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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측사두증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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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atment of unilateral plagioceph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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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눈의 위치도 .거의대칭이며 이마의 모양도 득이소견이 없다

(Fig. 3，4)

두개안연 기형중 두개골초기유합중 (cr밍1l0synosωsis}은 두개

골의 봉함선이 정상보다 일찍 유합되어 받생하는 것으로 그중에

서 양측이 아닌 연측시듀종~unilateral plagiocephaly) 1예뜯 치

험하였기에 문현고참과 함께 중례 보고하 -11자 한다

Figure 1. (21MonlM) Preoperative photo양aphics. (A) Ri영1t
brow and rim recession 없 d elevation 2. Nasal and chin
point deviation (B.C> eheek and malar projected U1an left
side. 2.Rt. ear position: more anterior and superior ilian left
(D) Right forehad f1atiening and It.forehead bo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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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남아로 사정 (torticollis) 올 주소로 내원하였다 가촉력

상 특이사항 없었으며，우부와 얼팔융 제외 하고 신체의 다른 부

위에 이상은 없었다 고개가 우측으로 연향돼 있었고.코 중심정

(nasal point). 턱점 중심정 lchin point)이 좌측으로 연위되어 있

었으며 우측 눈생이 좌측에 tlj하여 용라가 있었다 (Fig. 1) 수숨

전 시행한 두개안영삼차원 (Craniofaci외 3D) CT 상 우욕 두정선

(coronal suture)의 조기봉합 \fusion) 빛 비정상적인 안구，코 웅
의 안연비대칭을 보였다 (Fig. 2) 수술은 두정철개 (coronal
incisÎon)를 한 뒤.개두끼 (craniotome)를 이용하여 전두골피만

(frontßI bone flap) 과 눈 부위 막대(orbi어Ibar 판 만든 뒤 양측

눈의 위치 및 전두골 (fronlal bone)의 위치가 대칭이 되게 재조함

(remodeling)음 한 뒤 홉수성 플레이트와 스크류를 사용하여 고

정하였고 수술 후 1년경과 관창 중으로 환아는 사경이 없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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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밍liofaci외 3D CT. Rt. unilateral plagiocephaly 고 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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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밍lre 4. Postoperative photography (F잉>D#7DAY)

두개안연기형중 두개끌초기유함층은 하나의 질병 군으로 이는

중후성(양ndromic) 과 비충후성 (nonsyndromic craniosynostosis)

로 나뉘며 증후성은 크푸존씨병 아퍼드씨병 증후군이 있으며 비

증후성 죠기유합층에는 시상~sagittaI). 두정 (coronal(unilateral.

bilater 외)).lambdoidal ，metopic ，m띠tifl비 synostosis 등￡로 분
류된다 조기유힘충 환지원 치료SI는 큰 이유는 젓 번째로는 뇌

앙상승a로 인해 지능발달아 제대로 원까 우려하는 functional
view point가 하냐이며，우 번째로는 성장함에 따라 모양이 변형

이 오는 aesthetic view point 가 하나이다 1-3) 치료의 시기는 뇌

의 성장은 흉생 후 1년째 까지 급속히 성장함으로 뇌압상숭을 방

지하고자 기능하면 조기에 6-9개원 사이에 수술적 치료한 하는

것이 원칙이며，이 후 휠요에 따라 상악과 하악의 비정상적인 발

달에 따든 교정치료 및 이용수딸，상하악 수술 풍을 시춘기 이후

에 한다 비증후군의 초기유합중 환자 중 안연 비대칭이 야기되

는 연측사두중이 미용적 관점에서 보연 가장 치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이다 조기유함된 용함선은 한곳에만 있지만 실제로 병소는

06'측에 다 존재 SI.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는 영연이 있는 측만

교정하는 그릅과 앙측올 치료송}는그룹，더 나아가 E와 턱이 성

장윤 함에 따라 변위가 생기므로 콧대뿌리 (nas 외 rool) 에 대해

조기유합중의 수숨 시 에 추가적으로 수걷펄 하는 그룹 둥이 최

근에 보고되고 있다4-5)본 저자도 눈에 보이는 영연은 비록 한쪽

이나 다른 쪽에도 병연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 눈주위 막대

(orbita1 b강)플%액이 대칭이 되게 한 뒤 이원 바탕으로 "J'측
전두골을 대칭적으로 재배치 (remodeling) 을 해주는 수술운 시행

하였고 수슐 후 어느 정도 대칭융 이윤 수 있게 꾀어，환。}의사

정 및 두부.안연부가 대칭으로 보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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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σ'aoperative phot。양'aphy. Remodelling of orbit。
frontal cranial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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