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 관절면 (bearing surface)
크기와수술기법

Koen de Smet 박사는 세라믹-세라믹 관절
면을 이용한 새로운 인공 고관절에 관한 전향
적 임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이 새로운
인공관절의 특성은 인공 관절면을 미리 조립한
일체형 비구컵이다. 그는 지금까지 고관절
표면 치환술을 3000예 이상 시행한 경험이
있는 고관절 표면 치환술에 관하여는 세계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정형외과 의사 중 한 명이다.
벨기에 Gent시의 Anca 메디컬센터와 이탈리
아 로마의 Anca 클리닉의 원장으로써 de
Smet 박사는 고관절 치환술에 관하여 집중하
고 있다.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수술 중 요인이
결과에 미치는 향

최근 보고들에서 고관절 표면 치환술의 빈도가 감
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식적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은 이상적인 위치로부터 작
은 편차를 허용합니다. 반면에 고관절 표면 치환술의 경
우에는 아주 작은 위치의 편차조차도 실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회에서 5%~10%의 실패율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많은 술 자들처럼 그런 결
과들을 얻었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 방법을 즉시 중
단하 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규모의 메디컬 센터에서는 이런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고관절 표면 치환술을 시행해온 11년 동안 단지 34
예의 재치환술을 시행하 으며 이는 1.1%에 불과한 것입
니다. 최근에 비엔나에서 열린 EFFORT 학회에서 인공
고관절 치환술이 특성화된 센터에서 종사하는 의료진들

에 의해 발표된 보고 역시 젊은 남성 환자들의 골관절염에서 매우 좋은 결과들을 보이
고 있습니다. 고관절 표면 치환술은 고식적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뿐만 아니라 표면
치환술시 기구의 사용경험이 풍부한 의사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표면 치환술
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높은 실패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금속 삽입물로부터 발생한 금속 입자에 대한 알러지 반응에 관하여 아직 명확하게 밝혀
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는 별도로, 인공 삽입물의 부적절한 위치와 디자인
문제가 실패와 연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디자인과 관련하여서는 여성 들에서 삽
입되는 작은 사이즈가 문제가 됩니다. 또 적응증은 술자의 경험과 술기와도 분명히 관련
이 있습니다.

금속 이온과 관련된 논문들에서 논쟁에 관한 의견을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관절의 표면 치환술 그 자체 보다 금속-금속 관절면과 관련되
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인공 삽입물이 잘못 위치되어 마모 입자들
이 과도하게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큰 사이즈의 금속-금속 관절면을 사용하
는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경우에도 앞으로 더 자주 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
하면 고관절 표면 치환술이 도입된 이후 큰 직경의 관절면을 사용하게 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고관절 표면 치환술 시행 시 금속-금속 관절면을 사용하지만 인공 고관절 전치
환술에서는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제가 1995년 Ghent 대학 병원에서 인공 고관절 치환술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과

AAOS: 인공 고관절 치환술의 경향 젊은 환자를 위한 소재 웹을 통한 무료 의학 관련 자료



인터뷰(계속)

거에는 22mm 금속 골두를 사용하 지만 28mm 또는 32mm 금속 골두를 사용하게 되
며 폴리에틸렌 라이너가 얇은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은 많은 젊은 환자들을 보
았습니다. 이러한 관절면의 사용은 당시 10년 동안 미국의 제조회사 들의 판매로 인한
결과이었습니다. 이처럼 얇은 라이너는 10년 내에 심하게 마모되어 심한 골용해를 유발
시켰습니다. (Fig. 1). 이것이 제가 대체 관절면을 사용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1996년
부터 금속-금속 관절면을 사용하기 시작하 고 1997년 이후부터는 세라믹-세라믹 관절
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관절 표면 치환술의 경우에는 대퇴부 골을 보존 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재치환술시 다양한 방법들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금속-금속 관절면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최근 들어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은 더 큰 직경의 골두를 제공하
고 있어 더욱 흥미롭습니다.

당신의 환자들에서 탈구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을 이용한 1차 인공관절 전치환술에서 지난 5년 동안 1예의 탈구
가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수술의 이유는 가능한 큰 직경의 골두의 사용이 가능한 우수
한 인공 삽입물, 가능한 연부조직의 손상을 적게 하는 최소 침습술과 같은 좋은 수술
기법과 많은 경험 등입니다.

당신은 어떤 수술 기법을 사용합니까? 

후외방 도달법을 사용합니다. 삽입물을 정확하게 위치시키기 위하여 큰 절개를 하지만
관절막을 보호하고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절막을 제거하면 1차 수술 후 초기
안정성이 감소합니다. 관절막을 재건하면 안정성을 얻을 수 있으며, 환자도 더 좋은 느
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신경학적 고유수용감각이 아니라 역학적 고유수용감각에 기
인 하는 것입니다. 1995년에 제가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시작할 때 안정성을 더 좋게하
기 위하여 다리 길이를 길게 한적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방법은 후방 도달법을
이용한 일반적인 관절 치환술에서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관절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하지 길이를 정확하게 복원하기 위한 적절한 요인으로는 골두와 비구컵 사이의 증가된
직경 비율, 정확한 삽입물의 위치(해부학적 오프세트의 복구)와 관절막의 재건이 중요합
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환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재원기간도 3~4일 줄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오늘날 가능한 더 오래도록 활동적인 삶을 위하기를 바라고 이
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히 높은 질적인 결과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의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비구컵에 세라믹 라이너가 미리 장착되어 있는 일체형입니다. 이것은 수술중 컵과 라이
너의 조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컵들은 32mm~48mm의 큰 골두 직경에 맞게 제
작되어 있습니다. 컵의 외경은 골두보다 10mm~12mm정도만 큽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32mm/42mm 또는 48mm/58mm 조합도 가능합니
다. 그리고 48mm 골두의 경우 66mm 외경을 갖는 컵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컵의 형태는 표면 치환술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티타늄을 이용하는 점으로 표
면 치환술에 사용되는 코발트-크로미움 합금보다 더 나은
골내성장을 보입니다. 

첫 표면 치환술 900예 (2003년 까지) 

이후 표면 치환술 (2100예) (2003-2008) 

일차 금속 또는 세라믹-폴리에틸렌 전측방도달법 (978예)

2004년 까지 후방도달법 재치환술 (141예) 

2004년 까지 전방도달법 재치환술 (159예)

후방도달법 재치환술 전예 (357예) 

전측방도달법 재치환술 전예 (228예) 

2004년 까지큰 금속- 금속 골두 (38-58mm) (45예) 

일차 세라믹-세라믹 BIOLOXⓇforte 28mm head 
후방도달법 (406예) 

첫 세라믹-세라믹 BIOLOXⓇdelta 28-40mm 
골두후방도달법 (228예)

5,800예의 인공고관절전치환술에서 탈구율 Anca Clinic, K. A. De   Smet (1995-2008) 

48mm의 관절면이 필요합니까?

저의 동료 중 일부는 더 큰 골두는 연부조직의 충돌의 위
험을 일으켜 더 나은 운동범위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36mm 골두면 충분하다고 주장하 습니다. 저는 이 의견
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와 비슷하도
록 가능한 가장 큰 직경의 골두를 사용합니다. 아직
36mm 이상의 직경에 관한 더 나은 임상적 결과가 입증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더 큰 직경의 골두가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일 것을 확신합니다. 이처럼 큰 관절면은 더 나
은 안정성과 하중 분포 그리고 더 자연스러운 생체역학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직경이커질수록마모율도증가하지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높은 경도의 관절면으로 해
결 되었습니다. 1997년부터 제가 시행하 던 세라믹-세
라믹 관절면800예 중 심각한 마모도 발생한 예는 한예도
없었습니다. 

수술중고려해야할다른특별한사항이있습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는 올바른 수련과정을 거친 후
가능한 많은 경험을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공삽입물의
정확한 위치선정이 항상 중요합니다. 압박고정 컵은 나사
못 없이 고정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하지 길이로 복원하
지 않은데 익숙한 이들에서는 더 큰 직경을 사용한 경우
에 과도하게 하지 연장이 발생하 습니다. 이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서는 표준적인 삽입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경험
이 많은 술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관절 낭의 재건

T자 모양 절개 전과 후의 고관절 낭

관절낭의 재건 전 후의 모습

47세 남자 환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후 발생한 이차성 골관절염 (좌)
40mm BIOLOXⓇdelta 골두를 이용한 무시멘트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우)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BIOLOX 세라믹으로 제조된 5만 번째 삽입물을 배

달하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관절면에서 세라믹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우리 기관에

서 일하는 연구자, 개발과 생산 엔지니어들을 비롯하

여 피고용자들에게 많은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질적인 우수성은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보면 당신이 달성한 결과의 질도

각 단계의 질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신 의학과 특히 수술 역에서 분명합니다. 인류의

치료방법을 확립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

은 산업 분야에서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외과의사는 이 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식지를 발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미국정형외과학회의 보

고들은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에서 마모에 관련되는

요인들이 인공 고관절 치환술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

한지를 알려 줍니다. Koen de Smet박사와의 인터

뷰는 많은 경험과 수술적 술기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Klaus-Peter Gunther교수 의료 주위의 요소들의

중요성에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에서

집중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환자에게 제

공했던 것보다 새롭고 향상된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

습니다. CeramTec은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Heinrich Wecker



고관절치환술의
결과와경향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었던 제76차 미국정형외과학회 정기 학술대회는 전세계적
으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이다. 33000명의 전문가가 참석했고 그 중 15402명
은 의사 다. 500개가 넘는 기술전시가 있었으며 675편의 논문과 교육강좌가
196회 제공되었고 33회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중에서 가장 논쟁이 되었던
토픽은 고관절 표면 치환술과 큰 직경의 관절, 인공 삽입물의 신뢰도와 수명, 대
체 관절면, 관절면의 마모와 관련된 문제들 등이었다. CeraNews는 마모와 관
련된 최근의 발표와 토론 된 내용을 정리 하여 보고자 한다.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었던 미국정형외과학회(AAOS) 정기 학술대회의 요약

고관절표면치환술
Andrew Shimmin(호주)은 고관절 표면 치환술 결과에
수술 양의 향에 대하여 발표하 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 선택, 술술 술기, 인공삽입물 디자인, 수술
횟수와 경험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고 보고하 다. 호주에
서는 한 해에 200개 병원에서 9000예의 고관절 표면 치
환술(HRA)이 시행된다. 이들 병원 중 75%(소형규모의 병
원)는 연간 30예 미만의 인공 고관절 표면 치환술을 시행
하는 반면 전체 수술건수 중 64%가 16개의 병원(대형 규
모의 병원)에서 시행되었다. Shimmin은 소규모의 병원에
서 재치환술을 시행하는 비율이 6%인 반면 년간 100예
이상의 수술을 시행하는 대형 병원에서는 2.7% 정도로
발생하 다고 보고하 다. 이와 유사한 보고가 T.
Aulakh(UK) 에 의해서도 보고된바 있다. 그는 10여 년간
의 연구 보고에서 고관절 표면 치환술후 재치환술 시행
비율은 수술 건수와 높은 연관 관계가 있다고 하 다. 

큰대퇴골두직경
O. Holubowycz(호주)는 큰 대퇴골두 크기에 대한 무작
위적 비교를 보고하 다. 이 연구는 인공 고관절 전치환
술과 재치환술에서 수술 1년 후에 36mm와 28mm 직경
의 금속 대퇴골두의 탈구 발생율을 비교하 다. 결과에
따르면 36mm 대퇴골두에서 탈구 발생율이 감소하 다.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 1년 후에 36mm의 경우 탈

G. Grammatopoulus( 국)는 표면 치환술의 재치환술
로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결과가 일차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보다 좋지 않음을 보고하 다. 고관철 표면 치
환술 후에 가성 종양 조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회색 및
황색을 띠고 있었으며 조직의 평면을 통해 퍼져 나가고
일부는 파괴적이었다. 미생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가성
종양이 발견된 군의 50%에서 재치환술 후에 여러 부작
용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3예의 신경손상, 2예의 해리, 3
예의 탈구 다. 재치환술 후 다시 재치환술이 시행된 경
우는 38% 다. Oxford 고관절 점수와 UCLA 고관절 점
수는 재치환술 후에서 정상군보다 의미 있게 낮은 수치
를 보 다. 어떤 경우에서는 고관절 점수 결과가 수술 전
과 비슷하 다.

M. Lavigne(캐나다)은 각각 24예의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과 고관절 표면 치환술 에서 보행 상태를 포함한 임상 결

과에 대한 비교 연구를 보고하 다. 이 연구에서 추시 기간
에 걸쳐 환자들은 보행속도, 근육긴장도, 정적서기 검사
(quiet standing test), WOMAC 점수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계단 빨리 오르기(fast stair climbing test)
에서는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환자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인 반면 멀리 내딛기(far reach test)에서는 고관절 표면
치환술이 더 우수하 다. 고관절 표면치환술의 결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더 젊고 활동적인 환자가 선택될 수록,
더 큰 대퇴골두 직경일수록 더 좋은 결과를 보 다. 보통
큰 대퇴골두 직경의 고관절 표면 치환술은 28mm 금속-금
속 인공 고관절 치환술과 비교된다. Lavigne 에 의한 연구
에 따르면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 비하여 고관절 표면 치
환술에서실질적인장점은없었다. 평균 25년간의 생존율에
서 좋은 성적을 보이는 현대의 무시멘트 주대의 임상 결과
를 고려해 볼 때 골의 보존이 더 이상 주된 관심사가 될 수
없는것으로보인다. 



인공삽입물의신뢰도와수명
Stuart B. Goodman은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현대
적인 관절면의 생존율에 관한 보고를 하 다. 현대의 인
공 고관절 관절면의 생존율은 85-90%에서 15-20년 정
도이며 이는 기존의 관절면 보다 더 낫다고 하 다. 금
속-폴리에틸렌 관절면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관절면은 기존의 UHMWPE과 비교해 볼 때
50%의 마모율 감소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교차결합 폴
리에틸렌의 마모 입자들은 더 작고 생물학적 반응이 더
높다. 금속-금속 관절면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좋은 생존
율을 보여주는데 L. Dorr는 11년간 100%까지 보고하
다. 그러나 금속-금속 관절면의 주된 관심사도 마모 입자
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생물학적인 향에
대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는 없다. 금속-금속 관절면의 마
모 입자의 수는 폴리에틸렌의 마모 입자 보다 10에서
1000배 정도로 더 많다. 이에 더하여 혈액 내 이온 수치
가 증가하 고, 가성 종양이 발생하 다. 또한 피로 파손
이 진행된 예에서는 변연부 골절이 발생하기도 하 다.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우수하 다.
이후로는,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의 소음발생, 파손, 재치
환술시 소재에 대한 제한점 등에 관하여 논의 되었다. 

대체관절면
Oxford 결과(윗 참조, G. Grammatopoulos)에 기초
하여 금속이온과 그 향이 집중적으로 토론되었다. 15%
의 여성 환자에서 가성 종양이 발생하 는데 이에 대한
재치환술은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보 다. 이러한 현상
에 대하여W. Maloney(미국)는 새로운 법적 소송의 문제
가 될 수 있다고 경고 하 다. 그러므로 술자는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환자가 잘 인지 하도록 주의 깊게 설명하
여야 한다. 

J. D'Antonio(미국)는 금속-금속 관절면의 실질적인 장
점에 대하여 질문하 다. 그는 금속-금속 관절면에 관하
여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다고 강조하며 금속-금속
관절면의 가장 큰 장점은 큰 대퇴골두를 사용할 수 있다
는 점을 언급하 다. 그러나 그는 본인 연구의 임상적 결
과에서 36mm를 사용한 금속-폴리에틸렌 관절면에서 금
속-금속 관절면에서 보다 더 낮은 탈구 발생률을 보 다
고 하 다. 

소음의 발생률도 전반적으로 토론되었다. D'Antonio는

구 발생율은 0.8%, 28mm 의 경우 4.4% 다. 재치환술
후 36mm의 경우 4.9%, 28mm의 경우 11.1% 다.

P.Chavan(미국)는 요천추의 기형을 가진 환자에서 최적
의 비구컵 위치에 대해 언급하 는데 그는 컴퓨터 모델
로 28, 32, 36mm의 대퇴골두를 적용하 다. 운동 범위
는 고관절의 전방 및 후방충돌 일으키는 8가지의 움직임
을 시행함으로써 그 충돌 지점을 측정하여 결정하 다.
비구컵의 전염각이 감소하지 않는 한 28mm에서 36mm
까지 대퇴골두 직경의 증가는 43%의 충돌 감소와 기능
적 운동범위를 제공하 다. 

Bill Walter(호주) 는 약 20여년 간 시행 되었던 10,000
예의 고관절 치환술에서 세라믹 관절면의 마모 특성에
관하여 보고하 다. 세라믹 관절면에서 주요 논의점은 골
절, 소음, 줄무늬 (stripe) 마모, 그리고 정확한 비구 삽입
의 필요성 등이다. 대개 줄무늬 마모는 비구컵의 잘못된
위치된 발생하는데 외전각이 45도 이상이고 전염각이 15
도 미만 일 때 발생하 다. 일차 수술시 평균 마모량은
1.2mm 는데 대퇴골두의 0% 라이너의 0.1%에서 발생
하 으며 재치환술 시에는 2%에서 발생하 다. 이는 아
마도 세라믹 대퇴골두와 함께 금속 taper를 재사용 했기
때문일 것이다. 소음 발생은 환자 요소(젊은 나이, 큰 키,
과 체중), 수술적 요소(술기, 조직에 의한 충돌현상을 막
기 위해 골과 조직을 제거하는 것, 깨끗한 taper), 그리고
디자인 요소(낮은 고유진동수를 가진 얇은 두께의 삽입
물) 등에 의한 것이다. 



가능성 있는 원인과 기전에 대해 개략적으로 언급하
다. 특정 삽입물 에서 소음발생률이 왜 높은지를 밝히기
위하여 대부분의 삽입물에 대하여 조사되어 왔
다.D'Antonio는 다른 술자 들에서 소음 발생률이 본인의
경우보다 높은지 알 수 없었다고 언급하 다. 소음발생
으로 보고된 3000예 중 5환자에 대해서만 코호트 연구
가 시행되었으나 환자들 중 아무도 소음발생을 재현해
내지 못하 다.

S.Greenwald(USA)는 Rothman, Ranawat, Murphy
에 의해 보고된 결과에서 특정 비구컵의 구조가 높은 소
음 발생률에 기여한다고 생각하 다.

(계속)

고관절학회
C. Ranawat(미국)는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에 대해 술
후 5-7년간의 추시에서 좋은 임상적 결과를 보 다고
보고하 다. 그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BIOLOX의 강
화 기전을 설명하고 고관절 삽입물의 수명에서 삽입물
의 구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하 다. 

W. Hozack(미국)는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소음 발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개요를 설명하 는데, 소음은 모든
관절면에서 발생한다고 명백하게 언급하 다. 그는 세라
믹-세라믹 관절의 소음 발생은 주로 충돌현상에 의하며,
대개 삽입물의 잘못된 위치, 대퇴삽입물의 선택, 비구컵
삽입물의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하 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소음의 발생률은 얇은 titanium 스템
(8.7%)에서 보다 두꺼운 titanium 스템(0.7%)에서 더 낮
았다. 또한 소음 발생이 삽입물의 수명이나 마모에 향
을 끼친다는 증거는 없다고 하 다.

I. Learmonth(미국)는 금속-금속 고관절 전치환술 후에
증가된 금속 이온 수치의 생물학적 중요성을 요약하
다. 그는 마모입자와 관계된 질환의 긴 잠복기에 대해서
도 언급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 마모 입자는 가
성 종양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일련의 보고들에 의하면
그 발생률은 0.15%에서 20%까지 다양하 다.



편집자주:
여러 관절면의 장점과 단점에 관한 본 개요는 BIOLOXⓇdelta-on-BIOLOXⓇdelta와 같은 관절면이 현재는 사용되지 않
는 미국의 관점에서 정리된 것입니다.

젊은환자에서는어떤관절면이가장좋은가?

교육 강좌 및 연구 결과: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관절면의 선택

새로운관절면들이인공고관절전치환술에서변모된발전을대변한다. 
그러나각각의관절면은장단점이있다. 장단점에대한이해는환자에
따라적절한삽입물을선택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Daniel Berry,
Steven MacDonald, Peter Sharkey, Jay Lieberman(USA)의
교육강좌와John Fisher의연구가지침이된다.

관절면의 장단점에 관한 요약

교차결합 폴리에틸렌과

세라믹 대퇴골두

● 양호한 마모 특성

중 단기 임상결과 : 기존의

폴리에틸렌에 비하여 80-

90% 마모 감소 (John 

Fisher, UK 실험연구)

● Lipped 라이너 제조 가능

● 다양한 골두 크기 가능

● 마모: 경도의 관절면보다

낮지 않음, 젊은 환자에서

골용해를 발생 시키지 않을

만큼은 낮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있음.

● 마모 크기와 표면적이 활성

과관련

● 폴리에틸렌이 얇은 경우 골

절가능성

세라믹-세라믹 ● 저 마모

● 이온 (-)

● 충돌현상에민감

● 비구컵의위치에민감

● 골절위험

● 소음 (Paper AAOS 2009)

금속-금속 ● 저 마모

● 가장 큰 골두 사용가능

● 골절 (-)

● 체내금속이온증가, 

불확실한중요성

● 금속알러지

● 국소적임파구반응

(ALVAL)

● 소음(AAOS 말표논문

2009)

관절면 장점 단점

합리적인결정

A. 노인환자
활동성이낮은환자
금속-폴리에틸렌
● 탈구 방지를 위한 큰 골두
● 교차결합 vs. 기존의 폴리에틸렌

- 이온 위험 없슴
- 골절 위험 낮음
- 비용 적절함

B. 노인환자
활동성이높은환자
금속-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 이온 위험 없슴
● 골절 위험 낮음
● 비용 적절
● 저 마모

C. 가임기의젊고
활동적인여자환자
1. 세라믹-세라믹 또는 세라믹/금속-폴리에틸렌 고려
2. 금속-금속 사용금기

(태아에 대한 이온 향 가능성)

D. 젊고활동적인남자또는
비가임기의여자환자
금속/세라믹-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vs. 금속-금속 vs. 세라믹-세라믹
vs. 금속-폴리에틸렌
● 이온 위험 낮음
● 금속-금속 (가장 큰 골두 가능),

골절 위험 없슴
● 주의: 금속-금속 ALVAL 반응

여성에서 더 높음

E. 전신적신장질환또는금속에과민성을갖는
젊고활동적인환자
1. 세라믹-세라믹/ 금속-교차결합 폴리에틸렌 고려
2. 금속-금속 사용금기 (이온 위험)



인터뷰

인공고관절전치환술의임상적결과에서
환자-특정요인

Ceranews 최근 판에 고관절 전치환술 성공률에 향을 미치는 수
술술기와 삽입물에 관계된 요소에 대한 보고를 기술 한 바 있다. 
본 판에서는 환자에 관계된 요소로 관삼을 옮겨 보기로 하 다.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후 삶의 질이 현저히 개선
될 이라고 하 고 수많은 연구들이 이를 뒷바침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의 대부분이 선택적 환자 정보를 가지고 특정 의료 기관에
서 행해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치료 성공률에 대한 환자-
특정요인의 향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는 흔치 않다. 현재 Klaus-
Peter Gunther 교수가 이러한 관점에 대해 설명하는 연구자이다.
그는 Dresden 기술 대학에 있는 Carl Gustav Carus 의과 대학에
서 정형외과 과장이며 대학의 정형외과 클리닉의 책임자이며 현재
독일의 정형외과 학회장이다.

일반적으로 인공 관절 치환술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인공 관절 치환술은 매우 성공적이고 특히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환자들은 수술 후 대단히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고관절 통증과 기능에 대

해 0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부여 했을 때 평균적으로 수술 전 환자들은 40에서 60점

정도의 점수를 보이고 수술 후에는 85에서 95점 정도의 점수를 보입니다. 인공 고관절

삽입물은 환자들이 같은 연령층의 건강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기능적 수준에 효과적으로

도달하도록 해 줍니다. 이는 다른 의학분야에서 견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우수한 결

과를 보이며 장기적으로도 성공적입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결과가 좋지 않은 환자군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환자들이 좋은 결과를 보이므로 낮은 점수를 보이는 환자(80점이하)들을 간

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중히 검토하여 보면 모든 환자들의 10%에서

15%는 기대하 던 정도의 좋은 결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평균 이하의 결과를 보이게 하는 원인들 중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모든 환자의 3%는 수술 후 더 나빠진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의 5%에서

10%는 인공관절 치환술로 호전 되지 못하고 또 다른 몇 퍼센트의 환자들은 평균 이하

의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연구에 의하면 10%에서 15%의 환자들은 수술 후 의미있는 점수의 향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예들의 일부는 수술적 치료로 인한 합병증과 통증으로 설명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이런 맥락에서 혼합된 결과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 수술

후 감소되었으나, 기능이 충분히 돌아오지 않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통증이 소실되고 약간의 기능적 개선이 있다 할지

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평가 되었습니다. 평가자체

가 객관적으로 수집된 결과와 주관적 기대치를 연결시키

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주관적인 요인들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현재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로서는 이런 사실들을

평가하기에 불충분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기능적인 면보다

통증의소실에대해우선적으로고려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비록 통증을 감수 하더라도 좀 더 나은 육체적 활동성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취합되지 못하므로

Harris Hip Score같은 평가 방법들에서는 스스로 만족하

지 못하는 5~10%정도의 환자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입니

다. 평가에 이용되는 방법들이 모든 환자를 같은 하나의 틀

에서평가하게되어있습니다. 표로 만들어진점수들은환자

들의경험에서나오는중요한사항들을보여주지못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기능적 면과 통증 그리고 강직의 정도를

포함하는 WOMAC 점수법의 경우 5~10%의 환자들에서

수술후의 점수가 수술전의 점수 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정

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이 문제에 대해 언급된

보고가 거의 없지만 우리의 데이터가 이 문제 해결에 도움

을줄것입니다.

평가를 위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까?

여러 방법 중Osteoarthritis Research Society
International (OARSI)와 Outcome Measures in
Rheumatoid Arthritis Clinical Trials (OMERACT)가 인공



새로운 평가 방법은 어떤 방법이어야 합니까?

새로운 평가 방법은 환자의 다양한 측면을 잘 반 할 수 있

는 환자에 특정된 방법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숫자

로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학적 지표로 사용되기

에는 부적절합니다. 현재로서는 부족한 점에 대해 연구 하

는중으로아직좋은방법을확립하지는못하 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연구하고 있습니까?

Deutsche Arthrosehilfe (German Osteoarthritis
Assistance)의 도움으로 우리는 2005년에 Dresden Hip
Register를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일반적으
로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모든 환자들의 수술전과 수술 6개
월 후의 검진자료를 토대로 하 습니다. 이 검진은
WOMAC질문 문항과 다른 삶의 질에 대한 질문 문항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1500명의 환자들의
자료를가지고있습니다.

이러한 소견에 대한 임상적 반응을 소개한 적이 있
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최종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

한 데이터들은 중요한 향력을 갖는 요소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저의 견해로는 수술전동의서에

환자의 술 후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술 전 심리적

불안정에 대한 내용도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시 말해서 술 전 평균 이하의 WOMAC 지표가 술 후 평균

이상으로 호전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기대치가 높은

환자들에서 자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술 전 심리적 불안

정도가 높은 환자들에게 심리적 보조 방법으로 수술 성공에

도움이될수있도록하는연구로발전시키고자합니다.

Clinical paths가 환자의 임상 결과를 개선
시킵니까?

슬관절 인공관절 분야에서 기대보다 확연한 차이를 찾지는

못하 습니다. 이는 연구의 시작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시

작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호전이 가능한

paths에 대한추가적인개선방안에대한연구는없는상황

입니다.

술전 강화운동에 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술전 물리치료를 받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환자는 술 후

임상경과에 상당한 호전을 보입니다. 수술 전 근력 운동도

경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

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 등을 분리하여 연구하는 것이 불가

능한점이지적되기도합니다.  .

예비 평가 방법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직 연구 중에 있으므로 확실한 결론을 지을 수 는 없습
니다. 다른 한편으로 확실한 적응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
어 가족들과 함께 사는 사람보다 혼자 사는 사람에서 더
좋지 않는 기능과 삶의 질을 보이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서 더 나은 결과를 보입니다. 성별 요소는 보다 복잡해
보입니다. 여성에서 남성보다 수술 전, 후 결과에서 조금
더 좋지 않은 점수를 보입니다. 그리고 수술 전 후의 점
수 차이가 남성에서 더 커 남성에서는 절대 수치에 도달
하지 않아도 수술로 얻어지는 호전이 더 많을 수 있슴을
보여 주었습니다. 과체중 환자의 경우 부정적인 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 지만 단지 심한 비만과 극도로 체질
량 지수가 높은 경우에만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히 심리적 요인도 관찰 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에서 심리학은 어떤 역할을 합니
까?

최근 우리는 클리닉의 의학 심리학자들과 함께 심리학적

프로파일을 포함하여 고안한 방법으로 300명 정도의

소수의 인공고관절 치환술의 결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환자들의 결과 평가에 더 좋은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직 보고가 출간 되지는 않았지
만이분야에대해더많은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습니다. 

수술전 높은 불안도를 보 던 사람에서 기능 및 삶의 질

측면에서 수술 후 훨씬 낮은 점수를 관찰 할 수 있었습니

다. 반면 매우 긍정적인 사람 ? personality type D-은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후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여 주었

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환자의 개인적 특성에 주의를 기

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CeraNews는 이 주제를 추적하여 유용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판에 게재하겠습니다.   



과학

관절면의임상적비교.

폴리에틸렌 마모편은 삽입물 주위 조직을 손상 시킬 수 있으며, 고관
절 치환술에서 무균성 해리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이다.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에서 폴리에틸렌 라이너와 함께 사용된 세라믹과 금속 골두
를20여년간의 비교해본 결과가 최근 보고되었다. 세라믹-폴리에틸렌
관절면에서 마모편이 현저히 적었으며 그로 인해 낮은 재수술율을
보 다. 본 연구는 금속 골두와 골용해 및 재수술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다른 연구 결과를 확인 시켜주었다. 다른 오랜 기간의 연구
(20년 추시)에서도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은 세라믹-폴리에틸렌 관절
면에 비해 현저히 적은 마모편과 골용해 소견을 보여주었다.

세라믹-폴리에틸렌
vs. 금속-폴리에틸렌
Ihle(독일)등은 20여년 동안 생체실험결과, 세라믹-폴리
에틸렌 관절면이 금속-폴리에틸렌 관절면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마모 및 마모편의 발생율에 대하여 보
고하 다. 전향적 연구로서 80 명의 환자93 무시멘트형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대상으로 하 으며 평균나이는
52세 (28세-82세) 다. 32mm의 세라믹 골두(80예) 와
금속 골두(13예) 가 사용되었다. 57명의 환자(67고관절)
에서 수술 후 검사를 시행하 다. EBRA 방법을 사용하
여 55예들을 평가하 다. 평균 매년 마모율은 세라믹
골두군에서는 0.107mm 고, 금속 골두군에서는
0.190mm 다. 세라믹 골두군에 대한 재수술율은 현격
하게 금속 골두군46.2%에 비하여 13.8%로 낮게 보고되
었다.  

세라믹-세라믹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환자에서 실패의 발병기전은 잘
기술되어 있지않다. Savarino 등(이탈리아)은 알루미나
세라믹-세라믹 고관절 전치환술(28,32mm)을 시행 받은
30예의 환자들에 대해 정중 추시 기간 8년의 임상적, 방
사선학적, 진단검사학적, 조직병리학적 결과를 보고했다.
채취된 인공삽입물 주변 조직들과 마모도 분석하 다. 해
리는 잘못된 삽입 위치, 1차적 기계적 불안정성, 외상, 감
염 때문이었다. 저자들은 다양한 마모와 조직 대식세포
반응들이 있었으나 거대세포/파골세포의 활성화는 유도
되지 않았고 조직구 반응과 골용해 정도의 일치성도 발
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소견들
이 금속-폴리에틸렌 관절면과는 달리 마모편과 드물게
보이는 골용해가 세라믹-세라믹 인공관절의 해리와 실패
의 책임이 없다고 결로능ㄹ 내렸다.  무균성 실패의 예들
은 기계적 요인(변위, 외상, 1차적 기계적 불안정성)을 보
여주었다. 

금속-금속고관절표면치환술
Harvie ( 국) 등은 금속-금속 관절 표면 치환술 후 합병
증인 가성 종양 종괴로 인한 대퇴골 신경증 2예를 보고하
다. 이 연구에서 대퇴신경 마비의 발현은 금속-금속 고

관절 표면 치환술 시행 2년 후 발생하 다. 이것은 큰 가
성 종양 종괴를 통과하는 대퇴신경이 비틀리고 견인되기
때문이다. 55세 여자 환자는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
환술 시행 3년 뒤에 고관절 통증과 대퇴신경 마비를 보
다.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는 이상소견이 없었으나 CT

스캔에서 우측 장요근 내에 큰 고형 가성 종양 종괴가 보
다. 환자는 종괴를 절제하고 세라믹-세라믹 고관절 재

치환술을 시행 받고 통증 없이 거동이 가능하 다. 

2번째 예에서는 대퇴신경 생검 결과 신경조직병리학적

서의 마모는 유의하게 낮았는데, 대퇴골두의 평균 탈 중

심화는 선상으로 13μm(0.0-0.20μm), 총 용적 마모는 평

균 124mm(0-519mm) 다. 5개 인공삽입물에 대한 분석

(이 결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후 저자들은 골두와

컵의 연간 마모율 5μm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세라믹-세라믹의 골용해의

낮은 발생률이 다른 보고들의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기술하 다. 또한 골용해의 용적은 표준 방사선학적 검

사보다 CT 스캔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하 다.

세라믹-세라믹
vs. 세라믹-폴리에틸렌
Hernigou(프랑스) 등은 후향적으로 1981년에서 1985

년까지 시행한 시멘트를 이용한 양측의 인공 고관절 전

치환술 28명의 환자의 56고관절을 조사하 다. 55세보

다 젊은 환자들은 알루미나 세라믹-세라믹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 고, 56세부터 65세사이 환자들은

반대측에 알루미나 세라믹-폴리에틸렌 인공고관절 전치

환술을 시행하 다. 평균 수술 나이는 55세(33-61세)

다. 평균 추시 관찰기간은 20(20-25)년이었다. 알루미

나 골두는 32mm 다. 마모는 세라믹-세라믹에서 세라

믹 폴리에틸렌 보다 더 적었다. 세라믹-폴리에틸렌 고

관절에서 평균 선상 마모는 매년 0.05mm(0.03-

0.09mm) 으며, 총 용적 마모는 추시 기간 동안

1274mm(684-1984mm) 다. 세라믹-세라믹 고관절에

Hernigou P, Zilber S, Filippini P, Poignard A. Ceramic-Ceramic Bearing 
Decreases Osteolysis: A 20-year Study versus Ceramic-Polyethylene on
the Contralateral Hip. Clin Orthop Rel Res. Published online 13 March 2009

Savarino L, Baldini N, Ciapetti G, Pellacani A, Giunti A. Is wear
debris responsible for failure in alumina-on-alumina implants?
Acta Orthopaedica 2009; 80(2):162-167 



Hart( 국) 등은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을 시행
한 26명의 환자에게서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컵의 외전
각을 측정하 으며,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법을 사
용해 전혈 이온 수치를 측정하 다. 저자들은 금속-금속
고관절에서 생체 내 마모율의 실제 생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는 혈중 금속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법을 기술 하 다. 금속-금속 고관절에서 혈중 금속 이
온 수치를 측정한 결과, 50도 이상의 비구 외전각의 마
모율에 대한 향은 금속-폴리에틸렌 고관절에서 알려진
것과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견들은 마모율을
고려했을 때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에서 약간의
부적절한 위치에 대하여서도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저자들은 비구컵이 적절한 위치로 삽입된 경우
금속 수치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므로
저자들은 술자가 외전각에 대해 주의를 다 하여야 한다
고 하 다.

Peacock( 국) 등은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 후
대퇴부와 족관절 부위 부종과 더불어 운동 제한, 탈구,
말초 부종, 서혜부 동통을 일으키는 반응성 활액막염과
삼출액으로 합병 된 예를 보고했다. 통증은 수술 5개월
후 시작되었으며 7년간 지속되었다. 시멘트를 사용한 전
치환술로 변경 후 증상은 사라졌다. 환자에게서 450ml
의 체액이 배액 되었으며 반응성 활액막의 절제술을 시
행하 다. 회수된 표본의 조직학적 분석에서 치 한 림프
구 침윤을 보 다. 마모편의 증거는 없었다. 저자들은 삼
출액은 서브마이크론 금속 마모 입자들에 대한 면역 반
응의 추가적 발현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한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후 장기간 면역과 관련된 합병증이
현재까지 보고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
다.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 후 임상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일 경우라도 대퇴부 통증과 비특이적인 증상들
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하 다. 

Hart( 국)등은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 이후 설
명되지 않는 통증을 호소하는 26명의 환자들에게 삽입물
주위 연부 조직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속 인공 음 -교
정 (metal artefact-reduction) MRI와, 구성물의 위치
측정을 위한 3차원 CT,  전혈에서 코발트와 크로뮴 수치
측정을 위한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법
(inductively-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analysis)을 사용하 다. 9명의 남자 환자들의 평균 연령
은 52.3세(33-63), 17명의 여자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2세(38-70)이었다. 임상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결과3가
지를 발견했다. MRI 검사상 16예의 고관절(남자, 여자;
증상, 무증상)에서 삽입물 주위 병변이 발견되었으며, 이

Hart(UK) 등은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코발트와 크로뮴의 혈중 수치는 CD8+ T-림프구
감소증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CD19+(B-세
포) 수치의 감소도 보 다고 하 다.
저자들은 금속-금속(편측, 양측), 세라믹-세라믹, 금속-
폴리에틸렌 고관절 표면 치환술 시행받은 환자의 역학적,
임상적, 진단검사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추시
연구를 시행하 다. 총 164명의 환자들(남자 101명, 여자
63명) 중 106명은 금속-폴리에틸렌 고관절을, 58명은
비 금속-금속 고관절이었다. 65세 이하 고, 수술전 진
단은 골관절염 이었고, 기존의 면역학적 질환은 없었다.
T 림프구 감소증은 편측 금속-금속 고관절을 시행받은
13명의 환자들(15%)(CD8+ 림프구 감소증)과 11명의 환
자들(13%)(CD3 림프구 감소증)에서 있었다. 다른 대조군
과 비교해서 금속-금속 군에서는 CD8+ 림프구의 주요
한 차이가 있었다. (p-수치 0.024-0.046) 

저자들은 본 연구가 코발트와 크로뮴의 혈중 이온 수치
와 순환 림프구 수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발견한 첫 연구
라는 점을 강조하 다.

소견을 보 는데 기존에 보고된 적이 없는 것이었다. 살
아 있던 신경 조직은 완전히 파괴되어 이었으며 신경섬유
속은 석회화 편으로 대치되어 있었다. 

저자들은 이러한 신경조직병리학적 소견들은 금속-금속
마모편으로부터 야기되는 말초 신경 병리의 새로운 형태
라고 기술 하 다.

중 14예는 체액 집적, 2예는 연부조직 종괴 다. 16예 중
13예에서는 Lewinnek 안전 구역을 벗어난 비구컵의 위
치와 연관되었다. 통증을 호소하는 금속-금속 고관절 환
자들에서 기능이 좋았던 환자에서 보다 금속 이온 수치
가 더 높았다. 저자들은 실패의 원인을 결정하고 향후 재
수술의 필요성을 예측하며 재수술시 인공삽입물울 결정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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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에서 많은 상물, 논문, 기사, 서적을 무료로 이용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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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제공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웹을이용하고있습니다.

CeramTec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