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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지난 9월 에딘버그에서 열린 13차 BIOLOXⓇ

Symposium에 전세계 20여 국의 250명 이상의 전문

가들이 참석하 습니다. 의료와 공학의 손꼽는 전문가

들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매우 성공적인 기회 습

니다.  최신의 의학연구와 연구실 조사의 최신 발견을

접할수있는훌륭한교육경험이었습니다. 에딘버그심

포지엄은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다양한 역에서 무

엇을 잘 알고, 무엇을 알지 못하던 것인지를 알 수 있

게해준열린토론의장이었습니다.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질을 높이고 환자의 결과를

개선시키는데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을 제대로 파악하

기위해서는광범위한의학자료가필요합니다. 인공 고

관절 전치환술의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긴 여정을 지나왔습니

다. 그러나 아직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적

인 등록을 통하여 근거에 기초한 관절 치환술이 확립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절 치환술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경험이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지

이해하기힘듭니다. 

국가적인 등록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나라들과 호주,

국이 이끌고있습니다. 이외에예상하지않았던동유

럽국가 중 몇몇 나라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은 크고 가장 자료가 많은 국가

들에서 행하여야 할 노력들을 떠 맡고 있습니다. 우리

는 이처럼 자료가 많은 국가들에서 선구적인 국가들의

노력을 뒤따라 환자들의 방대한 자료를 통한 학문 발

전에공헌할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Dieter Burkhardt

찬반양론의규명

국제정형외과에서 the Current Concepts in
Joint Replacement (CCJR) 교육 학술대회
의 창시자이자 조직자인 Dr. A. Seth
Greenwald는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다. 그는 Cleveland, Ohio의 Orthopaedic
Research Laboratories(ORL) 수장이며, 40
년 이상을 관절 치환술의 발전에 공헌해왔다.
CeraNews는 그에게 관절 치환술에서 가장 중
요한 경향과 그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연구가, 저자, 연자, 교육자, 조직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 무엇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저는 정형외과 교육자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저술, 강의,
Current Concepts in Joint Replacement (CCJR) 학술대
회의 발전을 위한 모든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
다. 또한 기초학문 연구분야로부터 FDA 승인을 받기 위한 인
공 삽입물 디자인과 내구성에 대한 중계 연구까지 저의 실험
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실 사람들과 동지애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25년 이상
같이일해왔습니다. 

지난 30여 년 간 미국에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중요한 경향은 무엇입니까?

관절 치환술을 받는 환자의 연령대는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
다. 과거에는 60세 이상이 적응증이었으나, 최근에는 평균나
이가 50세에서 60세 사이입니다. 매년 백만 이상의 고관절
및 슬관절 치환술이 행해지고 있고, 그 중 60% 이상이 슬관
절 치환술입니다. 약 15%의 고관절치환술 환자들이 이완, 인
공 삽입물 손상, 감염, 탈구 등의 이유로 재치환술을 필요로
하게될것이며이는점점증가할것입니다. 이는 활동성이큰
베이비 붐 세대가 노년이 되어도 그들의 생활 습관을 유지하
고싶어할것이기때문입니다. 이로 인해특히마모저항성부
분에서 인공 삽입물의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관절염에
대한 생물학적 해결이 어렴풋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40
년 전 제가 정형외과에서 조사를 시작했을 때에도 여전히 논
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공 관절 치환술이 앞으로도 오랫
동안필요할것으로확신합니다. 

서문 대담



지난 수년 간 정형외과 수술에서의 수많은 발전 중
획기적 변화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관절 재건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Charnley의 저 마찰
개념입니다. 인공 삽입물 마모 문제로 인해 새로운 관절면 소
재개발등많은중요한발전이이루어졌습니다. 생물학적고
정과 고관절 전치환술시 조립형의 장점에 대한 이해는 또 다
른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수술자의 기술적 능력 또한 관절 치
환물을 오래 유지 시킬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보다나은기술및컴퓨터나로봇연
계 수술, 그리고 최근의 환자-특화 인공 삽입물 수술을 이끌
어냈습니다. 세라믹제조에서더욱중요한발전중하나는포
함물을 줄이고 grain boundary를 줄여 강도를 증가시키고
증명된 검사법을 통해 생산된 세라믹 인공 삽입물의 품질 보
증을향상시킨것입니다. 

관절 치환술 최신지견에서 관절면의 중요성이 증가하
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짝이 다른 관절면이 임상적 결과에 미치는 향을 알
기를 원하고 이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규명하길 원합니다. 물
질 가공, 표면 조도, 구성물 크기, 내구성 등이 임상적 결과에
어떻게 향을끼치는지는점점명확해졌습니다. 

당신은 마모 조합과 인공삽입물의 수명에 대한 연구
를 했습니다. 어떤 물질이 인공 삽입물 수명을 향상시
킬 수 있습니까?

세라믹은 금속보다 표면의 거친(표면 조도) 정도가 낮아, 세라
믹-세라믹 조합시 가장 적은 마모가 발생하는 것을 알았습니
다. 세라믹-폴리에틸렌 vs. 금속- 마모 정도를 비교한 논문이
있습니다. 각각 조합이 사용되었을 때 교차결합 폴리에틸렌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 습니다. 교차결합 폴리에틸렌에 대한
우려사항은 조합형 비구컵 사용시 특히 잠김 기전 위치에서
라이너 강성도에 향을 주는 fracture toughness, 큰 직경
의 인공 대퇴골두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라이너 두께의 감소
등 그것들의 기계적 특성의 상대적 감소입니다. 비구컵 어느
부분에서라도 광범위한 만곡 변화는 스트레스 유발인자를 만
들어 냅니다.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사용시 스트레스 유발인자
로인해금이발생할경우매우빠르게퍼질것입니다. 

CCJR 교육 학술대회에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The Current Concepts in Joint Replacement (CCJR) 교
육 학술 대회는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치환술에 관한 국제적
인 모임으로 성장 했으며 정형외과의에 대한 교육도 지속하고
있다.  60개국 2000명 정도의 구성원 12월에 있었던 교육학
술 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서 국제 모임
이 시작되었고 유럽과 아시아 쪽으로 이들의 활동이 확대된
것입니다.  아시아의 몇 나라들에서 많은 인공관절 수술이 이
루어질것으로기대됩니다.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대
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에게는 squeaking 현상이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논문에 따르면 몇몇 대퇴 주대 및 비구컵 등이 squeaking
현상에 향을 미친다고 하 습니다. 인공 삽입물 위치 특히
비구컵의 경사각과 대퇴 주대의 염전각이 향을 끼칩니다.
그것들의 위치가 이상적이지 않으면 부하, 충돌, 탈구 등을 야
기합니다. 관절면의 손상을야기하고, 윤활 기전을변화시키는
제 삼체(third body)의 중요한 역할을 잊으면 안됩니다. 저는
이러한 소음들이 hard-on-hard 관절 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생각합니다. 게다가 세라믹의강성에도불구하고, 최근
JBJS 저널에서 소개된 몇몇 컵 디자인에서 작은 변형들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술자가 고관절 전치환술시
소음을예방하기위해고려해야할부분입니다. 

금속-금속 관절면에서 합병증에 대한 최신 보고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생체 내 물질 반응성 양상

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사용이 각광받고 있지만, 가성종양과
ALVAL’s 등을 포함하는 조직반응에 대한 논문이 많이 제출
되어 사용에 대한 재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런 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으로 인해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증
가하 다고 생각합니다. 금속-금속 관절면 사용 후 나타나는
조직 반응의 스펙트럼을 밝혀 내는 것이 다가오는 CCJR
meeting in May in Las Vegas의 하나의과제입니다. 



라이브 수술 세션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술 비디오를 보면 많은 배울 점이 있지만, 그것은 편집되고
각본에따라진행됩니다.  하지만라이브수술은그렇지않습
니다.  수술실에서예상치못한일들이생겼을때그것에대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큰 배움의 기회가 될 것
입니다.  숙련된 외과의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에 도움이 되는
많은 세세한 점들을 배울 수 있고, 연구를 위해 DVD로 녹화
가 됩니다.  이런 수술들은 새로운 생산 기술과 기술력 등을
보여주어교육학술대회에교육적가치로공헌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관절 치환술의 경향은 무엇입
니까?

큰 직경의 대퇴골두를 사용하는 것은 고관절의 안정성에 효과
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사용에 대해 경고하는 정보들이 많
이 있습니다. 더 작은 절개 수술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침습수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시 더 작은 인공 삽입물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퇴 주대 디자인에서 조
합형 경부는 기기 유용성에 기여를 하고, 인공 고관절 전치환
술시 최적의 생역학적 회복을 얻는데 사용됩니다. 최적의 위
치에 인공 삽입물을 위치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기기장치를 개
선시키는 노력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저는 더 효율적인 환
자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관절면 조합의 개선
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차결합 폴리
에틸렌과 세라믹의 지속적인 발전이 생체 내에서의 인공 삽입
물의수명을연장시킬것입니다.

어떤 역할이 관절 치환술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 되십니까?

FDA 승인 과정이 미국 내에서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
니다.  FDA승인이 의료기기 승인에 있어서 너무 빨라지고 조
심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
형외과적 기기에 있어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의료기술의 발전
은 가격과 승인과정에 매우 의존적입니다. 만약 현재의 승인
과정이 느려지고 비용이 더 들게 되고 승인이 어렵게 된다면
새로운 상품을 적시에 개발하는 것이 매우 퇴보하게 될 것입
니다. 

대담(계속)



관절면 조합 물질과 커다란 직경

세라믹-폴리에틸렌과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고관절
전치환술의 15년간의 결과들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고관절 전치환술에 관한
3-7 년간의 임상 결과들

세라믹-세라믹 관절면과 세라믹-폴리에틸렌 관절면
조합에 대한 장기적 경험

Robert Streicher (스위스) 박사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관절
면조합에대한장단점을소개하 다. 여러 가지연구에서그
는 오늘날의 환자들이 예전의 환자들보다 더 활동적임을 강조
하 다. 이 발전에 대한 증거는 년간 350만회 이상의 측정된
부하 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Streicher는 더 큰 직경의 관
절 조합의 사용이 최근 경향이라 하 으며 그것은 관절 운동
범위를증가시키고관절안정성을향상시킨다고하 다. 

Mustafa Alnaib ( 국) 는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인공 고관
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148명의 환자(76남, 76여)를 대상으로
기능적, 임상적 결과에 대해 보고하 다. 평균나이는 54 (26-
64)세이었다. 수술 후 3-7 년간 추시 관찰 하 으며 골용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저자는 중기간 결과에서 세라믹-세
라믹 관절면이 다른 인공 삽입물에 비하여 동등하거나 더 우
수하다고 결론짓고, 새로운 세대의 인공 삽입물에서 더 낮은
골절율을보인다고주장하 다.

Laurent Sedel (프랑스) 는 현재 사용되고있는세라믹-세라
믹 관절조합의 우수한 생체적합성과 30년간의 포괄적인 임상
결과를 보고하 다. Sedel은 세라믹 파손, stripe wear와
squeaking이 논문에서 거론 되더라도 그 임상적 중요성은
낮다고 주장하 다. 5년간 1500개 이상의 세라믹 인공 삽입
물이삽입되었지만파손소견은없었다. 
Sedel은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이 마모율이 작고 스포츠 활
동 시 제한이 없어 젊은 환자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라 주장하
다. 

Stephane Descamps (프랑스)는 37 세라믹-폴리에틸렌 인
공 고관절 전치한술과 37 금속-폴리에틸렌 인공 고관절 전치
환술을 15년간의 전향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하 다. 28mm
BIOLOXⓇforte 인공 대퇴 골두가 모든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세라믹-폴리에틸렌의마모율은 (0.058mm/년선상, 35.7mm3/
년 용적) 금속-폴리에틸렌 마모율 (0.102mm/년 선상,
62.8mm3/년용적)에비해상당히낮았다. 이결과는골두의탈
중심위 현상이 44% (p=0.0004) 감소된 소견과 부합한다.  따
라서그는이러한결과들이이전 10년간의연구에서얻어진세
라믹-폴리에틸렌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과 금속-폴리에틸렌 인
공 고관절 전치환술 연구결과와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결론
지었다. 

Enrique Gomez-Barrena (스페인)도 또한 고관절 인공삽입
물 생존을 최대화를 위해서 보다 큰 직경의 관절면 조합을 사
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 Gomez-Barrena는 젊은 환자
는 고령의 환자보다 활동도가 10배 정도 높기 때문에 남은 삶
과 운동성의 보장을 위해서 마모에 강한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 다.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기계적인 스트레스에 낮은 저항을 보
이고 예전의 폴리에틸렌보다 마찰학적으로 더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

국의 John Fisher는 현재 사용되는 관절면 조합의 마모도
를비교하 는데, hard on hard 관절면에서그직경이증가
할수록 마모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hard on soft에
서는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이 사용되더라도 마모도가 감
소하지는 않는다고 하 다. Fisher는 또한 인공 삽입물의 위

치가 어떤 관절면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요한 요소
임을 설명하 다. 금속이온 문제를 들어서 Fisher는 금속-금
속 관절면이 suboptimal position에서 불리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제안하 다.

관절치환술에관한가장중요한토픽들

·고관절표면치환과큰직경
·인공삽입물의안정성과내구도
·관절면조합에사용되는대체물질
·관절면조합표면과마모와관련한합병증

임상적연구와마찰학분야에서의새로운소식

매년 열리는 EFFORT 회의는 정형외과와 외상학 역의 전문가들에게
큰 행사이다.  회의는 비엔나에서 2009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6400명의 의사와 연구자들의 참석 하에 열렸다. 프로그램은 23개의
개별 심포지엄과 유럽 전문가들의 지도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
640개의 독립적인 프레젠테이션, 1700개의 전자 포스터, 많은 수의
워크샵, 기업후원이벤트와 133개의 기업 전시가 있었다. ExMEx(전문
가와 전문가의 만남) 포럼은 EFFORT 회의의 가장 하이라이트로써 과
학과 기업의 훌륭한 연설자들과 잘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



Thomas Pandorf (독일)는 지난 30년간 전세계적으로 이식
된 5백만 건 이상의 세라믹 인공 삽입물(BIOLOXⓇ)에 관한
보고를 하 다. 세라믹-폴리에틸렌 관절면은 금속-폴리에틸
렌 관절면 조합에 비해 2~5배 정도 재수술 비율이 낮았다.
Pandorf의 임상적결과들은세라믹-세라믹관절면조합이보
여주는작은마모율과낮은골용해도소견을확고히해준다.

이 연구에서 Derbyshire는 그가 언급한“실제의”마모가 무
엇인지 보여 주었으며 왜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인공 삽
입물의 마모 양식을 비교할 때 통과율이나 마모율로는 불충분
한지를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보여주었다, RSA 방법은 실
질적인 마모량과 마모 방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유일
한방법이다.

Brian Derbyshire ( 국)는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인공
삽입물의 실제 마모가 대부분의 연구에서 측정된 것과 마찬가
지로 통과율과 통과의 방향, 인공 대퇴 골두의 크기, 초기
clearance등의추가적요소에따라결정된다고주장하 다. 

Daniel Delfosse (스위스)는 비구컵 시스템의 예를 들어, 세
라믹-폴리에틸렌 관절면 조합의 발전을 설명하 다. 그는 고
관절 시스템에서 인공 삽입물의 생존률을 높이는데 기여한 인
공삽입물 물질들의 개선 과정과 비구컵 디자인의 진보를 설명
하 다. 

금속이온이 태반장막을 통과한다는 Ziaee 등에 의한 연구결
과에 향을 받아 Bhabra Gevdeep ( 국)는 위 연구를 시
작하 다. 상당히 증가된 농도의 코발트와 크로미움이 금속-
금속 관절면 조합 인공 관절을 가진 임신한 여성의 탯줄의 혈
액에서 측정되었다 (Ziaee et al. JBJS. 3B; 301-5; 2007).
게다가, the British MHRA (http://www.mhra.gov. uk/)는
태반 통과독성과태아의위험도에대한조사를하 다. 그 연
구를진행할때 Gevdeep 연구 그룹은실험관내모델을사용
하 다. 저자는 다음의 것들을 발견하 다: 코발트-크로미움
나노파티클과 이온은 정상적인 태반장막을 통과할 수 있고,
DNA 손상과 염색체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tetraploidy). 부
가적 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bystander effect가 손상을 악화
시킬 수 있다. 손상을 줄 수 있는 금속 이온의 농도는 생체내
에서 측정되는 농도와 비슷하다. DNA와 염색체 손상은 태반
장막에의세포내신호전달에의해야기된다. 

Nicola Baldini (이탈리아)는 고식적 금속-폴리에틸렌 관절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시 발생 할 수 있는 골흡수 현상처럼 세
라믹 마모편에 대한 외부물질 반응이 인공 삽입물 주위 골흡
수를 일으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30개의 외식된 세라믹-세라
믹 관절면 인공 삽입물 (BIOLOXⓇ 32mm, BIOLOXⓇforte
28mm)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 다.  대상 중 남성은 19명, 여
성은 11명 이었다.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경우 평균 나이는
56세이었으며 31세~74세까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재치
환술 경우 평균나이는 65세이었고 범위는 39세~86세이었다.
외식편의 평균 사용기간은 8 년이었고 범위는 1~17년이었다.
기계적 불안정성과 부정확한 인공 삽입물의 위치가 재치환술
의 가장 많은 원인이었다. 모든 예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병
리학적으로 평가되었다.  마모편 조각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
다. 소수의 경우에서 마모편이 관찰되었으나 소량이었다.  외
부물질반응이나 염증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과도한 골 용해
반응이나 세포독성효과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이 조사는 세
라믹-세라믹 관절면 조합의 경우 마모율이 낮고 떨어진 세라
믹 마모편이 부정적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비활성 및 불용성인 마모편은 거의 없었다.  이
연구는 마찰학적 위험이 극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
과는 다양한 군에서 얻어진 이전 조사의 결과들을 확신 시켜
주었다.

Gill Harinderjit ( 국)는 115 예의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치
환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80명의 환자(48명 남자, 32명 여자)
중 무증상의가성종양발생비율에관해보고하 다. 평균 나
이는 56세이다. 평균 추시기간은 61(13~88)개월 이었다. 가
성 종양은 6명의 환자에서 발견되었다(1명 남자 5명 여자). 무
증상 가성 종양의 비율은 8% 다. 이 연구에서 여성에서의
발생 비율은 15% 다. 고체 종양 덩어리의 조직학적인 검사
에서 과도한 괴사와 다양한 림프구 침범이 관찰되었다. 이런
발견들은 림프구에 의한 과민반응일 것으로 추측된다. 무증상
의 가성 종양의 존재는 고관절에서 흡인된 코발트와 크로미움
농도, inferior Oxford Hip scores, 체액의 증가와 연관이 있
었다. 그 기전은 아직 확실치 않으나 금속이나 세포독성효과
에 대한 과민반응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6년간의 무증상
가성 종양의 발생 비율은 증상이 있는 가성 종양 에 비해 상
당히높았다. 긴 기간동안무증상의가성종양이증상이있는
가성종양으로변할지에대해서는아직도확실치않다.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조합의
생물학적 활동

금속 이온이 태아에게 위험한가?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 예상보다 높은
빈도의 무증상 가성 종양

“실제의”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마모

(계속)



David Murray ( 국) 와 그의 연구그룹은 가성 종양이 있는
환자군에서 금속에 대한 과민반응의 빈도와 비율에 관한 연구
를진행하 다.  가성 종양이있는환자와없는환자에서림프
구 반응 빈도나 정도의 저명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Murray는 금속-금속고관절표면치환술환자에서면역반응
과 노출 정도에 따라 금속이온에 대한 림프구 반응이 증가되
어있다고 결론지었다. 가성종양이 있는 환자는 가성 종양이
없는 환자와 비슷한 정도의 림프구 증식 반응을 보 다. 이러
한 이유로 type IV 과민반응이 가성 종양이 원인이 아닐 수
있다고하 다. 

Kamali Azad ( 국) 는 0.5Hz의 빈도로 매 100걸음을 멈추
었다가 다시 걷도록 재현된 프로그램을 장착한 고관절 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금속-금속 관절면의 마모도를 조사하 다.
이중 열처리를 시행한 금속물질의 경우에 혈청 이온 농도가
71%까지상승하 다. 

Rainer Kotz (호주)는 28mm 인공 대퇴 골두를 사용한 금
속-금속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 대한 다양한 결과들을 발표
하 다. 첫째로 그는 술 후 1년간 무시멘트 금속-금속 조합의
인공고관절전치환술을시행한 50예 (여자 31예, 남자 19 예)
의 결과와 무시멘트 세라믹-폴리에틸렌 조합의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관한 50예 (여자 39예, 남자 11예)의 결과
를 비교하 다. 금속-금속 관절면 그룹에서 평균 연령은 58.3
세 다 (16~81세). 세라믹-폴리에틸렌관절면그룹의평균연
령은 62세 다(26~87세). 금속-금속 관절은 혈청 내에서 코
발트 마모편이 관찰되었다. 금속-금속 그룹의 중간 혈청 코발
트 농도(1.1μg/l)는 세라믹-폴리에틸렌 그룹(< 0.15μg/l, 검출
한계 미만)의 농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Kotz는 만성 신장
질환이 소변을 통한 코발트 배출을 제한한다고 결론지었다.
Rainer Kotz는 고탄소 금속-금속 관절면에서금속 이온 마모
편이 배출되어 체내에 분해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이라는 이
론에근거가없다고주장하 다.
또한 금속-금속 관절면에 관한 주요한 문제들이 일차적으로
큰 직경의 대퇴골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점을 지적
하 다. 309명의 환자 (여자 172예, 남자 137예)의 비구컵의
성향과 혈청 금속 이온 농도를 술 후 평균 4.3년간 조사하
다. 중간 체액 내 크로미움 농도는 2.3μg/l이었다. 세 그룹 간
의환자 20예에서비구컵경사각과체액내코발트농도와크
로미움농도간에는통계학적으로유의한상관관계가관찰되지
않았다 (55-63。, 44-46。, 23-37。).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조합을 8년간 사용 했었던 환자의 부검 조직
에 있는 신생 관절막에서 세라믹 마모편, 편평화된 활막 표면, 중등도
의섬유화는보이지않았다.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가성종양이 있는 환자
에서금속이온에대한림프구반응이증가되는가?

금속-금속관절면의마모

금속-금속조합의인공고관절전치환술에서
1-10 년간의임상적추시결과



세 명의 젊고(37, 47, 55세) 비구컵 경사각이 58。~63。인 활
동적인 (HHS 100, UCLA 6,7 and 9) 여성환자들은 코발트
농도가 3~16배, 크로미움 농도가 4.5~16배 정도 높게 나타
났다. Kotz는 또한 평균연령 57세인 여성환자 54예와 평균
연령 54세인 남자환자 44예의 금속-금속 조합 105예의 10년
간의 추시 결과를 보고하 다. 이중 추시 가능한 환자는 80명
이었다. 단측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한 22명의 혈액표
본과 체내 아무런 금속 물질도 없는 환자의 혈액 표본을 술
후 5년간비교했을때, 혈청내금속이온의상대적상승이관
찰되지않았다. 

Claude Rieker (스위스)는 435건의 재치환술시 제거한 금
속-금속조합인공삽입물 792개(412 대퇴골두, 380 비구컵)의
결과를 보고하 다. 98.3%에서 28mm 인공 대퇴골두로 재치
환 되었고, 1.7%에서 32mm 인공 대퇴골두로 재치환 되었다.
평균 추시기간은 53개월이다. 평균 마모율은 술 후 1년간
28.3 μm이었다. 2년간 10.5 μm/년, 그 이후 5.8 μm/년이다.
또한 2006년~2008년 사이 다양한 시멘트 및 무시멘트 비구
컵 시스템을 사용한 금속-금속 관절면 사용군에서의 임상적,
방사선학적결과를보고하 다. 
Rieker는 알러지반응은거의없을뿐아니라금속-금속관절
조합인공삽입물과연관된것만은아니라고주장하 다

Vasireddy Aswinkumar ( 국)는 2005~2007년 사이에
시행된 1,143예의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128예의 재치환
술) 품질-비교 연구에 관해 보고 하 다. 실험에 참가한 외과
의들에 따라 실험 결과에 의미 있는 편차가 있었다.
Aswinkumar는 좋은 수련 과정이 수술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하 다.

고관절 환자에 대한 적절한 독일어 설문지가 없기 때문에,
Florian Naal (스위스)는 취리히의 Schulthess 병원에서 옥
스포드 연구를 기초로 한 설문지를 개발하 다. Schulthess
설문의 내용은현재, 수술 직후, 수술 6개월 후응답가능한 5
개의질문으로구성된다.

Azad Hussain ( 국) 는 표면이 niobium-zirconium 합금
으로 5μm 코팅된 코발트-크로미움 합금의 특징에 대해 기술
하 다. Hussain 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표면처리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 다.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과
조합하여 사용하 을 때, 금속-폴리에틸렌 조합이나 세라믹-
폴리에틸렌 조합보다 훨씬 낮은 마모율을 보 다. Hussain은
그 재료가 스크래치에 잘 견디고 골절 위험도가 낮은 반면,
hard-on-hard 관절면조합으로는사용할수없다고하 다.

무작위 전향적 연구에서, Graham Isaac ( 국)은 같은 이식
물 형태의 세라믹-금속 관절면과 금속-금속 관절면 조합을
비교하 다. 사용된 인공 대퇴골두 직경은 28mm 이었다. 크
로미움과코발트의농도의중앙값은금속-금속조합과비교하
을 때 세라믹-금속 조합에서 더 낮았다. 세라믹-금속 조합

에서 12개월 후 크로미움과 코발트 농도 중간 추시 결과는
0.43μg/l 과 0.72μg/l 다. 금속-금속 조합에서는 0.68μg/l
과 0.83μg/l 이었다. 고관절 가상분석 연구로부터 예상된 결
과와 동일하게 이번 연구에서도 모든 측정 시간에서 (3개월,
12개월, 24개월 이상) 금속-금속 관절면에 비해 세라믹-금속
관절면에서 금속 이온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Isaac은 두 그
룹의 차이가 실험실에서 예상되었던 차이보다 훨씬 적었고,
크로미움이 코발트에 비해 금속 이온이 훨씬 많이 발생함을
주장하 다.

세라믹-금속 관절면에 대한 더 구체적 정보는 CeraNews 2008년 3월 참조
요망

세라믹-금속관절면의
금속이온농도

(지난 4주간…)

(고관절에체중부하운동시통증을느꼈습니까?)

(고관절파행이있습니까?)

(여가 활동이나운동을할때당신의고관절은움직임의제한이있습니까?)

(쇼핑이나집안일을할때나정원손질을할때고관절로
인한불편감이있습니까?)

(일어서기, 앉기, 굽히기, 옷 입기등의 일상 생활 동작에 고관절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Naal FD, Impellizzeri FM, Sieverding M, Munzinger U, Mannion AF, Leunig M. 독일어를 사용하는
고관절,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에게 쓰이는 Oxford Scores에서 인용. 발표 (F247).  EFORT, Vienna 2009
발표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efort.org/cdrom2009/FreePaperContent.asp?pid=F247

수술질의향상

새로운환자설문지

표면처리된코발트-크로미움합금

(계속)



인공고관절전치환술의물질vs. 크기: 
비용과효율성

최근 비엔나에서 EFFORT는 최근“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관절면 문제에
대한 마찰 공학적 물질 vs. 크기: 그 비용과 효율성?”이라는 주제로 특별 심
포지엄을 열었다. EFORT 발표자 Firas Al Dabouby가 주제와 토론을 요약
하 으며 CeraNews는 저자의 동의 하에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관절면 문제에 대한 마찰 공학적 물질 vs 크기: 그 비용과 효율성?”의 최신
경향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Robert Streicher는 최근 사용되는 제재들의 새로운 측면에 대해 논하 다.
그는 세라믹-세라믹조합은마찰에대한저항력이나마모율에장점이있어골용해나재치환술의빈도를
줄인다고하 다. 또한 취약성과 squeaking 등의 단점에대해서도다루었다. 금속-금속 관절면은혈중
이온 농도를 증가시키는 문제를 가지며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은 금속-금속 관절면보다 마모율이 낮은
면이 있다고 하 다. 그가 발표했던 새로운 관절면 조합‘세라믹-복합체’조합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
가필요하다.

관절면

폴리에틸렌의 마모입자와 골용해의 고식적인 문제에 대해 그는 제조 및 보관 과정에서 항산화 요소로
작용하는 vitamin E의 작용에 대해 논하 다. 다른 발표자인 Enrique Gomez-Barrena는 제조 및 보
관의 기술적 차이에 의미가 있으며 기계적 안정성과 마모에 저항하는 특성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하
다. 또한 Gomez는 vitamin E의 항산화제로서의 역할과 폴리에틸렌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리기 제
거의가능성에대해설명하 다.

폴리에틸렌에관하여

John Fisher는 Hard-on-hard 관절면의 발전에 대해 발표하 다. 요점은 삽입물의 최적의 기능을 보
장하고최장기간사용해야한다는것이다. 연구에서세라믹-세라믹관절면은낮은마모율을보 다. 세
라믹-세라믹델타의 관절 조합은 기존의 세라믹-세라믹보다 강도가 높았다. Fisher는 금속-금속 관절면
의 부식성 마모 및 혈중 이온 농도 증가의 문제는 보다 큰 크기의 대퇴골두 사용이 가능한 세라믹-금속
관절면을 사용함으로써 좀더 안정화 된다고 하 다. Hard-on-hard 관절면의 문제인 비구컵의 위치,
외전각과, 인공 대퇴골두 위치 오프셋을 최적화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마모율은 여전히 높을것이
라고하 다.

Hard-on-hard 관절면

Leali Paolo Tranquilli는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마찰학적 측면에 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언급
하 다. 첫째, 인공 대퇴골두의 크기와 안정성과의 관계; 좀 더 큰 크기의 대퇴골두를 사용함으로써 보
다 안정적인 운동범위를 확보하 다. 그러나 이는 마모율을 높여 골용해를 유발하는 면이 있었다. 마모
와 골용해, 안정성과 운동범위의 개념이 이상적인 관절면 구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그는 관절면 구
성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물질과 적절한 인공 삽입물 선택의 중요한 측면들에 대해서도 보고하 다. 심
포지엄에서는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지속적인 재료와 생체공학의 발전에 대해 전반적인 결론을 도
출하 다. 재치환율을 줄이기 위해 내구성, 저항성이 있는 인공 삽입물을 목표로 해야 하며 우리 모두는
이를위한연구과정중에있음을확인하 다. 그러나다른측면에대해서도논의가필요할것이다. 

새로운해결책?



심포지엄

고관절에서주요사항
제 13 회 BIOLOXⓇ 심포지엄, 그 임상적연구와결과
에딘버그, 9월 4-5일, 2009년

연자

환자와질병특이적인공고관절치환술

성공적인수술을위한전제조건

보다큰크기의인공대퇴골두와
탈구율과의관계

큰크기의인공대퇴골두에대한임상적결과: 
세라믹-세라믹조합 vs 금속-금속조합간의
3년추시결과

관절면구성 - 우리가지금까지배운것은?

개회사에서 연자 Justin P. Cobb ( 국)은 자동차산업에서

백만개 당 평균 3-4개의 실수는 정상 범위 이내의 결과라고

하 다. Cobb은 정형외과 역에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백만개 당 4만번의 실패 확률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하며 자동

차 제작보다도 수술실에서의 실수와 정확도를 판단하기가 더

어려움을 지적하 다. 무엇보다도 외과적 의사결정은 적응증,

환자 및 인공 삽입물에 특이적인 요소들로 결정된다. 정확한

비구컵 위치 선정의 예에서 Cobb은 진정한 안정 역은

Lewinnek safe zone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 다.

“매우 정확한 외과 술기”에 대한 인턴과 전문의의 각 수술적

숙련도를 비교한 경우에 있어서 표준편차를 감안한다 하더라

도 매우 심각한 결과를 보 다. 더 어려운 조건 하에서 수술

시행 시, 예를 들면 고관절 이형성증과 관절염이 동반된 경우

에서 안정된 비구컵 위치를 위한 수술에서는 숙련된 전문의가

인턴에 비해 아주 근소하게 좋은 결과를 보 을 뿐이다. 진정

한 목표는 비구컵 위치의 정확도를 높여 실제적인 안정 역

에도달해야하는것이라고 Cobb은 제안하 다.

여러 연구에서 Donald Howie (호주)는 술 후 첫 해 동안

28mm와 36mm 관절 조합의 탈구율 차이에 대해서 연구하

다. 총 532 예 (28mm를 사용한 274 예, 36mm를 사용한

258 예)에서 확연한 탈구율 차이를 보 다. (28mm 사용군에

서 4.4%, 36mm 사용군에서 단지 0.8%) Howie는 환자 각

각의 최적화된 크기 선택이 탈구율 감소에 향을 미친다 하

다.

Raghu Raman ( 국)은 36mm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사용
군 104 예 (남성 64예, 여성 40예)와 최소 42mm이상의 인
공 대퇴골두를 사용한 금속-금속 관절면 사용군 104예 (남성
64예, 여성 40예)를 3년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 다.

미세조각의 크기와 이들의 장기간 생체학적 향은 아직 풀리

지 않았다. Streicher는 좀 더 큰 크기의 인공 대퇴골두는 명

백한시대적흐름이라고주장하 다.

Robert Streicher (스위스)는 청년층와 노년층에서 활동도가

증가하며 야기된 새로운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는 탈

구율이 증가하면서 관절 안정성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소음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 다.  금속-금속

관절면사예 143 예 중 3%에서 소음문제가발생한다는연구

를 인용하 다. 1998년 이후 시행된 세라믹-세라믹(BIOLOX
Ⓡforte) 시술 2,240 예의 분석에서 골용해와 세라믹 파손 사

예는 없었으나 소음 문제는 0.5%에서 발생하 다. 새로운 나

노-세라믹(BIOLOXⓇdelta) 제재는 마찰율 저하와 윤활성 개

선을 기대하게 하 다. Streicher는 실험을 통해 기존의

BIOLOXⓇforte 에서 보이던 최소마모율보다 BIOLOXⓇdelta

가 더욱 더 낮은 마모율을 나타냄을 보고하 다. Streicher는

세라믹 골두와 조합된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의 사용이 골

용해 역치를 낮춘다고 보고하 다. 대조적으로, 손상된 금속

대퇴 골두와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관절면 조합은 높은

마모율을 보 다. 이 같은 인공 삽입물 조합에서 마모로 인한

Daniel J. Berry (미국)는 환자군이 확대되고 다양해 짐에 따

라 정형 외과의들의 인공 삽입물 선택도 보다 다양해졌으며

이로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절면 구성의 기회가 발생하게 되

었다. 그 결정은 환자 특이적 요소, 인공 삽입물의 가용성, 기

술적 요소, 크기, 옵셋과 안정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외과의

에 의해 결정된다. Berry는 술자는 최근의 임상적 결과에 지

속적으로 향받는다고하 다. 예를 들면, 금속-금속면관절

면에서 발생하는 염증반응은 이 관절면의 불확실성을 심각하

게 야기 시켰다.  Berry는 최선의 관절면은 없으며 각 관절면

조합의 장, 단점을 이해하고 환자 특이적 요소를 감안하여 환

자와함께결정을내리는것이중요하다주장하 다.



세라믹-세라믹(32mm) 관절면을이용한
인공고관절전치환술의 17년 추시

세라믹-세라믹 조합과 금속-폴리에틸렌 조합간의
10년 생존율비교세라믹-세라믹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한 52세 남자환자(좌측), 15년 추시

후 (우측) 골용해소견은보이지않는다.
출처 : Aldo Toni, Istituti Ortopedici Rizzoli, Bologna (이탈리아)

“위양성골용해”의문제
출처 : Aldo Toni, Istituti Ortopedici Rizzoli, Bologna (이탈리아)

캡슐내의세라믹마모편
조직반응관찰되지않음.
출처 : Aldo Toni, Istituti
Ortopedici Rizzoli,
Bologna (이탈리아)

세라믹-세라믹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 21년 후 (1984-2005), 골용해소
견관찰되지않음

세라믹-세라믹 인공 고관절 전치
환술 시행 15년 후 (1987-2002),
골용해소견관찰되지않음.

출처 : Aldo Toni, Istituti Ortopedici Rizzoli, Bologna (이탈리아)

세라믹-세라믹 사용군의 평균연령은 53.1세 으며 금속-금
속 사용군의 평균연령은 54.9세 다. 각 그룹간의 고관절 점
수와 활동도 차이는 없었다. 금속-금속 관절면 그룹의 재치환
술은 ALVAL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그룹의 생존률은 100%, 금속-금속 관절면 그룹은 98% 다.
Raman은 큰 직경의 대퇴골두를 사용한 세라믹-세라믹 관절
면 그룹은 청장년 환자군의 전치환술 및 재치환술시 최상은
아닐 지라도 매우 좋은 선택이라 하 다. 또한 노년 환자군
에서는탈구위험의감소를기대하며선호되었다.

Aldo Toni (이탈리아)는 그들의 기록 중 세라믹-세라믹 관절
면 사용 그룹(BIOLOXⓇ, BIOLOXⓇforte, BIOLOXⓇdelta)에
대한 7,005 증예를 정리하 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686 예의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BIOLOXⓇdelta)이 시행되
었다. 1990년부터 1991년까지 32mm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BIOLOXⓇforte)을 사용하여 치료한 147예에 대한 17년간의
추시에서 골용해 예는 없었으며, 최적의 위치에 자리하지 못
해마모가발생한환자군에서도골용해예는없었다. 
(Fig. 1a-3).

Aldo Toni 는 세라믹-세라믹 조합 시 골용해의 위험을 감소
시킨다고 주장하 다. 또한 소음 발생이나 골절 소견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 다. 또, 노화된 골 결함을 술 후 골용해 소
견으로 오진하지 않기 위해 술 전 X-ray 검사를 반드시 시행
해야 하며, 골용해에 대한 위양성율 문제도 지적하 다.
7,000예 이상의 세라믹-세라믹 조합 예에서 골용해 징후는
전혀보이지않았다. (fig. 4a-c).

J. Wesley Mesk (미국)는 육체노동 종사자나 알파인 스키,
테니스 등 환자가 삼가야 할 운동을 지속해온 다수의 환자를
포함해, 평균 이상의 활동량을 가진 환자들의 세라믹-세라믹,
금속-폴리에틸렌 관절 조합을 비교하여 보고하 다. 9 명의
외과의가 848명의 환자에게 930예의 세라믹-세라믹 관절 인
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 다. 평균 5.9년 추시에서 재치
환율은 2% 다. 골용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대퇴골에서
방사선 투과성 선들도 일부에서만 발견되었다. 소음발생도 드
물었다. 반면, 120명의 123예의 금속-폴리에틸렌관절면사용
그룹 대조군에서 재치환율은 평균 7.8년 추시결과 8.1% (10
예) 다. 즉, 금속-폴리에틸렌 그룹의 재치환율은 세라믹-세
라믹 그룹보다 4배 가량 높았다. 세라믹-세라믹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10년 생존률은 97.2% 고, 금속-폴리에틸렌 그

Toni는 세라믹제재사용과골용해의연관성에대해서는억측
이라고주장하 다. 



룹은 92.1% (p=0.0007) 다. Wesley는 세라믹-세라믹 알루
미나관절면의장기적안정성은금속-폴리에틸렌그룹에비해
낮은재치환율로증명된다고결론지었다.

용함으로써 충돌의 문제(sandwich cups)를 해결하 다고 하
다. Benazzo는 고관절 이형성증치료 시조합형대퇴주대

의 사용을 대안으로 제시하 으며 이는 수술 전 계획 수립 시
신중히 선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큰 오프셋을 사용하는
경우, 비구컵 각도가 커지고 전염각이 작아진다. 합병증 발생
률은 매우 낮았으며 무균성 이완률은 1예 에서만 보고되었다.
Benazzo는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이 일차 인공 고관절 전치
환술에가장적합하다고주장하 다.

50세 이하환자의세라믹-세라믹인공고관절
전치환술(28mm, 32mm)의 결과

고관절이형성증에사용한세라믹-세라믹
관절면 - 5~10년 추시결과

세라믹-세라믹(28mm) 조합의
인공고관절전치환술의 9년추시결과

다양한 인공 대퇴골두 직경을 이용한 세라믹-세라믹
인공고관절전치환술의 10년 추시결과.

Stephen B. Murphy (미국)가 발표한 상부 관절낭 절개술은
조직-보존적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위해 개발되었다. 첫 번
째 단계는 대퇴강을 처치하는 것이다. 고관절을 탈구시키지
않고 대퇴골두를 절제한다. Murphy는 이러한 술기가 해부학
적 구성을 용이하게 하고, 술기 시행이 매우 간단하며 기존의
고식적 방식보다 훨씬 쉽고 안전하다고 주장하 다. Murphy
는 랜딩 패드와 가이드와이어를 이용한 술식으로 CT를 이용
한 네비게이션 시스템과 비슷한수준의 결과를 보 고 이는 3
분 정도의 추가 준비시간이 필요할 뿐이었다. Murphy는 2-
11세 환자 196명 중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231 예를 조사하
다. 수술 시 평균 연령은 41세(18-50세) 으며 대퇴골두 직

경은 32mm (69%), 28mm (31%) 다. X-ray 상 골용해나
이완 소견은 없었다. Murphy는 청년층 환자군 에서 이 관절
면 조합 사용이 매우 믿을 만 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보 다고
주장하 다. 

Atsushi Kusaba (일본)는 고관절 이형성증이 일본에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가장 흔한 적응증 중 하나이며 아시안이나
코카시안 인종에서는 골, 연부조직 재생이 잘 이루어지지 않
음을지적하 다. Kusaba는 1998년부터 총 1,498 예의 무시
멘트 세라믹-세라믹 조합 (BIOLOXⓇforte) 인공고관절 전치
환술을 시행하 다. 총 161 예의 고관절 이형성증 환자(여성
159예, 남성 2예)와 고관절 치환술 177예에 대해 연구하 다.
평균연령은 60세(41~82세) 고 5~10년간 추시하 다. 수술
받은 고관절은 추시기간 중 모두 안정적이었고 탈구나 골용해
는 관찰되지 않았다. 1예에서 소음발생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추후 다시 관찰되지 않았다. 부적절한 수술기구로 인해 금속
비구컵이손상받은삽입물파손의예가 2예 있었다. Kusaba
는 이러한 문제들은 적절한 술기와 수술 진행으로 예방할 수
있다 하 다. 10~11년간 조사한 모든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예에서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조합의 재치환술 시행 비율은
1,498예의 고관절 전치환술 중 3예(0.2%)로 총 508 예의 금
속-금속 관절면 조합 중 8 예(1.6%)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여
매우낮은수준을보 다. 

Nobuhiko Sugano (일본)는 CT 기반의 고관절 네비게이션
수술의 비교연구를 시행하 다.  추시 기간은 평균 9년 (8-11
년) 이었다. 1998년에서 2001년간, 총 180 예의 무시멘트 세
라믹-세라믹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BIOLOXⓇforte, 28mm)
이 143 명의 환자에게시술되었다. 83%는 일본인의전형적인
형태인 고관절 이형성증 예이었다. 네비게이션 시술을 받은
52명의 환자와(고관절 59 예) 기존의 고전적 치료법을 시행
받은 91명의 환자(고관절 111 예)가 연구도 포함되었다. 네비
게이션을 사용한 환자군에서 탈구나 이완, 재치환술 예는 관
찰되지않았다. 비구컵이 Lewinnek 안정 역 밖에위치한경
우는 없었다. 기존의 수술법을 시행한 그룹에서 8 예가
Lewinnek 안정 역 밖에 위치하 다. 1 예 에서 충돌징후와

Francesco Benazzo (이탈리아)는 평균연령 68.4세(18~80
세) 환자 465 명 중 511예의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46예는
양측성) 사용군의술후 10년 추시결과에대해발표하 다. 고
관절 이형성증 환자들이 많았으며 조합형 대퇴 주대, 샌드위
치 비구컵, 다양한 크기 (28, 32, 36, 40mm)의 인공 대퇴골
두가 사용되었다. 총 1 예의 아탈구, 5 예의 탈구가 관찰되었
다. Benazzo는 한국에서 연구된대로경부가가는제품을사

또한 CT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조직-보존적 술기와 정확한
인공삽입물의위치선정은탈구율을낮추는데에기여하 다.

세라믹-세라믹인공고관절전치환술시행 10년 후, 골용해소견관찰되지않음
출처 : Stephen B. Murphy, New England Baptist Hospital, Boston (미국)

심포지엄(계속)



후기 무균성 이완이 발생하여 3년 뒤에 재치환술을 시행하
다. Lewinnek 안정 역 외부에 비구 컵이 위치하는 것과 탈
구율의 연관성은 높지 않았다. Sugano는 이상적인 안정 역
은매우좁은것이라주장하 다.

세라믹-세라믹조합의인공고관절전치환술에서
비구컵의위치

재치환용 세라믹 골두(BIOLOXⓇOPTION system)를
이용한재치환술의 2 년 추시결과

과도한비구컵각도를피하는방법

Philipp Lubinus (독일)는 과도한비구컵각도를피하는방법

을 제안하 다. 수평선에 대해 비구의 평균각도를 정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가능한 비정상적인 해부학적 환경을 개선

시켜야 한다. Lubinus는 관절 내 체중의 부하면은 상대적으

로 좁은 역이며 인공관절의 경우 관절의 크기가 작으므로

부하면이 더 작다고 하 다. 비구컵 경사각이 증가할수록 관

절부하면은 더욱 작아진다. 28mm 대퇴골두 사용시 비구컵

경사각이 40°인경우부하면은 9cm²이고 60°에서는 6.3cm²

이 다. 고관절에 미치는 힘은 상황에 따라 1 cm²당 200kg

까지 증가하 다. 120 kg의 힘에서 폴리에틸렌은 구적 변

형이 시작된다. 과도한 경사각과 탈구는 컵 내부 삽입물을 손

상시킨다. Lubinus는 술 전 해부학적 환경의 개선 가능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체중, cantilever, 비구컵 각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 다. 또한 가장 큰 직경의 대퇴골두를 사용하여 체

중부하를분산시킬수있다고하 다.2004년부터 2009년까지 Mark Emerton ( 국)은 313명의

환자에게 36mm 직경의 인공 대퇴골두을 사용한 세라믹-세

라믹 조합의(BIOLOXⓇdelta)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312 예를

시술하 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53세 (37-72세) 으며 환자

중 매우 활동적이며 극한의 스포츠를 즐기는 환자들도 포함되

어 있었으나, 탈구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Emerton은 정확

한비구컵의위치선정의중요성을강조하며, 컵이정상비구

Jean-Yves Lazennec (프랑스)는 대퇴 주대가 잘 고정되

어 있는 경우 BIOLOXⓇOPTION 이용한 재치환술 방법에 대

해 임상적, 방사선학적 초기연구를 발표하 다. 이 경우

Lazennec은 BIOLOXⓇdelta 의 세라믹 골두와 티타늄 슬리

브를 사용하는 BIOLOXⓇOPTION 시스템을 사용하 다. 수술

시행 전 문헌에 기초하여 어떤 taper 형태를 사용할지 결정하

다. 금속-금속관절면재치환술시행시, Lazennec은 비구

재치환이 끝날 때까지 기전의 대퇴골두를 대퇴 주대에 그대로

유지시켰다. (fig. 6a-c)

이러한 방식으로 대퇴 주대 taper를 술 중 손상으로부터 보호

한다. 16 예의 금속-금속 관절면과 폴리에틸렌 라이너를 이용

한 26예를 포함하여 재치환 42예의 연구를 시행하 다.

32mm 대퇴골두가 26예에서 사용되고, 36mm 대퇴골두가

의 경사각만큼 위치해서는 안되며 이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수있음을주장하 다. 

Emerton은 비구횡인대가가장중요한해부학적지표로, 45°

이하의 각도와 횡인대에 평행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 다. Emerton은 비구 전면에 비구 컵의 앞쪽

림에 위치해야 하며 슬자는 비구골과 비구컵 간의 접촉성을

최대화 하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하 다. 2mm sub-milling

술기가 정확한 위치 선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 다. 또한 세라

믹라이너삽입시적절한정렬이필요하다고강조하 다.

세라믹-세라믹관절면의인공고관절전치환술(BIOLOXⓇdelta)에서 라이너의위치
출처 : Mark Emerton, Chapel Allerton Hospital, Leeds ( 국)

금속-금속 관절면 재치환시 비구컵 삽입 완료 시까지 금속 골두는 그대로 유지시킨다. 이러한 술기는 수술 중 대퇴 주대 taper
의 손상을막는다.
출처 : Jean-Yves Lazennec, CHU Pitie-Salpetriere, Paris (프랑스)、

、



16예에서 사용되었다. 2-3년간 추시에서 골용해나 골절, 소음

등의소견은관찰되지않았다.

세라믹, 금속 대퇴골두와시멘트고정
poly socket의 장기추시결과

BIOLOXⓇdelta 22.2mm 대퇴골두의
In-vitro 와 in-vivo 안정성

In vitro 와 in vivo에서
세라믹(BIOLOXⓇdelta)의 특성

세라믹-고도교차결합폴리에틸렌 (28mm)의
마모연구 - 6년 추시결과

Peter Kay ( 국)는 1962-1990년 사이에 평균연령 41세

(12-50세)의 젊은 환자군에게 시행된 시멘트 고정형 금속-복

합체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1434예를 보고하 다.  그 예 중

일부는 John Charnley에 의해 시술되었었다. 20년간 재치환

율은 17% 고, 재치환술의 70%가 술 후 8~20년 사이에 시

행되었다. 재치환술의 주요 원인은 마모와 관련된 비구컵 이

완 (11.7%)이고 다음으로 대퇴 주대 이완(4.9%)과 대퇴 주대

골절(1.5%)이었다. 마모의 문제에 대응하여 Kay 소속 병원의

외과의들은 1986년부터 세라믹 대퇴골두(알루미나)와 폴리에

틸렌 복합체를 사용하 다. 18년 추시 결과 17 예에서 미세마

모가 관찰되었다. Kay는 세라믹 대퇴골두와 시멘트 고정형

폴리에틸렌 컵이 인공고관절 치환술과 재치환술 모두에서 검

증된 방법이라 하 다. 그는 새로운 폴리에틸렌 복합체의 사

용으로더나은결과를기대하고있다.

Moussa Hamadouche (프랑스)는 작은 직경의 세라믹 대퇴

골두 사용 기회가 줄어드는 동안, 알루미나 재질의 BIOLOXⓇ

delta 가 소개되며전반적인상황에변화가있다하 다. 그의

연구팀은 in vitro & in vivo 환경에서 BIOLOXⓇdelta

22.2mm 대퇴골두에 대하여 연구하 다. 인공적인 노화과정

에서도 압박력은 ISO 인증 수준인 46 kN 이상으로 유지되었

다. 가상의 미세 분열 시 접점 시험에서 재료 특성이 특정 수

치보다훨씬우수함을보 다.

전향적 무작위 연구에서 평균 연령 60.2 ± 9.7세 (34?75세)

환자 55예 (남성 21 예, 여성 34 예)가 22.2mm BIOLOXⓇ

delta 대퇴 골두와 시멘트 고정형 폴리에틸렌(부분적으로 고

도 교차 결합된 제품)으로 시술 받았다. 1-2년간의 추시 결과

에서 골흡수, 골용해, 이완이나 골절은 관찰되지 않았다. 지르

코나 세라믹 대퇴골두와 같은 형태의 전체 폴리에틸렌 비구

컵이사용된 55예의환자중 34.5%에서 32개월째골용해, 골

흡수가관찰되었다.

Ian Clarke (미국)은 in vitro와 in vivo에서 BIOLOXⓇdelta

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 다. 다양한 가상 실험에서 월등한 견

고함과 골절 저항성과 마모 저항성을 보 다. 인위적으로 수

십년 간 노후화시킨 부속들은 특성상 일부 미세한 변화만을

보 고 새 제품과 비교하여 저명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1-

7년간의 제거된 인공삽입물에 대한 연구가 Clarke의 연구결

과를 뒷받침하 다 : BIOLOXⓇdelta 는 BIOLOXⓇforte 보다

마모 저항성이 뚜렷하 다. 이는 특히 선형 마모의 경우에 저

명하 다. Clarke은 예상보다 6배 가량 더욱 강한 저항성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 다. 그는 선형 마모가 대퇴골두의 티타

늄연결이나코발트-크로미움부품에서도자주발견됨을지적

하 다. 이는 금속비구컵에서의충돌예와일치한다. 
Christian Hendrich (독일)은 28mm 세라믹-폴리에틸렌 관

절면(BIOLOXⓇforte)의 마모율이 64%로 금속-폴리에틸렌 관

절면 조합보다 우수하다고 발표하 다. 54 ± 9세의 43예 에

서 실시된 전향적 연구에서, Hendrich는 비록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에 대한 장기 추시 연구가 부족하지만, 28mm 세

라믹-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관절면의 사용이 마모율을

58% 가까이줄여줄것이라하 다. 

CeramTec AG 생산제품이아님

금속-금속 관절면과 BIOLOXⓇOPTION (티타늄 슬리브를 갖는 재치환용 대퇴골두)와 세라믹 라이너(BIOLOXⓇdelta)를 이용한
재치환술
출처 : Jean-Yves Lazennec, CHU Pitie-Salpetriere, Paris (프랑스)、

、

심포지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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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세라믹 조합(BIOLOXⓇdelta)의 마찰공학적 연구

세라믹-세라믹 조합의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BIOLOXⓇdelta, 28mm)에서
위치 선정과 마모의 향

BIOLOXⓇdelta의
우수한 장기 안정성

Anthony Unsworth ( 국)은 BIOLOXⓇdelta로 제작된 세라

믹-세라믹 관절면 조합의 우수성에 대해 발표하 다. 마모율

은 미미하 고 마찰 정도는 full-fluid film 윤활 상태의 관절

면 작동을 시사하 다. 소 혈청 단백질은 관절면에 유착되는

것으로보 으나, 이는 full-fluid film 윤활과 관련되어마찰도

를증가시켰다. 100 과 150 μm clearance 간의 검사에서윤

활, 마찰, 마모의차이는없었다..

금속 삽입물 면역반응에 대한 환자 특성

금속-금속 대퇴골두 표면치환술에서
마모와 관련된 합병증과 진단

Marc Thomsen과 함께 독일 정형외과학회(DGOOC)의 보철

물-면역반응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Peter Thomas (독일)은

면역 반응시 세포화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되는 감마-인터페론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전반적인 패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Thomas는 골

합성 물질의 부식이 습진성 반응을 유발한다고 하 다. 인공

삽입물 면역반응에 대한 임상적 결과와 관련하여 German

Contact Allergy Group (DKG) 과 German Society for

Allergolog and Clinical Immunology (DGAKI)는 공동으로

2008년에 연구결과를 선보 다. *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세라믹-폴리에틸렌 조합을 선택할

것을 권하 고,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에서는 다른 대체물을

고려할것을권하 다.

Guiseppe Pezzotti (일본)는 BIOLOXⓇdelta 대퇴골두의 노

화과정을 재연하기 위해 고압 멸균 처리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고압 멸균 상태에서의 1시간은 인체에서 3.9년 정도에 해

당되었다. 심지어 극한의 조건하에서도 (고압 멸균 10시간 이

상) 제품 표면의 부드러움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안정성은 물

질구조내 oxygen vacancy 때문이다.

Alister J. Hart ( 국)는 금속-금속 대퇴골두 표면재치환술

후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고관절 통증에 대해 발표하 다.

연구를 시행한 비구컵 중 20% 만이 Lewinnek 안정 역에

위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Hart는 대퇴골두가 비구컵의 가장

자리를 가리기 때문에 X-ray는 진단적 가치가 부족하다고 하

다. 이는 X-ray와 CT를 비교했을 때 평균 20°에서 50°까

지 차이가 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모관련 합병증은 골기질

에 향을 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며 비가역적인 연부조직

손상을 유발한다. 따라서, Hart는 금속-금속 관절면을 사용한

환자에서술후통증을보이면 3D-CT 촬 을 권고하 다. 치

료를 요하는 연부 조직 병변은 MARS MRI를 이용하며 확인

할 수 있다. Hart는 이러한 병변들에 비가역적 변화가 오지

않게할것을권유하 다.

Mazen Al-Hajjar ( 국)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세라믹-세라

믹 조합 (BIOLOXⓇdelta)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 다. 정

상적인비구각과증가된비구각, 정상 보행과미세분열상황

등에 대한 가상 실험이 이루어졌다. 비구각의 차이나 미세분

열 등이 마모에 향을 미치진 않았다. heel strike시 대퇴골

두-비구컵 림의 접촉과 유사하게 고안된 대퇴골두의 외측 배

열에서 미세 분열 시 선형 마모가 관찰되었다 - 마모율은 같

은 조건의 알루미나 세라믹 조합(BIOLOXⓇforte) 보다 10%

이상낮았다.

Thomas P., Schuh A., Ring J., Thomsen M. Orthopadisch-
chirurgische Implantate und Allergien (Orthopedic Surgical Implants
and Allergies) Orthopade 1;2008:1-14



BIOLOXⓇ상

BIOLOXⓇ 심포지엄에는 BIOLOXⓇ 상을 수여하는 전통이 있다. 2009
년에는 2가지 연구가 있었다. Alexander Dickinson (fig. 1, 좌측,
Karl Billau와 함께, CeramTec)은 Martin Browne, Jonathan
Jeffers, Andy Taylor의 공동 연구로 진행된“in-vivo 안정성과 불변
성의 개선을 위한 세라믹 비구컵 디자인의 발전”으로 수상하 다.
Jeremy Oakley (fig. 2, 좌측, 좌장 Justin P. Cobb와 함께)는 그의
연구“일차 무시멘트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알루미나 재질의 초기
임상적결과”로수상하 다. 

기타삽입물과비교한금속-금속
대퇴골두표면치환술의실패율

방사성투과선의발생과관절면
조합물질사이의연관성?

Johann Henckel ( 국)에 따르면, 국내의 금속-금속 관절

면의 임상적 실패율은 금속-폴리에틸렌 관절면보다 5배 높

다.(43% vs. 9%) 금속-금속 대퇴골 표면치환술은 다른 형태

의 인공삽입물 경우보다 재치환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간혹 실패의 원인을 찾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금속-금속 삽입

물에서의 고관절 동통과 혈청 내 코발트와 크로미움 농도 증

가, 과도한 비구각, 골용해, MRI를 통해 찾을 수 있는 연부조

직손상 간의 연관성은 명백하다. 술 후 1년 정도에서 혈중 금

속이온 농도는 이식 실패 판단의 좋은 지침이 된다. Henckel

은 이 방법이 비용-효과 측면에서우수하고문제가있는경우

에대한대처를빠르게할수있다고주장하 다.

인공고관절전치환술후의
비구골후방의골재형성

깨끗한테이퍼고정의중요성

인공고관절전치환술에서
소음문제

Rocco Pitto (뉴질랜드)는 3차원 QCT를 이용한 비구골 후방

골 도 조사를 보고하 다. 이 방법은 피질골과 해면골을 따

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Press fit 컵 삽입의 결과 비구 림에

피로도가 증가하 다. 피질골이 크게 바뀌지 않는 반면 비구

컵 후방의 해면골질 도는 감소하게 된다. Pitto는 이러한 것

을 골 증식의 간접적인 증거이고 약해진 뼈가 폴리에틸렌 입

자에 의해 유도된 마모 관련 반응에 의해 더 쉽게 골용해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 다. 장기간의 연구로 확인

되지는 않았으나 골 도의 점진적 감소를 비구컵 이동과 이완

의초기지표로생각하 다. 

Nobert Hoffmann (독일)은 함부르크에서 고관절 인공 삽입

물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squeaking 현상의 감수성에 관한

연구를하 다. 인공 고관절전치환술에서 squeaking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적 변수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Thomas Pandorf (독일)은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실패 원인

중 낮은 발생율을 보이는 세라믹 대퇴골두 골절에 대한 국

내인용기록에주목하 다. 이 희소한발생의원인은대퇴주

대 테이퍼의 오염 혹은 손상에 있으며, 이것은 연구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젖은 테이퍼는테이퍼마찰계수의 90% 감소를,

손상된 테이퍼는 20%의 마찰 계수감소를 가져온다. 세라믹

삽입물과 비구컵이 적당한 장소에 배치되어 적절한 경사각을

가질 때 삽입물의 손상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

하여야한다. 그러나이또한매우드문합병증이다. 

Gerald Pfluge (호주)는 연구에서 세라믹-세라믹, 세라믹-고
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세라믹-폴리에틸렌 조합의 관절면
사용이 무시멘트 고정형 대퇴 주대 사용의 경우 발생하는 방
사선 투과선에 미치는 향에 대해 조사하 다. 총 839 예의
최소-침습적 무시멘트 고정형 대퇴 주대를 사용한 인공 고관
절 전치환술을 연구하 다. 세라믹-세라믹 인공 삽입물을 사
용한예의평균연령은 62세 으며, 세라믹- 고도 교차결합폴
리에틸렌을 사용한 환자는 66세, 세라믹-폴리에틸렌을 사용
한 환자는 평균연령 79세 다. 사용된 대퇴골두 직경은 28,
32, 36mm 다. Pfluger는 1-3.5년간의 인공 고관절 전치환
술 추시 401예 중 73예 (18.2%)에서 관절면, 대퇴골두 직경,
경부길이, 옵셋, 비구컵 위치(염전각)등이 방사선 투과성선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 으며, 이러한 경향은 젊은

환자 군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고 하 다. 방사성 투과선은
해리스 고관절 점수에 향을 끼치지 않았다. Pfluger는 우리
가 방사성 투과선이 발생하는 실제적 원인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피복 대퇴 주대를 사용한 뒤로 그러한
예가발생하지않았다고주장하 다.

심포지엄(계속)



판단된다. 세라믹 관절면 간의 마찰이 squeaking의 하나의

변수일 것이다. 두 가지 다른 물질 구성, 기하학 및 직경을 갖

는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한 쌍에 대해 유한 요소 법으로 연

구하 다. 두 가지 시스템 모두에서 소음 발생에 향을 미치

는 매개 변수가 발견었되고, 충분히 높은 진동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마찰 계수치에 도달하여야 했다. 두 가지 시스

템간의 마찰 계수가 다르다는 점은 특정 시스템의

squeaking 발생 역시다양할수있음을의미한다.

에딘버러 심포지엄에서, Saiji Kondo, Atsushi
Kusaba(일본)은 일본의 인공관절 치환술 분야의 선구자이
자 세라믹 관절면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Yoshikatsu
Kuroki의 연구에 경의를 표하 다. 그는 7700개에 가까운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고, Kuroki는 4600개 이상의
세라믹 대퇴 골두와 1800개 이상의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을이식하 다. 

Claire Brockett ( 국)은 금속-금속 조합의 인공 고관절 전

치환술시 squeaking에 대한 생체 연구 결과를 발표하 다.

이 연구에서는 정상적인 조건에 더하여 고관절 치환물 사이에

외부 입자가 존재하는 상황도 포함되었다. 이 입자들은 관절

면 표면을 거칠게 하고 소음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세라믹

입자와 Porocoat 금속 입자를 포함하 다. Brockett은 소음

발생에 제3체 (third body) 손상이 역할을 할수도 있다고 하

다.

긴장 그리고 대퇴 골두의 금속 이동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의 모의 상황에 대해 연구하 다.

윤활이 없는 경우 항상 발생하는 squeaking 현상은 윤활이

제공되는 경우 사라졌다. 티타늄의 파손이 있는 경우 만이 윤

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queaking이 발생하 다. 금속 입

자는 윤활막을 손상시킨다. 이 연구는 특정 삽입물 디자인(예

를 들면 금속 림의 돌출이나 짧은 대퇴경부의 경우) 에서

squeaking의 현상의발생이특히높다고보고하 다.

Oliver Guyen (프랑스)은 소음 발생에 대한 관절 윤활의

향에 대해 기술하 다. 일반적인 움직임, 미세-분리, 극단적

Karl Knahr (오스트리아)는 소음 현상의 다른 유형을 구별하

고 그 중 일부를 정리하 다. Squeaking과 clicking 이외에,

그는 cringing과 crating을 정의하 다. 무작위 전향적 연구

에서, 그는 모든 관절면 조합(hard-on-soft를 포함하여)에서

이 현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그러나 그는 squeaking 현상이 생각보다 염려할만한 것

은 아니라고 하 다. 소음은 보통 주변 소음보다 작으며 임상

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하 다. 그러나 모든 소음은 부적절

한 삽입물 위치나 이완의 초기 지표일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한다고주장하 다.

Christian Hendrich (독일)은 환자에게 알칼리 식이를 권장

하는것이소음발생을증가시킬수있다고하 다. 삽입물의

직경과 위치에 중점을 둔 이 논의에서 큰 직경의 삽입물이 가

진 장점에 대해 상당한 일치가 있었다. Rocco Pitto (뉴질랜

드)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조사된 자료에서 탈구가 재치환술

의 가장 흔한 이유라 하 다. 더욱이, 이 케이스들은 2차 재치

환술의빈도도높았다. 이 통계를근거로그는큰직경의삽입

물로 교체를 단행하 다. Daniel Berry (미국)은 가장 치료하

기어려운그룹인외전근손상환자에대해기술하 다. 

Yoshikatsu Kuroki, MD
Ebina 종합병원내인공관절치환술및류마티즘연구소, 

Kanagawa (일본)

이 심포지움에참여한
연자중일부



Atsushi Kusaba, MD, Raghu Raman, MD, Gerald Pfluger, MD, Francesco Benazzo, MD and J. Wesley Mesko,
MD 의 공개토론

사용된약자

ALVAL = Aseptic Lymphocytic Vasculitis Associated Lesion 

CoC = ceramic-on-ceramic 

CoM = ceramic-on-metal 

CoP = ceramic-on-polyethylene 

HR = hip resurfacing 

HRA = hip resurfacing arthroplasty 

MARS MRI Scan = Metal Artifact Reduction Sequence 

Magnetic Resonance Imaging Scan 

MoP = metal-on-polyethylene 

MoM = metal-on-metal

PT = pseudo-tumour

ROM = range of motion

THA = total hip arthroplasty 

UHMWPE = ultra 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 

QCT Scan = Quantitative Computed Tomography Scan 

XPE = crosslinked polyethylene

향후전망과예측

세라믹이극성시스템의예비결과

Pre-mounted ceramic insert를 갖는
비구컵시스템의초기고정

세라믹대퇴삽입물의인공슬관절전치환술에
대한 2개의연구소의결과

Antonio Olmeda (이탈리아)는 대퇴 경부 골절 환자에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이 최선의 치
료라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 다. 그는 반치환술이 더 짧은 수술 시간, 작은 외상, 골
보존 및 추가 치료 방침 설정의 문제 등의 이유로 확실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 다.
Olmeda는 대퇴 경부 골절 환자에서 세라믹 이극성 삽입물을 사용한 (BIOLOXⓇ DUO) 219
예에 대한 초기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결과에 대해 보고 하 다. 최소 6개월의 추시 기간 후 조
사한 바에 의하면 임상 결과 및 생존율은 다른 방법들과 다르지 않았다. 여타 외과적 합병증
이나 인공 삽입물과 관련된 문제는 관찰되지 않았다. Olmeda는 세라믹 이극성 시스템
(BIOLOXⓇ DUO)은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10년 이상 연기할 수 있고 대퇴 경부 골절 치료
의전반적인비용을줄일수있다고결론지었다. 

Jim Holland ( 국)은 pre-mounted 세라믹 삽입물로 고정된 비구컵에 대한 연구를 보고
하 다. 외과의가 비교적 작은 벽 두께의 비구컵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직경에도
불구하고 큰 내부 직경을 갖도록 고안되었다. 관절면으로부터 금속 비구컵으로 전달되는 마찰
과 관련된 염전변형에 대해 조사하 다. 실험 모델에서 각각 다른 대퇴 골두 크기와 각각 다
른 부하에 설정된 실험모델의 염전 변형은 대조군인 금속-금속 관절면 조합에 비해 약 1/3
수준이었다. 

Rainer Bader (독일)는 두 대학 병원에서 세라믹 대퇴부 삽입물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로 치
료된 40명(남자 16명, 여자 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의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결과를 보고하 다. 평균 나이는 67.6세(52-75세)이었다. 1-2년 추시 기간 중 삽입물과 관련
된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고관절점수(HSS, WOMAC, SF-36)는 상당히 호전되었다. 삽
입물 이동, 골용해나 삽입물 이완은 발견되지 않았다. Luca Giorgini(이탈리아)는 외부 연구
에서 시행된 세라믹 삽입물과 제 3 의 삽입물 간의 마모 실험으로 확대하 다. 그는 코발트-
크로미움삽입물보다세라믹삽입물이더나은결과를가져올것으로예상하 다. 

심포지엄(계속)



중등도의 불편감이 동반된 우측 고관절의 불안정성을 보이는 65세 남자환자. 그는
3년전 시멘트 금속-폴리에틸렌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았다. 충돌 징후, 심
한 폴리에틸렌마모와골용해소견으로진단되었다. 

금속-폴리에틸렌조합의인공고관절전치환술후
마모편의골용해와관련된
“폴리에틸렌낭종”과기타합병증

Sherman (미국) 등은 85세 남성의 금속-폴리에틸렌 관절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catastrophic failure에 대해 보고했다. 금속 대퇴 골두 삽입물은 폴리에틸렌 라이너와 금속
컵을 완전히 관통하여 광범위한 금속증과 삽입물 이완을 초래하 다. 환자는 대략 18년 전 인
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 다. 그는 술 후 어떠한 추시도 하지 않았다. 저자들은 약
10~12cm 정도 대퇴 근위부까지골용해와금속편의분포가보인다고보고하 다.
저자들은 이 같은 드문 합병증에 대한 인지가 임상 결과를 바꿀지도 모른다고 주장하 다. 그
들은 이러한 경우 나타나는 조건들을 확인하는 것이 삽입물 주변 골절 및 이환율과 관련된 추
가적수술및도수정복을피하기위해서중요하다고설명하 다. 

Fokter (슬로베니아) 등은 금속-폴리에틸렌 인공 고관절 전치환물로부터 유리된 마모편이 함
유된 낭종물에 의한 대퇴 신경의 골반 내 압박 예를 보고하 다. 그들은 무시멘트 금속-폴리
에틸렌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32mm 대퇴 골두, 스테인레스 스틸) 시행 13년 후 삽입물 주
변 대퇴부 동통, 근력 약화와 감각 둔화가 있는 58세 남자 환자의 예를 보고하 다. 폴리에틸
렌 삽입물은 파손되고 비구 컵의 관절면은 손상을 입었다. 방사선 사진상 상당한 마모가 관찰
되었으며 복부-골반 CT 상 골반 내 거대 낭종(13cm)이 관찰되었다.  괴사성 파편 및 많은
이물 육아 조직이 발견되었다. 80ml의 진한 녹색의 체액이 제거되었다. 낭종 제거 도중, 중간
비구 벽 결손이 관찰되었다. 가성관절낭 절개 부에서 저자는 삽입물의 대퇴부 삽입물 경부 주
변에서 검고 큰 종물을 발견하 다. 저자들은 추시 기간 중 폴리에틸렌 마모와 골용해 등의
방사선사진이외에도신경증세에유의할것을제안하 다. 

추가적 간행물은 골반, 하복부, 서혜부 그리고 대퇴 내측에
큰 골용해 종물이 동반된 고관절 이완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
기술하 다. 더 많은 정보는아래에

Lin (싱가폴) 등은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 20년 후 큰 골반 종물이 발견된 75세 남자 환
자 예를 보고하 다. 환자는 6개월간의 좌측 골반 통증과 7cm의 좌측 하지 단축을 동반한 좌
측 장골부 종물이 있었다. 복부 골반 CT 상 좌측 장골와에 대략 8.5 x 9.5 x 10cm 크기의
다량의 복수가 관찰되었다. 이 좌측 장골와의 골반 종물이 비구 컵의 무균적 이완과 연관이
있었다. 표본의 조직학적 검사에서 만성 염증과 조직 세포 반응이 관찰되었다. 폴리에틸렌 컵
의 이완과 함께 비구부의 심한 골용해가 관찰되었다. 재치환술 시행 1년 후, 골반 종물은 더
이상보이지않았으며양측하지길이차이도 2cm으로 줄어들었다. 

마모와 금속-폴리에틸렌 관절면 조합의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하는 골용해는
흔치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여러 다른 방법으로 발현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골반내 낭종과 대퇴 신경병증에 대한 보고이다.

Sherman RA, Damron T. Penetration of a Metallic Femoral Head Through the Acetabular Shell. J
Arthroplasty 24(7); 2009:1143e7-1143.e10

Fokter SK, Fokter AR, Taka? I. Case Report: Femoral Neuropathy Secondary to Total Hip Arthroplasty
Wear Debris. Clin Orthop Rel Res 467(11);2009:3032?3035

Lin KHB, Lo NN. Failure of Polyethylene in Total Hip Arthroplasty Presenting as a Pelvic Mass. J
Arthroplasty 24(7); 2009:1144e.13-1144.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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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의임상적결과세라믹의임상적결과 금속-금속관절면 : 
최근의결과들

무시멘트세라믹-폴리에틸렌인공고관절전치환술의장기추시결과

청년층의활동적인환자에서무시멘트
세라믹-세라믹인공고관절전치환술의중장기추시결과

Suckel (독일) 등은 15~17년의 추시 기간 동안, 303명의 환자에서 시행된 무시멘트 세라
믹-폴리에틸렌 조합의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320 예를 대상으로 장기 추시 결과를 보고하
다. 모든 예에서 동일한 인공 삽입물 시스템과 32mm 세라믹 대퇴 골두가 사용되었다. 수술
당시의 평균 나이는 67세(22~99세) 다.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검사가 97 예, 전화 인터뷰와
방사선학적 검사가 4예, 전화 추시가 49예에서 시행되었다. HHS는 평균 88 점이었다. 17년
후 비구컵/라이너의 생존율(Kaplan-Meier 방법)은 98% 고 대퇴주대/대퇴 골두는 98%
다. 무균적 이완율은비구컵에서 2%, 대퇴주대에서 1% 다.

Hartmann (독일) 등은 고관절 표면치환술을 받은 95 명과
28mm 금속-금속 관절면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89명의 환자에서 평균 5.5년 후 혈청 크로미움, 코발트 및
몰리브덴의 농도를 분석하 다. 두 그룹의 코호트 결과는 인
공 삽입물이 없는 130명의 환자들과 비교하 다. 몰리브덴
농도의 경우, 대조군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고관절 표
면 치환술과 28mm 금속-금속 관절면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군에서 혈청 크로미움과 코발트 농도가 증가되었다. 고관
절 표면 치환술을 받은 그룹에서 크로미움 농도는 4.81 μg/l
(3.02-9.09)로 28mm 금속-금속 관절면 인공 고관절 전치
환술 시행 그룹의 2.04보다 상당히 높았다. 대조군의 평균 농
도는 0.00μg/l이었다. 금속 이온 농도와 비구 컵 경사각 사이
에는 연관이 없었으며, 환자의 활동도(UCLA) 및 BMI는 연관
이 입증될수있었다.

Preuss (독일) 등은 10년간의 후향적 연구에서 56명의 (남자
27, 여자 29, 평균 69세) 환자 중 금속-금속 관절면 인공 고
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은 58 예를 대상으로 코발트, 크로미
움, 몰리브덴, 니켈의 금속 이온 혈청 및 소변 내 농도를 조사
하 다. 6명은 수술 후 평균 71개월(3-118개월) 후 사망하
다. 악성이나 국소 종양으로 사망한 환자는 없었다. 5명의 환
자는 대장, 유방, 전립선과 신장암 치료 이후에 종양으로부터
향을 받지 않았다. 4명의 환자는 72개월 (36-111개월) 이후

무균적 이완 및 기존의 세라믹-폴리에틸렌 관절면 마모로 인
해 재치환술을시행하 다. 일차 금속-금속 조합의 인공 고관
절 전치환술 시행 10년 후, 혈청 및 소변 내 금속 이온(코발
트, 크로미움, 니켈) 농도가 증가하 다. 금속 이온 농도, 나
이, 성별, 삽입물의 수명간의 연관성은 없었다. 저자는 높은
금속 이온 농도와 고관절 기능, 수술 후 통증, 삶의 질 간의
연관은 없었으며 이는 고농도의 금속 이온 농도와 장기간 추
시 결과 및 마모에 대한 병리적 효과 간의 연관이 없다는 점
을 시사한다. 그들은 독성 발암 물질의 장기간 추시 분석이
필요하다하 다. 

Aldinger (독일) 등은 1985년 1월부터 1989년 12월 사이에 무시멘트 세라믹-폴리에틸렌 인
공 고관절 전치환술(BIOLOXⓇ 32mm) 시행 환자 326명(고관절 354예)을 대상으로 후향적으
로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결과에 대해 평가했다. 수술 당시 환자의 평균 연령은 57세(13~81세)
다. 평균 추시 기간은 17년(15~20년)이었다. 87명(고관절 89예)이 사망하 고 8명(고관절

8예)은 추시 중 소실되어 240명(고관절 257예)에 대해 평가하 다. 해리스 고관절 점수는 평
균값은 80 점이었다. Kaplan-Meier 생존 분석 방법이 이용되었다. 17년간 어떤 이유에서든
최종적으로 재치환술을 시행 받은 비율은 88%(84~92) 다. 골용해는 폴리에틸렌 마모에 달
려있었다. 저자들은 무균적 이완 시 낮은 대퇴주대 재치환율을 확인하 다. 17-20년의 전향
적 연구에서생존률은 94%(91~97)이었다. 

Aldrion (오스트리아) 등은 무시멘트 세라믹-세라믹(BIOLOXⓇforte)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106명의 환자에 대해 평균 7.6년의 추시 기간 동안 107 예의 우수한 임상적, 방사
선학적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28mm 세라믹 대퇴 골두가 사용되었다. 수술 당시 환자들의
평균연령은 64.6세(21-88세) 다. 해리스 고관절점수는평균 90.4점 이었다.
방사선학적 결과에서는 골용해나 이완, 돌출 소견을 관찰할 수 없었다. 저자들은 세라믹 고관
절 삽입물의 위치, 디자인, 조작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재치환율이 낮
으며활동적인청년층환자에서무균적이완율역시낮다고결론지었다. 

Kim (한국) 등은 45세 이하의 대퇴 골두 괴사 환자 64 명(고관절 93 예) 시행한 93예의 일
차 무시멘트 세라믹-세라믹(BIOLOXⓇ forte)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 환자에 대해 연구를
시행하 다. 28mm 세라믹 대퇴 골두가 사용되었으며, 55명의 남자(고관절 84예)와 9명의
여자(고관절 9예)를 대상으로 하 다. 수술 당시 평균 나이는 38.2세(24-45세) 고 평균 추
시 기간은 11.1년(10-13년)이었다. 
해리스 고관절 점수는 수술 전 평균 52.9 점에서 마지막 추시 기간 중 96.1 점으로 개선되었
다. 무균적 이완이나 재치환술 예는 없었다. 방사선 및 CT 스캔 상 비구부 혹은 대퇴의 골용
해소견은없었다.  11.1년간 최종적으로무균적해리와관련된생존율은 100% 다. 

Suckel A, Geiger F, Kinzl L, W?lker N, Garbrecht M. Long-term Results for the Uncemented
Zweymuller/Alloclassic Hip Endoprosthesis. A 15-Year Minimum Follow-Up of 320 Hip Operations. J
Arthroplasty 24(6);2009:846-853

Aldinger PR, Jung AW, Breusch SJ, Ewerbeck V, Parsch D. Survival of the Cementless SpotornoⓇ Stem in
the Second Decade. Clin Orthop Rel Res 467(9);2009:2297-2304 Hartmann A, Petermann M, Krummenauer F, Gunther KP, Witzleb WC.

Mediumterm metal ion concentrations after hip resurfacing (BHR) and
Metasul metal-onmetal wear couple. Abstract, German Congress of
Orthopaedics and Traumatology, October 21-24, 2009

Preuss N, Schaser KD, Weimann A, Rauhut F. Analysis of ion
concentrations and clinical results after primary hip arthroplasty with
MoM wear couple: 10-year follow-up study. Abstract, German
Congress of Orthopaedics and Traumatology, 
Berlin, October 21-24, 2009

Aldrian S, Nau T, Gillesberger F, Petras N, Ehall R. Medium-term analysis of modern ceramic-on-ceramic
bearing in THA. Hip International 2009;19(1):36-40

Kim YH, Choi Y, Kim JS. Cementless total hip arthroplasty with ceramic-on-ceramic bearing in patients
ounger than 45 years with femoral-head osteonecrosis. International Orthopaedics, published online on 26
Sept. 2009 

현재까지 금속-금속 조합을 사용한 환자의 혈
청 이온 농도에 대해 술 후 장기간 추시한 자료
가 거의 없다. 이에 두 가지 연구 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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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oochian (독일) 등은 수술 후 6~12개월 후 혈청, 소변, 백혈구 내 금속 이온 농도를 분
석하기 위해 이완, 아탈구, 골절 혹은 골용해 소견이 없는 2003년 4월에서 2007년 7월까지
의 기간 동안 정확히 시술된 27명(남18명, 여9명)에서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유도적 결합 플라스마 질량 분석, ICP-MS)을 실행하 다. 평균 나이는 51세
이었다. 평균 48세의 대조군 27명에서도 혈청과 적혈구의 금속 이온 농도를 측정하 다.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금속 이온 농도는 인공 삽입물이 있는 군에서 대조군보다 상
대적으로 3배 이상 높았다. 코발트 이온은 금속 이온 오염의 1차적 형태로 판단되었다. 크로
미움 이온은 혈청과 소변에서 확인되었다. 몰리브덴 이온은 혈청에서만 증가하 다. 적혈구
내 크로미움의축적은없었다. 
저자들은 이런 결과가 건강한 환자들에게는 임상적 연관성이 없다고 하 다. 코발트와 몰리
브덴은 신장을통해 배설된다. 크로미움은천천히 분해되며몸에 축적되는경향이있으며, 만
성 신장 기능장애시체내금속이온의농도는 100배 이상 증가될수있다.
저자들은 금속이온의 발암 물질로서의 가능성에 주시하 으며, 특히 Cr6+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밝혀지지않았다고밝혔다. 

Eswaramoorthy ( 국) 등은 고식적인 방법의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로 치환한 표면 치환술 실패 예 29예에 대해 보고하
다. 평균 추시 기간은 5년(1.7-11.7년)이었다. 표면 치환술

당시 평균 나이는 50.9세이며 재치환술은 평균 42개월 후에
시행하 다. 재치환율은 여자에서 11%, 남자에서 2% 다.
20명의 여자(21개 고관절)와 8명의 남자(8개 고관절)가 포함
되었다. 재치환술 시행 평균 나이는 54.4세이었다. 재치환술
의 적응증은 방사선학적으로 별다른 원인이 없는 통증을 가
진 경우 11예, 대퇴부 삽입물의 이완이 의심되는 7예, 대퇴
경부 골절 4예, 비구부와 대퇴부 삽입물의 이완이 의심되는
2예, 감염 1예, 서혜부 종물 1예 이었다. 기존의 표면치환술시
사용한 비구컵 삽입물을 유지하고 대퇴 삽입물이 금속 대퇴
골두와 대퇴 주대로 치환한 경우는 단 10예 다. 19개의 비
구 삽입물과 모든 대퇴 삽입물이 재치환 되었다. 18예에서,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이 사용되었다. 비구컵 삽입물이 치환
된 11명의 환자에서 방사선학적으로 이완 없이 통증이 나타
났다. 저자들은 활액 조직의 조직학적 검사상 이물 거대 세포
를 동반한 임파구 축적, 금속 반응성을 보이는
haemosiderin-laden 조직구가 관찰됐다고 하 다. 서혜부
종물이 있는 환자에서 Boardman 등은 일차 표면 치환술 이
후 4.5년 후 세라믹-세라믹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이 시행되
었음을보고하 다.
표면치환술 후 재치환술 시행군의 결과를 비슷한 연령의 대
조군과 비교하 다. 저자들은 표면치환술 후 재치환술 시행
군과 일차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군의 결과가 비슷함을
보고하 다. 2차 재치환술시행환자는없었다. 

새로운 방법으로, Nuchtern(독일) 등은 금속-금속 재치환술을 시행한 그룹의 삽입물 주변조
직에서 금속 마모편을 분리하 다. 임파선 조직에서 50~200nm의 작은 마모편이 주로 관
찰되었다. 저자들은 이런 입자들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금속-금속 삽입물 그룹의
초기문제를유발할수있다하 다. 

Mazoochian F, Kiefl J, Michalke B, Jansson V. Measurement of metal ions in the serum, urine and
erythrocytes in hip resurfacing patients. Abstract, German Congress of Orthopaedics and Traumatology,
Berlin, October 21-24, 2009 Mazoochian F. Measurement of metal ions in the serum, urine and
erythrocytes in hip resurfacing patients. Symposium on the tolerance of biomaterials in humans, Clinic for
Dermatology and Allergology, LMU Munich, November 18, 2009

Nuchtern J, Siebert K, Pfluger G, Junk-Jantsch S, Ruther W, Lohmann CH. Analysis of metal abrasive
particles in correlation with the tissue reaction of MoM endoprostheses by enzymatic digestion of
periprosthetic tissue. Abstract, German Congress of Orthopaedics and Traumatology , Berlin, October 21-
24, 2009

Eswaramoorthy VK, Biant LC, Field RE. Clinical and radiological
outcome of stemmed hip replacement after revision from metal-on-
metal resurfacing. JBJS (Br) 2009;91-B:1454-8
*Boardman DR, Middleton FR, Kavanagh TG. A benign psoas mass
following metal-on-metal resurfacing of the hip. J Bone Joint Surg
(Br) 2006;88-B:402-404

임상 분석결과 금속-금속 관절면 환자의 경우 혈청, 전혈, 소변 내 금
속 이온 농도 증가가 확인되었다. 최근까지 적혈구 내 금속 이온 농도
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었다.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 후에 시행된 재
치환에 대한 임상적, 방사선학적 결과에 대한
정보가 아직 거의 없다. 



초록

사회역학적요인과
환자교육의중요성

CeraNews의 기존 주제(2009년 2월)에서 우리는 인공 고관절 전치
환술의 결과에 대한 환자 특징적인 요소의 향에 대해 Klaus-
Peter Gunther (Dresden, 독일)와 논의하 다. 두 개의 연구 그룹
이 새로운 소견들을 선보 다.

고관절 치환에 관련한 사회역학적 원인과 기능적 결과
에관한환자특이적이점에대한다양한평가

슬관절치환술후통증과
지식두가지부분에대한교육의 향

목적: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장점들은 최근에 발간된 메타
분석에 기술되어있다. 하지만, Cochrane는 고관절 골 관절
염 환자들의 많은 표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면서, 인공 고관
절 전치환술로 이득을 받을 수 없는 환자 군에 대한 선별과
이것이 수술 계획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목적: 환자는그들이제공받는의료서비스에대한 정보를더

얻는데 흥미도가 크다. 환자 훈련 프로그램은 그들이 받는 수

술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의사 결정 과정에 더욱 참여하

게 되는 선행 조건이 된다. 게다가, 미리 계획된 치료에 초점

을 맞춘 정보의 제공은 환자 자신으로 하여금 치료 및 재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한다. 환자의 치료 만족도

와 삶의 질, 두가지 부분에 대해 환자 훈련 프로그램의 끼치

는 향에대해전향적연구를통해조사하 다

방법: 128명의 환자들이 그들의 기호에 의해 훈련에 참여하

거나 하지 않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한

그룹에게 슬관절 골관절염, 다양한 수술적 치료법 및 마취,

수술 후 통증 치료 및 술 후 물리 치료 등 더 많은 정보를 제

공하 다. 환자들은 WOMAC 설문지를 작성하 고 치료 만

족도에대한설문지는별도로준비하 다. 

결과: 비만(LR p=0.043)과 반일 근무 고용(p=0.048)은 최

소의 WOMAC index 40%과는 다양한 독립인자들로 확인

되었다. BMI > 29kg/m²이상인 환자 중에서 33%는 낮은

BMI 환자군의 27%와 비교하여 최소 40% WOMAC index

상승을 보 다. 직장이 있는 환자군의 25%와 비교하여 실직

자 군에서는 31%로 약간의 상승 소견을 보 다. 이전에 명시

된 수술 전 요소에 더해서, 교육적 배경이 WOMAC index

상승에 관한 상호관계상 분명한 통계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interaction p<0.001) : 평균적으로 대졸

환자의 경우 저학력자의 42%와 비교하여 51%로 WOMAC

점수의 상승을 보 고, 이는 37%에서 43%로 적은 증가율을

보 다. 수술 당시의 환자의 나이(LR p=0.972), 성별

(p=0.944), 결혼 유무(LR p=0.136)는 WOMAC 수치 상승

과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비만과

고용 부족은 WOMAC 지수 최소 50% 상승의 요구 조건을

위한환자에특이적이점에독립적인결정인자이다.

방법: 현재의 연구는 2005년에 시작된 고관절 수술에서의 환

자 특이적인 결과들에 관한 논문에 연관된 연구이다. 사회인

구학적 요소들뿐만 아니라 기능적 점수들(WOMAC)과 건강과

관련된삶의질점수들(EuroQol)은 각각의수술전과술후 6

개월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 점수들의 증가율(%) 정도는 수술

에서의 환자 특이적 이점을 측정하는데 이용되었다. 2007년

7월부터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5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6

개월 추시 연구가 시행되었다. 수술 당시 환자들의 (여자

54%) 평균나이는 63세이고평균 BMI는 27 kg/m²이다(36%

에서 29 kg/m²이상). 수술 당시 21%의 환자들은 독신이었

고, 25%의 환자는 하루 중 반일 근무를 했고, 21%는 대졸자

다. 다양한 논리적 회귀 모델들이 환자들의 사회인구학적

요소와 WOMAC 요소의 6개월간 변화 연관성을 밝히는데 사

용되었다.  최소 50% 이상의요소수치의상승이‘훌륭한’수

술적 결과라고 정의되었다. Likelihood ratio test는 회귀 모

델을 만들고 술 전 WOMAC과 EuroQol의 상호관계를 정립

시키는데사용되었다.

Krummenauer F, Witzleb WC, Gunther KP. Meeting Abstract WI42-95,
German Congress of Orthopaedics and Traumatology, Berlin, October
21-24, 2009



연구는 교육 비시행군(제1그룹) 70명, 시행군(제2그룹) 58명

으로 구성되었다. 1그룹의 평균연령은 69세로 46~85세까지

다양하 다. 2그룹의 평균연령은 70세로 53~80세까지 다양

하 다. 1그룹 환자의 54%는 여성이고 2그룹 환자의 59%가

여성이었다.

결과: WOMAC 점수는 두 환자 군 모두에서 환자-특이적 삶

의 질의 중요한 상승을 보 다. 교육받은 환자군은 교육받지

못한 그룹에 비해 (44%) 다소 낮은 술 전 impairment를

(46%)보 다.  3개월 간의 과정에서, 교육받은 환자들의 평균

WOMAC 점수는 83%로 상승했고 이는 교육받지 못한 환자

들이 82%인 것과 대조된다. 교육받은 군은 수술 후 3개월 동

안통증의빈도가적었다. 67%에서평지보행시통증이없었

다 (교육받지 않은 군에서는 60%). 또한 산을 오를 때 통증이

없는 교육 시행 군은 32% 으며 미시행 그룹의 21%와 비교

된다. 수술 후 더 낮은 WOMAC 점수를 보인 환자들은 모두

교육받지 않은 그룹이었다. 교육과정은 치료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다. 교육 시행 환자군에서 지식의

증가로 인해 술 후 X-rays에 관한 설명과 환자의 요구에 대

한 대처 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환자의 지식은 학제간의

환자 교육 프로그램의 근간에 긍정적 향을 끼쳤다. 삶의-질

자료는 교육받은 환자가 그 교육과정을 통해 얻는 점이 있다

는것을보여준다. 관련사항에대한더나은이해도를가지는

환자들은 수술 후 관리나 협진에 대해서 더 높은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다. 환자 불만족도는 더 많은 행동의 요구를 필요로

한다. 

2009년 비엔나 EFFORT 회의의 좌장이자 Vienna-

Speising Orthopedics 의 정형외과 과장인 Karl Knahr 교

수는“유럽의 전문가들이 모여 매년 시행하는 EFFORT 회의

는지난십여년간정형외과적, 외상학적으로가장중요한세

계적 모임의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하 다. “여전히 수많은

제안들이 우리가 도전하는 다양한 분야에 실용성과 풍부함을

더해주고 있으며 이는 참가자들에게도 최대한의 수준이 가능

하도록 해줍니다. 새로운 요소 중 하나는 마드리드 회의에서

처음 열릴 마찰학의 날 행사입니다. 그 날, 그 장소에서 인공

삽입물의 마찰 문제에 정통한 대가들에게 아직 논의중인 최신

경향에대한주제들을전해드릴것입니다.”

사실 최근의 미세침습수술 분야의 주목할만한 발전 이후 재치

환술의 필요를 줄이고, 의료보험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수술 재료의 발달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그간 해결책으

로 제시되었던 여러 방법들이 꾸준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이지

못하 다.

Knahr 교수는 유감을 표하 다. “예를 들어, 인공 대퇴골두를

가능한 크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하지만 고식적

인 작은 인공 대퇴골두 보다 실제로 마모가 적다는 연구들은

아직 부족합니다. 비슷하게 금속-세라믹 조합이 더 나은 대안

이 될지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고중합 폴리에틸렌이 비구

면에서 마모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 으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직 비타민 E 처리된 폴리에틸렌 관절면에

대한 장기 추시 연구는 없으며, 새로운 물질들이 확실한 대안

이되지는못합니다.”

Knahr 교수는 무엇보다 6월에 마드리드에서 개최될 EFORT

회의의 마찰공학의 날 행사에서 전문가와 초심자 모두에게 현

상황과최신경향에대한리뷰가제공될것이라하 다.

마찰학의날

마찰학과 그 임상적 측면은 인공관절 치환술에
서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다. EFORT는 향후
회의 시‘마찰학의 날’을 마련하기로 결정하
다. 이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EFORT 내 과학분과는 다음
의 성명을 발표하 다.

이벤트



첫 날 두 가지 중요한 강의가 유럽의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심도있게 강연된다. Hamburg-Harburg 대학의 생명공학 연

구소장인 Michael Morlock은 생명공학에 대한 개론을 강의

한다. Leeds 대학교수이자 의공학, 생물학 엔지니어인 John

Fisher는 고관절삽입물의마모문제에대한심층분석을선보

인다. 

두번째오전세션의절반은자유강의이다. Knahr 교수는오

후에도“두 가지 중요한 강의가 있습니다”라며, “반면에 물질

과학자인 Christina Doyle은 마찰공학에 대한 주제로 심포지

엄을 열고 기본적인 연구 상황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Dr.

Doyle은 Exeter’s School of Engineering 의 초청교수이며

Surrey 소재 연구소의 연구원입니다. 또한, 유명한 금속업계

의 대표들이 새롭게 개발한 금속-금속, 세라믹-세라믹, 금속-

세라믹, 폴리에틸렌-금속세라믹조합에대한발표를합니다.”

라고하 다.

3분 정도의 오전 발표보다 더 흥미로운 강의 들이 준비되어

있다. 청중들과의 토론에 앞서 두 명의 전문가들이 그들의 분

야에 대해서 토론을 할 것이다.  Knahr 교수는, “우리는 이를

통해서 흥미를 유발시켜 근거에 기반을 둔 결과를 얻을 수 있

을것이라기대합니다.”라하 다.

CeramTec AG
Medical Products Division
CeramTec Platz 1-9
D-73207 Plochingen, Germany
Phone: +49 / 7153 / 6 11-828
Fax: +49 / 7153 / 6 11 838
medical_products@ceramtec.de
www.biolox.com

Paul Silberer/International Sales Director
Phone: +49 / 7153 / 61 1- 522
E-mail: p.silberer@ceramtec.de 
Matthias Graessel/Product Manager Asia
Phone: +49/ 7153 / 611- 672
E-mail: m.graessel@ceramtec.de 
Soohyun Kim/CeramTec representative 
for Korea
Phone: 010-3758-6493
E-Mail: olivecorp@kornet.net

LoopKomm Informarketing Gmbh
Terlaner Str.8
D-78111 Freiburg i. Brsg.
Phone : +49 / 7634 / 55 19 46
Fax : +49 / 7934 / 55 19 47
mail@loopkomm.de
www.loopkomm.de

■May 14-15
Korean Hip Society Meeting
Daegu, Korea

■May 19-22
PANABRA SMACOT
Marrakech, Marocco

■May 23-26
CCJR Spring
Las Vegas, USA

■ May 27-29
OTODI
Montesilvano, Italy

■ June 02-05
11th EFFORT Congress + 47th Congreso SECOT
Madrid, Spain

■ June 10-12
SOO
La Rochelle, France

■ June 11-12
AE-Kurs Huefte Klinische Studien Update 2010
Dresden, Germany

■ June 16-18
Annual Meeting of the Irish
Orthopaedic Association
Killarney, Ireland
■ June 17-19
59. Jahrestagung der Norddeutschen
Orthopaedenvereinigung e.V.
Hamburg, Germany

■ June 16-19
Southern Orthopaedic Association (SOA)
Edmonton, Canada

■ July 02-03
AE-Masterkurs Knie
Berlin, Germany

■ Aug 04-07
Western Orthopaedic Association (WOA)
Monterey (CA), USA

이벤트(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