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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병원으로 내원한 굴절부등약시 환자의 굴절이상 분포와
임상양상 분석
Anisometropic Amblyopia: Distribution of Refractive Error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from an Eye Hospital
조수연⋅김대희⋅김응수⋅백승희
Soo-Yeon Cho, MD, Dae Hee Kim, MD, Ungsoo Samuel Kim, MD, PhD, Seung-Hee Baek, MD, PhD
김안과병원 사시 & 소아안과센터
Strabismus & Pediatric Ophthalmology Center, Kim's Eye Hospital, Seoul, Korea

Purpose: To investigate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visual prognosis of anisometropic amblyopia patients in a secondary referral
eye hospital in Seoul, South Korea.
Methods: Medical records of 561 patients with anisometropic amblyopia between 3 and 12 years of age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and 450 patients who followed up ≥ 2 times were included for comprehensive analysis. Amblyopia was defined as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difference of ≥ 0.2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logMAR) between the sound and amblyopic eyes. Anisometropia was defined by ≥ 1 diopter (D) difference in spherical equivalents (SE), or ≥ 1.5 D difference of cylindrical error in any meridian between the eyes. Baseline clinical characteristics,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and cycloplegic refraction of both eyes at the first visit were collected. According to the SE of amblyopic eyes, patients were categorized into hyperopia (SE ≥ 1 D), emmetropia (-1 < SE < +1) and myopia groups (SE ≤ -1 D). Treatment success was defined as achieving interocular logMAR visual acuity difference < 0.2. Treatment success rates and time to reach treatment success were compared
among the SE groups.
Results: Median age of patients was 5.0 years. Median follow-up period was 25.8 months. The proportions of hyperopia, emmetropia and myopia groups were 68.9%, 14.4%, and 16.7%, respectively. Emmetropia group showed anisometropia mostly due to
cylindrical error difference between the eyes, rather than SE difference. Treatment success rates were the highest in emmetropia group (95.4%), followed by hyperopia group (85.8%) and then myopia group (77.3%, p = 0.010). Among the patients who
fulfilled the success criteria, median time to reach treatment success was the shortest in emmetropia group (3.0 months) followed by hyperopia group (3.6 months) and then myopia group (4.0 months, p < 0.001).
Conclusions: Hyperopia was the most common refractive error of the amblyopic eyes in anisometropic amblyopia patients who
presented to an eye hospital in Seoul. Treatment success rate was the best in emmetropia group, followed by hyperopia group,
and then by myopia group. Time to reach treatment success was the shortest in emmetropi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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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시는 안과검사상 뚜렷한 기질적 원인은 없으나 시각이
발달하는 시기에 단안 혹은 양안의 형태시 결핍 또는 비정
상적인 양안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최대교정시력의 저
하를 뜻하며, 소아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전히 또는 부
분적으로 시력회복이 가능한 상태이다. 굴절부등약시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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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굴절이상의 차이로 인한 약시이며 굴절부등은 약시의
1

였고 분석을 위해 logMAR값으로 변환하였다. 약시치료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학동기전 아동 대

안경교정, 가림치료 또는 아트로핀처벌치료 등의 조합으로

상의 검진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굴절이상으로 인한 약시가

시행하였다. 약시 환자는 처음 안경을 착용하고 1개월 뒤에

2

가장 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굴절부등약시가 있는 경우

추적 관찰하였으며, 이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약 2-4개월

일반적으로 굴절부등을 교정하는 안경을 착용하고 가림이

마다 추적 관찰을 하였다. 가림치료 시간은 약시의 정도에

나 아트로핀처벌치료 등으로 치료하게 된다.

따라 일반적으로 1시간부터 6시간까지 건안을 가리는 방식

굴절부등은 굴절이상의 종류에 따라 굴절부등원시와 굴

으로 진행하였다. 치료 성공에 이른 환자 중, 초진시점부터

절부등근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굴절이상 종류

양안의 LogMAR 시력 차이가 0.2 미만, 0.1 미만 혹은 동일

에 따라 약시의 임상양상이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임상적

하게 나타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을 조사하였다. 약시안

으로 굴절부등원시에서 굴절부등근시보다 약시가 더 흔하

의 구면렌즈대응치(구면렌즈값 + 1/2 × 원주렌즈값)에 따

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며,3 저자들의 임상경험으로는

라 구면렌즈대응치가 +1 D 이상일 경우에 원시군, 구면렌

구면렌즈대응치가 정시에 가까울 경우 약시가 잘 생기지

즈대응치가 -1 D 초과이고 +1 D 미만일 경우 정시군, 구면

않고 약시가 발생하더라도 치료 반응이 좋은 것으로 보인

렌즈대응치가 -1 D 이하일 경우 근시군으로 분류하고, 세

다. 이전 연구에서도 굴절이상의 종류에 따른 약시예후에

군의 분포와 임상양상, 치료 성공률, 치료 성공까지 걸린

대한 연구가 주로 대학병원에 의뢰된 환자를 대상으로 진

시간을 비교하였다. 환자의 굴절 상태가 한 눈은 원시, 다

행되었으나, 환자수가 충분하지 않고 추적 관찰기간이 짧

른 눈은 근시인 이종굴절부등(antimetropia)인 경우는 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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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한점이 있었다.

저자들은 안과병원에 내원한 상대적

안의 구면렌즈대응치만으로 군을 분류하였다. 약시가 심

으로 많은 수의 굴절부등약시 환자를 대상으로 약시안의

한 정도에 따라 경도(> 20/40), 중등도(20/80-20/40), 고도

굴절이상을 구면렌즈대응치에 따라 원시군, 정시군, 근시군

(20/400-20/100) 약시로 나누었고, 이에 따른 치료 성공률

으로 분류해 굴절이상의 분포를 알아보고, 각 굴절이상군

을 확인하였다.

의 임상양상, 시력예후, 치료 경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software version 20.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0.05 미만의 p-value를

대상과 방법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정의하고, 각 군에서 범주형
변수의 빈도 차이 검정을 위해 chi-squared test를, 치료 전

201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김안과병원

후의 변화 검정을 위해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

사시&소아안과센터를 방문한 만 3-12세의 초진 환자 중 굴

였다. 세 군 간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Kruskal-Wallis

절부등약시로 진단받고 약시치료를 시행받은 환자들의 의

test를 시행하였고, post-hoc test로 Mann-Whitney U test를

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 뇌질환이 있거나

이용하였으며, 이 경우는 Bonferroni correction을 적용해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

p-value가 0.017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적 혹은 안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고 경과 관찰

정의하였다.

2번 미만으로 치료에 따른 시력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경
우도 제외하였다. 이 연구는 김안과병원 기관윤리심의위원회

결

과

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IRB 승인 번호: 2018-01-012).
약시의 진단은 첫 내원 당시 양안의 최대교정시력이 log-

조사 기간 중 굴절부등이 있으면서 양안 logMAR 시력

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logMAR) 시력

0.2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굴절부등약시 초진 환자 561명

으로 0.2 이상 차이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굴절부등은 초

중, 기질적 질환이 있는 18명과 외래를 한 번 보고 다시 내

진 당시 조절마비굴절검사에서 구면렌즈대응치가 1.0디옵

원하지 않았던 93명, 총 111명을 제외한 450명의 환자가

터(diopter, D) 이상 차이가 나거나, 경선에 상관없이 난시

분석에 포함되었다. 기질적 질환으로 나팔꽃증후군, 말이집

차이가 1.5 D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의무기록상 초진

신경섬유, 맥락망막 결손, 안검하수, 중심부 동공막, 수정체

당시의 나이, 성별, 건안 및 약시안의 최대교정시력, 조절마

이상, 수정체아탈구, 망막색소변성증, 황반이상, 각막이상,

비굴절검사를 통한 굴절이상 정도, 사시 상태, 기존 치료

각막혼탁, 포도막염, 백내장, 뇌산소허혈 등이 확인되었다.

여부, 최종 내원 시 현성굴절검사를 이용한 굴절이상 정도

최종 분석 대상 450명의 나이는 5.0세(중위수, 25-75 백분

와 건안 및 약시안의 최대교정시력, 약시치료 방법, 순응도

위 범위: 4.1-6.2세)였으며, 이 중 7세 미만 환자가 371명

등을 조사하였다. 시력은 스넬렌식 시표를 이용해 측정하

(82.4%)이었고, 여자가 233명(51.8%)이었다. 마지막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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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까지의 추적 관찰기간은 25.8개월(25-75 백분위 범위:

음이 원시군, 정시군이 가장 작았고,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

14.8-42.9개월)이었으며, 약시치료를 받은 적 없는 경우가

의한 차이였다(p<0.001, Kruskal-Wallis test). 초진 시 건안

383명(85.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약시치료로 411명

의 최대교정시력(LogMAR)은 세 군 간 차이가 유의하지

(91.3%)에서 안경착용과 가림치료를 병행하였으며, 24명

않았으나(p=0.094, Kruskal-Wallis test), 약시안의 최대교

(5.3%)에서 안경착용만 시행하였고, 아트로핀치료와 병행

정시력(logMAR)은 정시군에서 유의하게 좋았다(p<0.001,

하였거나 민씨안경 등 안경착용이나 가림치료 외의 다른

Kruskal-Wallis test).

치료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15명(3.3%)이었다. 사시가 없

초진 이후 약시치료를 시행하였고, 마지막 진료까지 추

었던 환자가 351명(78.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외사

적 관찰기간의 중위수는 22.4-26.5개월로 세 군 간의 차이

시가 있는 환자는 20명(6.5%), 내사시가 있는 환자가 55명

는 없었으나, 약시안의 최종시력은 근시군에서 유의하게

(17.7%)이었다. LogMAR 시력으로 약시안 초진시력은

나빴다(Table 2). 약시치료 후 치료 성공률은 굴절이상군

0.52 (25-75 백분위 범위: 0.30-0.70)였고 최종시력은 0.05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원시군의 85.8%, 정시군의

(25-75 백분위 범위: 0.00-0.15)를 보여, -0.35 (25-75 백분위

95.4%, 근시군의 77.3%에서 양안의 최대교정시력 차이가

범위: -0.54 to -0.22)의 유의한 시력향상을 보였다(p<0.001,

logMAR 시력 0.2 미만으로 호전되었다(p=0.010, chi-squared

Wilcoxon signed rank test). 양안교정시력 LogMAR 차이가

test). 양안 시력 차이가 logMAR 0.1 미만으로 호전을 보인

0.2 미만으로 치료 성공에 도달한 환자수는 386명(85.8%)

경우는 원시군에서 75.5%, 정시군에서 87.7%, 근시군에서

이었다.

61.3% (p=0.001, chi-squared test)였고, 약시안이 건안과 동

최종 분석대상 450명 중, 원시군 310명(68.9%), 정시군

일한 시력까지 호전된 경우는 원시군에서 49.0%, 정시군에

65명(14.4%), 근시군 75명(16.7%)으로 원시군이 가장 많았

서 52.3%, 근시군에서 33.3% (p=0.030, chi-squared test)로,

고, 모든 연령대에서 원시군의 환자수가 가장 많았다(Fig. 1).

모든 경우에서 치료 성공률은 정시군에서 가장 높고 근시

각 굴절이상군의 초진 시 임상양상을 비교하면(Table 1),

군에서 가장 낮았다(Fig. 2). 약시치료에 성공한 경우, 양안

나이는 세 군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성별 분포는 원시군은

의 시력 차이가 logMAR 0.2 미만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의

남자가 많고 정시군과 근시군은 여자가 유의하게 많은 경

중위수는 원시군이 3.6개월, 정시군이 3.0개월, 근시군이

향을 보였다(p=0.025, chi-squared test). 사시는 모든 군에

4.0개월로 정시군에서 유의하게 치료 성공 기준에 빨리 도

서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원시군에는 내사시가 55명

달하였다(p<0.001, Kruskal-Wallis test). 그러나 양안 시력

(17.7%), 근시군에는 외사시가 15명(20.0%)으로 사시 분포

차이가 LogMAR 0.1 미만이 되거나 양안 시력이 같아질 때

는 각 굴절이상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까지 걸린 시간은 세 군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p<0.001, chi-squared test). 초진 시 약시안 구면렌즈대응

이지 않았다(Table 2).

치의 중위수는 원시군에서 +4.375 D, 정시군에서는 0.00 D,

약시가 심한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원시군과 근시군

근시군에서는 -4.375 D였고, 원주굴절이상은 원시군이

에서 고도약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0.75 D, 정시군이 -3.25 D, 근시군이 -1.75 D로, 정시군의

chi-squared test) (Table 1). 약시가 심한 정도에 따른 치료

난시가 유의하게 심하였다(p<0.001, Kruskal-Wallis test).

성공률은 모든 성공 기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양

양안의 구면렌즈대응치 차이는 근시군이 가장 크고, 그 다

안 시력 차이 logMAR 0.2 미만 혹은 0.1 미만으로 좋아진
비율은 경도 약시 환자와 중등도 약시 환자에서 비슷하였
으나, logMAR 시력 차이가 0이 된 비율은 경도 약시 환자
에서 중등도 약시 환자에 비해 높았다. 심한 약시 환자에서
는 모든 기준에서 다른 두 군에 비해 성공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3).

고

찰

저자들은 안과병원에서 굴절부등약시로 진단받은 환자
Figure 1. Distribution of patients according to the age and
spherical equivalent group. Patients with hypermetropia in am blyopic eye were the most common in all age groups.

들을 대상으로 약시안의 굴절이상에 따른 분포와 치료 성
공률에 대해 분석하였다. 나이에 상관없이 원시성 약시 환
자가 가장 많았으며, 근시성, 정시성 순의 분포를 보였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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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nisometropic amblyopia patients according to the refractive errors of their amblyopic
eyes
Hyperopia group (1)
(n = 310)
Age (years)

Emmetropia group (2)
(n = 65)

5.1 (4.1 to 6.5)

4.9 (4.2 to 6.0)

Myopia group (3)
(n = 75)

p-value

4.9 (4.1 to 5.8)

0.242

†

0.353

‡

0.025

‡

0.683

‡

Age distribution
≥ 7 years

59 (19.0)

11 (16.9)

9 (12.0)

< 7 years

251 (81.0)

54 (83.1)

66 (88.0)

Sex
Male

161 (51.9)

30 (46.2)

26 (34.7)

Female

149 (48.1)

35 (53.8)

49 (65.3)

Laterality of amblyopia
Right
Left
BCVA of amblyopic eye (logMAR)
BCVA of sound eye (logMAR)

136 (43.9)

30 (46.2)

174 (56.1)

35 (53.8)

0.52 (0.30 to 0.70)

0.30 (0.30 to 0.40)

0.05 (0.00 to 0.10)

0.05 (0.00 to 0.10)

38 (50.7)
0.52 (0.40 to 1.00)
0.05 (0.00 to 0.15)

+4.375 (3.375 to 5.500) 0.000 (-0.250 to +0.500) -4.375 (-6.875 to -2.500)

Absolute SE of amblyopia eye (D)

4.375 (3.375 to 5.500)

0.375 (0.250 to 0.625)

Cyl of amblyopic eye (D)

-0.75 (-1.25 to -0.50)

-3.25 (-3.75 to -2.75)

Myopia

< 0.001

3=1>2

-1.75 (-2.50 to -0.75)

< 0.001

17 (26.2)

71 (22.9)

48 (73.8)

54 (72.0)

2 (0.6)

0 (0.0)

15 (20.0)
‡

< 0.001
174 (56.1)

48 (73.8)

38 (50.7)

Severe (20/400 to 20/100)

113 (36.5)

3 (4.6)

33 (44.0)

-0.25 (-0.50 to 0.00)

-0.75 (-1.25 to -0.25)

No previous treatment

2.500 (1.500 to 3.375)

0.625 (0.375 to 1.000)

0.500 (0.250 to 1.000)

2.250 (1.500 to 3.250)

260 (83.9)

58 (89.2)

4 (5.3)

-0.50 (-1.25 to -0.25)
3.750 (2.250 to 6.875)
1.000 (0.500 to 1.250)
65 (86.7)

Treatment methods
Glasses only
Glasses + patching
Others

13 (4.2)

6 (9.2)

5 (6.7)

284 (91.6)

59 (90.8)

68 (90.7)

13 (4.2)

0 (0.0)

2 (2.7)

1>2=3

†

3>1>2

†

2>3>1

< 0.001

< 0.001

0.499

‡

0.213

‡

< 0.001

Esotropia

55 (17.7)

3 (4.6)

1 (1.3)

Exotropia

20 (6.5)

4 (6.2)

15 (20.0)

0 (0.0)

0 (0.0)

1 (1.3)

235 (75.8)

58 (89.2)

58 (77.3)

None

†

< 0.001

‡

Type of strabismus

Vertical

1>3>2

‡

6 (8.0)

Moderate (20/80 to 20/40)

Cyl difference between eyes (D)

†

0.213
237 (76.4)

14 (21.5)

SE difference between eyes (D)

†

4.375 (2.500 to 6.875)

23 (7.4)

Cyl of the sound eye (D)

0.094

1=3>2

†

1>2>3

Severity of amblyopia
Mild (> 20/40)

†

< 0.001

< 0.001

SE of the sound eyes (D)
Emmetropia

*

37 (49.3)

SE of amblyopic eye (D)

Hyperopia

Post-hoc test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25th to 75th percentile range) or number (%).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logarithm of the minimal angle of resolution; SE = spherical equivalents; D = diopters; Cyl =
cylindrical errors in negative value.
*
†
‡
Bonferroni correction with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 chi-squared test.

치료 성공률은 정시군, 원시군, 근시군의 순서로 감소하였

보였다.

다. 치료에 성공한 환자들 중 성공 기준에 도달하는 기간은

저자들이 안과병원으로 방문한 약시 환자 대상군을 약시

정시군에서 가장 짧았고 원시군과 근시군은 비슷한 경향을

안의 굴절이상에 따라 나누어 보았을 때, 원시군이 68.0%,

14

- 조수연 외 : 굴절부등약시의 임상양상 -

Table 2. Treatment results of anisometropic amblyopia according to the spherical equivalent groups
Hyperopia group (1)
(n = 310)
26.5 (15.3 to 43.1)

Emmetropia group (2)
(n = 65)
25.8 (14.6 to 42.0)

Myopia group (3)
(n = 75)
22.4 (13.3 to 36.9)

p-value

Post-hoc test

*

†

Follow-up duration (months)
0.532
BCVA at the last visit (logMAR)
†
1<2≒3
Sound eye
0.00 (0.00 to 0.00)
0.00 (0.00 to 0.05)
0.00 (0.00 to 0.05)
< 0.001
†
1≒2<3
Amblyopic eye
0.05 (0.00 to 0.15)
0.05 (0.00 to 0.10)
0.10 (0.05 to 0.22)
< 0.001
Time to achieve treatment success
(months)
†
2<1≒3
Δ LogMAR < 0.2
3.6 (2.1 to 7.2)
3.0 (2.0 to 3.9)
4.0 (2.1 to 9.3)
< 0.001
†
Δ LogMAR < 0.1
6.1 (3.2 to 12.6)
5.2 (3.0 to 11.0)
8.3 (4.0 to 12.5)
0.268
†
Δ LogMAR = 0
16.1 (7.6 to 24.2)
11.8 (6.5 to 17.5)
17.0 (5.1 to 34.3)
0.131
Proportion of final BCVA of the
amblyopic eye
‡
LogMAR ≤ 0.3
270 (87.1)
63 (96.9)
58 (77.3)
0.003
‡
LogMAR ≤ 0.4
291 (93.9)
63 (96.9)
65 (86.7)
0.037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25th to 75th percentile range) or number (%).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AR =logarithm of the minimal angle of resolution; Δ logMAR = interocular BCVA difference in
logMAR.
*
†
‡
Bonferroni correction with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 chi-squared test.

Figure 2. Treatment success rates of anisometropic amblyopia
patients according to the refractive errors of their amblyopic
eyes using various success criteria. Emmetropia group showed
the highest success rate among the three groups. The difference
of success rates among three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all the various success criteria (chi-squared test).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 AR =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Figure 3. Treatment success rates of anisometropic amblyopia
patients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amblyopia using various
success criteria. Severe amblyopic patients accomplished success criteria less than mid and moderate amblyopic patients did.
BCVA =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logM AR = 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

비해 원시군이 월등히 많았고, 정시군은 매우 적었으며, 근
정시군이 14.9%, 근시군이 17.1%의 분포를 보였다. 대상

시군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Pascual et al11이 보고한 다

환아의 평균 나이는 5.3세(95% 신뢰구간: 5.1-5.5세)였는데,

기관 연구에서 3-5세 소아 4,040명의 학동기 이전 시력검진

2008-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나이대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96명의 단안 약시 환자가 있었고, 이

10

굴절이상의 분포를 분석한 한 연구 에 따르면 5-6세군에서

중 약시가 있었던 눈이 원시(+2.0 D 이상)였던 경우는 66.6%,

원시군이 8.7%, 정시군이 70.9%, 근시군이 20.4%의 분포

정시(-0.5 D 초과, +2.0 D 미만)였던 경우 11.1%, 근시(-0.5 D

를 보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조절마비를 시행하지

이하)였던 경우는 22.3%로, 본 연구의 굴절이상의 분포와

않은 자동굴절검사만을 시행하였으므로 직접적인 비교에

매우 유사하였다. Cobb et al7은 굴절부등약시 환아 112명

는 한계가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 굴절부등약시 환아들은

중, 원시성 86.6%, 혼합난시성 0.9%, 근시성 12.5%로 보고

우리나라 비슷한 나이대 일반 소아인구의 굴절이상 분포에

하여, 이번 연구의 결과처럼 원시성 굴절부등약시가 많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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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근시나 혼합난시 등 다른

치료 반응이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이에 대해 더 신뢰

굴절부등에 비해 원시성 굴절부등이 있는 경우 약시의 발

성 있는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근시군의

생률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치료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이 구조적인 문제에만 기인한 것

약시의 치료 성공률을 살펴보면 양안의 최대교정시력 차

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가 logMAR 0.2 미만, 0.1 미만까지 도달하였던 환자의

치료에 성공한 환자들에서 치료 성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율이 정시군에서 가장 높고, 원시군, 근시군 순으로 낮았

분석해보면 정시군에서 가장 빨리 성공 기준에 도달하였고

다. 특히 근시군의 성공률은 다른 두 군에 비해 낮았다. 양

8
원시군과 근시군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Lee and Kim 은

안 시력이 같아지는 환자의 비율은 원시군과 정시군이 비

난시성 약시로 진단받고 굴절이상교정만을 시행한 환아 37명

슷하였지만 근시군은 마찬가지로 두 군에 비해 낮은 비율

중 31.4%에서 1.0 이상의 교정시력을 얻었고 94.3%에서 2줄

을 보였고, 최종 추적 관찰 시의 약시안 시력도 원시군과

이상의 시력호전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 Mitchell

정시군이 근시군에 비해 좋았다. 즉, 이 연구에서 원시군이

et al23, Cobb et al7도 난시성 약시의 경우 안경교정만으로

나 정시군에 비해 근시군의 약시치료 반응이 좋지 않았다.

도 시력호전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시군

이전 연구들의 치료 결과는 보고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굴

은 초진 시 약시안 시력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하게 좋

절부등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도 일정하지 않아서 직접적인

았고, 심한 약시(교정시력 20/100-20/400)의 비율이 다른

6

비교가 어렵다. Steele et al 은 굴절부등약시를 원시군, 난

군에 비해 낮았다. 그로 인해 약시치료 성공에 도달하는 기

시군, 근시군으로 나누고 안경만으로 약시를 치료하였을

간이 짧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정시군이 구면렌

때 원시군 환자의 39%가 약시안 시력이 20/20까지 도달하

즈대응치가 정시에 가까운 난시성 약시이므로 시력예후가

였으나 난시군과 근시군 환자는 20/20까지 도달한 경우가

좋았다고 생각된다.

없어서 원시군보다 치료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반면,
4

저자들은 안과병원으로 내원한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

Chekitaan et al 은 가림치료를 시행한 약시 환자들을 원시

로 굴절부등약시 환자의 임상양상과 치료 효과를 분석하였

군과 근시군으로 나누어 치료 성공률을 비교하였을 때 약

고, 약시안의 굴절이상에 따른 치료 효과를 보고하였다. 이

시안 시력이 6/9 이상이었던 환자의 비율은 원시군에서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후향적 연구로서 환자마다 추적 관

52%, 근시군에서 51%로 비슷하다고 보고하였다.

찰기간과 간격이 상이해, 최종 치료 성공률이나 치료에 걸

근시성 굴절부등에 의한 약시 치료 성공률은 치료 성공

린 시간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시군,

기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나 14-25% 정도로 보고되고 있

정시군, 근시군의 추적 관찰기간은 군에 따른 차이가 없었

9,12-15

다른 굴절이상을 포함한 연구에 비해 성공률이 상

으므로 세 군 간 치료 반응의 차이는 유효할 것으로 해석하

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안구의 근시성 변화는 망막

였다. 둘째, 치료 성공까지 걸린 시간은 치료가 성공한 환

어,

16-18

이나 시신경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므로,

특히 치료가

자들만이 포함되었고 기존에 치료를 받았던 환자도 포함되

잘 되지 않는 근시성 약시안의 경우 정시군이나 원시군에

었으므로 치료 성공까지 필요한 시간이 실제의 약시 환자

비해 망막이나 시신경 부위의 구조적 손상이 있을 가능성을

전체보다 좋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정

19,20

배제할 수 없다. Pang et al

은 광간섭단층촬영검사(optical

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후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coherence tomography)를 이용해 근시성 굴절부등약시가

만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있는 눈이 반대편 건안보다 황반오목이 잘 형성되어 있지

생각되나 치료 성공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들의 치료

19

20

기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셋째,

않고, 또한 치료 후에 이러한 소견이 호전된다고 하였다.
21

Flores-Moreno et al 은 고도근시 환자에서 황반하맥락막

이번 연구는 기존에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을 포함해서 총

두께, 광수용체를 포함한 망막외층(outer retinal layer)의 두

치료 기간에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치료 효과가 기존 치료

께가 얇을수록 중심시력이 나빠지고 안축장이 길수록 이러

가 없었던 경우와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2

한 층의 두께가 얇아진다고 하였으며, Nishida et al 도 황

처음 내원 시 치료받은 적이 없는 환자가 383명(85.1%)으

반하맥락막두께가 고도근시 환자에서 시력과 연관성이 있

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치료 기왕력 유무 환자의 비율이

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약시안이 근시인 환자들

원시군, 정시군, 근시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은 망막의 미세한 구조적 이상으로 인해 어린 나이이더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기존에 치료를 받은 환자와 그렇지

도 약시치료에 따른 시력호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고

않은 환자 간에 성별, 초진 시 건안 및 약시안 시력, 건안

려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연구보다 훨씬 많은 수의

및 약시안의 구면렌즈대응치, 건안 및 약시안의 난시 등의

근시군 약시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시군과 정시군에 비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미제시된 자료) 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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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 따른 약시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치료 성공률 및 예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치료 중단 후 약시의 재발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안과병원을 방문한 굴절부등약시 환아는 원
시성 굴절부등에 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약시안의 구
면렌즈대응치가 정시에 가까운 굴절부등약시의 치료예후
가 가장 좋았고, 원시군의 치료예후도 비슷하지만, 근시군
은 다른 두 굴절부등군에 비해 치료 성공률이 낮았다. 양안
시력 차이가 logMAR 0.2 미만으로 줄어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시군이 가장 빠르지만, 그보다 더 양안 시력 차이
가 줄어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에서는 약시안의 굴절이상군
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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