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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직성 뇌성마비 환아에서 하지의 내회전 변형으로 인한 

족부 횡단면에서의 족부 전진 이상은 흔히 관찰되는 보행

이상이며, 이러한 이상보행은 고관절의 내회전, 경골 내염

전(tibial internal torsion), 전족부 내전(forefoot adductus)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1,2,21)

 이 중 고관절의 내회전은 고관

절 내회전근과 외회전근 간의 경직성, 길이, 근력 등의 불균

형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골격계의 변형으로 인한 대퇴골 

앞경사(femoral anteversion)의 증가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

다.
1) 이와 같이 보행 중 고관절 내회전이 비정상적으로 증

가하게 되면 족부 전진의 내회전이 증가되어 내족보행

(toe-in gait)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보상기전으로 

환측 골반의 외회전이 증가되는 등 이차적인 보행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8)

  고관절 내회전에 작용하는 근육으로는 내측 슬와부근육

이 잘 알려져 있으며, 요근, 대퇴근막장근 및 중둔근의 전방 

근섬유 등도 고관절을 내회전시키는 근육이다.
9) 따라서 이

들 근육의 경직이나 단축이 고관절 내회전 보행을 유발하

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6,20)

 이에 대한 근건연장술을 시행한 

경우 내회전 보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
8,10,17) 또한 고관

절 내회전 보행에 대퇴골 앞경사의 증가가 동반된 경우에

는 이의 교정을 위한 대퇴골 염전 절골술(derotational os-

teotomy)을 연부조직 수술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임상적으

로 보편화된 수술 방법이다.1) 이전의 연구들에서 대퇴골 염

전 절골술이 대퇴골 앞경사가 증가된 고관절 내회전 보행

의 치료에 효과가 있음이 여러 저자들에 의해 보고되었으

나, 동반되는 횡단면 상의 골반이나 족부 전진의 변화에 대

하여는 연구 대상과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보고되

었다.
1,11,13,15) 특히 내측 슬와부근육의 경직이 고관절 내회전 

보행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이 근육의 연

장술 후 고관절 내회전 보행의 호전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

적인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3,4) 위에 언급한 요근, 

대퇴근막장근, 중둔근의 전방 근섬유 등과 같은 다른 고관

절 내회전근의 연장술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직성 양지마비형 뇌성마비 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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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orthopaedic surgery for correcting gait devia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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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Forty-one children with spastic diplegic CP were 
included. They were divided into 3 groups: femoral derota-
ional osteotomy (FDRO) group, multiple hip internal rotator 
lengthening (without FDRO) group and medial hamstring 
lengthening only group. Gait analysis was done before and 
at least 6 months after operation using Vicon 370 system 
(Oxford Metrics Ltd., Oxford, UK). 
Results: In FDRO group, average values of hip internal ro-

tation and foot progression internal rotation were significantly 
improved (from 12.3

o 
to 0.5

o 
and from 6.5

o 
to -11.2

o
), but 

pelvic rotation was not changed. In another 2 groups with-
out FDRO,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all kinematic 
parameters on transverse plane after surgery.
Conclusion: In children with spastic diplegic CP, there were 
improvements in kinematic parameters of hip and foot on 
transverse plane after FDRO. However, the lengthening of 
medial hamstrings and other hip internal rotator muscles 
without FDRO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kinematic para-
meters on transverse plane. (J Korean Acad Rehab Med 
2006; 30: 475-48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Cerebral palsy, Gait analysis, Transverse plane, Orthopaedic surgery 

접수일: 2006년 5월 25일, 게재승인일: 2006년 8월 17일

교신저자: 박찬우,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ꂕ 120-752, 신촌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Tel: 02-2228-3730, Fax: 02-363-2795

E-mail: yyyellow@hanmail.net



476   대한재활의학회지：제 30권 제 5호 2006

를 대상으로 고관절 내회전근의 근건연장술과 대퇴골 염전 

절골술의 시행 전후에 보행분석을 실시하여 이러한 수술적 

치료가 보행 시 횡단면 상의 운동형상학적 지표에 미치는 

향을 비교해 보고자 하 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한 경직성 양지마비형 뇌성마비 

환아 중 2001년 2월부터 2004년 5월 사이에 정형외과 수술

을 받았고, 수술 전 고관절 내회전 소견을 보 으며, 수술 

후 보행분석을 다시 시행한 41명을 대상으로 하여 수술 

전․후의 보행분석을 후향적으로 연구하 다. 모든 대상 

환아들은 수술 전․후에 보조기 등의 도움 없이 독립적 보

행이 가능하 으며, 횡단면 상의 보행이상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형 즉, 경골 염전이나 전족부 내전 등에 대

한 교정수술을 시행한 환아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구 대상은 대퇴골 염전 절골술과 연부조직 수술을 함께 

시행한 군, 내측 슬와부근육과 기타 고관절 내회전근(요근, 

대퇴근막장근 또는 중둔근의 전방 근섬유)의 근건연장술을 

함께 시행한 군, 내측 슬와부근육의 근건연장술만 시행한 

군의 세 군으로 분류되었고, 각 군의 수는 16명, 11명, 14명

이었다. 대상군의 연령은 각각 평균 7.0세, 7.5세와 7.8세

고, 수술 후 추적 검사까지의 기간은 평균 13.8개월, 11.8개

월과 14.0개월로 각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1). 대상 

환아에서 세 군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수술들 외에도 

장내전근, 외측 슬와부근육, 비복근 등의 근건연장술과 대

퇴직근 전이술이 동반되어 시행되었으며, 동반 시행된 수

술들의 종류는 세 군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Table 

2). 

    2) 연구방법

  운동형상학적 지표는 3차원적 동작분석 장비인 VICON 

370 Motion Analysis System (Oxford Metrics Inc., Oxford, 

UK)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각각 수술 전과 수술 후 최

소 6개월 경과 후에 추적검사를 시행하 다. 검사 시행 전

에 적외선 카메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하

여 점조정(calibration)을 시행한 후, VICON 프로토콜에 

따라 기립 정지 상태에서 천골 표식자, 양측 골반 표식자, 

양측 대퇴 표식자, 양측 슬관절 표식자, 양측 경골 표식자, 

양측 족관절 표식자, 양측 전족부 표식자 등 총 13개의 표식

자를 부착하여 검사를 시행하 다. 검사 대상자의 신체부

위에 표지를 부착하는 작업은 항상 한 명의 숙련된 검사자

가 시행하여 오차를 줄이도록 하 다. 검사는 맨발인 상태

에서 시행되었고 우선 8미터 길이의 보도를 수 차례 걷게 

하여 평상시의 자연스러운 보행을 유도하 으며, 검사하는 

동안은 최소한 6차례 이상의 보행을 시도하여 측정치의 평

균값을 사용하 다. 3차원 동작분석에서 얻어진 정보를 

VICON clinical management (Oxford Metrics Inc., Oxford, 

UK) 소프트웨어로 분석하여 각 보행 주기에 따른 횡단면 

상의 운동 형상학적 자료를 구하 으며, 전체 보행 주기에

서 횡단면 상의 골반 내회전, 고관절 내회전, 족부전진 내회

전의 최대값, 최소값 및 보행 주기 동안의 평균값을 모두 

산출하 다. 양지마비형 뇌성마비 환아에서는 일측 하지의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

Without FDRO1)

(n=25)
FDRO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16) HIRL2)

 MHL3)

& MHL3)

(n=14)
(n=1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at surgery (years)* 7.0±2.7 7.5±2.4 7.8±4.0

Sex (male/female) 7/9 10/1 8/6

Time to follow-up (months)* 13.8±3.6 11.8±2.8 14.0±3.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FDRO: Femoral derotation osteotomy, 2. HIRL: Hip internal 

rotator muscles (psoas muscle, tensor fascia lata muscle, anterior 

fiber of gluteus medius muscle) lengthening, 3. MHL: Medial 

hamstring lengthening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Accompanying Surgical Procedures
ꠧꠧꠧꠧꠧꠧꠧꠧꠧꠧꠧꠧꠧꠧꠧꠧꠧꠧꠧꠧꠧꠧꠧꠧꠧꠧꠧꠧꠧꠧꠧꠧꠧꠧꠧꠧꠧꠧꠧꠧꠧꠧꠧꠧꠧꠧꠧꠧꠧꠧꠧꠧꠧꠧꠧ

 Without FDRO1)

(n=25)
FDRO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urgical procedures
(n=16) HIRL2)

MHL3)

& MHL3)

(n=14)
(n=1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soas lengthening 11 9 0

Tensor fascia lata and anterior 

  fiber of gluteus medius 5 5 0

  lengthening

Adductor longus lengthening 3 2 0

Rectus femoris transfer 6 3 6

  to sartorius

Medial hamstring lengthening 16 10 14

Lateral hamstring lengthening 1 2 0

Gastrocnemius lengthening 15 8 1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cases.

1. FDRO: Femoral derotation osteotomy, 2. HIRL: Hip internal 

rotator muscles (psoas muscle, tensor fascia lata muscle, anterior 

fiber of gluteus medius muscle) lengthening, 3. MHL: Medial ham-

string length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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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면 상 보행이상 소견이 반대측 하지의 보행양상에 

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상 환아들의 양하지 중 횡단

면 상의 고관절 내회전의 최대값이 더 큰 하지만을 포함하

여 수술 전과 후의 각 지표들을 비교 분석하 다. 각 부위에

서 측정된 지표는 내회전을 양수로, 외회전을 음수로 표시

하 다. 수술 전과 수술 후의 횡단면상 지표들은 Wilcoxon 

signed rank 검사법을 사용하여 비교하 다. 결과의 통계처

리는 SPSS 11.0 for window를 이용하 으며, p값이 0.05 미

만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결      과

    1) 골반의 횡단면상 지표 

  세 군 모두에서 골반 횡단면 상의 모든 지표들은 수술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2) 고관절의 횡단면상 지표 

  대퇴골 염전 절골술과 연부조직 수술을 함께 시행한 군

의 고관절 내회전은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모두 중간값이 

각각 28.2도에서 17.0도, 3.2도에서 -15.1도, 12.3도에서 0.5

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p＜0.05)(Table 3), 수

술 후 고관절 내회전이 정상 범위 내로 호전되었다(Fig.). 하

지만 나머지 두 군에서는 고관절의 내회전이 수술 후 유의

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3) 족부 전진의 횡단면상 지표 

  대퇴골 염전 절골술과 연부조직 수술을 함께 시행한 군

의 족부 전진의 내회전은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모두 중간

값이 각각 16.8도에서 -3.4도, -9.1도에서 -18.7도, 6.5도

에서 -11.2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p＜0.05) 

(Table 3), 수술 후 족부 전진의 내회전이 정상 범위 내로 

Table 3. Changes of Kinematic Parameters on Transverse Plane after Surgery
ꠧꠧꠧꠧꠧꠧꠧꠧꠧꠧꠧꠧꠧꠧꠧꠧꠧꠧꠧꠧꠧꠧꠧꠧꠧꠧꠧꠧꠧꠧꠧꠧꠧꠧꠧꠧꠧꠧꠧꠧꠧꠧꠧꠧꠧꠧꠧꠧꠧꠧꠧꠧꠧꠧꠧꠧꠧꠧꠧꠧꠧꠧꠧꠧꠧꠧꠧꠧꠧꠧꠧꠧꠧꠧꠧꠧꠧꠧꠧꠧꠧꠧꠧꠧꠧꠧꠧꠧꠧꠧꠧꠧꠧꠧꠧꠧꠧꠧꠧꠧꠧꠧꠧꠧꠧꠧꠧꠧꠧꠧꠧꠧꠧꠧꠧ

Without FDRO1) (n=25)
FDRO1) (n=1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HIRL2) & MHL3) (n=11) MHL3) (n=1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reoperative Postoperative Preoperative Postoperative Preoperative Postoperativ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elvic rotation

Maximum 11.7 8.2 4.5 2.1 9.8 6.3

(0.0∼28.7) (-3.5∼33.0) (-8.6∼17.2) (-6.5∼21.2) (-1.9∼32.6) (-6.3∼28.2)

Minimum -11.3 -11.0 -18.2 -9.8 -10.1 -10.2

(-28.9∼3.1) (-23.4∼0.0) (-25.6∼1.1) (-23.8∼-1.4) (-14.0∼0.0) (-26.7∼4.1)

Mean -2.1 -1.6 -5.9 -3.5 -1.2 -2.9

(-10.8∼39.4) (-12.9∼10.9) (-18.1∼8.3) (-11.3∼1.4) (-6.6∼9.3) (-12.0∼17.2)

Hip rotation

Maximum 28.2 17.0* 19.2 17.8 16.3 18.6

(8.5∼40.4) (1.6∼32.5) (5.7∼43.3) (8.7∼26.5) (8.7∼36.0) (9.8∼34.5)

 Minimum 3.2 -15.1* -4.6 -9.3 -13.2 -8.3

(-16.2∼9.7) (-25.3∼2.2) (-35.4∼11.1) (-21.1∼-0.6) (-25.8∼2.6) (-20.4∼6.0)

Mean 12.3 0.5* 5.0 3.8 2.7 2.1

(-4.3∼22.8) (-10.0∼12.5) (-8.5∼18.3) (-8.1∼8.7) (-7.0∼14.7) (-2.6∼17.0)

Foot progression

Maximum 16.8 -3.4* 1.3 -1.3 3.0 -2.2

(-10.8∼39.4) (-21.9∼13.4) (-9.8∼40.6) (-16.7∼19.3) (-22.5∼56.6) (-20.4∼27.9)

 Minimum -9.1 -18.7* -16.5 -18.2 -13.3 -21.0

(-29.3∼15.5) (-39.1∼-3.0) (-34.6∼13.2) (-60.0∼-4.1) (-36.8∼28.0) (-36.9∼14.1)

Mean 6.5 -11.2* -4.8 -10.6 -3.6 -11.3

(-18.6∼24.0) (-27.6∼2.5) (-22.9∼26.4) (-26.0∼5.6) (-26.5∼43.5) (-23.8∼23.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dian (minimum∼maximum). Negative values indicate external rotation and positive values indicate internal rotation.

1. FDRO: Femoral derotation osteotomy, 2. HIRL: Hip internal rotator muscles (psoas muscle, tensor fascia lata muscle, anterior fiber 

of gluteus medius muscle) lengthening, 3. MHL: Medial hamstring lengthening 

*p＜0.05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between before and afte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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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되었다(Fig.). 하지만 나머지 두 군에서는 족부 전진의 

내회전이 수술 후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고      찰

  정상 아동에서는 출생 초기에 대퇴골 앞경사가 30도 정

도로 증가되어 있지만 연령이 증가하고 골격이 성숙함에 

따라 성인 수준인 15도 정도로 경사도가 감소된다.
7) 하지만 

뇌성마비 환아에서는 연령이 증가해도 대퇴골의 내회전 증

가 소견이 교정되지 않는 경우가 흔히 관찰된다.
5,12)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Shefelbine과 Carter
19)는 경직성 뇌성

마비 환아에서 요근의 경직이 대퇴 소전자를 전상방으로 

끌어당기고 고관절 내회전근에 의해 대퇴에 내회전력이 가

해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고관절 반응력이 대퇴골 성장판

에 향을 미쳐 환아의 성장에 따라 대퇴골 앞경사가 증가

한다고 설명하 다. 이와 같이 뇌성마비 환아에서 증가된 

대퇴골 앞경사를 교정하기 위한 대퇴골 염전 절골술 후의 

보행양상의 호전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 Murray-Weir 등
13)
은 수술 1년 후에 보행분석을 실시하

여 횡단면 상의 고관절 내회전뿐 아니라 시상면 상의 고관

절 굴곡 및 골반의 전방경사가 호전되었다고 보고하 으

며, 정 등
1)
은 전자간 대퇴골 염전 절골술 후 고관절 외전근

의 근력 약화 소견이 호전되어 관상면 상의 골반 기울임도 

호전되었다고 보고하 다. Aminian 등
2)은 경직성 편마비형 

뇌성마비 환아에서 고관절 내회전이 증가하면 족부 전진의 

내회전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중립적 위치로 유지하기 위

한 보상기전으로 환측 골반의 외회전이 증가하게 되며 대

퇴골 염전 절골술 후에는 이러한 고관절 내회전과 골반 외

회전이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Ounpuu 등
15)
은 20명의 

경직성 양지마비형 뇌성마비 환자의 대퇴골 염전 절골술 

후 보행을 분석한 결과, 고관절과 족부 전진의 내회전은 감

소하 지만 골반 외회전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하 다. 

이에 Kay 등
11)은 경직성 양지마비형 뇌성마비 환아에서 골

반 회전의 비대칭성을 보이는 경우에 환아의 양하지를 모

두 분석에 포함시키면 수술 후 골반 외회전의 호전 소견이 

서로 상쇄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경직성 양지마비형 뇌성

마비 환아의 양하지 중 골반 외회전의 증가 소견이 큰 하지

만을 분석하여 대퇴골 염전 절골술 후에 골반 외회전이 감

소하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41명의 경직성 양

지마비형 뇌성마비 환아의 82하지 중 고관절 내회전의 최

대값이 큰 쪽의 41 하지만을 분석하여, 정형외과 수술의 종

류와 상관없이 모든 군에서 골반 회전의 이상소견에는 변

화가 없음을 관찰하 다. 실제 대상 환아의 수술 전 보행분

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관절 내회전의 최대값이 큰 41 하지 

중 24 하지에서만 골반의 외회전이 증가하 고 나머지 17 

하지에서는 오히려 골반 내회전이 증가된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경직성 양지마비형 뇌성마비 환아의 보행 시 골

반의 비정상적인 외회전 증가 소견은 환측 하지의 고관절 

내회전 증가에 따른 보상기전 외에도 여러 다른 유발인자

들 즉, 고관절 굴근의 근력약화로 인한 보폭의 감소, 족저 

굴근의 근력감소로 인한 진출기(push-off phase)의 기능적 

다리 길이 감소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대

한 보상기전으로 오히려 골반의 내회전이 증가될 수도 있

다.
14,16) 따라서 Kay 등11)의 연구에서와 같이 고관절 내회전 

증가에 대한 보상기전으로 골반의 외회전이 증가된 환아만

을 선택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대퇴골 염전 절골술 후의 

Fig. Changes of average kinematic parameters (median) on transverse plane: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of (A) pelvic rotation in 

all groups. But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of (B) hip rotation and (C) foot progression in FDRO group. Shaded area was normal 

range (mean±1 standard deviation) from our motion laboratory database. 1. IR: Internal rotation, 2. ER: External rotation, 3. FDRO: 

Femoral derotation osteotomy, 4. HIRL: Hip internal rotator muscles (psoas muscle, tensor fascia lata muscle, anterior fiber of gluteus 

medius muscle) lengthening, 5. MHL: Medial hamstring length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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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골반의 이상회전을 유발하는 여

러 다른 원인들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를 경직성 양지마

비형 뇌성마비 환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해 많은 연구들에서 서로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고관절 내회전근의 경직은 대퇴골 내회전 변형을 유발할 

뿐 아니라 하지 내회전 보행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보행 시 고관절 내회전이 증가된 뇌성마비 환아들의 

근전도 검사를 이용한 연구들에서 내측 슬와부근육의 활동

성이 증가되어 있음이 보고되었으며,
6,20) 몇몇 연구들에서 

내측 슬와부근육 연장술 후 고관절 내회전 보행이 호전되

었음이 보고되었다.8,1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내측 슬와부

근육 연장술을 시행한 환자군의 골반, 고관절, 족부 전진의 

횡단면 상 운동형상학적 지표들에서 모두 의미 있는 변화

를 관찰할 수 없었다. 보행 시 내측 슬와부근육의 수축 및 

이완이 고관절에 미치는 향을 자기공명 상 검사와 컴퓨

터 분석을 통한 가상실험으로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실제 

보행 시 이 근육이 고관절 내회전에 미치는 향이 미미하

거나 오히려 외회전을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3,4)

 Kay 

등11)은 내측 슬와부근육의 연장술 후 고관절의 내회전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 다. 

  내측 슬와부근육 외의 고관절 내회전근 연장술이 횡단면 

상 보행이상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는 Joseph
10)이 고관절 

내회전 보행을 보이는 6명의 경직성 양지 뇌성마비 환아들

에서 중둔근 전방섬유의 연장술을 시행한 후 횡단면 상 보

행양상의 호전을 보고한 바 있지만 객관적 분석이 아닌 임

상적 관찰에 의한 보고 고, 그 외의 다른 고관절 내회전근

의 향에 대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내측 슬와부근육 연장술과 함께 요근, 대퇴근막장근 또는 

중둔근 전방섬유의 연장술을 시행한 환아군의 수술 전․후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골반, 고관절, 족부 전진의 이상회전

이 모두 호전된 양상을 보 으나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다. 

Joseph
10)의 연구에서는 근전도 검사를 이용하여 보행 시 중

둔근 전방섬유의 활동성이 증가되고 요근과 내측 슬와부근

육의 단축소견이 없는 환아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

에서는 이학적 검사와 보행분석 결과만을 바탕으로 근연장

술을 시행하여 환자의 선택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

한 고관절 내회전근의 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후 보

다 정확한 환자의 선택을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한다.

  본 연구는 횡단면 상의 이상 보행을 교정하기 위한 정형

외과 수술 중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던 대퇴골 염전 

절골술과 내측 슬와부근육 연장술의 효과뿐 아니라 요근, 

대퇴근막장근 및 중둔근의 전방섬유 등의 기타 고관절 내

회전근 연장술 후의 변화를 분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세 군이 수술 방법에 따라 후향적으로 분류되었으

므로 각 군의 수술 전 횡단면 상의 이상 소견의 정도가 다

르기 때문에 횡단면 상의 보행 이상을 교정할 때 어느 수술 

방법이 더 우월한지는 비교할 수 없었으며, 대상군의 수가 

적었고, 동반 시행된 다른 근건연장술이 횡단면 상의 보행

양상에 미치는 향을 배제하지 못하 다는 등의 한계점이 

있다. 또한 수술 후 추적 검사 기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1년 

이내로 짧은 환아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이는 대상 환아들

에서 수술 후 시공간적 지표에 유의한 호전을 보이지 않았

던 결과에도 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추후 보

다 균일한 환자군의 선택을 바탕으로 더 많은 환자들을 대

상으로 한 장기적인 추적연구의 시행이 횡단면 상의 이상 

보행을 보이는 뇌성마비 환아의 수술적 치료 선택에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하지의 정형외과 수술을 시행 받은 경직

성 양지마비형 뇌성마비 환아 중 수술 전에 고관절 내회전 

보행 소견을 보인 41명의 41 하지를 대퇴골 염전 절골술을 

포함한 연부조직 수술을 시행한 군, 내측 슬와부근육과 기

타 고관절 내회전근(요근, 대퇴근막장근 또는 중둔근의 전

방 근섬유)의 근건연장술을 함께 시행한 군, 내측 슬와부근

육의 근건연장술만 시행한 군의 세 군으로 분류하여 수술 

전후 시행된 보행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경직성 양지마비형 뇌성마비 환아에서 대퇴골 염전 절

골술 후에 골반에서의 횡단면 상의 이상 회전은 유의한 변

화가 없었으나, 고관절 내회전과 족부 전진의 내회전 증가 

소견이 호전되었다. 하지만 내측 슬와부근육 및 고관절 내

회전근의 연장술 같은 연부조직 수술만을 시행한 경우에는 

횡단면 상 보행이상의 호전을 관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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