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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외사시 환자에서 프리스비-데이비스 원거리 입체시검사 결과와 

장기 수술 결과와의 상관성

Correlation between Frisby-Davis Distance Stereoacuity Scores and 

Long-term Surgical Outcomes in Intermittent Exotr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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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analyzed postoperative Frisby-Davis distance (FD2) stereotest scores and changes in the angle of deviation, and 

the correlation between postoperative FD2 stereotest scores and long-term surgical outcomes, in patients with intermittent 

exotropia.

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included patients aged less than 12 years with intermittent exotropia who underwent at least 

28 months of postoperative follow-up. We analyzed the changes in the postoperative angle of deviation and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Titmus and FD2 stereotest scores. Surgical success rates at 28 months postoperatively were compared between 

the good (FD2 at 10 months postoperatively ≤ 10 arcsec) and bad (FD2 at 10 months postoperatively ≥ 15 arcsec) stereotest 

groups. Surgical success was defined as a horizontal deviation on distance measurement of 5 prism diopter (PD) esodeviation 

to 10 PD exodeviation at 1 year postoperatively. 

Results: This study included 101 patient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identified between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Titmus test scores. However, the FD2 stereotest score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at 10 months postoperatively (p = 0.001).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FD2 stereotest scores at 10 months postoperatively and the angles of de-

viation at distance at 10, 16, 22, and 28 months postoperatively (p ≤ 0.001 for all). The surgical success rates at 28 months post-

operatively were 73.1% and 43.5% in the good and bad stereotest groups, respectively (p = 0.008).

Conclusions: Distance stereoacuity within 1 year postoperatively correlated with the postoperative angle of deviation at distance. 

Good distance stereoacuity (i.e., < 10 arcsec) within 1 year postoperatively correlated with a higher surgical success rate com-

pared to bad distance stereoac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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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외사시는 한국에서 1.1% 빈도로 발생하는 흔한 사시

질환이며,
1
 수술 후 재발률이 50.4-86%로 높은 질환이다.

2-6
 

기존에 간헐외사시 환자의 입체시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간헐

외사시 환자에서 원거리 입체시가 정상 환자군에 비하여 좋

지 않고,
7
 수술 전 원거리 입체시의 정도가 수술 후 입체시

의 호전 정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8
 

Frisby Davis distance (FD2; Stereotest Ltd., Shef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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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입체시검사는 간헐외사시 환자에서 원거리 입체시를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9
 FD2 입체시검사는 

설치가 쉽고 검사용 안경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검사로 B-VAT (Mentor Binocular Visual Acuity 

Tester System; Mentor O & O, Inc., Norwell, Mass, IL, 

USA) 검사가 생산 중단된 현재 상황에서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입체시검사이다. 

기존에 수술의 적기를 정하기 위해 FD2 입체시검사를 

활용하거나, 수술 전후 FD2 입체시검사 결과를 비교한 연

구는 있었으나,
8,9

 FD2 입체시검사 결과와 수술 후 재발률

과의 연관성이나 수술 후 사시각의 변화에 따른 FD2 입체

시검사 결과의 추이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시 수술 후 FD2 입체시검사를 주기

적으로 시행한 결과를 분석하였고, 수술 후 1년 이내의 입

체시검사 결과와 2년 이상의 장기 수술 결과와의 상관관계

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

하였으며 본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 번호: CR-21-198). 

본원에서 2015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간헐외사시로 

진단받고 수술 후 28개월 이상 경과 관찰이 가능했던 12세 

이하의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협조

가 어려웠던 환자, 의무기록에 결과가 누락된 경우 등 FD2 

입체시검사 결과값에 결측치가 있었던 환자는 대상에서 제

외하였으며, 수술 전과 수술 10개월째에 Titmus 검사를 시

행하였고, FD2 입체시검사를 수술 전 1회, 수술 후 4회 이

상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후 입체시검사를 

시행할 때 속발내사시로 프리즘 안경을 착용 중인 환자 및 

경과 관찰 기간 중 재수술을 시행한 환자, 눈벌림과다형이

나 눈모음부족형사시, 수직사시가 동반된 경우, 약시 치료 

중인 경우, 안구의 기질적인 질환이나 안과수술의 과거력, 

신경학적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환자들에게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구운동검사, 세극등현

미경검사, 안저검사를 포함한 안과검사를 시행하였다. 굴절

검사는 초진 시 1% cyclopentolate (Cyclogyl
®
; Alcon Korea, 

Seoul, Korea)와 0.5% tropicamide와 0.5% phenylephrine 

(Tropherine
®
; Hanmi Pharmaceutical, Seoul, Korea)을 5분 

간격으로 3회 점안하였고 60분 후 조절마비굴절검사를 시

행하여 얻은 결과를 구면렌즈대응치(spherical equivalent)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사시각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교정 상태에서 원거리(6 m) 또는 근거리(33 cm)를 주시하고 

있는 상태로 교대프리즘가림검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술 후 융합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워트4등검사를 근거리 

및 원거리에서 시행하였다.

근거리 입체시는 Titmus 검사(Stereo Fly Stereotest; 

Stereo Optical Co.,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다. 40 

cm 거리에서 편광 안경을 착용한 환자의 시축에 수직이 되

도록 검사판을 들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림을 고르도록 

하여 틀리는 경우 두 번까지만 검사 후 마지막으로 맞춘 그

림의 입체시를 기록하였다.
9,10

원거리 입체시는 FD2 입체시검사를 이용하였고, 시표와 

환자의 눈높이를 맞춘 후 4개의 시표 중 가장 앞으로 돌출

된 시표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간격을 기록하였다. 6 m 거

리에서 50초 시차부터 시차를 줄여가며 검사를 시행하였

고, 50초 시차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 3 m 거리로 바꾸어 

200초 시차부터 검사하였다.
11,12

 2번 이상 돌출된 시표를 

구분하지 못할 경우 직전의 시차를 기록하였다. 입체시검

사 결과는 기존에 보고된 방법에 따라 기록하였다.
11

사시각 측정은 수술 전, 수술 후 1일, 1주, 1개월, 4개월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하였고, Titmus 검사는 수술 전, 

수술 후 10개월째에만 시행하였으며, FD2 입체시검사는 

수술 전, 수술 후 10개월째부터 6개월 간격으로 최소 4회 

이상 시행하였다. 수술 전과 수술 10개월 후 Titmus 검사 

및 FD2 입체시검사 결과를 비교하고 수술 전, 수술 후 10, 

16, 22, 28개월째의 FD2 입체시검사와 사시각을 분석하였

다. 입체시검사 결과와 장기 수술 성공률과의 관계를 분석

하기 위하여 수술 10개월째 FD2 입체시검사 결과가 10초

각 이하인 군(good stereo group)과 15초각 이상인 군(bad 

stereo group)으로 나누어 수술 성공률을 비교하였다. 그리

고 각 군의 성비, 수술의 종류, 수술을 받은 나이, 최대교정

시력, 양안의 평균 구면렌즈대응치, 입체시검사를 시행한 

나이, 수술 전 입체시와 수술 전과 수술 10개월째의 근거리 

및 원거리 사시각을 분석하였다. 수술 성공은 최종 원거리 

사시각이 5 prism diopter (PD) 이내의 내편위, 10 PD 이내

의 외편위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 프로그램(version 25.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수술 전후 Titmus 검사

와 FD2 입체시검사 결과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

고, 수술 후 원거리 사시각과 수술 전 및 수술 10개월째 

FD2 입체시검사 결과 사이의 관계를 단순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Good stereo group과 bad stereo group의 임상

양상을 피셔의 정확검정, 카이제곱검정, 독립표본 t-검정, 

만-휘트니 U검정으로 분석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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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Good stereo group

*
 

(n = 78)

Bad stereo group
†
 

(n = 23)
p-value

Gender, male:female 55:46 43:35 12:11 0.803
‡

Type of surgery, BLR:R&R:ULR 72:10:19 55:9:14 17:1:5 0.644
§

Age at the initial visit (years) 7.05 ± 2.28 (2-12) 7.18 ± 2.22 6.52 ± 2.45 0.208
∥

Age at surgery (years) 7.59 ± 2.04 (4-12) 7.76 ± 1.97 7.04 ± 2.20 0.149
¶

Total follow up period (months) 38.04 ± 9.95 (28-64) 37.85 ± 11.02 36.04 ± 9.36 0.632
∥

Preoperative BCVA (logMAR)

OD 0.01 ± 0.04 (-5.75 to 3.0) 0.01 ± 0.04 0.01 ± 0.03 0.904
∥

OS 0.01 ± 0.04 (-5.00 to 4.0) 0.01 ± 0.04 0.02 ± 0.04 0.114
∥

Preoperative SE refractive errors (D)

OD -0.32 ± 1.62 (-5.75 to 3.0) -0.35 ± 1.57 -0.22 ± 1.82 0.453
∥

OS -0.34 ± 1.57 (-5.0 to 4.0) -0.41 ± 1.61 -0.11 ± 1.41 0.406
∥

Age at preoperative stereotest (years) 7.27 ± 2.14 (3-12) 7.21 ± 2.15 6.57 ± 2.29 0.273
∥

Preoperative Titmus test score (arcsec) 53.76 ± 19.64 (40-100) 53.59 ± 19.67 54.35 ± 19.96 0.737
∥

Preoperative FD2 stereotest score (arcsec) 23.91 ± 38.92 (5-200) 26.09 ± 43.43 16.52 ± 14.50 0.641
∥

Preoperative deviation (PD)

Distance 25.00 ± 5.83 (14-45) 24.78 ± 5.90 25.74 ± 5.68 0.384
∥

Near 27.78 ± 6.19 (10-45) 27.88 ± 6.25 27.43 ± 6.10 0.672
∥

Postoperative 10 months deviation (PD)

Distance 4.20 ± 5.20 (0-20) 3.90 ± 5.33 5.22 ± 4.70 0.122
∥

Near 5.57 ± 6.01 (0-20) 5.40 ± 6.15 6.17 ± 5.59 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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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R = bilateral lateral rectus recession; R&R = lateral rectus recession and medial rectus resection; ULR = unilateral lateral recuts recession;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OD = oculus dexer; OS = oculus sinister; 

SE = spherical equivalent; D = diopter; FD2 = Frisby Davis distance; PD = prism diopter.
*
FD2 score at postoperative 10 months ≤ 10 arcsec; 

†
FD2 score at postoperative 10 months ≥ 15 arcsec; 

‡
chi square test;

 §
Fisher’s exact test; 

∥
Mann-Whitney test; 

¶
Independent t-test.

A B

Figure 1. Comparison of stereotest between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10 months. (A) Titmus test (B) Frisby Davis distance 

(FD2) stereotest FD2 stereotest result improved significantly after surgery (p = 0001). POD = Postoperative day. 
*

Paired t-test.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 = 101) and comparison of baselin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groups

결 과

입체시를 측정할 당시에 속발내사시로 프리즘 안경을 착

용한 23명의 환자들을 제외한 101명의 환자가 포함되었고, 

이들 중 남자는 55명(54.5%), 여자는 46명(45.5%)이었다. 

시행한 수술 종류는 72명이 양안 외직근후전술, 10명이 단

안 외직근후전술 및 내직근절제술, 19명이 단안 외직근후전

술이었다. 평균 초진 나이는 7.05 ± 2.28세(2-12세), 전체 경

과 관찰 기간은 38.04 ± 9.95개월(28-64개월)이었으며 이외

의 임상 양상은 Table 1과 같았다. 수술 10개월째 시행한 워

트4등검사에서는 비주시안의 억제를 보인 환자는 없었다.

수술 전, 수술 10개월 후 입체시검사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Titmus 검사 결과는 수술 전 53.76 ± 19.64초각, 수술 10

개월 후 49.31 ± 21.92초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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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gle of deviation at distance and Frisby Davis dis-

tance (FD2) stereotest score postoperatively FD2 stereotest 

score increased as the angle of deviation at distance increased. 

PD = prism diopter; POD = postoperative day.

Postoperative angle of deviation at distance

10 months 16 months 22 months 28 months

B p-value B p-value B p-value B p-value

FD2 stereotest

Preoperative 0.006 0.637 0.016 0.263 0.021 0.240 0.026   0.149

POD 10 months 0.267 0.001 0.304 0.001 0.355 0.001 0.394 <0.001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FD2 = Frisby Davis distance; B = unstandardized coefficients; POD = postoperative day.

Table 3. Comparison of angle of deviation at distance and surgical success at 28 months postoperatively between the two groups

Good stereo group
*
 (n = 78) Bad stereo group

†
 (n = 23) p-value

Angle of deviation at distance (PD) at postoperative 28 months 7.78 ± 6.86 10.04 ± 7.10 0.17
‡

Surgical success rate (%) at postoperative 28 months 57/78 (73.1%) 10/23 (43.5%) 0.008
§

PD = prism diopter.
*
FD2 score at postoperative 10 months ≤ 10 arcsec; 

†
FD2 score at postoperative 10 months ≥ 15 arcsec; 

‡
independent t-test; 

§
chi square test.

Table 2. Effect of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10 months FD2 stereotest on postoperative angle of deviation analyzed with simple

linear regression

없었고(p=0.125) (Fig. 1A), FD2 입체시검사 결과는 수술 

전 23.91 ± 38.92초각, 수술 10개월 후 9.85 ± 6.22초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었다(p=0.001) (Fig. 1B). 수술 전 및 수술 

후 1일, 1주, 1개월, 4개월 이후 6개월 마다 측정한 원거리 

및 근거리 사시각은 수술 후 모든 시기의 사시각이 수술 전

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수술 후 시간에 따른 

FD2 입체시검사 결과는 원거리 사시각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였다(Fig. 2). 수술 후 사시각과의 연관성을 분석

하였을 때 수술 전 FD2 입체시검사 결과는 수술 10개월째, 

16개월째, 22개월째, 28개월째 원거리사시각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각각 p=0.637, p=0.263, p=0.240, 

p=0.149) 수술 후 10개월째 FD2 입체시검사 결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각각 p=0.001, p=0.001, p=0.001, 

p<0.001) (Table 2). 

수술 후 10개월째의 FD2 입체시검사 결과에 따른 분류

에서 good stereo group은 78명, bad stereo group은 23명이 

포함되었다. 성비, 경과 관찰 기간, 최대교정시력, 양안의 

구면렌즈대응치, 수술 전 입체시와 수술 전 및 수술 10개월

째 근거리 및 원거리 사시각을 포함한 기본 임상요소를 비

교하였을 때 두 군 사이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술 전 

FD2 입체시검사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good stereo group

과 bad stereo group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641) 

(Table 1). 수술 후 28개월째 원거리 사시각은 good stereo 

group에서 7.78 ± 6.86 PD, bad stereo group에서 10.04 ± 

7.10 PD로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수술 후 28개

월째 수술 성공률은 good stereo group에서 73.1%로 bad 

stereo group의 43.5%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8) 

(Table 3).

고 찰

본 연구는 간헐외사시 환자에서 수술 전후의 사시각과 

FD2 입체시검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Titmus 검사를 이용

한 근거리 입체시는 수술 전후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FD2 입체시검사를 이용한 원거리 입체시는 유의하게 호전

되었다. 수술 후 외편위가 증가함에 따라 입체시검사 결과

값도 증가하는 양상이었고, 10개월째 FD2 입체시검사 결

과값과 수술 후 모든 시기의 원거리 사시각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FD2 입체시검사가 장기 수

술 결과와 관계가 있을지 분석해보았을 때 수술 10개월째 

FD2 입체시검사 결과가 10초각 이하인 군이 15초각 이상

인 군에 비하여 높은 장기 수술 성공률을 보였다. 

간헐외사시 환자에서 FD2 입체시검사를 이용한 기존 연

구들은 수술 후 입체시의 호전 여부와 수술적 개입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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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하는데 FD2 입체시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8,13-16

 한편, FD2 원거리 입체시를 수술 성공과 관

련된 인자로써 활용한 연구는 없었으므로 본 연구는 그에 

대해 분석하였고, 수술 후 1년 이내에 10초각 이하의 FD2 

입체시검사 결과를 보인 환자들에서 수술 28개월째 장기 

수술 결과가 좋았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에 임상적으로 의

미가 있다.

수술 전후 근거리 입체시에 대해서 Adams et al
14
은 간헐

외사시 환자에서 Frisby 검사와 Preschool Randot 검사를 

이용하여 근거리 입체시를 분석하였을 때 수술 전후 차이

가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Kang et al
9
 또한 Titmus 검사 결

과가 수술 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도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수술 전후 근거리 입체시

의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 이러한 결과는 간헐외사시 환자

의 87.1%에서 근거리 입체시가 수술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Baker and Davies
17
의 보고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환자들의 수술 전 근거리 입체시

가 평균 53.76초각으로 이미 좋았기 때문에 천장효과로 인

해 유의한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간헐외사시 환자에서 원거리 입체시는 정상인에 비해 나

쁘며, 원거리 입체시가 근거리 입체시보다 먼저 영향을 받

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7,8,15,18,19

 기존에 간헐외사시 환

자에서 수술 전후 FD2 입체시검사 결과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Adams et al
14
은 80초각에서 40초각으로, Saxena 

et al
13
은 50초각에서 17.5초각으로, Kang et al

9
은 64.7초각

에서 53.6초각으로 수술 후 유의하게 호전되었다고 하였는

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안구 정렬이 잘 유지됨에 따라 양안

시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수

술 전 23.9초각에서 수술 10개월 후 10.3초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여 기존 연구와 상응하는 결과이지만 다른 연구

에 비해 수치상으로 입체시 결과값이 수술 전후 모두 양호

한 편이다. 이에 대해 고찰해 보면 본 연구와 기존에 발표

된 연구 사이에 분석한 환자의 나이, 사시각, 조절 정도와 

같이 입체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다르기에 직접

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대상자 평균 연령이 Adams et al
14
은 

24세, Saxena et al
13
은 13.7세, Kang et al

9
은 9세로 본 연구

의 7.05세보다 많아 수술 없이 경과 관찰한 기간이 더 길어 

원거리 입체시의 저하가 더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간헐외사시 환자에서 사시각과 입체시검사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들 중 Hatt et al
20
은 수술 후 6 m에서 FD2 

입체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군과 실패한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입체시검사 결과에 따라 사시각이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Walsh et al
21
은 원거리 

사시각이 vectograph contour circle test를 이용한 원거리 

입체시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이는 융합 노력이 사

시각의 정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원거리 외편위가 증가함에 따라 원

거리 입체시 결과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수술 10개월

째 FD2 입체시검사 결과와 수술 10개월, 16개월, 22개월, 

28개월째 원거리 사시각 사이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고찰해 보았을 때 간

헐외사시 환자에서 두 눈의 망막에 맺힌 상의 불일치를 인

지하지 못하게 되는 변화로 입체시가 저하되고, 망막에 맺

힌 상의 불일치로 유발되는 운동 융합 또한 감소하여 사시

각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임상양상이 의미 있는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거리 입체시를 이용한 연구들 중 Yildirim et al
15

, Kim 

et al
22

, Jeong et al
23
은 수술 전 B-VAT 검사 결과가 수술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Saxena 

et al
13
은 수술 전 FD2 입체시검사 결과가 수술 결과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단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수술 전 FD2 입

체시검사 결과는 수술 후 원거리 사시각과 유의한 상관관계

가 없어 Yildirim et al
15

, Kim et al
22

, Jeong et al
23
의 연구와 

상응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수술의 영향으로 원거리 입

체시의 정도가 크게 호전되기 때문에 수술 후 사시각은 수

술 전 원거리 입체시의 정도에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호전을 보인 수술 10개월

째 FD2 입체시검사 결과와 수술 결과를 분석하였다. 수술 

10개월째의 FD2 입체시검사 결과가 수술 결과와 관련이 

있을지에 대한 절단값을 Hong and Park
24
의 정상인의 평균 

FD2 입체시검사 결과인 15.62초각, Kim and Kim
11
의 

14.74초각보다 작은 10초각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기준으

로 두 군을 나누었을 때 수술 10개월째 원거리 사시각을 포

함한 기본 임상요소가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음에도 FD2 입체시검사 결과가 10초각 이하로 좋은 군

에서 수술 성공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수치상으로 good 

stereo group에서 bad stereo group에 비해 수술 28개월째 

원거리 사시각이 더 작았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다. 하지만 수술 성공과 실패라는 범주로 보았을 때는 사

시각이 10 PD 이하인 환자의 비율이 good stereo group에

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원거리 입체시검사 결과가 간헐

외사시에서 외사시의 조절 정도와 감각기능을 반영할 수 

있다는 Lee
18
에 따라 수술 후 원거리 입체시가 좋은 환자는 

좋은 사시 조절 정도와 감각기능을 통해 외편위량을 적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헐외사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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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대상이었음에도 입체시검사 결과의 절단값을 정상인

의 수치보다 기준을 엄격하게 두어 10초각으로 정하였으

나, 수술 후에 매우 좋은 입체시를 보이는 환자에서 장기 

수술 성공률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임상적으로 가치가 있다

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후향적 연구이며, 경

과 관찰 기간이 28개월로 제한되어 추후 보다 장기적인 경

과 관찰을 할 연구가 필요하다. 프리즘 안경을 착용한 경우

는 수술 이외의 개입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수술 자체만의 

결과 및 성공률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외하였으나 이로 인

해 본 연구의 수술 성공률이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다. 하지

만 성공률의 수치 자체보다는 수술 후 1년 이내에 안정적

으로 사시각을 유지하는 환자들에게서 원거리 입체시검사 

결과가 2년 이후의 장기 수술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프리즘 안경

을 착용한 환자군과 다른 임상양상을 일치시킨 프리즘 안

경을 착용하지 않은 환자군을 비교 분석하여 프리즘 안경

이 원거리 입체시와 수술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한다면 보다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비교 대상인 두 군 사이에 수술 방법의 비율 차이는 없었으

나, 수술 성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수술

을 받았던 환자들을 포함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후

향적 연구였기에 입체시검사와 사시각 사이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수술 전 사시 조절 정도와 융

합에 대한 검사는 결측치가 많아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

계가 있어서 이를 개선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25-29

 본 연

구는 기본형 간헐외사시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에 다

른 유형의 간헐외사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된

다면 보다 많은 환자군의 진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술 후 첫 입체시검사를 수술 후 10개월째에 시행하였다

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사시각이 안정화되고 수술로 인한 

영향이 배제된 비교적 초기의 입체시검사 결과와 장기 수

술 결과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간헐외사시에서 수술 후 1년 이내의 원거리 

입체시는 원거리 사시각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수술 후 원

거리 입체시가 10초각 이하일 때 수술 성공률이 높아진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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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형 외 : 간헐외사시에서 입체시와 수술 결과-

= 국문초록 = 

간헐외사시 환자에서 프리스비-데이비스 원거리 입체시검사 결과와 

장기 수술 결과와의 상관성

목적: 간헐외사시 환자에서 프리스비-데이비스 원거리(Frisby-Davis distance, FD2) 입체시검사 결과와 사시각의 변화를 분석하고, 

수술 후 FD2 입체시검사 결과와 장기 수술 결과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간헐외사시로 사시수술을 받은 환자 중 28개월 이상 경과 관찰이 가능했던 12세 이하인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

로 분석하였다. 수술 후 사시각의 변화, 수술 전후의 Titmus 검사 및 FD2 입체시검사 결과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수술 10개월

째 FD2 입체시검사 결과가 10초각 이하인 군과 15초각 이상인 군으로 나누어 수술 성공률을 비교하였다. 수술 성공은 최종 원거리 

사시각이 5 prism diopter (PD) 이내의 내편위, 10 PD 이내의 외편위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결과: 전체 101명의 환자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Titmus 검사 결과는 수술 10개월째 유의한 변화는 없었고, FD2 입체시검사 결과는 

유의하게 호전되었다(p=0.001). 수술 10개월째 FD2 입체시검사 결과는 수술 10개월째 이후 6개월마다의 원거리 사시각과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모두 p≤0.001). 수술 28개월째 수술 성공률은 수술 10개월째 FD2 입체시검사 결과가 10초각 이하인 군에서 

73.1%로 15초각 이상인 군의 43.5%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8).

결론: 간헐외사시 환자에서 수술 후 1년 이내의 원거리 입체시는 원거리 사시각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수술 1년 이내의 10초각 이내의 

원거리 입체시는 높은 장기 수술 성공률과 관련이 있다. 

<대한안과학회지 2022;63(6):5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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