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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아동의 엉덩관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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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evalence, risk factors, characteristics, and interventions of hip
38joint problems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and to be able to serve as leverage for early detection, prevention, and
39function recovery.
40Method The electronic journal site was searched by the search terms "cerebral palsy", "hip joint", "hip joint
41dislocation", we analized and descript the cited articles from domestic and foreign papers in Pubmed 9, Science
42Direct 7, and K- RISS analysis and analysis
43Results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showed the different prevalence according to their disability type, severity, and
44functional level, and we knew that abnormal neuromuscular control, stiffness, and biomechanical changes could be
45risk factors.
46Migration Index, Acetabolum Index, Neck shaft angle using by radiography and passive ROM test, special tests were
47available for the diagnosis and evaluation of the hip joint. .
48Combination of physical therapy and orthopedic surgery was very important intervention, and complementary

49alternative therapy, orthosis, and postural assistant are effective.
50Conclusion We suggested that 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is the most important periodic examination and that a
51multidisciplinary approach is a major factor in intervention.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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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63
64뇌성마비(cerebral palsy)는 주산기의 뇌 손상으로 인한 운동손상 증후군으로 중추신경계의 문제로 발생
65하는 것으로 정의 되며, 말하기 장애, 시각 장애. 간질 그리고 지적 손상과 같은 다른 신체장애와도 관련이
66있다.1)
67뇌성마비는 1970년대에 발병률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후 분만기술의 발달과 인큐베이터의 성공적인
68관리로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2),3)
69뇌성마비는 중추 신경계의 운동장애에 따른 신경운동학적 분류와 신체 침범 범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다각
70적인 관점에서 분류 되며, 신경운동학적 분류로는 경직형(spasticity), 불수의 운동형(athetoisis), 강직형
71(rigidity), 운동실조형(ataxia), 진전형(tremor) 등으로 분류된다.4)
72신체 침범 부위에 따라 단마비(monoplegia), 편마비(hemiplegia), 양마비(diplegia), 사지마비
73(quadriplegia) 등으로 분류된다.5)
74뇌성마비의 유형별 발생빈도는 경직형 70~80%, 불수의운동형 10~15%, 운동실조형 1~5%, 혼합형
7510~15%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직형 89.5%, 불수의 운동형 7.5%, 운동실조형 1.5%, 기타
761.5%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 대뇌피질 손상 또는 상위 운동원 손상이 주된 원인이 되는 경직형은 뇌성마비
77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6).
78뇌성마비는 움직임의 제한, 상동적인 동작, 비정상적인 반사의 우세, 다양한 환경에서의 자세 조절 능력 결
79함에 따른 비대칭적인 자세나 움직임으로 근육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7)
80수의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상지 동작에도 어려움을 보이며8), 상지 및 손 기능의 약화로 인한 경험의 부족은
81성장함에 따라 이차적인 발달의 지체를 야기한다.9)
82뇌성마비 성인은 한 가지 이상 근골격계 증상을 가지는 경우가 79%를 나타냈으며, 어릴 때 기능적 보행이
83가능했다가 보행능력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10)
84Schwartz(1999) 11)는 뇌성마비 성인의 93명중 67%에서 최소 3개월 동안 하나 또는 여러 부위에서 통증
85이 나타난다고 보고했으며, 약 53%는 일반적으로 통증이 심하거나 보통이라고 보고했다. 이러한 만성통증
86의 원인은 운동능력과 가동성의 저하로 2차적인 문제로 볼 수 있으며, 근골격계의 변형과 연관이 있다고 한
87다. 이러한 통증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허리, 엉덩관절과 다리 통증이 가장 일반적이라
88고 보고했다.
89뇌성마비 아동의 근골격계의 발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엉덩관절의 문제는 주로 탈구, 아탈구 등으로
90발생빈도가 26~28% 이며, 보행이 불가능한 사지마비형 뇌성마비 아동들에서는 50~75%에 달하는 것으
91로 보고하였다.12)
92뇌성마비 아동을 치료하는 물리치료사와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들이 엉덩관절의 불안정성으로 인
93해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보호자들은 회음부 씻기기, 목욕 후 말리기, 바지 입히기, 침상에서 휠체
94어로 옮기기 등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리치료사들은 바닥에서 침상에 눕히기, 누운 자세 지
95도하기, 엉덩관절 움직이기, 엎드린 자세에서 앉기 자세 지도 등이 가장 어려운 동작이라고 하였다.13)

96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뇌성마비 아동의 근골격계 문제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엉덩관절의 문제를
97유병률, 위험 요인, 특성, 중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조사 분석 함으로서 뇌성마비 아동들의 기능
98회복을 위한 지렛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99
II. 연구방법
100
101본 연구는 전자저널 사이트를 검색어 “뇌성마비”, “엉덩관절”, “엉덩관절 탈구” 등으로 검색하여 Pubmed 9
102편, Science Direct 7편, K-RISS 에서 4편 모두 20편의 국내외 논문을 인용하여 문헌적 의미와 고찰, 분석
103을 통하여 기술하였다.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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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07

III. 결과

1. 뇌성마비 아동에서 엉덩관절 문제의 유병율

1082007년 양은주14)는 2004년부터 2007년 까지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S 의료원 재활의학과를 내원한 환
109아 40명(평균 연령 41.9개월)을 대상으로 엉덩관절의 방사선학적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엉덩관절의 넙
110다리 뼈머리를 중심으로 이동지수(MP : Migration Percentage)로 지정하고 뇌성마비 아동들의 엉덩관절
111의 이동 지수를 조사하였다.
112이 연구의 결과는 경직성 사지마비 아동의 38.3%, 양하지 마비 아동의 30.7% 에서 이동지수가 크게 나타
113났으며, 뇌성마비 아동의 기능에 따라서는 비교적 양호한 GMFCS 1,2,3 군에서 27.9%, GMFCS 4,5그룹
114에서 39.7% 에서 이동지수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하였다.
1152007년 Gunnar15) 등의 연구에서는 9세 그룹과 12세 그룹을 비교한 결과 9세 그룹에서 이동지수가 40%
116가 넘는 비율이 33% 이었으며, 12세 그룹에서는 40%에 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172010년 Valencia16)의 연구에서는 GMFCS 1 2%, GMFCS 2 약 12%, GMFCS 3 약 38%, GMFCS 4 약
11868%, GMFCS 5 약 87%의 엉덩관절 탈구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1192012년 Terjesen17) 등이 뇌성마비 아동 33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넙다리 뼈머리의 이동지수가 33%
120보다 큰 경우의 아동이 26%에 달했으며, GMFCS 4, 5 아동의 45%에서 이동지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121이들 중 72%의 아동이 아탈구나 탈구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특히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122편마비 아동은 3% 정도가 엉덩관절의 이동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지마비의 경우 81% 까지 나타
123나는 것으로 보고하여 신경학적 분류와 기능적 분류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124Fairhurst 등(2013)18)은 영국,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등록된 뇌성마비 아동 중에서 1/3 의 아동이
125엉덩관절의 아탈구가 진행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중 편마비 아동에서는 0%, 양마비 아동에서는
12665%~80%가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엉덩관절의 아탈구 및 탈구는 뇌성마비 아동이 2세~7세 사이에
127주로 진행되게 되며, 침범부위, 경직성의 중증도 등에 따라 더욱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128
129

2. 뇌성마비 아동 엉덩 관절의 위험 요인

130

Banta 와 Scrutton(2003) 19)는 뇌성마비 아동은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조절로 인해 엉덩관절에 가해지

131 는 잘못된 힘이 변형을 만들게 되거나 넙다리 뼈에 특정한 형성 부전을 만들게 된다.
132이러한 생체역학적인 변화는 뇌성마비 아동의 절구형성 발달을 방해하게 되거나 절구가 얕아지게 되어 원
133래의 안정성을 약화 시키게 된다.
134Robin 등(2008) 20) 등은 뇌성마비 아동의 엉덩 관절 형성에 관여하며 큰 돌기에 부착하는 엉덩 관절 벌림
135근, 큰 볼기근, 엉덩 관절 안쪽 돌림 근 등이 약화는 엉덩 관절의 체중 부하를 감소시키고, 근 긴장도를 증가
136시키며 엉덩 관절의 앞 방향경사의 유지, 넙다리 뼈 목 경사의 증가 등을 초래하게 된다.
137보행이 어려운 GMFCS 4,5단계 뇌성마비 아동들은 엉덩 관절의 주위 근육 대부분이 기능 장애를 가지게 되

138는데 특히 모음 근, 굽힘 근 등의 약화로 긴장으로 인해 엉덩 관절의 모음 및 굽힘 상태를 지속하게 함으로서
139넙다리 뼈 목의 정상위치를 방해하게 된다.21) 또한 이러한 근육의 구축은 엉덩 관절의 적합성을 낮추게 되고
140아탈구 혹은 탈구를 일으키게 된다.
141뇌성마비 아동의 연령이 증가되면서 엉덩 관절 주위 근의 긴장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한 통증 이 지속되
142면서 관절의 적합성이 낮아지기도 한다. 이렇듯 뼈의 이상 및 이상정열과 통증 등이 엉덩 관절의 정확한 정
143열을 방해하게 되고, 뇌성마비 아동들의 삶의 질을 손상시키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144신경학적 손상으로 이한 골격근의 비대칭성은 엉덩관절의 골반의 회전 및 경사성 변형을 초래하게 되어 척
145추옆굽음증, 엉덩관절 형성 이상증 등이 나타나게 된다.
146역학적 부하 및 근육의 수축력의 감소와 항경련제 복용으로 인한 아동의 저체중은 뼈 밀도 형성에 나쁜 영향
147을 미치게 되어 골다공증과 같은 질병을 초래하기도 하며, 이는 넙다리뼈의 머리 부분의 형성부전이나 미세
148골절 등을 초래할 수 있다.
149
150
151

3. 뇌성마비 아동의 엉덩관절 문제의 진단 및 평가
1) 임상 평가
(1) 수동관절가동범위 검사

152뇌성마비 아동의 엉덩관절 불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다학문 전문가(MDT, Multidisciplinary
153team)들이 함께 모여서 평가해야 한다.
154주요한 평가요소로는 엉덩관절 벌림, 굽힘, 폄 등의 수동관절가동범위, 엉덩관절 굽힘 동작에서 무릎관절의
155굽힘 및 폄 시 무릎관절의 각도 등이 있다.
156

(2) 관찰을 통한 보행평가

157뇌성마비 아동에게서 관찰되는 보행 평가는 1차, 2차, 3차 이상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차 이상은 중
158추신경계 자체의 이상으로 선택적 근육 조절의 상실, 원시반사에 의존하는 보행 패턴, 비정상적인 근육의
159긴장도와 주동근과 길항근 사이의 불균형 및 평형반사의 결손 등을 말한다.
1601차 이상에 따라 2차 이상은 근육과 뼈, 관절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유발하게 되고, 보상작용인 3차 이상을
161나타내게 된다.
162넙다리 뒤근과 넙다리 곧은근의 경직이 보행 중 유각기에서 무릎관절의 운동범위를 줄어들게 만든다면 이
163는 엉덩관절의 벌림을 증가시켜 발들림(foot clearance)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을 예를 들
164수 있다. 22)
165

(3) 엉덩관절의 병변 검사23)

166- 패트릭 검사(Patric test)는 엉덩관절의 관절가동범위 제한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엉치엉덩관절의 병변과
167분별하라 수 있다. 검사하는 다리를 반대편 무릎위로 올리게 하고 검사자가 천천히 검사대 쪽으로 벌림 시
168킬 때 뒤쪽 방향으로 통증이 증가된다면 엉치엉덩관절의 문제, 사타구니의 통증은 엉덩관절의 문제와 관련
169이 있다.
170- 불안검사(Apprehension test)는 관절순 병변을 판별하는 검사로서 환자가 누운자세에서 검사자가 엉덩
171관절을 부드럽게 굽힘, 모음, 안쪽 돌림 등을 할 대 통증이 발생하면 앞쪽 관절순의 병변을 의미한다. 또한
172엉덩관절을 폄과 바깥돌림을 하면서 벌림 시킬 때 통증이 나타나면 뒤쪽 절구순 파열을 의심할 수 있다.
173- 트렌델렌버그 징후 검사(Trendelenburg sign)는 엉덩관절의 버림근의 기능을 평가하여 넙다리뼈와 골반
174의 안정화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175- 크레이그 검사(Craig’s test, Ryder method)는 넙다리뼈의 앞방향경사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엎드린 자
176세에서 무릎관절을 90도 굽힘 시킨 상태에서 엉덩관절을 수동적으로 안쪽, 가쪽 돌림 시킴으로서 앞방향경
177사 정도를 검사하게 된다.

178- 염전력 검사(Torque test)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환자가 검사대 모서리에 다리를 걸치고 엉덩관절을 펴
179고, 검사자가 한 손으로 넙다리를 안쪽 돌림 시킨 상태에서 한 손을 넙다리뼈 머리를 따라 뒤바깥쪽으로 약
18020초 정도 피막 인대(capsular ligament)에 압박을 가하여 엉덩관절의 안정성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181- 스틴치필드 검사(Stinchfield test)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관절을 폄한 상태에서 저항을 가하면서 엉
182덩관절을 30도 굽힘 시켰을 때 엉덩관절의 통증이 나타나면 병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183184
185

2) 방사선 평가
(1) 이동지수(MI : Migration Index)

186이동지수는 Hilgenreiner’s line 과 Perkin’s line 을 연결시켜 그은 후 넙다리 뼈머리가 Perkin’s 선의 바
187깥쪽으로 벗어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한 값을 말한다.24) 넙다리뼈 머리의 가쪽선이 Perkin 선의 안쪽에 위
188치하게 되면 이동지수는 음의 값을 갖게 되면, 넙다리뼈 머리가 Perkin선 바깥쪽에 위치하게 되면 이동지수
189는 100%를 넘게 된다..
190이동지수는 6단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1단계는 이동지수가 10% 미만, 2단계는 이동지수가 10~15%이며
191절구순이 약간 무뎌지는 정도이다. 3단계는 엉덩관절의 형성 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동지수가
19215~30%이며 절구순의 무뎌짐이 증가된 상태이다. 4단계는 엉덩관절의 아탈구를 의미하며 이동지수가
19330% 이상이다. 넙다리뼈 머리와 절구오목읭 변형을 볼 수 있으며 센튼선(Shenton’s line)이 5mm 이상
194무너져 있다. 센튼선은 넙다리뼈목의 안쪽 경사와 두덩뼈가시 아래쪽 경사를 잇는 선으로 엉덩관절의 탈구
195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5단계는 엉덩관절의 탈구를 의미하며 이동지수가 100%이다. 센튼선이 완전히 무
196너진 것을 볼 수 있으며 변형이 뚜렷해 지는 단계이다. 6단계는 구제수술 이후 상태이며, 실제 넙다리뼈 머
197리와 절구오목을 볼 수 없다.22)
198일반적으로 이동지수 10% 미만은 정상, 20~30% 위험군, 30~60% 경증, 60~90% 중등도, 90% 이상은
199중증으로 분류될 수 있다.
200Hilgenreiner’s line 은 양쪽 골반의 절구오목을 이루고 있는 부리연골(triradiate cartilages)의 아래면을
201연결한 선이며, Perkin’s line 은 절구오목 바깥쪽 지붕에서 Higenreiner’s line 과 직각을 이루면서 연장
202되는 선을 말한다.
203

(2) 절구지수(AI : Acetabular Index)

204절구지수는 Hilgenreiner 선과 절구 안쪽과 바깥쪽 가장 자리를 잇는 선의 각도로 측정한다.25)
205

26)

(3) 목경사각(neck-shaft angle)

206넙다리 목 경사각은 넙다리뼈목과 넙다리골몸통이 이루는 각도로 넙다리뼈 목이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으로
207앞쪽방향굽힘 정도에 영향을 받는 각도이며 160도 이상일 경우 바깥굽은 엉덩관절이라고 할 수 있다14)
208

209
210Figure 1 Radiography of Migration percentate.14).
211The migration percentage(MP) is the lateral displacement of the femoral head(a/b × 100). The
212other radiographic parameters are indicate (AI:acetabular index and NSA: neck shaft angle).
213H is -10-Hilgenreiner's lineand P is Perkins'line. AI is the slope of the acetabular roof, which is
214the angle between the acetabular roof and Hilgenreiner's line
215
216

4. 뇌성마비 아동의 엉덩관절 문제의 중재 방법

2171) 기능수준에 따른 관찰 및 예방15)
218
(1) GMFCS 1
219초기에 임상 평가가 필요하며 최초 방사선학적 검사를 24개월~30개월 사이에 해야 한다. 양쪽 다리의 비
220대칭이나 기능적인 악화가 나타날 경우 방사선학적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지속적인 임상 평가
221가 이루어져야 한다.
222
(2) GMFCS 2
223초기 임상 평가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생후 24~30개월에 방사선학적 검사를 해야 한다. 임상평가와 방사
224선학적 검사를 12개월 후에 재검사를 해야 하며, 이는 이동지수가 안정될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임상평가
225나 기능에서 악화를 보일 경우 엉덩 관절의 방사선학적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26
(3) GMFCS 3, 4, 5
227초기 임상 평가와 24~30개월에 양쪽 엉덩 관절 방사선학적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동지수가 안정될 때
228까지 방사선학적 검사는 1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동지숙가 15% 보다 작아질 때 까지
229반복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230이동지수가 안정되더라도 주기적인 임상 평가와 방사선학적 검사는 5세, 8세, 10세, 초기 사춘기 시기 까지
231반복하는 것을 권하고 있으며, 만일 이동지수가 15% 보다 클 경우 매 6개월 마다 검사를 해야 한다.
232만일 이동지수가 7% 이상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30% 보다 커질 경우 정형외과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233척추의 옆굽음증이나 골반의 비틀림 등이 나타날 경우도 6개월 주기로 검사가 필요하며, 주기적인 검사는
234골격계가 성숙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35
2) 보완대체 요법
236전통의학은 유익한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완대체 요법 역시 실현가능성, 이론,
237유형, 위험, 유익성 등을 고려할 때 정골요법(osteopathy), 동종요법(homeopathy), 고압산소요법, 아델
238리 슈트, 카이로프락틱 등은 증거 기반은 아니지만 엉덩관절 형성 장애를 감소시키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239것으로 알려져 있다. 18)
240
3) 물리치료
241수동신장 운동은 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전통적인 물리치료 방법이며, 엉덩관절의 아탈구를 예방하기 위해
242서 주로 이용되는 물리치료 방법이지만, 최근 코호트 연구에서 구축의 발달과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용

243하는 신장운동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넙다리뼈목을 뒤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앉은 자세를 취
244함으로써 넙다리 뒤근을 신장시키는 것은 효과적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245실현 가능한 목표를 향한 기능훈련은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체중부하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
246키는 것으로 매우 효과적인 중재로 알려져 있다. 18)
247 4) 보조기
248엉덩관절 벌림 보조기가 과거에는 엉덩관절의 탈구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현
249재에도 엉덩관절 형성장애, 탈구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27)
250 5) 자세 보조도구
251구축의 발달을 억제하고 대칭적인 정상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적용하게 되는 자세 보조 도구는 최근
252연구에서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앉은 자세 시스템, 스탠딩 프레임 등은 아동 혹은 가족들
253과 의논하여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27)
254 6) 경직의 관리
255뇌성마비 아동의 엉덩관절 문제는 경직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원인이 되는 경직을
256조절할 수 있는 보튤리늄 주사, 캐스트, 보조기 등의 사용 또한 권장될 수 있다. 28)
257
4) 정형외과적 수술29) (Miller 등, 1997)
258뇌성마비 아동의 엉덩관절 불안정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부조직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으
259로 긴 모음근 이완술, 두덩정강근 이완술, 짧은 모음근 이완술, 엉덩허리근 연장술, 폐쇄신경절단술(앞쪽 가
260지) 등이 효과적이다.
261엉덩관절의 형성 부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넙다리 가쪽 굽음증의 교정술, 골반뼈자름술, 골반과 넙다리뼈
262의 뼈자름술 등을 시행하기도 한다.
263구제수술을 위해서는 넙다리뼈 몸쪽 자름술, 밖굽이 교정술, 관절성형술, 관절고정술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
264된다고 하였따.
265
뇌성마비 아동의 엉덩관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신경학적 중증도와 기능 수준이 매우 중
266요한 인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양질의 중재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267할 수 있다.
268
269
Ⅳ. 결론
270
271뇌성마비 아동의 엉덩관절의 문제는 뇌성마비 아동의 신경학적 유형, 기능 수준, 경직의 정도에 따라 다르
272게 나타나며, 경직형, 기능수준이 낮을수록, 경직이 높을수록 엉덩관절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73뇌성마비 아동의 엉덩관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는 비정상적인 신경근 조절로 인한 생체역
274학적인 변화, 엉덩관절 주위의 모음근, 벌림근, 굽힘근 등의 약화로 인한 체중부하 감소, 근긴장도 증가 등
275을 들 수 있다. 또한 근 구축으로 인한 관절가동범위의 제한은 관절의 적합성을 낮추게 된다. 골격근의 비대
276칭성과 엉덩관절 및 골반의 돌림과 경사성 변형 등은 엉덩관절의 변형을 초래하게 된다.
277엉덩관절의 문제를 진단 및 평가하는 방법으로 수동관절 가동범위 검사, 보행 평가, 엉덩관절의 병변을 판
278별하는 특수 검사 등의 임상평가가 있으며, 방사선 평가로는 이동지수, 절구오목 지수, 목경사각 등을 기준
279으로 할 수 있다.
280엉덩관절의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뇌성마비 아동의 기능 수준에 따라 다를 수
281있으나 정기적인 방사선학적 검사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82정골요법, 동종요법, 고압산소요법, 아델리 슈트, 카이로프락틱 등의 보완대체 요법이 시행될 수 있으며 물
283리치료로는 신경근 조절, 구측 근육의 신장 요법, 기능훈련을 통한 근력강화, 체중부하 훈련 등이 효과적인
284적으로 나타났다.
285엉덩관절 벌림 보조기, 자세 보조도구, 약물을 통한 경직의 관리 등도 주요한 중재로 알려져 있으며, 변형을
286예방하기 위한 연부조직의 수술, 뼈 자름술, 교정술 등의 정형외과적 수술이 널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
287타났다.
288결론적으로 뇌성마비 아동의 엉덩관절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기적인 검사로 탈구나 아
289탈구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재가 될 것이며, 신체적 기능 수준에 알맞은 정형외과적 수술과 신경

290근 조절, 근력 및 협응 능력 강화 등의 다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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