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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환환환아아아에에에서서서 고고고관관관절절절의의의 전전전위위위

고관절 탈구 및 아탈구는 뇌성마비 환아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는 고관절 굴곡근과 내전근의 강직의 증가와 근육간의 불
균형으로 인하여 진행된다.
이런 고관절 탈구로 인한 기능의 저하와 합병증을 줄이기 위하여

탈구의 진행을 막기 위한 여러 치료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향적 임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경직성 뇌

성마비 환아를 대상으로 고관절 탈구가 진행될 위험인자에 대해 알아
보고 치료의 종류에 따른 탈구 예방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직성 뇌성마비 환자 40명의 방사선학적 평가로서 이동지수와 절

구지수,Neck-shaftangle을 초기와 마지막 검사에 대하여 각각 구하
였으며 이동지수 변화도와 년간 변화율을 구하였다.환자의 GMFCS
등급과 뇌성마비 유형,초기에 이동지수를 평가한 나이,초기 이동지
수,치료의 유무와 내전근에 보툴리눔 톡신 주사 또는 건절제술을 시
행했는지에 따라 이동지수의 변화도를 비교하여 아탈구의 진행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아보고 치료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뇌성마비의 유형이 사지마비인 경우와 GMFCS등급이 높은 경
우 초기 이동지수가 유의하게 컸다.

2.치료를 받지 않은 군에 비하여 내전근에 보톨리눔 독소 주사를
시행하거나 건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유의하게 아탈구의 진행이
감소되었으며,이동지수에 호전을 보인 경우는 모두 GMFCS이
3등급이상이었고, 초기 이동지수가 경도(이동지수 30%이상
60%미만)로 탈구되었던 군이었다.

3.이동지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는 시술여부
(β=-0.230,p=0.048),GMFCS등급(β=0.219,p=0.038),그리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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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β=-0.224,p=0.054)로 시술을 시행 받지 않은 경우,환자의 기
능적 수준이 떨어질수록,또는 나이가 어릴수록,고관절 탈구가
더 진행되었다.

4.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는 시술을 시행한 나이(β=1.671,p=0.034)
가 이동지수의 호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고관절 탈구 예방이 효과적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경직성 사지마비인 경우와 GMFCS등급이 높
은 경우 탈구가 더 진행되어 있으며 내전근 건절제술이나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시행한 경우 탈구의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이는
시술을 시행한 나이가 어릴수록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핵심되는 말 :뇌성마비,고관절 탈구,이동지수,보툴리눔 독소,건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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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환환환아아아에에에서서서 고고고관관관절절절 전전전위위위

<지도교수 박 은 숙>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양양양 은은은 주주주

Ⅰ.서 론

뇌성마비 아동에 있어서 고관절 탈구 및 아탈구는 흔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고관절 탈구나 아탈구의 유병율은 2.6%에서 28%라고 보고
되어 있으며 이는 성별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9,16,17
고관절 탈구를 일으키는 원인은 일차적으로 미성숙한 중추신경계의

손상에 의한 것이며 지속적인 고관절 탈구는 이차적으로 근육들 간의
불균형으로 생기게 된다.고관절이 굴곡되고 내전되려는 힘이 신전되
고 외전되려는 힘보다 강하므로 고관절이 굴곡이 되고 내전,내회전
되면서11서서히 고관절이 아탈구 되고 종종 탈구로 진행된다.21
이러한 고관절의 아탈구와 탈구의 유병율은 강직의 중증도와 관련

이 있다.Howard등7의 연구에 의하면 보행이 불가능 하거나 강직성
사지 뇌성 마비인 경우 고관절 탈구의 유병율이 가장 높으며 80%(44
명 중 35명)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또한 Miller등10은 뇌성 마비에
서 나이와 MigrationIndex(이동지수)를 강직성 고관절 아탈구를 진
행시키는 위험인자로 보고하였다.이동지수가 30%미만일 때 연령이
18세 이상인 군보다 18세 이하인 군에서 아탈구가 진행될 위험이 크
며 이동지수가 30%에서 60%인 군에서 약 25%정도에서,이동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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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에서 90%인 군에서는 100% 모두 탈구가 진행되었다.이들은 나
이가 18세미만이면서 이동지수가 60%미만인 군과 나이가 18세 이상
이면서 이동지수가 30%에서 60%인 군에서는 진행되는 아탈구를 발
견하기 위하여 방사선학적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이동지수가 60%이
상일 시에는 탈구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
고 보고하였다.
고관절 탈구는 장애의 정도에 영향을 끼치며,통증을 유발할 수 있

고,보행에 영향을 주고,앉는 자세 불균형을 일으키며 회음부 관리를
어렵게 하며 욕창을 만들 수 있다.또한 고관절이 내전된 자세는 골
반의 경사를 유발하여 결국 척추 측만증을 유발할 수 있다.3,12,16
이러한 고관절 탈구로 인한 기능의 저하와 합병증을 줄이기 위하

여 탈구의 진행을 막기 위한 여러 치료들이 시도되고 있다.Vidal등
20은 뇌성마비 환아 292개의 고관절을 대상으로 최초의 방사선학적 소
견으로 고관절 형성이상을 예측할 수 있으며 건절제술을 빨리 시행할
수록 고관절 형성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Terje등18은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에서 내전근 건 절단술 시행한 후 장기간 추적
조사한 결과 수술 후 고관절의 양측 전위되려는 경향을 감소한다고
보고하였고,이동지수가 50%에 이르기 전에 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고 보고하였다.Presedo등14은 경직성 뇌성마비 환자로 고관절 아탈
구된 아동에게 연조직 유리술을 시행한 환아 65명 중에서 67%(43명)
에서 장기적으로 고관절 탈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수술의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수술 전 상태로는 경직된 양하지
패턴과 보행 능력을 들 수 있으며 수술 1년 후에 시행한 이동지수가
최종 결과를 예측하는 좋은 인자라고 보고하였다.
최근 수술적 치료에 대한 연구와 함께 내전근에 보툴리눔 톡소 주

사가 시도되고 있다.보툴리눔 독소는 Clostridium botulinum에서 생
성되는 강한 신경독소로,근육 내로 보툴리눔 독소를 주입하게 되면
신경 말단의 콜린성 수용체에 결합하여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방해하
여 해당되는 근육을 마비시킨다.5 이러한 효과를 이용하여 뇌성마비
환아의 하지 및 상지의 경직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Frank6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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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뇌성마비를 대상으로 내전근에 보툴리눔 독소 주사 후 이동지
수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초기 이동지수가 30%이상이며 24개월 이
하인 경우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시행한 후 이동지수가 감소할 확률
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관절의 탈구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건절제술

이나 보툴리눔 독소 주사 시술을 시행한 군과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
은 대조군과의 비교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며 각 치료 방법에 대한
비교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또한 고관절 형성의 자연경과에 대한 연
구는 진행된 반면,고관절의 탈구가 진행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인자
들에 대한 연구가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나이,GMFCS (Gross

Motor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초기에 시행한 이동지수의
정도에 따라 이동지수의 변화도를 비교하고 치료의 유무와 방법에 따
라 고관절 탈구 진행도를 비교하여 고관절 탈구가 진행될 위험인자에
대해 알아보고 치료의 종류에 따른 탈구 예방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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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2004년 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연세의료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한
경직성 뇌성마비 환아 중 처음 방사선학적 검사를 시행한 시기가 6세
이하인 40명의 경직성 뇌성마비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환자 중 하
지에 고정된 관절 구축이 있거나,대퇴골 절골술을 시행받았던 과거
력이 있는 환아는 제외하였다.
과거력상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환아와,내전근에 보툴리눔 독

소 주사,혹은 건절제술을 시행받았던 환아를 포함하였다.
총 40명의 경직성 뇌성마비 환아 중 남자가 21명(52.5%),여자가 19

명(47.5%)이었고,초기에 이동지수를 측정할 당시 평균 연령은 41.9개
월이었고,마지막 이동지수를 측정할 당시 평균 연령은 55.8개월이었
으며 그 간격은 13.6개월이었다.뇌성마비 유형별로 사지마비가 20명,
하지마비가 20명이었다.GMFCS등급별로 1등급에 해당하는 하지는
4명,2등급은 4명,3등급은 10명,4등급은 8명,5등급은 14명이었으며
평균 level은 3.7이었다(Table1).
최초로 시행한 이동지수에 따라 정상(이동지수가 20%미만인 경우)

인 경우가 7례,위험군(이동지수가 20%에서 30%인 경우)인 경우가
22례,경도(이동지수가 30%에서 60%인 경우)인 경우가 50례,중등도
(이동지수가 60%에서 90%인 경우)가 1례,중증(이동지수가 90%이상
인 경우)인 경우가 0례였다.
치료의 유무와 종류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1군은 14명,내전근에 보톡스 주사를 시행 받은 2군은 13명,내전근
건절제술을 시행 받은 3군이 13명이었다.각 군별로 성별을 비교해
보았을 때 1군에서 남자가 6명,여자가 8명이었으며 2군에서 남자가
6명,여자가 7명이었고 3군에서 남자가 7명,여자가 6명으로 남녀 비
율 상 각 군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각 군별로 뇌성마비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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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을 때 1군에서 경직성 사지마비가 7명,하지마비가 6명이었
으며 2군에서 사지마비가 6명,하지마비가 7명이었고 3군에서 사지마
비가 6명,하지마비가 7명으로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각 군별로 GMFCSlevel을 비교하였을 때 1군의 평균 level은
3.4이었고 2군은 3.6이었으며 3군은 3.7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각 군별로 방사선학적 검사를 시행한 연령을 비교하였을 때 초기

에 이동지수를 측정할 당시 1군은 37.1개월,2군은 39.7개월,3군은
41.8개월이었으며 마지막 이동지수를 측정할 당시 연령은 1군은 54.3
개월,2군은 48.8개월,3군은 57.6개월이었으며 각 군 간에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1).

TTTaaabbbllleee111...Generalcharacteristicsofsubjects

Valuesaremean±standarddeviation
1.GMFCS:Grossmotorfunctionclassificationsystem

Variables Total
Botox
group
(n=13)

Tenotomy
group
(n=13)

Control
group
(n=14)

Gender
(Male/Female) 21/19 6/7 7/6 6/8
Subtypes

Quadriplegia 20 6 6 7
Diplegia 20 7 7 6

GMFCS1level 3.7 ± 1.33.6 ± 1.33.7 ± 1.33.4 ± 1.4
Initialage(months)41.9±14.339.7±13.541.8±14.537.1±13.8
Finalage(months)55.8±17.348.8±14.957.6±17.454.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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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가.임상적 평가
환자의 뇌성마비 유형에 따라 사지마비와 하지마비로 분류하였고,

대상 환아들의 기능의 평가는 GMFCS를 이용하였다.GMFCS는
Russell등과 Palisano등이 기술한 등급으로 관찰을 통하여 환자의
대근육 운동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측정 도구이다.등급
별로 0에서 5까지 점수평가법을 등급을 나누어 평가하게 되며131등급
일 때 정상 기능을 나타낸다.
모든 환자들의 평가는 후향적 연구로서 환자가 처음 방사선학적 검

사를 시행하였던 시점과 마지막 방사선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던 시점
의 기능적 수준을 환자기록지의 평가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치료의 유무와 종류에 따라 치료받지 않은 1군과 내전근에 보툴리

눔 독소 주사를 시행 받은 2군,내전근 건절제술을 시행 받은 3군으
로 나누어 비교하였다.내전근 보툴리눔 독소 주사시 보툴리눔 독소
A형 (botoxⓇ)을 사용하였으며 각 근육에 대한 용량은 근육의 크기와
치료의 목적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총 평균 용량은 83U(범위,40-100U)
이며 몸무게의 kilogram당 평균 용량은 근육 당 3.5U/kg(범위,
3-5U/kg)이었다.주사는 100U/mL로 희석하여 촉진 또는 초음파 기기
를 이용하여 27게이지 바늘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모든 주사는 동
일한 전문가가 시행하였다.

나.방사선학적 평가
대상 환자의 고관절 탈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고관절 단순

방사선 전후 사진을 촬영하였다.방사선 검사 시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고관절이나 다리의 회전을 박기 위해서 최대한 평형으로 중
앙에 위치하게 한 후 촬영하였다.촬영된 방사선 검사에서 고관절 이
동지수15와 절구지수(Acetabularindex),Neck-shaftangle을 측정하였
다.
이동지수는 관골구에 대하여 대퇴골두가 편향된 백분율(Per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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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에서 측면으로 간 정도)이며 Hilgenreiner선에 평행하게 측정하였
다(Fig1).대퇴골두의 가쪽선이 Perkin선의 내측에 위치하게 되면
이동지수는 음의 값을 갖게 된다.모든 대퇴골두가 Perkin선의 가측
에 위치하게 되면 이동지수는 100%를 넘게 된다.측정한 이동지수에
따라 골반은 정상(이동지수가 20%미만인 경우),위험군(이동지수가
20%에서 30%인 경우),경도(이동지수가 30%에서 60%인 경우),중등
도(이동지수가 60%에서 90%인 경우),중증(이동지수가 90%이상인 경
우)로 분류하였다.
절구 지수는 Hilgenreiner선과 관골구의 내측과 외측 가장자리를

잇는 선과의 각도로 측정하였으며 Neck-shaft각도는 대퇴골경과 대
퇴골간과 이루는 각도로 대퇴경부가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으로 전굴
된 정도에 영향을 받는 각도이며 160도 이상시 외반고가 있다고 기술
한다.
시간에 따른 고관절 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Kalen등8의 분류법을

사용하였다.이동지수가 10%미만으로 변화하였을 때 “변화없음”이라
고 표현하였고,반면 10%이상 감소하였을 때 “호전됨”으로,10%이상
증가하였을 때 “악화됨”으로 표현하였다.

Fig1.Radiographicmeasurementofhip
Themigrationpercentage(MP)isthelateraldisplacementofthe
femoralhead(a/b × 100).Theotherradiographicparametersare
indicate(AI:acetabularindexandNSA:neckshaftangle).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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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genreiner'slineandPisPerkins'line.AIistheslopeofthe
acetabularroof,whichistheanglebetweentheacetabularroofand
Hilgenreiner'sline.

모든 환자의 초기 방사선 사진과 마지막으로 시행한 사진의 이동지
수,절구지수 그리고 Neck-shaftangle을 각각 동일한 사람이 측정하
였으며 이동지수 변화도와 연간 증가율을 구하였다.

다.그룹별 비교
환자의 뇌성마비 유형에 따라,GMFCS (Gross MotorFunction

ClassificationSystem)등급에 따라,치료의 유무와 종류에 따라,그
리고 최초로 시행한 이동지수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각각 최초로 측정
한 이동지수,마지막으로 시행한 이동지수,연단위 증가율 그리고 이
동지수 변화도를 구한 후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
다.또한 아탈구의 진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아보고 치료
시 가장 효과적인 군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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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통계분석은 SPSS11.0forwindowsversion을 이용하였다.두 군에
서 연속변수의 비교는 independentt-test를 사용하였으며 비연속변수
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test)를 사용하였다.2군 이상의 변수를
분석 시 ANOVA를 이용하였다.각 지표간의 상관도를 구하기 위하여
Pearsoncorrelationcoefficient를 구하였다.이동지수 진행의 위험인
자를 구하기 위하여 선형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p값이
0.05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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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과과과

111...방방방사사사선선선학학학적적적 결결결과과과 비비비교교교

가.뇌성마비 유형과 GMFCS에 따른 이동지수 변화
뇌성마비 유형별로 초기 검사의 이동지수는 사지마비에서 39.3%,하

지마비 33.5%이며 마지막 검사의 이동지수는 사지마비에서 38.3%,하
지마비 30.7%으로 각각 유의하게 사지마비에서 이동지수가 큰 소견을
보였으나 이동지수 변화도와 년간 증가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Table2).
GMFCS 점수에 따라 고관절 탈구 진행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GMFCS1,2,3에 해당하는 군을 A군으로 GMFCS4,5에 해당하는 군
을 B군로 나누었다. 각 군별로 초기 검사의 이동지수는 A군에서
30.5%,B군에서 41.2%이며 마지막 검사의 이동지수는 A군에서
27.9%,B군에서 39.7%으로 각각 유의하게 B군이 A군에 비하여 이동
지수가 큰 소견을 보였다.또한 이동지수의 변화도는 A군에서 -2.8(
%)이며 B군에서 1.6(%)이며 연간 이동 지수 변화율은 A군에서 -4.1
(%/yr)이며 B군에서 1.2(%/yr)으로 각각 B군에서 유의하게 이동지
수가 증가하였다(Table2).

TTTaaabbbllleee 222...Migration percentage in relation to type ofCP and
GMFCS1level

Valuesaremean±standarddeviation

No.of
legs

Migrationpercentage Change
peryear
(%/yr)

Initial(%) Follow-up
(%) Change3

TypeofCP1
Quadriplegia40 39.3±12.338.3±12.9 0.8±10.1 2.5±13.2
Diplegia 40 33.5±10.9*30.7±11.1*-1.1± 6.6-4.6±15.3

GMFCS2
level1,2,3 36 30.5± 9.427.9± 9.6 -2.8± 5.1-4.1± 6.9
level4,5 44 41.2±11.4*39.7±12.1* 1.6±10.1* 1.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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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P:Cerebralpalsy
2.GMFCS:Grossmotorfunctionclassificationsystem
3.Change is the finalmigration percentage minus the initial
migrationpercentage.A positivenumbermeansworseningand
anegativenumberindicatesimprovement.

*p<0.05

나.초기 이동지수 정도에 따른 이동지수 변화
처음 측정한 이동지수의 정도에 따라 정상,위험군,경도,중등도,

중증인 경우로 나누어 비교시 이동지수 변화도와 년간 변화율은 각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방사선학적 검사 지표의 비교
방사선학적 검사 중 이동지수외의 다른 지표인 절구지수와 neck

-shaftangle의 처음과 마지막 검사를 비교 하였을 때 처음 검사 시
절구지수는 24.8±5.8도,마지막 검사에서는 24.1±5.7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neck-shaftangle은 처음 검사시 154.8±10.5도,
마지막 검사에서는 150.8±28.4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또한
이동지수와 절구지수 사이에 (r=0.52),이동지수와 neck-shaftangle
사이에 (r=0.26)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14-

222...치치치료료료 여여여부부부 및및및 치치치료료료 종종종류류류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비비비교교교
치료에 따른 이동지수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은 1군과 내전근에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시행 받은 2군,내전근
건절제술을 시행 받은 3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각 군 간의 처음
이동지수와 마지막 이동지수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이동지수 변화도를 비교하였을 때 1군은 2.9%,2군에서는
0.1%,3군은 -4.6%로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또
한 연간 이동지수 증가율을 비교하였을 때 1군에서 4.1(%/yr),2군에
서 -1.4(%/yr),3군에서는 -6.9(%/yr)으로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4)(Table3).

TTTaaabbbllleee333...Comparisonofchangesofmigrationpercentagebetween
threegroups

Valuesaremean±standarddeviation
*p<0.05
1.Change is the finalmigration percentage minus the initial
migrationpercentage.A positivenumbermeansworseninganda
negativenumberindicatesimprovement.

각 그룹 간에 Kalen의 분류법을 사용하여 “변화없음”,“호전됨”,
“악화됨”으로 분류하였을 때 1군에서 변화 없는 하지가 23례,호전된
하지가 1례,악화된 하지가 4례이었으며 2군에서는 변화가 없는 하지
가 20례,호전된 하지가 6례이었다.3군에서 변화 없는 하지가 20례,
호전된 하지가 5례,악화된 하지가 1례이었다.

No.of
legs

Migrationpercentage Change
peryear
(%/yr)

Initial(%) Follow-up
(%)

Change1
(%)

Controlgroup 28 34.2±10.4 36.8±12.3 2.9±8.1 4.1±11.9
Botoxgroup 26 36.4±13.6 32.0±14.8 0.1±8.7*-1.4±12.3*
Adductortenotomy
group 26 33.6±11.3 33.6±9.93-4.6±7.0*-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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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Comparison of migration change(Kalen'sclassification)
betweenthreegroups

각 그룹을 GMFCS등급별로 분류하여 비교하여 보았을 때 보툴리
눔 독소 주사를 시행 받은 후 호전된 6례 중 3등급이 1례,4등급이 2
례,5등급이 3례이었으며 내전근 건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호전된 5
례 중 3등급이 1례,5등급이 4례이었으나 이들 간에 통계학적으로 의
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또한 각 그룹을 뇌성마비 유형별로 분류하여 비교하여 보았을 때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시행받은 경우 중 호전된 6례 중 하지마비가 3
례,사지마비가 3례이었으며 내전근 건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호전된
5례 중 하지마비가 3례,사지마비가 2례였다.사지마비와 하지마비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처음 측정한 이동지수의 정도에 따라 정상,위험군,경도,중등도,

중증인 경우로 분류하여 비교하여 보았을 때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시행은 후 호전된 6례와 건절제술 시행 후 호전된 5례 모두 이동지수
가 경도(이동지수가 30%에서 60%인 경우)로 탈구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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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이이이동동동 지지지수수수의의의 호호호전전전 정정정도도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주주주는는는 요요요인인인

각 인자들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을 때 초기에 이동지수를 측정한
나이와 이동지수 변화도와의 상관계수는 -0.343으로 의미 있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건절제술 또는 보툴리눔 독소를 주사한 시술
여부와 이동지수 변화도와의 상관계수는 -0.282로 의미 있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시술을 시행 시 이동지수가 의미 있게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Table4).

TTTaaabbbllleee444...Correlationbetweenchangeofmigrationpercentageand
variables

1.GMFCS:Grossmotorfunctionclassificationsystem
2.MP:Migrationpercentage
*p<0.05

Variables Correlation
efficient(r) pvalue

InitialAge -0.343 0.002*
GMFCS1 0.114 0.314
Diagnosis 0.158 0.163
InitialMP2 -0.134 0.237
Procedure -0.282 0.011*



-17-

이동 지수의 호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동지수
변화도를 종속 변수로 처음 이동지수를 측정한 환자의 연령,GMFCS
점수,뇌성마비 유형,초기 이동지수의 정도 그리고 시술 여부를 독립
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analysis)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GMFCS등급과 시술 여부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p<0.05),처음 이동지수를 시행한 나이는 이동지수
에 영향을 주는 경향을 보였다(p<0.1).이 회귀 직선은 유의확률
0.002로 유의하였다(Table5).

TTTaaabbbllleee555...MultipleRegressionAnalysisofChangeofmigration
percentage

1.GMFCS:Grossmotorfunctionclassificationsystem
2.MP:Migrationpercentage
*P<0.05, †P<0.1

Explanaryfactor ChangeofMP2
β p

Initialage -0.224 0.054†
GMFCS1 0.219 0.038*
Diagnosis -0.074 0.506
InitialMP2 -0.188 0.128
Intervention -0.23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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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시 이동 지수의 호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술을 시행한 군을 대상으로 이동지수 변화도를 종속 변수로 처음
이동지수를 측정한 환자의 연령,GMFCS점수,뇌성마비 유형,초기
이동지수의 정도를 독립 변수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그 결과 시술을 시행한 나이가 가장 의미 있
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이 회귀 직선은 유의확률 0.001로 유의하
였다(Table6).

TTTaaabbbllleee666...MultipleRegressionAnalysisofMigrationpercentagein
proceduregroup

1.GMFCS:Grossmotorfunctionclassificationsystem
2.MP:Migrationpercentage
*P<0.05

Explanaryfactor ChangeofMP2
β p

Procedureage 1.671 0.034*
GMFCS1 -0.160 0.406
Diagnosis 0.282 0.065
InitialMP2 -0.17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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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뇌성마비 환아에 있어서 시간에 따른 고관
절 탈구 진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알아보고,보툴리눔 독소
주사 또는 내전근 건절제술 시행이 고관절 탈구 예방에 효과가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함이었다.

고관절의 변화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대퇴골두의 가측
편위 정도를 보는 이동지수가 있다.이동지수는 대퇴골의 회전 위치
에 영향을 덜 받으며15계측자간의 일치도도 높은 검사로 알려져 있
다.4본 연구에 있어서도 탈구의 진행 여부를 보기 위한 측정 도구로
서 이동지수의 변화를 가장 주된 측정 지표로 보고 초기와 마지막 방
사선학적 검사의 이동지수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이동지수 외의 다른 지표인 절구지수와 Neck-shaftangle모두 처

음과 마지막 검사를 비교 하였을 때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절구의 이형성은 절구지수로 측정되는데 뇌성마비 환아의 절구 이형
성은 30개월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5세 이하
의 나이에 있어서 절구지수는 예후 지표로 고려될 수 없다고 보고된
바 있다.20본 연구에서 처음 방사선학적 검사를 시행할 당시 환아의
나이 중 최대 나이는 68개월로 연구에 포함된 대상이 대부분 5세 이
하였으므로 절구지수의 변화가 유의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이동지수와 절구지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절구

지수는 5세 이상에서 수술 전 또는 보툴리눔 독소 주사 전 수술의 정
도나 주사 용량의 정도를 결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보조적
인 지표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동지수에 미치는 인자를 알기위하여 뇌성마비 유형에 따라 초기
이동지수를 비교하였을 때 하지마비에 비하여 사지마비에서 유의하게
탈구가 진행되었다.이는 Howard등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경직
성 사지마비에 있어서 고관절 탈구의 유병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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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GMFCS 점수에 따라 초기 이동지수를 비교하였을 때

GMFCS1,2,3에 해당하는 군인 A군보다 GMFCS4,5에 해당하는
B에서 유의하게 아탈구가 진행되었다(p=0.02).이는 환자의 기능 수준
이 떨어질수록 고관절 탈구의 위험이 증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환자
의 기능이 탈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Vidal등20은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행이 가능한 군과 비
교하여 탈구가 진행될 위험성이 커진다고 보고하였고 이를 통하여 보
행이 고관절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요인임을 보고하였다.또한
Terje19는 독립적 보행이 가능한 경우 보행 시 보조가 필요한 군보다
이동지수의 진행이 느리다는 연구를 통하여 보행능력 여부뿐만 아니
라 보행기능의 정도가 탈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지금까지 연구들은 모두 단순히 보행능력 정도와 탈구
의 진행도와의 관계만을 비교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기능 수
준을 나이에 맞게 세분화하여 등급을 나눈 GMFCS에 따른 이동지수
를 비교함으로서 기능이 저하된 정도가 심할수록 탈구의 진행도가 커
짐을 보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내전근에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처치한 군의 경우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는 군에 비하여 이동지수 변화도와 연간 이동지수 변화율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치료를 받은 경우 이동지수가
감소되었다.이는 Frank등6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Frank등은
내전근에 보툴리눔 주사를 시행한 후 치료 받은 환자의 치료 전과 후
의 이동지수의 변화를 통하여 내전근에 보툴리눔 주사를 시행하는 것
이 뇌성마비 환아의 일부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다른 조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
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두 군 간에 이동지수 변화도와 연간 이동지수
변화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을 밝혔다.
각 그룹 간에 Kalen의 분류법을 사용하여 “변화없음”,“호전됨”,

“악화됨”으로 분류하였을 때 보톡스를 주사 맞은 군에서는 호전된 경
우가 6례이었으며 이 6례 모두 GMFCS가 3이상으로 기능적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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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이상 저하된 경우에도 보툴리눔 주사가 골반 아탈구의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하지만 본 연구에 포함된 경우가 6
례이었으며 연구에 포함된 대상 중 GMFCS1단계에 해당하는 환자
가 2례,2단계에 해당하는 환자가 2례로 수가 적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로 GMFCS3이상이 그 이하보다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
었다.이에 대한 추후 더 많은 환자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를 주사한 후 효과가 있었던 하지 6례의 모두

이동지수는 30-59%사이에 속하였다. 시술 전 이동지수가 경도
(30-59%)인 경우 치료에 호전이 있다는 결과는 이전의 연구에서 이
동지수가 30%이상인 경우 보톡스 주사 후 이동지수가 감소할 확률이
더 많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6하지만 이동지수가 70%이
상인 경우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동지수가 경
도로 탈구된 경우와 중증도로 탈구된 경우를 비교할 수 없었다.
내전근 건절제술을 시행한 군의 경우 또한 치료를 받지 않은 군이

비하여 이동지수 변화도와 연간 이동지수 변화율이 유의하게 감소되
었다.내전근 건절제술을 시행한 후 이동지수의 변화를 구한 몇몇 연
구를 살펴보면,Vidal등20은 건절제술을 조기에 시행하였을 경우 관
골구 이형성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하였으며,Terje등18은
건절제술을 시행한 78명의 뇌성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관
찰을 하여 약 2/3이상 이동지수가 감소하였으며 수술은 이동지수가
50%가 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그러나 2005년
Presedo등14은 내전근 건절제술 또는 요근 퇴축술을 시행한 65명의
뇌성마비 환아를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하여 67%(43명)에서 탈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수술 전 보행이 가능한 경우 유의하게 수
술 후 호전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수술 전 이동지수의 정도나 수술
을 시행한 나이는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
다.
본 연구에 의하면 수술 후 호전된 5례의 경우 GMFCS3인 경우 1

례,GMFCS5인 경우 4례로 기능적 수준이 저하된 경우에도 건절제
술의 효과가 있음을 보였으나 수술받은 군에서도 연구에 포함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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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GMFCS1단계에 해당하는 환자가 2례,2단계에 해당하는 환자
가 2례로 수가 적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로 GMFCS3이상이 그 이
하보다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이동지수가 20-30%인 경우 2례,30-59%인 경우 3례로 이동

지수가 20-59%인 경우에 건절제술의 효과가 있음을 보였으나 이동지
수가 60%이상인 경우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중증도
로 탈구된 경우를 비교할 수 없었다.
내전근에 건절제술을 시행한 군의 경우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시행

한 군에 비하여 이동지수 변화도와 연간 이동지수 변화율을 비교하였
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건절제술을 시행한 군에서 아탈구가
덜 진행되었다.그러나 Kalen의 분류법을 사용하여 “변화없음”,“호전
됨”,“악화됨”으로 분류하였을 때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시행한 군에
서는 호전된 경우가 6례,건절제술을 시행한 군에서는 5례로 호전된
경우는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시행한 군에서 1례 더 많았다.현재까
지 건절제술과 보툴리눔 독소 주사가 이동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는 없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 각 치료간의 효과를 비교한
것에 의의가 있다.건절제술이 보툴리눔 독소 주사에 비하여 유의하
게 탈구의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적이나 수술 후 회복되는 기간 동안
오히려 사용하지 않음으로 근위축(disuseatrophy)이나 근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수술적 치료가 시간과 기술을 요하는 시술이므로
용이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고려할 때 보툴리눔 톡신 주사 역시 이런
단점을 보완할 치료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동 지수의 호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

석 결과 초기 이동지수를 측정한 나이와 시술 여부가 의미 있게 영향
을 주는 인자로 나타났다.나이가 어릴수록,또한 시술을 시행하지 않
는 경우 고관절의 탈구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나이와
보행기능이 이동지수 변화도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나이가 5세 이하이며 보행이 불가능한 사지마비 환아에서 골반의 탈
구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19.또한 시술을 시행한 군에서 이동지수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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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알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 결과 시술을 시행한 나이가 어릴수록
이동지수가 호전되었다.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고관절 탈구가 진행될
위험도가 높으며 시술을 빨리 시행할수록 이동지수의 호전도 커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술을 시행한 나이에 따른 치료 효과의 비교를 하
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술적 치료 또는 보툴리눔 독소 주사 치료가 이

동지수의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시술을 시행하는 나이가 어
릴수록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

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후향적 임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경직성 뇌성마비
환아를 대상으로 뇌성마비의 유형,GMFCS,초기 이동지수를 측정한
연령,초기 이동지수에 따른 이동지수의 변화도를 비교하여 고관절
탈구가 진행될 위험인자에 대해 알아보고 치료의 종류에 따른 탈구
예방의 효과를 비교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
다.

1.뇌성마비의 유형이 사지마비인 경우와 GMFCS등급이 높은 경
우 초기 이동지수가 유의하게 컸다.

2.치료를 받지 않은 군에 비하여 내전근에 보톨리눔 독소 주사를
시행하거나 건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유의하게 아탈구의 진행이
감소되었으며,이동지수에 호전을 보인 경우는 모두 GMFCS이
3등급이상이었고, 초기 이동지수가 경도(이동지수 30%이상
60%미만)로 탈구되었던 군이었다.

3.이동지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는 시술여부
(β=-0.230,p=0.048),GMFCS등급(β=0.219,p=0.038),그리고 나
이(β=-0.224,p=0.054)로 시술을 시행 받지 않은 경우,환자의 기
능적 수준이 떨어질수록,또는 나이가 어릴수록 고관절 탈구가
더 진행되었다.

4.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는 시술을 시행한 나이(β=1.671,p=0.034)
가 이동지수의 호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고관절 탈구 예방이 효과적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경직성 사지마비인 경우와 GMFCS등급이 높
은 경우 탈구가 더 진행되어 있으며 내전근 건절제술이나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시행한 경우 탈구의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이는
시술을 시행한 나이가 어릴수록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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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byProfessorEunSookPark)

Spastichipsubluxationordislocationisacommonproblem in
childrenwithspasticcerebralpalsy.Progressivehipsubluxationor
dislocation isbelieved to resultfrom theimbalanceofmuscles
whichcausesabnormalhippositioning inflexion,adduction,and
internalrotation.
Therehavebeenmanytrialstofindaneffectiveinterventionto

preventordelay the lateralmigration ofthe femoralhead in
children with cerebralpalsy such asinjection ofbotulism toxin
typeA andadductortenotomy.
The aims ofthe presentstudy were to assess the rate of

progressionofhipdysplasiainchildrenwithspasticcerebralpalsy
andtoevaluatethefactorsthatinfluencethedevelopmentofthe
hipdysplasia.
Fortychildrenwithspasticcerebralpalsywereincludedinthe

study.Thefollowingparametersweremeasuredineachsubject:
migration percentage,acetabular indexes,and neck-shaftangle.
ThemeanMP progressionperyearwasobtainedbycomparing
the initialand the lastradiograph.Linea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wasdonetoidentifythevariableswhichwereassociated
withtheprogressionof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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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ultswereasthefollowings;
1.Theinitialmigration percentagewassignificantly higherin
thespasticquadriplegiagroupthanthespasticdiplegiagroup.
Andhigherinitialmigrationpercentagewasalsosignificantly
correlatedwithhigherlevelofGMFCS.

2.Theprogression ofMP was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botoxgrouportheadductortenotomygroupcomparedtothe
controlgroup.Every improved case was shown to have
GMFCS higherthan level3 and was among the mildly
dislocatedgroup(MP30%-60%)

3. Factors found to be associated with the rate of MP
progression were the intervention into spastic adductor
muscles(β=-0.230,p=0.048),GMFCS level(β=0.219,p=0.038),
andage(β=-0.224,p=0.054).

4.Theageatthetimeofintervention such ashipadductor
temotomy or botox injection was the only variable with
significantinfluence.Theearliertheintervention wasdone,
thelesstheprogressionofMPwas((β=1.671,p=0.034).

The results suggest that progressing hip displacemen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quadriplegia and higher levelof
GMFCS.As well,early intervention ofadductor tenotomy or
BTX-A injectionintospasticadductormusclesmightbehelpful
forthepreventionofhipdis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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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Cerebralpalsy,Migrationpercentage,Botoxinjection,Adductor
tenotomy


	차 례
	국문요약
	Ⅰ.서론
	II.재료 및 방법
	1.연구대상
	2.연구방법
	가.임상적 평가
	나.방사선학적 평가
	다.그룹별 비교

	3.분석방법

	III.결과
	1.방사선학적 결과 비교
	가.뇌성마비 유형과 GMFCS에 따른 이동지수 변화
	나.초기 이동지수 정도에 따른 이동지수 변화
	다.방사선학적 검사 지표의 비교

	2.치료 여부 및 치료 종류에 따른 비교
	3.이동 지수의 호전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IV.고찰
	V.결론
	Ⅵ.참고문헌
	영문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