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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에서 매 1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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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다양한 질병 및 이상으로 인하여 두경부 이상 자세 가 유발

될 수 있으며, 이를 안성 측경으로 분류합니다. 특히 단안 상사근 

마비는 안구 진탕과 더불어 보상성 이상 두위를 유발하는 안성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생후 

3~ 4개월 이후에 목을 가누게 되면서 상사근 마비가 없는 쪽으

로 45도 이상의 심한 측경을 보이며 이는 아동이 성장해도 호전

되지 않습니다. 단안 상사근 마비에 의한 측경은 생후 2 ~3세경 

수술을 통하여 상사시가 호전되면 측경이 호전됩니다. 단안 상사

근마비로 인한 측경 아동에서 목 부목 등을 이용하여 측경을 교

정하면 복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성 측경

신경발달성 질환이나 안성 이상을 보이지 않으며 동시에 발달 전 

영역에서 적절한 발달을 보이는 아동이 영유아기에 측경을 보이

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의 상 발달성 측경으로 명명하여 사용하

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합니다. 이러한 발달성 측

경은 역시 경추부 근육의 단축을 보이지 않으므로 신전운동은 필

요하지 않으며, 근육 발달의 차이를 보일 수 있어 간단한 근육 강

화 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후 12 ~ 18개월을 

전후하여 자연적으로 호전됩니다.

발달성 측경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경추부 신경병증 및 경추의 선천성 융합을 

보이는 Klippel-Feil 증후군에서도 두경부 이상 자세가 관찰되며 

아주 드물지만 편측 흉쇄유돌근 부전증에 의하여 두경부 이상자

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측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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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경부 자세 이상을 주소로 내원하는 영유아의 약60~70% 

는 선천성 근육성 사경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30~40%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목을 스스로 가눌 수 있게 되는 생후 3~4개

월 이후 아동이 두경부 이상 자세를 보이는 경우로는 앞에서 봤

을 때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측경이 가장 흔하지만 앞으

로 기울어지는 전경, 뒤로 기울어지는 후경을 보이거나 2개 이상

의 자세 이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천성 근육성 사경과 

달리 이러한 아동의 80~85%는 생후 3개월 이후에 병원을 찾

게 되며, 초음파 검사상 좌우 흉쇄유돌근 두께의 의미있는 차이

를 보이지 않으며, 흉쇄유돌근의 단축 소견이 없으며, 일부 원인

을 제외하면 경추부 운동 범위에 제한을 보이지 않아 목과 얼굴

을 잘 돌릴 수 있습니다. 

▹ 영유아기의 측경은 경추부 근육의 단축을 보이지 않으므로 신

전운동, 보툴리늄 독소 등의 흉쇄유돌근 내 주사법 및 흉쇄유돌근 

연장술 등의 치료법 등으로 측경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측경

을 유발하는 일차 적인 원인을 찾아 이를 치료하여야 호전됩니다.

측경이란?

다운증후군, 전반적 발달 장애, 뇌성마비, 중도의 인지 장애, 뇌종

양과 뇌수종 및 간질 등의 신경발달성 질환을 갖는 영유아에서 

흔히 관찰되는 두경부 이상 자세를 말합니다. 

신경발달성 질환의 측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