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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수술 중 발생하는 안구심반사 빈도 및 연관 인자에 대한 분석
Incidence and Factors that Affect the Oculocardiac Reflex during Strabismus
Surgery
박형준⋅백혜정
Hyung Jun Park, MD, Hae Jung Paik, MD, PhD
가천대학교 길병원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Incheon, Korea

Purpose: To investigate incidence and factors associated with the occurrence of oculocardiac reflex (OCR) during strabismus
surgery.
Methods: Three hundred eighty-seven patients who underwent strabismus operation under general anesthesia participated in
this retrospective study. OCR was defined as a heart rate (HR) reduction of more than 15%, when compared to baseline HR.
When OCR occurred patient were treated with intravenous atropine (15 μg/kg) or release the tension on the muscle. The incidence and preoperative and intraoperative variable factors of the OCR were investigated.
Results: An overall rate of 30.2% of the patients showed a positive OCR. There were significantly more OCR in the inferior oblique and rectus combine surgery than rectus surgery (p = 0.001), The occurrence rate of OCR within 5 minutes after operation
was 88.8% in inferior oblique and rectus combine surgery and 80.0% in rectus surgery.
Conclusions: Manipulation of inferior oblique muscle in patients with two muscle surgeries in each eye was a significant risk factor for OCR occurrence. Gentle manipulation of the extraocular muscles especially the oblique muscle is important in two muscle
surgeries. Surgeon and Anesthesiologist needs to be more careful within 5 minutes after surgery in strabismus surgery.
Ann Optom Contact Lens 2019;18(2):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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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술 중 서맥이나 부정맥으로 나타나지만, 심실세동 및 심

론

4

정지의 위험 또한 보고된 바 있으며, Sorenson and Gilmore
안구심반사(oculocardiac reflex)는 외안근의 견인, 안구
및 안검에 압박을 가한 후 서맥 등의 부정맥이 유발되는 현
상으로 발생 빈도는 연구에 따라 16-95%로 다양하며 소아
1-3

사시교정술의 주요 합병증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주로

는 안구심반사의 결과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보고하였다.5
사시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안구심반사의 위험 인자로
는 수술 전 기본 심박동수가 빠른 환자, 9세 이하의 소아,
수술 시 조작하는 근육의 개수나 종류, 근육 당김의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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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보고되었으며,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서맥을 예방하
기 위해, 수술 전 정맥 또는 피하로 부교감신경 차단제인
Atropine이나 Glycopyrrolate을 사용하거나, 신경 차단을 시
6-12

행하여 안구심반사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현

재까지 근육 당김이 사시수술 중 안구심반사의 가장 큰 위
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 중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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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조작을 최소화하는 것이 안구심반사를 줄일 수 있다는

본값으로 하였으며 기본값의 15% 이상 심박동수 감소 시

보고가 있었으며, 성별, 수술 시 조작하는 근육 개수, 근육

정맥 내 Atropine (15 μg/kg)을 주사하거나 수술적 조작을

종류에 따라 안구심반사 발생률이 다르다는 보고가 있지만

중단하였다.17,18

6,7,12-14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시수술

안구심반사 발생군과 비발생군 간의 나이, 성별, 마취 시

중 발생하는 안구심반사의 빈도 및 연관 인자에 대해 알아

간, 수술 시간을 비교하였으며, 사시 종류에 따라 내직근,

보고자 하였다.

외직근, 상직근, 하직근, 하사근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였
고, 직근은 후전술과 절제술로 시행하였고, 하사근은 근절
제술, 후전술, 전치술을 시행하였다. 직근에서 후전술과 절

대상과 방법

제술을 각각 시행한 군 간의 안구심반사 발생률을 비교하
2014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본원 안과에서 전신마

였으며, 간헐성 외사시 진단 하에 양안 외직근후전술 시행

취하에 단일 술자에 의해 수술을 받은 사시환자 중 수술 후

한 군과 내사시 진단 하, 양안 또는 단안 내직근후전술 시

한 달까지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던 직근과 하사근수술 환

행한 군 간의 안구심반사 발생률을 비교하였으며, 직근만

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였다. 대상 환자

을 단독으로 시행한 군과 직근과 사근을 동시에 시행한 군

에서 심장수술 과거력이 있는 환자, 선천성 심질환으로 수

간의 안구심반사 발생률을 비교하였다. 직근과 사근을 동

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 감염성 심내막염을 앓은 과

시에 시행한 경우 모든 환자에서 사근을 먼저 수술하고 직

거력이 있는 환자, 기타 심장질환 및 고혈압으로 수술 전후

근을 수술하였다.

투약 중인 환자, 기관지 천식을 진단받은 환자, 신경계 질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 Version 22.0 (IBM Corp.,

환이 있거나 사시수술을 제외한 선천 백내장 및 녹내장 등

Armonk, NY, USA)에서 chi-square test, Mann-Whitney U

을 진단받고 안과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제외

test을 이용하여 안구심반사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차이에

하였다.

대해 비교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

모든 환자에서 수술 전 신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일반

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혈액검사, 생화학검사, 혈액응고검사, 일반요화학검사, 심

본 연구는 임상연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전도검사, 단순흉부엑스선 촬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1%

IRB)의 승인하에 진행되었으며,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cyclopentolate hydrochloride와 1% tropicamide를 5분 간격

Helsinki)을 준수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 제시되어 있는 모

으로 3회 점안 후 30분 후에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시행하

든 제품, 제조사와 금전적인 이해상충 관계가 없음을 밝히

였다. 사시각은 굴절 이상을 교정한 뒤 협조가 가능한 경우

는 바이다.

조절시표를 이용하여 6 m 원거리와 33 cm 근거리에서 교
대가림검사로 측정하였고,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쉬

결

과

버그검사나 크림스키검사로 측정하였다. 양안 운동검사를
시행하여 외안근 기능 항진 및 저하를 확인하였다. 입체시

대상 환자는 총 387명으로 117명(30.2%)에서 안구심반사

는 티트무스입체시검사(Titmus Optical Inc., Chester, VA,

가 발생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9.4 ± 7.4세, 남자 192명

USA)를 통해 측정하였다.

(49.7%), 여성 195명(50.3%)이었다. 평균 마취 시간은 47.8 ±

전신마취 시 전처치로 Diazepam이나 Atropine 등의 심박

22.4분, 평균 수술 시간은 43.9 ± 27.7분이었으며 안구심반

동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마취

사 발생군과 비발생군 간의 연령, 성별, 마취 시간, 수술 시

유도를 위해 propofol 2 mg/kg을 정맥 주입한 후 1.5-2.5

간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19, p=0.734,

vol%의 sevoflurane과 O2와 N2O를 각각 2 L/min를 흡입하

p=0.357, p=0.899) (Table 1). 총 387명 중 간헐외사시로 진

여 마취를 유지하였다. 수술 중 5초마다 심박동수를 확인하

단받은 환자들 207명에 대해 양안 외직근후전술을 시행하

였고, 수술 중 심전도 모니터링은 마취 의료인에 의하여 이

였고, 내사시로 진단받은 환자들 33명에 대해 양안 또는 단

루어졌다.

안 내직근후전술을 시행하였다. 해리수직편위로 진단받은

안구심반사의 정의는 연구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며,

환자들 13명에 대해 단안 또는 양안 상직근후전술을 시행

본 연구에서는 수술 시 심박동수가 기본값에서 15% 이상

하였으며, 간헐외사시와 하사근기능항진증을 동시에 진단

4,15,16

심박

받은 환자들 51명에 대해 양안 외직근후전술과 양안 하사

동수의 기본값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에

근후전술 또는 하사근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재발 외사시로

서는 마취유도 직전 15분 동안 관찰한 평균 심박동수를 기

진단받은 환자들은 총 36명으로 16명에서 양안 내직근절제

감소하거나 부정맥이 나타난 경우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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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시행하였으며, 20명에서 단안 외직근후전술과 내직근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297) (Table 3).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재발 내사시로 진단받은 환자들은

간헐 외사시로 진단받은 207명의 환자들에게 양안 외직

총 27명으로 14명에서 양안 외직근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근후전술을 시행하였으며, 그중 60명(28.9%)에서 안구심반

13명에서 단안 내직근후전술과 외직근절제술을 시행하였

사가 발생하였으며, 내사시로 진단받은 33명 환자들에게

다. 상사근마비로 진단된 12명의 환자 중 5명은 선천성 상

양안 또는 단안 내직근후전술을 시행하였으며 그중 6명

사근마비로 진단되었고 단안 하사근후전술을 시행하였으

(18.1%)에서 안구심반사가 발생하였다. 두 군에서 근육 종

며, 7명은 단안 하사근후전술, 반대안 하직근후전술 시행하

류에 따른 안구심반사 발생율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였다. 해리수직편위와 내사시가 동시에 진단된 3명의 환자

가 없었다(p=0.910) (Table 3).

는 단안 하사근후전술과 반대안 하사근전치술을 시행하였

간헐 외사시와 하사근기능항진증을 동시에 진단받은 환

으며, 좌안 하사시로 진단된 5명의 환자에서는 단안 상직근

자 총 51명에서 양안 외직근후전술과 양안 하사근후전술

후전술과 하직근절제술을 시행하였다(Table 2). 간헐외사

또는 하사근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그중 27명(52.9%)에서

시로 진단받고 양안 외직근후전술을 시행한 207명과 내사

안구심반사가 발생하였다. 간헐 외사시로 진단받은 207명,

시로 진단받고 양안 또는 단안 내직근후전술을 시행한 33명,

내사시로 진단받은 33명, 해리수직편위로 진단받은 13명,

총 240명과 양안 재발 외사시로 진단받고 양안 내직근절제

하사시로 진단받은 5명, 총 288명에서 직근에 대해서만 수

술을 시행한 16명과 양안 재발 내사시로 진단받고 양안 외

술을 시행하였으며 그중 80명(27.7%)에서 안구심반사가 발

직근절제술 시행한 14명, 총 30명에 대해 후전술과 절제술

생하였다. 하사근과 직근을 동시에 수술한 군에서 직근에

에 대해 안구심반사 발생 빈도에 대해 비교하였고 통계학

대해서만 수술을 시행한 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안구심반

Table 1. Comparison of the occurrence of the oculocardiac reflex according to the preoperative and intraoperative variables

Age (years)
Male

OCR (+) (n = 117)

OCR (-) (n = 270)

9.74 ± 5.01

9.25 ± 8.29

0.119

51 (43.6)

141 (52.2)

0.734

p-value

*

†

Anesthesia time (minutes)

50.64 ± 36.40

46.66 ± 12.33

0.357

Operation time (minutes)

43.48 ± 65.63

44.16 ± 23.81

0.88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unless otherwise indicated.
OCR = oculocardiac reflex.
*
†
Mann-Whitney U test; chi-square test.

Table 2. Surgical name and number of patients according to diagnosis
Diagnosis

Operation name

Number of patients

Intermittent exotropia

Bilateral LR recession

Esotropia

Bilateral or unilateral MR recession

207
33

DVD

Bilateral or unilateral SR recession

13

Intermittent exotropia with
inferior oblique overaction

Bilateral LR recession, Bilateral IO recession or resection

51

Recurrent exotropia

Bilateral MR resection

16

Unilateral MR resection & LR recession

20

Recurrent esotropia

Bilateral LR resection

14

Unilateral LR resection & MR recession

13

Congenital superior oblique palsy

Unilateral IO recession

5

Superior oblique palsy

Unilateral IO recession & fellow eye IR recession

7

DVD with esotropia

Unilateral IO recession & fellow eye IO anterization

3

Hypotropia

Unilateral SR recession & IR resection

Total

5
387

LR = lateral rectus muscle; MR = medial rectus muscle; DVD = dissociated vertical deviation; SR = superior rectus; IO = inferior oblique
muscle; IR = inferior re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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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발생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다(p=0.001, Table 4). 총 18명

이내에 안구심반사가 발생하였으며, 하사근과 직근을 동시

에 대해 상사근에 대해 수술하였으며, 안구심반사가 발생

에 수술한 경우 24명(88.8%), 직근만 단독으로 수술한 경우

한 경우는 없었다.

72명(80.0%)에서 수술 5분 이내에 안구심반사가 발생하였

안구심반사가 발생한 117명 중 96명(82.1%)에서 수술 5분

다(Fig. 1). 안구심반사가 발생한 총 117명의 처치로는 27명
(23.1%)에서 발생 5분 이내에 정맥 내에 Atropine (15 μg/kg)
을 주사하였으며, 90명(76.9%)에서는 특별한 처치 없이 견

Table 3. Comparison of the occurrence of the oculocardiac reflex incidence between recession and resection procedure, lateral rectus muscle and medial rectus muscle
OCR (+)
(n = 117)

OCR (-)
(n = 270)

p-value

Recession

66 (27.5)

174 (72.5)

0.297

Resection

5 (16.6)

25 (83.3)

인된 근육을 느슨하게 해주었으며, 두 군 모두 5분 이내 심
박동수는 기본값의 15% 이내로 회복되었으며, 수술 종료
후 20분간 경과 관찰을 하였으며 특별한 심혈 관계 및 안과

*

Type of surgery

Table 4. Comparison of the oculocardiac reflex incidence between one muscle surgery and two muscle surgery

Lateral rectus

60 (28.9)

147 (71.1)

Medial rectus

6 (18.1)

27 (81.9)

0.910

Recession & Resection surgery include only rectus muscle.
Lateral rectus surgery include bilateral lateral rectus recession,
medial rectus surgery include bilateral & unilateral rectus
recession.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CR = oculocardiac reflex.
*
Chi-square test.

*

OCR (+)

OCR (-)

p-value

Two muscle surgery

27 (52.9)

24 (50.0)

0.001

One muscle surgery

80 (27.7)

208 (73.0)

Type of rectus muscle
Number of muscle

One muscle surgery include rectus muscle, Two muscle surgery
include inferior oblique muscle and rectus muscle.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CR = oculocardiac reflex.
*
Chi-square test.

Figure 1. Comparison of the oculocardiac reflex occurence between within 5 minutes after surgery and after 5 minutes after surgery.
One muscle surgery includes rectus muscle, two muscle surgery include inferior oblique muscle and rectus muscle. OCR = oculocardiac reflex; min =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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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 개의 근육을 동시에 수술한 경우 근육 순서에 따른
안구심반사 발생률의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이

고

와 반대로 Lai et al,14 Ha et al18은 여러 개의 근육 중 첫

찰

번째 근육수술 시 안구심반사 발생률이 높다고 보고하였
1908년 Aschner19와 Dagnini20에 의해 안구심반사라는 개

다.7 본 연구에서는 직근과 하사근을 수술하는 경우 직근을

념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안구심반사에 의한 서맥은 소아

단독으로 수술하는 경우보다 안구심반사 발생률이 통계학

사시교정술 후 오심, 구토와 통증 조절과 더불어 주의 깊게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직근과 하사근을 수술

1,21

관찰해야 할 합병증이다.

안구심반사는 연구자의 정의

하는 경우와 직근을 단독으로 수술하는 경우 각각 24명

기준에 따라 다른 발생률을 보이며, 심박수가 기준치보다

(88.8%), 72명(80.0%)에서 수술할 근육을 찾아 훅(hook)으

10-20% 이상 감소할 경우 또는 심박수가 분당 20회 이상

로 견인하는 행위가 주로 일어나는 수술 시작 후 5분 이내

6,14,22,23

감소할 경우를 안구심반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에 안구심반사가 발생하였다. 직근과 하사근을 동시에 수

본 연구에서는 심박수가 기준치에 비해 15% 이상 감소한

술하는 경우 모든 수술에서 하사근을 먼저 수술하고 직근

경우를 안구심반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을 수술하였으며 이는 하사근수술 시 안구심반사 발생이

안구심반사의 발생 빈도는 한 눈 또는 두 눈 수술에 따라

더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이 여러 논문을 통해 보고되었으

본 연구에서는 근육에 가해지는 견인량을 정량적으로 측

며, 본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안구심반사 발생 빈도는 통

정하지 못하였지만, Milot et al,11 Min et al27은 수술 중 근

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p=0.734).7,18,24 여러 연구에서 환

육에 가해지는 자극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으며, Milot

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안구심반사의 빈도가 감소한다

11
et al 은 수술하는 근육에 급격하고 공격적인 조작을 최소

는 보고가 있었으며, 소아인 경우 9세 이하에서 잘 발생한

화하여 안구심반사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Min

다는 보고도 있지만,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보

et al27은 내직근, 하사근, 외직근 순으로 안구심반사를 유발

6,7,11,25

본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안구심반사의

하는 견인양의 역치값이 낮아 수술 시 수술하는 근육 종류

발생률은 발생군(평균 9.74 ± 5.01세), 비발생군(평균 9.25

에 따라 견인양을 최소화하여 수술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 8.29세)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119).

하였다.

고도 있었다.

사시수술 종류에 따른 안구심반사의 빈도를 살펴보면 후

수술 전 안구심반사의 방지를 위해 여러 방법이 보고되

전술을 시행한 군에서, 절제술을 시행한 군에 비해 안구심

었으며 Lee and Chang28은 수술 전 Tetracaine을 국소 점안

반사 빈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후전술과 절제술을

함으로써, Berler29은 수술 전에 구후마취를 시행함으로써

시행한 군 사이에 발생 빈도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었

안구심반사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6,19

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방법에 따른 안구심반사의 발생

빈도는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p=0.910).
외안근의 종류에 따른 안구심반사 발생 빈도는 연구자마
26

7

서는 마취 전 처치로 Atropine이나 Glycopyrrolate 같은 부
교감신경 차단 제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교감신
경 차단 제제를 수술 전 사용하는 것이 수술 중 안구심반사

다 다르게 보고되어, Mendelblatt et al, Kim et al 은 내직

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소아에서 Atropine 투

근을 견인할 때 다른 외안근을 견인할 때보다 안구심반사

여 시 성인보다 적은 투여 용량에도 불구하고 율동부정

27
의 발생 빈도가 높다고 보고하였고, Min et al 은 내직근

(Dysrhythmia), 심실성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등과

견인 시에는 외직근 견인 시보다 안구심반사의 발생 빈도

같은 위험한 심전도상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

가 통계학적으로 높았지만, 내직근과 하사근 사이에는 통

어, 예방적 Atropine 사용 시 환자의 상태와 수술 방법에 따

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Aletaha

라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6

2,10,24,30

부교감신경 차단 제

et al 은 회선수직근수술 시에는 직근수술 시보다 안구심반

제와 더불어 Gallamine과 같은 근이완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의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이는 회선수직근에 대한 접근

에도 안구심반사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수술 전

및 수술적 조작이 직근수술보다 어려운 점을 이유로 설명

활차하 신경 차단을 통해 안구심반사를 줄일 수 있다는 보

13

하였다. Cho et al 은 내직근술군과 나머지 외안근수술군

1,9

고도 있다.

간 안구심반사의 발생 빈도는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후향적 분석이라는 점과 본 연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외직근과 내직근 등 직근 종

구의 모든 환자를 단일 술자가 수술하였지만 정량적으로

류에 따른 안구심반사의 발생 빈도는 통계학적인 차이가

근육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 국내에서 사

없었다(p=0.910).

시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중 대다수가 외사시며,31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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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대상 중 외사시환자가 양안수술로서 외직근후전을 단
독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한계점이라 할 수 있겠다.
직근의 종류에 따라, 수술 방법에 따라 안구심반사 발생
비율은 무관하였으나 특히 직근과 하사근의 병행수술 시
수술 5분 이내에 첫 번째 근육의 견인 조작 시 안구심반사
가 유의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직근과 하사근을 병행수술할 경우 특히 첫 근육인 하사근
의 확인, 박리 및 견인 등의 조작 시 좀 더 조심스럽게 불필
요한 외력을 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사시수술 중의 안구
심반사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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