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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에 스포츠 활동의 증가와 교통사고로 인한 슬관절의 손

상에 따른 전방십자인 의 손상 발생빈도는 증가하고 있으며15),

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전방십자인 재건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의 분석에 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전방십자인 재건술에 흔히 사용되는 이식 구조물로서는

여러 부위의 자가건이나 동종건 등이 있으며, 동종건의 사용은

근본적으로 이식 공여부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16,20) 여전히 사용에는 논란이 있다. 따라서 동종

건의 이식은 다발성 손상이나 전방십자인 재-재건술, 혹은

후방십자인 손상 등에 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의 저자들은 자가건 및 동종건에 해 장,단점을 설명한

후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 전방십자인 의 재건술시 동종전경

골건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그 임상 결과를 자가 슬

괵건을 이용한 군과 전향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를 계획하 다.

자자가가슬슬괵괵건건 및및 동동종종전전경경골골건건을을 이이용용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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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mparison of clinical outcomes in ACL reconstruction between auto-hamstring tendon and

allo-tibialis anterior tendon.

Materials and Methods: In this prospective study, we included 60 subjects who underwent ACL reconstruction using 30 ham-

string autograft (mainly,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30 tibialis anterior allograft (including MVA and industrial injuries) between

May 2003 and June 2005 by a single surgeon, with a minimum follow-up of 12 months. Outcome measurements were the range of

motion, the Lachman test, the IKDC score, the Lysholm score, KT-1000 arthrometer and one-leg hop test.

Results: For all the cases, the range of motion was above 135 degrees. The Lachman test, KT-1000 arthrometer and one-leg hop

tes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The IKDC score of auto-hamstring group(87.840±2.106) was significant-

ly higher than that of allo-tibialis anterior group(85.273±2.782). The Lysholm score of auto-hamstring group(88.067±2.586) was

also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allo-tibialis anterior group(85.300±3.030).

Conclusion: The results of ACL reconstruction using the auto-hamstring tendon and allo-tibialis anterior tendon showed no signif-

icant difference in objective items but auto-hamstring group showed better results in subjective scoring. This difference may result

from individual factors such as economic problem, secondary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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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슬괵건 및 동종전경골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 재건술 후 임상적 결과의 비교∙김재화 외

기존의 연구 논문들은 자가건 혹은 동종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 재건술 후 임상결과 및 환자의 만족도 측정에 관한

내용이 많으나, 수술에 사용한 이식물의 종류에 따른 임상 결

과의 비교 분석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가슬괵건을 이용한 군과 동종전경골건을 이용한 군의 전방

십자인 재건술 후 임상적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 다.

상 및 방법

1. 연구 상

2003년 5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본원에서 단일 술자에 의

해 시행된 전방십자인 재건술 중 최소 12개월 이상 추시가

가능했던 60례를 상으로 하 으며, 이중 30례는 자가슬괵

건, 30례는 동종전경골건을 이용하 다. 슬관절의 안정성에

향을 줄 수 있는 전방십자인 손상 외의 인 손상을 동반

한 환자는 제외되었고, 슬관절 주변 골절을 동반한 환자도 제

외되었다. 성별은 자가슬괵건군은 남자 26명, 여자 4명이었

고, 동종건군에서는 남자 23명, 여자 7명이었다(p=0.5046).

연령 분포는 자가슬괵건군이 18세에서 64세로 평균 36세 으

며, 동종건군은 13세에서 66세로 평균 35세 다(p=0.6374).

추시 기간은 자가슬괵건군이 최단 12개월에서 최장 18개월로

평균 14개월이었으며, 동종건군은 최단 12개월에서 최장 24

개월로 평균 16개월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346). 손

상 기전으로는 자가슬괵건군은 스포츠 손상 18례(60.0%), 교

통사고 2례(6.7%), 낙상 및 미끄럼 사고 10례(33.3%) 이었고,

동종전경골건군은 스포츠 손상 10례(33.3%), 교통사고 11례

(36.7%), 낙상 및 미끄럼 사고 9례(30.0%)로 두 군에서 유의

하게 차이를 보 다(p=0.0138).

동반 손상으로는 자가슬괵건군은 내측반월상연골 손상이

12례(40.0%), 외측반월상연골 손상이 3례(10.0%)이었으며,

동종전경골건군에서는 내측반월상연골 손상이 14례(46.7%),

외측반월상연골 손상이 4례(13.3%)이었다(p=0.7945). 환자

별 보험은 자가슬괵건군이 국민건강보험 28례(93.3%), 자동

차보험 2례(6.7%), 산업재해 0례(0%) 으며, 동종전경골건

군은 국민건강보험 18례(60.0%), 자동차보험 11례(36.7%),

산업재해 1례(3.3%) 다.

2. 수술 방법

자가슬괵건 이용 시에는 반건양건-박건 채취를 위해 슬관절

면 5 cm 하방, 경골 결절의 바로 내측에 횡으로 4~5 cm의 피부

절개를 가하고, 복재신경의 슬개하 분지 및 내측 측부인 의 손

상에 유의하면서 개공 건박리기구를 이용하여 반건양건 및 박

건을 채취하여(Fig. 1) 두 겹으로 접어 관절내 부분 3 cm을

제외하고 No. 2 Ethibond를 이용하여 감치기(whip stitch)

방법으로 봉합하 다(Fig. 2). 동종전경골건 이용 시도 자가

슬괵건과 마찬가지로 준비하되 두 겹으로 접은 후 봉합하고

관절내 부분 및 경골 터널에 위치할 부분을 반으로 갈라서 총

네 가닥으로 준비하 다(Fig. 3).

관절경 하에서 잔존하는 전방 십자 인 의 퇴골 부착부의

변연 절제를 시행하고 경골 부착 부분은 가능한 만큼 남겨 두

었으며 과간 절흔 성형술(notchplasty)은 최소한으로 시행하

다. 외측 반월상연골의 전각 내측연의 연장선과 후방십자인

의 7 mm 전방에 있는 경골측의 등장점(isometric point)

을 향하여 ACL Tibial Guide를 통해 이식건의 직경에 맞는

크기로 확공기를 이용하여 경골 터널을 만든 후 슬관절 70도

굴곡 위에서 우측 슬 11시, 좌측 슬 1시 방향에 후방변연부의

7 mm 앞쪽의 퇴골 측의 등장점을 향해 건의 직경에 따라

8~9 mm 의 확공기로 30 mm 정도의 깊이로 퇴골 터널을

만들었다.

양군 모두 터널로 이식건을 통과시켜 퇴부에 생체흡수성

Rigid Fix� cross pin system(Mitek, VanderBilt, USA)

을 이용하여 이식건을 고정 후 굴곡 및 신전 운동을 약 15회

이상 시행한 후에 경골측에서 Intrafix� (Mitek, St.

Fig. 1. The auto-hamstring tendon was harvested from gracilis

and semitendinosus.

Fig. 2. The auto-hamstring tendon was prepared in 4 bundles.

Fig. 3. The allo-tibialis anterior graft was prepared in the same

manner of auto-hamstring tendon.



Anthony, USA)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3. 술 후 재활 및 처치

술 후 슬관절을 신전 상태로 유지 하면서 술 후 다음날부터

보조기 착용 및 수동적 연속 운동 기구(continuous passive

motion machine)를 이용하여 조기에 관절 운동을 시행하

고, 반월상연골의 봉합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목발을 이용한 부

분 체중부하만 허용하 다. 술 후 2주째까지 슬관절 굴곡 90도

를 목표로 관절 운동 범위를 늘려나갔으며, 술 후 2주 후부터 6

주까지 자전거 운동, stepper, leg press 운동을 각각 5분 간 시

행 후 10분간의 휴식을 하는 방법으로 재활을 하 으며 운동 시

간은 환자의 능력에 따라 점차 늘려나갔다. 술 후 6주째에 보조

기 없이 보행을 허용하 으며, 술 후 6개월부터 9개월 사이에

스포츠 활동을 허용하 다. 술 후 다른 요인에 의해 재수상한

환자에서 제한적으로 이차 관절경을 시행하 다(Fig. 4A, B).

4. 평가 방법 및 결과 분석

추시 검사로는 술 후 최종 추시점에서 객관적 평가로 슬관

절 운동범위, Lachman 검사, KT-1000 관절계측기 등을

이용하 고, 주관적 평가로는 IKDC (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 주관적 점수, Lysholm 점

수를 조사하 다. 또한 기능적 검사로 one-leg hop 검사를

시행하 다. 결과 분석은 독립표본의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사용하여 p<0.05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

으며, KT-1000의 경우 자료의 수가 적은 관계로 Wilcoxon

rank sum test을 이용하 다.

결 과

반월상연골에 한 수술적 처치로 자가슬괵건군의 15례 중

11례(73.3%)에서 반원상연골 부분 절제술을, 4례(26.7%)에

서 반월상연골 봉합술을 시행하 으며, 동종전경골건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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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26 years old man, who had ACL reconstruction using auto-hamstring tendon, with recent re-injury had undergone second

look arthroscopy at 1 year postop. Proper tension and well-synovialized graft was observed. (B) On second look arthroscopic

finding of 32 years old man, who had ACL reconstruction using allo-tibialis anterior tendon 1 year ago, well-synovialized

grafted tendon was seen after recent minor pedestrian TA.

A B

Table 1. KT-1000 arthrometer

KT-1000 arthrometer
Group

allo-tibialis anterior (n=14) auto-hamstring (n=12)

0~3 mm 8 (57.1%) 6 (50.0%)

4~5 mm 4 (28.6%) 5 (41.7%)

6~10 mm 2 (14.3%) 1 (08.3%)

>10 mm 0 (00%)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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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8례 중 13례(72.2%)에서 반원상연골 부분 절제술을, 5례

(27.8%)에서 반월상연골 봉합술을 하 다. 반월상연골 수술

방법에 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8520).

관절의운동범위는전예에서135도이상이었으며, Lachman

검사는 자가슬괵건군에서 Grade 0이 20예(66.7%), Grade I

이 7예(23.3%), Grade II이 3예(10.0%)이었으며, 동종전경

골건군에서는 Grade 0이 17예(56.7%), Grade I이 8예

(26.7%), Grade II이 5예(16.6%)로 나타났고, 두 군 간의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p=0.7056). Grade III는 두 군 모두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KT-1000 관절계측기는 환측과 건측의 최

전방 전위 차이로 자가슬괵건군(n=12)이 평균 3.58 mm

고, 3 mm 이하의 전위를 보인 경우가 6례(50.0%) 으며,

동종전경골건군(n=14)은 평균 3.64 mm 고, 3 mm 이하의

전위를 보인 경우가 8례(57.1.%) 다(Table 1).이역시두군

간의유의한차이는없었다(p=0.9790).

One-leg hop 검사는 자가슬괵건군에서 29예에서 양성, 1

예에서 음성을 보 으며, 동종전경골건군에서는 28례에서 양

성, 2례에서 음성으로 측정되어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p=1.0000).

IKDC 주관적 점수는 자가슬괵건을 이용한 군(87.840±

2.106)이 동종전경골건을 이용한 군(85.273±2.782)보다 높

게 조사되었으며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 다(Table 2). 또한

그 범위는 동종전경골건을 이용한 군(77.3 ~ 91.7)이 자가슬

괵건을 이용한 군(83.1 ~ 93.3)보다 넓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Lysholm 점수 역시 자가슬괵건을 이용한 군(88.067±

2.586)이 동종전경골건을 이용한 군(85.300±3.030)보다 우

수하게 측정되었으며 이 또한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 다

(Table 2).

두 군의 상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환자(자

가슬괵건군:28례, 동종전경골건군:18례)들에 한 IKDC 주

관적 점수는 자가슬괵건을 이용한 군(87.871±2.158)이 동종

전경골건을 이용한 군(85.126±2.683)보다 높게 측정되었으

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p=0.1450), Lysholm 점

수 역시 자가슬괵건을 이용한 군(88.072±2.673)과 동종전경

골건을 이용한 군(87.943±2.881)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8230). 감염, 전방 슬관절통, 슬 전면부 감각 이상, 이식

물 실패 등의 합병증은 전 예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전방십자인 재건술에 사용되는 이식물 중 자가 골-슬개

건-골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술 후 전방

슬관절부 동통, 슬개골 골절, 슬개건 파열, 슬개건염, 퇴 사

두근 파열, 잔여 슬개건의 약화, 슬개건 구축으로 인한 슬개 저

위증 ,신전 약화 등이 발생할 수 있어1,5,6,12,13,17) 1990년 중반

이후 반건양건-박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 재건술이 증가하

는 추세이다. 반건양건-박건은 작은 직경의 여러 가닥으로 되

어 있으며 표면적이 넓어 이식 후 혈관의 재형성이 빠르고, 술

후 전방 슬관절부 동통이 없고 신전건의 손상이 없으며 공여

조직의 기능 손상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퇴골에

한 고정력이 약해 조기 적극적인 재활치료 시 불안정성이 발

생할 수 있으며, 슬괵건을 채취하기 어려워 파열 되거나 너무

짧게 얻어질 수 있고, 이식건이 골에 유합되는데 10~12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또한 공여부 건의 슬관절 굴곡 및 내회

전의 약화로 인한 기능의 제한 등이 단점으로 지적 되어 왔다
2,4,7,8,19,24). 이러한 문제로 동종건을 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데 Shino 등21)이 동종 이식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 인 재건

술을 시행한 후 여러 동종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 재건술이

시도 되어졌으며 자가 이식건을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슬

관절의 전후방 안정성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많은

보고가 있었다9,16,18,20,23,25).

두 겹의 반건양건-박건의 인장 강도는 Wilson 등27)에 의하

면 2422N으로 골-슬개건-골의 강도인 1784 N 보다 강하며,

Albert 등3)은 경골건의 인장 강도가 3412 N으로 발표한 바 있

어 정상 전방십자인 의 인장 강도인 2160 N 보다 약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성도(stiffness)는 Wilson 등27)이 보

고한 바에 의하면 반건양건-박건이 238 N/mm, 골-슬개건-

골은 210 N/mm으로 나타났으며, Albert 등3)은 경골건의 강

성도가 전경골건 344 N/mm, 후경골건 300 N/mm으로 높았

다고 하 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반건양건-박

건 및 동종전경골건은 전방십자인 의 체물로 충분한 강도

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식물의 단면적과 전방 안정성의 관련성에 해 Walz 등26)

과 Shino 등22)은 단면적이 큰 이식물을 사용하여 좀 더 향상

된 전방 안정성을 기 할 수 있다고 하 다. 동종 이식건 중

Table 2. IKDC score and Lysholm score

Group

Test p-value
allo-tibialis anterior auto-hamstring

IKDC 85.273±2.782 87.840±2.106 0.002

Lysholm score 85.300±3.030 88.067±2.58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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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슬개건-골 및 아킬레스건은 편평한 모양으로 슬괵건이나

경골건에 비해 단면적이 작다는 단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동종 이식물로 전경골건을 택하 으며, 동종전경골건 이식 시

자가슬괵건과 동일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이식물을 네 가닥으

로 처리하여 수술을 시행하 다.

임상적 결과 비교를 위해 시행한 검사 중 KT-1000 관절

계측기는 연구 상 전 예에서 시행하지 못하 으며, 모집단

수가 적어 그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해서도 의문을 가

질만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Lachman 검사 결과와 KT-

1000 관절계측기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비슷한 비율로 결

과가 측정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KT-1000 관절계측기

결과를 본 연구의 자료로 쓰기에 지나침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한편, Lephart 등14)에 의하면 KT-1000 관절계측기,

Lachman 검사, 전방 전위 검사 등과 같은 정적인 인 이완

검사는 슬관절 주변의 근육을 최 한 이완시켜서 시행하기 때

문에 동적인 안정성을 제 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경골과

퇴골 사이의 전방 전위 정도만을 평가할 뿐, 이차적 안정에 기

여하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은 평가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적하 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상 결과 측정에 있어서 정적

인 인 이완 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동적인 안정

성을 평가할 수 있는 one-leg hop 검사와 같은 기능적 검사

등을 추가할 것을 권장할 수 있겠다.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주관적 검사인 IKDC 주관적 점수,

Lysholm 점수가 동종전경골건을 이식한 군에서 기 와 달리

자가슬괵건군 보다 낮게 나왔지만 국민건강보험 환자들을 비

교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시

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는 수상 기전이 상이한 환자, 즉

동종전경골건을 사용한 군에서 교통사고, 산업재해 같은 이차

적 이득을 기 할 수 있는 환자의 분포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Hefti 등10)과 Irrgang 등11)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IKDC 점수제는 각 하위 그룹에서 가장 적은 값이 하위 그룹

의 값을 결정하고 그 하위 그룹의 가장 적은 값이 전체 최종

IKDC 점수를 정하기 때문에 다른 슬관절 점수제보다 더 적은

값을 보여준다고 하 다. 동종전경골건군에서 최저점수에 해

당하는 환자의 분포가 자가슬괵건군 보다 많은 것이 두 군의

주관적 검사 결과 차이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서 측정한 객관적 및 기능적 평가 지수가 두 군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이러한 가설을 지지한다고 판단된

다. 이에 이차적 이득을 배제한 동일한 두 군을 설정하여 술 후

임상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결 론

자가슬괵건과 동종전경골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 재건

술 후의 임상적 결과에서 관절 운동의 범위, Lachman 검사,

KT 1000 관절 계측기 검사와 같은 객관적 검사지표 상으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이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두 가지 모

두 전방 십자인 재건술 시 적절한 이식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IKDC 점수 및 Lysholm 점수와 같은 주관

적 검사 상 자가슬괵건군이 동종전경골건군 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임상적인 평가기준 이외의 다른 주관적

요소, 경제적 요소 혹은 이차적 이득(secondary gain)에 의

한 향을 생각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저자는 향후 이러한 환자

개개인의 주관적인 변수가 배제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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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자가슬괵건 및 동종전경골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 재건술의 임상적 결과를 비교하 다.

상및방법 : 2003년 5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단일 술자에 의해 시행된 전방십자인 재건술 중 최소 12개월 이상 추

시가 가능했던 60례를 상으로 30례는 자가슬괵건(주로, 국민건강보험), 30례는 동종전경골건(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를

포함)을 이용하 다. 추시 검사로 슬관절 운동범위, Lachman 검사, KT-1000 arthrometer, IKDC 점수, Lysholm 점수,

one-leg hop 검사를 전향적으로 조사하 다.

결과: 관절의 운동 범위는 전 예에서 135도 이상이었으며, Lachman 검사, KT-1000 arthrometer 및 one-leg hop 검

사는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IKDC 점수는 자가슬괵건을 이용한 군(87.840±2.106)이 동종전경골건을

이용한 군(85.273±2.782)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 다. Lysholm 점수 역시 자가슬괵건을 이용한

군(88.067±2.586)이 동종전경골건을 이용한 군(85.300±3.030)보다 우수하게 측정되었으며 이 또한 통계학적 유의성

을 보 다.

결론: 자가슬괵건과 동종전경골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 재건술에서 두 군 모두 술 후 객관적 혹은 기능적 검사 지표

상 유의한 차이 없이 양호한 결과를 보 으며, 주관적 검사 상 자가슬괵건군이 더 나은 결과를 보 다. 이는 임상적인 평

가기준 이외의 다른 주관적 요소, 경제적 요소 혹은 이차적 이득(secondary gain)에 의한 향을 생각할 수 있겠다.

색인단어: 전방십자인 , 자가슬괵건, 동종전경골건, 임상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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