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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방 십자 인 재건술에서 사용되는 이식건은 크게 동종

건과 자가건으로 나눌 수 있다. 동종건은 술 후 이식건의 조직

변화 및 치유 경과는 자가건과 비슷한 치유 과정을 보이나, 자

가건에 비해 다소 늦은 속도의 인 재형성 과정을 거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5,6). 동종 전경골건 및 자가 슬괵건을 이용

한 전방 십자 인 재건술 후 우수한 임상적 결과들이 보고되

고 있으나, 아직까지 두 군 간의 임상적 결과 비교 및 실제로

이식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한 추시 관절경 검사

결과는 문헌상 거의 보고 된 바 없다12-14,16).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동종 전경골건과 자가 슬괵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 인 재

건술 후 이학적, 정량적 평가를 통해 슬관절의 임상적인 안정

성과 추시 관절경을 통한 이식물의 재형성 및 치유 정도를 비

교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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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analyze the clinical results and second look arthroscopic findings of anterior cruciate ligament (ACL) reconstruction

with a tibialis anterior tendon allograft and a hamstring tendon autograft.

Materials and Methods: We reviewed the cases of athroscopic ACL reconstructions using allogenous tibialis anterior (TA) ten-

don and autogenous hamstring tendon done from March, 2002 to August, 2005 and followed-up more than 1 year. The 250 case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and allogenous TA tendon was used in 150 cases and autogenous hamstring tendon in 100 cases. The

mean follow-up period was 15 months and 14 months, respectively. The clinical evaluation was done by Lachman test, Pivot shift

test, KT-1000 arthrometer and 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 (IKDC) knee score. Graft tension, synovial coverage

were observed in cases of second look arthroscopy. 

Results: At final follow-up, there was no significa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clinical examination. On second look

arthroscopy, synovial coverage was better in autogenous hamstring tendon group than allogenous TA tendon group (p=0.005). But

no difference was found in graft tension (p>0.05).

Conclus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clinical results. But autogenous hamstring tendon

group had better synovial coverage than allogenous TA tendon group in second look arth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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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및 방법

1. 연구 상

동일한 술자에 의해 2002년 3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동종

전경골건과 자가 슬괵건을 이용하여 관절경적 전방 십자 인

재건술을 시행하고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 던 총 302예

중 동측에 골절, 다발성 인 손상, 반 쪽 슬관절에 손상이

동반된 경우, 재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

및 반월상 연골 이식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를 제외한 250예의

슬관절을 상으로 하 으며 동종 전경골건을 사용한 경우가

150예, 자가 슬괵건을 사용한 경우가 100예 다. 동종 전경골

건 군은 남자 125예, 여자 25예, 평균 나이는 28.6세(범위:

15~60세) 고, 자가 슬괵건 군은 남자 85예, 여자 15예, 평균

나이는 28.5세(범위: 16~52세) 다. 수상 후 수술까지의 기

간은 각각 평균 14개월(범위: 1~120개월), 12개월(범위:

1~72개월)이었으며. 평균 추시기간은 각각 15개월(범위:

12~46개월), 14개월(범위: 12~53개월)이었다(Table 1).

2. 수술 방법

1) 동종 전경골건

전경골건의 인장 강도의 증가를 위해 두 겹으로 접어 직경

이 8~11 mm가 되도록 만든 후 관절 내에 위치할 30~35

mm 부위에 표시하 다. 관절경을 이용하여 퇴부에는 10

시 30분(1시 30분) 방향에 생체 흡수성 횡고정 핀(RIGIDfix

system�, Mitek, Johnson & Johnson, USA)을 이용하여

먼저 이식 건을 고정하 다. 경골부 고정은 0도에서 100도 정

도의 슬관절 운동을 20~30회 반복하고 신전시킨 상태에서 이

식건과 퇴 과간과의 충돌 여부를 확인한 후 전방 십자 인

에 인장력이 가장 약한 슬관절 20~30도 굴곡 상태에서 해면

골 나사못과 spiked-washer 또는 stapler를 이용하여 고정

하 고 터널 직경에 적합한 생체 흡수성 간섭나사로 이중 고

정을 하 다.

2) 자가 슬괵건

슬괵건은 동측에서 stripper를 이용하여 반건양건(semi-

tendinosus)과 박건(gracilis)을 채취하 다. 채취한 반건양

건과 박근의 근육 조직을 제거한 후 No. 2 Ethibond 봉합사

를 이용하여 baseball whip stitch 방법으로 튜브 형태로 만

들어 준 후 각각 두 겹으로 접어 총 4겹을 만들어 사용하 다.

이식건의 삽입 및 고정 방법은 동종 전경골건 군과 동일한 방

법으로 시행하 다.

3) 동반 손상의 치료

반월상 연골 손상이 동반된 경우는 전경골건 군에서는 111

예(74%)이었으며 이 중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이 44예

(39.7%),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이 28예(25.2%), 내, 외측 반

월상 연골 손상이 동반된 경우가 39예(35.1%) 고, 자가 슬

괵건 군에서는 78예(78%) 중 각각 37예(47.4%), 21예(26.

9%), 20예(25.7%) 다. 동종 전경골건 군에서는 59예

(55.7%)에서 봉합술을 시행하 고 39예(36.8%)에서 절제술

을 시행하 으며 8예(7.5%)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시행하

다. 자가 슬괵건 군에서는 40예(54.1%)에서 봉합술을, 24예

(32.4%)에서는 절제술을, 10예(13.5%)에서는 동시에 시행

하 다.

3. 수술 후 처치

양 군 모두에서 술 후 1일부터 수동적인 연속 운동 기구를

이용하여 조기에 관절 운동을 시작하 고 3주까지는 부분 체

중 부하를 시켰다. 술 후 6주부터 보조기 없이 보행을 허용하

고 3개월 후부터 조깅, 수 등을 시작하 으며 9개월 후부

터 완전한 스포츠 활동을 허용하 다. 단, 반월상 연골 손상이

동반되어 봉합술을 시행한 예에서는 이에 준해서 재활을 시

행하 다.

4. 임상적 평가

모든 수술 전 검사는 수술 전날 시행하 으며, 술 후 검사는

최종 추시 시에 시행하여 수술 전 후의 결과를 비교하 다.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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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s

Tibialis anterior tendon allograft Hamstring tendon autograft

Operation period 2002.10 ~ 2005.8 2002.3 ~ 2005.8

Cases 150 100

M* : F$ 125 : 25 85 : 15

Mean age (yrs) 28.6 (15~60)0. 28.5 (16~52)0.

Trauma to Operation (months) 14 (1~120) 012 (01~72)0

Mean F/U (months) 15 (12~46) 14 (12~53)

M* : Male, F$: Female



관절 운동 범위와 슬관절 안정성 평가로 Lachman 검사,

Pivot shift 검사, KT-1000 관절계를 이용한 경골의 전방

전위 정도를 측정하 으며, 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ittee (IKDC) 평가법을 이용하여 슬

관절 기능을 측정하 다.

5. 추시 관절경 검사

전방 십자 인 재건술 후 추시 관절경은 환자가 경골 고정

나사의 제거를 원하는 경우나, 반월상 연골 봉합술 후 슬관절

의 동통이 있는 경우로 동종 전경골건 군은 17예(11.3%)에서

재건술 후 평균 21개월(범위: 9~50개월)에, 자가 슬괵건 군은

12예(12%)에서 평균 20개월(범위: 10~30개월)에 시행하

다. 추시 관절경 검사에서는 이식건의 강도, 굵기, 활액막 형

성에 따른 치유 정도, 파열 여부 등을 관찰하 다. 이식물의

강도는 슬관절 굴곡과 신전 상태에서 탐식자로 이식건의 중

간부를 이동이 없는 시점까지 당겨보아, 퇴 외측과를 기준

으로 이동량을 측정하여 이동이 2 mm 이하인 경우를 정상, 3

mm 이상에서 5 mm 이하의 이동이 관찰되는 경우를 경도의

이완, 5 mm 이상의 이동이 있거나 이식건의 부분 파열이 있

는 경우를 중등도의 이완, 파열이 심하여 재건술이 필요한 경

우를 중증 이완으로 평가하 다. 활액막의 형성 정도에 따른

치유 정도는 활액막이 이식건 전체에 75%이상 두텁게 형성

되어 있는 경우, 활액막이 얇게 덮여 있거나 후방 십자 인

쪽으로는 잘 형성되어 있으나 전방 쪽이 부족하여 50%~75%

사이 형성된 경우, 활액막 형성이 25%~50%사이 정도로 미

미한 경우, 활액막 형성이 25%미만으로 거의 형성 되지 않아

부분의 이식건이 노출된 경우 등 4 등급으로 분류하 다

(Fig. 1).

6. 통계 분석 방법

통계학적 분석으로는 Paired sampled T-test,

Independent sample T-test, Chi-square test를 이용하

고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 다.

결 과

1. 임상적 결과

최종 추시 시 Lachman 검사는 수술 전 2+ 이상의 불안정

성을 보인 경우가 동종 전경골건 군에서는 83.9%, 자가 슬괵

건 군에서는 86% 으나, 최종 추시 시 불안정성을 보이지 않

은 경우가 각각 92.6%, 91%로 호전 되었으며, 양 군 간의 차

이는 없었다(p=0.642). Pivot shift 검사에서도 수술 전 양

군 간 모든 예에서 1+ 이상의 불안정성을 보 지만 최종 추시

에서는 각각 93.3%, 92%에서 음성의 결과를 보여 두 군 모두

술 후 안정성이 향상되었고,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0.804)(Table 2). KT-1000 관절계 검사에서는

최종 추시 시 각각 2.6 mm±1.5, 2.7 mm±2.0로 두 군 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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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The arthroscopic classification of grafts based on the synovial coverage. (A) more than 75%, (B) between 50% and 75%, (C)

between 25% and 50%, (D) less than 25%.



계학적 유의성은 관찰 되지 않았다(p=0.925). IKDC 평가법

에서는 최종 추시 시 동종 전경골건 군에서 grade A가 64예

(42.7%), grade B가 76예(50.6%), grade C가 10예(6.7%)

고 자가 슬괵건 군에서는 각각 48예(48%), 47예(47%), 5

예(5%)로 양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823)(Table

3). 합병증으로 동종 전경골건 군에서는 3예(2%), 자가 슬괵

건 군에서는 1예(1%)에서 이식건의 실패로 재재건술을 시행

하 는데, 양 군에서 모두 운동선수로 시합 중 재손상을 받은

경우 다. 동종 전경골건 군의 3예와 자가 슬괵건의 1예에서

관절 운동 장애로 관절경하 유착 제거술을 시행하 으며, 이

후 운동 장애는 해소되었다. 자가 슬괵건 군에서는 채취 과정

중 2예에서 박근의 파열이 발생하 고, 1예에서 감염이 발생

하 다.

2. 추시 관절경 검사 결과

동종 전경골건 군에서는 17예의 추시 관절경 소견 상 2예

(12%)에서는 이식건에 75%이상의 활액막이 두텁게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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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ROM, Lachman test, Pivot shift test, KT-1000 arthrometer

Test Grade
Tibialis anterior tendon Hamstring tendon 

P-value*
allograf autograft

Preop Final F/U Preop Final F/U

ROM 135.2� 134.3� 134.9� 135.1� 0.902

Lachman 0.642

Negative 00 (00%).00 139 (92.6%) 00 (00%) 91 (91%)

1+ 24 (16.1%)0 011 (07.4%) 14 (14%) 08 (08%)

2+ 92 (61.3%)0 0.0 (00%)0 67 (67%) 01 (01%)

3+ 34 (22.6%)0 0.0 (00%)0 19 (19%) 00 (00%)

Pivot shift 0.804

Negative 0.0 (00%)00 140 (93.3%)0 00 (00%) 92 (92%)

1+ 0.48 (032%)00 010 (06.7%)0 28 (28%) 07 (07%)

2+ 89 (59.3%) 00 (00%)0 59 (59%) 01 (01%)

3+ 013 (08.7%)0 00 (00%)0 13 (13%) 00 (00%)

KT-1000 (mm) 7.2±1.470 2.6±1.52 7.4±1.64 2.7±1.98 0.925

* Significance in comparing the tibialis anterior tendon allograft group with the hamstring tendon autograft group about ROM,

Lachman, Pivot shift, KT-1000 arthrometer tests at final follow-up

Table 3. Postoperative IKDC knee score comparison

Tibialis anterior tendon allograft Hamstring tendon autograft

IKDC Grade A 64 (42.7%) 48 (48%)

B 76 (50.6%) 47 (47%)

C 010 (06.7%)0 05 (05%)

D 00 (00%).0 00 (00%)

(p=0.823)

Table 4. Comparison of graft tension in second look arthroscopy and clinical result of KT-1000 arthrometer at final follow-up

Tension Number of cases KT-1000 (mm)

Normal 17 2.53±1.27

Mild Lax 09 3.55±1.18

Moderate Lax 03 4.95±0.53

(p<0.05)



었고, 14예(82%)에서는 50%~75%사이, 1예(6%)에서는

25%미만의 형성 소견을 보 다. 이식건의 강도는 5예(29%)

에서 경도의 이완을 보 으며, 2예(11. 7%)에서는 부분 파열

이 있는 중등도 이완을 보 다. 자가 슬괵건 군에서는 12예의

추시 관절경 소견 상 8예(66.6%)에서는 75%이상, 4예

(33.4%)에서는 50%~75%사이의 활액막 형성 소견을 보여,

동종 전경골건 군에 비해 유의하게 우수한 활액막 형성 소견

을 보 다(p=0.005). 이식건의 강도는 경도의 이완 4예

(33%), 부분 파열이 있는 중등도 이완 1예(8%)로 동종 전경

골건 군과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0.05). 또한 동

종 전경골건 군에서 반월상 연골 동반 손상 시에 봉합술을 시

행하 던 10예 중 8예에서 완전 치유, 1예에서 불완전 치유, 1

예에서 치료 실패 소견을 볼 수 있었다. 자가 슬괵건 군에서는

총 8예 중 완전 치유가 7예, 치료 실패가 1예 관찰되었다. 반

월상 연골의 치유 실패는 이식건의 강도 및 활액막 형성 정도

가 낮은 경우에서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p>0.05).

3. 임상적 결과와 추시 관절경 검사 결과와의 비교

추시 관절경을 시행한 시기에 따라 분류하면 재건술 후 1년

6개월 이내가 13예, 1년 6개월 이후가 16예 다. 1년 6개월

이내의 13예 중 75%이상의 활액막 형성이 5예(38.4%),

50%~75% 사이는 8예(61.6%), 50%미만의 활액막 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1년 6개월 이후의 16예에서는 각각 5예

(31.2%), 10예(62.4%), 1예(6.4%)로 시기에 따른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활액막 형성의 정도와 IKDC 평가법의 비교에

서는 활액막 형성이 75%이상인 10예에서는 IKDC grade A

가 6예, grade B가 4예 다. 75%미만인 19예에서는 grade

A가 8예, grade B가 10예, grade C가 1예로 활액막 형성과

IKDC 평가법과의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활액막 형성의 정도와 Lachman 검사, Pivot shift 검사,

KT-1000 관절계 검사간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p>0.05). Lachman 검사, Pivot shift 검사, KT-

1000 관절계 검사와 추시 관절경상 이식건의 강도와의 관계

는 KT-1000 관절계 검사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p<0.05)(Table 4). 

고 찰

전방 십자 인 재건 후 결과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이식건의 선택이다. 동종건은 자가건에 비교하여,

공여부의 합병증이 없고, 이식물의 크기, 유형에 큰 제한 없이

쉽게 이식건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술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다. 반면 공여자로부터의 질병의 이

완 및 경제적인 비용, 이식건에 한 숙주의 면역 반응, 자가

건과 비교하여 느린 재형성 과정 등의 단점들이 있다. 이상적

인 동종건은 이식건 자체의 물리학적 특성 및 인 부착부의

해부학적 구조가 정상 전방 십자 인 와 동일해야겠으며 이

식건의 고정 부위가 조기 치유 과정을 거쳐 생물학적 고정 및

견고한 고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동종 전경

골건은 2가닥으로 했을 경우 4가닥의 슬괵건과 비교하 을

때 최 인장 강도는 각각 4122 N, 2913 N, 선상 강도(linear

stiffness)는 460 N, 418 N으로 우수한 생역학적 강도를 가

지고 있다4). 또한 생물학적 고정 면에서 인 부착부위의 건

이 굵고 관절액과 접촉하는 면적이 넓은 해부학적 특성을 지

니고 있다. Nyland 등12)은 동종 전경골건을 이용한 총 18예

의 전방 십자 인 재건술 후 이학적 슬관절 검사 상 17예에

서 거의 정상 소견을 보 으며, 15예(83%)에서 수상 이전 단

계의 91%이상의 기능을 보여주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는 동종 전경골건 군에서 Lachman 검사는 최종 추시 시

139예(92.6%)에서 음성을, Pivot shift 검사는 140예

(93.3%)에서 음성을 나타냈으며 KT-1000 관절계 검사는

2.6 mm로 기존의 보고된 경우와 유사한 우수한 결과를 얻었

다12,18). 최근 들어 자가 슬괵건의 우수한 고정법들이 개발되

고, 슬개건을 사용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자가 슬괵건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생역

학적으로 이중 고리를 통해 4가닥으로 만든 슬괵건이 가지는

강도는 정상 전방 십자 인 에 비해 240%에 해당하고, 10

mm의 넓이로 만든 슬개건에 비해 138%의 강도(strength)

를 지니고 있으며, 견고함(stiffness)이 정상 전방 십자 인

에 비해 3배, 중간 부분의 슬개건에 비해 2배에 달한다
2,9,10,11,15,19,20). 또한 자가 슬괵건은 채취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재

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8). Goldblatt 등3)은 전방 십

자 인 재건술에서 자가 슬개건과 자가 슬괵건의 여러 문헌

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임상적인 결과는 양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자가 슬괵건 군에서 전방부의 통증이 적었으며, 슬

관절의 신전 소실(extension loss)이 유의하게 적었다고 하

다. Williams 등17)은 자가 슬괵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 인

재건 후 평균 28개월의 추시 결과에서 Lachman 검사 및

Pivot shift 검사는 최종 추시 시 89%에서 음성을 보 다고

하 다.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자가 슬괵건 군에서 Lachman

검사는 최종 추시 시 91예(91%)에서 음성을, Pivot shift 검

사는 92예(92%)에서 음성을 나타냈으며 KT-1000 관절계

검사는 2.7 mm로 기존의 보고된 경우와 유사한 우수한 결과

를 얻었다1,7,14).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거의 부분 전방 십자 인 재건

술 후 추시 기간 동안 임상적 결과 분석에만 치우쳐 왔으며,

또한 추시 관절경 검사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식건의 인

화 과정 및 이식건 주위에 발생하는 섬유조직의 발생원인

및 그 조직학적 소견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5,8,10,11). 이에 저자들

은 이식건 자체의 변화를 평가 하고자 하 으며, 이를 위하여

이식건의 강도와 이식건의 활액막 형성 정도에 따른 이식건

의 성숙도를 평가하고 이를 임상적인 결과와 비교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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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자들의 이식건의 강도는 양 군에서 비슷하게 유지되었

으나 이식건의 활액막 형성 정도를 비교 하 을 때 자가 슬괵

건 군에서 유의하게 우수한 결과를 보 는데, 이는 동종건 보

다는 자가건이 더 빠른 인 의 재형성 과정을 거치기 때문으

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전향적, 임의 추출한 연구가 아니

고 후향적 연구이며, 양 군 간의 수술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점 및 추시 관절경을 시행한 수가 작아 임상적 결과를 비교하

는데 문제점이 있으며, 이의 추시 기간이 비교적 짧아 이식건

의 인 화가 일어나는 과정상에서 양 군을 비교함으로써 이

식건의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점이 있었다. 그

리고 우수한 활액막 형성이 전방 십자 인 재건술 후 슬관절

의 기능 및 안정성에 향을 주는지에 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이식건이 더 우수하다는 것은 장기적인 추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시 관절경시 조직학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의 상관관계에 한 규명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동일한 술자에

의해서 수술이 이루어졌으며, 양 군에서 동일한 고정 방법 및

기구를 사용한 전방 십자 인 재건술 후 두 군 간의 비교 연

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결 론

전방 십자 인 재건술에서 동종 전경골건과 자가 슬괵건

을 사용한 군 간에 임상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추시 관절

경상 자가 슬괵건을 사용한 군이 좀 더 우수한 활액막 형성 소

견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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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동종 전경골건과 자가 슬괵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 인 재건술 후 임상적 평가와 추시 관절경을 통한 이식물의 재

형성 정도를 비교, 분석하 다.

상및방법: 2002년 3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동종 전경골건과 자가 슬괵건을 이용한 관절경적 전방 십자 인 재건

술 후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 던 250예를 상으로 하 다. 동종 전경골건 군 150예, 자가 슬괵건 군 100예 고 평균

추시기간은 각각 15개월, 14개월이었다. 수술 전, 후의 Lachman, Pivot shift, KT-1000 관절계 검사, 2000 IKDC 슬관절

검사를 비교하 고, 29예의 추시 관절경 상 이식건의 강도, 활액막 형성 정도 등을 관찰하 다.

결과: 최종 추시 시 Lachman, Pivot shift, KT-1000 관절계 검사, 2000 IKDC 슬관절 검사 등에서 양 군 간의 차이는 없

었다. 추시 관절경상 75%이상의 활액막 형성 정도는 동종 전경골건 군에서 2예, 자가 슬괵건 군은 8예로 자가 슬괵건 군

에서 우수하 으나 (p=0.005) 강도는 양 군의 차이가 없었다 (p>0.05). 

결론: 동종 전경골건과 자가 슬괵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 인 재건술 후 양 군의 임상적 차이는 없었고 추시 관절경상

자가 슬괵건 군에서 우수한 활액막 형성 소견을 보 다.

색인단어: 슬관절, 전방 십자 인 재건술, 동종 전경골건, 자가 슬괵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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