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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근성 사경 환아에서 수기신장과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의 효과에 대한 무작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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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Effect of Manual Stretching and Positioning and Developmental Treatment

in Congenital Muscular Torticollis: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In-hee Lee, M.Sc., P.T.
Healthcare Information and Technology Center, 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outcomes of manual stretching treatment with those of

motor development and positioning physical therapy (MDPPT) for congenital muscular torticollis (CMT).

This study was designed to b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nd to evaluate the outcomes of 43 consec-

utive patients with CMT, who were first seen when they were average 26 days old. Before treatments,

the patients were unintentionally classified into two clinical groups along with the treatment methods.

Among the 43 patients, 22 were classified to the manual stretching group and 21 to the MDPPT group.

By means of independent t-test on the result, the duration of treatment according to method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wo groups (p>.05). The duration of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head tilt level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wo groups (p>.05). There was change of mass diameter, between at

the beginning day of treatment and after treatment in manual stretching group with a strong positive lin-

ear correlation (p=.000, r=.734), but slightly positive linear correlation in MDPPT group.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two therapeutic methods make little difference in effectiveness.

Key Words: Congenital muscular torticollis; Motor development and positioning physical therapy;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Ⅰ. 서론

선천성 근성 사경은 흉쇄유양돌기근의 단축이나 구

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난산이나 자궁

내 이상위치가 일반적인 원인이 된다(Netter, 1990). 선

천성 근성 사경은 아동의 선천성 근골격계 기형 중 선

천성 고관절 이형성과 첨내반족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 유병률은 .4∼2.0%로 알려져 있다

(Cheng 등, 2000b). 병변의 형태는 흉쇄유양돌기근에

종괴가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종괴의 크기는 대

략 7∼30 ㎜의 직경으로 나타나며 피부 아래에서 촉진

되기도 한다. 또한 두개골 및 안면부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부의 가동범위 제한 및 고관절 이형성과의

공존율이 높아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Binder 등, 1987; Hummer와 MacEwen, 1972).

선천성 근성 사경의 진단을 위해 경부 가동범위, 종

괴의 촉진여부 및 두개골과 안면부의 비대칭 여부 등에

대한 이학적 검사가 주로 실시되고 있으며, 확진을 위

해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촬영, 초음파 영상법

등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초음파는 사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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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신장군(n1=21)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군(n2=22)

성(남/녀) 9/12 13/9

출생 후 치료시작시점(일) 7～42 7～60

치료 시작시 목 기울기(5°∼15°/15° 이상) 7/14 8/14

안면비대칭(유/무) 15/6 11/11

후두면비대칭(유/무) 18/3 17/5

표 1. 치료군 별 사경 환아의 특성 (N=43)

진단과 추적관찰에 있어 비침투적인 방법으로서 고해상

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Cheng 등, 2000a; Dudkiewicz 등, 2005).

아직까지 선천성 근성 사경의 초기 치료에 대한 연

구들 중 치료법의 표준화를 제시한 연구는 없지만, 사

경에 사용되는 치료로는 단순한 관찰(Canale 등, 1982)

과 보조기 적용(Binder 등, 1987; Emery, 1994), 적극적

인 가정 운동 프로그램과 자세유지(Binder 등, 1987;

Cheng과 Au, 1994; Emery, 1994), 가벼운 수기신장

(Binder 등, 1987; Canale 등, 1982; Cheng과 Au, 1994;

Emery, 1994; Leung과 Leung, 1987; Ling과 Low,

1972; Morrison과 MacEwen, 1982), 흉쇄유양돌기근의

신장법(Celayir, 2000; Cheng 등, 2001)이 사용되고 있

다. 또한 보존적인 치료와 보존적 치료법으로 효과가

없는 환아의 경우 수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Cheng 등,

1999; Emery, 1994; Ferkel 등, 1983; Lee 등, 1986),

Botox 주사법(Collins와 Jankovic, 2006; Olszek 등,

2005)도 사용되고 있다. 현재 환아의 흉쇄유양돌기근의

가동범위를 늘리기 위해 사용되는 수동적인 치료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수기신장법이다. 통증을 호소

하는 범위 이상의 고강도 수기신장은 미세외상의 원인

이 될 수 있고 섬유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

는 반면에,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저강

도 장시간 수기신장은 아교 섬유에 영향을 주어 가동범

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van Vlimmeren 등,

2006). 최근에는 이러한 환아 흉쇄유양돌기근의 수동적인

신장법 뿐만 아니라 환아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운동발달과정을 응용한 TAMO (Tscharnuter Akademie

for Motor Organization) 물리치료법(Rahlin, 2005)이 소

개되고 있다. 자세 및 운동발달을 이용한 치료법은 흉쇄

유양돌기근을 직접적으로 신장하지 않는 소극적인 치료

법으로서 생후 2개월 내 선천성 근성 사경 물리치료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운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흉쇄유양돌기근의 섬유화로 인해 목의 비대칭이

지속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van

Vlimmeren 등, 2006). 자세와 발달을 이용하는 방법은

통증이나 저항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수동 가동범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아동 96%에서 만족할 만

한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수기신장법으로 사경치료를

실패한 환아에게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Rahlin,

2005; Taylor와 Norton, 1997).

본 연구의 목적은 선천성 근성 사경의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아를 무작위로 두 군으로 나누고 한 치료군에

는 수동적인 신장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기신장군

법을 적용하고 다른 한 군에는 환아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한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법을 시행하여 선천

성 근성 사경 치료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법

을 찾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2003년 4월에서 2007년 6월까지 대구의 A대학병원을

내원한 환아 중 신경학적 질환, 경추의 선천성 기형, 연

축성 사경 및 안성 사경(ocular torticollis)을 동반한 환

아를 제외한 선천성 근성 사경을 주소로 내원한 44명

중, 보존적 치료를 포기한 1인을 제외한 43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선천성 근성 사경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

작한 평균시기는 생후 26일(7∼60일)이었다(표 1).

2. 실험방법

본 연구는 무작위화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

als) 설계로 선천성 근성 사경 진단을 받은 환아를 무

작위로 수기신장 치료군과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

군으로 나누었다. 선천성 근성 사경 환아의 최초 내원

시 목 기울기를 측정하여 정도에 따라 5° 이상∼15° 미

만, 15°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환아의 첫 내원시 재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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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문의가 안면 비대칭과 후두부 비대칭 출현 유무를

판단하였는데, 외견상 확연한 비대칭이 나타날 경우에

만 비대칭으로 판정하였다.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흉쇄

유돌기근의 종괴 지름 측정을 실시하였다. 초음파 검사

는 첫 내원 시 모든 환아에서 실시하였고 물리치료 종

료 시까지 추적검사를 시행하였다. 환아의 앙아위에서

양측 흉쇄유양돌기근을 검사하였으며, 본 연구에 대해

서 알지 못하는 진단방사선학 전문의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초음파기기는 ACUSON SEQUOIA 512의

15L8W
1)

탐침으로 60 ㎒의 주파수를 사용하였다.2)

사경 치료 경력이 10년 이상인 치료사 2인 중 수기

신장법을 선호하는 1명과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

법을 선호하는 1인이 각각 치료하도록 하였으며, 치료

사들은 치료실 내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할 뿐 실험과

정 및 실험결과를 모르도록 하였다. 수기신장군은 환

아를 환측 흉쇄유양돌기근이 최대 신장되는 복와위 자

세를 이용한 신장과 앙와위에서의 수기신장 15분, 능

동적 목 가누기(head control) 5분으로 1회 총 20분간,

주 2회로 실시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환아의 부모가

가정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간섭

효과를 제외시키기 위해 육아의 경험이 있는 조부모와

다른 가족은 가정 프로그램에서 제외한 상태로 환아를

치료한 치료사가 가정 운동 프로그램을 감독하도록 하

였다.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군은 1회 20분, 주 2

회로 실시하였다. 목 가누기 이전 연령은 흉쇄유양돌

기근이 최대 신장되는 복와위 자세를 이용한 신장과

부드러운 수기신장법으로 신장을 유도하였으며, 목 조

절이 가능해지면 시각 추적(eye tracking) 반응을 활용

하여 능동적 또는 능동 보조적으로 신장을 유도하였다.

또한 목 정위 반응(neck righting reaction)을 이용하여

체간의 기울기에 따라 머리 조절을 하려는 환아의 반

응을 활용하여 목 근육의 대칭적인 발달을 유도하였다.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군의 가정 운동 프로그램

또한 환아 부모에 의해서만 가정 운동 프로그램을 수

행하도록 하였고 환아를 치료한 물리치료사가 감독하

였다. 가정 프로그램은 두 치료군 모두 부모의 숙련되

지 못한 경험으로 인해 통증 등 이차적인 문제점을 유

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아의 수면 도중에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환아 목 기울기가 5° 이하이며 자세와 움직임이

대칭을 보일 때 치료를 종료하고, 초음파를 통해 종괴

크기를 검사하였으며, 치료 경과 일수를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윈도용 SPSS version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본수가 작아 정규성 가정 검정을 시행한 결과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여 모수적 검정을 실시하였고 통계

적 유의수준은 α=.05로 하였다. 치료방법에 따른 흉쇄유

양돌기근내 종괴 크기 및 치료소요기간의 차이, 치료시

작 시 목 기울기의 정도와 치료소요기간과의 차이 및 안

면과 후두부의 비대칭에 따른 치료소요기간과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독립적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치료방법에

따라 치료시작 시점에서 흉쇄유양돌기근의 종괴 크기와

치료종료 시점에서 종괴 크기 변화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고, 치료시작 시점과 치료 시작 시점의 종괴 크기가 치

료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

분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1. 치료방법에 따른 종괴크기 변화와 치료 소

요기간

치료 방법이 종괴크기 변화 정도와 치료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자세를 이용한 치료

군에서 치료시작시 종괴의 크기는 12.36±4.85 ㎜이었고

치료 종료 시점에 종괴의 크기는 5.24±3.46 ㎜로 종괴

크기는 유의한 수준으로 작아졌다. 수기신장 치료군에

서 치료시작시 종괴의 크기는 12.14±5.17 ㎜이었고 치

료 종료 시점에 종괴의 크기는 5.45±4.82 ㎜로 종괴크

기는 유의한 수준으로 작아졌다. 치료 종료 시점에 종

괴의 크기는 자세를 이용한 치료군은 5.24±3.46 ㎜, 수

기신장 치료군은 5.45±4.82 ㎜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치료 종료 시점에 치료 방법에 따른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세를 이용한 치료군

의 치료경과일은 평균 95.1일, 수기신장 치료군의 치료

경과일은 평균 98.6일이었으며, 유의확률이 .781(p>.05)

로 나타나 치료법에 따른 치료경과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2. 목 기울기 정도에 따른 치료방법별 치료

소요기간 차이와 종괴지름 변화

첫 내원 시 환아의 목 기울기 정도에 따라 수기신장

1) ACUSON SEQUOIA 512, SIEMENS, C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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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신장 치료군의 평균치료

소요기간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군의

평균치료 소요기간
p

안면부
대칭 77.70±34.32 80.67±52.55 .905

비대칭 116.00±43.56 100.87±31.60 .325

후두부
대칭 67.00±21.69 87.67±33.56 .410

비대칭 107.88±44.11 96.33±39.92 .422

표 5. 두개 비대칭에 따른 치료 소요기간 단위: 일

수기신장 치료군(n1=21)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 군(n2=22) p

치료 시작시 평균 종괴 크기(㎜) 12.14±5.17 12.36±4.85 .886

치료 종료 시 종괴의 평균 지름(㎜) 5.45±3.46 5.24±4.82 .867

평균 치료 기간(일) 98.60±43.36 95.10±38.43 .781

표 2. 치료방법에 따른 평균 치료기간과 치료 종료 시 종괴의 지름 (N=43)

목 기울기정도
수기신장 치료군의

평균치료 소요기간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군의

평균치료 소요기간
p

5°∼15° 70.88±31.76 109.86±55.87 .137

15° 이상 114.43±41.84 87.71±25.60 .540

표 3. 목 기울기 정도에 따른 치료방법별 치료 소요기간 단위: 일

목 기울기정도
수기신장 치료군의

평균종괴 지름변화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군의

평균종괴 지름변화
p

5°∼15° 3.86±1.35 4.00±2.62 .899

15° 이상 5.93±5.77 6.29±3.69 .847

표 4. 목 기울기 정도에 따른 치료방법별 종괴 지름변화 단위: ㎜

치료군과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군의 치료소요기간

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환아의 목 기울

기가 5° 이상 15° 미만일 때 평균 치료기간은 수기신장

치료군 70.88±31.76일,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군

109.86±55.87일로 수기신장 치료군에서 치료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p=.137). 환아의 목 기울기가 15° 이상 일 때 평균

치료기간은 수기신장 치료군 114.43±41.84일, 자세와 발

달을 이용한 치료군 87.71±25.60일로 자세와 발달을 이

용한 치료군의 치료기간이 더 짧았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540)(표 3).

목 기울기 정도에 따라 수기신장 치료군과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군의 종괴지름 변화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환아의 목 기울기가 5° 이

상 15° 미만일 때 종괴지름 변화정도는 수기치료 신장

군 3.86±1.35 ㎜,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군

4.00±2.62 ㎜로 수기신장 치료군에서 종괴지름 변화 정

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p=.899). 환아의 목 기울기가 15° 이상 일 때

종괴지름 변화정도는 수기신장 치료군 5.93±5.77 ㎜, 자

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군 6.29±3.69 ㎜로 수기신장

치료군의 종괴지름 변화정도가 더 작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847)(표 4).

3. 초기 치료시작 시점의 종괴 지름과 치료종

료 시 종괴 지름 변화정도의 비교

초기 치료를 시작 하는 시점의 초음파 진단에서 흉

쇄유양돌기근내 종괴크기와 치료종료 시점의 종괴크기

변화를 상관관계 분석 한 결과, 수기신장 치료군에서

치료 시작시 종괴 지름의 크기와 치료 종료시 종괴지름

변화정도의 상관계수 값은 r=.734(p=.000)로 유의수준

내에서 강한 양적 선형관계를 보였다. 자세와 발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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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군에서 종괴 지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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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기신장 치료군에 따른 종괴 지름 변화.

이용한 치료군에서 상관계수 값은 r=.364(p=.105)이며

양적 선형관계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그림 2).

4. 두개 비대칭에 따른 치료기간

안면 및 후두면의 비대칭 유무에 따라 수기신장 치

료군과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군의 치료기간에 차

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안면부가 대칭

일 때 평균 치료기간은 수기신장 치료군 77.7±34.32일,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군 80.67±52.55일이었고 후

두부가 대칭일 때 평균 치료기간은 수기신장 치료군

67±21.69일,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군 87.67±52.55

일로 나타나 안면부 및 후두부가 대칭일 때는 수기신장

치료군의 평균 치료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안면부가 비대칭일

때 평균 치료기간은 수기신장 치료군 116±43.56일, 자

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군 100.87±31.60일이었고 후두

부가 비대칭일 때는 수기신장 치료군 107.88±44.11일,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군 96.33±39.92일로 나타나

안면부 및 후두부가 비대칭일 때는 자세와 발달을 이용

한 치료군의 평균 치료기간이 더 짧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Ⅳ. 고찰

선천성 근성 사경의 치료법 중 수동신장에 가장 많

이 사용되는 수기신장법의 적용은 흉쇄유양돌기근의 미

세외상을 유도하여 섬유화를 가속화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아교섬유에 영향을 주어 가동범위를 향상시킬

수 있어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수

기신장법의 효율성에 대하여 종종 보고 되고 있는데,

Cheng 등(2001)은 821명의 선천성 근성 사경 환아에게

수기신장법을 실시한 결과, 수기신장법으로 779명은 회

복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42명은 수술을 시행하였다. 임

상에서 수기신장 치료를 적용하는 동안 환아가 통증을

호소하고, 근 경련이 동반되기도 하며, 강하게 저항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고 환아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

는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법은 흉쇄유양돌기근을 직

접적으로 신장하지 않는 소극적인 치료법으로서 적절한

시점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환아의 운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흉쇄유양돌기근의 섬유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환아의 치료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치료방법이다. Taylor와 Norton(1997)은

선천성 근성 사경 환아 23명에게 자세와 능동 근 강화

운동을 실시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96%에서 머리의 측

면 전 가동범위 회복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선천성 근성

사경 치료에 있어 각각의 치료방법에 따른 장, 단점에 대

한 연구들은 있지만, 선천성 사경 환아를 치료하는 데 있

어서 서로 다른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효과에 대하여 무

작위 실험을 통해 밝혀진 근거는 결여되어 있다. 주된 이

유는 근거-기반 치료방법(evidence-based practice)을 알

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수

기신장법과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법을 무작위로 통

제한 실험을 통하여 두 치료법 중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

적인 치료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수기신장법으로 선천성 근성 사경 환아를 치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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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g 등(2001)은 병변의 유형에 따라 치료기간의 차이

가 나타나는데, 평균 치료기간이 흉쇄유양돌기근 종괴

군에서 3.7개월, 근육성 사경군에서 2.5개월, 자세성 사경

군에서 1.4개월이 걸린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Emery

(1994)는 부모를 교육하여 보모가 서로 협조하여 환아의

머리를 수동신장하고 반대 측 강화운동과 목 칼라 보조

기를 사용하는 가정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2주 간격

으로 가동범위를 평가한 결과, 평균 4.7개월의 치료기간

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세와 발달을 이

용한 치료 군에서는 평균 95.1일, 수기신장 치료군에서는

평균 98.6일로 치료 방법에 따른 치료기간의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가들이 치료한 Cheng

등(2001)의 흉쇄유양돌기근 종괴 군의 평균 치료기간과

유사하였고, 부모들이 치료한 Emery(1994)의 연구에서

나타난 치료기간보다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목 기울기가 5° 이상 15° 미만인 환아

와 15° 이상인 환아를 두 군으로 나누었는데 목기울기

정도에 따라 수기신장 치료와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

료에서 환아의 회복소요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치료 종료 시 목 기울기 정도에 따라

나뉜 두 군의 흉쇄유양돌기근내 잔존 종괴 크기의 차이

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목 기울기에

따라 나뉜 두 군의 치료 종료 시 흉쇄유양돌기근내 종

괴의 크기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두 치료방법이 종괴

크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안면 비대칭과 후두부 비대칭이 나타나는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 기운 목으로 인해 환아가 머리 위치를

특정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경부 근육의

비대칭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기능적 비대칭의 지속은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van Vlimmeren 등, 2006). 후두

부 비대칭의 출현은 선천성 근성 사경으로 인한 이차적

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환아가

물리치료 후에도 장시간 나쁜 자세로 누워 있을 수 있

어 선천성 근성 사경 치료에 부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

다. 또한 후두부의 비대칭이 장기간 지속되면 안면 비

대칭이 유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아 두개를 안

면부와 후두부의 비대칭 출현여부가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초기 몇 개월 내 나타나는 체간의 생리적인 비

대칭은 일반적이며 1년 내 자연적으로 사라진다. 아동이

신경학적으로 발달하게 됨에 따라 생리학적인 비대칭이

병리적인 문제와 동반하지 않는다면 생후 초기 4개월 내

치료가 필수적이지는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연구자

는 생후 4∼6개월 내의 치료가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Binder 등, 1987; Golden 등, 1999).

Demirbilek와 Atayurt(1999)는 생후 3개월 이전에 능동

신장 운동과 수동신장 운동을 시작한 경우 근절단술이

필요 없었으나, 생후 3∼6개월, 6∼18개월 사이에 치료를

시작한 경우 흉쇄유양돌기근에 섬유성 구축이 나타나 근

절단술을 실시해야 할 경우가 각각 25%, 71%이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후 치료 시작 시점과 초기 종

괴의 크기가 치료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자

하였는데, 두 치료방법 모두에서 생후 치료시작 시점과

치료시작 시점의 종괴 크기는 치료소요기간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시작 시간이 이전 연구

들보다 빨라 섬유성 구축 같은 이차적인 문제가 나타나

기 전에 치료가 종료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초음파 검사는 선천성 근성 사경 환아에 있어 흉쇄유

양돌기근의 병리적인 변화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비침투적이고 진정작용 없이 고해상도 실시간 정보를 제

공하기 때문에 추적 관찰하는 데 유용한 검사법이다

(Dudkiewicz 등, 2005; Hsu 등, 1999). 본 연구에서는 수

기신장 치료군에서 초음파 검사 상에 나타나는 치료 시

작시점의 종괴 크기와 치료 종료시점의 종괴크기 변화정

도와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세

를 이용한 치료 군에서의 종괴크기 변화정도는 상대적으

로 연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괴가 있는

흉쇄유양돌기근을 직접적으로 신장하는 것이 환아가 능

동적으로 신장에 참여하는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법

보다 종괴 크기를 감소시키는 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수기신장 군에서 초음파 검사 상 종괴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었지만 치료소요기간은 자

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군과 유사하게 소요되었다는 점

은 종괴크기 감소가 선천성 근성 사경 환아의 목 기울기

회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기신장법을 적용하는 동안은 환아가 울고 저항하는

등 치료에 비협조적이었지만, 치료사가 주체적으로 치료

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를 적용하는 동안은 환아의 흥미, 관심 및 환아의 원

시반사반응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환아의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환아

를 계속해서 치료에 참여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본 연구는 대상 환아군이 적어 임상적으로 객관화시

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많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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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군을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가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Conventry와 Harris(1959)가 사용했던 두개

나 안면의 비대칭, 경부 기형, 종괴 여부 등으로 제시한

객관적인 등급 체계를 사용하지 않은 점과 선천성 고관

절 이형성을 동반하는 환아가 1명뿐이어서 고려 대상에

서 제외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또한,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 군에서 환아의 목 기

울기가 15˚ 이상일 때가 5˚ 이상 15˚ 미만일 때 보다 치

료기간이 짧게 소요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청성 근성 사경 환아의 보존적인

치료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과거 여러 문헌에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무작위

통제 연구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기신장

치료법과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법을 비교하여 환

아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법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치료소요기간, 목 기울기의 정도에 따

른 치료소요기간과 종괴크기 지름변화 정도는 두 치료

방법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기신장법이 흉쇄유양돌기근내 종괴크기 감소에 더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괴크기 감소가

환아 목 기울기 회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수기신장과 환아의 능동

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자세와 발달을 이용한 치료법에

서 두 치료법이 선천성 사경 환아의 회복에 미치는 영

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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