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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본위
Richard H. Rothman과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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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유럽 및 동유럽 판매
지부장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품질 제일’
. 이란 말은 Richard Rothman
교수의 환자 진료에 지침이 되는 원칙이며, 필
라델피아에 있는 Rothman 재단이 세계적인
인공관절 센터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Richard Rothman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이
원칙을 공유하고 그 성공의 비밀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였습니다.
‘품질’
은 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것은 CeramTec도 추구하는 최고
의 원칙입니다. 6백만 개 이상의 BIOLOX 제
품 판매를 통해 알 수 있듯 우리의 품질 기준
과 35년 이상의 경험은 세라믹이 인공관절 분
야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일조하였
습니다.
저희는‘유지’
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
험과 기술을 제품 품질의 지속적 향상에 집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만 추구하는 시장
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의료적
행위와 새로운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
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질로 평가되는 BIOLOXⓇdelta의 개
발에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저희는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2003년 시장에 선보인
후 2010년까지 백 만개 이상의 인공 대퇴 골
두를 판매하였습니다.
즐겁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Richard H. Rothman 박사는 Rothman
재단의 설립자이며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Thomas Jefferson 대학 Jefferson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에서 제일 명망있는
교수이다. 그는 인공관절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정형외과학의 선구자이다.
Rothman재단은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정형
외과 수술 시설을 갖춘 가장 성공적인 곳 중에
하나이다. CeraNews는 Rothman 재단의
역사와 철학 및 성공 비결 그리고 인공관절
분야에 대한 Rothman 교수의 관점에 대해
물어 보았다.
언제부터 인공관절 수술을 시작하셨나요?
저의 수련 과정이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아 John Charnley
의 업적에 관하여 들었으며 1970년에 미국에 있는 몇몇 젊
은 정형외과 의사들과 함께 Wrightington에 있는 그를 방
문하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그의 원칙과 기술들을 도입했
습니다. 제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필라델피아에서 첫
번째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약
10년간 Charnley 인공 고관절을 사용하였습니다. 고령의
마른 여성 환자들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수술하였는데
Charnley 인공 고관절은 매우 좋은 치환물 이었으며 결과
도 좋았습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공관절 치환
술을 시행하셨나요?
약 25000례 정도의 치환술을 시행 했습니다. 제가 한창때
부터 지금까지 인공관절 치환술에 중점을 둔 것을 감안하면
결코 기적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오래 살았고 이미 은
퇴한 많은 전공의나 전임의들 보다 더 오래 일하고 있으며
지금도 한 해에 약 800례 이상의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시
행하고 있습니다.

Rothman 재단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처음 계기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선가인 Walter
Annenberg 대사라는 훌륭한 분을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
다. 그는 양측 고관절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1970년대
초반 그에게 양측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사적으로 저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어
보았습니다. 저는 정형외과적 수술에 전념하는 병원을 만들
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더니 수백만 달러의 돈을 기부하여
주어 그것이 재단의 설립 자금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Rothman 재단은 지속적인 성
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좋은 것들은 단순합니다. 저는 단순한 원칙을 가진
단순한 사람이며 그 원칙을 준수하려고 노력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품질 제일입니다.‘질이냐 이익이냐’
를 선택
할 때‘질’
쪽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진부하고 비현실 적인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질’
을 우선적으로 했을 때 결
국 이익도 창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동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환자들은 좋은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받았는지 아닌지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바로 판단이 가능합
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성품상 환자들을 포용할 수 없는 의
사나 간호사, 비서, 전화 교환수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날 병원의 대기실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랑과 애정도

오늘날 Rothman 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
입니까?
작년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저희 재단을 방문하였고
20,000례 이상의 수술 중 8,000례가 인공관절 수술이었
습니다. 우리는 임상적으로 매우 바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학구적인 활동에도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좋은
외과의사, 내과의사 이지만 교육뿐만 아니라 임상 및 기초
과학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
국의 어떤 정형외과학 교실보다 많은 임상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없이 대해 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당황하게 됩니다. 이런 것
들이 우리의 성공과 성장에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Rothman 재단과 대학을 연계 하셨습니까?

세 번째 원칙은 여유입니다. 초창기에 PMMA 사용을 위하

학술적인 의료원에서 정형외과 치료를 하는 사적인 법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는 의료진에게 적절
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 치료, 연구, 교육 이
세가지 측면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여서는 FDA의 면허가 필요했는데 필라델피아에서는 저만이
면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이를 이용해 결코 이익을 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자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았
으며 비용도 적절하게 부과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교육과
연구에서 비 이윤적인 활동은 관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
었으며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지역에서 제공 되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좋은 인공 고관절 치환술
을 받았는지 아닌지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바로 판
단이 가능합니다.”

연구활동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Javad Parvizi 가 책임자로 있는 우리 임상 연구부서에는
14명의 펠로우가 있습니다. 기초 과학 분야에는 분자 생물
학자인 Irving Shapiro가 책임자로 있으며 60명 이상의 연
구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형외과적 영역뿐만 아니라 기
초 원리에 대하여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활동에서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저는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어떠한 분야에서도 달인은 아
닙니다. 저는 기초 과학 분야보다 임상 연구에 더 중점을 두고
새로운 연구 계획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계속)

그러나 저는 기초 과학분야에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으며 초기
에 수년 동안 기초과학 연구를 한적도 있습니다.

Rothman 재단은 효율성과 사업 모델에서 좋은 평판
을 받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
입니까?
어느 유명한 보건 관리 행정가는‘이익이 없으면, 사명도 없
다.’
고 하였습니다. 만약 재단이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
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점은
자신이 하는 것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효과적
이고 낮은 경비의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기
억으로 우리 재단은 활동 및 수익 측면에서 매년 약 20%
정도의 성장을 하였습니다. 고위 책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은 고용입니다. 외과 의사는 교육이나 연구가 아닌 수술을
함으로써 돈을 법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고용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재정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르
치기를 원하거나 지식을 넓히기를 원하는 사람을 고용할 것
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저의 규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이 고용한 사람이 당신보다 현명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고용한 사람이 당신보다 현명하지 못하
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직장의 문을 닫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동료들의 역량은 종 (bell) 모양의 곡선으
로 존재합니다. 당신은 고용할 때마다 우수한 행위자로의 방
향으로 이 곡선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훌륭한 팀으로 이끄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Rothman 재단에 있는 것은 종신형이라고 늘 이야기
합니다. 40년간 재단을 떠난 의사는 은퇴자를 제외하고 45명 정도 입니다. 비결은: 당신이 효율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동료보다 수익 및 명성에서 2인자가 되어
야 하며 동료와 진정으로 이들을 공유해야 합니다. 저는 우
리 재단에서 최고의 수익을 받은 적이 없고 항상 명예를 공
유하려 하였으며 젊은 리더십을 가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최고 경영인이 고용인보다 70배 이상의 수익을 버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은 의미의 발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영과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훌륭한 외
과의가 된다는 것이 거대한 의학적 기업을 운영하는 기술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인으로서 훈련
되지도 않았으며 기업가적 능력이나 어휘력을 가지고 있지
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뛰어난 기업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강력한 기업적 리더십은 의료진에게 공정한 결정을 제공하
여야 하며 거대한 조직체를 안정화 시키고 의료진으로 하여
금 그들의 일을 자유롭게 하게 하여야 합니다.

신적인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된 마취실을 가지고 있
어 마취의는 수술실에서 마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는 단순함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른 대부분의 정형외과 수술
실보다 더 간단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입버
릇처럼 훌륭한 외과의는 적은 장비를 선호한다고 이야기 합
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면 이미 많은 것
을 가진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차례로 진행하지 않
고 병행해서 진행 합니다. 간호사는 환자가 마취실에 있는
동안 수술준비를 하고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 환자가
마취를 받게 됩니다. 또한, 어떤 일이 시행되어야 할 때 누
군가가 해주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약 수술실 바닥의
청소가 필요할 때 제가 수술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그
청소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2010년 5월에“Evidence-based
Orthopaedics”에 관한 Rothman 재단의 첫 번째
연례 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Rothman 재단 설립 이전, 제가 두 세 명의 외과의들과 소
규모의 수술 팀을 구성하여 수술을 할 때 우리는 마치 교육
기관에 있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모든 인공 관절 치환술 환

“우리는 항상 연구에 전념하였고 무엇이 최선
의 방법이고 어떻게 합병증을 피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매우 빠르게 축적해 나갔습니다”

자에 대한 정보를 항상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였으며 평생
에 걸쳐 경과관찰 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인구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 되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곳에서 살
고 싶어 했습니다. 따라서 필라델피아는 연구를 하기에 매
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구에 전념하였고
무엇이 최선의 방법이고 어떻게 합병증을 피할 것인가에 대
한 지식을 매우 빠르게 축적해 나갔습니다. 오늘날 인공 관
절 전치환술과 치환물질의 선택은 대단히 훌륭하고, 성공적
이며 영속성이 있습니다. 우수한 기관에서 인공 고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 했을 때 10년 후 성공률은 99% 이상입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저희의 자료
를 보면 세라믹 인공 골두와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라
이너를 사용하였을 때 10년 추시에서 99.5%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이보다 뛰어남을 증명하기란 30,000례에서
99.5% 이상의 통계학적인 개선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힘
듭니다. 만약 우리가 증거에 입각한 접근법 대신 다른 방법

여전히, 의학에서 사업적인 분야가 존재합니다. 무엇
이 가장 중요합니까?
수술실에서의 효율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의 병원에서 수술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외과의들은
동시에 2개의 수술실에서 일반적으로 하루에 8개에서 10개
정도의 주요한 수술을 하고 대부분 오후 2시 30분경에 수
술을 마칩니다. 우리는 일을 오전 6시에 시작하며 마치 오
케스트라처럼 자신의 임무에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헌

을 선택하였다면 그 일이 잘될 가능성 보다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재료와 디자인이 나
왔을 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 나아가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장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줄 장기적인 데이터가 있
는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말
아야 합니다. 외과의들은 5년 혹은 10년간의 결과를 기다리
는 사치를 누릴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저주입
니다.

“저희의 자료를 보면 세라믹 인공 골두와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라이너를 사용하
였을 때 10년 추시에서 99.5%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치환된 인공 관절이 더 오래 유지 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지닙니다. 특히 오늘날의 파손되지 않는 세라믹은 높은 요
구도를 가진 환자들에게 더욱 설득력 있습니다. 금속-폴리
에틸렌 혹은 고도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관절과 세라믹-폴
리에틸렌 혹은 고도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관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중에서는 세라믹-고도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관절이 최선의 관절 조합입니다.

젊은 환자들에서도 교수님이 언급한 것처럼 좋은 결
과를 얻었습니까?

“세라믹 대퇴 골두는 더 뛰어난 마모 특성을 가지고

20년 전 인공 관절 치환술은 노령, 마른 체형의 사람, 이른
있으며 폴리에틸렌의 연마 마모를 적게 일으킵니다.”
바 낮은 요구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
나 인공삽입물과 관절면의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관절 질환
을 앓고 있는 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하기 시작하
작년 마드리드 EFFORT 학회에서 Binazzi 교수는
였고 그 결과도 향상되었습니다. 장기적 데이터를 보면, 젊
“우리는 폴리에틸렌 마모가 극도로 심한 환자들을 지
은 환자들 특히 비만인 젊은 남자들에서 실패율이 높음을
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외과의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인공 삽입물이 견고 해지고 잘 파손되지
여전히 금속과 함께 폴리에틸렌을 사용합니다. 저는
않으며 관절면이 견고해 잘 마모되지 않기 때문에 인공 슬
그것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관절 및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젊은 환자들도 수술 후 10년
말에 동의하십니까?
경과 관찰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증례가 없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85세 환자의 경우 두꺼운 폴리에틸렌과
금속 대퇴 골두를 사용한 Exeter-type 고관절 치환물을 사
결론이 무엇입니까?
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깅과 스키를 즐기는 70세 환자의
지난 세기 동안 기대 수명이 30년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 경우 세라믹 혹은 고도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을 사용하는
추세는 감소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관절은 마모되지만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대에 대해 일반화 하
사람들은 여전히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며 그들의 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고령의 환자에서의 경우 금
요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하루에 5 마일을 달리고, 속-고도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관절 조합을, 중년의 환자들
수술도 하며, 근력 운동을 하고 요가를 합니다. 73세의 저 의 경우 BIOLOXⓇdelta 세라믹-고도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도 요구도가 높은 환자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관절 조합을 선택합니다. 젊은 환자들에게는 세라믹-세라믹
빠른 회복을 기대합니다. 어떤 의욕적인 전문가들은 수술 관절 조합을 고려합니다.
후 2주 만에 그들의 직장으로 돌아 갑니다. 고령 환자들이
라 하더라도 스키나 조깅, 테니스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세라믹 관절을 사용한 인
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에게는 스키, 테니
스, 조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BIOLOXⓇ
delta 를 사용한 세라믹-세라믹 관절이 파손된 경우를 보
지 못했습니다. 요구도는 나이와 관련이 없으며 우리 주위
에 인공 관절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
다. 인공 관절 치환술을 받기 전에 나이가 들기를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신중한 선택이 아닙니다.

“저는 세라믹 관절을 사용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에게는 스키,
테니스, 조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
니다.”
인공 고관절 치환술에서 관절면을 선택하기 위한 알
고리즘이 있습니까?
금속 대퇴 골두는 폴리에틸렌 라이너의 마모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에게만 사용하고 있습
니다. 세라믹 대퇴 골두는 더 뛰어난 마모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폴리에틸렌의 연마 마모를 적게 일으킵니다. 이것은

누가 젊은 환자입니까?
누가 노인 환자입니까? 오늘날 사람이 백 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경험적
으로 외관을 보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전신상태
가 좋아 보이지 않고 걸음을 늦게 걷는다던가 노쇠해 보인
다면 그들은 분명 노인일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생활 양식
을 물어봅니다. 흡연을 하는지, 가족들이 장수했는지 혹은
단명했는지 말입니다.

Hard bearing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모든 hard bearing이 소음을 만들고 그 중 일부는 귀에 들
리며 일부는 들리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를 혼란
스럽게 만드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소음의 원인이 비구
컵의 디자인 때문인지, 티타늄에 대한 대퇴 경부의 충돌 현
상인지, 계면사이의 티타늄 마모 입자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혹은 합금이나 taper, 위치 때문일까요? 우리는
인공 삽입물의 위치와 소음이 연관이 없다는 광범위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소음을 일으킨다고 믿지
않습니다. 소음의 원인은 비구컵과 대퇴주대의 디자인, 합
금, taper, 인공 삽입물 위치 등을 포함하는 다양하고 복합
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인터뷰 (계속)

금속-금속 관절면에서 방출되는 금속 이온에 대한 견
해는 무엇입니까?
저는 1년 전 Ross Crawford1와 Chitranjan Ranawat2와
함께 금속-금속 관절면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
용으로 Journal of Arthroplasty*에 사설을 게재한적이 있
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레지스트리는 금속-금속 관
절이 가장 높은 실패율을 보이는 관절면이고 표면 치환술
에 사용된 금속-금속 관절면도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였
습니다. 또한 젊고 활동적인 환자의 경우는 인공 고관절 전
치환술의 기간의 절반에서 두 배의 실패율을 보인다고 하
였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금속-금속 관절의 재치환술이 일
반적인 재치환술보다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설득력 있는 이유로 저는 안전
하다고 증명된 대체 관절면 중의 한가지를 선택합니다. 금
속-금속 관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 관절을 선
택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인공 관절 치환술에서 환자의 체중은 어떤 역할을 합
니까?
비만인 환자들이 여러 면에서 위험도가 높다는 것은 잘 알
려져 있습니다. 비만일 경우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환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비만은 매
력적인 주제이고 많이 밝혀져 있지 않으며 현대 의학으로
도 치유하기 힘든 질병 입니다. Rothman 재단에서는 식습
관을 개선시키기를 원하고 운동과 식사간의 균형에 관심이
있는 환자들에게 영양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도넛을 하나
먹으면 소비하기 위해 5마일을 달려야 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
입니다. 위험 요소는 체중뿐만 아니라 수술 부위 지방의 두
께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Ranawat 교수는 수술 부위 지방
두께가 체중보다 상처 치유와 감염에 더 중요하다고 하였
습니다. 체중이 400 파운드 이상의 비만인 환자는 수술의
적응 대상이 아니며 감염, 정맥염, 폐색전증의 위험도도 상
당히 높습니다.

체중이 많은 환자일수록 관절면의 마모가 더 빠릅
니까?
증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체중이 많은 환자들은
덜 활동적이어서 관절이 빠르게 마모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환자에게‘만약 체중을 줄일 수 있다면 그때까지 수술
을 기다립시다.’라고 상담을 해줍니다. 몇몇 환자들은 화를
내며‘만약 내가 새로운 관절을 갖는다면 더 활동적이게 되
고 체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인공 관절 치환술 이후 1/3 의 환자에서는 체중이 감소하고
1/3은 체중이 증가하며 나머지 1/3 은 거의 그대로 유지됩
니다.

감염 문제도 점점 더 논의 되고 있습니다.
Rothman 재단에서는 이 분야에 광범위한 연구를 하
고 있습니다. 유망한 결과가 있습니까?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감염율은 1% 이며,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에서는 취약한 조직 때문에 감염율이 1~2% 정도
입니다. 치아나 다른 경로에서 유발되는 후기 감염의 가능
성 또한 있습니다. 낮은 빈도이지만 감염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최근 Dr. Parvizi에 의해 개발된 소
위 smart implant가 있는데 이것은 후일에 감염의 도전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지 2년 된 환자에게 구강 내
감염이 발생하여 혈액 내로 들어가면 세균이 파종되어 인
공 삽입물과 뼈(골)사이의 계면에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Smart implant는 표면에 연결된 항생제를 가질 뿐 아니라
그것을 유리시킬 수 있는 유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
염이 발생하면 pH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항생제와
인공 삽입물간의 결합이 깨지고 항생제가 활성 상태로 유
리되어 감염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실험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절액 내 분자 표지자
(molecular markers)를 확인 함으로써 값싸고 빠르게 감
염을 진단하고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수술이 조직에 손상을 덜 주고 빠르고 청결하
게 진행된다면 감염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균
은 잘못된 수술의 결과인 괴사 조직 및 응고된 혈액에서 빠
르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초록

50세 이하의 환자에서 세라믹-세라믹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결과
Andrew C. Murphy1, Simon D. Steppacher MD2, Moritz Tannast MD2, Stephen B. Murphy MD1

서론
역사적으로 50세 이하의 환자에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고령의 환자들보다 실패율이 높았다. 이 연구
는 50세 이하의 젊은 환자에서 알루미나 세라믹-세라믹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 및 임상적 결과
에 대해 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방법

그림.1 좌측 고관절 골관절염이 있었던 49세
남자 환자의 11년 추시 사진으로 골용해 소견
보이지 않는다.

그림.2 세라믹-세라믹 관절
(Wright MT)

알루미나 세라믹-세라믹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233명의 환자들을(273례의 고관절)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과관
찰 기간은 최소 3년에서 13년 이었으며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41±7.4 (범위 18~49)세 였다. 수술전 Merle d’
Aubigne 점수
는 11.1±1.6 (6-15)점 이었다. 수술 전 진단은 일차성 고관절염
혹은 충돌 증후군이 44%,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이 38%, 대
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7%, 외상후 고관절염 6%, 류마티스 관
절염 3%, legg-calve-perthes병 1%, 대퇴골두 골단 분리 1%
등이었다. 비구 컵의 평균 직경은 51.8±3.7(범위 46~60)mm
이었다. 관절면은 31%에서 28mm, 69%에서 32mm, 1%에서
36mm를 사용하였다. 대상환자 중 20%는 이전에 수술을 받
은 적이 있으며 그 중 8%는 골반 골절제술, 3%는 골반 대퇴
골 골절제술, 3%는 관혈적 정복술, 2%는 대퇴 골 절제술, 2%
는 수술적 탈구, 2%는 관절경, 1%는 중심부 감압술, 1% 미만
에서 고관절 유합술을 수술 받은 경력이 있었다.

결과
그림.3 여러 차례 수술 및 고관절 유합술을 시행받은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는 29세 여자 환자로,
세라믹-세라믹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4년 추시 결과 양호한 임상적 결과를 보였다.
(Merle d’
Aubigne 점수: 14점)

평균 5.3±2.3 (범위 3~12)년 동안 경과 관찰 하였으며, 평균
Merle d’
Aubigne 점수는 17.4±0.9 (범위 14-18)점 이었다.
방사선학적으로 골용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공 삽입물
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5례의 재치환술이 시행되었는데 그 중
비구 liner 파손이 1례, 대퇴 골두 파손 (다발성 외상)이 1례, 골
성 결합 실패가 2례 (대퇴주대 1례, 비구컵 1례), 비구컵 변위가
1례였다. 이유를 불문하고 재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10년
Kaplan-Meier 생존율은 97.4% (95% 신뢰도 구간
95.4~99.5%) 였다. 고관절 탈구나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고찰 및 결론
50세 이하의 환자에서 알루미나 세라믹-세라믹관절을 사용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을 2~12년간 추시
관찰한 결과 골용해나 탈구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그림.4 모터 사이클 교통사고로 골반, 대퇴골 파손이 있었던 40세 남자환자이다. 5년 추시에서 양호
한 임상적 결과를 보였다. (Merle d’
Aubigne 점수: 18점)

그림. 3, 4의 출처:

초록

알루미나 세라믹 관절을
사용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10년 경험*
James A. D’
Antonio, MD1
배경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 사용된 기존의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관절면은 대단한 성공에도 불
구하고, 마모와 그 결과로 발생한 골용해가 수술 실패와 재수술의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통적인 폴리에틸렌 관절을 대체할 것들로 금속-금속; 금속 혹은 세라
믹-고도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그리고 알루미나 세라믹- 알루미나 세라믹 관절등의 이 세
가지 관절이 널리 사용되었다. 알루미나 세라믹 관절이 매력적인 이유로는 아주 단단하고
긁힘에 강하다는 것이며, 친수성 소재로 개선된 윤활작용, 금속 이온 유리가 없다는 점, 훨
씬 적은 용적 마모 입자 그리고 다른 관절과 비교 하였을 때 우월한 마모 저항성 등을 들
수 있다.

대상 및 방법
1996년 10월 세라믹-세라믹(ABC2 Systems I & II)과 금속-고전적 폴리에틸렌 (system
III) 관절의 비교를 위해 전향적, 통제적, 무작위적, 다기관 임상 연구가 시작되었다.
Systems I은 미세포말형 티타늄 비구컵을 사용하였고 (99 고관절), Systems II는 arc
deposited HA가 피복된 티타늄 비구컵을 이용하였으며(95 고관절), 대조군은 미세포말형
티타늄 비구컵을 사용하였다(95개 고관절). 1998년 세번째 세라믹군 (Trident) 을 추가하
여 전향적, 통제적, 다기관 임상 연구를 계 속하였다. Systems I과 II의 세라믹 비구 라이너
와는 다르게 Trident 세라믹 라이너는 비구컵과 접촉하는 면이 티타늄 슬리브로 싸여 있으
며, arc deposited HA가 피복된 티타늄 비구컵을 사용하였다(186개 고관절). 모든 환자
들에게 같은 TiAIV tapered 무시멘트 대퇴 주대를 사용하였다. 각각 다른 다섯 군데의 독
립된 장소에서 다섯명의 외과의가 452명(480 고관절)의 환자를 세라믹-세라믹 관절 세 개
의 군과 금속-폴리에틸렌 관절 한 개의 군으로 나누어 수술하였다.
Systems I, II, III를 사용한 군은 13년간 경과 관찰 하였으며, Trident를 사용한 군은 10년
이상 경과 관찰 하였다. 마지막 경과 관찰 시 네 개의 군 간에 수술 전 인구통계학적 속성
및 임상 결과, 임상 성과에서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술 당시 네 개 군의 평균
나이는 52~55세였고 남자가 60~66% 를 차지 하였으며, 가장 흔한 진단은 골관절염
(83~89%)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11~17%) 였다.

결론 및 고찰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시 관절면에서 발생한 마모입자는 수
술 실패와 재수술을 야기할 수 있다. 금속-금속 관절은 과
민반응이나 가성낭종 등을 야기하는 전신적인 금속이온을
발생시킬 수 있다.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HXLP)은 10
년간 낮은 마모율를 보였지만, 1세대 물질들은 활성 산소와
감소된 기계적 특성으로 인해 논쟁이 되었으며 2세대 물질
들은 아직 경과 관찰기간이 5년이 채 되지 않았다. 세라믹세라믹 관절은 장기 경과관찰 결과 금속 이온의 위험성 없
이 마모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활동적이고 젊은 환자들에게
아주 훌륭한 대체 관절면이다. 우리가 13년 동안 세라믹 관
절을 사용한 환자들을 경과 관찰한 결과 인공 삽입물의 생
존율은 높고 합병증의 위험도는 낮았으며 환자 만족도는 높
았다. 어떤 관절조합이 세라믹-세라믹 관절보다 좋을지는
오직 시간만이 결정해 줄 것이다.

다기관 임상연구에서의 집도의들:

임상 결과
Systems I과 II에서 인공 삽입물의 생존율이(96.6%)이 금속-폴리에틸렌 관절 대조군
(91.3%)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92). Trident를 사용한 군의 생존율
(97.7%) 또한 대조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79). 관절면과 관계없이 재
치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세라믹관절 380례 중 8례(2%)가 있었으며 그 원인은 불안정
성, 대퇴 골절, 심부 감염, 그리고 충돌 증후군이었다. 95례의 폴리에틸렌 대조군에서는 7
례(7%)가 있었으며 그 원인은 불안정성, 심부 감염, 대퇴 골절이었다. 관절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재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세라믹관절 380례 중 2례에서(0.5%) 있었으며 한 례
는 라이너 파손(수술 후 6년) 때문이었으며 다른 한 례는 비구골 골절 (수술 후 9년) 때문
이었다. 금속 - 폴리에틸렌 관절 대조군 에서는 골 용해로 인해 3례 (3.2%)에서 재치환술
이 시행되었다. Squeaking 현상은 Systems I,II를 사용한 군에서 1.6%, trident를 사용한
군에서 0.9% 발생하였는데 모든 경우에서 squeaking 현상은 일시적으로 나타났고 임상
적으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재치환술이 시행되지 않았다. 방사선학적 검사상
모든 무시멘트 인공 삽입물이 뼈에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세라믹 관절군에서 골용
해가 관찰된 예는 1.5% 였으나 금속-폴리에틸렌 관절 대조군 에서는 골용해가 19.6% 관
찰되었다. (p < 0.0001).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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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CCJR에서 하이라이트
27차 연례 current concepts in joint replacement
2010년 12월 8~11일 , 올랜도
미국의 모든 주와 56개국에서 온 2000명이 넘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관절 재건술의 최신 지
견을 듣기 위해 올랜도에서 열린 CCJR 동계 모임에 참석하였다. 인공 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하는 청중들인 외과의들의 모든 관심분야에 대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전시 구역에서는
젊고 더 활동적인 환자들의 치료와 재치환술의 술기, 관절 운동범위를 증가시켜 주는 제품,
표면 치환술과 대체 관절면 등과 같은 중요한 경향을 조명하였다. 위성 심포지엄에서는 전적
으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사용되는 세라믹 삽입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집중 조명된 쟁점
Joshua J. Jacobs1 (시카고, 미국)가 발표한 내용은 큰 대
퇴 골두를 사용하거나 표면 치환술 디자인을 사용하여 금
속-금속 관절 조합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최근 상황과 신중
한 경고로 요약될 수 있다.
연자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고 엄격한 사용 제한을 제
시하였다. 만약 금속-금속 관절을 추천 한다면 오직 골격이
크고 동반 질환이 없는 활동적인 젊은 남자에 한해서만 가
능하다고 하였다.

David W.Murray (옥스포드, 영국)는 이 부분에 대해 청중
에게 약간의 긍정적 정보를 제시하는 연자이었다. 표면 치환
술 시스템은 역시 부정적으로 논의 되었다. 금속-금속 관절
시장의 성장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대다수 발표에서의 확실한 주제는 인공삽입물의 신뢰도와
수명 증가에 대한 바람이었다. 이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로, 점점 증가하는 젊고 활동적
인 환자들의 욕구로 인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점차 빨라
지는 관절 치환술의 시기와 임상적 결과에 대해서 논의 하
였고 재수술의 경우의 대체 관절면 선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신기술은 좋은 것이나 현명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저의 스승께서‘항상 새로운 혁신에 대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여 왔
습니다. 지금 저의 좌우명은: 신기술을 포용하는 것이
가장 먼저일 필요도 없지만 가장 나중일 필요도 없습
니다.

도 논의하였다. 세라믹-세라믹 관절은 임상적으로 증명된
안전한 제품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젊고 활동적인 환자들에
서 마모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인공
삽입물의 신뢰도와 squeaking 발생은 고려 대상으로 여겨
지고 있다.
세라믹-폴리에틸렌 관절은 많은 연자 들이 지지하였으며 청
중들 중에 대다수의 외과의도 마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라믹의 사용을 지지하였다.

CCJR 2010 동계 (계속)

(좌측에서 우측으로)

대부분의 연자 들은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게 세라믹-세라믹
관절을 추천 하였다.
고도교차결합 폴리에틸렌을 삽입한지 5년 후 생체 내에서
마모가 증가했다는 최근 보고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항 산
화 효과가 향상된 새로운 새대로의 교체가 진행 중이고 이
에 대한 관심이 조명되었다.

위성 심포지엄
위성 심포지엄의 제목은“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의 세라
믹 - 최근의 전망”(CeramTec) 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FDA의 승인을 위해 미국에서 시행된 초기 연구 3개의 1012년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관절 소음에 대한 최신 지견
을 제공하며 신뢰성에 기반한 자료의 검토 및 세라믹 삽입물
의 적합한 조합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제적으로 유명

Marc Pagnano2 (로체스터, 미국)와 함께한 인공 고관절
삽입물의 소음에 대한 찬반 논쟁은 기본적
으로 기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
현상은 관절부위에서 금속의 존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Javad Parvizi3 (필라델피아,
미국)는 비구 삽입물의 금속 보호테와 티타늄 TMZF 합금으
로 만든 얇은 대퇴 삽입물이 squeaking 현상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두
연자는 squeaking 현상을 없애는 기본적 방법으로 인공
삽입물의 신중한 선택을 추천했다.
아마도 이번 모임에서 가장 중요했던 세션 중 하나는 은퇴
직전의 주요한 외과의들에게 오랜 경력을 통해 얻게 된 충

한 연자 들인 William Capello, James D’antonio,
Jonathan Gario, Stephen B. Murphy, Javad Parvizi등
이 참가자들을 위해 학술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다.
CCJR 모임 동안 미국 인공 관절 시장이 다시 한번 회복되
었다는 느낌이 지배적이었으며 지난 한해 경제적인 침체기
후에 단계적 성장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인공 관절 치환술의 최신지견을 한 장소에서 한번의 모임을
통해 완전히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CCJR 모임의 우수함을 증명해 주었다. 고도의 집중적인 토
론과 연계된 포괄적이고 수용 가능한 학습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고나 교훈을 공유하기 위해 질문하는 자리였다. 훌륭한 조언
은 환자를 중심에 두고 모든 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었다.

출처:

임상 성과

BIOLOXⓇ 대퇴 골두의 낮은 파손 위험도
뛰어난 마찰학적 특성과 훌륭한 임상적 결과를 바탕으로 세라믹 대퇴 골두의 사용은
점차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세라믹 대퇴 골두 파손은 대단히 드문 합병증이다.
이 문헌은 금속 삽입물의 피로파손이 세라믹 삽입물보다 자주 발생하는 것을 지적한다1 (그림. 1-3b).
BIOLOXⓇdelta 대퇴 골두의 파손율은 0.002% 미만이다.

BIOLOXⓇ delta 대퇴 골두의 파손율은
BIOLOXⓇ forte 대퇴 골두의 파손율보다
10배 정도 낮다.
세라믹 대퇴 골두 파손의 원인은 주로 부적절한 조작, 인공
삽입물간의 부적절한 조합, 그리고 외상이라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금속 대퇴 주대와 비구컵의 피로 파손 (그림 1,2)

폴리에틸렌 마모와 연계된 대퇴 삽입물 내과 파손(그림. 3a, b)
200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용된 약 3,600,000개의
BIOLOXⓇ 대퇴 골두의 총괄적 분석

세라믹 대퇴 골두의 파손율은 0.27%인 (대퇴주대 삽입물
100,000 개중 270개) 대퇴 주대의 파손율보다 낮은 것으
로 여겨진다.2,3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BIOLOXⓇ 삽입물의
파손은 드문 합병증이다. 이것은 최근 CeramTec’s
complaint database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15년
이상 CeramTec은 질을 보증하기 위해 자료들을 공개해왔
다. 200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CeramTec에 보고
된 합병증에 관계된 모든 자료들이 분석되었다. 2000년 1
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3,600,000개의 대퇴 골두가
사용되어졌다. (BIOLOXⓇ forte : 2,600,000개, BIOLOXⓇ

delta : 1,000,000개)

체내에서 파손된 BIOLOXⓇ forte 대퇴 골두 중 17례는 환
자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대퇴 골두를 사용한 2개의 병원
에서 발생했다. 다른 세개의 병원에서 발생한 3례도 같은
디자인의 골두였다. 환자 특성화 골두 디자인은 2009년에
폐기되었다.
환자 특정 요소와 적합한 인공 삽입물 선택, 정확한 술기가
고관절 전치환술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중요하다. 특히
인공 삽입물의 제품 정보와 사용설명을 잘 보는 것이 대단
히 중요하다. BIOLOXⓇ 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료로 제공되
는 수술 DVD에 잘 묘사되어 있다*.

Ⓡ

• BIOLOX forte 대퇴 골두의 체내 파손율은 0.021%
세라믹 대퇴골두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점들은 다음페이지

이다.
Ⓡ

• BIOLOX

delta 대퇴 골두의 체내 파손율은

0.002% 이다.

에 설명 되어있다 .

임상 성과 (계속)

1. 테이퍼 보호 캡을 사용하고 시험용 (trial) 대퇴 골두를 사용하기 전까진 제거하지 않는다
수술중 대퇴 주대 테이퍼가
수술 기구들에 의해 손상
받을 수 있다.

2. 시험용 정복은 시험용 대퇴 골두 만을 사용한다.
실제대퇴골두를 위치시키거나
제거할 때 대퇴 주대 테이퍼가
손상 받을수 있다.

3. 대퇴 주대 테이퍼를 주의해서 청소하고 건조 시킨다

테이퍼 고정시 들어간 제3조각들(예를 들어 연부조직, 골편, 시멘트 잔유물)로 인하여 선택적,
비평면적인 하중 전달이 발생하고 하중 부하 부분이 비대칭적이 된다. .

세라믹-세라믹 관절 결합(BIOLOXⓇ forte), 삽입된지 3.5년 후 대
퇴 골두가 파손되었으며 대퇴골두 안쪽 테이퍼에 시멘트가 묻어서
염색되어있다.

4. BIOLOXⓇ 대퇴골두를 정확히 조작하라.
대퇴 골두의 안쪽 테이퍼를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시킨후 부드럽게 돌려
가며 위치시킨다.

5. BIOLOXⓇ 대퇴 골두의 고정

플라스틱 대퇴 골두 임팩터로 종축을 향해 부드럽게 두드려서 고정
시킨다. (여러 번 두드리는 것은 허용됨.)

절대로 대퇴 골두를 금속 망치로 직접 가격하지 않는다.

6. 수술 중 손상을 피하고 떨어뜨렸거나 전에 사용되었던 어떤 BIOLOXⓇ 대퇴 골두
도 사용하지 않는다.

추천사항:
• 가능한 한 가장 큰 크기의 BIOLOXⓇ delta 를 사용
• Hard-hard 관절에는 가능하면 BIOLOXⓇ delta 를 사용.
• 호환이 가능한 테이퍼인지 확인
• 테이퍼의 표면이 깨끗하고 손상 받지 않도록 함
• 부품들을 조심스럽게 조립
• 올바로 조립된 것을 확인한 다음 두드림
• 다른 회사 제품과 혼용하지 말 것

세라믹 대퇴 골두가 파손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출처:

재치환술은 단지 무균성 해리를 치료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
다. : 세라믹 대퇴골두 파손과 같은 드문 합병증을 포함한다.
재치환술의 원인을 밝히고 세심한 술 전 계획을 세우는 것
이 필요하다. BIOLOXⓇ OPTION 재치환술 세라믹 대퇴 골
두는 세라믹 삽입물의 파손과 같은 드문 경우에 신뢰성 있
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 수술 DVD는 www. biolox.com 온라인이나 팩스로 무료로
주문 가능합니다. 주문양식은 세라뉴스에 동봉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발간되는 세라뉴스(2011년2월)에 세라믹 라이
너의 합병증 발생율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 세라믹 삽입물의 파손에 따른 재수술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
는 수술 실황 훈련 DVD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라뉴스
2/2010 호에 BIOLOXⓇOPTION의 일차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에서의 확장 적용뿐만 아니라 재치환시 보고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사례연구 포함). 세라뉴스 PDF 버전은 웹사이트
(www.biolox.com) 에서 가능합니다. 동봉된 주문양식을 사용
하여 인쇄본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관리

Orthopaedics 대신 Orthogeriatrics?
도전에 직면한 노인 환자

최근 수십 년간 복합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적 장애를 갖고
있는 고령 및 초고령 인구의 비율이 뚜렷이 증가해 왔다.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는 고령 환자에서 고관절 및 슬관절 치환술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된다.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AAOS)에서 발행한 통계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2007
년까지 65세에서 84세 사이의 사람들에게서 고관절 치환술은 16%,
슬관절 치환술은 4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양
상은 85세 이상의 연령군에서 더욱 커지는데 고관절 치환술은 21%,
슬관절 치환술은 5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증가되는 고
령 환자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정형외과는 노인 치료라는 새로운
핵심 화두에 직면하게 되었다. WHO는 일찍이 1989년부터“의학 분
야의 노인학화 (geriatrification)”
를 주장해왔다. 2. 우리는 The
German Society of Orthopaedics and Traumatology (DGOU)
의 사무국장인 Fritz-Uwe Niethard에게 이러한 변화가 정형외과 영
역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물어 보았다.
Orthopaedics(정형외과학)라는 용어가 1742년 프
랑스 내과의사인 Nicolas Andry로부터 소개된 이
후로, 이 학과는 주요한 발전들에 의해 특성화 되었
습니다.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에 비추어 보면 현대
정형외과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당신
은 최근 Orthogeriatrics(노인정형외과학)의 중요
성이 커짐을 강조해왔습니다. 정형외과학의 노인학
화가 필요한가요?

Fritz-Uwe Niethard (MD, PhD)교수는 The German Society
of Orthopaedics and Traumatology (DGOU)의 사무국장이다.
2010년 명예교수가 되기 전에 Niethard는 RWTH Aachen 대학
의 정형외과부문 임상교수 의장이었으며 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
이었다. 그는 현재 Aachen의 the Schwertbad Klinik 에서 외래
재활의 총 책임자 직을 맡고 있다.

정형외과학과 노인학을 연결하는 개념은 1950년대
Evans 와 Devane에 의해 발전해왔습니다. 그 동
안 노인정형의학의 치료 모델로 특별히 소개할 만
할 것이 있었나요?
노인들의 특별한 요구에 맞춰진 노인학 일반적 분야의 모델
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치료 후 환자를 그들의 집
에서 관리하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요양기관에서 그
들을 관리하기 위해 의료적 및 사회적 서비스를 통합한 점입

제가 대학병원을 떠날 때 즈음인 7월 30일 개최된

니다. 이 주제는 점점 더 고령 환자가 독거노인화 되고, 더

Pauwels 심포지엄에서 저의 정형외과학 40년 경력을 되돌

이상 가족의 구조에 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타

아 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한 사회적 도전 과제

저의 관심사는 근본적으로 변하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 제

를 대변합니다. 이러한 과제에 부합하는 기능성 모델은 수십

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일을 시작할 때는 오늘날 보다 소아

년 동안 Scandinavia 지역에서 보여줬습니다. 또한 독일에

환자가 훨씬 많았고 그에 부합되는 소아 정형외과 의사가

서도 설득력 있는 접근법은 있었으나 포괄적인 해결책은 시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아환자 수도 적을 뿐

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의료적 관리의 여러

더러, 과거 심각했던 많은 질환들이 효과적으로 치유되었으

분야 간에서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며, 한 때 흔했던 질환들이 현재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현재는 기대수명이 연장되었고 정형외과 영역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

2005년 발행된 리뷰의 저자들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들을 위한 임상적 치료 지침을 따르는 것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사실은 베이비 붐 시 이 원치 않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
3
절에 태어난 사람들이 은퇴의 시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욱 였습니다. 더욱이 1980년대 말경 미국의 전문가들
은 진단에 기반을 둔 포괄 수가제가 병원 재원일수
분명해 졌습니다.
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이 것은 의료의 질적 하락
및 거시경제학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
라고 지적했습니다.4 공식화된 방식으로 고령환자들
의 복잡한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로 정형외과 분야는 노인정형외과학의 방향으로 자동적인

“고령환자에게 충분하고도 차별화된 치료
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오직 다학제적인
접근만이 타당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찍부터 직면한 문제의 좋은 예 입니다.
첫째로, 항상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
형외과나 외상화자의 보존적 치료를 위한 침상이 필요합
니다. 둘째로, 치료 수준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계

현존하는 치료 지침이 의사들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는 충분

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수준에서 치료자가 같

한 해석의 자유를 남겨주었지만 아직까지 표준이 될 만한

은 지식을 가지고 치료하고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것은 없습니다. 몇몇 전문 노인학회들은 소아과처럼 고령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치료의 단계를 설립하는

환자들을 위한 독립적인 과의 설립을 지지해 왔습니다. 고
령환자들을 위한 충분히 차별화된 치료를 위해서는 누군가
는 다른 과에는 이미 있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그 과의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다학제간의 협
력된 접근법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학회에서 설립한 치료의 단계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다양한 건
강보건제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는 독일의 통합적인 건강보건 시설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치료 후 혼자 생활하기 힘든 고령 환자
나 그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고령 환자들을 의료적 지

정형외과의 인공관절 치환술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
을 준비해야 합니까?
고령환자의 문제점은 40-50대 환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고령의 환자가 수술을 받을 때는 모든 요소들이 설명되어
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날 고령환자의 특수한

원이 최소인 요양소등으로 보냅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이
같은 부분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고령화된 산업사회는 적합한 설비를 위한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는 또한 기본적 사회적 결합의 척
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점과 연계되어 의과대학에서도 교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아직도 병원에 완전히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학제적 전문가들의 지식이 충분히 구비
되어있는 대형병원에서 통합적인 치료를 하기는 쉬울 것
입니다. 대학병원에는 고령환자 치료에 요구되는 내과전

“모든 수준에서 치료자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치료하고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치료의
단계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신경과전문의, 정형외과전문의, 외상학 전문의등 이
있습니다. 작은 병원들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제한적입니
다. 확실한 전문적인 지식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
다. 이것은 전문적인 학회에서 큰 주목을 받는 사안이기

노인정형외과학의 쟁점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교류
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회의에서 이 사안은 보다
철저히 다루어졌습니다. 고령 환자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및 부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보다 특별한 일들이 많
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교류는 관련 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
나 이 교류는 과학적 의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독일에서와는 다르게 물리치료는 연구
의 학문적인 과정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

고령 환자들이 병이나 부상으로부터 회복되어 일상
생활로 복귀 할 수 있게 되는 기간은 그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낙상으로
발생한 고관절 통증으로 입원한 고령 환자가 있습니
다. 여러 검사상 입원이 불필요할 경우일지라도 환
자는 통증과 보행장애로 며칠간 고통을 겪을 것입니
다. 어떻게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리는 이러한 영역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중요한 과학적 자
극을 받았습니다. 노인학에서 이러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적극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사와 사회학자입
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구조가 다릅니다. - 독일에서는
건강보험회사와 사회보장단체가 이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기 때문에 사회 의학의 영역에서 일하는 의사가 항
상 관련되어 역할을 합니다.

건강 관리 (계속)

출처 :

문헌 (선택):

과학

세라믹과 관련된 임상적 결과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서 세라믹-세라믹 인공 고관 은 59(36-80)세 였다. 101명의 환자(102례의 고관절)를 10
년간 추시하였다.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하는 일반적
절 전치환술 시행 5-9년후 결과
Le Meur (프랑스) 등은 전향적으로 수술 당시 평균연령이
55.4세인 108명(남자: 55명, 여자: 5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알루미나 세라믹-세라믹 관절 조합(BIOLOXⓇ

forte)이 111례의 고관절에 사용되었다. 75% 의 사례에서
32mm 대퇴 골두가 사용되었다. 10례에서 시멘트 대퇴주대
가 사용되었다. 평균 추시 기간은 6.9년 이었다. 주요 적응
증은 고관절증(61.2%),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18.9%), 고관
절 이형성증(7.2%) 이었다. 환자들은 3, 6, 12, 24개월째 경
과 관찰 하였다. 5명의 환자가 재치환술을 받았는데, 사례는
대퇴골 골절이 2례, 탈구가 1례, 이완이 1례, 대퇴골두 파손
이 1례였다. 감염의 사례는 없었다. 세라믹 인공 삽입물의 5
년 생존율은 99.1% 였다.

세라믹(지르코니아)-폴리에틸렌 관절의 장기 추시
결과
Hamache (프랑스) 등은 77명의 환자(고관절 84례)를 평균
10년 추시하였다. 최종 추시 당시 평균 연령은 76.5세였다.
시멘트 고관절 전치환술은 24례였으며 혼합형이 60례였다.

인 합병증의 비율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세라
믹-세라믹 관절 군에서 세라믹 라이너 파손이 수술 받은 지
2년 된 1례에서 발생하였다. 금속-금속 관절군의 4명의 환
자에서 무증상 대퇴골용해 소견이 보였다. 저자들은 2례의
경우 향후 재치환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Huber (오스트리아) * 등은 다른 연구에서 금속-금속 관절
과 연관된 무증상 골용해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2세대 금속-금속 관절을 이용하여 인공 고관절 전치
환술을 시행 받은 7명의 사람들로부터 사후에 9개의 인공
삽입물과 주변 조직을 수거하였다. 수술을 시행 받은 지 310년 사이인 6명의 환자는 사망 당시 증상이 없었으며 고관
절 통증이 심해진 환자가 1명이었다. 삽입물과 관련된 감염
소견을 보이는 환자는 없었으며 대퇴 골두와 경부의 연결부
위에 부식이나 눈에 띄는 충돌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없었다.
골용해를 평가하기 위해 금속-금속 고관절의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다. 조직학적 분석을 통해 무증상 골용해 소견을 보
이는 2례의 방사선 사진을 확증하였다. 3례에서 방사선 검
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골용해가 조직학적 검사로 확인되었
다. 저자들은 작은 골용해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와
같은 보다 효과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경
우의 고관절에서 관절낭 조직의 metallosis 소견이 관찰되
었으며 8례의 고관절에서 국소적인 림프구 침윤소견이 보였다.

에서 발견되었다.

에너지 분산 분광분석 (Energy-dispersive x-ray) 검사를
통해 모든 고관절에서 크로미움 파장을 확인하였으며, 부식
물의 흔적이(인, 산소) 3례의 고관절에서 발견 되었다. 분산
된 혈관 주위 림프구 침윤소견이 모든 고관절에서 발견되었다.

*여기에 언급된 세라믹 제품은 CeramTec 제품이 아니다.

저자들은 이 사후 검사 연구가 조직 염증반응의 정도와 금
속-금속 고관절 전치환술에 따른 골용해 사이에 연관관계를
보여준다고 결론지었다.

모든 사례에서 지르코니아 세라믹* 22.2mm 대퇴 골두가 사
용되었다. 10년 추시결과 Merkel 골용해(0.5 ~ 1mm)가
23.52%에서 관찰되었다. 골 용해는 5년 추시시 이미 9.12%

세라믹-세라믹 관절과 금속-금속 관절 고관절 전치
환술의 10년 결과 비교(샌드위치)-전향적, 무작위
적, 비교 연구
Chatelet (프랑스) 등은 2 matched cohort 연구를 통해
한 명의 집도의가 시술한 114례의 고관절 전치환술을 평가
하였다. 62명의 환자(남자:43, 여자:19)에서 63례의 금속-금
속 관절 고관절 전치환술이 시행되었고 51명의 환자(남자:
31, 여자:20)에서 51례의 세라믹-세라믹 (알루미나) 관절 고
관절 전치환술이 시행되었다. 금속-금속 관절군의 평균 연
령은 62(35-85)세였고 세라믹-세라믹 관절 군의 평균 연령

저자들은 이 연구에서의 골용해 정도가 이전에 사후 연구를
통해 평가됐던 금속-폴리에틸렌 관절에서의 골용해 정도와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

과학 (계속)

세라믹-세라믹 고관절 전치환술과 금속-금속, 금
속-폴리에틸렌 고관절 전치환술 이후의 단기 합병
증의 위험도 비교
Bozic (미국) 등은 일차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지 2
년 내의 노인의료보험환자를 대상으로 단기합병증 (심부혈
전증, 탈구, 감염, 기계적 이완) 발생율과 다른 관절조합으로
재치환된 비율을 비교하였다.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한 환자들을 3개의 (세라믹-세라믹 관절, 금속-금속 관절,
금속-폴리에틸렌 관절) 분리된 군으로 나누어 matched
cohort analysis를 시행했다.
환자들은 나이와 성별, 거주 지역의 요소를 고려해 맞추어
졌다. 금속-금속 관절군은 삽입물 주위 감염율이 세라믹-세
라믹 관절군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0.59% vs 0.32%) 이
결과의 원인과 임상적 중요성은 불명확하다. 저자들은 금
속-금속 관절을 사용한 환자들에게서 연부 조직의 국소적
염증반응이 감염으로 오진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
들은 이러한 증례가 Mikhael* 등에 의해 보고 된 적이 있
다고 하였다. 세라믹-세라믹, 금속-금속, 금속-폴리에틸렌
관절군간의 다른 단기 합병증의 발생율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Hard-on-hard (세라믹-세라믹, 금속-금속, 금
속-폴리에틸렌) 관절의 생존율
Zywiel (미국)등은 2세대 금속-금속 고관절 전치환술, 금
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 세라믹-세라믹 고관절 전치환
술과 세라믹-금속 고관절 전치환술에 관한 동료들의 연구
논문(레벨1,2 연구)에 대해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한 후 결
과를 보고하였다. 금속-금속 고관절 전치환술에 관한 4개의
연구(레벨1 또는 2)에서 38개월-5년 범위에서 추시한 결과
생존율은 96-100%로 보고되었다.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에 관한 한 연구(레벨 2)는
평균 추시 56개월에서 94%, 평균 추시 33개월에서 98%의
생존율을 보고하였다. 레벨2연구에서는 평균 36개월 추시
에서 95%의 생존율을 보고하였다.
4개의 세라믹-세라믹 고관절 전치환술에 관한 연구(레벨1)
에서는 평균 추시 51개월에서 100%, 평균 추시 8년에서
96%의 생존율을 보고하였다.
저자들은 세라믹-금속 고관절 전치환술의 생존율에 대해
발표한 연구는 찾지 못했다.
저자들은 생존율 차이의 원인이 수술 기법의 차이, 삽입물
위치와 삽입물 디자인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hard-on-hard 관절 사용이 젊고 활동적인 환자들 사이에
서 증가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저자들은 정형외과 사회
에서 금속 입자의 국소적 및 전신 확산 가능성, 금속-금속
관절을 이용하여 수술한 후 발생할 잠재적인 합병증에 대한
우려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약어: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는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서의
무시멘트 세라믹-세라믹 고관절 전치환술 후 5-10년 추시결과
세라믹-세라믹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임상 결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고관절 이형성증 환자에서 세라믹-세라믹 고관절 전치환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일본의 Atsushi Kusaba 등에 의한 최근 연구는 고관절 이형성증 환자에서 세라믹-세라믹 고관절 전치환
술의 임상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에서의 인공 고관절 치환술

대상 및 방법

•고관절 이형성증
•젊은 환자에서 높은 빈도
•높은 활동성
•편평하고 작은 비구
•비정상적인 해부학 구조
•불량한 골질
•심한 구축

고관절 이형성증 환자 251명에서 Spongiosa Metal IIⓇ
(SM) 비구컵(ESKA Implants)과 세라믹-세라믹 관절
(BIOLOXⓇforte, 28mm 대퇴 골두, CeramTec GmbH)을
이용한 수술 290례가 시행되었다. 181례에서 SM 대퇴 주
대가 사용되었고, 대퇴 골수강이 좁은 환자 109례에서 SL
Plus 대퇴 주대 (S&N Orthopedics AG)가 사용되었다. 평
균 연령은 53세였다. 모든 증례에서 술전 진단은 고관절 이

의학적 문제
일본 내 고관절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진단 중 하나인 고
관절 이형성증 환자의 치료는 도전이다. 인공 고관절 치
환술의 수명에 마모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낮
은 골용해율과 낮은 재치환율을 기대하며 세라믹-세라믹
관절 조합을 사용하였다. 중기 추시 결과가 후향적 연구
를 통해 분석되었다.

형성증 이었고, 15례의 절골술 실패 사례 및 5례의 탈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전외측 접근법이 사용되었다. 1례의 환자
에서 고정나사가 사용되었다. 23례에서 나사를 이용한 비
구 성형술이 추가로 시행되었다. 87례에서 내전건 절단술이
시행되었다. 10례는 광범위한 연부조직 유리술이 시행되었
다. 평균 추시기간은 6.5 (5-10)년이었다.

과학 (계속)

수술 기법

전체 환자

•확공 전 경화조직의 제거
•내측 추궁(lamina)의 상부까지 확공 → 큰 직경의 비구
컵 (최대 두께의 세라믹 라이너 사용)과 고관절 회전 중
심부의 내측화
•골극 제거 → 충돌 예방

•Semi-lateral position
•곡선형 피부 절개
•전외측 접근법
연부조직 유리술
•내전건 절단술 68례
•굴곡건 절단술 6례
•광범위한 연부조직 유리술 8례
→ 동심성 관절 운동시 과다한 관절 스트레스의 감소

정확한 인공삽입물의 위치와 수술시 주의는 세라믹-세라믹
관절의 장점을 살리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고도로 이형성된 비구라 할지라
도 좋은 비구컵의 안정성과 위
치를 확보 하여야 한다.

나사를 이용하 비구
성형술(23례) :
57세 여자 환자, a: 수술전,
b: 수술후 8년. Harris hip
score는 51점에서 85점으로
향상되었으며, 비구컵 및 대퇴
삽입물은 안정적이다.

결과
관찰 기간 중 삽입물은 안정적이었다. 방사선학적으로 SM

만, (t = 1.12, p = 0.29) 반복적으로 발견되지는 않았다. 비

대퇴 주대 사용환자 4례(1.4%)에서 비구부 주위에 방사선

구컵 위치와 관절 운동 범위간의 어떠한 연관성도 확인되지

투과선이 관찰되었다. (t = 1.09, p =0.30) 대퇴 주대 근위

않았다. SL 대퇴 주대 사용 2례에서 세라믹 라이너 파손에

부에서 SM 대퇴 주대 8례 (4.4%) 및 SL 대퇴 주대 22례

의해 재치환술이 시행되었다. 이 2례에서는 사용된 삽입물

(20%) (t = 17.70, p = 0.00)에서 방사선 투과선이 관찰되

의 적합성이 좋지 않아 금속 비구컵의 손상이 발생 하였다.

었다. 골용해가 발견된 사례는 없었다. 대조적으로, 세라믹-

삽입물과 관련되어 재치환술을 시행한 비율은 금속-금속

폴리에틸렌 관절이 사용되었을 때 골용해가 관찰되었다.

관절(10/585, 1.7%)보다 세라믹-세라믹 관절(2/1498, p =

(13/56 = 23.2%) (t = 63.68%, p = 0.00). 비구 경사각의

0.1%)에서 더욱 낮게 나타났다. (t = 15.94, p = 0.00)

평균은 40。
(23-58) 였으며 평균 전염각은 29。
(5-56)였다.
탈구 사례는 없었다. SM 대퇴 주대를 사용한 2례(1.1%)와
SL 대퇴 주대를 사용한 4례(3.7%)에서 소음이 보고되었지

결론
고관절 이형성증에 사용한 Spongiosa Metal IIⓇ
endoprosthesis는 매우 훌륭한 안정성을 보였다. 세라
믹-세라믹 관절을 이용한 치료는 세라믹-폴리에틸렌 관
절 사용보다 삽입물 주위 반응이 적었다. 세라믹-세라믹
관절의 실패율은 금속-금속 관절 보다 낮았다.

마찰학적 관점에서 보면 세라믹-세라믹 관절은 젊
고 활동적인 고관절 이형성증 환자에서도 삽입물의
장기간 생존에 도움이 된다.

증례 보고

고관절 이형성증에서 골관절염의 치료 선택
세라믹-세라믹 관절을 이용한 임상경험 증례보고

증례 1 Kalamchi 와 MacEwen Type II 고관절에서 무시멘트 세라믹-세라믹 고관절 전
치환술1
진단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및 이차성 골관절염이 발생한 55세 여자 환자(그림. 1). 유아기
에는 우측 고관절 탈구를 정복하기 위해 석고 고정술이 시행되었다. 석고고정술의 부작
용인 혈행성 장애와 발달 장애로 편평고가 초래되었다. 심한 하지부동과 구축으로 수술
전 보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심각한 양측 관절통을 호소하였다.

Atsushi Kusaba 는 일본 Ebina 종합병원
관절치환센터 및 류마티스 분과의 과장이며
카나가와의 Showa 대학 (Fujigaoka 병원)
의 조교수이다. 그는 일본 류마티스 학회 임
원이며 자문위원이자 카나가와 류마티스 협
회의 이사회 회장이며 일본 정형외과 학회의

그림.1 :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
증 및 이차성 골관절염이 발생
한 55세 여자 환자

그림.2 : 대둔근 건 부착부위의
유리

그림.3 : 수술 후 1년: 정상 기
능과 현저히 향상된 구축증상

치료

분과 전문의이다. Kusaba는 SICOT, The
Society

양측 고관절에 순차적으로

(DGOOC)와 The International Society

전외측 접근법을 이용하여

for Technology in Arthroplasty (ISTA)

무시멘트 고관절 전치환술을

의 정회원이다. 그는 일본내의 많은 발표 외

시행하였다. 연령과 활동 정

에도 5편의 교과서를 저술하였고, 33편의

도를 고려하여 세라믹-세라

논문 발간 및 영어와 독일어로 발표를 105

믹 관절(BIOLOXⓇforte)이

회 시행하였다. Kusaba는 일본과 독일의

사용되었다. 양측 고관절 모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두 광범위 연부조직 유리술

German

Orthopaedic

이 필요하였다 : 내전근 (대
퇴골로부터), 내전건 (치골
부), 대둔근 (둔근조면으로부
터), 대둔근건 (부착부), 대퇴
연락처:

사두근과 봉공근 (장골에서
기시), 장요근건 (대퇴 소전
자부에서), 대퇴 근막 (그림.
2)2 등이 유리되었다. 1년 후
환자는 정상적으로 보행하였

그림.4: 하지 전반의 방사선학적 사진,
a: 수술 전, b:수술 후

고, 구축은 현저히 호전되었다. (그림. 3). 하지 부동은 적절히 교정되었다. (그림. 4).

증례 2 Crowe IV형 고관절 이형성증에서 무시멘트 세라
믹-세라믹 고관절 전치환술3
진단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및 이차성 골관절염이 있는 57세
여자환자의 증례(그림.5). 고관절의 탈구는 정복되지 못
하였었다. 중등도의 파행을 호소하였고 보행 시 지팡이가
필요하였다.

그림.6: 얕고 작은 비구를 보상하기 위한 비
구 성형술

그림.5: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및 이차성 골관절염이 있는 57세
여자환자

그림.7: 세라믹-세라믹 관절 조합

그림.8: 수술 1년 후 유사한 수술 술기로 반
대쪽 고관절 전치환술이 시행되었다.

치료
전외측 접근법을 통해 좌측 고관절에 대해 무시멘트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실시하였다. 좁고 작은 비구부를 보충하
기 위해, 비구성형술이 시행되었다. (그림. 6). 세라믹-세
라믹 관절 조합을 사용하였다 (BIOLOXⓇforte) (그림. 7).
하지 길이를 늘리고 근육과 건의 긴장도를 맞추기 위해
증례 1과 마찬가지로 부가적인 연부조직 유리술이 필요하
였다. 1년 후, 환자는 반대측 고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같은 술기가 적용되었다. 두 번째 수술 5년 뒤, 환자는 보
조기의 도움 없이 보행이 가능하였고 수술결과에 만족하
였다. (그림. 8, 9).

출처:

그림.9: 하지 전장의 방사선학적 사진, a: 첫 번째 수술 후,
b: 두 번째 수술 후

수상

Mix-and-Match 연구에 대한
Heinz Mittelmeier 연구 학술상
2010년 10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독일 정형외과 및 외상학 학회에서 독일 정형외과 학회
(The German Society for Orthopaedics and Orthopaedic Surgery, DGOOC)는
Heinz Mittelmeier 연구 학술상을 Dr. Saverio Affatato (볼로냐, 이탈리아)에게 수여하였
다. 그의 논문“세라믹-금속 고관절 전치환술에서의 여러가지 조합: 고관절 모형 연구”
로
학술상을 수여받았다. CeramTec에서 기부된

5,000의 상금도 수여되었다.

Affatato는 그의 연구에서 혼합형 세라믹-금속 관절(28, 32, 36mm)의 마모 특성과 세라
믹-세라믹 관절의 마모특성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세라믹-금속 삽입물은 각기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제조사에서 관절 조합으로 출시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표준화된
마모 모형 연구에서 질량 감소가 측정 되었다. 결과적으로 세라믹-세라믹 관절 조합보다

Fritz-Uwe Niethard (German Society for Orthopaedics and
Traumatology), Saverio Affatato 와 Heinrich Wecker
(CeramTec), 수상후(좌측에서 우측으로)

세라믹-금속 관절 조합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의 마모가 관찰되었다. 또한 금속-세라믹 관절
에서 36mm 대퇴 골두 보다 32mm 대퇴 골두에서 더 많은 마모가 관찰되었다.

Dr. Saverio Affatato는 1995년부터 이탈리아 볼로냐의
Laboratorio di Tecnologia Medica (LTM) of the

이러한 결과는 마모 패턴과 구형내성(roundness tolerances) 모두가 의도되지 않은 관절

Istituto Ortopedico에서 연구하고 있다. 그의 연구의 초점

조합의 구성에서 부정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광범위하게 조합해보지 않은 관절의 구

은 고관절, 슬관절 모형에서 마모 측정에 대한 프로토콜 개

성은 임상적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발에 맞춰져 있다. 그는 연구활동과 더불어 볼로냐 대학에
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술 후 평가를 위한 컴퓨터 분석
등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그는 40여 편 이상의 과학 논문

문헌

을 저술하였으며 “Artificial Organs”, “Clinical
Biomechanics”그리고“Journal of Biomechanics”
등과
같은 저널에 심사위원 이기도 하다. Affatato는 의공학 생체
적합물질을 위한 European committee COST 533의 회
원이며 이탈리아 마찰학 학회(AIT)에 소속되어 있다.

원고 모집
2011년 독일 정형외과 학회(DGOOC)는 Heinz Mittelmeier 연구 학술상은 기부된
5,000를 상금으로 수여할 예정이다. CeramTec GmbH의 협찬을 받는 학술상은 세
라믹 삽입물과 연관된 임상적 결과와 더불어 생체세라믹 분야와 관절 치환술에서 마모
문제 등에 관해 주목할만한 연구 성과를 보인 45세 이하의 젊은 의사, 공학자, 과학자들
에게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
논문은 2011년8월31일 까지 독일정형외과 학회로 투고되어야 한다. 시상식은 2011년 10
월25-28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독일 정형외과 및 외상학회(DKOU)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