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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적 두 눈 일차하사근기능항진에서 대칭적 두 눈 
하사근근육절제술 시행 후 수직편위 변화

Changes in Hypertropia in Patients with Asymmetric Inferior Oblique 
Overaction after Symmetric Inferior Oblique My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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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ssessed the effects of bilateral inferior oblique myectomy for hypertropia on the preoperative vertical devi-
ation angle in patients with asymmetric primary inferior oblique overaction (IOOA). 
Methods: This study included patients who underwent bilateral inferior oblique myectomy and lateral rectus recession due to 
asymmetric primary IOOA and intermittent exotropia, and were followed up for at least 6 months postoperatively. Pre- and 
post-operative vertical deviation angles were compar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xtent of correction of vertical deviation af-
ter surgery and residual hypertropia, according to the preoperative degree of vertical deviation and difference between bilateral 
IOOA, was evaluated.
Results: This study included 178 eyes from 89 patients. The angle of hypertropia in the primary position was reduced from 3.2 ±
2.2 prism diopters (PD) preoperatively to 0.5 ± 2.5 PD postoperatively (Wilcoxon signed-rank test, p < 0.001). No significant cor-
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preoperative interocular difference in IOOA and postoperative extent of correction of the ver-
tical deviation (r = 0.044, p = 0.684), or between the preoperative difference in bilateral IOOA and residual hypertropia 
(Spearman's rank-order correlation, r = -0.084, p = 0.432). Increased preoperative hypertropia correlated with a greater extent of 
surgical correction of the vertical deviation (r = 0.733, p < 0.001). Preoperative hypertropia ha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re-
sidual hypertropia (Spearman's rank-order correlation, r = 0.182, p = 0.087). 
Conclusions: In symmetric bilateral inferior oblique myectomy with bilateral lateral rectus recession for asymmetric bilateral pri-
mary IOOA with V-type intermittent exotropia,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preoperative vertical deviation and 
extent of correction of the vertical deviation was observed. Additionally, IOOA and hypertropia were significantly improved 
postoper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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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근기능항진은 수직사시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1 

원인에 따라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분류된다. 일차하사근기

능항진은 두 눈에서 발생하고 원인은 불분명하며, 이차하

사근기능항진은 보통 한 눈에서 발생하고 동측 상사근마비

나 반대측 상직근마비에 의해 발생한다.2 일차하사근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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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진에 의해 내전시 눈이 상전하여 측면주시 중 융합을 방

해하거나, V형사시로 상방 혹은 하방주시 중 융합이 차단

되는 경우 하사근약화술을 고려하는데 근육절제술, 후전술, 

전치술, 근육절개술, 적출술 및 신경제거술 등의 다양한 방

법들이 사용된다. 이 중 하사근 근육절제술(myectomy)은 

효과적이고 비교적 빠르게 시행할 수 있지만, 수술의 양을 

조절하기 어렵고 절제된 하사근 양끝이 재부착되어 하사근

기능항진이 재발할 수 있으며 재수술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3 이런 수술법은 절대적인 적응증이 없고 술자의 선호

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의 이유로 근육절제

술보다 하사근후전술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다. 

 하사근근육절제술과 후전술은 자가조절 기능이 있어 수

술 효과가 수술 전 편위 정도와 연관성이 있고,4 수직사시 

교정량이 수술 전 하사근기능항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5 두 눈의 하사근기능항진이 비대칭적인 

경우 수직편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두 눈 하사근근육절제

술을 대칭적으로 시행한 결과는 수직편위가 수술 후 정위

로 완전히 교정되는 경우부터 부족교정, 과교정되는 경우

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사근기능항진에서 하사근근육

절제술을 시행한 결과는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으나,6-9 하

사근기능항진을 두 눈에서 비대칭적으로 보이는 환자에서 

두 눈에 동일하게 하사근근육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수직편

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 없었다. 이

에 저자들은 수술 전 두 눈 하사근기능항진 차이가 있는 환

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두 눈 대칭적 하사근근육절제술

을 시행하였을 때 수술 전 두 눈 하사근기능항진 차이와 제

일안위에서 수직편위 정도에 따른 수술 후 수직편위 교정

효과를 분석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3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전북대학교병원 

안과에서 비대칭적 두 눈 일차하사근기능항진을 동반한 간헐

외사시로 진단받고 두 눈 대칭적 하사근근육절제술을 시행

한 환자 89명 178안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

석하였다. 이차하사근기능항진이거나 과거 사시수술을 시

행받은 경우, 해리수직편위나 수직근의 이상이 동반된 경우, 

수술 후 경과 관찰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였

으며, 전북대학교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 번호: 1910-010-16286).

대상군의 성별, 내원 시 연령과 수술 시 연령, 초진 시 구

면렌즈대응치(spherical equivalent), 수술 전 원거리와 근거

리에서의 수평사시각, 수술 전후 수직사시각, 수술 전 입체

시와 융합력, 수술 전후 하사근기능항진 정도, 수술 후 평

균 경과 관찰 기간을 조사하였다. 하사근기능항진의 정도

는 측방주시 시 내전된 안구가 반대 눈의 동공 하연에 비하

여 상방으로 편위된 정도를 mm로 측정하여 +1에서 +4로 

정하였고,10 비대칭적 하사근기능항진은 두 눈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1.0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수술 전과 수술 후 마지막 경과 관찰 시 제일안위에

서 교대프리즘가림검사로 수평편위각과 수직편위각을 측

정하여 프리즘디옵터(prism diopter, PD)로 표기하였고, 환

자들의 최종 경과 관찰은 술자를 포함한 전문의 2인에 의

해 시행되었다. 입체시는 Stereo Fly 입체시검사(Stereo Fly 

Stereotest)를 통해 시행하였고, 결과값은 분석을 위해 log 

arcsec로 변환하였다. 융합력 검사를 위해 워트4등검사(Worth 

four-dot test)를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시행하였다. 

모든 수술은 단일 술자(A.M.)가 시행하였으며, 전신마취 

후 윤부로부터 8.0 mm 후방의 하이측 결막을 절개하는 결

막구석접근법을 사용하였다. 하사근을 2개의 사시갈고리

(Steven’s hook)로 들어올려 주변조직과 박리하였으며 남아

있는 하사근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하사근의 부착부 가까

이와 약 10 mm 떨어진 부위의 하사근 두 곳을 지혈클램프

로 고정하고, 지혈클램프 사이의 근육을 자른 후 노출된 근

육조직을 소작하였다. 두 눈에 동일한 양의 하사근을 절제

하였으며 외사시 각도에 따라 결정된 양만큼의 외직근후전

술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program ver. 20.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고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수술 전과 최종 경과 관찰 시의 

상사시 각도 변화와 하사근기능항진 정도 변화를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통해 각각 비교하였다. 수술 전 사시각과 

두 눈 하사근기능 차이가 수술 후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술 전 수직편위, 두 눈 하사근기능항진 차이와 수술 

후 수직편위 교정량, 잔여 상사시와의 Spearman 순위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수술한 눈에 하사시가 생겼거

나 반대편 눈에 상사시를 보인 경우를 과교정으로 정의하

고 (-)로 표시하였다. 또한 이렇게 과교정된 경우의 상사시 

교정량은 수술 전후 상사시 절대값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수술 전 수직편위 정도가 수직편위 교정 여부에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술 후 최종 경과 관찰 시 수직편위

가 없는 군과 남아있는 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별 수술 전 

수직편위 변화 정도를 Mann-Whitney test로 분석하였다. 

결 과

대상 환자는 총 89명으로 남자 49명, 여자 40명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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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Value (n = 89)
Age at onset of deviation (years) 5.9 ± 2.3 (1.0 to 10.8)
Sex (male:female) 49:40
Refractive errors (spherical 

equivalent, D)
Right eye 0.12 ± 1.79 (-9.50 to +4.75)
Left eye 0.19 ± 1.66 (-4.50 to +5.75)

Preoperative angle of horizontal 
deviation (PD)
At distance 29.0 ± 7.1 (16 to 50)
At near 32.8 ± 8.6 (10 to 65)

Preoperative angle of vertical 
deviation (PD) 

3.2 ± 2.2 (0 to 10)

Preoperative IOOA difference 
between two eyes 
1 76 (85.4)
1.5 7 (7.9)
2 5 (5.6)
3.5 1 (1.1)

Preoperative stereopsis (log 
arcsec, n = 77)

2.0 ± 0.5 (1.6 to 3.8)

Preoperative fusional ability
Distance (fusion:suppression:

diplopia, n = 72)
12:40:20

Near (fusion:suppression:
diplopia, n = 74)

16:26:32

Age at surgery (years) 7.6 ± 2.2 (2.5 to 13.7)
Follow up period after surgery 

(years)
2.9 ± 1.7 (0.6 to 7.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range) or num-
ber (%).
D = diopters; PD = prism diopters; IOOA = inferior oblique 
overaction.

Table 1. Demographic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Vertical deviation 
angle (PD)

Before operation
(n = 89)

Final follow-up
(n = 89)

<0 - 4 (4.5)
0 12 (13.5) 71 (79.8)
>0, <5 54 (60.7) 8 (9.0)
≥5, <10 21 (23.6) 5 (5.6)
≥10, <15 2 (2.2) 1 (1.1)

Overcorrection is expressed as a minus value.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PD = prism diopters. 

Table 2.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distribution of vertical
deviation angle 

Group with residual vertical deviation at 
the final follow-up (n = 18)

Group without residual vertical deviation 
at the final follow-up (n = 71)

p-value*

Preoperative vertical
deviation angle (PD)

4.5 ± 2.8 (2 to 10) 2.8 ± 1.9 (0 to 7) 0.040

Postoperative vertical
deviation angle (PD)

2.4 ± 5.3 (-14 to 12) 0 <0.001

Amount of surgical correction in 
vertical deviation angle (PD)

2.1 ± 5.0 (-4 to 16) 2.8 ± 1.9 (0 to 7) 0.06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range).
PD = prism diopters. 
*Mann-Whitney test.

Table 3. Comparison of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vertical deviation angle in the group with and without residual hypertropia af-
ter surgery

초진 시 평균 연령은 5.9 ± 2.3세, 수술 시 평균 연령은 7.6 

± 2.2세였다. 수술 전 평균 하사근기능항진 정도는 2.0 ± 

0.9 (범위 1.0-4.0)였고, 두 눈 하사근기능항진의 차이는 평

균 1.1 ± 0.4 (범위 1.0-3.5)였다. 수술 전 제일안위에서 평

균 상사시는 3.2 ± 2.2 PD (범위 0-10)였고 수직편위가 없

었던 환자는 12명이었다. 모든 환자는 상방주시시 하방주

시보다 15 PD 이상 큰 V형 외사시가 동반되어 있었으며 

두 눈 대칭적 하사근근육절제술과 함께 외직근후전술을 동

시에 시행받았으며 수술 후 평균 경과 관찰 기간은 2.9 ± 

1.7년이었다(Table 1). 

수술 후 최종 경과 관찰 시 상사시는 평균 0.5 ± 2.5 PD

로 수술 전 평균 3.2 ± 2.2 PD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01, Wilcoxon signed rank test). 수술 전 수직편위가 

없었던 12명을 포함한 71명(79.8%)에서 최종 경과 관찰 시 

수직편위가 없었고, 5 PD 미만의 잔여 상사시가 있는 경우

가 8명(9%)이었다. 또한 수술 전과 다르게 수직편위의 방

향이 바뀌어서 반대편에 상사시가 발생한 경우는 4명(4.5%)

이었다(Table 2). 하사근기능항진은 두 눈 대칭적 하사근근

육절제술 후 178안 중 172안(96.6%)에서 사라졌고, 최종 

경과 관찰 시 평균 하사근기능항진 정도는 0.03 ± 0.15 (범

위 0-1.5)로 수술 전에 비해 감소하였다(p<0.001, Wilcoxon 

signed rank test). 하사근기능항진 분포로 보면 2 이하인 

128명(71.9%)은 성공률 97.7%, 2 초과 3 이하인 42명(23.6%)

은 95.2%, 3 초과 4 이하인 8명(4.5%)은 87.5%였다. 수술 

후 두 눈 하사근기능항진의 차이는 평균 0.03 ± 0.19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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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Correlation between preoperative hypertropia and postoperative hypertropia at final follow-up. (A) Preoperative hyper-
tropia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amount of correction in vertical deviation at the final follow-up (r = 0.733, R2 = 0.537, 
p <  0.001, Spearman's rank-order correlation). (B) Preoperative hypertropia wa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residual hyper-
tropia at the final follow-up (r = 0.182, R2 = 0.033, p = 0.087, Spearman's rank-order correlation). 

0-1.5)로 감소하였으나 수술 전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561, Wilcoxon signed rank test). 수술 후 수직편위가 

없는 군 71명(79.8%)의 수술 전 수직사시각은 2.8 ± 1.9 

(범위 0-7) PD로, 수술 후 수직편위가 있는 군 18명(20.2%)

의 수술 전 수직사시각인 4.5 ± 2.8 (범위 2-10) PD보다 유

의하게 작았고(p=0.04), 상사시 교정량은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p=0.062, Mann-Whitney test). 

수술 전 두 눈 하사근기능항진의 차이는 수술 전 상사시 

크기(r=0.129, p=0.229), 수술 후 마지막 경과 관찰 시 상사

시 교정량(r=0.044, p=0.684), 잔여 상사시와 유의한 상관관

계는 없었다(r=-0.084, p=0.432, Spearman 순위상관분석). 

수술 전 상사시 정도와 수술 후 상사시 교정량은 마지막 경

과 관찰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강한 양의 선형관계를 보였

고(r=0.733, p<0.001), 수술 전 상사시 정도와 수술 후 잔여 

상사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Fig. 1, r=0.182, p=0.087, 

Spearman 순위상관분석).

고 찰

두 눈에 비대칭 하사근기능항진이 있고, 수직사시가 동

반된 환자의 수술적 치료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어느 

수술법을 시행하는지는 환자와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

되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자는 하사근근육절제술의 수

술 효과가 수술 전 하사근기능항진의 정도에 따라 자가 조

절되는 것
9
에 근거하여 하사근근육절제술을 선택하였다. 

즉, 본 연구는 비대칭 두 눈 하사근기능항진 환자에게 대칭

적인 두 눈 하사근근육절제술을 시행한 후 수직사시 교정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Park et al7
은 한 눈 32명, 두 눈 27명에 대한 하사근근육

절제술의 효과 분석에서 수술 전후 제일안위에서의 상사시

가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

고, 수술 전 상사시가 클수록 수술 교정량이 유의하게 컸다

고 보고한 바 있다. Kim8
은 한 눈 하사근기능항진에 대한 

한 눈 하사근근육절제술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수술 

전 제일안위에서 수직사시각이 클수록 수술의 교정량이 많

아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잔여 수직편위와는 유의

한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수술 전 상사시 

각도가 클수록 상사시 교정량이 커지는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고, 수술 전 상사시 각도와 수술 후 잔여 상사

시 각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수술 

후 상사시가 남아있던 군과 상사시가 남지 않은 군으로 나

눠서 수술 전 평균 상사시 각도를 비교해본 결과 수술 후 

잔여 상사시가 있던 군이 수술 전 상사시 각도가 더 컸다. 

즉, 수술 전 상사시 각도가 클수록 대칭적 하사근근육절제

술 결과 수직편위 교정량이 크지만 수술 전 비대칭 하사근

기능항진으로 인한 상사시가 다 교정되지 않고 잔여 상사

시가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ark et al7은 수술 전 평균 상사시 각도가 5.7 PD에서 하

사근근육절제술 후 2.3 PD로 감소되었다고 하였고, Toosi 

and von Noorden11
은 수술 전 상사시 각도가 15.1 PD에서 

하사근근육절제술 후 3.9 PD로 약 11.2 PD의 수직편위가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Roh and Choi9는 한 눈 또는 두 눈 

하사근기능항진에 대하여 하사근근육절제술을 시행한 후 

수술 전 11.9 PD에서 수술 후 2.2 PD로 수직편위가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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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정면주시 시 상사시가 수술 전 

평균 3.2 PD에서 수술 후 마지막 경과 관찰 시 평균 0.5 PD

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비대칭 하사근기능항진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에게서 대칭적으로 두 눈 하사근근육절제술을 시

행한 경우 수직편위가 적절하게 교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하사근근육절제술 후 하사근기능항진이 최

종 관찰 시 96.6%에서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전의 연

구에서 보고된 91.4%,9 91.9%,7 95.5%,12 97.8%11 등의 결

과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다. Stuart13
는 한 눈 하사근근

육절제술을 시행한 47명 중 5명에서 과교정되어 수직사시

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눈 

하사근근육절제술 후 89명 중 4명에서 반대편에서 상사시

가 발생하여 과교정된 모습을 보였고, 이들의 수술 전 하사

근기능항진 차이는 2가 2명, 1이 2명이었다. 이 4명의 과교

정된 환자들은 복시나 고개기울임 등은 없어서 경과 관찰했

으며, 수술 후 5년째 최종 경과 관찰 시 각도는 평균 -3.5 PD

였다. 

하사근근육절제술이 효과적인 하사근기능항진 정도에 대

해 Roh and Choi9
는 하사근기능항진이 +2인 경우 성공률 

95.8%로 효과가 좋았으며, +3인 경우는 성공률 84.2%, +4는 

66.7%로 하사근기능항진의 정도가 심할수록 수술 성공률

이 낮아지나 +4인 경우 증례 수가 3명(4.3%)으로 적어 성

공률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Park et al7
은 수술 전 

평균 하사근기능항진 정도가 2.5 ± 0.6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사근근육절제술을 시행한 후 수술 후 +1에서 -1의 범위

에 해당하는 매우 경미한 하사근기능이상만을 보였고, 그 

빈도도 매우 낮아 하사근근육절제술은 모든 정도의 하사근

기능항진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들 보고에

서도 하사근기능항진이 3 초과 4 이하인 경우는 4명(4.7%)

으로 증례 수가 적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사

근기능항진 정도가 평균 2.0 ± 0.9인 환자들이 포함되었고, 

하사근근육절제술 후 평균 0.03 ± 0.15로 감소하였다. 또한 

하사근기능항진 분포를 보면 2 이하(71.9%)는 성공률 97.7%, 

2 초과 3 이하(23.6%)는 95.2%, 3 초과 4 이하(4.5%)는 

87.5%로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비대칭 하사근기능항진

에서 두 눈 하사근근육절제술이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 Park et al7
과 Roh and 

Choi9
의 보고와 비슷한 결과인데, 본 연구를 포함해서 이 

연구들에는 하사근기능항진이 심한 경우의 증례 수가 적어

서 평가에 한계가 있겠다. 향후 보다 더 많은 수의 심한 하

사근기능항진을 포함한 하사근근육절제술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후향적인 연구이고 최소 경과 관찰 

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 환자들마다 최종 경과 

관찰 시점이 다르다는 점, 회선이나 이상두위 여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환자에서 외

직근후전술을 같이 시행하였는데 수평근수술이 하사근기

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14,15 수평근수술에 의한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하사근근육절제술만 단독으로 시행한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모

든 수술은 단일 술자가 시행하였지만, 최종 경과 관찰은 술

자를 포함한 2인의 전문의가 시행하여 하사근기능항진 평

가의 주관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 대부분이 수술 전 하사근기능항진 차이 정

도가 1 이하(85.4%)여서 두 눈의 비대칭 정도가 큰 경우들

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V형 간헐

외사시에 동반된 두 눈 비대칭 일차하사근기능항진에서 두 

눈 외직근후전술과 같이 시행한 대칭적인 두 눈 하사근근

육절제술은 수술 전 수직편위가 클수록 수직편위 교정 효

과가 컸으며, 수술 후 하사근기능항진과 제일안위의 상사

시를 적절하게 잘 교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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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비대칭적 두 눈 일차하사근기능항진에서 대칭적 두 눈 
하사근근육절제술 시행 후 수직편위 변화

목적: 비대칭적 두 눈 일차하사근기능항진 환자에서 수술 전 수직편위에 따른 대칭적 두 눈 하사근근육절제술의 수직편위 교정 효과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비대칭적 두 눈 일차하사근기능항진과 간헐외사시로 두 눈 하사근근육절제술과 외직근후전술을 시행하고 6개월 이상 

경과 관찰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후 제일안위에서의 상사시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술 전 수직편위 정도와 두 눈 하사근기능

항진 차이에 따른 수술 후 수직편위 교정량, 잔여 상사시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총 89명 178안이 포함되었으며 제일안위 수직편위는 수술 전 3.2 ± 2.2 prism diopters (PD)에서 수술 후 0.5 ± 2.5 PD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Wilcoxon signed rank test, p<0.001). 두 눈 하사근기능항진 정도 차이와 수직편위 교정량(r=0.044, p=0.684), 

잔여 상사시(r=-0.084, p=0.432)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Spearman 순위상관분석). 수술 전 상사시가 클수록 수술 후 

상사시 교정량이 커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r=0.733, p<0.001), 술 전 상사시양과 잔여 상사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Spearman 순위상관분석, r=0.182, p=0.087). 

결론: V형 간헐외사시에 동반된 두 눈 비대칭 일차하사근기능항진에서 두 눈 외직근후전술과 같이 시행한 대칭적인 두 눈 하사근근육

절제술은 수술 전 수직편위가 클수록 수직편위 교정 효과가 컸으며, 수술 후 하사근기능항진과 상사시도 적절하게 교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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