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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 협조가 가능한 수평사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중 조정사시수술을 시행하

고 조정의 양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상과 방법 : 1992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본원에서 프리즘 가림법을 이용하여 수

술 중 조정사시수술을 시행한 수평사시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수직

사시를 교정한 경우와 각막반사를 이용해 조정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계획된 수

술의 종류 및 수술량, 조정수술을 통해 실제 조정 시술된 수술의 종류 및 수술량과 추적

관찰 소견을 조사하였다.

결과 : 대상환자 중 의무 기록의 조사가 가능했던 환자는 총 379명이었다. 이중 추적

관찰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환자는 294명으로 남자 123명(41.8%), 여자 171

명 (58.2%)이었다. 내사시는 51명(17.3%), 외사시는 243명(82.7%)이었다.

술 전 계획은 내사시인 경우, 양안 내직근 후전술이 37명, 단안 내직근 후전술이 3명,

양안 외직근 절제술이 2명, 단안 외직근 절제술이 5명, 후전술과 절제술 (R&R)이 4명이

었다. 외사시의 경우 양안 외직근 후전술이 149명, 단안 외직근 후전술이 19명, 양안 내직

근 절제술이 21명, 단안 내직근 절제술이 24명, 양안 내직근 전진술이 2명, 단안 내직근

전진술이 4명, 후전술과 절제술 (R&R)이 24명이었다. 최종 내원시 사시각이 10 프리즘

디옵터 이내인 환자는 전체 294명 중 243명 (82.7%)이었으며, 내사시 51명 중 44명

(86.3%), 외사시 243명 중 199명 (81.9%)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 프리즘 가림법을 이용하여 수술 중 조정사시술을 시행한 수평사시 환자에서 술

전 계획과 다른 수술을 한 경우는 전체 294명 중 206명(70.1%)이었고 이중 174명(59.0%)

는 수술 전 계획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을 경우 부족 혹은 과교정 되었을 것이고 특

히 두 근육 수술예정에서 한 근육만 수술한 34명(11.6%)중 27명(79.4%)에서는 수술 후 심

한 과교정이 되었을 것이다.

중심단어 : 조정수술, 프리즘 가림검사, 수평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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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We performed intraoperative adjustment for horizontal strabismus patients

with good compliance, and analyzed the aspects of intraoperative adjustment.

Methods :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records of patients with horizontal

strabismus, who underwent intraoperative adjustment using prism cover test from

April 1992to April 2005. The cases with additional correction of vertical strabismus

and correction using corneal reflex were excluded.We evaluated pre-operative plan,

planned amount of correction, kinds of modification surgeries or correction amount in

actual operation, and clinical results on follow-ups.

Results : Of 379 patients with records, 294 patients(M:F=123:171, 51esotropes, 243

exotropes) were included in our study. The patients with follow-up period less than 3

months were excluded. The most common operation planned for exotropia was

bilateral lateral rectus recession and bilateral medial rectus recession for esotropia.

One hundred sixty nine of 243 extropes (69.5%) and 37 of 51 esotropes (72.5%)

eventually underwent modification from scheduled operation by intraoperative

adjustment. Successful results of operation were seen in 36 of 42 exotropes (85.7%)

and 8 of 16 esotropes (50.0%). Forty four of 51 esotropes and 199 of 243 exotropes

were less than 10Δ at final visit.

Conclusions : Of 294 patients, 206 patients (70.4%) underwent different operations

from what was planned, and of these patients, 174 patients (59.0%) would have

experienced either undercorrection or overcorrection if operation took place as

scheduled. Thirty four patients underwent operation on one muscle rather than

scheduled two muscles. Twenty seven of these patients (79.4%) would have

experienced significantly large overcorrection, had they not received intraoperative

adjustment.

Key Words : Intraoperative adjustment, Prism cover test, Horizontal strabis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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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반적으로 사시수술은 수술 전의 사시각 정도에 따라서 계산된 수술량을 적용하게 된

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아 수술 후에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가 종종 있다.1)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조정 수술법이 대두되었고, 1974년 Jampolsky에

의해 조정 봉합술이 재 소개된 이후로, 재수술의 빈도를 줄일 수 있고 특히 결과 예측이

어려운, 재수술, 마비성 사시, 갑상선 질환에 의한 사시, 수직해리 사시 등을 동반한 수직

사시에 있어 수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여러 안과 의사들에 의해 시도

되어 왔다.
2,3)
조정 수술법은 전신 또는 국소 마취하에서 필요한 만큼의 수술을 일차로 한

후 수시간 혹은 수일 후에 전신마취 혹은 부분마취의 효과가 없어진 후에 외래에서 이차

수술을 통해 조정을 시행하는 이단계 수술과 점안 마취 하에 사시수술을 시행하여 한번

의 수술에 조정술을 포함시킨 수술중 조정술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 전신마취나

구후 마취하 술후 조정술을 시행할 경우 마취의 효과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이차수술

로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기회가 많아지며 조직의 부종에 의해 정확한 조

정이 어려워질 수 있고 안구-심장 반사를 관찰할 수 없으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점안 마취하 술중 조정술은 수술시 바로 조직부종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

시교정을 시행하기 때문에 정확하기는 하나 환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4)

사시 수술 중 조정술의 결과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었으나 (78~90%)
1,4,5,6,7)

실제로 수술 중 조정을 한 경우 이 때 시행한 조정의 양상에 대한 결과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평사시 환자를 대상으로 프리즘 가림법을 이용하여 수술 중 조

정 사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실제 조정의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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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992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본원에서 사시 수술을 받은 환자 중 프리즘 가림법을

이용하여 수술 중 조정 사시 수술을 받은 수평 사시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

하였다. 각막 반사를 이용하여 사시 조정술을 시행한 경우나 마비 사시, 수직 사시 수술

을 같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기록 열람이 가능했던 379명의 수술 환자 중 수술 후

추적 관찰 기간이 3개월 미만인85명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분석대상은 294명이

었다. 수술은 동일 시술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수술 전 처치로 전신적인 약물 투여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모든 환자에게 심전도를 부

착하여 수술 중 심박동을 관찰하였다. 수술 전 모든 환자에게 결막 충혈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0% phenylephrine을 한번 점적하였다. 마취는 0.5% proparacaine(Alcaine,

Alcon)을 수술 5분 전부터 1분 간격으로 5회 점안하였고 수술 중에도 필요시 점안하였다.

결막 절개는 모두 윤부 절개를 하였고, 수평 사시의 경우 처음 수술일 경우는 양안 수

평근의 후전술을 원칙으로 하였다. 단안 후전-절제술을 한 경우에서는 후전술을 먼저 시

행한 후 절제술로 수술량을 조절하여 정위가 되도록하였다. 수술 방법은 한쪽 눈을 일정

량만큼 후전 또는 절제를 시행한 뒤 누운 상태에서 소독된 프리즘을 이용해 가림 및 교

대 가림법을 실시하여 남은 사시각을 측정한 후, 필요한 만큼의 수술을 반대편 눈에 시행

했다, 이때 반대편 눈에는 일시적으로 봉합사를 나비 모양 매듭으로 부착 후 다시 프리즘

을 이용해 가림 및 교대 가림법으로 사시각 검사를 실시하여 정위가 될 때까지 수술 중

조정을 시행하였다. 주시점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근거리에서는 약병 등에 씌여 있는 글

씨를 약 33cm전방에 위치시켜 보도록 하였고, 원거리는 환자의 정면으로부터 약 2m 정

도 떨어진 수술실 천장에 주시점을 표시해 놓고 보도록 하였다.

수술 전 사시의 종류 및 안구의 위치, 술 전 계획 및 조정술을 통한 실제 수술, 그리고

최종 내원 시의 안구의 위치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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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294명 중 외사시가 243명(82.7%), 내사시가 51명(17.3%)이었다. 외사시의 경우 남자가

105명, 여자가 138명이었으며, 나이는 평균 24.2±11.7세(12~74세)였다. 수술 전 사시각은

평균 29.4±10.4Δ(14Δ~60Δ)이었으며, 수술 후 외래 추적 관찰 기간은 평균 9.7±8.4개월

(3~48개월)이었다. 내사시의 경우 남자가 18명, 여자가 33명이었으며, 나이는 평균

38.5±17.9세(13~75세)였다. 수술 전 사시각은 평균 31.1±12.1Δ(16~60Δ)이었으며, 수술 후

외래 추적 관찰 기간은 평균 12.0±7.9개월(3~36개월)이었다(Table 1).

수술 전 계획은 외사시의 경우 양안 외직근후전술 149명(61.3%), 단안 외직근후전술19

명(7.8%), 양안 내직근절제술 21명(8.6%), 단안 내직근절제술24명(9.9%), 양안 내직근전진

술 2명(0.8%), 단안 내직근전진술4명(1.7%), 단안 외직근후전술 및 내직근절제술 24명

(9.9%)이었다. 내사시의 경우 양안 내직근후전술37명(72.5%), 단안 내직근후전술 3명

(5.9%), 양안 외직근절제술2명(3.9%), 단안 외직근절제술 5명(9.8%), 단안 내직근후전술및

외직근절제술 4명(7.9%)이었다.

수술 중 조정술에 의해 술전 계획과 다른 수술을 한 경우는 206명(70.1%)이었다. 외사

시의 경우 169명(69.5%)으로 술 전 계획에 비해 수술량이 증가한 경우는 25명, 수술량이

감소한 경우 144명, 이중 근육 수가 2근육에서 1근육으로 달라진 경우가 28명이었다. 내

사시의 경우에서는 37명(72.5%)이 술 전 계획과 다른 수술을 하였으며, 21명에서는 수술

량이 증가, 16명에서는 수술량이 감소, 이중 6명에서는 근육 수가 2근육에서 1근육으로

변화가 있었다.

실제 외사시의 경우 68.6%에서 수술 중 조정을 통해 수술량의 감소가 있었으나 내사시

의 경우에 실제 조정을 통해서 56.8%에서 수술량의 증가가 있었다(Figure 1).

표 2, 3은 외사시와 내사시에 있어서 각각 수술 중 조정을 통한 수술의 변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외사시의 경우 양안 외직근 후전술과 단안 외직근 후전술 및 내직근 절제술을 계획했

던 경우 많은 수에서 실제로는 수술량이 감소되었다. 그리고 양안 외직근 후전술과 양안

내직근 절제술을 계획했던 경우 많은 수에서 실제로는 단안만 수술을 하였던 것으로 나

타났다. 내사시의 경우에도 양안 내직근 후전술을 계획했던 경우, 많은 수에서 실제 계획

과는 달리 수술량의 증가, 감소, 근육수의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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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 성공은 최종 내원시 사시각이 10Δ이내의 부족교정이나 과교정으로 정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체 294명 중 243명(82.7%), 이중 외사시가 243명 중 199명

(81.9%), 내사시가 51명 중 44명(86.3%)이었다. 외사시로 수술 성공을 보인 199명 중 조정

으로 수술량이 변경되었던 환자는 141명 (70.9%)였고, 내사시로 수술 성공을 보인 44명

중 조정으로 수술량이 변경되었던 환자는 33명 (75.0%)였다.

Ⅳ. 결론 및 고찰

사시 수술에 있어 조정 봉합술은 Jampolsky 등이 보다 더 정확한 술 후 결과를 얻기

위해 재시도한 이래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결과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 많이 이

루어 졌다. 국내외의 보고에 의하면 외사시 환자에서 고식적인 방법에 의해 계산된 수술

양을 적용한 경우의 성공률이 72~89%로 보고된 바 있으며 일반적으로 약 80% 내외의 성

공률을 보인다.8~11 이에 비해 점안 마취하의 수술중 조정술의 성공률을 1989년 Chow5

등이 술 후 6주일 째 79%의 수술 성공률을 보고하였으며, 국내에서는 1992년 이1 등에

의해 술 후 1주, 5주에 추적 검사를 시행하여 90%의 성공률을 보고하였으며, 1996년 진6

등은 평균 9개월의 추적기간 중 78%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1997년 김4

등은 수술 직 후 95.8%, 술 후 6주일 째 79.2%, 술 후 1년 째에는 70.8%의 성공률을 보

였다고 하였다. Chow에 의하면 수술 후 3주와 6개월 째 비교한사시각의 변화에 있어서

수술중 조정술과 이단계 수술간에 사시각의 변화에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5 실제 이런 연

구 등을 통해 볼 때 고식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한 경우와 수술 중 조정술을 시행한 경우

그 성공률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수술중 조정술을 시행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재수술이나 기타 동반 질환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과 수술 자체가 간편할 뿐만 아니

라 환자나 수술자 모두에게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된다.1

이와 같이 점안 마취하에서 사시 수술중 한 단계에서 조정을 시행한 경우의 성공률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실제 그 조정의양상에 대한 연구는 1996년 이 등에 의해 연구된

점안 마취하 수술 중 조정 사시수술의 효과에 대한 논문에서 보고된 결과 정도이다.
1)

수술 중 조정을 시행하여 실제로 적용된 수술양과 수술전 사시각에 따라 계산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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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비교해보면, 계산된 양과 같은 양이 적용된 경우가 외사시 243명 중 74명으로 약

30%였으며, 예정된 양보다 늘려서 시행했던 경우는 25명으로 약 10%, 예정된 양보다 줄

여서 시행했던 경우는 모두 144명으로 약 60%에 해당되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줄여서

수술을 시행했던 144명의 환자 중 28명은 한쪽 눈을 먼저 수술한 뒤 시행한 수술중 사시

각 검사상 정위를 나타내어 한눈만 수술을 하고 끝냄으로써 예상양의 반 정도만을 수술

했던 경우였다. 이렇게 단안만 수술 했던 경우의 성공률은 약 79%였다. 내사시의 경우

계산된 양과 같은 양이 적용된 경우가 내사시 51명 중 14명으로 약 27%, 예정된 양보다

늘여서 시행했던 경우는 21명으로 약 41%, 예정된 양보다 줄여서 시행했던 경우는 모두

16명으로 약 32%에 해당되었다. 이 경우에도 줄여서 수술을 시행했던 16명의 환자 중 6

명은 한쪽 눈을 먼저 수술한 뒤 시행한 수술중 사시각 검사상 정위를 나타내어 한눈만

수술을 하고 끝냄으로써 예상양의 반 정도만을 수술했던 경우였다. 이렇게 단안만 수술

했던 경우의 성공률은 약 83%였다. 이런 경우 수술중 조정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수술

후에 상당양의 과교정을 초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수술 중 조정술의 문제점으로 첫째 수술시에 환자의 시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

이다. 이의 원인으로는 수술 중 각막의 건조나 각막 상피세표의 손상 등에 의해 각막의

투명도가 나빠지거나 수술 전에 점안하는 저농도의 phenylephrine에 의해서 동공이 산동

되어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수술시에 각막의 투명도를 유지하기 위해 각별한 신경을

써야하며 수술 중에 사시각 검사를 위해 주시점을 보게 할 때는 수술 조명등을 환자로부

터 치운 후 조금 기다렸다가 사시각 검사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원거리 주시점의 거리가

짧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생각보다 많은 수에서 실제 수술 중 조정을 통해 수술 전 계

획과는 다른 수술이 시행 되었는데 수술 전 수술 계획을 세우는데 사용된 사시각 검사시

일반적으로 수술 전에 앉은 자세로 6m 원거리와 33cm 근거리에서 측정된 사시각을 기준

으로 하여 수술양을 설정하게 된다.
9,10,11,12)

그러나 조정 봉합술을 시행할 때는 환자가 누

워 있는 상태로 원거리 및 근거리 사시각을 측정하면서 수술양을 조정하는 수가 많으므

로 실제 수술 전 측정한 사시각과 수술 중 조정술을 통해 측정한 사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전부터 주시거리의 변화에 따른 사시각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Jenkins13, Kushner14, Burian and Smith15 등은 간헐외사시에서 6m 보다 더 먼

거리를 주시하게 하여 사시각을 측정하면 사시각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Jun et al16 도

6m에서 사시각이 30Δ이상인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 사시각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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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용되는 6m 시표보다 더 가까운 표적을 이용하여 측정한 원거리 사시각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Kushner and Morton17 은 눈벌림과다형 외사시와 고도조절눈

모음비형의 내사시에서는 20 피트보다 더 짧은 거리에서 사시각을 측정할 경우 오차가

생기므로 수술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전 등은 앉아서 측정한 6m

사시각과 앉아서 혹은 누워서 측정한 2m 사시각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18) 이전의 연구들을 통해 수술중 조정을 시행한 거리는 실질적으로 수술 중 사시

각을 측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시행을 하였다. 세번째는

점안마취제가 외안근의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하는 염려이다. 그러나 0.5%

proparacaine 등과 같은 점안마취제는 외안근의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9,20)

임상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중 조정 사시술에 의해 술 전 계획과는 다른 수술을 한 경우 206명(69.8%)중 174

명(59.0%)는 만일 수술 전 계획과는 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했을 경우 부족 혹은 과

교정 되었을 것이며, 두 근육에서 한 근육을 시행한 34명(11.6%)중 27명(9.2%)은 수술 중

조정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수술 후 심한 과교정이 되었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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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tropia(243) Esotropia(51)

Sex(M:F) 105:138 18:33

Mean age(Year) 24.2(12-74) 38.5(13-75)

Mean angle of deviation() 29.4(14-60) 31.1(16-60)

Mean duration of follow up(Months) 9.7(3-48) 12.0(3-36)

Scheduled operations

   R & R* 24 4

   BLR† recession 149 -

   Recession of one lateral rectus muscle 19 -

   BMR resection 21 -

   Resection of one medial rectus muscle 24 -

   BMR‡ recession - 37

   Recession of one medial rectus muscle - 3

   BLR resection - 2

   Resection of one lateral retucs muscle - 5

   BMR advance 2 -

   Advance of one medial rectus muscle 4 -

Table 1. Demographic features of the patients and scheduled operations

R & R* : Recession & resection

BLR
†
: Bilateral lateral rectus muscle

BMR‡ : Bilateral medial rectus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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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 Status of Operation Amount by Intraoperative AdjustmentCompared to

Scheduled Operation(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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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operative plan

(No. of Patients)
Increased Decreased

Changed to one 

muscle operation

(2→1)

BLR recession

(149)
19 85 14

Recession of one lateral 

rectus muscle

(19)

0 0 0

BMR resection

(21)
0 9 12

Resection of one medial 

rectus muscle

(24)

1 3 0

BMR advance

(2)
0 0 2

Advance of one medial 

rectus muscle

(4)

0 1 0

R & R

(24)
5 18 0

Table 2. Aspect of changes after intraoperative adjustment(Exotr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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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operative plan

(No. of Patients)
Increased Decreased

Changed to one 

muscle operation

(2→1)

BMR Recession

(37)
17 8 5

Recession of one 

medial rectus muscle

(3)

1 0 0

BLR Resection

(2)
1 1 0

Resection of one 

lateral retucs muscle

(5)

0 0 0

R & R

(4)
2 1 1

Table 3. Aspect of changes after intraoperative adjustment(Esotr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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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tropia Esotropia

Increased 21/25 (84.0%)† 19/21 (90.4%)¶

Decreased 98/116 (84.5%)* 9/10 (90.0%)$

Change to one muscle 

operation

(2→1)

22/28 (78.5%)** 5/6 (83.3%)∮

Table 4. Less than10Δat final visit after modification by intraoperative adjustment

†: p=0.751,   *: p=0.380,   **: p=0.803

¶: p=0.622,   $: p=0.853,   ∮: p=0.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