료 부재로 인해 측정되지 않았다. 연구

에 포함된 환자들의 특성은 Table 1과 같았으며 수술 전 구

면대응치(spherical equivalent, SE)의 정도에 따라 세 그룹

(-1.0 D 초과를 1군, -1.0 D 이하 -3.0 D 초과를 2군, -3.0 D 

이하를 3군)으로 나누어 사시수술 후 1년까지의 결과를 비

교하였다(3군의 경우 구면대응치 -3.0 D 이하 -5.875 D 이

상의 환자들이 포함되었다). 모든 환자의 시력은 한천석 시

력표로 측정하였으며, 조절마비제인 1% cyclogyl 또는 0.5% 

atropine을 점안하여 조절마비굴절검사를 시행하였고 굴절

이상은 구면대응치로 정의하였다. 양안 시기능 측정은 티트

무스검사(Titmus stereo Tests; Stereo Optical Cl. Inc., Chicago, 

IL, USA)와 워트4등검사로 하였다. 프리즘가림검사는 술 

전 굴절이상을 교정하여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교대프리

즘가림검사로 33 cm 근거리 사시각과 정면, 위, 아래, 오른

쪽, 왼쪽 방향에서 4 m 원거리 사시각을 측정하였다. 모든 

환자는 Park's formula에 기초하여 수술하였고 단안 외직근 

후전술의 경우, 원거리 사시각 기준 20프리즘디옵터(prism 

diopters, PD)는 8.25-8.5 mm, 18 PD는 8.0 mm로 후전하였

다. 수술자의 경험과 각 환자의 연령 및 수술 전 측정 사시각 

변화에 따라 1.0 mm 이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45 PD 

이상의 큰 외편위는 없었으며 양안 혹은 단안 외직근 후전

술 후 1주일, 1개월, 6개월, 12개월에 안구 위치를 측정하였

고, 최종 수술 후 12개월째의 결과로 성공 여부를 결정하였

다. 수술 12개월 후 -10 PD 내편위에서 +10 PD 외편위 이

내의 편위를 보이는 경우 수술 성공으로 간주하였다.9 외직

근 후전술 후 저교정으로 인해 남은 외편위 양은 양수 PD

로, 과교정으로 인해 발생한 내편위양은 음수 PD로 표현하

였고 통계적 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sion 20.0 (IBM 

Corp., Armonk, NY, USA)의 Mann-Whitney test, 1-way 

analysis of variance test, chi-square test를 통해 시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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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1* (n = 31) Group 2† (n = 23) Group 3‡ (n = 12) p-value§

Post-operative day (PD/mm)

1 month 2.05 ± 0.40 2.33 ± 0.57 2.00 ± 0.30 0.063

3 months 2.13 ± 0.46 2.06 ± 0.26 2.14 ± 0.13 0.002

12 months 1.93 ± 0.47 2.11 ± 0.32 1.92 ± 0.25 0.11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D = prism diopters.
*Group 1: spherical equivalent (SE) > -1.0 D; †group 2: -3.0 D < SE ≤ -1.0 D; ‡group 3: SE ≤ -3.0 D; §1-way analysis of variance. 

Table 3. Amount of corrected prism diopters per lateral rectus recession (PD/mm)

Figure 1. Figure demonstrating amount of corrected prism di-
opters (PD) per lateral rectus recession in three groups. Group 
1: spherical equivalent (SE) > -1.0 diopter (D); group 2: -3.0 D 
<  SE ≤  -1.0 D; group 3: SE ≤  -3.0 D. 

p값이 0.05 미만이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였다.

결 과

총 66명의 환자 중 성별은 남자 33명(50.0%), 여자 33명

(50.0%)이었고 수술 전 구면대응치에 따라 분류한 환자들

의 수는 1군 31명, 2군 23명, 3군 12명이었다. 세 군의 평균 

연령은 8.00 ± 3.05세, 8.13 ± 3.13세, 8.08 ± 3.50세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89). 각 군의 수술 

전 원거리 사시각은 각각 25.84 ± 5.20 PD, 25.78 ± 6.51 

PD, 26.78 ± 6.97 PD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87). 또한 각 군의 평균 구면대응치는 -0.06 ± 0.40 D, 

-1.84 ± 0.52 D, -4.03 ± 1.25 D였으며 양안 시기능의 차이

는 없었다(Table 1).

각 군의 술 후 1개월째 평균 사시각은 12개월 측정한 각 

그룹에서 -0.21 ± 5.83 PD, -3.68 ± 7.32 PD, -1.50 ± 4.94 

PD (p=0.15), 술 후 3개월 -0.33 ± 5.74 PD, -1.79 ± 5.04 

PD, -1.43 ± 4.33 PD (p=0.59), 술 후 12개월에서 1.15 ± 

5.43 PD, -0.84 ± 3.27 PD, 1.38 ± 4.27 PD (p=0.28)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2).

수술 12개월 후에 눈의 정렬을 기준으로 수술의 성공 여

부를 판별하였는데, -10 PD 내편위에서 +10 PD 외편위 사

이의 편위를 보이는 경우 수술 성공으로 간주하였다. 10 

PD 이상의 외사시를 보이는 경우를 재발로, 10 PD 이상의 

내사시는 과교정으로 정의하였을 때 대상 환자의 수술 성

공률은 1군에서 81.82%, 2군, 3군에서는 100% (p=0.84)였

고, 1군에서 과교정이 2명, 재발이 4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군의 수술 성공률은 90.09%였다. 

외직근 후전술 1 mm당 교정효과는 술 후 1개월째 1, 2, 

3군에서 각각 순차적으로 2.05 ± 0.40 PD/mm, 2.33 ± 0.57 

PD/mm, 2.00 ± 0.30 PD/mm (p=0.063), 술 후 3개월째 2.13 

± 0.46 PD/mm, 2.06 ± 0.26 PD/mm, 2.14 ± 0.13 PD/mm 

(p=0.002), 술 후 12개월째 1.93 ± 0.47 PD/mm, 2.11 ± 0.32 

PD/mm, 1.92 ± 0.25 PD/mm (p=0.113)였으며, 술 후 3개월

째 일시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Fig. 1).

3군 내에서 -4.0 D 이상의 근시를 가진 환자와 그렇지 않

은 환자를 분석하였을 때 수술 후 1개월, 3개월, 12개월 때의 

수술 성공률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Mann-Whitney 

test; p=0.30, p=0.63, p=0.37).

고 찰

간헐 외사시는 적당한 치료 시기를 놓칠 시 약시, 눈피

로, 복시, 입체감저하, 미용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현

재 수술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치료로 선택되고 있

다.10,11 간헐 외사시는 수술 방법과 무관하게 술 후 시간 경

과에 따라 외편위가 다시 생기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30-40%의 재발률까지 보고되기도 한다.12 또한 근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며 발생 연령 또한 빨라지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 조사된 연구에서도 약 54%의 유병

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에서 10세 미만 소아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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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10세 이전 소아의 고도근시 환

자가 증가하고 있다.13 Kushner et al은 수평 직근의 후전술

을 시행할 때, 굴절률, 안축장의 길이가 수술의 결과에 영

향을 끼칠 수 있고, 수술량을 결정함에 있어 직근의 원부착 

부위와 적도부까지의 길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14-16 

Lee et al17
은 A-scan을 통해 측정된 안축장의 길이가 긴 눈

에서 상대적으로 수평 직근 후전술의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였고, 따라서 술자가 수술 후 과교정이나 저교정

을 피하기 위해서는 굴절이상, 안축장의 길이, 수술 전 외

편위 양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수술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

요하다. 본 연구에서 각 군의 평균 구면대응치는 각각 -0.06 

± 0.40 D, -1.84 ± 0.52 D, -4.03 ± 1.25 D로, 임상적으로 

근시가 없는 군과 작은 근시가 있는 군, 중등도의 근시가 

있는 군으로 보았을 때 각 군의 수술 성공률의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비슷한 주제를 다룬 다른 연구들에 비해 본 연

구 환자들의 근시 평균값이 2 D 이내로 더 작았고, 이 정도 

근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외사시 수술은 술 후 성공률로 

비추어 봤을 때 근시 없는 환자들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18 각 군의 외직근 후전술당 교정된 PD는 수술 후 

3개월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수술 후 

1개월, 12개월째에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본 연

구에서는 결과적으로 수술의 성공률도 근시 굴절이상 정도

에 따른 각 군 간 차이는 보이지 않아 외편위가 45 PD 이

하인 크지 않은 소아 간헐 외사시의 외직근 후전술 시행 시 

임상적으로 근시 굴절이상 정도에 따른 특별한 고려가 필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임상에서 근시 환아에

게 사시수술을 시행하는 술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구면대응치에 의거하여 굴절이

상 정도로 군을 나누었지만, 축성 근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안축장의 길이를 술 전 측정하지 못하였던 점과 각 군의 분

포상 근시가 많이 진행한 환자들의 숫자가 다소 적었던 점

을 꼽을 수 있겠다.

향후 소아에서 IOL-Master 500를 통해 측정한 안축장의 

길이의 변화에 따른 근시의 진행을 보여준 연구에서처럼 

특히 6 D 이상의 고도근시를 가진 소아 간헐 외사시 환자

들에게서 IOL-Master 500, 700 등의 장비를 이용, 근시의 

진행을 추적할 수 있겠다.19,20 또한, 직근부착부와 적도부까

지의 길이, 각막윤부와 직근부착부까지의 길이 등 수술량 

결정 시 단순히 굴절이상값의 정도 외에 고려해야 할 해부

학적 특성들에 대한 조금 더 다양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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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중등도 이내 근시 굴절이상이 소아 간헐 외사시 수술 결과에 미치는 영향

목적: 술 전 중등도 이내 근시 굴절이상이 소아 간헐 외사시 술 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대상과 방법: 간헐 외사시로 외직근 후전술을 받은 근시 소아의 의무기록을 후향 분석하였다. 구면대응치에 따라 세 군(group 1: SE 

>-1.0 D; group 2: -3.0 D <SE≤ -1.0 D; group 3: SE ≤-3.0 D)으로 나누어 수술 후 1, 3, 12개월째 근시 굴절이상 정도에 따른 

외직근 후전 길이당 교정효과와 성공률을 비교하였다. 수술 12개월 후 -10 PD 내편위에서 +10 PD 외편위 이내의 편위를 보이는 

경우 수술 성공으로 간주하였다.

결과: 각 군의 술 후 각 시점에서의 사시각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외직근 후전 길이 1 mm당 교정효과(PD/mm)는 술 후 

1개월째 2.05 ± 0.40, 2.33 ± 0.57, 2.00 ± 0.30 (p=0.06), 술 후 3개월째 2.13 ± 0.46, 2.06 ± 0.26, 2.14 ± 0.13 (p=0.002), 술 

후 12개월째 1.93 ± 0.47, 2.11 ± 0.32, 1.92 ± 0.25 (p=0.113)로 술 후 3개월째에만 교정효과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을 뿐 술 후 

초기 및 술 후 12개월째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술 후 12개월째 수술 성공률은 1군에서 81.82%, 2군, 3군에서는 100% (p=0.84)였고, 

전체 군의 수술 성공률은 90.09%였다. 각 군 간 수술 성공률은 차이가 없었다.

결론: 세 군 간 수술 후 12개월째 수술 성공률, 외직근 후전 단위길이당 교정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아 

간헐 외사시에서 중등도 이내 근시 굴절이상 정도에 따른 외직근 후전술 수술량 결정 시 보정이 필요 없었다.

<검안 및 콘택트렌즈학회지 2022;21(3):1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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