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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벌림부족 환자에서 시행한 양안 외직근 접치기술의 결과

Outcomes of Bilateral Lateral Rectus Tucking in Patients with Divergence 

Insufficiency 

조민수ㆍ박수철

Min Soo Jo, MD, Soo Chul Park, MD, PhD

새빛안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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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Divergence insufficiency is characterized by esotropia at far distance with symptomatic diplopia, minimal or no devia-

tion at near distance, and full ocular duction and version. We analyzed the results of bilateral lateral rectus (BLR) tucking in pa-

tients with divergence insufficiency.

Methods: Surgery was performed on patients with persistent distance diplopia with esotropia for at least 6 months after diplopia 

onset. The surgical results were evaluated after BLR tucking based on the maximum angle of deviation at distance among all the 

angles of deviation measured repeatedly, including the results of the prism adaptation test (PAT).

Results: 24 patients were included. The average follow-up period was 14 months (1-48 months). The maximum deviations 

measured by alternate prism and cover test before surgery were 24.79 ± 8.15 prism diopter (PD) at far distance and 15.45 ± 9.30 

PD at near distance. The PAT revealed that, the far distance deviation increased to 28.50 ± 7.77 PD and that at near distance to 

25.88 ± 8.07 PD, b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values fell to less than 3 PD on average. In 14 patients (58%), followed-up 

for up to 1 year, we noted no recurrence of diplopia or esotropia, or near distance overcorrection, with the exception of one pa-

tient who developed diplopia recurrence at far distance.

Conclusions: BLR tucking guided by the maximum distance deviation of the 1 hour PAT affords stable results in patients with di-

vergence insufficiency without overcorrection at near distance or undercorrection at far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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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벌림부족(divergence insufficiency)은 원거리 주시 시 

비교차복시를 호소하지만, 근거리에서는 복시가 없고, 원거

리에서 일치내사시가 관찰되지만, 근거리에서 작은 각의 

내사시 또는 정위를 보이며 외전장애를 보이지 않는 경우

를 의미한다.
1

눈벌림부족은 눈벌림마비(divergence palsy)라는 명칭과 

혼용되고 있지만, 건강한 성인에서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

되지 않을 때 눈벌림부족이라고 하고, 신경학적 이상이 동

반된 경우 눈벌림마비라고 정의한 연구들도 있고,
2-4

 구분하

지 않고 사용한 연구들도 있다.

눈벌림부족에 대한 치료는 프리즘안경, 수술, 보톡스 주

사 등이 보고되어 왔다.
3,5,6

 프리즘안경 치료는 효과적이라

고 보고되었으나
3,5

 콘택트렌즈 착용을 원하거나, 백내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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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otropia at distance (PD) Amount of bilateral LR tucking (mm)

20 4.5

25 5.0

30 5.5

35 6.0

40 6.5

50 7.0

PD = prism diopters; LR = lateral rectus muscle.

Table 1. Amount of surgery for bilateral lateral rectus tucking

술 시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경우와 같이 안경 착용

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경우, 증상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프리즘의 도수가 높아 적응이 어렵거나 프리즘안경 제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 

눈벌림부족 환자의 수술 방법으로 내직근후전술 또는 외

직근절제술 또는 접치기술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수술 결

과에 대한 이전 보고들 중에는 원거리, 근거리사시각의 차

이로 원거리사시각을 목표로 기존 내사시 수술량대로 수술

하였을 때, 근거리에서 과교정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외

직근절제술이나 내직근후전술을 시행할 때 조정봉합술을 

사용해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6,7

 

그리고 눈벌림부족 환자에서 수술 후 장기 관찰 중 실패로 

바뀌는 경우는 대부분 저교정으로 인한 비교차복시의 재발
7

이라는 보고들도 있다. 접치기술은 절제술에 비해 전모양

동맥을 보존할 수 있어 출혈이 적으며 수술 시야가 좋아 수

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저자들은 눈벌림부

족 환자에서 원거리 최대 내사시각을 기준으로 양안 외직

근 접치기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하

였다.

대상과 방법

2013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본원에서 눈벌림부족

으로 진단받은 후 양안 외직근 접치기술을 시행한 환자들

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원거리에서 비교차

복시를 동반한 내사시, 근거리에서 정위 혹은 원거리보다 

작은 내사시를 보이고, 바깥쪽 주시 불일치가 없으며, 단안 

운동장애가 없는 경우를 눈벌림부족으로 정의하였다. 사시

수술의 과거력, 동반된 회선수직편위, 마비나 운동 제한 등 

단안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약시,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한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초진 

시 신경학적 증상 및 과거력에 대해 문진하였고, 내원할 때

마다 최대교정시력, 프리즘교대가림검사로 제1안위에서 원

거리 및 근거리사시각, 원거리에서 좌, 우 30도 측면 주시 

중 사시각을 측정하였고, 단안 운동 및 동향운동검사, 근거

리에서 티트무스검사(Stereo Optical Co., Chicago, IL, USA)

로 입체시를 검사하였다.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전 프리즘

적응검사(prism adaptation test, PAT)를 시행하였는데 경과 

관찰 기간 중 반복 검사한 교대가림검사의 최대 측정치보

다 5-10 prism diopter (PD) 더 많은 양의 Fresnel 프리즘을 

양안에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나누어 부착하고 1시간 후에 

원거리와 근거리의 사시각을 측정하였다. 

수술은 증상 발현 후 최소 6개월 이상 자각적 증상의 변

화가 없고 3회 이상 프리즘교대가림검사로 측정한 사시각

의 차이가 5 PD 이내인 환자에서 시행하였는데, 프리즘적

응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측정된 모든 사시각 중 최대 원거

리사시각을 기준으로 한 명의 술자(P.S.C.)가 양안 외직근 

접치기술을 시행하였다(Table 1). 접치기술은 Wright and 

Lanier
8
 방법에 의거하여 외안근의 중앙과 양끝에 매듭을 

한 후 외안근 기시부의 양끝 바로 앞에 각 봉합사의 바늘을 

공막에 통과시킨 후 두 봉합사를 당겨 근육 접힘을 만든 후 

외안근 기시부 중앙에 매듭을 만들었다.

프리즘교대가림검사와 프리즘적응검사로 측정한 사시각

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프리즘교대가림검사의 근-원거리

사시각의 차이, 프리즘적응검사의 근-원거리사시각의 차이

와 수술 전후 입체시 차이는 Wilcoxon signed rank test, 수

술량과 사시 교정량 사이의 상관관계는 regression analysis

로 분석하였으며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의학연구윤리심의의원

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승인 번호: 2022

01-001-01)을 받아 진행하였다.

결 과

총 24명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남자가 6명, 여

자가 18명이었고, 수술 시 연령은 평균 38세였다. 모두 후

천적, 급성으로 복시 증상이 발생하였고, 증상 발현부터 수

술까지 내사시가 지속된 기간은 평균 28개월이었고, 구면 

대응치로 측정한 평균 굴절력은 우안 -1.07 diopter (D), 좌

안 -2.24 D였고, 수술 전 AL-Scan
®
 (Nidek, Gamagori, 

Japan)으로 측정한 평균 안축장은 우안 25.02 mm, 좌안 

25.07 mm였다(Table 2). 3명의 환자에게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1명이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 중인 것을 제외하면 다른 기저 질환

을 가진 경우는 없었다. 수술 전 프리즘교대가림검사로 측

정한 최대사시각은 원거리에서 24.79 ± 8.15 PD, 근거리에

서는 15.45 ± 9.30 PD였으며(Table 3), 원거리와 근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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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24)

Age of onset (years) 35.83 ± 14.50 (14.0 to 64.0)

Duration of esodeviation (months) 28.25 ± 35.40 (6.0 to 145.0)

Age at surgery (years) 38.08 ± 14.65 (18.0 to 66.0)

Sex (male:female) 6:18

Refraction (SE, diopters)

Right eye -1.07 ± 1.70 (-7.50 to +0.50)

Left eye -2.24 ± 2.65 (-7.375 to +0.50)

Axial length (mm)

Right eye 25.02 ± 1.30 (22.78 to 27.61)

Left eye 25.07 ± 1.34 (22.97 to 27.81)

Values are presented mean ± standard deviation (range) unless otherwise indicated.

N = number; SE = spherical equivalent.

Table 2. Demographic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divergence insufficiency patients

No.
Age/sex 

(year)

Pre-op. deviation of ET (PD)
LR tucking 

(mm)

Post-op. deviation (PD)
*

Maximal F-U 

(month)

Stereopsis (arc sec)

APCT PAT APCT
Pre-op. Post-op.

*

Dist. Near Dist. Near Dist. Near

1 38/F 25 10 30 27 5.5 Ortho Ortho 2 200 80

2 53/F 20 12 20 20 4.5 Ortho Ortho 1 700 700

3 18/F 28 18 30 20 5.5 2 E Ortho 12 3000 700

4 66/M 32 16 35 35 6.0 Ortho Ortho 13 50 40

5 29/F 18 6 25 22 5.0 Ortho Ortho 29 50 40

6 27/F 18 6 30 25 5.5 Ortho Ortho 17 700 40

7 65/F 35 25 35 28 6.0 Ortho Ortho 24 700 140

8 55/M 14 Ortho 20 15 4.0 Ortho 5 X 24 400 50

9 29/F 31 26 32 32 5.75 Ortho 3 E 30 700 700

10 62/M 50 45 50 50 7.0 Ortho Ortho 2 400 400

11 33/M 20 12 20 20 4.5 Ortho Ortho 1 60 40

12 38/F 18 12 20 20 4.5 Ortho Ortho 3 80 80

13 25/F 22 12 29 27 5.0 2E Ortho 16 700 80

14 22/M 20 12 23 19 4.5 6 E(T) Ortho 12 400 400

15 21/F 25 18 30 30 5.25 Ortho Ortho 12 3000 400

16 34/F 20 15 25 25 5 Ortho Ortho 1 40 40

17 43/F 16 4 22 20 4.5 Ortho Ortho 1 140 140

18 25/F 35 18 37 31 6 4 E Ortho 1 3000 80

19 24/F 20 15 - - 4.5 Ortho Ortho 18 140 200

20 38/F 20 12 - - 4.5 Ortho Ortho 36 40 50

21 59/M 25 15 - - 5.0 Ortho Ortho 48 3000 60

22 35/F 25 20 - - 5.0 Ortho Ortho 36 3000 40

23 32/F 35 30 - - 5.75 Ortho Ortho 1 3000 60

24 43/F 23 12 - - 4.75 Ortho Ortho 6 50 50

No. = number; Pre-op = preoperative; ET = esotropia; PD = prism diopter; APCT = alternate prism cover test; PAT = prism adaptation 

test; Dist = distance; LR = lateral rectus muscle; Post-op = postoperative; F-U = follow up; F = female; Ortho = orthotropia; E = esopho-

ria; M = male; X = exophoria; E(T) = intermittent esotropia.
*

at the final follow up.

Table 3. Data of individual patients with divergence insu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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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urgical dose-response effect for bilateral lateral 

rectus (LR) tucking in divergence insufficiency esotropia. 

Regression slope for LR tucking of 5.120 PD/mm (R = 0.946,

p < 0.001). ET = esotropia; PD = prism diopter.

시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18명의 환자에서 프리즘적응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교대

가림검사의 최대 측정치보다 5 PD 이상 근거리와 원거리

사시각이 모두 증가한 경우는 8명(44.4%), 근거리사시각만 

증가한 경우는 8명(44.4%)이었고, 원거리사시각만 증가한 

경우는 없었다. 증가한 사시각은 근거리에서 11.05 ± 5.42 

PD, 원거리에서 3.66 ± 3.23 PD로 프리즘적응검사 후 유의

한 증가를 보였다(p<0.001, Table 3). 

프리즘적응검사 후 사시각은 원거리 28.50 ± 7.77 PD, 

근거리에서는 25.88 ± 8.07 PD였고 원거리와 근거리사시각

의 차이는 평균 3 PD 이하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였으나

(p=0.005, Table 3) 근거리사시각이 원거리사시각보다 큰 

경우는 없었다.

모든 환자에서 양안 외직근 접치기술을 시행하였고, 추

적 관찰 기간은 평균 14개월(1-48개월)이었다(Table 3). 수

술 후 1개월(n=24)과 6개월(n=15)에 관찰된 모든 환자에서 

복시는 사라졌으며, 수술 후 1년에 관찰된 14명(58%)에서

는 1명을 제외한 13명에서 복시는 사라졌다(Table 3). 14번 

환자는 수술 후 1년째 원거리에서 6 PD 내사시, 근거리에

서 정위였으나 운전 시 간헐적인 복시 증상으로 불편감을 

느낀다고 호소하였다. 수술 후 2년 이상 경과 관찰된 환자

는 7명(29%)이었고, 이 중 최종 관찰 시까지 내사시의 재발

이나 주관적으로 복시를 호소한 환자는 없었다. 

근거리 입체시는 수술 전 981.25 ± 1214.43, 수술 후 

192.08 ± 227.80로 술 전에 비해 수술 후 마지막 경과 관찰 

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p=0.002, Table 3). 수술량과 내

사시 교정량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양안 외직근 접치기술 수술량은 5.120 PD/mm 

(R=0.946, p<0.001)의 회귀 기울기를 보였다(Fig. 1).

고 찰

눈벌림부족은 양안성 외향신경마비나 뇌종양, 다발성경

화증, 밀러-피셔 증후군 등과 같은 신경학적 질환과 동반된

다는 보고
9-11

와 신경학적 질환들과 동반되지 않고 일차성

으로 발생한다는 보고
12,13

들이 있었다. Wiggins and Baum-

gartner
3
는 17명의 눈벌림부족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어도 1년 

이상 관찰하였을 때 프리즘안경과 수술적 치료로 안정된 

결과를 얻었으며, 이런 경우 신경학적 검사는 필요하지 않

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24명 중 3명의 환자에

서 뇌 자기공명영상검사와 신경과 전문의가 중증근무력증 

등 복시와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 여부를 검사하였는데 이

상 소견이 관찰된 경우는 없었고, 뇌 자기공명영상검사를 

하지 않은 21명의 환자들에서도 수술 전후를 포함한 전체 

관찰 기간 중 다른 신경학적 이상이나 갑상선눈병증을 의

심할 만한 증상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눈벌림부족이라고 

진단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Lee et al
5
가 눈벌림마비 

환자들의 임상 양상과 경과에 대해 보고하였으나 수술 결

과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본 연구는 눈벌림부족 환자에서 

시행한 수술 결과에 대한 최초의 국내 보고이며, 원거리 최

대사시각을 기준으로 시행한 양안 외직근 접치기술의 결과

는 1명을 제외하고 경과 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정위에

서 5 PD 이내로 유지되었고 자각적 복시가 사라져 유용한 

수술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눈벌림부족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Jacobson
14

은 눈벌림중추를 침범하는 미세혈관의 허혈성 질환이 원인

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눈벌림중추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15

 눈벌림부족이라는 명칭은 외안근

과 풀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이차적 이상에 대한 잘못된 

용어라는 주장도 있다.
16

 Mittelman
17
은 성인에서 발생하는 

후천내사시 중 복시를 동반하며 근거리에 비해 원거리사시

각이 더 크고 신경학적 이상이 없는 경우를 나이관련 원거

리내사시(age related distance esotropia)라고 하였고, 임상

적으로는 눈벌림부족과 유사하지만 원인으로는 연령 증가

에 따른 안와 및 외안근의 해부학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

후 Clark and Demer
18
는 고해상도 안와 자기공명영상검사

를 통해 나이가 들수록 수평 직근들과 그 주변 풀리들이 아

래로 이동되는 것과 sagging eye syndrome에서 나타나는 

사시와 풀리의 해부학적 변화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19

 

Sagging eye syndrome은 눈벌림부족과 유사한 임상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내사시보다 하사시가 더 현저하고, 연령

관련 널힘줄눈꺼풀처짐이 동반될 수 있는 점, 50세 이하에

서는 발생이 적고 7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은 눈벌

림부족과는 다른 특징이다. Goseki et al
20
는 sagging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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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drome은 40세 이상 성인에서 두 눈 복시의 가장 많은 원

인이었으나 50세 이하에서는 4.7%, 90세 이상에서는 60.9%를 

차지해 고령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은 급성으로 발생한 내사시로 증상 

발생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40세 이상은 전체 24명 중 8명, 

60세 이상은 3명이었고, 하사시나 상전장애가 동반된 경우

는 없어서 전형적인 sagging eye syndrome과는 달랐다. 

Heavy eye syndrome은 풀리의 해부학적 위치 변화로 발

생하는 또 다른 후천내사시이다. 주로 25 D 이상의 고도근

시, 27 mm 이상의 안축장을 가진 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한 외전 및 상전장애를 동반한다.
21

 본 연구

에 포함된 환자들 중 heavy eye syndrome의 임상적인 진단 

기준
22
인 6 D 이상의 근시는 3명(12.5%), 안축장이 27 mm 

이상인 경우는 2명(8.3%)이 있으나, 상전이나 외전장애가 

있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heavy eye syndrome의 가능성

은 배제하였다.

경미한 양안 외향신경마비인 경우에도 눈벌림부족과의 

감별이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눈전위도검사를 이

용한 신속안운동검사 등은 시행할 수 없었고 단안 운동검

사와 바깥쪽주시불일치검사만으로 양안 외향신경마비와 

구분하였던 것은 제한점일 수 있다. 

통념상 원거리사시각 교정에는 외직근이 더 효과적이라

는 가정하에 외직근수술이 선호되었고, 근거리사시각 교정

에는 내직근수술이 선호되어 왔다.
6,23

 저자들은 원거리내사

시각이 더 큰 눈벌림부족의 경우 외직근강화술을 통해 원

거리에서 안정적인 안위를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

하다고 생각하여 수술 방법으로 양안 외직근 접치기술을 

선택하였고, 접치기술의 양은 수술 전 측정한 최대 원거리

사시각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Table 1). 접치기술은 전모

양동맥을 보존할 수 있고 출혈이 적어 수술 시야가 좋으며, 

수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술자는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미 후전된 근육을 원 위치로 이전해야 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 항상 근육강화술로 접치기술을 시행해왔다. 

절제술과 접치기술의 효과를 비교한 기존 연구에서는 차이

가 없었다는 보고
24,25

와 접치기술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

다는 보고
26
가 다양하게 있었으나 술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절제술과 접치기술의 효과의 차이는 없었다.

실제 본 연구에서 시행한 외직근접치기술의 수술량에 따른 

사시교정양은 5.120 PD/mm (R=0.927, p<0.001)로 Chaudhuri 

and Demer
6
 (2.4938 PD/mm)와 Parks et al

27
 (2.5 PD/mm)

의 결과에 비해 큰 외직근 수술량 회귀 기울기를 나타냈다. 

Archer
28
는 사시수술 시 dose-response relationship에 영향

을 주는 인자에 대한 연구에서 수술 전 사시각이 크면 mm 

당 눈 위치의 변화가 크고, 사시각이 작으면 눈 위치의 변

화도 작다고 하였고, 수술 결과에 대한 평가에는 수술량 외

에도 다른 생물학적 요인들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

다. Archer
28
의 주장처럼 Chaudhuri and Demer

6
의 연구에

서는 수술 전 평균 사시각이 15.0 ± 7.7 PD로 본 연구의 수

술 전 사시각 27.54 ± 7.36 PD에 비해 작았기 때문에 더 작

은 회귀 기울기 값을 보였을 수 있다.

눈벌림부족은 원거리, 근거리사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

에 수술 후 원거리사시의 저교정이나 근거리사시의 과교정

이 우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Cooper
29
가 주장한 대로 프리

즘교대가림검사로는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합 자극의 영향

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융합 자극을 차단한 후 

잠복된 최대사시각을 측정할 수 있는 프리즘적응검사를 시

행하였다. 프리즘적응검사의 사시각은 교대가림검사에 비

해 증가하였고, 근거리에서 증가량이 더 많아 결과적으로 

원-근거리사시각의 차이는 평균 2.73 PD로 줄었고, 5 PD를 

초과한 경우는 3명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순

화한 프리즘적응검사는 간헐외사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전 연구
30
에서도 사용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프리즘적응

검사
31
의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진과 환

자 모두 임상에서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단순화한 프리즘적

응검사가 눈벌림부족 환자에서 수술량 결정에 유용한 기준

을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1시간 

프리즘적응검사 후 18명 중 8명(44.4%)에서 수술량을 늘렸

지만 증가한 원거리사시각은 평균 3.6 PD로 수술량 결정에 

영향이 크지 않은 범위에 해당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수술

하였을 때 마지막 경과 관찰 시점까지 1명을 제외하고 23명

(95.8%)에서 정위에서 근거리, 원거리 모두 5 PD 이내의 

안위를 유지하고 복시의 재발이 없었다. 이것은 눈벌림부

족에서 1시간 프리즘적응검사를 통해 수술 후 근거리사시

각의 과교정 가능성을 걱정할 필요 없이, 원거리사시각에 

맞춰 수술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화한 1시간 

프리즘적응검사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신경학적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이 대부분 문진과 환자

의 기억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경과 관찰 기간이 편차가 크고, 장기 관찰된 환자 수

가 적어 장기 관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고해상

도 안와 자기공명영상검사를 통해 해부학적인 이상 유무를 

증명하지 못한 점, 프리즘적응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결론

을 내리기에는 프리즘적응검사를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

은 군의 환자 수가 부족한 점, 융합이향운동력을 측정하지 

못한 점 등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며 향후 이런 문제들을 보

완하여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6개월 이상 사시각의 변화가 없는 눈벌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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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환자에서 수술 전 단순화한 1시간 프리즘적응검사로 측

정한 최대 원거리사시각을 기준으로 양안 외직근 접치기술

을 시행하면 근거리에서 과교정이나 원거리에서 저교정 없

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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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눈벌림부족 환자에서 시행한 양안 외직근 접치기술의 결과

목적: 눈벌림부족은 원거리 주시 시 일치내사시 및 비교차복시를 호소하고 근거리에서 작은 각의 내사시 또는 정위를 보이며 외전장

애를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눈벌림부족 환자에서 양안 외직근 접치기술을 시행한 후 수술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눈벌림부족 증상 발현 후 최소 6개월 이상 원거리에서 복시와 일치내사시가 지속된 환자에서 프리즘적응검사를 포함하

여 반복 측정된 모든 사시각 중 최대 원거리사시각을 기준으로 양안 외직근 접치기술을 시행한 후 수술 결과를 평가하였다.

결과: 대상은 24명이었으며 수술 후 추적 관찰 기간은 평균 14개월(1-48개월)이었다. 프리즘교대가림검사의 최대사시각은 원거리 

24.79 ± 8.15 prism diopter (PD), 근거리 15.45 ± 9.30 PD였고, 프리즘적응검사 후에는 원거리 28.50 ± 7.77 PD, 근거리 25.88 

± 8.07 PD로 증가하였으나 원-근거리 차이는 평균 3 PD 이하로 감소하였다. 수술 1년째까지 경과 관찰이 가능하였던 14명(58%)에서

는 원거리에서 복시가 재발한 1명을 제외하면 최종 경과 관찰 시까지 복시나 내사시의 재발, 근거리에서 과교정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

다. 

결론: 눈벌림부족 환자에서 1시간 프리즘적응검사로 측정한 최대 원거리사시각을 기준으로 양안 외직근 접치기술을 시행하면 근거리

에서 과교정이나 원거리에서 저교정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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