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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evalence, risk factors, characteristics, and interventions of hip joint
problems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and to be able to serve as leverage for early detection, prevention, and function
recovery. Method The electronic journal site was searched by the search terms “cerebral palsy”, “hip joint”, “hip joint
dislocation”, we analyzed and descript the cited articles from domestic and foreign papers in Pubmed 9, Science Direct 7,
and K RISS analysis and analysis. Results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showed the different prevalence according to
their disability type, severity, and functional level, and we knew that abnormal neuromuscular control, stiffness, and
biomechanical changes could be risk factors. Migration Index, Acetabolum Index, Neck shaft angle using by radiography
and passive ROM test, special tests were available for the diagnosis and evaluation of the hip joint. Combination of
physical therapy and orthopedic surgery was very important intervention, and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y, orthosis,
and postural assistant are effective. Conclusion We suggested that 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is the most important
periodic examination and that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is a major factor in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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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뇌성마비(cerebral palsy)는 주산기의 뇌 손상으로 인한 운동
손상 증후군으로 중추신경계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
되며, 말하기 장애, 시각 장애. 간질 그리고 지적 손상과 같은
다른 신체장애와도 관련이 있다.1)
뇌성마비는 1970년대에 발병률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
후 분만기술의 발달과 인큐베이터의 성공적인 관리로 조산아
와 저체중아의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
에 있다.2-3)
뇌성마비는 중추 신경계의 운동장애에 따른 신경운동학적
분류와 신체 침범 범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다각적인 관점에
서 분류 되며, 신경운동학적 분류로는 경직형(spasticity), 불수
의 운동형(athetoisis), 강직형(rigidity), 운동실조형(ataxia),
진전형(tremor) 등으로 분류된다.4)
신체 침범 부위에 따라 단마비(monoplegia), 편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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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iplegia), 양마비(diplegia), 사지마비(quadriplegia) 등
으로 분류된다.5)
뇌성마비의 유형별 발생빈도는 경직형 70~80%, 불수의운
동형 10~15%, 운동실조형 1~5%, 혼합형 10~15%로 보고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직형 89.5%, 불수의 운동형 7.5%,
운동실조형 1.5%, 기타 1.5%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 대뇌피
질 손상 또는 상위 운동원 손상이 주된 원인이 되는 경직형은
뇌성마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6).
뇌성마비는 움직임의 제한, 상동적인 동작, 비정상적인 반
사의 우세, 다양한 환경에서의 자세 조절 능력 결함에 따른
비대칭적인 자세나 움직임으로 근육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7)
수의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상지 동작에도 어려움을 보이
8)
며, 상지 및 손 기능의 약화로 인한 경험의 부족은 성장함에
따라 이차적인 발달의 지체를 야기한다.9)
뇌성마비 성인은 한 가지 이상 근골격계 증상을 가지는 경
우가 79%를 나타냈으며, 어릴 때 기능적 보행이 가능했다가
보행능력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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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rtz(1999)는 뇌성마비 성인의 93명중 67%에서 최
소 3개월 동안 하나 또는 여러 부위에서 통증이 나타난다고
보고했으며, 약 53%는 일반적으로 통증이 심하거나 보통이라
11)
고 보고했다. 이러한 만성통증의 원인은 운동능력과 가동성
의 저하로 2차적인 문제로 볼 수 있으며, 근골격계의 변형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통증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허리, 엉덩관절과 다리 통증이 가장 일반적이
라고 보고했다.
뇌성마비 아동의 근골격계의 발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
는 엉덩관절의 문제는 주로 탈구, 아탈구 등으로 발생빈도가
26~28% 이며, 보행이 불가능한 사지마비형 뇌성마비 아동들
12)
에서는 50~7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뇌성마비 아동을 치료하는 물리치료사와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들이 엉덩관절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가장 관리
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보호자들은 회음부 씻기기, 목욕 후 말
리기, 바지 입히기,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기 등이 가장 어려
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리치료사들은 바닥에서 침상에 눕히
기, 누운 자세 지도하기, 엉덩관절 움직이기, 엎드린 자세에서
13)
앉기 자세 지도 등이 가장 어려운 동작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뇌성마비 아동의 근골격계 문제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엉덩관절의 문제를 유병률, 위
험 요인, 특성, 중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조사 분
석 함으로서 뇌성마비 아동들의 기능회복을 위한 지렛대 작용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자저널 사이트를 검색어 “뇌성마비”, “엉덩관절”,
“엉덩관절 탈구” 등으로 검색하여 Pubmed 9편, Science
Direct 7편, K-RISS 에서 4편 모두 20편의 국내외 논문을 인
용하여 문헌적 의미와 고찰, 분석을 통하여 기술하였다.

마비 아동의 30.7%에서 이동지수가 크게 나타났으며, 뇌성마
비 아동의 기능에 따라서는 비교적 양호한 GMFCS 1,2,3 군
에서 27.9%, GMFCS 4,5그룹에서 39.7% 에서 이동지수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하였다.
Gunnar 등(2007)의 연구에서는 9세 그룹과 12세 그룹을
비교한 결과 9세 그룹에서 이동지수가 40% 가 넘는 비율이
33% 이었으며, 12세 그룹에서는 40%에 달하였다고 보고하였
15)
다.
Valencia(2010)의 연구에서는 GMFCS 1 2%, GMFCS 2
약 12%, GMFCS 3 약 38%, GMFCS 4 약 68%, GMFCS 5
약 87%의 엉덩관절 탈구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
16)
다.
Terjesen 등(2012)이 뇌성마비 아동 33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넙다리 뼈머리의 이동지수가 33%보다 큰 경우의
아동이 26%에 달했으며, GMFCS 4, 5 아동의 45%에서 이동
지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72%의 아동이 아탈구
17)
나 탈구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경직형 뇌성
마비 아동의 경우 편마비 아동은 3% 정도가 엉덩관절의 이동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지마비의 경우 81% 까지 나
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여 신경학적 분류와 기능적 분류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Fairhurst 등(2013)은 영국,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등록된 뇌성마비 아동 중에서 1/3 의 아동이 엉덩관절의 아탈
18)
구가 진행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중 편마비 아동에서는
0%, 양마비 아동에서는 65%~80%가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
러한 엉덩관절의 아탈구 및 탈구는 뇌성마비 아동이 2세~7세
사이에 주로 진행되게 되며, 침범부위, 경직성의 중증도 등에
따라 더욱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2. 뇌성마비 아동 엉덩 관절의 위험 요인
Banta와 Scrutton(2003)는 뇌성마비 아동은 비정상적인 신
경학적 조절로 인해 엉덩관절에 가해지는 잘못된 힘이 변형을
만들게 되거나 넙다리 뼈에 특정한 형성 부전을 만들게 된다.
19)

Ⅲ. 결과
1. 뇌성마비 아동에서 엉덩관절 문제의 유병율
양은주(2007)는 2004년부터 2007년 까지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S 의료원 재활의학과를 내원한 환아 40명(평균 연령
41.9개월)을 대상으로 엉덩관절의 방사선학적 연구를 하였
14)
다. 이 연구는 엉덩관절의 넙다리 뼈머리를 중심으로 이동
지수(MP : Migration Percentage)로 지정하고 뇌성마비 아
동들의 엉덩관절의 이동 지수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경직성 사지마비 아동의 38.3%, 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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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체역학적인 변화는 뇌성마비 아동의 절구형성 발
달을 방해하게 되거나 절구가 얕아지게 되어 원래의 안정성을
약화 시키게 된다.
Robin 등(2008)은 뇌성마비 아동의 엉덩관절 형성에 관
여하며 큰 돌기에 부착하는 엉덩 관절 벌림 근, 큰 볼기근, 엉
덩 관절 안쪽 돌림 근 등이 약화는 엉덩관절의 체중 부하를
감소시키고, 근 긴장도를 증가시키며 엉덩 관절의 앞 방향경
20)
사의 유지, 넙다리 뼈 목 경사의 증가 등을 초래하게 된다.
보행이 어려운 GMFCS 4,5단계 뇌성마비 아동들은 엉덩
관절의 주위 근육 대부분이 기능 장애를 가지게 되는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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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 근, 굽힘 근 등의 약화로 긴장으로 인해 엉덩관절의 모
음 및 굽힘 상태를 지속하게 함으로서 넙다리 뼈 목의 정상위
21)
치를 방해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근육의 구축은 엉덩 관절
의 적합성을 낮추게 되고 아탈구 혹은 탈구를 일으키게 된다.
뇌성마비 아동의 연령이 증가되면서 엉덩관절 주위 근의
긴장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한 통증 이 지속되면서 관절의
적합성이 낮아지기도 한다. 이렇듯 뼈의 이상 및 이상정열과
통증 등이 엉덩 관절의 정확한 정열을 방해하게 되고, 뇌성마
비 아동들의 삶의 질을 손상시키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신경학적 손상으로 이한 골격근의 비대칭성은 엉덩관절의
골반의 회전 및 경사성 변형을 초래하게 되어 척추옆굽음증,
엉덩관절 형성 이상증 등이 나타나게 된다.
역학적 부하 및 근육의 수축력의 감소와 항경련제 복용으
로 인한 아동의 저체중은 뼈 밀도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골다공증과 같은 질병을 초래하기도 하며, 이는 넙다리뼈
의 머리 부분의 형성부전이나 미세 골절 등을 초래할 수 있다.
3. 뇌성마비 아동의 엉덩관절 문제의 진단 및 평가
1) 임상 평가
(1) 수동관절가동범위 검사
뇌성마비 아동의 엉덩관절 불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숙
련된 다학문 전문가(MDT, Multidisciplinary team)들이 함
께 모여서 평가해야 한다.
주요한 평가요소로는 엉덩관절 벌림, 굽힘, 폄 등의 수동
관절가동범위, 엉덩관절 굽힘 동작에서 무릎관절의 굽힘 및
폄 시 무릎관절의 각도 등이 있다.
(2) 관찰을 통한 보행평가
뇌성마비 아동에게서 관찰되는 보행 평가는 1차, 2차, 3차 이
상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차 이상은 중추신경계 자체
의 이상으로 선택적 근육 조절의 상실, 원시반사에 의존하는
보행 패턴, 비정상적인 근육의 긴장도와 주동근과 길항근 사
이의 불균형 및 평형반사의 결손 등을 말한다.
1차 이상에 따라 2차 이상은 근육과 뼈, 관절의 비정상적
인 성장을 유발하게 되고, 보상작용인 3차 이상을 나타내게
된다.
넙다리 뒤근과 넙다리 곧은근의 경직이 보행 중 유각기에
서 무릎관절의 운동범위를 줄어들게 만든다면 이는 엉덩관절
의 벌림을 증가시켜 발들림(foot clearance)를 효과적으로 하
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예를 들 수 있다.22)
(3) 엉덩관절의 병변 검사23)
- 패트릭 검사(Patric test)는 엉덩관절의 관절가동범위 제한

-

-

-

-

-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엉치엉덩관절의 병변과 분별할 수 있
다. 검사하는 다리를 반대편 무릎위로 올리게 하고 검사자
가 천천히 검사대 쪽으로 벌림 시킬 때 뒤쪽 방향으로 통증
이 증가된다면 엉치엉덩관절의 문제, 사타구니의 통증은 엉
덩관절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불안검사(Apprehension test)는 관절순 병변을 판별하는
검사로서 환자가 누운자세에서 검사자가 엉덩관절을 부드럽
게 굽힘, 모음, 안쪽 돌림 등을 할 대 통증이 발생하면 앞쪽
관절순의 병변을 의미한다. 또한 엉덩관절을 폄과 바깥돌림
을 하면서 벌림 시킬 때 통증이 나타나면 뒤쪽 절구순 파열
을 의심할 수 있다.
트렌델렌버그 징후 검사(Trendelenburg sign)는 엉덩관절
의 벌림근의 기능을 평가하여 넙다리뼈와 골반의 안정화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크레이그 검사(Craig’s test, Ryder method)는 넙다리뼈의
앞방향경사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엎드린 자세에서 무릎관절
을 90도 굽힘 시킨 상태에서 엉덩관절을 수동적으로 안쪽,
가쪽 돌림 시킴으로서 앞방향경사 정도를 검사하게 된다.
염전력 검사(Torque test)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환자가 검
사대 모서리에 다리를 걸치고 엉덩관절을 펴고, 검사자가 한
손으로 넙다리를 안쪽 돌림 시킨 상태에서 한 손을 넙다리
뼈 머리를 따라 뒤바깥쪽으로 약 20초 정도 피막 인대
(capsular ligament)에 압박을 가하여 엉덩관절의 안정성
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스틴치필드 검사(Stinchfield test)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관절을 폄한 상태에서 저항을 가하면서 엉덩관절을 30
도 굽힘 시켰을 때 엉덩관절의 통증이 나타나면 병변이 있
는 것으로 판단한다.

2) 방사선 평가

(1) 이동지수(MI : Migration Index)
이동지수는 Hilgenreiner’s line 과 Perkin’s line 을 연결시
켜 그은 후 넙다리 뼈머리가 Perkin’s 선의 바깥쪽으로 벗어
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한 값을 말한다.24) 넙다리뼈 머리의
가쪽선이 Perkin 선의 안쪽에 위치하게 되면 이동지수는 음
의 값을 갖게 되면, 넙다리뼈 머리가 Perkin선 바깥쪽에 위치
하게 되면 이동지수는 100%를 넘게 된다.
이동지수는 6단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1단계는 이동지수
가 10% 미만, 2단계는 이동지수가 10~15%이며 절구순이 약
간 무뎌지는 정도이다. 3단계는 엉덩관절의 형성 장애를 의미
하는 것으로 이동지수가 15~30%이며 절구순의 무뎌짐이 증
가된 상태이다. 4단계는 엉덩관절의 아탈구를 의미하며 이동
지수가 30% 이상이다. 넙다리뼈 머리와 절구오목읭 변형을
볼 수 있으며 센튼선(Shenton’s line)이 5mm 이상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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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센튼선은 넙다리뼈목의 안쪽 경사와 두덩뼈가시 아래쪽
경사를 잇는 선으로 엉덩관절의 탈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5단계는 엉덩관절의 탈구를 의미하며 이동지수가 100%이다.
센튼선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으며 변형이 뚜렷해 지
는 단계이다. 6단계는 구제수술 이후 상태이며, 실제 넙다리뼈
22)
머리와 절구오목을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동지수 10% 미만은 정상, 20~30% 위험군,
30~60% 경증, 60~90% 중등도, 90% 이상은 중증으로 분류
될 수 있다.
Hilgenreiner’s line은 양쪽 골반의 절구오목을 이루고 있
는 부리연골(triradiate cartilages)의 아래면을 연결한 선이며,
Perkin’s line은 절구오목 바깥쪽 지붕에서 Higenreiner’s
line과 직각을 이루면서 연장되는 선을 말한다.
(2) 절구지수(AI : Acetabular Index)
절구지수는 Hilgenreiner 선과 절구 안쪽과 바깥쪽 가장 자
25-26)
리를 잇는 선의 각도로 측정한다.
(3) 목경사각(neck-shaft angle)
넙다리 목 경사각은 넙다리뼈목과 넙다리골몸통이 이루는 각
도로 넙다리뼈 목이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으로 앞쪽방향굽힘
정도에 영향을 받는 각도이며 160도 이상일 경우 바깥굽은
14)
엉덩관절이라고 할 수 있다.
4. 뇌성마비 아동의 엉덩관절 문제의 중재 방법
15)

1) 기능수준에 따른 관찰 및 예방

(1) GMFCS 1
초기에 임상 평가가 필요하며 최초 방사선학적 검사를 24개
월~30개월 사이에 해야 한다. 양쪽 다리의 비대칭이나 기능적
인 악화가 나타날 경우 방사선학적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해
야 하며 지속적인 임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GMFCS 2
초기 임상 평가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생후 24~30개월에 방
사선학적 검사를 해야 한다. 임상평가와 방사선학적 검사를
12개월 후에 재검사를 해야 하며, 이는 이동지수가 안정될 때
까지 반복해야 한다. 임상평가나 기능에서 악화를 보일 경우
엉덩 관절의 방사선학적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 GMFCS 3, 4, 5
초기 임상 평가와 24~30개월에 양쪽 엉덩 관절 방사선학적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동지수가 안정될 때 까지 방사선학적
검사는 1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동지숙가
15% 보다 작아질 때 까지 반복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이동지
수가 안정되더라도 주기적인 임상 평가와 방사선학적 검사는
5세, 8세, 10세, 초기 사춘기 시기까지 반복하는 것을 권하고
있으며, 만일 이동지수가 15% 보다 클 경우 매 6개월 마다
검사를 해야 한다. 만일 이동지수가 7% 이상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30% 보다 커질 경우 정형외과적인 처치가 필요하
며, 척추의 옆굽음증이나 골반의 비틀림 등이 나타날 경우도
6개월 주기로 검사가 필요하며, 주기적인 검사는 골격계가 성
숙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 보완대체 요법

전통의학은 유익한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보완대체 요법 역시 실현가능성, 이론, 유형, 위험, 유익성 등
을 고려할 때 정골요법(osteopathy), 동종요법(homeopathy),
고압산소요법, 아델리 슈트, 카이로프락틱 등은 증거 기반은
아니지만 엉덩관절 형성 장애를 감소시키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3) 물리치료

Figure 1 Radiography of Migration percentate.
The migration percentage(MP) is the lateral displacement of the
femoral head(a/b × 100). The other radiographic parameters are
indicate (AI:acetabular index and NSA: neck shaft angle).
H is -10-Hilgenreiner's lineand P is Perkins'line. AI is the slope of
the acetabular roof, which is the angle between the acetabular roof
and Hilgenreiner'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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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신장 운동은 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전통적인 물리치료 방
법이며, 엉덩관절의 아탈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되는
물리치료 방법이지만, 최근 코호트 연구에서 구축의 발달과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신장운동이 효과적이지 않
다는 결과가 나온, 넙다리뼈목을 뒤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앉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넙다리 뒤근을 신장시키는 것은 효과
적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향한 기능훈련은 근력을 강화시킬 수

오태영

있으며 체중부하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으
18)
로 매우 효과적인 중재로 알려져 있다.
4) 보조기

엉덩관절 벌림 보조기가 과거에는 엉덩관절의 탈구를 예방하
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현재에도 엉덩관
절 형성장애, 탈구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
다.27)
5) 자세 보조도구

구축의 발달을 억제하고 대칭적인 정상 자세를 유지하기
24시간 적용하게 되는 자세 보조 도구는 최근 연구에서
가 매우 좋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앉은 자세 시스템,
딩 프레임 등은 아동 혹은 가족들과 의논하여 적용되는
중요하다. 27)

위해
효과
스탠
것이

6) 경직의 관리

뇌성마비 아동의 엉덩관절 문제는 경직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
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원인이 되는 경직을 조절할 수 있
는 보튤리늄 주사, 캐스트, 보조기 등의 사용 또한 권장될 수
28)
있다.
7) 정형외과적 수술

뇌성마비 아동의 엉덩관절 불안정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
부조직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긴 모음근
이완술, 두덩정강근 이완술, 짧은 모음근 이완술, 엉덩허리근
연장술, 폐쇄신경절단술(앞쪽 가지) 등이 효과적이다. 엉덩관
절의 형성 부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넙다리 가쪽 굽음증의
교정술, 골반뼈자름술, 골반과 넙다리뼈의 뼈자름술 등을 시행
하기도 한다. 구제수술을 위해서는 넙다리뼈 몸쪽 자름술, 밖
굽이 교정술, 관절성형술, 관절고정술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된
다고 하였다. 뇌성마비 아동의 엉덩관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아동의 신경학적 중증도와 기능 수준이 매우 중요한
인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양질의 중
재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29)

인한 생체역학적인 변화, 엉덩관절 주위의 모음근, 벌림근, 굽
힘근 등의 약화로 인한 체중부하 감소, 근긴장도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근 구축으로 인한 관절가동범위의 제한은
관절의 적합성을 낮추게 된다. 골격근의 비대칭성과 엉덩관절
및 골반의 돌림과 경사성 변형 등은 엉덩관절의 변형을 초래
하게 된다. 엉덩관절의 문제를 진단 및 평가하는 방법으로 수
동관절 가동범위 검사, 보행 평가, 엉덩관절의 병변을 판별하
는 특수 검사 등의 임상평가가 있으며, 방사선 평가로는 이동
지수, 절구오목 지수, 목경사각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엉
덩관절의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은 뇌성마비 아동의 기능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정기적
인 방사선학적 검사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골요법, 동종요법, 고압산소요법, 아델리 슈트, 카이로프
락틱 등의 보완대체 요법이 시행될 수 있으며 물리치료로는
신경근 조절, 구측 근육의 신장 요법, 기능훈련을 통한 근력강
화, 체중부하 훈련 등이 효과적인 적으로 나타났다.
엉덩관절 벌림 보조기, 자세 보조도구, 약물을 통한 경직
의 관리 등도 주요한 중재로 알려져 있으며, 변형을 예방하기
위한 연부조직의 수술, 뼈 자름술, 교정술 등의 정형외과적 수
술이 널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뇌성마비 아동의 엉덩관절 문제는 조기에 발견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기적인 검사로 탈구나 아탈구를 예방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재가 될 것이며, 신체적 기능 수준
에 알맞은 정형외과적 수술과 신경근 조절, 근력 및 협응 능
력 강화 등의 다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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