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가지의중요한쟁점

Justin P. Cobb, MD는 Imperial College의
교수이고, 런던의 Charing Cross Hospital의
컨설턴트 정형외과 의사로서 국의 저명한 외
과 의사이다. 그의 관심 있는 연구 분야는 골관
절염, 관절치환술, 수술 항법 장치 및 로봇 시
스템 등이다. 그는 국 Edinburgh에서 9월
에 개최 될 제 13차 International BIOLOXⓇ

Symposium에서 회장을 맡게 될 것이다.
CeraNews는 그에게 진료 정 도 및 국에
서의 관절치환술의 경향에 관하여 물었다. 

오늘날 국의 관절치환술의 중요 윤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06년 National Joint Registry 자료에 의하면, 2006
년 약 6만예의 고관절 치환술 및 이와 비슷한 수의 슬관
절 치환술이 국과 웨일즈에서 시행되었으며, Registry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각각 7천예의 시술이 스코틀랜드에
서 시행 되었습니다. 약 10% 고관절 수술 및 약 5%의
슬관절 수술은 재치환술이었습니다.

아직 National Health Service에 관절치환술 대기자 명단이 있습니까?

대기 시간이 18주 이상 되면 병원들은 벌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도 상당히 하
고 대기자 명단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에서 대기 시간은 18주 이하입니
다.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는 아직 대기자 명단이 있습니다.

삽입물 선택에 대한 National Health Service의 제약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세라믹 관절면 사용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아직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합의 된 지침은 없습니다. 환자가 함께 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환자가
선호하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켜져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 병원
에는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이 준비되어 있고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
니다. 의사는 이를 선택해 사용 할 수 있으며, 관리자들은 의사들이 더 비싼 기구를 사
용 한 것에 대하여 옹호해야 합니다. 지금 인공관절 예산을 과 사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기자 명단을 없애야만 했고, 이는 우리가 수술을 많이 했다
는 의미입니다. 이 점은 다른 여러 병원에서도 가지고 있는 문제 이기도 합니다.

주된 경향은 어떻습니까?

시멘트형 고관절 수술은 50% 이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시멘트형 고관절 수술이 최근 3년간에 약 20%에서 약
30%로 증가 했습니다. 약 15%에서는 시멘트형과 무시멘
트형을 혼합한 고정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발전은
인공 고관절 표면치환술입니다. 이는 버밍험에서 시작되
었으며, 국의 고관절 치환술에 큰 향을 주었고, 약
10%에서 꾸준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국에서 사용

되는 대퇴골두의 약 1/4은 세라믹입니다. Registry가 관절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최소 침습적 시술의 경향이 있으나 주도적이지는 못합니다.



관절면 선정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저의 의견으로는, 진단에 따라 선정해야 하며, 솔직히 얘기하면 수술 능력에 따라 선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 고관절 이형성증 환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좋은 관절면을 사용하여 매우 정확하게 수술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저는 양측이 단단
한 관절면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직경의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이어야 합니다. 컵을 바르게 위치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며, 이는 수술 중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의사는 정확하게 수술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동반질환이 없는 60
세 이하 환자는 향후 4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기간 동안 사용 가능
한 관절면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공관절 삽입이 잘못되면, 합병증의 빈도
가 높아집니다. 올바르게 시술되면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은 40년은 사용 할 수 있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편 BIOLOXⓇ delta 사용으로 50mm 컵에 36mm 대퇴골두
를 사용 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발전입니다.

당신의 알고리듬(algorithm)은 무엇입니까?

젊고 활동적인 남성 환자의 캠형 충돌증후군의 경우, 저는 고관절 표면치환술을 택합
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골 모양을 가진 노인 환자의 경우 저가의 관절면을 선택하며,
이 경우 또한 탈구 방지를 위하여 큰 직경 대퇴 골두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인공 고
관절 전치환술 경우, 60-80세 환자에서,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이 허용되지 않으면 저
는 세라믹-폴리에틸렌을 사용해 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들 금기는 수술의 부정확
성과 고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

예상되어 왔던 대로 아시아의 시대는 이미 진행 중입
니다. 오랜 동안 일본 및 한국 등에서 건강 관리에서
매우 높은 질적 향상을 보면 이는 분명합니다. 아시아
다른 국가들도 분명히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에 병행하여 아시아의 관절 치환술의 중요성
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절 치환술의 수는 많은 나라에
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 CeramTec사
경 진은 이 지역에서 당사 법인의 활동을 하기로 결
정 하 습니다. 일본에 CeramTec 사무실 개설을 한
것은 그 첫걸음 입니다 본지의 아시아 보충판도 참고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는 이 지역에서 규칙적이고
접하게, 의사와의 접촉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2
년 전 우리는 서울에서 아시아 처음으로 BIOLOXⓇ심
포지엄을 개최하 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CeramTec은 이 지역들의 모든 중요한 컨퍼런스에
참가하며, 정규적으로 원탁회의를 주재하여 저명한 전
문가들과 토론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에서 우리는 항상 참여자들이 보여준 높은
관심, 솔직함, 전문적 지식 등에 크게 감명 받고 있습
니다. 이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환자의 건강 관심에
대한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각 환자의 특성에 맞는 인
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관절면을 공급하여 드리는 것
이 우리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서구
인과는 다른 해부학적 구조, 다른 생활 방식, 일상적
생활 등으로 특별히 큰 관절 운동을 요하고 있으며,
젊은 환자의 비율이 많은 점은 BIOLOXⓇ 삽입물에 의
하여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일 것입니다.   

Paul Silb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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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 정확성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단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3차원적 인식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자 및 모든 고관절
및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라도 3차원적으로 수술 전 계획을 합니다. 이 모델은 고
관절의 중심 x, y 및 z 축에서 이동을 알려 줍니다. 고관절 신전시에 부하를 분산시키
고 굴곡시에 아탈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이러
한 사실은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의 경우에는 큰 문제 되지 않지만, 금속-금속 관절면
의 경우 어떤 종류의 기구에서는 컵이 반구 보다 작아 안정성이 중요 문제가 될 수 있
습니다. 경험 많은 의사들은 3차원의 수술전 계획으로 오차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는
스퀴킹(squeaking) 방지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수술 항법유도 장치(navigation)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 드립니다만, 우리는 모든 환자의 중요 관절에 수술항법유도 장치를 사용 하
고 있습니다. 수술항법장치는 수술 전 3차원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수술전 계획이 제
대로 되어 있다면 수술항법장치로 인한 소요시간은 5~10분을 넘지 않습니다.

9월 에딘버그(Edinburgh)에서 개최될 차기 BIOLOXⓇ Symposium의 회장
으로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관절면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
습니다. 제가 Edinburgh에서 원하는 것은 여러 가능성에 대한 증거들을 확인하는 것
입니다. "답은 하나다."로 학회가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결정을 뒷받침
해 줄 실질적인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회의장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학적 토론에서는 관절면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5~10년 전을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관절 치환술에서 가장 중요 한 쟁점은 컵과 스템
의 고정이었지만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초점은 관절면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제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가지 쟁점은 진단, 관절면 그리고 정확성입니다.

인터뷰(계속)



소위 "젊은 환자"란 정의는 어떠한 것인가요? 결정 요소는 환자의 나이가 아니며,
환자의 활동적인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60 이지만 작년 뉴욕 마라톤을 뛰었습
니다. 저는 스스로를 젊은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오래 살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 생물학적으로 젊고 좋은 뼈 상태를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
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조건은 70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모는 여전히 문제입니까? 우리는 1998년부터 세라
믹-세라믹 관절면를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어느 환자도 마모와 관련되어 발생한 해리는 없었습니다. 

수술항법장치를 왜 사용 하십니까? 수술항법장치는 최
적의 삽입물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위치 변경
을 찾아 낼 수 있고, 필요한 조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수
술항법장치를 통해 편심성 하중, 압력 최대치, 골반환 골절
및 관절면의 계속된 마모, 탈구 위험, 이완, 다리 길이, 오
프셋 차이 등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 추시 결
과가 나올 때 까지 향후 수년간은 이러한 요소들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수술항법장치는 학습 곡
선을 크게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뛰어난 학습 도구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숙련된 의사에서도 삽입물 위치의 정확도가
증가하 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고관절 치환을 받게 되면, 의사가 수술
항법장치를 사용하기 원합니까? 첫째로는 훌륭한 의사
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수술항법장치를 사용
하여야 하고 짧은 스템으로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으로 수
술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아시아로 자주 여행하는데, 아시아 환자에
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형성증
과 무혈성괴사는 아시아에서 고관절 전치환술의 가장 흔한
적응증입니다. 더욱이 환자는 점차 젊어지고 활동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다리로 앉는 등 다른 사회적
습관들이 있으며 이는 더 큰 관절 운동범위를 필요로 합니
다. 충돌 및 마모가 서구에서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
다. 또 해부학적 구조가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변
수들을 고려한다면 좀더 특별한 삽입물의 디자인과 매우
마모에 강한 큰 직경의 관절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까? 고관절 치환술은 환자의 남은 여
생과 맞물려 생각해야 하므로, 의사는 재치환술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선택권을 남
겨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에는 표면 치환술, 짧은 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표면치환술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1970년대 와그너 컵이
도입된 이후로 수술 후 대퇴경부 골절의 발생이 증가하 고, 이는 지속되고 있는 문제
입니다. 표면치환 골두 아래 뼈는 시멘트로 채워져 괴사에 더욱 민감합니다. 주된 문제
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큰 비구컵을 사용하는 부담을 가지고 대퇴부에 아직 효과가 불
분명한 시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아직 혈청상의 금속 이온의 농도가 증가
한다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향을 줄지 모
르고 있습니다.

왜 짧은 스템을 선호하십니까? 이는 컵 측에 옵션을 최대한으로 남겨 놓을 수 있
기 때문입니다. 대퇴골로 전달되는 힘이 일반 스템 보다 더 중앙으로 편중됩니다 (이는
더 생물학적입니다). 세라믹-세라믹 관절면과 함께 사용하면, 짧은 스템은 뛰어난 수명
을 보장합니다. 재치환술 이 필요하게 될 경우, 일반 스템으로 교체도 가능합니다. 우
리는 조합형 대퇴스템 모델을 사용하므로 CCT 각, 스템의 전염각과 후염각의 개별적
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비구측에는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비구측에는 세라믹 삽입물과 잘 맞는 딱딱한
재질의 압박고정형 컵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BIOLOXⓇ forte를 사용한 우리 경험으로
는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2004년부터 우리는 BIOLOXⓇ delta를 사용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삽입물 조합을 사용하면 컵 외경이 52mm인 경우 36mm 대퇴골두의 사용
이 가능합니다. 58mm 컵을 사용하면 40mm 대퇴골두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
리의 컵 디자인을 사용할 경우 컵 변형의 문제를 본적이 없습니다.

항상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하십니까? 저의 경우는 매우 가파르고 평평한
비구가 특징인 고관절 이형성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합
니다. 고관절이형성 경우도 비구가 성공적으로 복원되면 세라믹 삽입물을 고려합니다.
활동이 매우 적으며 기대 수명이 짧은 환자 경우 비용을 고려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을 선택합니다. 큰 직
경의 대퇴골두를 사용할 경우 활동적인 환자에서 마모의 증가없이 관절의 안정성이 커
지고 더 큰 범위의 관절운동 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활동적인생활을위한인공고관절전치환술

임상

과거 보다 더 많은 젊고 활동적인 환자들이 고관절 치환술 수술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환자들에서 수술 전 계획을 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고, 조직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각
환자 특성에 따른 치료 및 수술항법장치 등 신기술이 미래의 경향
이다. CeraNews는 최근 독일 Bunde 소재 Lucas Hospital의
의료 부장이며 외상과 및 정형외과의 수석 의사인 Hartmuth
Kiefer 교수에게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물어 보았다.

본지의 보충 판은 아시아의 관절 치환술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행사

인공고관절치환술의세계적추세

최근 발행한 임상 연구에서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이 해리가
없을 뿐 아니라, 재치환술 및 탈구율이 적은 등 극히 신뢰할 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 연구에서 환자의 젊은 나이와 기존 수술의 높은 빈도 등을 고려 할 때 매우 주목 할 사항
이다. 발달성 고관절 탈구 환자에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은 합병증 증가(불안정성, 마모에서
유발된 해리) 및 재치환술과 연관되어 왔다. 최근의 낮거나 혹은 중간 등급의 발달성 고관절
탈구에 대해 세라믹-세라믹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젊은 환자의 연구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사진상 해리 혹은 탈구 징후는 없었다. 최근 수개월에 있었던 탁월
한 과학적 성과를 보 던 고관절 치환술에서 관절면과 관련된 개요와 결과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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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대륙 회합에 대한 개요

세라믹-세라믹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김 민1 (서울, 한국) 교수는 무시멘트형 알루미나 세라
믹-세라믹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후 10년 이상
재치환술과 해리 없이 보존된 57명의 환자 64례의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결과를 보고했다. 수술 시 평균 나이는
42세 다. 평균 해리스 고관절 점수는 94 다. 무균성
해리를 실패의 기준으로 본다면, 생존율은 100% 다.
방사선 사진상 컵과 대퇴골두의 구별이 가능하 던 28
예의 고관절 경우 세라믹 마모는 관찰되지 않았다.  자
동차 사고 후 유발된 대퇴골두 골절 및 비구 삽입물 주
변부위 골절이 1예에서 발생 하 다. 결론적으로 김
민 교수는 알루미나-알루마나 관절면은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게 유망한 옵션이라고 했다. 

Nobuhiko Sugano3 (일본, 오사카) 교수는 10년간 86
명 환자의 시멘트형 알루미나 세라믹-세라믹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수술 100예를 조사 하 다. 28mm 대퇴골두가
사용 되었다. 수술 시 평균 나이는 55 (26-73)세 다.
해리 및 골용해는 한 예도 없었다. squeaking을 일으키
는 고관절은 없었다. 그는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은 장기
간 안정성을 주며 해리를 방지한다고 결론내렸다. 

Shaun A. Sexton4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교수는
후방관절낭 및 외회전근 복원하는 후외방 접근법을 사용
하여 1차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후 발생 할 수
있는 탈구 위험 인자에 대하여 논의하 다. 한 연구소에
서 17년 동안 연속적인 3,682례의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28mm 및 32mm 대퇴골두)을 분석하 다. 많은 나이와
전염각 감소가 탈구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Sexton 교수는, 나이, 관절면 마모 및 수술 후 시간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은 탈구 위험성
감소와 의미 있게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BMI, 성별,
수술 전 고관절 점수 및 컵 기울기 등은 탈구 위험성과
관계가 없었다.

Simon D. Steppacher5 (미국, 보스톤) 교수는 발달성
고관절 탈구를 가진 환자의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수술은
합병증 발생률 증가 및 재치환술과 관계가 있음을 강조
하 다. 발달성 고관절 탈구 (Crowe 분류 I형, 2형)를
가진 108명 환자의 123례 알루미나 세라믹-세라믹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전향적 연구를 했다. 수술 시 평균
나이는 47.6 ± 12.7 (18-75)세 이었다. 97례의 경우
(79%) 예비 수술은 하지 않았다. 

Stephen B. Murphy2 (미국, 보스톤) 교수는 360명 환

자에 실시된 418례 알루미나 세라믹-세라믹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조사했다. 수술 시 평균 나이는 51.7 -12.3

(18-79)세 다. 47 례의 경우 (11%) 이전 고관절 수술력

이 있었다. 해리 및 마모 경우는 없었다.  Murphy 교수

는 환자군이 나이가 젊고 이전 수술력이 많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이번 전향적 연구의 결과는 좋다고 하 다. 그

는 세라믹-세라믹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은 재치환술율이

낮고 해리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신뢰할 만한 방법이라

고 결론 지었다. 



세라믹-폴리에틸렌과
세라믹-세라믹의 비교
Peter M. Lewis7 (캐나다, 토론토) 교수는 생체 내에서
의 세라믹-세라믹과 세라믹-폴리에틸렌 관절면에 대한
전향적 무작위 연구의 최초 장기 추시 결과를 보고 하
다. 55명 환자가 56례의 무시멘트형 인공고관절 전

치환술 수술을 받았다. 28mm 대퇴골두가 사용 되었
다. 수술 당시 평균 나이는 42.2 (19-56)세 이었다. 30
례의 세라믹-세라믹과 26례의 세라믹-폴리에틸렌이
10년간(1-10) 추시되었다. 마모 측정 평균 시간은 세라
믹-세라믹 군에서 8.3 (4.8-10.1)년, 세라믹-폴리에틸
렌 군에서 8.1 (6.1-9.2)년이었다. 마모는 세라믹-폴리
에틸렌 관절에서 25례 으며, 세라믹-세라믹 관절에서
는 단지 12례 다. 세라믹-세라믹 군의 평균 마모는
0.14 (0-0.48) mm 이었으며, 세라믹-폴리에틸렌 군에
서는 0.89 (0-2.43) mm 이었다. 연간 선형 마모 율
은, 세라믹-폴리에틸렌 군의 0.11mm에 비하여, 세라
믹-세라믹 군에서는 0.02mm 이었다. Lewis 교수는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이 안전하며 내구성이 있으며, 금
속 이온 및 골 괴사성의 폴리에틸렌 편의 문제를 피할
수있는 옵션이라고 결론지었다.

금속-금속 관절면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김 호11 (한국, 구리) 교수는 61명 환자의 78례 무시멘
트형 금속-금속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수술 임상 결과 및
방사선학상 결과를 보고 하 다. 수술 평균 나이는 39세
이었다. 평균 추시 기간은 11.7년 이었다. 2례에서 컵 주
위에 진행성 해리가 있었다. 해리조직의 병리학적 소견
상 금속편을 포식하는 많은 수의 대식세포들과 혈관 주
위 림프구 침윤이 관찰되었다. 면역 조직 분석상, CD4,
CD8 양성 T 세포와 CD68 양성 대식세포가 발견되었고
이는 지연성 금속 과민반응을 시사하는 소견이었다. 김
호 교수는 몇몇례에서는 아마 과민반응 때문에 유발된

다고 생각되는 갑작스럽게 발현하는 통증을 동반한 조기
해리가 우려로 남는다고 결론 지었다.  

박윤수12 (한국, 서울) 교수는 154명의 환자에게 158례
의 무시멘트형 금속-금속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수술을
보고하 다. 평균 추시 기간은 6.5 (5-8)년이었다. 평균
연령은 53세이었다. 13례(8%)에서 해리가 있었다. 해리
및 지속적 통증이 있는 5 환자는 세라믹-세라믹 혹은 세
라믹-폴리에틸렌 조합의 관절면으로 재치환술 수술을 시
행 하 다. 재치환술 군에서는 관절 활액 유사 조직의 이
상 비대와 림프구 혈관 주변 침윤의 조직학적 소견이 관
찰되었다. 박윤수 교수는 무시멘트형 금속-금속 인공고
관절 전치환술 수술 중간 결과에서 예상치 못한 높은 율
의 삽입물 주위 골괴사가 금속 과민 반응 등과 연관이
있어 나타났을 것으로 결론 지었다. 금속-금속 인공고관
절 전치환술 수술 후 골괴사 및 지속적 통증이 있는 경
우 세라믹-세라믹 혹은 세라믹-폴리에틸렌 관절면으로
교체할 것을 권장하 다. 

Filippo Randelli13 (이태리, 라노) 교수는 큰 직경의 금
속-금속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에 실패한 5 례에 대하여 분
석 하 다. 한 례는 감염 때문이었다. 다른 한 례에서는 큰
복강 내 후복막강 종괴를 동반한 감염성 금속증 소견이 보
다. 인공관절을 제거 하기에 앞서 먼저 이 큰 종괴를 절

제하기 위하여 2 단계로 요추 절개술을 했다. 나머지 3 례
에서는 잘못된 컵 위치 (50도 이상의 컵 경사도) 때문에
유발된 무균성 금속증이 있었으며, 관절소음이 발생 하
다.  이러한 환자들 경우 혈액 내 및 관절낭내 금속 이온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재치환술에 있어서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Laurent Sedel8 (프랑스, 파리) 교수는 전치환술시 스
템의 재치환술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 다. 시멘트형 삽
입물 및 금속-폴리에틸렌 혹은 세라믹-폴리에틸렌이
나이 많고 비활동적인 환자에 사용되었다. 활동적 환자
에게는 무시멘트형 비구컵 고정, 무시멘트형 혹은 시멘
트형 스템 및 세라믹-세라믹 (알루미나) 조합 방식으로
수술이 시행됐다. 

Yves Catonne9 (프랑스, 파리) 교수는, 대퇴부재치환술이
필요하지않은경우, 무시멘트형컵, BIOLOXⓇ delta 세라믹
삽입물및티타늄슬리브가있는 BIOLOXⓇ delta 세라믹대
퇴골두 (32mm)를 사용하는 재치환술을 평가하 다. 25명
환자의 25례의고관절을평가했다.  최소추시기간 2년이
상이었다. 해리스고관절점수는무척향상되었다(97점대
54점). 세라믹파괴나 squeaking은 관찰되지않았다. 방사
선결과상해리및비구컵이완이관찰되지않았다. 금속-금
속재치환술관련하여, 혈청내코발트및크롬수치는현저
히낮아졌다.

Atsushi Kusaba6 (일본 가나가와) 교수는 고관절 이형성증
환자에 대한 알루미나 세라믹-세라믹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수술결과를보고하 다. 1998년 7월과 2008년 10월사이
1,078예의 수술이시행되었다. 79명환자의 86례의고관절
에대해평가하 다. 수술시평균나이는53 (27-60)세이
었다. 최소 5년이상추시하 다. 재치환술, 관절면이상, 탈
구및squeaking은없었다. 

장준동10 (한국, 서울) 교수는, 무시멘트형 컵과 알루미나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한 재치환술 인공고관절 전
치환술 42례를 분석 하 다. 스템들은 모든 례에서 재치
환 하 다. 평균 나이는 48.8 (32-59)세 다. 1차 수술
과 재치환술 사이 간격은 9.5±3.2 (3.3-16.1)년 이었다.
재치환술 후 평균 추시 기간은 5.4±1.7 (3.2-8.0)년 이
었다. 추시 기간 동안에 방사선 투과성선, 비구 컵의 수
직 혹 수평 이동, 해리 등은 없었다. 장 준동 교수는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라믹-세라믹 (알루미나)를 사용
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재치환술에서 임상적 및 방사선
학상 결과가 양호하다고 결론지었다. 

61례 관절면에는 28mm 대퇴골두가 62례 관절면에는
32mm 대퇴골두가 사용 되었다. 평균 추시 기간은 4.7
± 1.9 (2-10)년 이었다. 해리 혹은 탈구는 한 례도 없
었다. squeaking은 없었다. Steppacher 교수는 중등
도 발달성 고관절 탈구를 가진 젊은 환자의 세라믹-세
라믹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의 2 - 10년 추시 결과는 좋
다고 결론지었다.



농도가 높았다. 이 3 례 중 한 례에서는 코발트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보 다. 바른 위치로 삽입 된 한 례에서
는 코발트에 대해 피부 알러지 반응을 보 다. 
Randelli 교수는 혈액 및 관절내 금속 이온 측정은 금
속-금속 관절면의 이상 기능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
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다른 금속들을 분석 할 것을 제
안 하 으며, 이 금속들의 테두리 마모에 대한 저항에
대하여 분석해 볼 것을 제안 하 다.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William J. Maloney14 (미국, 스탠포드) 교수는 크로스
링크드 (crosslinked) 폴리에틸렌의 기계적 특성을 고
려했을 때 어떠한 환경에서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에 대해 논의하 다. 그는 체외 실험 연구에서 방사선
조사량과 마모 감소 사이의 상관 관계를 입증 하 다고
발표하 다.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하면, 재질의 마모는
감소한다. 하지만 방사선 조사는 재료의 기계적 특성에
부정적 향을 준다. 일부 삽입물들의 골절에 대한 분
석을 통해, 이러한 골절들이 삽입물 위치 와 지지 되지
않는 폴리에틸렌의 부하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Kim YM et al. Alumina-on-Alumina THA ; What we learn
from more than 10-year experiences. Abstract KNA01-02,
ISTA 2008

2 Murphy SB et al. Clinical experience with the ceramic on
ceramic articulation in THR in the USA. Abstract SA02-02,
ISTA 2008

3 Sugano N et al. Long-term results of cementless THA using
a third generation ceramic-on-ceramic bearing. Abstract
SA02-03, ISTA 2008

4 Sexton SA et al. Risk factors for dislocation following primary
total hip arthroplasty via the postero-lateral approach.
Abstract OSA15-03, ISTA 2008

5 Steppacher SD et al. Outcome of ceramic-ceramic total hip
arthroplasty at two to ten years in patients with developmental
dysplasia of the hip. Abstract OSAA04-02, ISTA 2008

6 Kusaba A et al. Alumina on alumina bearing with uncemented 
implant for dysplastic hips aged sixty or below: 
A five years minimum follow-up study to advantage the 
bearing property from a viewpoint of the surgeon. Abstract
OSA04-03, ISTA 2008

7 Lewis PM et al. Prospective randomized trial comparing 
alumina ceramic-on-ceramic with ceramic-on-conventional
polyethylene bearings in total hip arthroplasty. Up to 10
years follow-up in patients under age 60. Abstract
OSA04-04, ISTA 2008

8 Sedel L. Some special tools and strategy for stem revision in
total hip. Abstract KNA04-02, ISTA 2008

9 Catonne Y et al. THR revisions using Delta alumina sleeved
heads: a prospective study. Abstract OSA21-01, ISTA 2008

10 Chang JD. Third-generation ceramic-on-ceramic bearings
in revision total hip arthroplasty. Abstract OSA04-05, 
ISTA 2008

11 Kim YH et al. Uncemented total hip arthroplasty with second
generation metal on metal articulation in young patients
less than fifty years old -minimal 10 years results-.
Abstract OSA03-01, ISTA 2008

12 Park YS et al. Cementless total hip arthroplasty with a 
contemporary second generation metal-on-metal bearing. 
Abstract OSA03-03, ISTA 2008

13 Randelli F et al. Metal on metal big heads analysis of first
failures and correlation with metal ions. Abstract OSA03-04, 
ISTA 2008

14 Maloney WJ. Highly cross-linked polyethylene in total hip
replacement: pros and cons. Abstract SA03-01, ISTA 2008

SOFCOT Congress 2008년 11월 10일-13일, 파리에서 SOFCOT Congress
(Societe Francaise de Chirurgie Orthopedique et de Traumatologique
Congress) 가 열렸다. Squeaking에 대한 4 연제가, 다른 관점에서 발표 되었다.
Jerome Essig (프랑스, 뚜루즈)는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838명 환자 중
18명의 squeaking이 있는 환자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발표 했다. 스템이나 컵의 삽
입물 각도가 과도하게 삽입되지 않았어도, 저자는 squeaking이 발생하는 경우 충돌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 하 다. Christophe Chevillotte (프랑스, 리용)는 세라믹
관절면을 이용한 체외 고관절 시뮬레이터 실험을 발표 하 다. Squeaking은 윤활
막이 끊어 질 때 마다 발생 하 으며, 특히 두 표면 사이 이물질이 끼면 증가 하 는
데, 이것이 마모, 표면 접촉 현상, 충돌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설명하 다. Laurent
Sedel (프랑스, 파리)는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으로 수 천 례의 삽입물 중 단 7명에
서 일시적인 squeaking이 유발되는 것을 관찰했다. Elhadi Sariali ( 국, 리즈)는
세라믹을 이용한 체외 squeaking 실험에서 컵 각도, 테두리 부하의 향에 관하여
연구하 고, 높은 경사도(75’)에서는 윤활 막이 유지 되는 경우에도 squeaking이
유발될 수 있음을 보고했다. 

The American Association of Hip and Knee Surgeons 텍사스, 달라
스에서 열린 The American Association of Hip and Knee Surgeons 연차 회의
에 세계의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전문가들이 모 다. 회원 자격은 연간 인공 고관절/
슬관절 전치환술 25회 이상 시행한 의사로 제한된다. 이 연차 회의를 통해
CeramTec은 참가자 들에게, 핵심 과학자들과 세라믹 삽입물을 사용하는 정형외과
의사들로부터 얻은 수술적 팁을 비롯하여 과학적, 임상적 정보를 제공하여 "인공고관
절 전치환술시 생체내 소음"에 대하여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하 다.

과학적 개관
Michael M. Morlock (함부르크, 독일)과 William L. Walterr (시드니, 오스트레일
리아)는 스퀴킹의 원인과 유발인자에 관하여 발표를 하 다. 연구의 초점은 마모에서
유발되는 진동으로서, 미끄러짐과 관련되어 발생하거나 마찰 전달 물체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미끄러지는 상태 (stick-slip 현상)로 되면서 squeaking 발생한다는 기전
이다.

인공고관절전치환술에서
체내삽입물의소음

결론과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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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개괄
Squeaking의 임상적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이와 관련되는 임상적 발생 빈도와 삽입물의 디자인과의
관련성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Walter는 세라믹 인공 고
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2,397례의 1차 수술 및 319례
의 재치환술 수술에 대해 보고하 다. squeaking은
0.48%(2,716례 중 13례)에서만 발생하 다. 더욱이
2,716 세라믹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중 한 례에서만
(0.037%) 재치환술 이 필요하 다. 다른 세라믹 인공 고
관절 전치환술에 관한 많은 보고들도 비슷하게 낮은
squeaking 빈도 (1% 이하)를 보 다. 단 Ranawat 와
Rothman은 각각 7% 및 2.7%를 보고 하 으며, 이들
연구의 경우 대부분 세라믹 삽입물이 충돌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돌출된 림 구조를 갖는 비구컵 내에 안에
세라믹 라이너가 결합되는 특수 디자인을 사용 하 다.
Stephen B. Murphy (보스턴, 미국)는 1,275례 이상,
비구컵 및 스템의 종류에 따른 분류법을 제시하 다.
그의 방법에 따른 세 그룹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권고 사항
모든 연설자들은 세라믹-세라믹과 금속-금속 관절을 사
용하는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에서 충돌을 피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한 점 임을 강조하 다. 다음으로 강조된 점은
squeaking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므로 환자를 면 하
게 추시 관찰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squeaking이 임상적 실패의 전구 소견이라는 자료도
없다. 3번째로 언급된 사항은 squeaking 환자로 확인된
환자가 계속 squeaking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
으므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
된 사항은 이러한 연구의 결론들이 향후 시스템을 디자
인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Jonathan P. Garino (필라델피아, 미국)과
Peter F. Sharkey (필라델피아, 미국)는 무시멘트형 비
구컵(85.6%)이 매우 낮은 마모(<0.025mm/년)와 최소한
의 해리를 나타내며, 단기, 중기 및 장기 (18.5-20.5 년)
추시시 훌륭한 생존율을 보이는 세라믹 인공고관절 전치
환술 수술 결과 정리를 발표하 다. 이는 squeaking이
흔한 것은 아니며 임상적 실패와 관련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Murphy는 티타늄 림을 갖는 구조는 대퇴경부와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된다는 가설을 발표하 다. 이는 대퇴
골두의 미세 분리를 일으키고 라이너의 반대편에 응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로 인해 세라믹 입자 소실, 선형 마
모 및 금속 마모편의 생성이 유발될 것이고, 이는 세라
믹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전형적으로 존재하는 정상
적 관절액 윤활막 형성을 방해할 것이다.

삽입물 디자인외에도 Walter는 비구컵 위치가 세라믹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후 squeaking 발생에 기여한다고
주장하 다. Squeaking이 발생한 17례 세라믹 인공고

관절 전치환술의 비구컵 위치를 squeaking이 없는 대조
군과 비교하여 평가 하 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비구컵
의 위치의 범위인 외전 경사각 45 ±10。의 전경각 10。가
대조군의 94%에서 관찰되었으나 squeaking이 발생하
던 군에서는 35%에서만 관찰 되었다.

이런 식으로 유발되는 자가 발생 진동이 부수적으로 음
향 현상을 유발하여 squeaking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딸각거리는 소리, 터지는 소리, 삐걱거리는 소리
(clicking, popping or grating sounds )등과는 다른
소음이다. Squeaking의 빈도는 인공고관절 시스템을
구성하는 삽입물들의 강도와 습윤성, 그리고 주위 골 밑
연부 조직과 관련이 있다. 

1. 그룹 1 : 끝부분이 평평한 테이퍼로 잠겨있는 세
라믹 삽입물 : 0.4% squeaking 빈도를 보 다..
2. 그룹 2: : 보호용 림이 돌출되어 연장되어 있는
삽입물을 가진 금속 비구컵과 무거운 스템을 사용
한 경우 - 3.1% squeaking 빈도를 보 다.
3. 그룹 3 : 그룹 2와 같은 비구컵과 가벼운 대퇴
부 스템을 사용 한 경우 7.6% 스퀴킹 빈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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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폴리에틸렌 vs. 금속-폴리에틸렌
Hiroyuki Oonishi1 (일본, 오사카)교수는 세라믹-폴리에틸렌 (CoP) 인공고관절 전치
환술의 장기간의 우수한 결과를 보고 하 다. 28mm 직경 알루미나 세라믹 대퇴골두
를 사용하여 212명 환자에 285례 수술이 시행되었다. 192명 환자 (265례)가 추시 되
었다. 수술 시 평균 연령은 64세 (29-81) 이었다. 수술 후 19-21년 후 비구컵 해리가
1례(0.5%)에서만 관찰 되었으며, 대퇴측에서는 2례(0.9%)가 발생하 다. 세라믹 대퇴
골두로 인해 마모편이 감소되어 해리가 현저히 감소하 다고 지적하 다. Oonishi 교
수는 이전 연구에서 세라믹-폴리에틸렌 마모율은 금속-폴리에틸렌 (금속-폴리에틸렌)
보다 20% 낮았다고 한 바 있다.

세라믹-세라믹vs. 세라믹-폴리에틸렌
Philippe Hernigou2 (크레텔, 프랑스)는 시멘트형 양측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후 재치
환술 및 해리없이, 20년 이상 생존한 21명 환자에 관한 임상 및 방사선적 결과를 보고
하 다. 모든 예는 1981에서 1985년 사이에 수술 하 다. 알루미나 세라믹-세라믹 인
공고관절 전치환술과 알루미나 세라믹-폴리에틸렌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시술을 양쪽
고관절에 각각 시행 하 다. 32mm 대퇴골두가 사용 되었으며 수술 시 평균 연령은
57 (38-64)세 이었다. 세라믹-세라믹 에서는 골용해가 방사선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
았다. 컴퓨터 단층촬 사진상 3례의 비구컵 병변 과 1례의 대퇴거 병변이 확인되었다.
세라믹-폴리에틸렌에서는 5례의 비구컵 병변 과 17례의 대퇴거 병변이 방사선 사진에
서 확인되었다. 컴퓨터 단층촬 사진상 21례의 비구컵 병변 과 21례의 대퇴거 병변이
보 다. 세라믹-세라믹 경우 현저히 작은 골용해를 보 다 방사선 사진상 세라믹-세라
믹 경우 평균 25mm2, 세라믹-폴리에틸렌 경우 98mm2 이었으며 컴퓨터 단층촬 사
진상 세라믹-세라믹은 170mm3, 세라믹-폴리에틸렌은 1290mm3 이었다. 세라믹-
Livermore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세라믹-폴리에틸렌은 평균 1.6mm이었으나 세라믹
관절면의 경우는 마모를 측정할 수 없었다. Hernigou는 세라믹-세라믹 인공고관절 전
치환술 경우 세라믹-폴리에틸렌에 비하여 낮은 마모율 및 골용해를 보인다고 결론지
었다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Laurent Sedel3 (파리, 프랑스)는 74명의 환자에서 82례의 알루미나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을 이용한 (혼합형 시멘트 스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결
과를 발표하 다. 수술 시 평균 연령은 43 (21-50)세 이었다. 32mm 대퇴골두가 사용
되었다. 65명의 환자(68례)가 추시되었다. 평균 추시 기간은 8.6 (6-14)년 이었다. 수
술 후 2례의 조기 탈구가 있었다. 만약 무균성 해리를 마지막 결과로 보았을 때, 삽입

금속-금속 관절면
Wing Keung Wong4 (홍콩, 중국)는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98명 환자의 106례 금속-금속 혼합형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의 결과를 보고 하 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56
(18~82)세 이었다. 7.2년 추시 후 5례에서 무균성 해리로
재치환술을 하 다. 골용해는 무균성해리 환자들에서 관
찰되었다. 금속증은 4례에서 관찰 되었다. 11년 추시가 가
능하 던 62례 중 6례에서 골용해가 관찰되었다. 방사선
사진상 삽입물들은 안정적이었다. Wong은 금속-금속 관
절면으로 수술 받은 젊은 환자들에서 무균성 해리와 골용
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물의 생존율은 14년에 98% 이었다. Sedel은 14년 추시
한 50세 이하 환자에서 알루미나 세라믹-세라믹 인공고
관절 전치환술의 결과가 우수하 다고 결론지었다. 

교차결합(Crosslinked) 폴리에틸렌
Moussa Hamadouche7 (파리, 프랑스)는 폴리에틸렌이
젊은 환자들에서 해결책인지 논의하 다.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의 제조 공법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제조된 물질의 마찰 공학적 및 기계적 성질에

고관절 표면치환술
David Langton, Simon Jameson, Tom Joyce,
Antoni Nargol5 (스톡톤, 뉴캐슬, 국)은 금속-금속 고
관절 표면치환술 후 금속증이 발생한 36세 여성 환자에
대한 임상적 및 조직학적 소견, 수술 및 제거한 삽입물의
자료를 보여주는 포스터를 발표했다. 수술 12개월 후 서
혜부에 통증이 발생하 다. 재치환술시 비구컵은 해리되
어 있었고 많은 녹회색의 관절액으로 덮여 있었다고 하
다. 조직학적 소견상 괴사 조직, 혈관염 및 검게 착색

된 입자성 물질들이 조직구 안에 많이 있는 것이 확인되
었다. 모든 증상들은 세라믹-세라믹 인공고관절 재치환
술 후 개선되었다. 저자는 금속증에 관하여 아직 잘 밝혀
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 다. 금속- 금속 관절면 후 서혜
부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들의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할 사
항이라고 하 다.

Simon Jameson6 (스톡톤, 국)는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 수술 후 기능과 삽입물 크기 및 비구컵 위
치의 중요성을 보고하 다.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치환
술시 올바른 위치는, 기존의 보고, 마모 분석과 실험 연
구에 근거를 두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 다. 아직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치환술의 최적의 컵위치는 확립
되어 있지 않다. 고관절 표면치환술에서 실패율을 줄이
고 금속 이온 농도를 줄이기 위한 "안전 역"을 찾아야
한다. 일련의 200 고관절 표면치환술 수술 후 1년후 조
사를 하 다. EBRA 를 사용하여 컵 경사도 및 전염각을
측정 하 다. 전염각이 20도 이상인 경우 그 미만인 경
우 보다 해리스 고관절 점수가 현저히 낮았다. 해리스 고
관절 점수 90점이하 환자의 96%가 컵이 잘 못 위치 되
어있었다. 수술 전의 경사각으로 복원하고, 컵의 전염을
20도 이하로 위치시키고, 큰 대퇴골두를 사용 하는 것이
조기의 임상적 결과를 향상시킨다고 결론지었다.



마모 편: 생물학적 반응
William J. Maloney8 (스탠포드, 미국)는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후 이물반응에 대하여 논의 하 다. 외부 물질의 마모 편이 삽

입물 주변 골에 주는 향은 입자의 부하, 삽입물과 골사이의

계면과 삽입물 주변 골에 접근하는 입자, 그리고 마모 편에 대

한 생물학적 반응이라고 지적하 다. 폴리에틸렌의 용적 마모와

골용해 사이의 상관 관계는 이미 임상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다른 종류의 금속-금속 관절면(과민성 반응) 에서도 우려가 있

다. 심각성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하 다.

Maloney는 인공고관절 전치환술후 삽입물의 장기간 생존율은

마모편 발생을 제한 시키고 삽입물 주변 골로의 접근을 차단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는“최신의 삽입물 디

자인과 관절면은 골용해의 문제와 삽입물의 장기적인 실패율에

큰 향을 주어 왔다”고 한다.  

본 팜플렛은 www.boneandjointdecade.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하다.

"인터넷은 훌륭한 것이지만, 우리 의사들에게는 문제

를 제공하고 있다". David S. Hungerford가 2008

년 12월 10-13일 미국 올란도에서 개최된 Current

Concepts in Joint Replacement Annual Winter

Meeting에서 한 말이다. 그는 2003년 출간된 자료

에서 밝힌 1,050명의 조사 된 미국 의사 중 85%가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상담하러 오는 환자

를 경험을 하 다는 것을 인용 하 다. Hungerford

는 38%의 의사들이 잘못되고 부정확하고, 관계가

없는 정보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방문 효

율이 떨어진다고 말한 점을 지적 하 다. 이는 환

자-의사 사이 관계를 나쁘게 하고 있다. 그는 또한

2007년에 출간 된 소비자에게 직접 광고하는 데서

오는 향을 인용 하 다. 대답하는 의사 74%는 인

터넷이 환자 관계에 나쁜 향을 주고 있다 하며,

77%는 환자들이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

들고 있다고 말하 다. Hungerford는 환자들은 인

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지만 이해하지는 못한

다고 결론지었다. 해결책은 인터넷 상에서 실행 가

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잘못된 정보와 싸워야 한다

는 것이다. 환자들에게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출간

된 자료를 제공하여 그들이 의사와 상담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다. 이러한 정보는 모든 고관절 환자들에

게 유용하다. Bone and Joint Decade

Network에서 '관절염에도 불구하고:  인

공관절 치환술의 최신기술로 다시 활발

하게 살자’라는 제목의 환자용 팜플렛

을 만들었다. 팜플렛은 관절병의 이해

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의 입장에서 관절 치환술의 중요

양상들을 다루고 있다.

있어서, 결과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하 다
Hamadouche는 고관절 시뮬레이터 및 조기 임상 연구
에서 기존의 폴리에틸렌에 비하여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
틸렌의 낮은 마모율을 보고 하 다. 고도 교차결합 폴리
에틸렌은 젊고 활동적 환자에 효과적 일 수 있다. 그러
나 일부 연구에서 교차결합은 물질의 기계적 특성에 좋
지않은 향을 주어 실패(림 골절, 표면 손상 등)의 원인
이 될 수 있다.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삽입물의 림
을 따라 파손된 증례 발표에 따르면 삽입물의 방향이 나
쁘거나 얇은 폴리에틸렌 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하
다. Hamadouche는 낮은 마모율이 골용해의 빈도를 줄
일 수 있을 지를 알기 위하여서는 더 많은 예를 장기간
추시 한 연구결과가 필요하다고 하 다.

인터넷이환자에게
잘못된정보를주고있다 :

혼선의 관리

1 Oonishi H et al. Clinical results of total hip prostheses with
alumina ceramic head combined with UHMWPE socket for
19-21 years by radiographical study. Abstract 19755,
SICOT 2008

2 Hernigou P et al. Ceramic-ceramic versus ceramic-
polyethylene bearing on the contralateral hip: A 20-years 
study of 21 patients with osteonecrosis. Abstract 19040, 
SICOT 2008

3 Sedel L. All alumina bearings THR in patients under 50.
Abstract 19041, SICOT 2008

4 Wong WK et al. Primary total hip arthroplasty with metalon-
metal articulation. Abstract 17669 SICOT

5 Langton D et al. A patient with metallosis following metal on
metal hip resurfacing: Metal ion levels, histology and explant
analysis. Poster 18371, SICOT 2008

6 Jameson S et al. Functional outcome following hip resurfacing:
The importance of component size and acetabular orientation.
Abstract 18404, SICOT 2008

7 Hamadouche M. Is polyethylene still a solution in young
patients- Abstract 19049, SICOT 2008

8 Maloney WJ. Foreign body reaction after total hip arthroplasty.
Abstract 19057, SICO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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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계속)

금속-금속 관절면 고관절 표면치환술
Hena Ziaee1 (버밍험, 국)는 26명의 남성 환자의 금
속-금속 관절면 고관절 표면치환술 수술 후 소변 및 혈
액 내 코발트 와 크롬 수치에 대한 6년간의 연구 결과에
관한 첫 발표를 하 다. 수술 시 평균 연령은 52.9세 이
었다. 22명 환자의 결과가 발표 되었다. 소변과 혈액 샘
플을 고관절 표면치환술 수술 전 및 수술 후 추시 간격
에 따라서 채취하 다. 고해상도 혈장 질량 분광기
(High-Resolution Inductively-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를 사용하여 샘플들을 분석하
다. 6년에 소변내 크롬 및 코발트 농도는 각 3.8 and 8
μg/l 이었으며, 혈액 내 농도는 1.1 and 1.1 μg/l 이었다.
소변 및 혈액 내 농도는 모두 수술 후 1년 까지 통계적
으로 의미있게 초기에 증가하 고, 이후 5년동안은 감소
하는 경향이었다. 혈액 내 코발트 농도 감소는 통계적으
로 의미있지 않았다. 4년째 및 6년째의 크롬 농도는 1년
째 보다 현저히 낮았다. Ziaee는 금속-금속 관절면 관
절 치환술 후 금속 노출이 증가된 것이 우려되며 장기적
으로 추적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하 다.

David J. Langton 외 2 (뉴캐슬, 국)는 금속-금속 고
관절 표면치환술 76명의 환자로부터 술후 1년에 혈액
내 금속 이온 농도를 측정하 다. EBRA를 이용 컵 경
사도 및 전염각을 수술 후 방사선 사진으로부터 측정하
다. 평균 전체 혈액 내 크롬 및 코발트 수치는 가장

작은 삽입물 을 사용한 환자들에서 가장 큰 삽입물을 사
용한 환자들 보다 높았다. 작은 대퇴 골두군의 이온 농
도는 비구컵 경사도 및 전염각과 의미있게 관련이 있었
다. 컵이 정확하게 위치된 환자에서 크롬 및 코발트 농
도는 3.7 μg/l and 1.8 μg/l로, 컵이 잘못 위치된 경우
9.1 μg/l and 17.5 μg/l와 비교하여 낮았다. 금속 이온
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비구컵 위치가 정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Langton 등 3 는 큰 금속-금속 관절면으로 관절 수술
받은 환자들의 조기의 무균성 해리에 관하여 임상 및 조
직학적 소견들을 발표하 다. 350례의 고관절 표면치환
술 인공관절 수술 중 6례의 여성 환자는 무균성 해리로
재치환 하 다. 이들의 실패 원인은 컵의 잘못된 위치와
높은 혈액 금속 이온 수치때문 이었다. 환자들은 서혜부
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 다. 삽입물을 둘러 싸고 있는
무균성이지만 높은 점성을 보이는 많은 양의 녹색 액체
와 가관절낭의 육안적인 부종이관찰되었다. 인공 삽입물
주위 조직의 조직학적 검사상 ALVAL(무균성 림프구 우
위 혈관염 관련 병변)/금속증의 소견이 일정하게 관찰
되었다. 액체에는 많은 수의 염증성 세포들이 있었다. 세
라믹-세라믹 인공고관절 재치환술후 환자들의 증상은
개선 되었다. 금속-금속 관절로 재치환술 한 경우는 증
상이 개선되지 못하 다.    

Mohamed El-Meligy 외 4 (리버풀, 국)는 해부학적
크기의 금속-금속 관절면을 사용하여 무시멘트형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수술 받은 101명의 남성 환자 및 89명
의 여성 환자에 대하여 연구하 다. 평균 나이는 62
(20-89)세이다. 28% 환자가 서혜부 통증이 있었고 수
술 후 3년째 강직이 증가하 다. 증상이 있었던 환자의
12.5%의 환자들에서 삼출액이 있었다. 11 환자는 금속
알러지의 조직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관절액 내의
크롬 및 코발트 농도는 매우 높았다. 조직학상으로 독성
의 징후가 있었다. 금속 관절면의 사용에 관하여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1 Ziaee H et al. Six-year results of prospective cobalt and
chromium monitoring in patients with a modern hip resurfacing
arthroplasty. Abstract, BOA 2008

2 Langton D et al. Reducing exposure to metal ions following
hip resurfacing: the importance of acetabular orientation.
Abstract, BOA 2008

3 Langton D et al. Early aseptic failure of large metal-on-metal
hip arthroplasty - Is metal sensitivity a consequence of
excess wear? Abstract, BOA 2008

4 El-Meligy M et al. Uncemented total hip arthroplasty using
anatomic-sized metal on metal bearings. Abstract, BOA
2008

CoC: Ceramic on Ceramic / CoP: Ceramic on Polyethylene /

DDH: Developmental Dysplasia of the Hip / EBRA: Singleimage

radiographic analysis / MoM: Metal on Metal / MoP: Metal on

Polyethylene / HHS: Harris Hip Score / HR: Hip Resurfacing /

THA: Total Hip Arthroplasty / XPE: crosslinked polyethylene



2008년 10월 22-25일, 독일, 베를린

CeramTec 내부

Jozef Zustin1 (함부르크, 독일)는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치환술 후 과민성-유발 고
관절 통증과 비골절 실패에 대하여 보고하 다. 실패한 시멘트형 금속-금속 표면치환
술의 157 대퇴 골두 샘플들을 조직학적으로 분석하 다. 조직학적 검사에서 골-삽입물
접촉면 아래 골 속으로 광범위하게 림프구 침윤된 경우가 10례 (6.6%) 있었다. Zustin
는 이 발견은 최근 보고과 같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고관절 통증 및 시멘트형 금속-금
속 관절에서 금속증이-유발시키는 무균성 해리는 시멘트 혹은 금속에 대한 과민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 다.

10월에 있었던 베를린 총회에서, German Association for Orthopaedics and Orthopaedic
Surgery (DGOOC)에서 수여하는 Heinz Mittelmeier 연구 학술상은“Advanced
nanocomposite materials for orthopaedic applications. A long-term in vitro wear
study of zirconia-toughened alumina”.3 의 발표를 한 Saverio Affattato (볼로그나, 이탈리
아)에게 수여 되었다. CeramTec에서 상금 (5000 유로) 을 제공하 다. 아래 사진은 Saverio
Affattato(우측) 및 Fritz Niethard(학회 총무)이다.

좀 더 자세한 심포지엄 정보, 연설자 등에 대한
자료 및 참가 신청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속 가능합니다.
www.biolox-symposium.com

Daniel Neumann2 (짤쯔부르크, 오스트리아)는 99명의 환자 100례의 금속-금속 인
공고관절 전치환술 후에 속발하는 금속증 발생에 대하여 보고 하 다. 본 전향적 연구
는 최소 10년 이상 추시되었다.  6례의 재치환술이 무균성 해리, 기계적인 삽입물 실
패, 또는 삽입물 주변 골절로 인하여 시행되었다. 조직학적 소견상 금속증, 광범위한
림프구 및 혈장 세포의 침윤이 관찰되었다. 무균성 해리를 실패의 기준으로 할 경우,
스템은 98% 컵은 96% 생존율을 보 다. 시멘트 금속-금속 관절면에서 금속증과 관
련된 무균성 해리는 금속 또는 시멘트에 대한 과민성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
다.

2009년 9월 4-5일 스코틀랜드 수도 Edinburgh에

서 제 13차 BIOLOXⓇ 심포지엄이 개최 예정이며,

Charing Cross Hospital의 컨설턴트 정형외과 의사

이며 런던의 Imperial College 정형외과 교수인

Justin Cobb 교수가 회장을 맡게 됩니다 (인터뷰,

page 1-2). 대체 관절면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라

믹의 최신의 임상 결과 및 경험들이 주제로 발표 됩

니다. 무균성 해리가 아직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후 주

된 합병증이므로 이와 관련된 고관절 치환술에서의

관절면 사용에 관한 것이 심포지엄의 초점이 될 것입

니다. 임상적 그리고 과학 단체의 모든 전문가들의

Edinburgh에서 개최되는 행사 참석을 환 합니다.

The BIOLOXⓇ Award UK 2009 상이 국적 및 거주

지에 관계없이 의사 혹은 35세 이하의 엔지니어 및

과학자에게 수여 됩니다. 우승자는 과학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우승자에게는 심포지엄 기간 중 GBP

2000 상금이 수여 됩니다.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시

세라믹 관절면 사용'과 관련 연구 및 개발에 공헌이

있는 과학 논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논문, 박사 과

정 논문, 학술 논문 등 이미 출판 된 것도 가능합니

다. 이미 다른 상을 수상한 논문은 BIOLOXⓇ Award

에 제외됩니다. 기고 기한은 2009년 6월 15일 이전

입니다. 문으로 5부 아래주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스코틀랜드가부른다
BIOLOXⓇ Symposium 

BIOLOXⓇ Award in Edinburgh

1 Zustin J et al. Intraosseous lymphocytic infiltrates underneath the cemented resurfacing
metal-on-metal arthroplasty suggestive of hypersensitivity reaction: A study of 157
retrieval femoral head specimen. Poster 13?802, DKOU, 2008

2 Neumann D et al. Metallose nach implantation einer Metall-Metall-Gleitpaarung in der
Huftendoprothetik - eine prospektive Studie mit einem Nachuntersuchungszeitraum
von mindestens 10 Jahren. Abstract WI4060, DKOU, Berlin 2008

3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Part B: Applied Biomaterials. See also: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Volume 78B Issue 1, Pages 76-82, Published Online:
16 Nov 2005, Copyrightⓒ 2008 Wiley Periodicals, Inc., A Wiley Company



최신지견

국에서의 인공 관절면에
관한 지원

Steve French는 2008년 9월 CeramTec에 합류하기
전, 국의 주요 정형외과 기구회사들에서 판매, 마케팅
등 임무를 하여왔었다. 이제 그는 CeramTec과 함께
국 및 아일랜드 지역의 생산 관리자로 새로운 역할의

도전에 들떠 있다. '과거 수년간 관절치환술 관련 과학
적 토론의 대상은 계속 변화해 왔지만, 지금 가장 중요
한 것은 관절면과 관련된 것 입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이 점들은 2008 BOA Congress에서 활발하게 논의
되었으며, 양측이 단단한 관절면 관련 주제를 그렇게
크게 다룬 적은 없었습니다. 이 주제는 최근 Institution
of Mechanical Engineers 학회와 런던 소재 IMAX
극장에서 2009년 1월 23-24일 있었던 제 3회 Great
Debate 학회들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관절치
환술에 세라믹 삽입물이 국에서 사용되는 것은 다른
유럽 본토 보다는 아직 덜 하지만, National Joint
Registry의 최신 자료들을 보면 새로운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라믹으로 된 비구컵 삽입물 및 대퇴골두
사용 수는 점진적으로 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
실은 관절치환술을 받는 환자가 점차 젊어지고 마모와
관련된 무균성 해리와 골용해에 관한 인식이 커져 가고
있음을 반 하는 것입니다."라고 French는 결론 지었
다. 그의 중요한 업무는 세라믹을 사용하는 삽입물 기
구회사들을 지원하여 주는 것이며 정형 외과 관련 단체
와 긴 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 저는 삽입물 판
매 담당자들과 병원 직원들을 새롭게 그리고 다른 수준
에서 지원하고 교육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궁
극적인 목적은 의사들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주고 관절
면과 세라믹의 최신 기술의 일선에 나란히 설 수 있도
록 하는 것입니다”.

출판사 :
CeramTec AG
Medical Products Division
Fabrikstr. 23-29
D-73207 Plochingen, Germany
Phone: +49 / 7153 / 6 11-828
Fax: +49 / 7153 / 6 11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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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iolo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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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49 / 7153 / 61 1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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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및 디자인:
LoopKomm Infomarketing
Terlaner Str. 8
D-79111 Freiburg i. Brsg.
Phone: +49 / 7634 / 55 19 46
Fax: +49 / 7634 / 55 19 47
mail@loopkomm.de
www.loopkomm.de

구성 및 도움:
Heinrich Wecker
Sylvia Usbeck
Flororence Petkow

CeramTec Services

August 5-7
AOA(Australian Orthopaedic Association) - COE 
(Continuing Orthopaedic Education) Brisbane, Australia

August 6-8
The Third China International Congress & 
Exhibition of Orthopaedics(CICO) Beijing, China

September 3-6
APAS (11th Asia-Pacific Arthroplasty Society Annual
Meeting) Xi'an, China

September 3-5
XII Congresso Brasileiro de Quadril
Gramado - Rio Grande do Sul , Brasil

September 4-5
The 13th International BIOLOXⓇ Symposium
Edinburgh, Scotland

September 8-10
Medtec
Shanghai, China

September 16-18
4th International Meeting UHMWPE for Arthroplasty
Torino, Italy

September 23-25
SECOT
Barcelona, Spain

September 23-25
BOA (British Orthopaedic Association)
Birmingham, UK

October 6-9
Harvard Course
Boston, USA

October 11-15
AOA 69th Annual Scientific Meeting
Cairns, Australia

October 16-17
27th EFORT Advanced Instructional Course - Hip 
Milano, Italy

October 15-17
제53차 추계 KOA 학술대회
대한민국, 서울

September 18-19
106°Congresso Nazionale della Societ  Piemontese Ligure 
Lombarda di Ortopedia e Traumatologia (S.P.L.L.O.T.) 
Bergamo, Ita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