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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외사시 소아와 정상 소아의 읽기 속도 비교
A Comparison of Reading Speeds of Intermittent Exotropia and Normal
Children
김지수⋅최미영
Ji Soo Kim, MD, Mi Young Choi, MD, PhD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충북대학교병원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gju, Korea

Purpose: We investigated the reading speeds of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with or without intermittent exotropia.
Methods: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7 and 12 years with intermittent exotropia without amblyopia (n = 37) and normal-sighted
children (n = 37) were included. Near-stereopsis and fusion were evaluated. Reading speeds were calculated using a Korean
reading speed application, twice: once for reading the sentence silently (reading only) and a second time for reading the sentence aloud (reading & speaking). Reading speed was recorded in words per minute (WPM) and letters per minute (LPM)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letters. The factors related to reading speed were analyzed, and the reading speeds of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Results: The rate of fusion at far and near extremes was lower in the intermittent exotropia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p = 0.028).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ge and reading only speed and reading & speaking speed for both
groups (p = 0.006, p = 0.004). Both WPM and LPM reading speeds of the reading only intermittent exotropia group were slower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p = 0.048, p = 0.050); however,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became more pronounced after
correction for the age distribution (p = 0.029, p = 0.035). LPM reading speed for middle-sized letters was significantly slower in
the intermittent exotropia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p = 0.046).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regarding the reading speed or reading & speaking speed.
Conclusions: the reading only and reading & speaking speeds increased with the age of the student, regardless of whether the
student had intermittent exotropia. The reading only speed was considerably slower in the intermittent exotropia group. Thu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monitor the reading development of younger school-aged children with intermittent exotropia carefully to allow for early intervention should issues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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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외사시는 우리나라 소아 사시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사시 환자의 대부분이 간헐외
사시이다.1 간혹 자녀가 책을 읽을 때 간헐외사시로 인하여
지장을 받지 않는지를 걱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눈모음부
족외사시군에서 의도하지 않게 같은 줄을 다시 읽는 횟수
가 정상군에 비하여 높다고 보고된 것2 이외에 알려진 바
없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간헐외사시 환자에서 수술 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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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Age (years)
Sex (male/female)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Spherical equivalent
Right (diopters)
Left (diopters)
Stereopsis (seconds of arc)
Fusion (yes/no)
Angle of deviation (prism diopters)
At distance
At near

Control
(n = 37)
9.43 ± 1.50
(7.00 to 12.00)
20/17
0.03 ± 0.08
(-0.08 to 0.22)

Intermittent exotropia
(n = 37)
9.41 ± 1.59
(7.00 to 12.00)
21/16
0.04 ± 0.08
(-0.08 to 0.22)

-1.00 ± 1.67
(-5.25 to +2.00)
-1.14 ± 1.92
(-4.75 to +2.00)
63.24 ± 47.20
36/1

-1.32 ± 1.82
(-5.00 to +2.00)
-1.33 ± 1.88
(-5.00 to +1.75)
90.54 ± 98.57
29/8

0

22.97 ± 7.50
(15 to 35)
25.68 ± 8.51
(15 to 40)

0

p-value
0.96*
0.82†
*
0.89

*

0.55

0.72*
0.13*
0.01‡

Values indicate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logMAR = log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
t-test;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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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anges in reading speeds and reading (words per minute, W PM ) & speaking speeds (W PM ) according to age in control
group (A, B) and intermittent exotropia group (C, D). Reading only speed and reading & speaking speeds were increased according
to aging in each group (Pearson correl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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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입체시와 융합의 유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

하는 한 눈 시력 측정이며, 얼마나 작은 크기의 숫자를 알

며, 외사시의 조절 정도와 원거리 입체시가 상관관계가 있

아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단어나 문

3-6

다고 알려져 있다.

간헐외사시에서 외사시가 나타나는 빈

장을 읽는 것은 두 눈을 뜨고 한꺼번에 알아보는 것이기 때

도는 환자의 기분, 건강,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상생활에

문에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삶의 질과도 깊은 관

서 책을 읽는 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다.

련이 있다고 하였다.7 특히, 초등학생에서의 읽기 활동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시력검사는 한 눈씩 가림 후 측정

학교 생활뿐 아니라 방과 후 활동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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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nges in reading speeds and reading (letters per minute, LPM ) & speaking speeds (LPM ) according to age in control
group (A, B) and intermittent exotropia group (C, D). Reading only speed and reading & speaking speeds were increased according
to aging in each group (Pearson correlation test).

Table 2. Comparison of reading speed and reading & speaking speed according to sex in each group
Speed
Reading
WPM
LPM
Reading & speaking
WPM
LPM

Control

Intermittent exotropia
Male
Female

p-value*

Female

128.05 ± 49.58
338.77 ± 141.13

117.22 ± 26.79
324.60 ± 83.01

0.43
0.72

100.68 ± 34.92
266.52 ± 90.71

113.11 ± 26.05
308.82 ± 74.75

0.24
0.14

79.75 ± 20.68
204.66 ± 39.07

82.71 ± 13.97
217.63 ± 35.88

0.62
0.30

76.87 ± 20.36
206.98 ± 56.82

8 3.58 ± 15.49
217.40 ± 47.69

0.29
0.57

Values indicate mean ± standard deviation.
WPM = words per minute; LPM = letters per minute.
*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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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외국의 MNRead 차트를

미를 갖는 문장이 배열된 경우 다음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어 읽기 속도를 측정한 연구가 있

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 방법은 관련 없는 단어를 나열하고

8

었다. 그러나 번역 과정뿐 아니라 사용된 단어, 음절, 그리

무작위로 문장을 추출하여 보여준다.12 이에, 본 연구에서

고 어절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들

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초등학생에서 간헐외사시

이 있다. 외국의 Wilkins 차트(Wilkins Rate of Reading Test)

의 유무에 따른 읽기 속도가 차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를 이용하여 단어의 읽기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읽은 내
용이 문장이 아닌 점과 글자 크기에 따른 읽기 속도를 측정

대상과 방법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9-11 이러한 방법과 다르게
아이패드 태블릿을 이용하여 한국어 읽기 속도를 측정하는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기본형 간

애플리케이션이 최근 개발되었다.12,13 이 애플리케이션의

헐외사시로 진단받은 초등학생 중 약시가 있거나 약시 치

장점은 첫째,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선택한 63개의

료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른 종류의 사시가 있거나 사시

문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초등학교 학생의 읽기 속도를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 사시 이외의 다른 안과적

측정하는 데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글자 크기가 세

질환이나 전신 질환이 동반된 경우, 그리고 특수학교에 다

단계로 되어 있어서 글자 크기에 따른 읽기 속도까지 분석

니거나 검사에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37명을 간

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읽기 속도는 인쇄된 차트의 인쇄

헐외사시군으로 선정하였다. 근-원거리 사시각 차이가

상태나 밝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태블릿을 이용하기

10 prism diopters (PD) 미만인 경우를 기본외사시로 정하

때문에, 이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

였고, 부모가 하루 중 사시가 가끔 보인다고 하며, 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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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anges in reading speeds and reading (words per minute, W PM ) & speaking speeds (W PM ) according to level of visual
acuity stereopsis in control group (A, B) and intermittent exotropia group (C, D).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each group
(Pearson correlation test). BCVA = best-corrected visual acuity; LogM AR = log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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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 눈을 가릴 때만 사시가 나타나는 외사시를 간헐외사
14

12,13

은 기존 연구의 검사 방법을 준수하였다.

63개의 문장

같은 기간 동안 시력검사를 위해 내원한

중 무작위로 선택된 22문장을 눈으로만 읽는 묵독을 하게

초등학생 중 안과적 질환이나 전신 질환이 없는 37명을 대

한 후, 소리 내어 읽는 음독을 시행하였으며, 묵독과 음독

조군으로 선정하였다.

과정 중 다 읽은 후 스스로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였

시로 정하였다.

대상군의 성별, 나이, 최대교정시력, 구면렌즈대응치, 입

다. 모든 단계의 검사가 끝나면, 분당 단어 수(Words per

체시, 융합의 유무를 조사하였으며, 간헐외사시군에서는 프

minute, WPM)와 분당 글자 수(Letters per minute, LPM)가

리즘교대가림검사를 통한 사시각을 원거리(6 m)와 근거리

자동으로 산출되었다. 읽기 속도는 각 군 내 나이, 성별, 입

(33 cm)에서 측정하였다. 입체시는 근거리에서 Stereo Fly

체시, 융합의 유무에 따라 묵독과 음독 속도를 WPM과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맞추지 못하는 경우 그 전 단계를 다

LPM으로 분석하여 읽기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있는

시 질문하여 확인하였다. 융합 기능은 원거리와 근거리에

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간헐외사시군과 대조군 사이에

서 워트4등검사를 시행하였고 양쪽 모두에서 4개의 불빛을

묵독과 음독 속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본 경우를 융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교대주시하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22.0 (IBM Corp., Armonk,

여 5개를 본 경우는 융합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NY, USA)을 통하여 두 군의 나이, 시력, 구면렌즈대응치,

®

읽기 속도는 3세대 애플 아이패드(iPad Retina Display ;

읽기 속도의 비교는 t-test를 시행하였고, 두 군의 입체시와

Apple, Inc., Cupertino, CA, USA)를 사용하여 한국어 읽기

융합의 유무에 대한 비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

속도 측정 애플리케이션으로 측정하였다. 아이패드의 디스

다. 각 군 내에서 읽기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있는 경

플레이 설정과 측정 환경의 조명을 포함한 모든 검사 과정

우,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이용하여 이를 공

A

B

C

D

Figure 4. Changes in reading speeds and reading (letters per minute, LPM ) & speaking speeds (LPM ) according to level of visual
acuity stereopsis in control group (A, B) and intermittent exotropia group (C, D).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each group
(Pearson correlation test). BCVA = best-corrected visual acuity; LogM AR = log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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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으로 설정하여 보정한 후, 두 군을 다시 비교하였다.

초각: 90.54 ± 98.57초각),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대

연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test를 이

조군 37명 중 한 명에서만 융합이 불가능하였으나, 간헐외

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출한 p값이 0.05 미만일 때를 통계학

사시군에서는 37명 중 29명에서는 근거리와 원거리에서 모

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는 충북대학교

두 융합이 가능하였다. 나머지 8명 중 7명에서 원거리융합

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이 불가능하였고, 다른 1명에서는 근거리융합이 불가능하

의 승인을 받았다(승인 번호: 2019-10-012).

여 대조군과 간헐외사시군 사이에 통계학적 차이를 보였다
(p=0.01).

결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읽기 속도는 대조군을 기준으로 하

과

면, 묵독 속도는 123.08 ± 40.57 WPM, 332.26 ± 116.73
간헐외사시군의 사시각은 원거리에서 22.97 ± 7.50 PD,

LPM이었고, 음독 속도는 81.11 ± 17.74 WPM, 210.62 ±

근거리에서 25.68 ± 8.51 PD였으며, 기본형만 포함시켰으

37.70 LPM였다. 각 군에서의 읽기 속도를 분석한 결과, 두

므로 근-원거리 사시각 차이가 10 PD 이상 차이 나는 경우

군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묵독과 음독 속도가 빨라졌으

는 없었다. 간헐외사시군과 대조군의 성별과 연령은 통계

며(Fig. 1, 2),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Table 1). 최대교정시력과 구면렌

(WPM: 정상 대조군 r=0.466, r=0.458, p=0.004, p=0004, 간

즈대응치도 차이가 없었으며, 두 군 모두에서 1.00 D를 초

헐외사시군 r=0.444, r=0.468, p=0.006, p=0.004; LPM; 정

과하는 부등시는 없었다. 근거리 입체시력은 대조군에서

상 대조군 r=0.402, r=0.382, p=0.014, p=0020, 간헐외사시

간헐외사시군보다 더 좋은 경향을 보였으나(63.26 ± 47.20

군 r=0.449, r=0.531, p=0.005, p=0.001). 성별, 시력, 입체시

A

B

C

D

Figure 5. Changes in reading speeds and reading (words per minute, W PM ) & speaking speeds (W PM ) according to stereopsis in
control group (A, B) and intermittent exotropia group (C, D).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each group (Pearson correl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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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군 모두 읽기 속도에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Table 2,

고

찰

Fig. 3-6). 대조군에서의 융합 유무는 통계처리가 불가능하
여 시행하지 않았으며, 간헐외사시군에서 융합의 유무와

본 연구의 첫 번째 의의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읽기 속

읽기 속도는 통계학적으로 관련이 없었다(Table 3). 간헐외

도에 대하여 처음으로 분석한 자료라는 것이다. 특히, 초등

사시군에서 원거리 사시각 또는 근거리 사시각의 크기에

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선택한 63개의 문장들을 이용한 한

따른 읽기 속도의 차이는 없었다(Fig. 7, 8).

국어 애플리케이션으로 측정하였으며,

12

안과 검사를 통하

두 군 사이의 읽기 속도를 비교한 결과, 묵독 속도는 간
헐외사시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느렸으며, 특히 WPM이
통계학적 차이를 보였다(Table 4, p=0.004). 나이를 보정한
후의 WPM과 LPM은 간헐외사시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의
미 있게 더 느렸으며(p=0.029, p=0.035), 글자 크기에 따라
세분하여 비교한 결과 중간 크기의 글자에서 두 군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Table 4, p=0.004). 이에 비하여 음
독 속도는 두 군 사이에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으며, 글자
크기에 따른 음독 속도 차이도 없었다(Table 5).

Table 3. Comparison of reading speed and reading & speaking
speed according to fusion in intermittent exotropia group
Speed

Fusion
Yes

No

Reading
Words per minute 103.89 ± 32.06 113.94 ± 30.60
Letters per minute 278.28 ± 86.93 308.49 ± 82.19
Reading & speaking
Words per minute 78.97 ± 18.76 82.11 ± 18.82
Letters per minute 208.32 ± 53.10 221.83 ± 53.59

p-value*
0.43
0.38
0.68
0.54

Values indicate mean ± standard deviation.
t-test.

*

A

B

C

D

Figure 6. Changes in reading speeds and reading (letters per minute, LPM ) & speaking speeds (LPM ) according to stereopsis in control group (A, B) and intermittent exotropia group (C, D).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each group (Pearson correl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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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안과 질환이나 전신 질환이 없는 초등학생을 대조군으

이에 비하여 다초점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한 환자들을

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읽기 속도를

대상으로 MNRead 차트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연구한 결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 대조군인 정상 초등학

에서는 한국어 묵독 및 음독 속도가 약 100 WPM로 위 연

생의 묵독 속도는 123.08 ± 40.57 WPM, 332.26 ± 116.73

8
구들에 비하여 느렸다. 그러나, 이 연구는 고령을 대상으

LPM였고, 음독 속도는 81.11 ± 17.74 WPM, 210.62 ±

로 하였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37.70 LPM였으므로, 묵독 속도가 음독 속도보다 빠른 것

한 연구들의 읽기 속도보다 느렸을 가능성이 있으며, 검사

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음독은 소리 내는 과정이 필

방법의 차이가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으므로 직접 비교하

요하므로 묵독 속도가 더 빠른 것에 합당하다. 또한, 대조

기 어렵다.

군뿐 아니라 간헐외사시군에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읽

본 연구의 두 번째 의의는 초등학생의 읽기 속도에 대한

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20-30대의

간헐외사시의 영향 여부를 알아본 것이다. 간헐외사시군과

정상인을 대상으로 같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측정한 묵독 속

대조군 사이에 음독 속도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도가 202.3 ± 88.4 WPM였던 결과와 본 결과를 비교하면,

묵독 속도(WPM)가 간헐외사시군에서 느렸으며 특히 중간

20-30대 성인에서의 묵독 속도가 정상 초등학생의 묵독 속

크기의 글자에서 통계학적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

도보다 빨랐으므로,12 연령 증가에 따른 읽기 속도의 증가

용한 한국어 읽기 속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중간 크기의 글

라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에 부합한다. 음독 속도도 20-30대

자는 15.5, 13,5. 10, 9포인트이다.12 일상생활에서 소리내지

성인에서는 129.7 ± 25.9 WPM, 본 연구의 대조군인 정상

않고 눈으로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간 크기의 글자가

12

소아에서는 81.11 ± 7.74 WPM로, 20-30대에서 소아보다

주로 사용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두 군 사이의 묵독 속도

음독 속도가 빨랐으나 묵독 속도보다는 그 차이가 적었다.

차이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A

B

C

D

Figure 7. Changes in reading speeds and reading (words per minute, W PM ) & speaking speeds (W PM ) according to deviated angle
at far (A, B) and at near (C, D).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at far & near (Pearson correlation test). PD = prism diop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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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포함된 간헐외사시군 환자에서 평소 독서를 할

대하여 예측할 수 없다. 간헐외사시군에서 융합이 가능한

때 어떤 불편함을 느꼈는지에 대한 문진이 이루어지지 않

비율이 대조군보다 더 낮았으므로 융합의 유무가 묵독 속

았기 때문에, 묵독 속도의 지연이 임상적 의미가 있는지에

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간헐외사시군 내에

A

B

C

D

Figure 8. Changes in reading speeds and reading (words per minute, W PM ) & speaking speeds (W PM ) according to deviated angle
at far (A, B) and at near (C, D).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at far & near (Pearson correlation test). PD = prism diopters.

Table 4. Comparison of reading speeds between control group
and intermittent exotropia group
Speed
Words per minute
All size
Large size
Medium size
Small size
Letters per minute
All size
Large size
Medium size
Small size

Control
(n = 37)

Intermittent
exotropia
(n = 37)

p-value*

123.08 ± 40.57
124.77 ± 39.31
132.29 ± 55.21
109.80 ± 36.30

106.06 ± 31.61
112.32 ± 31.77
110.50 ± 37.77
97.60 ± 34.90

0.048
0.151
0.050
0.138

332.26 ± 116.73
263.23 ± 84.82
381.00 ± 167.00
313.40 ± 104.60

284.84 ± 85.73
238.10 ± 64.84
315.00 ± 105.00
276.45 ± 97.93

0.050
0.123
0.044
0.156

Values indicate mean ± standard deviation.
*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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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reading and speaking speeds between
control group and intermittent exotropia group
Speed
Words per minute
All size
Large size
Medium size
Small size
Letters per minute
All size
Large size
Medium size
Small size

Control
(n = 37)

Intermittent
exotropia
(n = 37)

p-value*

81.11 ± 17.74
95.09 ± 24.14
76.00 ± 18.00
76.00 ± 15.00

79.66 ± 18.55
89.79 ± 22.27
77.00 ± 22.00
76.68 ± 19.85

0.735
0.875
0.878
0.334

210.62 ± 37.70
197.73 ± 38.47
215.00 ± 45.00
213.00 ± 43.00

211.32 ± 52.74
191.47 ± 46.83
221.00 ± 61.00
212.00 ± 58.00

0.948
0.964
0.632
0.534

Values indicate mean ± standard deviation.
*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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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융합의 유무에 따른 읽기 속도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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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간헐외사시 소아와 정상 소아의 읽기 속도 비교
목적: 초등학생에서 읽기 속도가 간헐외사시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약시가 없는 7-12세의 간헐외사시 37명과 대조군 37명에서 근거리 입체시, 워트4등검사, 한국어 읽기 속도 측정 애플리
케이션을 이용한 묵독과 음독의 읽기 속도를 측정하였다. 읽기 속도는 분당 단어 수(words per minute, WPM)와 분당 음절 수(letters
per minute, LPM)로 나타냈으며, 글자 크기에 따라 분류하여 검사하였다. 각 군 내에서 읽기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분석하였으
며, 두 군 사이의 읽기 속도를 비교하였다.
결과: 두 군 사이에 입체시는 통계학적으로 차이는 없었으나, 근거리와 원거리에서 모두 융합이 가능한 비율이 간헐외사시군에서 대
조군보다 낮았다(78.4%:97.3%, p=0.028). 각 군에서 나이의 증가에 따라 묵독과 음독 속도 모두 유의하게 빨라졌으며(p=0.006,
p=0.004), 읽기 속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인자는 없었다. 간헐외사시군에서 전체 묵독 속도 평균은 WPM, LPM 모두 대조군보다 더
느렸다(p=0.048, p=0.050). 나이를 보정한 후의 WPM과 LPM은 간헐외사시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더 느렸으며(p=0.029,
p=0.035), 중간 글자에서의 LPM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46). 두 군 사이에 음독 속도는 통계학적으로 차이 없었다.
결론: 초등학생에서 간헐외사시의 유무에 상관없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묵독 및 음독의 읽기 속도는 빨라졌다. 간헐외사시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묵독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헐외사시로 진단받은 초등학생에서 묵독 속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한다.
<대한안과학회지 2020;61(7):78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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