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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후방십자인 는 슬관절의 중심축을 이루는 구조물로 경골의

후방 전위를 막는 일차적인 역할을 하는 슬관절에 중요한 구조

물이다1). 후방십자인 단일 손상은 보존적 요법을 선호하 는

데, 장기 추시에서 불안정증의 발생과 슬개- 퇴 관절 뿐 아니

라 퇴-경골 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보존적 치료 후 장기 추시

결과가 좋지 않았고, 손상 전의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

력을 회복하는데 주된 관심이 모아져 최근에는 수술적 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2-4). 그러나 부분의 연구에서 술 후 평

가가 주관적 평가, arthrometer를 이용한 평가 그리고 퇴행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방사선학적 평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2,6) 보행 중에 나타나는 변화에 한 기술과 평가는 전방십자인

재건술에서는 연구가 있으나5) 후방십자인 재건술 후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신선 동결 아킬레스 동

종건을 이용하여 관절경적 후방십자인 재건술을 시행하 고,

재활 프로그램에 따라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한 후 3차원적 보

행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행한 운동형상학적(kinematics)

보행분석 결과 및 임상적 평가 결과에 해 보고하고자 한다.

상 및 방법

1.연구 상

본원에서 2004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후방십자인

손상으로 후방 십자인 손상을 보인 환자 중 신선 동결 아킬

레스 동종건을 이용하여 관절경하에 후방십자인 재건술을

시행한 환자들을 상으로 저자들이 지시한 재활 프로그램7,8)

에 순응한 12예를 상으로 하 다. 후방 전위 검사상 정상측

과 비교하여 10 mm이상(Grade III)의 전위를 보인 경우가 9

예, 만성적으로 활동시 지속적 통증과 부종을 보이는 Grade II

의 불안정성을 보인 경우가 3예 다. 동반 손상으로 전방십자

인 손상, 후외측부 손상이 있는 경우는 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12예 중 5예에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있었고 3예

에서 골연골 손상이 있었다. 남자가 9예, 여자가 3예로 평균 연

령은 31.8세(25~43세) 으며 모든 환자는 술 후 추시 36개월

에 평가를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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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아킬레스 동종건을 이용한 관절경적 후방십자인 재건술을 시행한 환자군에 해 임상적 결과를 평가하고 보행분석을

시행하고자 하 다. 

상및방법: 2004년 3월에서 2005년 3월 까지 후방십자인 손상에 해 신선 동결 아킬레스 동종건을 이용한 관절경적 재

건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 중, 저자들이 지시한 재활 프로그램에 순응한 12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모든 환자에서 수술

후 추시 36개월에 임상적 결과 평가와 보행분석을 시행하 다. 임상적 결과는 관절 운동 범위, Lysholm knee score, Tegner

Activity Score, IKDC score, 후방 전위 검사, Telos stress arthrometer를 이용한 후방 전위를 측정하여 평가하 고 보행검사

는 3차원적 보행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결과: 모든 임상적 결과 평가 항목에 있어서 술 전과 비교하여 후방십자인 재건술 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만족할 만한 결과

를 보 다. 보행분석 결과 환측과 건측 슬관절에 굴곡각 및 내반각의 약간의 차이를 보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 않

았으며, 전반적으로 양쪽 슬관절의 유의한 보행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후방십자인 손상 슬관절에서 관절경적 재건술을 시행한 환자 중 재활프로그램에 순응한 환자를 상으로 평가한 결

과 술 전과 비교하여 의미있게 증가된 임상적 결과와 건측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지 않는 보행분석 결과를 얻은바 후방십자

인 재건시 체계적이고 엄격한 재활치료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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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방법

단일터널방식(single tunnel technique)을 이용하여 신선

동결 아킬레스 동종건으로 전외측속(anterolateral bundle) 재

건술을 시행하 다. 슬관절을 90�로 굴곡한 상태에서 경골 도

자(PCL tibial guide)를 전내측 삽입구를 통하여 내측 경골 관

절면 후방보다 10 mm 하방에 위치한 후 도자핀(guide pin)을

삽입시키고 방사선 상 증폭 장치 하에 10 mm 직경의 확공

기(reamer)를 이용하여 도자핀을 따라 경골터널을 만들었다.

퇴골 터널은 별도의 내측 절개를 통해 만들었으며 퇴골 도

자(PCL femoral guide)를 전내측 삽입구를 통하여 후방십자

인 퇴골 부착부위 중심의 전상방에 위치한 후 퇴골 내과

에서 도자핀을 삽입시키고 10 mm 직경의 확공기를 이용하여

도자핀을 따라 퇴골 터널을 만들었다. 고리형 강선(wire

loop)을 이용하여 준비한 이식건을 퇴골에서 경골로 통과시

킨 후, 이식건의 등장성 및 긴장도를 유지하면서 퇴골 측은

간섭 나사못(interference screw)을 이용하여 고정하 고, 경

골 측은 굴곡 및 신전 운동을 약 15회 이상 시행한 후 90�굴곡

상태에서 경골을 전방 이동시켜 이식건의 장력을 증가시킨 다

음 생체 흡수성 나사못(bioabsorbable screw)과 철침(sta-

ple)을 이용하여 고정하 다(Fig. 1).

3. 수술 후 재활 방법

Wilk 등7,8)이 제시한 것을 참고하여 수술 후 2~4주간 슬관절

을 완전 신전 시킨 상태로 보조기 착용과 함께 경골 근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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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os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rehabilitation protocol

Post OP period Rehabilitation Goals

Until 2~4 weeks Knee joint full extension by assist device with posterior tibial support to prevent tibial posterior dislocation

Quadriceps strengthening

90�knee flexion ROM exercise

After 4~6 weeks Progress closed chain exercise

Partial weight-bearing with crutch ambulation

Full knee ROM exercise

After 6 weeks Slow-form running

Full weight bearing with assist device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control activities

After 3 months Mild exercise

Full weight bearing without assist device

Agility training and sport-specific training

After 8~10 months Competitive sports as soccer of basketball

After 1~3 years Unrestricted training without discomfort

Fig. 1. (A) Intra-operative arthroscopic view after the PCL reconstruction. (B) postoperative roentgen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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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이 후방으로 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골 후방 지지

를 사용하 으며, closed chain exercise와 hamstring mus-

cle 위주의 퇴사두근 강화운동 및 하지 직거상 운동을 시행

하 고 6주간은 보조기 착용과 목발 하 부분적 체중 부하를 시

행하 다. 관절 운동은 2~4주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6

주째까지는 완전 굴곡을 허용하 다. 6주 이후에는 보조기 착

용한 상태에서 전 체중 부하를 시행하고 open chain exercise

와 고유수용성감각 운동회복 위한 위치 변화운동을 시작하

고, 3개월에는 보조기 없이 전 체중 부하를 시행하 으며,  축

구나 농구 등의 경쟁적 스포츠 활동은 술 후 8~10개월에 퇴

사두근의 회복 정도가 정상측의 80%이상이 될 때 허용하 다.

술 후 1~3년에는 증상이 없는 범위에서는 모든 운동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6개월마다 환자를 추시관찰하여 지속적으로

퇴사두근 강화운동을 교육하고 격려하 다(Table. 1).

4. 주관적 평가, 객관적 평가, 기능 평가

주관적 평가로는 Lysholm knee score, Tegner activity

score의 항목에 해서 설문 조사 방식으로 환자에게 기재하도

록 하 으며, 객관적인 평가는 관절 운동 범위, 후방 전위 검사와

Telos stress arthrometer를 이용한 관절의 전위 정도를 평가하

고 술 후 기능 평가로는 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 (IKDC)의 판정기준을 적용하 다.

5. 보행분석

보행검사는 후방십자인 재건술 후 36개월에 시행하 으

며, 보행분석기(Gait analysis system, Domotion�, Korea)를

사용하 다. 이 기기는 3차원 전기측각기(motion analysis와

motion analysis software)를 내장한 IBM-PC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행 속도나 보행시 각 관절이 움직이는 각을 3차원상

으로 분석하여 운동 형상학적 변화를 검사한다.

3차원 전기측각기 motion analysis는 좌우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에 설치하는 총 6개의 관절유니트로 구성되어있다. 각

관절유니트는 3평면의 입체 운동이 가능하여 기존에 사용한

한 개의 평면운동을 가지는 측각기에 비해 실제 관절의 움직임

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실제 관절 움직임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각 유니트는 이중 탄력 접착밴

드로 고정이 되는데 고관절 유니트는 퇴골 전자 외측에 위

치시키며, 슬관절 유니트는 퇴골 외과의 외측에 위치시키고,

족관절 유니트는 비골의 외과의 외측에 위치시켰다. 족부에는

신발 뒤축에 족부 스위치가 있어 입각기가 되면 스위치가 눌리

고 유각기에는 스위치가 꺼지게 된다(Fig. 2).

각 관절 유니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10 m 거리를 상자가

스스로 편안한 속도로 걷게 하 으며 매 측정마다 3회 이상 반

복 보행 후 자연스러운 보행양상을 택해 기록하 고, 한 사람

당 총 5회의 보행검사를 시행한 후, 후방십자인 재건술을 시

행한 슬관절과 건측의 슬관절 각각에 한 초기 접지기 굴곡각

(knee flexion angle at initial contact phase), 입각기 최 굴

곡각(peak knee flexion angle in stance phase), 전 유각기

굴곡각(knee flexion angle at preswing phase), 유각기 최

굴곡각(peak knee flexion angle in swing phase), 입각기 최

내반각(peak knee stance phase varus) 그리고 유각기 최

내반각(peak knee swing phase varus)를 측정하 다.

측정 자료들의 두 군간의 비교는 SPSS (ver. 11.0)을 이용

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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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ait analysis system. (A) Three-dimentional electrogoniometer DoMotion�. (B) Man in DoMotion�. (C) Overall comparison

with normal g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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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주관적 평가, 객관적 평가 및 기능 평가

최종 추시에서 안정시 통증을 호소하는 예는 관찰되지 않았

으나 1예에서 경쟁적 스포츠 활동에서 경한 정도의 통증을 호

소하 으며, 가벼운 운동이나 일상 생활에서 불안정성을 호소

하는 예는 없었다. 운동 능력의 회복 정도는 설문지 양식으로

만든 Tegner activity score를 이용하 으며, 6단계인 레크레

이션 스포츠로 테니스와 배드민턴이 가능한 경우가 11명, 5단

계인 레크레이션 스포츠로 조깅이 가능한 경우가 1명이 다.

또 Lysholm knee score는 술 전 평균 46.5점에서 최종 추시

평균 92.1점으로 향상되었다(p<0.05).

최종 추시에서 평균 슬관절 운동 범위는 132.2� 고 굴곡 구

축은 존재하지 않았다. 슬관절 90�굴곡상태에서 Telos stress

arthrometer를 이용한 20파운드 부하 후방 스트레스 X-선 사

진 상 정상측과 비교하여 술 전 Grade 0, I, Ⅱ, Ⅲ가 각각 0, 0,

7, 5예로 평균 12.43 mm에서 최종 추시 상 각각 11, 1, 0, 0예

로 평균 2.41 mm로 호전되었다(p<0.05)(Fig. 3).

주관적인 평가, 임상 증상, 관절 운동, 인 안정성 검사, 방

사선 검사를 기준으로 판정한 IKDC score상 Group A는 11

예, Group B는 1예 다.

2. 보행분석 결과

초기 접지기 굴곡각은 환측 슬관절이 평균 1.13�(SD 1.80),

건측 슬관절이 평균 0.48�(SD 1.87)로 전 예에서 환측 슬관절

이 건측에 비해 굴곡각 증가를 보 고 평균 0.65�의 굴곡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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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kinematic gait analysis

Involved limb Uninvolved limb
P-value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Knee flexion angle at Initial contact (�) 01.13 1.80 00.48 1.87 0.548

Peak knee flexion angle in stance phase (�) 08.25 3.70 07.92 3.61 0.850

Knee flexion angle at preswing phase (�) 05.01 3.98 04.53 3.94 0.841

Peak knee flexion angle in swing phase (�) 47.33 6.72 48.88 5.97 0.690

Peak knee stance phase varus (�) 01.30 2.36 02.00 3.01 0.862

Peak knee swing phase varus (�) 02.00 3.82 02.00 2.38 0.786

Fig. 3. Radiographs of a 27 years old amature soccer player who had sustained injury to posterior cruciate ligament during soccer

game. (A) A stress view with use of the Telos Stress Arthrometer showed an 11.07 mm side-to-side difference with a posteri-

or drawer. (B) Postoperative stress radiographs of same patient made 26 months after the PCL reconstruction showed a 1.54

mm side-to-side difference with a posterior drawer.

A B



가가 관찰되었으며 두 군간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P=0.548). 입각기 최 굴곡각은 환측 슬관절이 평균

8.25�(SD 3.70), 건측 슬관절이 평균 7.92�(SD 3.61)로

67%(8 예)에서 환측 슬관절의 건측에 비한 굴곡각 증가 소견

을 보 고 평균 0.33�의 굴곡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두

군의 굴곡각 차이의 통계적 의의는 없었다(P=0.850). 전 유각

기 굴곡각은 환측 슬관절이 평균 5.01�(SD 3.98), 건측 슬관

절이 평균 4.53�(SD 3.94)로 67%(8예)에서 환측 슬관절이

건측에 비해 굴곡각 증가를 보 고 평균 0.48�의 굴곡각 증가

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P=0.841), 유각기 최 굴곡각은 환측

슬관절이 평균 47.33�(SD 6.72), 건측 슬관절이 48.88�(SD

5.97)로 전 예에서 환측 슬관절의 굴곡각 저하 소견을 보 고

평균 1.55�의 굴곡 저하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두 군간의 통계

학적인 차이는 없었다(P=0.690). 입각기 최 내반각은 환측

슬관절이 평균 1.3�(SD 2.36), 건측 슬관절이 평균 2�(SD

3.01) 고(P=0.862), 유각기 최 내반각은 환측 슬관절이

평균 2�(SD 3.82), 건측 슬관절이 평균 2�(SD 2.38) 측정되

었고 역시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P=0.786)(Table

2)(Fig. 4). 보행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약간의 굴곡각 및 내반각의 차이만을 나타내어 양측 슬관

절 사이의 보행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 찰

후방십자인 는 크게 전외측속(anterolateral bundle)과 후

내측속(posteromedial bundle)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위의

생역학은 서로 달라 전외측속은 굴곡 시 긴장 및 신전 시 이완

되고 후내측속은 그 반 이며, 생역학적으로 전외측속이 후내

측속보다 중요하다9). 이러한 해부학과 생역학을 가지고 있는

후방십자인 는 90�굴곡 상태에서 후방 전위의 일차적 안정

화물이고 외회전의 2차적 안정화물이다10). Harner 등11)은 12

mm 이상의 후방전위는 후외측부 손상이 동반되어 있음을 암

시한다고 하 는데 본 연구 상 중 4예에서 12 mm 이상의

후방전위가 관찰되었으나 시행한 이학적 검사와 MRI상 후외

측부 손상이 관찰되지 않아 상에 포함시켰고 본 연구에서 후

외측부 손상이 있는 군과 비교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보행은 슬관절 운동각도가 0�에서 40�내에 이

루어지며 정상 슬관절에서는 발이 지면에 닿아 체중이 부하되

는 시기인 입각기 중 슬관절이 가장 굴곡되는 말기 입각기가

부하 수용기나 중간 입각기보다 보행 주기에서 후방십자인

에 가장 많은 부하를 준다12). 그러나 후방십자인 결손 슬관절

의 경우 이 스트레스가 후방 전위의 2차적 안정화물인 후내측

과 후외측 관절낭에 주어지게 되고 굴곡 시 슬개 퇴 관절 및

퇴골 내과에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13,14). Tibone 등12)은 후방

십자인 결손 슬관절과 후방십자인 재건 슬관절을 비교하

을 때 후방십자인 결손 슬관절에서 중간 입각기에 건측 슬

관절에 비해 신전을 덜 하는 결과를 보고하 으며 이는 후방십

자인 결손의 보상기전으로, 완전 신전 때보다 약간의 굴곡에

서 2차적 안정화물인 후방 관절낭에 스트레스가 덜 가해지기

때문이라고 하 다. 그러나 재건술을 시행한 슬관절에서는 일

정한 패턴의 보행이나 통계학적 의의는 찾지 못하 다고 하

다. Fleming 등15)은 슬관절을 약간 굴곡하여 보행하는 것은 후

외측부 손상 슬관절에서 완전 신전시 나사 회전 운동(screw

home movement)을 통해 경골이 과도하게 외회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 으나, Tibone 등12)은 후방십자인

단독 손상의 경우와 후외측부 동반 손상의 경우 동일하게

슬관절을 굴곡하여 보행함에 차이가 없다하여 굴곡 보행은 후

외측부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 다.

Inoue 등16)은 후방십자인 결손 슬관절의 근전도 분석에서

슬관절 굴곡시 비복근(Gastrocnemius)이 조기 수축하여 경골

이 후방 전위되는 것을 보상하려 한다고 주장하 으나 이를 보

행 시 슬관절을 굴곡하여 보행하는 것과는 연관시키지 않았다.

Shirakura 등17)은 후방십자인 결손 슬관절에서 36도 이상

의 굴곡 상태에서 검사상 편심성과 구심성 염력(torque)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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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ait analysis graph at 16 months later of 28-year-old male with PCL reconstruction: Flexion angle of injuried knee (dotted

line) increased as against normal side (solid line) during stance phase over all but not much difference between the two. And

peak knee flexion angle of injuried knee decreased as against normal side in swing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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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관찰하 고 이는 과굴곡 상태에서 퇴 사두근의 근력의

감소가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저자들의 경우 염력에 한 비교

는 하지 못하 으나, 환측 슬관절의 유각기 최 굴곡각이 건

측에 비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평균 1.55�의 미세한 굴곡

저하를 보여 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충분한 퇴 사두근의 근력

회복을 짐작할 수 있었다.

결 론

후방십자인 손상 슬관절에서 관절경적 재건술을 시행한

환자 중 재활프로그램에 순응한 환자를 상으로 평가한 결과

술 전과 비교하여 의미있게 증가된 임상적 결과와 건측과 비교

하여 차이를 보이지 않는 보행분석 결과를 얻은바 후방십자인

재건시 체계적이고 엄격한 재활치료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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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t Analysis After Pos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Using Fresh-Frozen Achilles Allograft

Churl Hong Chun, M.D., Jae Deuk Cho, M.D., Keun Churl Chun, M.D.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chool of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Ik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linical result and the gait patterns for patients

who had undergone the arthroscopic posterior cruciate ligament (PCL) reconstruction using Achilles

allograft.

Materials and Methods: Among the patient who had undergone the arthroscopic PCL reconstruction

using fresh-frozen Achilles allograft between March 2004 to March 2005, we selected 12 patients who

compliance to our rehabilitation program. Clinical result and gait analysis were carried out at 36 months

postoperatively. There were measured by using range of motion (ROM), Lysholm knee score, Tegner

activity score, IKDC score, posterior stress test, and posterior translation measured by using Telos stress

arthrometer. Kinematic gait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3-dimensional gait analysis system.

Results: The PCL reconstruction surgery yielded statistacally significant results in all of clinical eval-

uation. In gait analysis, the average knee flexion angle increased during stance phase and decreased

during the swing phase, bu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oth sides of their knees overall.

Conclusion: Since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njured and uninjured

sides as a result of the gait evaluation of the patients who had arthroscopic reconstruction surgery on

their PCL injured knee and conformed to the rehabilitation program, systemic and strict rehabilitation

ought to be important in the reconstruction surgery.

Key Words: Knee, PCL reconstruction, Gai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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