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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Nobuhiko Sugano교수는 과거 20년 동안 오사카 의과대학 대학원
에서 인공고관절 분야 전문 정형외과의로 근무하 다. 오사카 의과대
학 대학원의 정형 외과 정교수이며 정형외과 의학기구부의 책임자이
다. 또한 일본 인공관절 학회 및 일본 고관절학회, 일본 Biomaterial
Society의 정회원이다. The Journal of Arthroplasty의 및 the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Radiology and Surgery의 편
집위원으로서 관절 치환술 분야의 가장 경험 많은 일본 정형외과의사
이자 과학자 중 한 명이다.

언제 처음 인공 고관절 치환술 수술을 하셨습니까?  1988년 알루미나 세라믹
대퇴골두 및 폴리에틸렌 컵을 사용하여 처음 시작하 습니다. 그 당시 폴리에틸렌 마
모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 으며, BIOLOX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의 도입이 마모
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대퇴 전염각 및 다양성
이 특징인 일본인 고관절 해부학적 구조에 조립형 대퇴 경부 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
하 습니다. 저는1998년에 엔지니어링 교실과 수술적 항법 유도 장치를 개발하여 이
를 사용한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의 최소 5년 이상 결과를 JBJS Br 2007에 보고하
습니다. 

일본과 서양 환자간에 해부학적 및 생활방식의 측
면에서 인공고관절의 차이는 어떤 점입니까?  아시
아와 서양 환자간에는 분명히 다른 해부학적 차이가 있
어 삽입 가능한 삽입물 크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빈
번한 쪼그리기, 굽히기, 다리 꼬기 등의 생활 방식 때문
에, 일본인의 연부 조직은 더 탄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이형성증 환자의 경우, 대퇴 전염각 및 대퇴 대퇴
골두 오프셋 또한 다릅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일상 생
활 중 삽입물의 충돌 위험성도 더 큽니다. 해부학적 구조
를 최적화하고 관절운동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조립형 시
스템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삽입물 위치의 정 도도 서
양 환자 경우 보다 더 중요 할 수 있습니다. 해부학적으
로 매우 어려운 경우 주문형으로 만들어진 삽입물이 최
선의 해결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일본 Ministry
of Health는 이의 사용을 2002년에 사용을 중지 시켰습
니다.

일본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관절면이 가장 많이 사
용됩니까?  금속-폴리에틸렌이 아직 가장 많이 사용됩
니다. 일본인 환자의 평균 비구 크기가 46-50mm 사이
이므로 최대 컵 크기의 제약으로 인해 가장 많이 사용되
는 골두의 크기는 26mm 혹은 28mm입니다.

이들 삽입물의 제한점은 무엇입니까?  만약 폴리에
틸렌 컵을 사용하면, Charnley 시스템 같은 작은 직경
의 대퇴골두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나, 일상 생활에 더 큰
관절운동 범위를 요하는, 일본인 에서 관절운동 범위를
줄이게 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일본인 환자를 위하여 인공 고관절 시스템이 어떻
게 특별히 만들어져야 합니까? 해부학적 구조와 생활

일본에서의 주된 인공고관절 주된 적응증은 어떠한 것들인가요? 선천성 고관
절 이형성증 다음으로 골관절염이 일본에서는 인공고관절의 주된 이유입니다. 이는 고
관절 이형성증 발생이 훨씬 낮은 다른 아시아 지역과 주된 차이점입니다.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의 고관절 수술이 행하여 지고 있나요? 2007년 인공고관
절 전치환술 38,355건, 양극성 인공고관절 반치환술 49,139건 시술 되었습니다. 과거
10년간의 증가율은 년 4 ~ 11 %이었습니다.

왜 양극성 시스템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가요? 무혈성 괴사 및 대퇴 경부 골절
경우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시술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외과의 들은, 퇴
행성 고관절염 치료에서도 단순히 비구면을 확공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이
때 조기에 골두 이동(migration) 이 흔히 문제가 됩니다.

현재 토론의 장에서 "가장 중요한 화제"는 무엇입니까? 탈구 또는 수술 후 감
염 등의 문제는 풀리지 않은 숙제이지만 인공 삽입물의 수명은 과거 수년간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환자들 또한 오늘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더 나은 생활의 질을 원하며, 더 많은 관절 운동 범위를 요구하며 탈구 위험성을
더 낮추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면이 핵심입니다. 금속-폴리에틸렌 관절면
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마모편으로 인해 야기된 해리는 외과의와 기구회사가 보다 나
은 관절면을 연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및 최
신세대의 세라믹은 인공관절 수명을 개선 시킬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관절운동을 향
상시키거나, 자유로운 일상 생활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대퇴부 측의 조립형 옵션도
중요하게 논의할 분야입니다.

조립형시스템의

경향



일본

CeramTec AG., 의료제품부는 10월 1일 교토에 CeramTec 사무실
을 열었다. 일본 본토 혼슈의 중앙부에 위치한 교토는 전자 산업의
중심지이며 40여 개의 대학과 전문대가 있는 중심부이다. 여기를 선
택을 하게 동기는 본 도시의 잘 발달된 연구 활동을 위한 인프라이
었다. CeramTec은 오래 동안 독특한 재료 시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교토를 기지로 하는 Piezotech 연구소와 업무 협력 관계를 가
져왔었다. 사무실의 주 임무는 일본 시장을 위한 BIOLOX삽입물 제
품들의 관리와 승인 과정이며 더불어 재료의 평가와 사용자들을 위
한 교육이다.

현재 세라믹에 관해 논의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폴리에틸렌으로 감싸는 알루미나 라이너의 높은 골절율
과 금속-폴리에틸렌 혹은 세라믹-폴리에틸렌 계면의 실
패가 2002년 및 2003년에 보고되었습니다. 10년 생존
율은 90% 이하 습니다. 지르코늄-폴리에틸렌의 나쁜
결과도 안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편 테이퍼-잠김
알루미나 세라믹 라이너로 된 양측이 단단한 관절면의
경우 결과가 양호하 습니다. 장기간 매우 좋은 결과를
보이며 10년 혹 그 후에도 해리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세라믹 제품이 요구되고 있으며 미래에
는 좀더 좋은 세라믹 제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 절차로 인하여 회사가 제품을 판매하기에

무척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관절 회사 중 BIOLOX 제품을 승

인을 받아 일본 내 고객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다. CeramTec의 의료 제품

부는 일본에서 의료용 제품에 대한 승인을 관할하는 법령이 간소화 된 2008년 초에,

주요 도시에 대표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 다. 수년간 CeramTec은 재료 연구개발

실험실인 교토의 Piezotech Japan과 함께 재질의 시험과 분석을 해오고 있었으며

특히 부하-관절면 능력, ageing 특성 및 마모 감수성에 관한 연구 시험을 해 왔다.

Piezotech는 Raman 분광학 원리를 기초로 한 특수 현미경을 개발하여 독특한 분석

을 하고 있었다.

Piezotech 연구소의 연구 개발 활동은

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공인 받은 업적

을 갖고 있는 Giuseppe Pezzotti의 지

적 재산에 의존하고 있다. 그는 교토 공

과 대학에서 종신 교수직를 보유하고 있

으며, 나노 과학을 위한 연구소를 이끌

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Loma Linda

대학의 정형외과 부교수이며, 오사카 대

학의 선진 의료엔지니어링 및 정보화 센

터의 초청 교수이다. 

CeramTec 교토 사무실의 역할은 단순 업 활동을 넘어 BIOLOX 생산품을 사용하

는 일본 내의 생산 회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 사무소의 관리자인 Matthias

Grassel는 " BIOLOX  삽입물 고객의 일본 내 승인 절차를 지원합니다"라고 설명한

다. 우리는 본 지역의 몇 유명 병원과 임상 공동 연구를 하며 증빙 서류 뒷받침을 하

고 있는데, 여기서도 주안점은 결국 마찰 공학적 실험이다. 추가적 서비스는 의료진

및 판매진에 대한 훈련 및 브로셔 및 마케팅의 원활한 공급이다.

교토에 CeramTec 사무실 개설

귀하의 양극성 인공관절 경험은 어떻습니까? 80년
대 초기의 자가 중심의 코발트크롬-폴리에틸렌 시스템
사용시 젊고 활동적인 환자의 경우 통증을 보이는 경우
가 있었습다. 10년부터 20년 사이에 연골 마모 및 대퇴
골두 중심의 이동이 종종 있었습니다. 주로 경부와 컵 라
이너의 림 사이의 충돌로 발생하는 과다한 폴리에틸렌
마모편에 기인하는 심한 해리 및 연골의 염증 반응을 보
인 환자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양극성 시스템의 주된 이
슈 습니다. 내구성 있는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은20년 후
에도 재치환술이 불필요할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 그룹
이 무혈성괴사 단계 III 치료에 양극성 시스템 사용을 중
단 한 이유입니다.

★ 여기 사용 되어진 세라믹은 저희 CeramTec AG에서 공급
한 세라믹이 아닙니다.

방식의 상황에 맞는 최적 크기의 관절면으로 되어야 하
며, 생물학적으로 나쁜 향을 갖지 않는 그리고 골절과
마모에 강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만약 금속-금속
관절면을 사용하게 되면, 여성 경우 대퇴골두 크기가 38
-44mm 사이 남자 경우 50 - 54mm 가 사용 될 수 있
다. 이러한 크기의 대퇴골두를 표준화된 스템과 사용 할
경우, 생리학적으로 필요한 관절운동 범위 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 연부조직 충
돌로 인한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젊거나
활동적인 환자 경우 저는 자연적인 대퇴 경부가 연부조
직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세라믹 표면치환술이
좋다고 생각한자. 나이 많은 환자는 표준 스템 시스템에
큰 대퇴골두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 입니다. 대퇴
스템의 디자인은 최적화 된 전염각 및 오프셋을 가지며
다른 해부학적 경부 디자인과 조합이 가능한 조립형이어
야 합니다.

일본에서의허가

CeramTec - 일본 내에서의 서비스

CeramTec AG
의료제품부

•BIOLOX삽입물 시스템 승인 지원 및 기술적 지원

•승인 절차를 위한 기록 지원

•과학물 출판 지원

•인공 고관절 치환술에서 사용되는 세라믹에 대한 업적,   

기술적, 의료적 전문가로서 지원

•의료진, 수술실 요원 및 판매사원에 대한 훈련 지원

•브로셔 및 마케팅 지원

Phone: +81 (0) 75 701 7019
Mobile: +49 (0) 172 7504 764
Fax: +49 7153 611-16684
email: m.graessel@ceramtec.de



중국

중국은 빠르게 격차를 줄이고 있다

고도성장

Kerong Dai 교수는 Shanghai Jiaotong 대학의 골관절 연구센터
의 종신 교수이자 소장이고, Shanghai 골관절의학과의 지도자이며
Engineering Research Center of Digital Medicin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지도자이다. CeraNews는 그에게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에서의 인공 고관절 치환술 경향에 대해 물었다.

중국은 빠르게 서구를 따라 잡고 있으며 세계에서 고도의 기술 국가에 속합
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어떻게 발전하여 왔습니까? 중국은 비록 인공삽입물의

연구 개발과 응용에서 선진국에 뒤져 있었지만, 최근에 큰 발전이 있었으며 우리의 창

의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초에 중국에서 처음 시행한 의료용 형상

기억 합금에 대한 연구입니다. 내고정술 및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분야에 응용된 형상

기억 합금 삽입물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

상 기억 합금의 응용은 혈관, 식도, 수뇨관의 스텐트 및 출산 조절 등 여러 의료 분야

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새로운의료용 생체 물

질의 개발에 노력해왔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주문형 인공 관절도 최신 기술과 개념

의 도입으로 빠르게 발전하 습니다. 한편 의료의 실질적 요구와 연구 결과 발표 내용

과 상업화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체 관절면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중
국에서 사용되는 관절면과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는 것은
금속-폴리에틸렌, 금속-금속, 세라믹-폴리에틸렌, 세라
믹-세라믹을 포함하여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
하여, 금속-폴리에틸렌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나 지역
과 병원에 따라서 크게 다르고 금속-금속 및 세라믹-세
라믹 사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가격이 가장 큰 향을 미
치는 요인일 것입니다.

귀하의 경험상, 다른 나라에 비하여 중국인의 인공
삽입물 스템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인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른 디자인의 인공 삽
입물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욱, 중국은 아직 발전
도상국이므로 인공 삽입물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중국에서 인공 삽입물의 사용이 빠르게 성
장하고 있으므로, 환자와 제조 업체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외과의와 의료기구 제조 업체 사이의 협력
을 통해 이러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 하
십니까?  협력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가장 우선 관심
사항의 교류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외과의에게 있어서 치
료 효과가 좋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간의 성공적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제조 업체 또한 환자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이익이 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점이 충족되
어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과의와
제조 업체의 공통된 목표는 같습니다. 즉 환자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외과의와 제조 업
체 간의 긴 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외과의가 디자인 팀
의 리더가 되어야 하며, 한편 제조 업체는 제품 개발 및
제품의 의료용으로의 응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외과의
로부터 더 많은 제안을 받아들여 지속적 제품 개발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중국 환자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국에서 평균수명의 연

장, 육체적 활동의 증가 및 삶의 질 개선으로 인하여, 삽입물이 더욱 큰 내구성을 갖

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론 마찰 공학적 특성과 의료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가 습관화 되어 있어서, 더 굴곡이 가능하도록,

인공 슬관절 및 인공 고관절이 디자인되어야만 합니다. 탈구의 경우도, 예를 들면 더

큰 대퇴 대퇴골두를 사용하도록 디자인을 고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인

공삽입물은 서구 환자들의 해부학적 자료에 따라 디자인 되어져 있는데, 이는 동양인

들과는 많이 다르고 합병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동양인 해부학적 구조에 기초한 디

자인이 매우 요구되므로, 우리는 최근 많은 양의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중국에서 인공 관절 에서 빠른 발전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중국의 인공 고관절 치환술에 있어서 고 기능 세라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수한 마찰 공학적 특성과 생체 적합성 때문에 인공 관절용 바이오세라믹은 관절면

으로서 필연적으로 선택됩니다. 이는 다른나라 처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세라믹-세라믹 및 세라믹-폴리에틸렌을 포함하여, 세라믹 제품들은 높은 가격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65세 이하 젊은 환자에게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의료

용 세라믹 기술의 발전과 의료 기술의 발전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점점 더 사용이

많아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회의

중국과 한국에서의 전문가들의 회합

상하이에서 원탁 토의

의견의교환

CeramTec에서는, 고객 및 사용자들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아시아 대리인들이 회의를
조직하고 동시에 관절 수술 분야 의료 전문가들 사이의 토의를 유도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원탁 토론과 베이징과 상하
이에서 개최된 두 번의 세미나에서, 토론의 초점은 관절면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원탁 토의
2008년 10월 1일 ~ 4일 서울에서 개최 된 Annu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Aroplasty (ISTA)에서, CeramTec은 인공 고관절 치환

술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원탁 토의로 초청 하 다. 장 준동 교수는(6 페이지의 인터

뷰 참조) 원탁 토의를 구성하고 조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으며, 직접 사회를

하 다. 회의의 목적은 한국에서의 인공 고관절 치환술의 관절면의 사용에 관하여 토

의하는 것이었다. 관절면 결정시 고려할 사항이 서구와는 달랐으며 이에 CeramTec

팀은 아시아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고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하 다.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무엇을 더 개선하고 개발 시켜야 하는가?

장 준동 교수는 한국의 대표자들 외에도, 일본 및 인도로부터도 원탁 토의에 참석하

도록 주선하여 주었다. 4개의 주제가 발표 된 후 토의가 진행되었다. 활기 차고 유익

한 회의는 의사들과 제조사 사이의 의견 교환이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

다. 원탁 토의는 개방적이었고 해결책-지향적인 토론의 장 임이 입증되었다.

BIOLOXⓇ delta는 대퇴골두 파손율을 현저히 감소시켰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세라믹 라이너에 관하여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새로운 디자인의 컵의 개발로 (예

를 들면, 매우 얇은 두께의 금속 컵 등), 대퇴골두에서처럼 라이너의 경우는 아직 파손

율이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입증되지는 않았다. BIOLOXⓇ delta 라이너의 골절 율

은 극히 낮지만, 아직 추가적 개발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 들이 발표

되고 토론 되었다.

관절면 직경에 관하여서는 참가자들은 대체적으로

36mm (좋은 삽입물 시스템을 사용하여 적절히 시술되

었다면) 크기가 아시아 환자에게는 충분하다고 동의하

다. 한국에서 매우 드물게 squeaking이 보고 되었지만

활발하게 토의되었다. squeaking은 양측이 단단한 관절

면과 관련된다는데 동의가 있었다. squeaking의 유발

기전은 복잡하고, 삽입물 디자인, 수술술기 및 컵 위치

등과도 연관이 있고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충

돌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의 세미나
BIOLOX세라믹 재료가 14년 전 처음 중국(china)에 소

개 되었을 때, "china(도자기)"의 고장 중국에서는 이를

porcelain(도자기)로 잘못 알고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보

았다. 오늘날에는 고기능 세라믹이 젊고 활동적인 환자를

위한 최선책으로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에서 1,000 예 이상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및 2,000예

이상 세라믹-폴리에틸렌 관절면으로 시술한 병원들이 있

다. 중국 외과의 분들과 기술적 및 임상적 정보 교환을

위하여 이태리 Bologna의 Istituti Ortopedici Rizzoli의

Aldo Toni를 베이징과 상하이에 초청하여 "세라믹 관절

면: 생체 역학적, 마찰 공학적 및 임상적 관점에서 무엇

을 기대 할 수 있는가?" 주제로 2008년 6월 초 세미나

개최를 하 다. (page 7 참조)

각 세미나에는 중국 각지에서 20명 이상의 저명한 외과

의가 참석하 다. 세라믹 사용에 관련된 이슈 (예를 들

면, 적응증, 디자인, 의료 기술, 과실 방지, 합병증 등)를

포괄적으로 논의하 다. 참석자들은 이미 5000건 이상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으로 지난 20년 동안 시술한 Toni

의 경험담 및 술기 등의 경청하며 많은 관심을 보 다.

중국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많은 경험을 쌓으며 해결

책들을 개발 하여 왔는데, 서양의 경우와 상당히 다른 부

분도 있었다. 



한국

왜아시아환자는

다른관절면을필요로하는가?

장 준동 교수는 대한고관절학회와 대한골연부
조직이식학회의 전임 회장으로서, 한림대 한
강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이다. 그는 한국에
서 가장 경험 많은 인공관절 분야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국제적으로는 국제 인공관절학술지
(the Journal of Arthoplasty)의 편집위원로
서 이 잡지의 아시아 태평양 판를 발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12차 International
Biolox Symposium을 회장으로서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아시아에서 인공관절 분야를 주
도하고 있다. CeraNews는 그에게 한국 및
아시아 환자의 인공관절에서 특별히 요구 되
는사항이무엇인지물었다.

한국에서는 어떤 인공관절면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
용 됩니까? 

인공고관절 수술에서, 과거에는 기존의 폴리에틸렌
(UHMWPE)이 관절면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구 환자들과 비교하여 다른 특성들 때문에 마
모와 골용해가 더 높게 관찰 되었습니다. 이 점이 대체
관절면을 필요로 하게 하 으며 그 중에서 세라믹-세라
믹이 인공고관절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
다. 한국에서는 28mm 대퇴골두가 널리 사용되어 왔습
니다. 현재는 32mm 및 36mm를 비롯하여 더 큰 골두도
도입 되고 있으며, 충돌과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하여 그
사용 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공관절의 한계는 무엇
입니까?

인공고관절에서 충돌현상의 위험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
합니다. 수술 기법이외에도, 큰 직경의 인공골두를 사용
하는 것이 비구컵과 대퇴부 스템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인 환자는 비구부의
골이 작으므로 큰 인공골두를 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개발된 36mm의 BIOLOXdelta 의 세
라믹 골두와 비구부 라이너는 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나
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비구컵을 사용하는 경우
는 라이너의 두께가 너무 얇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국 및 다른 아시아 환자 경우는 작은 비구컵에서도 큰
인공골두가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인공고관절 시스
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Jun-Dong Chang, MD, PhD (장 준동 교수)

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산업체는 무엇을 하여
야 합니까? 이 분야에서 외과의와 산업체는 어떻게
협력하여야 합니까?

인공고관절의 성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
나는 인공 관절면입니다. 그러므로 마모가 없으며 독성이
없고 파손되지 않는 관절면을 개발하기 위한 최선의 노
력을 게속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발전을 기하
기 위하여, 외과의와 산업체 간의 상호 정보 교환이 이루
어져야 합니다. 서울에서 개최된 21차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Arthroplasty Congress
중, CeramTec 주최로 이루어진 엔지니어와 주도적인
의사들 사이의 원탁 토의는 좋은 예입니다. 이 회의의 주
제는 "아시아의 환자에서 최선의 치료 결과를 위한 인공
관절면"이 주제 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도한 이러
한 노력이 인공 관절 분야 발전에 분명히 기여 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나라들 및 한국에서 장기간의 인공고관절 경
험을 가지고 계신데, 마모와 관련하여 무엇이 가장
중요한 다른 점 입니까?

한국 문화에서는 방바닥에 앉거나 쪼그리고 앉는 것이
일상적이나 서양에서는 드문 자세입니다. 한국에서 인공
고관절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인데,
이는 비교적 주로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젊은 사람 사람
들에서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인공고관절 치환술 후 충
돌현상과 관절면의 마모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
한 이유로 바이오세라믹과 대체 인공관절면에 대한 관심
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해부학적으로도 서양인에
비해 작으므로 인공삽입물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아야
합니다.



동양이서양을만나다

큰충격

Bologna소재 Istituti Ortopedici Rizzoli는 이태리에서가장명성이있
는 기관이다.  Aldo Toni 박사는 정형외과 및 외상학과의 제1수술부의
장이며 아울러 의학 기술 연구소의 장이다. 그는 5000건 이상의 세라
믹-세라믹 관절면시술을지난 20년간 시행하 으며, 작년 여름 중국에
초청되어 그의 경험을 중국의 정형외과의사들과 나누었다. 그는 상하이
의 원탁 토의와 2008년 6월 6-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Jishuitan
Orthopedic Forum (JOF)에도 참여하 다.

중국 인공고관절에서 세라믹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인가요?
세라믹의 사용은 이미 잘 확립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중국 외과의들이 세
라믹을 사용한 인공삽입물의 뛰어난 증례들을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용 중 발
생하는 문제에 관한 우려는 아직 서양 외과의들 보다는 덜 한 것 같습니다. 서양인에
비하여 더 작은 체구의 아시아 환자의 평균적 크기를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작은 컵에
삽입되는 폴리에틸렌 라이너는 두께가 너무 얇게 되면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라믹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라믹 삽입물을 사용 하는 중국 환자의 경우 어떤 특정의 문제가 있
을 수도 있지 않은 가요?
중국에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쪼그려 앉거나, 책상다리 자세로 앉는 경
우가 많으므로, 큰 구경의 BIOLOXⓇdelta 대퇴골두의 도입으로 세라믹 사용과 관련된
우려를 많이 해소하 습니다. 분명히 수술 후 큰 관절운동 범위를 필요로 하는 점은
서양에서 보다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세라믹 사용 경험을 통하여, 중국 외과의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
시겠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큰 세라믹 대퇴골두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만으
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대퇴골두 외에 조합형 경부의 삽입물을 사용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충돌 위험도를 줄이고 탈구 위험 없이
관절운동 범위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조립형 인공삽입물 과 세라믹은 문제 없이 조합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경험으로 보면 단일형 인공삽입물 보다 조립형 경부를 사용하는 것이 세라믹 실
패 율을 4배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템의 조립형 방식이 세라믹 관절면에 보완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번 방문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공 고관절 삽입물 관련하여 무엇이 중요한 이슈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한 질문을 보면 중국의사들은
이미 세라믹 인공 고관절 치환술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곧 국제적인 과학 모임에서 중요
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중국 외과의들이 발표한 증례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부학적 구조가 서양 환자들과 매우 다릅니다. 첫째, 대퇴골과 비구의 크기가 작으며

일반적으로 서구인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삽입물의 크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시아 환자의 해부학적 특징을 고려하여 좀 더 작은 크기

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 외과의들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Istituto Ortopedico

Rizzoli의 의료 기술 연구소에서 개발한 컴퓨터 및 컴퓨

터 단층촬 을 이용한 수술전 계획 시스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대퇴골의 경우 사전 계획을 조

심스럽게 하여 수술 중 골절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아시

아 사람들은 서구인에 비해 더 큰 대퇴 전염각의 경향이

있는데, 60도에 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

다. 수술 중 적절한 스템을 선택하여 전염각을 교정할 필

요가 있습니다. 저의 선택은 조합형 경부와 cone 디자인

삽입물입니다. 첫 번째는 대퇴 전염각을 주의 깊게 살피

고 다음은 정확한 길이와 오프셋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

다. 이 점이 edge 부하, 마모 및 스퀴킹을 예방하는 중

요한 방법입니다. 비구 및 대퇴골 양측 모두 3차원 상

이 가능 하도록 하는 컴퓨터 지원 수술 전 계획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 외과의들과 토의하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돌아갑니까?
나는 새롭게 출현하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었으며 비교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
다. 중국은 큰 국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이 상업적으로 중요
할 뿐 아니라 주요 과학 잡지에 중국에서 우수한 연구 결과들의 발표가 증가 되고 있
는 점입니다. 인공 고관절 분야에서 중국은 유럽과 미국의 기술과 동등한 모든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외과의들은 이를 적절히 사용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큰 열정이 있습니다.

서구인의 관점에서 본 중국 인공고관절 치환술



기술

고도기술의제조

공통된 명칭이나 역사와는 달리 기술적 세라믹과 전통 세라믹인
crockery(도자기)는 공통점이 없는 다른 것이다. 일반 세라믹과는 반대
로, 최신 고도 기술 세라믹은 극도의 경도를 가지는 것으로서 실질적으
로 파괴가 가능하지 않은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다양하게 응용되며, 욕
조, 엔진내부에 사용되는 세라믹부터 고 기능 관절 삽입물 용까지 다양
하게 사용된다. 기술적 세라믹은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제조 과정의 산
물이다.

세라믹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세라믹 제조용 혼합물의 준비 공정
BIOLOXⓇ forte and BIOLOXⓇ delta 제품 만들기에 필요한 산화물(oxides)들이 세계
각지의 공급 체들로부터 미리 정제된 상태의 분말 형태로 공급된다. 철저한 검사 후
여러 공정을 거쳐 "spraying" 공정 준비가 되는데, grinding 과 mixing 공정 등이 여
기 포함 된다. Spraying 공정은 원료를 스프레이하는 공정을 말하는데 더운 공기로
가득 찬 큰 용기 안에서 증류수 와 혼합된다. 그 결과로 가루와 비슷한 고운 모습의,
소위 입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진다. 그 후 철저한 검사를 걸쳐서 blank라는 공
정으로 넘어간다. 

최종 검사 및 포장
모든제품에 포괄적인 검사와 테스트가 수행된다. 20차에

걸친 검사 중 하나인 육안 검사를 100% 모두 시행 후

철저히 세정 후 포장에 들어간다. 이 세정실의 청정도는

수술실의 청정도와 동일 하다. 전 세계의 고객에게 배송

되기 전 BIOLOXⓇ ceramic components의 중요한 특

징이 공장의 검사증에 모두 기록 된다.

Blank의 제조
분말은 실린더 형상의 금형에서 압력에 의해 분필과 비슷한 모양의 경도가 높아진 부
품으로 변하게 된다. 이는 컴퓨터 지원 선반에 의하여 공 모양 및 비구 삽입물 모양의
형상으로 제조된다.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공정으로 고온의 열처리의 sintering 공정
인데 이 때 느슨하게 뭉쳐져 있던 입자들이 뭉쳐져서 세라믹 물질이 만들어 진다. 이
초기 공정 다음에 산업에서 hipping 이라고 불리는 hot isotatic pressing과정 이 행
하여 진다. 높은 압력 (1200 bar) 에서 고온 열처리 공정이 수반되어 각각의 입자들은
뭉쳐져서 하나의 고체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공이 전혀 없는 고형
(solid)으로 된다. 고형으로 만들어진 재료는 BIOLOX 세라믹의 도와 재료의 특성들
을 갖게 된다. 품질 보증 관리는 이 모든 전 공정에서 철저히 수행된다.

단단한 기계적 가공
BIOLOX세라믹은 다이아몬드와 거의 동등한 정도의 경도를 가지므로 고 품질 다이아

몬드 tool로만 가공이 가능하다. 특별히 디자인된 수치 제어 가공 기계들에 의하여 최

종 제품 크기로 만들어지며 대퇴골두 및 비구 삽입물의 최종 공정이 수행된다. 이 관

절면은 초 미세 다이아몬드 가루의 사용으로 매우 부드

러운 표면으로 가공 된다. 고도 연마 가공된 표면은

BIOLOX세라믹의 우수한 마모 특성의 주요 요소 이다.

만들어진 제품은 규격을 보증하기 위하여 초고정 컴퓨

터 지원 3차원 측정 장비에 의하여 공정의 정 도가 모

니터된다. 이러한 입체적 검사 후 모든 제품은 크기, 경

부 길이, 기타의 필요한 정보들을 구분이 가능하도록 레

이저로 마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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