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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건에 따른 관절경하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의 비교 
-자가 골-슬개건-골과 동종 아킬레스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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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Study of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Using Bone- 
Patella Tendon-Bone Autograft and Achilles Tendon Allog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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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clinical results of the arthroscopic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used by Bone-Patella tendon-Bone autograft and Achilles tendon allograft.

Materials and Methods: We reviewed the results of patients who had been managed wi:h arthroscopic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using different graft such as Bone-Patella tendon-Bone autograft and Achilles tendon allograft. 60patients (average 
age, 33.5 years)were retrospectively eval니ated. The one group(average age, 33.4 years) was 32 patient who had been managed with 
arthroscopic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나sing Bone-Patella tendon-Bone autograft. The other group(average age, 32.1 
years) was 28 patient who had been managed with arthroscopic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using Achilles tendon allo
graft. 2 groups were evaluated subjectively by Lysholm knee scoring scale and objectively by KT-2000 arthrometer. The follow-up 
period was more than a year(average, 18 month). An early rehabilitation protocol was instituted.

Results: On Lysholm knee scoring scale, the final evaluation was nearly normal in all patients. We could not find statistical differ
ence among the two groups by KT-2000TM arthrometer.

Conclusion: The use of allografts may be an acceptable choice for ACL reconstruction.

KEY WORDS: Anterior cruciate ligament, Autogenous or allogeno니s graft, Arthroscopic reconstruction

서 론

전방 십자 인대는 슬관절의 전방 안정성을 유지하는 주요 

한 구조물로 손상시 그 치료도 보존적 방법에서부터 재건술 

까지 다양하다. 현재는 관절경을 이용한 재건술에 대한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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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2005년도 단국대학교 연구비의 수혜를 받아 연 

구되었음.

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전방 십자인대 손상은 스포 

츠 손상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많이 발생되며 이로 인한 슬 

관절 불안정성으로 반월 연골판 손상, 관절 연골 손상들을 

유발시키게 되므로 블안정성을 호전시키고 동반 손상을 줄 

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방 십자 인대 파열 시에 보존적 치료 

보다는 관절경적 재긴술이 가장 훌륭한 치료법으로 인정 받 

고 있다.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은 수술 방법이 다양하고, 어느 이 

식건이 이상적인 이식건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다. 전통적으로 골-슬개건-골(bone-patella ten- 
don-bone)은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의 최적의 이식건으로 

인정 받아 왔다. 그러나 골-슬개건-골을 이용한 재건술 후 

슬개 대퇴 관절면의 동통, 슬개골 골절 및 슬개건 파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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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병증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23〉. 이에 최근 이식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 중 동종 이식건은 이 

론적으로 면역 거부 반응, 이식건의 약화 그리고 공여자로 

부터 질병 이환 등의 가능성은• 있으나 수술 시간의 단축, 

수술 후 합병증의 감소, 통증의 감소 등의 장점등이 보고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공여건이 사용되고 있고 동종 

이식건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53.2L22.g27>.
저자들은 전방 십자 인대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골- 

솔개건-골과 동종 아킬레스 건을 이용해 재건술을 시행하여 

그 임상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2002년 8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본원에서 자가 골-슬 

개건-골과 동종 아킬레스 건을 이용해 관절경하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83례중 1년 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 

했던 60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추시 기간은 18 개월 

(12개월〜30개월)이었다. 전방 십자 인대의 관절경적 재 

건을 위한 동종 또는 자가 이식건의 선택은 각각의 이식건 

을 사용했을 때 예견되는 장단점에 대해 환자와 충분히 토 

론한 후 환자의 결정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였다. 제 I 군 

(32려D은 자가 골-슬개건-골 이식물을 이용하고, 제 II 군 

(28례)은 동종 아킬레스 건 이식술을 이용하여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제 I 군에서는 남자가 26명, 여자가 6명이었 

고 제 II 군에서는 남자가 25명, 여자가 3명이였다. 제 I 
군의 평균 연령은 33.4세(17〜60세), 제 II 군의 평균 연 

령은 32.1 세(16〜62세)였다.

제 I 군에서의 자가 이식건의 채취는 슬개골 중앙의 하 

1/3에서 경골 내측 상단으로 비스듬하게 절개한 후 건 주 

위 조직 (peritenon)을 박리하고, 슬개건 중앙에 폭 10 
mm 건을 얻기 위한 절개를 가하였다. 슬개골과 경골 부착 

부에서 microsagital saw를 이용하여 길이 약 2.5 cm, 
폭 10 mm, 깊이 8 mm의 골편을 만들어 이와 연결된 이 

식건을 채취하였다. 제 II 군에서는 미국 Regeneration 
technologies사의 종골이 부착된 신선 동결 아킬레스 동 

종 이식건(fresh frozen Achilles allograft)을 사용하 

였다. 동종 아킬레스건은 Biocleanse tissue precess
ing system 으로 사용 설명서에 기술된 대로 최소 30분 

간 생리 식염수에 담그어 내고 최소 5분간 약 20〜301bs 
의 인장 부하를 가한 후 이식하였다.

수술 수기는 ACL reconstruction guide system을 

이용하였다. 준비된 인대를 직경 10 mm의 금속관을 쉽게 

통과하도록，• 골 겸자(Rongeur)등을 이용하여 골편을 다듬 

은 후 사용하였다. 관절경을 관절내에 삽입하여 잔존하는 

전방 십자 인대의 조직과 대퇴 외과의 후방 피질 골에 부착 

된 연부 조직을 motorized shaver로 제거하였으며, 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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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간 절흔 성형술은 전례에서 시행하였다. 이식 경골 골편 

의 길이를 측정하여 경골 터널의 길이를 결정하고, 경골 결 

절의 내연에서 약 1.5 cm 후내측에서 ACL tibial guide 
의 각도는 약 60도로하여 후방 십자 인대 경골 부착부 전 

방 7 mm 점을 향하여 유도관(ACL guide pin)을 삽입하 

였다. 유도관(ACL guide pin)을 따라서 삽관 확공기 

(cannulated reamer)로 직경 10 mm의 경골 터널을 

만들고, 이 터널을 통하여 transtibial femoral 
guide(Linvatec)를 관절내에 삽입하여 guide의 후각을 

over-the-top의 11시 또는 1시 방향에 위치시킨 후 후방 

대퇴 피질골로부터 7 mm 전방에 유도관(ACL guide 
pin)을 삽입 후 이 pin을 따라서 직경 10 mm 삽관 확공 

기로 길이 25 mm의 대퇴골 터널을 만들었다. 그 후 이식 

건을 견인한 후 간섭 나사 유도 강선을 따라 간섭 나사못을 

대퇴골 터널 내 전방에 고정한 후 한손으로 이식건의 원위부 

고정 봉합사를 잡고 20회 이상 굴곡-신전 후 약 40 lbs의 

견인과 슬관절을 약 30정도 굴곡하고 후방 부하 상태에서 

경골부에 간접 나사못을 사용하여 이식 골편을 고정하였다.

술 후 재활은 양측 모두 수술 후 3일부터 제한된 능동적 

관절 운동(continuous passive mortion,CPM)을 시작 

하였고, 수술 후 1주일부터 제한적 운동 허용 보조기 (ACL 
brace) 착용하에서 목발을 사용한 부분 체중 부하를 허용 

하였다. 수술 후 4주 후부터 완전 체중 부하를 허용하였으 

며 양측 모두 수술 후 3개월 후부터 보조기를 제거하고 간 

단한 운동을 허용하였으며 술 후 6개월 후부터 스포츠 활 

동등 여가활동을 허용하였다. 평가 방법은 례 모두 수술 

전과 최종 추시 때에 전후방 안정도의 측정을 위해서 KT- 
2000 arthrometer(MED metric, USA)를 사용하였으 

며, 30 lbs(134 ©를 기준 인장력으로 하였다. 또한 

Lysholm knee scoring sacle를 수술 전과 최종 추시시 

에 평가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였고 Chi-square 경향 분 

석, 독립적 T 검정 등의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였고,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0.0 version을 이용하여 두 집단을 

비교 통계 분석하였다.

결 고f

재건술 전과 최소1년 후에 최종 KT-2000 관절 계측기 

를 이용하여 측정한 전후방 불안정 정도는 수술 전 평균 

6.52±3.28 mm에서 최종 추시시 평균1.47±1.17 
mm로 의미 있게 호전되었다(p〈0.001). 자가 슬개건 군 

이 수술 전 평균6.78土335 mm에서 최종 추시시 평균 

1.53±1.18 mm로, 동종 아킬레스 군이 수술 전 평균 

6.41±3.21 mm에서 최종 추시시 평균1.38土1.17 
mm로 호전되었다. Lysholm 점수도 수술 전 평균67.1 
土 16.9점에서 최종 추시시 평균94.2土6.2점으로 의미 있 

게 호전되었다(p〈0.001). 자가 슬개건 군이 수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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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土15.3점에서 최종93.9土6.88점, 동종 아킬레스 

건군이 수술 전67.33土 18.0점에서 최종94.8土4.69점으 

로 호전되었다. 두 군간의 전후방 불안정 정도와 Lysholm 
점수의 호전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을 때 통계적으로는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p〉0.05).

고 찰

전방 십자 인대 파열시 최근에는 관절 기능의 회복과 2 
차적인 손상을 막기 위하여 전방 십자인대의 재건술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동종 이식건의 사용은 이전에 

자가 골 슬개건 골을 이용한 재건술이 실패했을 경우와 슬 

개골 저위증 등 슬개건이 짧아 자가 이식건으로 사용하기가 

부적당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근래에 동종 이식건을 이용한 재 

건술이 증가하고 있으나 조직 가용성, 멸균, 비용, 지연 이 

식 결합, 질병 전파및 장기 추시 강도의 의문점 등이 재기 

되고 있다5.8.15,21.22.24.27)

Kurosaka141 와 Agliett"등은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 

시, 자가 골-슬개건-골은 견고한 초기 고정력을 바탕으로 

빠른 재활을 가능하게 하고, 골성 유합이라는 생리적 치유 

의 장점 등을 보고하였으며, 그 외에도 자가 슬개건의 우월 

성을 주장하는 저자들이 많았다•沁。創 Clancy3> 등은 슬개 

건과 슬개건 양측에 부착된 슬개골과 경골 조면이식을 이용 

한 재건술에서 94%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골 슬개건 골을 이용한 전방 십자 인대 재 

건 후에는 슬개건의 공여부와 슬개 대퇴 관절 주위의 많은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다. 슬개골 골절, 슬개건 파열, 대퇴 

슬개 관절의 통증, 슬개건염, 대퇴 사두근 약화, 굴곡 구축 

등 신전 기전의 일부를 희생함에 따른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어, Noyes171 등은 대퇴 슬개 관절에 연골 병변이 있거 

나, 신전 기전의 부정렬, 슬개건이 좁은 경우에는, 골-슬개 

건-골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였다. Seto空등은 65%의 

환자중 정상보다 80%이하의 신전근력 약화와 슬개 대퇴골 

간 관절통, 운동 장애등을 보고하였다. O' Brien1® 등은 슬 

개건 주위 동통이 37%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여 최근 

다양한 이식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저자들의 경 

우에도, 21.9%에서 슬개건 주위 동통 발생을 경험하였다.

동종건은 초기 동물 실험에서 역학적으로 약하고 생물학 

적 반응이 약하여 자가건보다 불안정하고气 자가건과 인장 

강도의 변화 형태는 비슷하나 인장 강도의 회복이 늦다고 

보고되었다气 Cordrey'와 Jackson®,은 동종건에서 자가 

건보다 재혈관화와 교원 섬유 재형성이 늦어 인대 재형성 

과정이 느리다고 보고하였다. Kirkpatrick'”은 개를 이용 

한 동물 실험에서 동종 이식이 자가 이식에 비해 재혈관 분 

포와 세포군집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Malinin⑹은 동종 이식 2년후 추시에 부검을 한 결과 이 

식건의 중앙부가 무年성이며 완전한 결합을 이루지 못함을 

발견하고 이에 이식건의 강도면에서나 생리학적으로 동종 

이식의 단점을 제기히였다. 최근에는 동종 이식후 4례에서 

패혈성 관절염 발생이 보고되었고 아직 보고된 사례는 없으 

나 1/1,600,000의 확률로 HIV전파 가능성이 제기되어 

동종 이식건의 처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에 있어서 동종 이식건을 

사용한 경우에서 전후방 전위 정도는 자기• 이식건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일 

부에서는 자가 이식의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 

나 저자들의 경우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1995년 

Barber-Westin과 Noyes'»는 동종건 재건술후 전후방 불 

안정성, 슬개 대퇴 탄발음, 동통에서 유의한 악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식건의 실패는 3%정도라고 

하였다. 최근 동종 슬개건과 자가 슬개건을 비교해 본 연구 

에서 1998년 Kleipool1® 등은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동종 슬개건은 좋은 대체물이라고 하였다. 

Indelicatc/는 1992년 동종 이식이 자가 이식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고1993년 Shino%>등이 신선동결 

동종 골 슬개건 골 군과 자가 골 슬개건 골 군의 임상 결과 

를 추시 후 비교하여 3 mm 미만의 전방 전위를 보인경우 

동종(allograft、군이 83%, 人］*7卜(autograft)군이 

69%였으며 대퇴사두군 기능(quadriceps function)의 

회복도 동종 (allograft)군이 더 빠르다고 보고 하고 있다. 

동종 이식물의 강도와 내구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Harner5, 
등은 동종 이식 3년에서 5년 추시 결과 자가 이식에 비교 

할 만 하였고, 동종 이식에서 지연 파열(late failure)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Peterson"등도 자가 및 

동종 이식의 5년 추시 결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 

하였다. SheltorT등도 자가 및 동종 이식의 각각 30례의 

추시 결과 유사한 임상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자가 슬개건군과 동종 아킬레스 건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공여 부위 동통등의 합병증과 수술 

상처 같은 미용적인 면을 고려해 보면 동종 아킬레스 건을 

사용한 군에서 자가골 슬개건 군에서 보다 환자는 주관적으 

로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객관적인 결과는 

Lysholm 점수, KT-2000 관절 계측 결과 동종 아킬레스 

건군이 자가골 슬개건군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결 론

전방 십자 인대 손상 환자의 자가 골 슬개건 골과 동종 

아킬레스건을 이용한 관절경적 재건술을 시행 후 평균 18 
개월 추시한 두 군 모두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전방 십자 인대 재긴술시 이식건의 선택은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경제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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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술 후 환자의 만족도, 합병증 등을 고려하여 환자와 협 

의하에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여러 상황에 따라 동종 이식건도 자가 이식건 

의 대체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인대의 강도 및 

질병의 이환등에 대하여는 장기적 추시가 필요하리라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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冬 号

목적: 전방 십자 인대 파열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골-슬개건-골과 동종 아킬레스 건을 이용해 관절경적 재건술을 

시행하고 이식건에 따른 임상 경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8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본원에서 전방 십자 인대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경적 재건술 

을 시행한 83례 중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했던 60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 I 군(32례)은 자가 골-슬개건- 

골 이식물을 이용하고, 제 II 군28례)은 동종 아킬레스 건 이식술을 이용하여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시 평균 

환자의 나이는 33.5 세였고, 평균 추시 기간은 18 개월(12 개월〜30 개월)이었다. 환자의 주관적 평가로 수술 후 

1년째 Lysholm knee scoring scale을 사용하였고 객관적 평가로 KT-2000TM arthrometer(MED metric, 
USA)를 사용하였다. Chi-square 경향 분석, 독립적 T 검정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였고,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0.0 version을 이용하였다.

결고！■: 수술 후 1년째 KT-2000 arthrometer에서는 30 lbs 부하시 정상측과 비교하여 술 후 자가 골-슬개건-골군 

에서 1.53 mm, 동종 아킬레스 건군에서 1.38 mm의 차이를 보여 만족스러쿠 결과를 보였다. 최종 Lysholm 
knee scoring scale을 이용한 평가 결과는 자가 골-슬개건-골군이 평균 93.9점(good), 동종 아킬레스 건군이 

94.8점 (good) 이었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결론: 저자들의 경우Lysholm 점수, KT-2000 관절 계측 결과 등은 동종 아킽레스건군에서 자가 골-슬개건-골군 

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었다.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시 이식건의 선택은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동종 

아킬레스건도 임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 선택적으로 자가 이식건의 대체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색인단어: 전방 십자 인대, 자가 또는 동종 이식물, 관절경적 재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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