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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급성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서 관절경적 봉합술의
유용성 및 예후인자

급성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수술적 치료는 이식건을 이용한 관절경적 재
건술이 보편화 되어 있으나 수술 수기 습득의 어려움과 더불어 이식건 자
체의 생역학적 문제 및 인대의 고유수용 기능의 대체 여부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성 전방 십자인대 파열 환자에서 흡
수성 봉합사를 이용한 끌어내기 기법(pull-outtechnique)으로 자가 인대를
보존하기 위한 관절경적 일차 봉합술 후 결과를 통해 관절경적 일차 봉합
술의 유용성 및 예후인자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1999년부터 2002
년까지 영동 세브란스병원에서 급성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고 끌어
내기 기법을 통한 관절경적 일차 봉합술 후 1년이상 추시 가능한 38명의
환자,39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남자가 27명,여자가 11명이었고,평균 연
령은 30.8세(14세-52세)였다.급성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부위는 대퇴골 부
착 부위의 실질부 파열을 포함한 근위부 1/3에서의 파열이 35례(89.7%)로
가장 많았으며,총 39례 중 31례에서 완전 파열을 보였다.전방 십자인대의
파열부의 활막의 상태는 23례에서 정상 소견이었고,10례에서 부분 환형
파열 소견을,나머지 6례에서는 완전 파열 소견을 보였다.Lysholm 점수는
수술 전 평균 58.7점에서 최종 추시시 92.4점으로 향상되었고,27례(70%)에
서 양호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축 이동 검사상 최종 추시에서는 33례
(84.6%)에서 음성의 결과를 보였고,KT-1000관절 측정기를 이용한 최대
전방 전위 정도는 건측에 비해 평균 2.9mm의 차이를 보였다.최종 추시
시의 Lachman검사결과 수술 당시의 나이,수상후 수술까지의 기간,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정도 및 동반 인대손상 유무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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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부위와 활막의 파열 정도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즉,전방 십자인대의 근위부 실질에서의 파열일수록,
활막의 손상이 적을수록 전방 불안정성이 적게 나타났다.술 후 최종 추
시시 굴곡 제한을 보였던 5례 중 3례에서는 관절경하 관절 유리술을 시행
하여 정상 운동 범위를 얻었고,축 이동 검사상 양성을 보였던 6례중 4례
에서는 슬관절의 불안정성이 지속되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
다.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급성 전방 십자인대 파열시 자가 인대를 보존
하기 위한 관절경적 일차 봉합술은 환자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근위부 단독 파열과 함께 활막의 손상이 적은 경우 시행
될 수 있는 유용한 수술 방법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전방 십자인대,급성 파열,관절경적 봉합술,예후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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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서 관절경적 봉합술의
유용성 및 예후인자

<지도교수 최종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유 제 현

ⅠⅠⅠ...서서서론론론
전방 십자인대(anteriorcruciateligament,ACL)가 슬관절의 정상적인 생
역학적 기능 유지에 중요하다는 개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로 인한 소실은 슬관절의 비정상적인 운동 역학을 유발시
키고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1-5.과거에는 전방 십자인대
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6,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비
수술적 치료도 경과가 좋았다는 보고도 많았다7-9.그러나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의 경과가 슬관절의 만성 불안정성 및 동통,반월상 연골의 손상 및
관절 연골의 변성을 일으켜 결국 골관절염을 유발시킨다고 하여2-5,10,11파
열된 전방 십자인대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일반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
다.
최근에 전방 십자인대의 해부학적 구조,생역학 및 치유에 대한 많은 연
구12-16가 보고되면서 인대의 기능을 복원시키는 수술 기법들이 크게 향상
되었지만,슬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급성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서 조기 수술적 치료는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활동력이 왕성하고 축 이동(pivotshift)현상이 양성인 환자에서 매우 중
요하다.1980년대까지도 많은 저자들은 전방 십자인대의 일차 봉합술을 시
행해 왔으나17,18이의 결과들이 만족스럽지 못하여19-22일차 봉합술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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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강술식들을 이용하여 더 나은 결과들을 보고하여 왔다1,10,21,23,24.
그러나 이러한 일차 봉합술 및 보강술은 관절 절개를 통한 고식적 방법으
로 시행되어 회복 및 재활의 지연,섬유성 관절강직 및 창상 감염 등의 합
병증을 초래하게 되었고,관절경적 술기의 도입으로 인해 그 효용성이 감
소하고 있다.
최근 관절경적 수술수기 및 기구의 발달과 이식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이식건을 이용한 관절경적 재건술식이 일반적이지만25,수술수기 습
득의 어려움과 더불어 이식건 자체의 생역학적 문제 등이 대두되어 왔다.
또한,전방 십자인대에 여러 형태의 신경 말단이 있고,정상 슬관절에서 전
방 십자인대가 고유수용 기능(proprioceptivefunction)을 가지고 있다는 많
은 보고들26-32이 나오면서 자가 인대의 고유수용 기능의 대체여부 등의 문
제점들이 대두되어 왔다.이에 본 저자는 관절절개로 인한 합병증도 줄이
고 관절경적 재건술로 오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자가 인대의 혈류
공급과 고유수용 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절경적 일차
봉합술을 선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학적 검사와 자기공명영상으로 확인된 급성 전방 십자
인대 파열 환자에서 관절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적 방법을 통해 흡수성 봉
합사(PDS,Ethicon,Edinburgh,UK)를 이용한 끌어내기 기법(pull-out
technique)으로 일차 봉합술 후 결과를 후향적으로 살펴보고 이 기법을 이
용한 일차 봉합술의 유용성 및 결과와 관련된 예후인자에 대해 분석해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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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연구 대상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영동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와 자기공명영상에서 급성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고 끌어내기
기법을 통한 관절경적 일차 봉합술 후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한 38명,39
슬관절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남자가 27명,여자가 11명이었으
며,우측 슬관절이 24례,좌측이 15례였다.수술 시 연령은 14세에서 52세
까지로 평균 30.8세였다.추시 기간은 13개월에서 34개월이었고 수상 후 수
술까지의 기간은 최소 2일에서 30일까지로 평균 15일이었다.손상의 원인
으로는 스포츠 손상이 25례(64.1%),교통사고가 9례(23.1%)그리고 추락이
5례(12.8%)였고,스포츠 손상에서는 스키로 인한 손상이 15례로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동반 손상으로 반월상 연골파열은 내측이 7례,외측이 5례로 총 12례
(30.8%)였고,전방 십자인대 단독 파열은 22례(56.4%)로 가장 많았으며 내
측 측부인대의 동반 파열이 15례,외측 측부인대 및 후방 십자인대 동반
파열이 각각 1례씩이었다.
전방 십자인대는 대퇴골 부착 부위의 실질부 파열을 포함한 근위부 1/3에
서 35례(89.7%)로 가장 많이 파열되었으며,그 중 13례에서는 또 다른 근
위부의 전방부,내측부 또는 외측부의 파열을 동반하였고,중간부 실질의
파열은 1례,원위부 1/3에서의 파열은 3례였다.대퇴골 부착부의 견열 골절
은 없었으며,원위부 파열 3례중 2례는 경골 부착부의 견열 골절이 포함돼
있었다.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양상은 전례에서 실질부의 80% 이상 파열
되었으나,최소한의 인대라도 파열되지 않은 부위가 남아 있을 경우 불완
전 파열로 분류하였는데,총 39례중 31례에서는 완전 파열을,나머지 8례에
서는 불완전 파열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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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십자인대의 파열부위에서 이를 싸고 있는 활막의 상태를 구분하였는
데,23례에서는 정상 소견이었고,10례에서 부분 환형 파열소견을,나머지
6례에서는 완전 파열소견을 보였다(그림 1A-C).

그림 1.전방 십자인대 파열부위에서의 활막의 관절경 소견.

A.전방 십자인대의 근위부 파열에서 활막의 정상소견.

전전전방방방 십십십자자자인인인대대대
대대대퇴퇴퇴골골골
외외외과과과

전전전면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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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전방 십자인대 근위부 및 전방부 파열에서 활막의
부분 환형 파열 소견.

C.활막의 완전 파열을 동반한 전방 십자인대 중간부
실질의 파열소견.

전전전면면면

전전전면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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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술 방법
전내방 및 전외방 도달법을 이용하여 진단적 관절경 및 반월상 연골의 병
변 등에 대해 먼저 수술을 시행하였으며.인대의 파열양상을 확인한 후 파
열된 부위에 따라 Marshall17의 다수봉합 기법을 응용하여 일차 봉합술을
시행하였다(그림 2).

그림 2.전방 십자인대의 파열부위에 따른 끌어내기 기법의 수술방법.

우선 전방 십자인대의 근위부 실질 파열인 경우 대퇴골의 부착부위인 외
과 내측면에 최소한의 골 노출을 만든 후 C-arm 가이드를 이용하여
5-10mm 간격으로 두 개의 구멍을 만들고 파열된 전방 십자인대의 원위단
에 1번 흡수성 봉합사 5개를 봉합사 통과기(suturepasser)를 이용하여 고
정시킨 후 2개의 강선 고리(wireloop)를 통해 대퇴골 외과의 해부학적 부
착부로 끌어내기를 시행하였고(그림 3),대퇴골 외과의 피질골위에서 결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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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개의 흡수성 봉합사를 봉합사 통과기를 이용하여 전방 십
자인대의 실질부에 고정시킨 후 강선 고리를 이용하여 대퇴골
외과의 해부학적 부착부로 끌어내기를 하는 관절경 소견.

원위부 파열인 경우는 반대로 경골 근위부 내측면의 해부학적 부착부위에
두 개의 구멍을 만들고 파열된 전방 십자인대의 근위단에 5개의 흡수성 봉
합사를 고정시킨 후 끌어내기를 통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하였다.전방 십
자인대의 중간부 실질 파열에서는 인대의 근위단과 원위단 두 곳에서 모두
봉합사를 고정시킨 후 각각 경골 근위부와 대퇴골 원위부의 해부학적 부착
부위로 끌어내기를 통해 봉합술을 시행하였다.또한 파열부위가 여러 부위
인 경우 각각의 해당부위의 봉합을 함께 시행하였다(그림 4).
동반 인대손상에 대해서는 모두 보존적으로 치료하였으며,7례의 내측 반
월상 연골파열 중 4례에서는 부분 절제술을,나머지 3례에서는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5례의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중 3례에서는 봉합술을,나머지 2
례에서는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대대대퇴퇴퇴골골골 외외외과과과

전전전면면면
전전전방방방 십십십자자자인인인대대대 파파파열열열부부부

원원원위위위단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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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전방 십자인대의 근위부와 전방부에 각각 파열이 있어 끌어
내기를 통한 봉합과 전방부에 직접 봉합술을 시행한 관절경
소견.

3.수술 후 재활
수술 직후부터 대퇴 사두근 강화 훈련을 시키고 6주간 보조기를 착용시키
면서 첫 2주간은 30도 굴곡위에서 고정을 하였으며,술 후 4주까지는
10°-75°,5주까지는 0°-90°,6주까지는 0°-120°로 점진적으로 운동범위를
증가시켰고,그 이후에는 정상 운동범위를 허용하였다.보조기를 착용한 후
부터 체중부하와 함께 목발 보행을 시켰고,수술 4주 후부터 목발없이 보
행을 허용하였으며 접촉 스포츠는 9개월 후에 허용하였다.

4.수술 전후 임상적 평가
수술 전과 최종 추시에서 이학적 검사는 전방 전위 검사(anteriordrawer
test),Lachman검사,축 이동(pivitshift)검사 그리고 슬관절 운동범위 측
정을 시행하였다.정량적 검사는 관절 측정기(KT-1000 arthrometer,
MEDmetric,SanDiego,CA,USA)를 이용하여 20lb부하에서 건측과의

전전전면면면

대대대퇴퇴퇴골골골
외외외과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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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차를 비교하였다.주관적 평가는 수술 전과 최종 추시에서 슬관절 동
통 유무 및 Lysholm 점수를 평가하였다.
또한,추시 중 슬관절 운동장애,불안정성에 대한 치료 및 수술 후 합병증
에 대해 알아 보았다.

5.통계학적 분석
SPSSversion11.5(SPSS,Chicago,Illinois,USA)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수술 전과 최종 추시시의 결과 비교는 Wilcoxonsignedrank
test를,임상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 분석에는 Chi-squaretest
및 Fisher'sexacttest를 이용하였고,유의성의 판정은 p-value가 0.05미
만인 경우로 하였다.

ⅢⅢⅢ...결결결과과과
1.임상적 결과
Lysholm 점수는 수술 전 평균 58.7점에서 최종 추시시 92.4점으로 의미있
게 향상되었고(p=0.001),우수가 8례,양호가 19례,보통이 6례,불량이 6례
로 27례(70%)에서 양호이상의 결과를 보였다.또한 32례에서 슬관절 동통
이 없거나 경미한 동통을 호소하였다(표 1).
전방 전위검사,축 이동 검사,Lachman검사 모두 술 전에 비해 최종 추
시시 유의하게 호전되었으며(p<0.05),축 이동 검사의 경우 최종 추시시 33
례(84.6%)에서 음성의 결과를 보였다.최종 추시시에 슬관절 운동장애는 7
례에서 평균 3°(범위 2°-5°)의 신전 제한을 보였고,5례에서 90°-120°의 굴
곡 제한을 보였다(표 1).관절 측정기를 이용한 최대 전방 전위정도는 건측
에 비해 평균 3.5mm(범위 1.2-12.3mm)의 차이를 보였는데,5mm 미만
의 차이를 보인 경우가 29례(74.4%)였고,나머지 예는 5mm 이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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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

표 1.Clinicalresultsof39cases
Cases

Lysholm score
>83 27
65-83 6
<65 6

Postoperativepain
None/rarely 32
Middle/severe 7

Flexion≦ 120° 5
Flexion>120° 34

Extensiondeficiency
0°-10° 39
>10° 0

Lachmantest
0-+ 24
++-+++ 15

AnteriorlaxitywithKT1000
<5mm 29
≧ 5mm 10

Pivot-shift
Negative 33
Positiv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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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술 후 합병증 및 처치
최종 추시시 신전 제한을 보였던 7례 모두 신연 운동을 통해 호전되는 양
상이였으며,굴곡 제한을 보였던 5례중 2례는 능동적 및 수동적 운동을 통
해 호전되었지만,3례에서는 관절경하 관절 유리술을 통해서 정상 운동범
위를 얻을 수 있었다.또한 축 이동 검사에서 양성을 보였던 6례는 모두 2
단계이상의 전방 불안정성이 동반되었으며,이 중 4례에서 자가 골-슬개건
-골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그 외에 감염이나 봉합
된 인대의 재파열 등의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3.임상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 분석

가.수술 당시의 나이
수술을 시행받을 당시의 나이가 30세이하인 경우와 30세이상인 경우에 있
어서 Lysholm 점수상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고,Lachman검사상에서도 의
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2).

표 2.Laxity(Lachmantest)accordingtoage
≤ 30years >30years

Grade0-1 12(60%) 12(63%)
Grade2-3 8(40%) 7(37%)
Total 20 19

(p>0.1)

나.수상 후 수술까지의 기간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 수술까지의 기간은 최소 2일에서 최대 30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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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15일이었는데,이를 2주이상인 경우와 2주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비교했
을 때 Lachman검사상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3).

표 3.Laxity(Lachmantest)accordingtoperiods
from injurytooperation

<2weeks ≥ 2weeks
Grade0-1 16(62%) 8(62%)
Grade2-3 10(38%) 5(38%)
Total 26 13

(p>0.1)

다.전방 십자인대의 파열부위 및 양상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부위에 따른 Lachman검사의 결과는 부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근위부 실질에서의 파열일수록 전방 불안정성이
적게 나타났다(표 4).또한 근위부 실질의 파열에서는 다른 부위의 파열에
서보다 현저히 낮은 축 이동 검사 양성과 운동장애를 보여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표 4.Laxity(Lachmantest)accordingtotearsite
Proximal1/3 Mid Distal1/3 Combined

Grade0-1 17(77%) 1 1(33%) 5(38%)
Grade2-3 5(23%) 0 2(67%) 8(62%)
Total 22 1 3 13

(p=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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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파열양상에 따른 Lachman검사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
이는 없었지만,불완전 파열에서 더 적은 빈도의 전방 불안정성을 보였다
(표 5).

표 5.Laxity(Lachmantest)accordingtotearextension
Incompletetear Completetear

Grade0-1 7(88%) 17(55%)
Grade2-3 1(12%) 14(45%)
Total 8 31

(p=0.12)

라.활막의 파열정도
전방 십자인대를 싸고 있는 활막의 양상은 3가지로 분류하였는 데,정상
소견을 보인 경우,부분 환상 파열을 보인 경우,심한 완전 파열소견을 보
인 경우로 나누어 비교하였다.활막의 양상이 정상일수록 Lachman검사상
전방 불안정성이 적은 빈도로 나타났고,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
였다(표 6).

표 6.Laxity(Lachmantest)accordingtosynovium pattern
Intact Partialtear Massivetear

Grade0-1 17(77%) 5(50%) 2(33%)
Grade2-3 6(23%) 5(50%) 4(67%)
Total 23 10 6

(p=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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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반 인대손상 유무
전방 십자인대 단독 손상인 경우 21례였으며 내측 측부인대 손상이 동반
된 경우가 16례,외측 측부인대 손상 및 후방 십자인대 손상이 동반된 경
우가 각각 1례씩이었으며,단독 손상인 경우와 동반 인대손상이 있는 경우
에 Lachman검사상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7).

표 7.Laxity(Lachmantest)accordingaswhetherornot
associatedligamentinjury

ACLalone ACL+associatedligamentinjury
Grade0-1 13(62%) 11(61%)
Grade2-3 8(38%) 7(39%)
Total 21 18

(p>0.1)

ⅣⅣⅣ...고고고찰찰찰
전방 십자인대가 정상 슬관절의 기능 유지에 중요하다고 생역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알려져 있으나,이의 치료에 있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실
정이다.
일반적으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활동적인 환
자의 65-87%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되고,28-92%에서 활동이나 운동
습관을 변경해야 한다.또한 68-87%에서 슬관절의 동통을 호소하기 때문
에2-5,10,11이의 예방을 위하여 조기에 해부학적인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방침이다21.특히 환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활동적 직업에
종사하거나 스포츠 활동이 요구되는 경우는 수술적 방법이 시행되는데,특
히 축 이동 검사에 양성인 경우에 수술적 재건술로 치료하는 것이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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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급성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Robson18이 처음 봉합
술을 보고한 이래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어 왔는데10,17,19,23,24,33-35,초기의 수
술 방법은 관절 절개를 통한 고식적인 일차 봉합술,일차 봉합술 및 보강
술,일차 재건술로 대별될 수 있으며 보강술은 인공인대(LAD),슬개인대.
반건양건,장경인대등을 이용하고 일차 재건술시는 골-슬개건-골이나 반건
양건등의 슬괵건을 이용하고 있다.초기에는 인대의 혈류공급과 활막을 포
함한 정상 해부학적 구조를 최대한 보존하다는 의미에서 일차 봉합술 및
보강술을 시행해 왔는데,일차 봉합술만을 시행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
다고 한 보고들17,35도 있지만,Feagin과 Curl33은 94%의 불안정성과 55%의
재 손상률을 보고하였고,Kaplan등19과 Sommerlath등22도 일차 봉합술의
높은 실패율을 보고하였다.따라서 보강술이 함께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Odensten등23과 Andersson등1은 장경인대로 보강한 일차 봉합술이 단순
일차 봉합술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Zysk와 Refior24는 반건양건을 이
용하여 보강한 일차 봉합술이 단순 일차 봉합술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 하였다.Engebretsen등10은 골-슬개건-골을 이용한 일차 재건술이
보강술(LAD)을 시행한 경우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보강술이 일차 봉
합술보다 좋은 결과을 얻었다고 보고하였다.그러나 이상의 결과들은 관절
절개를 통한 관혈적 방법으로 시행되어 왔고 이로 인해 회복 및 재활의 지
연,섬유성 관절 강직 및 창상 감염 등의 합병증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관절경의 도입과 수술 수기 및 기구의 발전과 더불어 이식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식건을 이용한 관절경하 재건술이 환자의 치
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그러나 재건술시 수술수기 습득의 어려움과
더불어 이식물의 선택,등척점의 위치,이식건의 고정 및 터널의 위치 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아직도 연구 중이며,전방 십자인대에 여러 형태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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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말단이 있고,정상 슬관절에서 전방 십자인대에 고유수용 기능
(proprioceptivefunction)이 보고되면서26-32 전방 십자인대 파열시 잔유물
(remnant)내의 기계적 수용기(mechanoreceptor)를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
다.따라서 만일 자신의 인대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면 재건술에 따르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이에 관절경하에서 일차
봉합술만을 시도한 보고가 나오고 있고36,Fox등37과 Whipple과 Ellis38는
관절경하 일차 봉합술을 시행 후 일차 재건술이나 비수술적 방법에 비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 저자들은 자기공명영상 및 관절경 소견상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확인된 경우,관절경하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후 1년이상 추시 관찰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았다.결과 판정에 있어서
Lachmantest를 채택했는 데 이는 이 방법이 임상적인 정도 평가에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39.그러나 이 검사법은 환자의 협조로 완전 이완된
상태에서 시행해야 가음성을 피할 수 있으며,따라서 슬관절을 스폰지 판
위에 15도로 고정시킨 후 이완시켜 시행하였다.
Sherman등40에 의하면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부위는 모든 예에서 근위
50%에서 일어나며,Paessler등34은 급성 파열의 72%가 대퇴골 부착부위,
25%가 실질부,3%가 다발성 부위에서 파열된다고 하였는데,본 연구에서
도 대퇴골 부착 부위를 포함한 근위부 실질에서의 파열이 89.7%로 제일
많은 양상을 보였다.결과에서도 근위부 실질에서의 파열일수록 좋은 결과
를 보였는데,이는 인대의 원위단만을 걸어 근위부로 봉합하였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서의 파열과 다발성 부위에서의파열보다 인대의 복잡한 섬유
구조와 배열을 비교적 보존할 수 있고,대부분의 전방 십자인대의 혈류가
원위부에서 기시하므로 이의 보존이 가능하여 재혈류에 도움이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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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더 좋을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또한 전방 십자인대를 싸고
있는 활막의 양상이 부분 파열내지 정상일수록 결과가 의미있게 좋았는
데,인대의 혈류 공급원인 인대 원위부의 지방체(fatpad)와 인대를 싸고
있는 활막이 최대한 보존되어야 파열된 인대의 재혈류화를 향상시키고 재
형성을 촉진시킨다는 여러 저자들의 보고12,14,32,41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반면,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양상에 따른 결과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
는데,이는 모든 파열이 80%이상이었고,불완전 파열과 완전 파열간에 정
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Sherman등40에 의하면 Marshall17의 다수 봉합기법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결과,나이가 많을수록,근위부 파열일수록,술 전 축 이동 검사상
경도의 양성일수록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본 연구에서 환자
의 나이는 결과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근위부 파열일수록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O'Brien등42은 골-슬개건-골을 이용한 재건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관절
측정기상 도수적 최대 차이(manualmaximum difference,MMD)가 5mm
이상의 경우를 관절 측정기적 실패로 규정하고 결과의 5%를 보고하였는
데,본 연구에서는 5mm 이상의 MMD를 나타낸 경우는 10례였으며,이
중 6례에서는 축 이동 검사상 양성 소견을 보여 재건술의 적응증이 되었으
나,나머지 4례에서는 MMD가 5-7mm 로 축 이동 검사상 음성 소견을
보였으며,환자도 일상 생활이나 경도의 스포츠 활동에는 지장이 없었다.
전방 십자인대 수술 후 관절 운동 제한은 흔한 합병증의 하나로 특히 신
전 소실이 슬관절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데25,43,Harner등44은 10
도 이상의 신전 장애를 굴곡 구축이라고 정의하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 11%의 굴곡 구축을 보고하였는 데,본 연구에서는 10도 이상의 신전
장애를 보인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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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십자인대의 파열과 동반되어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이 발생한 경우는
이의 동반치료에 대하여 의견이 다양하나, Shelbourne과 Porter45와
Aglietti등46은 내측 측부인대의 수술을 피하고 조기에 관절 운동 및 체중
부하를 권하였으며,본 연구에서도 내측 측부인대의 손상이 있는 경우 보
존적으로 치료하였으며,내측 측부인대의 동반 손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결과에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전방 십자인대는 슬관절에서 전후방 전위와 회전을 조절하는 주 안정구조
물로서의 역할은 물론,고유수용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 감각기관이기도 하
다.이러한 고유수용 기능을 담당하는 기계적 수용기의 존재를 여러 저자
들이 보고하였고,Schutte등32은 이러한 기계적 수용기가 전방 십자인대의
1%를 이룬다고 보고하였다.Barrack등26은 전방 십자인대 손상환자에서
고유수용 능력의 감소 소견을 보였다고 하였고,MacDonald등30은 전방 십
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에 있어서 고유수용 기능이 향상되지 않
았다고 하였다.따라서 인대 자체의 고유수용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재건술보다 봉합술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Barrett27은 전방 십자
인대의 재건술 후 기능적 결과는 슬관절 이완도 검사나 고전적 점수화 등
급보다도 환자의 고유수용 기능과 더 관계가 크다고 하였고,Friden등28도
수상 후부터 환자의 주관적 슬관절 기능 정도는 인대의 고유수용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본 연구에서 비교적 환자의 주관적 슬관절
기능 만족도가 높았던 것도 자가 인대의 기계적 수용기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비록 단기간 추시 결과이고 관절경하 인대 재건술의 결
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47자가 인대의 기계적 수용기를 최대한 보존한다
는 의미에서 관절경하 봉합술은 환자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
용한 방법으로 사료되며,대부분의 전방 십자인대의 혈류가 원위부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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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므로12,14이의 보존이 가능한 근위부 파열과 함께 활막의 손상이 적은
경우 좋은 적응증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ⅤⅤⅤ...결결결론론론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급성 전방 십자인대 파열시 자가 인대를 보존하기
위한 관절경적 일차 봉합술은 환자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용
한 방법으로,근위부 단독 파열과 함께 활막의 손상이 적은 경우 권장할
수 있는 유용한 수술 방법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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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vailabilityandprognosticfactorsofarthroscopicrepairforthe
acuteanteriorcruciateligamentrupture

JeHyun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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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ChongHyukChoi)

Althoughtheanteriorcruciateligament(ACL)reconstructionisagold
standardfortheearlyoperativetreatmentofacuteACLrupture,ithas
manydifficultiesinview ofsurgicaltechnique,appropriateselectionand
biomechanicsofgrafttendonandsubstitutionofproprioception.Ifthe
originaltissueofACL wouldbepreservedadequately,thekneejoint
functionwillberecoveredinthemorereasonablefashion.Thisstudy
wasattempted to evaluatetheresultsofarthroscopicrepairfor39
casesoftheacuteACLruptureandtoanalyzetheprognosticfactors.
Allpatientswerefollowedupmorethan 1year.Themean ageof
patients at operation was 30.8 years.On MRI examinations and
arthroscopicfindings,thesiteand extentofACL rupture,statusof
synovialcoverageandassociatedinjurieswereinvestigated.ACL was
repaired in the manner of pull-out technique with 5 stitches of
absorbablesuturematerials.Thirty-fiveACLs(89.7%)weretornatthe
proximalonethird and 31ACLsshowed thecompleterupture.The
synovialcoverageatACL rupturesitewasintactin23cases,par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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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rin10casesandcompletetearin6cases.TheaverageLysholm
scoreimproved from 58.7pointsto92.4pointsand 33cases(84.6%)
showednegativeinpivioshifttestatfinalfollow-up.TheKT-1000
arthrometerrevealedaverage3.5mm sidetosidedifferenceinanterior
displacement.Infourof6caseswhichshowedpositiveinpivotshift
test,ACL reconstruction was performed due to persistentanterior
instability.Theclinicalresultsofanteriorinstabilityatfinalfollow-up
werebetterinthegroupofthepatientswhoseACLsweretornatthe
proximal one third with intact synovial coverage. In conclusion,
arthroscopicrepairfortheacuteACLrupturewasaneffectivesurgery
forthepreservationoftheoriginalACL avoidingdisadvantagesfrom
reconstructive surgery and classicalopen surgery in the selective
patients.ThesiteofACLruptureandthestatusofsynovialcoverage
wereconsideredasanimportantprognosticfactors.

Key Words :anteriorcruciate ligament,acute rupture,arthroscopic
repair,prognostic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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