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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지난 50년간 의학과 산업은 관절 치환술의 기능강
화와 개선을 위해 함께 힘써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술적 술기는 더욱 발전되었고, 인공삽입물의 시
스템은 개선되었으나 복잡해졌습니다.

동시에 많은 나라에서 병원과 의사가 느끼는 부담
감은 커졌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
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의사들의 교육을 위한 시간들에 향을
줍니다. 이는 어려운 병원 재정과 의사들의 작은
여가시간 등과 연관됩니다.

만약 복잡한 치환 시스템의 세부사항이나, 치환 술
기를 배우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면
치료의 질은 나빠지게 됩니다. 최고의 치료 결과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는 병원이 결국 경쟁에서 승리
하게 됩니다. 그러한 치료의 결과는 인공관절 등록
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미 독립적이고 또 객관적
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산업은 정상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외과의의 수련과
정에 주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
로 인공 치환물 가격이 하락되어 수련 과정에 유용
한 자원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
원이 의사들의 숙련된 수련을 위해 투자하고, 직원
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
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 특별한 노하우를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언 인터뷰

중요한것은술자가기술을마스터하는것
Thomas Schmalzried과의대담

Thomas Schmalzried 박사는 미국 내 가장 뛰어난 정형외과 의사
중 한 명이다. Stanford University를 졸업한 뒤 University of
California in Los Angeles(UCLA)에서 의학 과정을 수료하 다.
Harvard University에서 고관절 및 인공관절 펠로우 과정을 이수하
으며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에서 조교수로 근무하
다. 현재, Schmalzried 박사는 Los Angeles에 있는

St. Vincent Medical Center 내 인공 관절 센터의 소장이다. 
성인 고관절, 슬관절 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그의 전문 분야이며, 
인공 관절 치환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chmalzried 박사는
160여 편 이상의 논문을 저술 하 고, 여러 저널의 편집위원이다. 
그는 고관절 전치환술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결과로 the Sir John
Charnley Award를 세 번이나 수상하 다. CeraNews는
2011년 5월 인공관절 치환술의 최신 경향에 대해 인터뷰하 다.

인공 관절 연구소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 해주십시오

인공 관절 연구소는 1991년 Harlan Amstutz에 의해 설립
되었습니다. 저는 Boston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치고, 1991
년 그와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4명의 외과의와
함께 연간 약 1,000례의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
다. 슬관절 보다는 고관절에 집중하고 있고, 재치환술의 비
율은 15-20% 정도입니다. 재치환술 환자의 대부분은 다른
곳에서 치환술을 받은 분들입니다. 환자의 치료, 연구, 교육
에 집중하고 있으며, 3가지 분야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
는것이저희의목표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결속시키십니까?

모든 자원은 하나의 캠퍼스 내에 있습니다. 환자 외래 동과
연구 동은 같은 건물에, 그리고 병동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또한 다른 캠퍼스에 위치한 Harbor-UCLA
Medical Center에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곳은 독립
적인 전공의 수련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매년 4명의레지던트를선발하여교육시키고있습니다.

어디에서 박사님의 연구 후원금을 조달하십니까?

St. Vincent Medical Center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 지원을 위한 사립 재단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는
기업으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
다른 후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Orthopaedic Research,
Education Foundation과 다른 여러 기관으로부터 후원
받아 왔습니다. Amstutz 박사도 다른 여러 후원 기관으로
부터지원받고있습니다. 

Heinrich Wecker, 
의료제품분야
중앙유럽및동유럽
판매지부장

박사님은 어떻게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저는 운이 좋게도 아주 훌륭한 교육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UCLA에서인턴과레지던트과정을수료하 으며, 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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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공 관절 분야의 선구자중 한 분이신 Harlan Amstutz

박사님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UCLA의 정형외과는 인공 관

절 분야에 매우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선두적인 역

할을 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전공의 기간 중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지원을 받는 인공 관절 치환술 연구

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에서 William Harris

박사님 밑에서 일하 으며 그의 연구에 긴 히 참여하 습

니다. 젊은 시절 이 두 분의 뛰어나고 명망있는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가까이에서 일을 했다는 점이 저의 경력

의토대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Amstutz 박사님과 Harris 박사님으로부터 얻은
특별한 가르침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저의 젊은 시절에는 삽입물 주위 골절이 정형외과의 주요

이슈 습니다. 몇 종류의 입자들이 관계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뿐, 몇 몇 설명되지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 왜 이 증례에는 발생하나 다른 증례에는 발생하지 않는

걸까?: 왜 이 위치에 발생하고 다른 위치에 발생하지 않는

걸까? UCLA 재직 당시, Amstutz 박사님의 대퇴부 티타늄

이 큰 직경의비교차결합폴리에틸렌삽입물을이용한비구

및 대퇴부에 미세 포말 골내성장을 이용한 고관절 표면 치

환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 습니다. 예상할 수 있듯

이 광범위한 마모가 발생하 고, 술 후 4년 추시에서 대퇴

골두 및 경부에 골용해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후 저는 Boston에서 Harris 박사님과 함께 골용해로 인한

재치환술을시행하 습니다. 그러나, 그 증례는전치환술사

례 으므로 골용해가 대퇴골 간부까지 나타나 있었습니다.

Amstutz 박사님과 Harris 박사님은 같은 물질로 제조된 같

박사님은 농구 같은 운동에 매우 열심이십니다. 
경력에 농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저는 운동에도 몇몇 공통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경기에는 높은 수준의 헌신, 책임과 규율이 존재합니다. 이

러한 것은 정형외과 수련과정에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긴 과정입니다. 당신은 많은 헌신과 책임을 이

과정에서 수행하여야합니다. 다른 과보다 정형외과에 과거

운동선수 던사람들이많음을알게되실겁니다. 

은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 습니다. 골두는 고관절 전치환술

에 사용하는 코발트-크롬이었고, 재질은 티타늄 합금, 미세

포말 골내성장 물질은 순수 티타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골용해가 대퇴골두와 경부에 국한되어 있었던 재치환술 증

례가 있었고, 그 다음주에는 골용해가 대퇴 강 내로 광범위

하게 퍼진 재치환술 증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경험이

유효 관절강(effective joint space)의 개념을 이끌어 냈습

니다. 이에 관해 저희가 보고하 던 논문은 아직까지도 자

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관절액와 마모편들은 단순히 저항이

적은 경로를 찾고자 할 뿐입니다. 표면 치환술에서는 전체

관절면이 가성 관절막으로 둘러싸이므로, 관절액과 마모편

들이 가지는 유일한 출구는 대퇴골두와 경부입니다. 근육의

수축과 관절의 움직임은 유효 관절강(effective joint

space) 주변의 관절액 압력을 변화시키는 힘을 만드는 동

력학적인과정인것입니다.

“관절액와 마모편들은 단순히 저항이 적은 경로
를찾고자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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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계속)

박사님은 어떻게 정형외과를 선택하게 되셨는지요?

저의 아버지께서는 제약회사에서 근무하셨는데, 정형외과
의사를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형외과 의사들은
보다 규칙적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다
지적이라고 생각했던 내과 의사들과 지내는 것을 더욱 힘들
어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하셨던 사람 중 하나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에게 향
을 미쳤던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15살 때 자전거
사고를 당해 어깨에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
다. 당시 저는훌륭한농구선수 고한대학의장학금을받
기 위해 노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
부상이 나의 기회에 악 향을 미치지 않을까 많이들 걱정했
습니다. 병원에 있던 때가 기억납니다. 아주 덩치가 큰 남자
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친절하고 부드
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 경기를 보았고, 제가 꽤나 좋은
선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거
아니? 나는 네가 어깨에 대해 걱정하기를 원치 않아. 왜냐
하면 우리는 너의 어깨를 고칠 수 있기 때문이지. 너는 곧
회복되어서 다시 운동할 수 있을 거야.”저는 그렇게 될 수
만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는 자라면서정형외과의사가되고싶었습니다.

최근의 고관절 표면 치환술(HR)에 대한 논쟁에
대해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불확실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CCJR
crossfire session에서의 반대측 주장을 살펴봅시다. 인상
깊었던 부분은 고관절 표면 치환술의 재치환율이 높다는 점
과, 이상 조직 반응이 주요 문제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재치환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
으로 높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관절 표면 재치환술(HR revision)을 시행 받은 환
자 중 일부에서만 이상 조직 반응이 나타납니다. 호주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금속-금속 치환술의 주 원인은 비구컵
이완 때문이었습니다. 비구컵이 초기에 내성장(ingrown) 하
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실제적인 이완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성장 표면 때문일까요? 티타늄보다 코발트-크롬 때문일
까요? 관절면의 마찰력이 높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표면 치환술 시행 환자를 보지 못한 의사는 놀라
운기능적결과에대해접해보지못할겁니다. 그들은단지
표면 치환술 환자의 문제점만을 볼 뿐입니다. 문제가 있는
환자의 공통된 점은 삽입물 위치에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
다. 좋은 기능을가지는잘고정된삽입물은특정범위내에
위치합니다. 기능이 좋지 않거나, 국소적 문제를 가질 때는
대게 특정 범위 밖에 위치하곤 합니다. 직접적인 경험이 없
는 동료들은 그 문제가 단지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최소 세가지 주요한 요
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환자, 다른 하나는 수술 술
기, 마지막이기술입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어떻게 해서 인공 관절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셨습니까?

저는 운동 선수들을 치료하는 스포츠 의사가 되려고 했습
니다. 그러나 UCLA 시절, Amstutz 박사님 덕분에 수련과
정은 관절 치환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몸에 금속이나 플라스틱을 넣고 그것이 기존의 자연적인
관절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
렸습니다.

박사님은 젊은 환자의 고관절 치환술 결과에 만족
하십니까?

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신지요?

역사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수술 후의 내구
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그철학은본의아닌결과들을보 습니다. 그 중 하

그 차이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주제에 대한 논쟁
은 있지만 산업이 발전하면서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고, 보
다 많은 경험과 자료를 가지게 되면서 더욱 많은 교감이 나
타났습니다.

Amstutz 박사님과 Harris 박사님은 동부와 서부
의 경쟁 대학의 스타들입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그
들의 가교 역할을 했는지요?

저는 단지 두 분에게 수련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두
분이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Boston에
갔을 때 Harris 박사님께서 원하셨던 것 중 하나는
Amstutz 박사님의 철학을 최대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 방식에 대해, Amstutz 박사님은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Boston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다시 Amstutz
박사님과 같이 일하게 되었고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Harris 박사님은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Harris
박사님은 어떻게 그것을 하지? 이런 과정 중에서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런 얘기는 한번도 한 적 없지만, 최소한 한 사람이 두 분
모두와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괜찮은 일
인것같습니다. 

아직까지동부, 서부의문화가다른부분이있습니까?

“저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되고싶었습니다.”

“호주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금속-금속
치환술의 주 원인은 비구컵 이완 때문이었
습니다. 비구컵이 초기에 내성장(ingrown)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실제적인 이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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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은 없으신지요?

American Association of Hip and Knee Surgeons
(AAHKS)의 회원들에게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환자에게 어
떤 조언을 주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 습니다. 그 분들께서
동의해주신 한가지는 조언을 뒷받침할만한 데이터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Medicare 서비스를 받고 있는 65세의
환자라면, 저는 기꺼이 환자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고, 죽기 전까지 인공 관절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고 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금 세대의 인공 관
절이 활동적이고,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격렬한 운동 같은
큰 하중을 주는 상태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데
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환자들은 얼마나 오래 가는
지 묻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진정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나에게 시술 했을 때 얼마나 오래 가느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아무도 모릅니다.’우리가 잘 모르는 이
유 중 하나는 정형외과 의사들의 두 세대 동안의 철학이 인
공 관절의 수명을 위해서는 환자가 되도록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것은 초기 인공 관절에
는 타당한 조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현재의 재질의 인공관
절도 없었고, 문제 발생 시 대처할만한 수술 방법도 없었습
니다. 요새 같은 재치환술도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모든 것들이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면 히 생
체내상태(in-vivo condition)를 평가할필요는있지만, 우
리들의 조언 역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
재 세대의 인공 고관절 치환술이 얼마나 많은 회전 수를 버
틸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활동 정도에 대한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 말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내년 학술 대회에서발표할 예정인 데이터를모아왔
습니다. 충전 없이 2주간 실시간으로 다리의 움직임을 2차
원적으로 측정하는 작은 방수 가속도계(water proof
accelerometer)를 사용했습니다. 자전거타기, 걷기, 뛰기
등과 수 을 구분하 고, 인공관절에 가해지는 굽힘 모멘트
(bending moment)와 부하(force)를 측정하 습니다. 시간
적, 자원적인 문제로 단지 25명의 환자가 연구의 대상이 되
었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환자로 하여금 이 장비를 사용하
게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몇 몇 매우 활동적인
환자들은 인공 관절에 연간 5백만 회의 회전이 가해졌습니
다. 보통, 60대는상당히활동적입니다. 그러나이후운동성
이 떨어집니다. 70대의 활동량 감소는 주목할 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젊은 환자에 대해 치료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활동적인 환자와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데이터를바탕으로 현 세대
의 인공관절 기술의 기능적 능력치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
을것이라는점입니다. 

매우 다양한 종류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박사님의
선택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Medicare 환자에 대해 병원에서는 Diagnosis Related
Group (DRG)에 의해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서는 그 환자들이 전체 수술에 대해 포괄 지급을 받
기 때문에 가능한 저렴한 인공관절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은‘환자 요구에 대한 맞춤’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환자가 65세라면 매우 활동적이지는 않을 것이므로
굳이 최신 고급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저희의 데이터로는 환자의 나이가 삽입물을 선택하는 좋은
기준은 아님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체질량지수(BMI)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인공 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사람
들은 오랜 시간 동안 체중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마른 사
람들은 대체로 활동적인 성향이 있고, 과체중의 사람들은
그렇지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박사님께서는 고관절 전치환
술시 삽입물를 선택하시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으
십니까?

예 이면서 아니오 입니다. 현재 고관절 치환술의 경우 재료
는항상같습니다. 저는 항상같은티타늄합금 tapered 주
대, 티타늄 합금 미세포말 비구컵과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라이너를 사용합니다. 보석이나 금속물에 표재성 피부반응

나는 젊은 환자에게는 수술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
다. 만약 당신이“환자분은 너무 젊으시니, 좀 더 기다리셔
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신다면 이는 환자의 현재보다
미래의 삶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이 되겠지요. 어느 누
구에게도 미래는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것은 철학적으
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환자 중에 여러 훌륭한
정형외과 의사가 많이 있는 대도시 인근에 살고 있는 환자
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그들과 많은 상담을 하 지
만“환자분은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받으시기에는 너무 젊
으시니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 다고 합
니다. 그 환자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2
살, 14살 된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 고관절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수술의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
다.”저는 그 환자에게 고관절 표면 치환술을 시행하 습니
다. 그는 10년간 잘 지냈고 다른 고관절 수술은 받지 않았
습니다. 수술 후 5년 정도 지나서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
다. 거기에는‘만약 고관절이 내일 잘못된다 해도 저는 후
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너
무나 소중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
니다. 그는 표면 치환술을 시행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환자
으나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환자를 신

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표면 치
환술을 받길 원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부학적으
로나, 골질상태로 보아 그것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스키, 테니스, 서핑 등을 다시 하고 싶어합니다. 물
론 최신의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
래서 저는 그 분들에게 말합니다. “환자 분이 이 수술을 원
하신다면, 최신의발달된기술이가능하게해줄것입니다.”

“매우 활동적인 환자들은 인공관절에 연간 5백만 회의
회전이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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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계속)

을 보 던 환자들이나, 재치환술 환자는 코발트-크롬 삽입
물의 문제가 이슈화 되었기에이들에게는 세라믹골두를 사
용합니다. 저는 활동이 왕성한 여성에게는 세라믹 골두를
사용할 것이고, 거구의 남성에게는 코발트-크롬 골두를 보
다선호할것입니다. 이것은마모저항성(wear resistance)
대 파손 위험도(fracture risk)의 문제 입니다. BIOLOXⓇ

delta의 파손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taper engagement가 짧은 경우 세라믹 골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편익-위험비(benefit-risk
ratio)가 세라믹과 금속 골두 중 어느 것이 더 높은지를 살
펴보았습니다. 분명하게 세라믹의 파손 위험도보다 마모 저
항성이더강조되어야한다는것을주장하고싶습니다.

그러나 왜 고령 환자와 젊은 환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교차결합 폴리에틸렌에 관한 저의 경험 때문이라 생각합니
다. 저희가 10년 이상 경험한 바로는 금속 골두에 대한 교
차결합 폴리에틸렌의 마모율은 충분히 낮았습니다. 65세
이상의 Medicare 환자의 경우에도 마모 관련 문제의 위험
도는 마찬가지로 매우 낮았습니다. 병원의 재정 상황을 살
펴보며, 금속 골두를 사용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재치환술
없이 인공관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할
수있을까하는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

비용이 중요한 문제이군요?

비용은 일부 환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의료 재정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Medicare 환자에 대해서
는 병원은 치료비용에 대해 포괄 수가제를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기구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병원의 이윤이 줄게 됩
니다. 반면에 실제적으로 더 고가의 기술의 사용을 간접적
으로 장려하는 사보험도 있습니다. 의사는 병원과 지급자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최신 기술을 사용하
여도 병원에 비용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당
연히 가능한 최고의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비용문제에민감합니다.

환자 선택의 문제가 좋아질 수 있습니까?

만약 표면 치환술의 시장이 충분히 크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기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
다. 그런데 현재, 금속-금속 표면 치환술에 대한 모든 자료
는 큰 체구의 젊은 사람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
니다. 세라믹-세라믹 표면 치환술은 체구가 작은 환자에서
도 잘 기능할 것이며, 고관절 이형성증에 의한 관절염을 앓
고있는젊은여성환자들에게좋은치료법이될것입니다. 

고도교차결합 폴리에틸렌에 대한 신뢰가 대단합니
다. 결국 골용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
는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고도교차결합 폴리에틸렌에 대해 자기 만족하는 경
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추시 결과는 10년, 20

향후 5-10년 뒤에 고관절 치환술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미래에 대한 박사님의 계획은 어떠십
니까?

신 기술을 미국 시장 내에 적용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면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신 기술이 미
국 밖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최첨단에 서있기
를 희망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좀 안타깝습니다. 현재 하
고 있는 연구들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환자의 활동력,
기능, 내구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할 것입니다. 수 년간의

것이 아닌 방대한 양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표면 치환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저는 금속-금속 관절면의 표
면 치환술에 대해 한 명의 외과의에 의한 4가지 기구에 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이고, 저는 증
례를 만들기에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수술 술기입니다. 그 다음이 기구에 관한 화두입니
다. 그러나 적절한 환자 선택과 수술 술기보다는 중요성에
서떨어집니다.

수년 전, Harlan Amstutz 박사님은 세라믹 표면치
환술을 선호될 것이라고 하 지만, 아직은 기술적으
로 불가능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가능해질까요?

세라믹-세라믹 표면 치환술은 제가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
는 분야입니다. 해결해야 할 부분은 소켓입니다. 현세대의
고관절 표면치환술에서 우리가 배운 것 중 하나는, 무시멘

트성 비구컵을 사용하고, 고관절 전치환술과 비교하여 골
제거(bone removal) 정도에서 경쟁력 있기 위해서는 비구
컵의 총 두께가 5mm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퇴부가 골이나 시멘트에 의해 잘 지지되어야 함은 필수적
입니다. 지난 10년 간의 교훈은 표면 치환술의 개념이 대단
히 실용적이고 기능적으로 훌륭하다는 사실입니다. 금속-금
속관절면과함께사용되었다는사실과는구분해야합니다. 

“신 기술이 미국 밖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최첨단에 서있기를 희망하나
현실은그렇지않아좀안타깝습니다.”

“지난 10년 간의 교훈은 표면 치환술의 개념이 대단히 실용적이고
기능적으로 훌륭하다는 사실입니다. 금속-금속 관절면과 함께 사용
되었다는사실과는구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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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고 매우 활동적인 환자에 대한 수술 술기에 차이
점이 있습니까?

저의 수술 술기는 환자 특성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들은 비침습적 시술, 최소침습 시술 등에 대해 이야기하나,
우리가 말 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술시 전반적인 손상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항
상성(homeostasis)입니다 따라서 조직과 조직 면을 세심하
게 다루고, 창상은 마른 상태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묻습니다: 인터넷 상의 논쟁 때문인데, 박사
님은 전방접근법, 후방접근법 중 어떤 것을 사용하시는지
요’저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Food Network 라는 TV 채널에서요리경연을하고있습니
다. 그 곳에는 세 개의 동일한 부엌과, 세 개의 동일한 재료
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엌에는 아시아 스타일의
요리법으로 유명한 Iron Chef가 있고, 두 번째 부엌에는 정
통 남부 요리로 유명한 Paula Deen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엌에는 자동차 수리공인 Jessie James가 있습
니다. 그들은 같은 재료로 수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Iron
Chef는 정말 맛있는 매운 수프를 만들었습니다. Paula
Deen는 완전히 다른 진한 크림 수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
나 역시 대단히 맛있었습니다. Jessie James의 수프는 정
말 맛이 없었지요. 그는 자동차 수리공이지 주방장이 아니
기에 어떻게 재료를 사용하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항상 옳
고, 항상 더좋은수술술기는없다고생각합니다중요한점
은어떻게수술의재료를잘사용하느냐하는것입니다.

사전 지식을 많이 접하고 찾아오는 환자들은 어떻
게 대하십시까?

환자들은 자신의 질문 목록을 보여주거나 인터넷에서 조사
한 자료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환자들
이 조사한 자료에 대해 자부심과 확신을 갖고 있다는 점입
니다. 그들이 조사한 것들을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
것들을 무시한다면,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년 추시 결과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McKee-Farrar 제품
과 Charnley 제품의 20년간 추시에 대한 스웨덴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의 결과 McKee-Farrar 제품의 5년 추시에
서 Charnley 제품보다 재치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McKee-Farrar 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20년 추시에서 생존율은 동일하 습니다. 등록 자료
(registry)는 단기간 추시 결과에 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
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5년간 발생한 일이 그 이후의
발생에 향을줍니다. 이 점을인식할필요가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제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살 때부터 저를 알고 있던 가까운 친척
이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했고, UCLA를 졸업하고 자기 사
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의대를 들어가 수련 받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
습니다. 그는 저의 친척입니다. 저녁식사가 끝나고 자기 뒤
꿈치 통증에 대해 이야기하 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
학적 검사를 하 습니다.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그의 뒤꿈
치 바닥을 누르고, 아킬레스건의 뒷부분을 집었고 (pinch)
별다른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뒤꿈치 뒷부분을
눌 을 때 매우 아파했습니다. 그는 후종골 점액낭염를 앓
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듣자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족저근막염이 아니라고 확신하세요?”저는 말했습니
다. ”음, 만약 족저근막염을 갖고 있다면 제가 여기를 눌
을 때 아파야 합니다. 아프세요?”그가 말했습니다. “아니
요”제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아프지요. 그렇지요?”그가
말했습니다. “네. 거기가 아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자,
이건 후종골 점액낭염입니다.”“아킬레스 건초염이 아닌 건
확실한가요?”저는, “아킬레스 건초염이라면 여길 누르면
아파해야 해요. 아프세요?”그는, “아니요.”“자, 이건 후종
골 점액낭염입니다.”얼굴에 의심스러운 표정이 가득해서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의심스러우세요?”그는 말했습니
다. “저는인터넷에서그것에대해본적이없는데요.”

“등록 자료(registry)는 단기간 추시 결과에 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5년
간발생한일이그이후의발생에 향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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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OS

새로운것?
제 78 회 American Academy of 
Orhthopaedic Surgeons(AAOS) 
학회의하이라이트
2011년 2월 15~19일, 샌디에고
15,101명의 정형외과의사들이샌디에고에서열린 2011년 연례모임에
참석하 다. 이들 중 10,332명은 미국에서왔으며, 745명은 캐나다, 
1,771명은 유럽, 1,089명은 아시아, 936명은중남미, 87명은 오스트레일
리아에서참여하 다. 또한, 1,719명의 연합보건교수(allied health
professionals)들이 참석하 으며, 11,652명의 전시자(exhibitor)들이
함께하 다. 591개의 업체들이 29,000평방미터, 거의 300,000 평방피트
의공간에그들의제품을전시하 다. 올 해의모임에서선보인교육
프로그램으로는 30개 이상의심포지엄, 750개의발표, 100개의과학
전시, 600개의포스터전시, 200개의교육 상과정이포함되었다. 
추가로세계각지로부터정형외과업체가 500개 이상의기술적인전시를
보여주었다. 

가장 활발히 논의된 임상 경향에 대한 주제 중 고관절 재건
술에대한것은다음과같다. 

• 금속-금속 고관절 전치환술 및 표면 치환술에서금속 마
모편에 의한 이상 반응 (adverse reactions to metal
debris, ARMD) 

• 큰 관절면직경
•관절면표면의재치환율과재치환술결과
•무균적재치환술의위험요소
•삽입물의신뢰도와지속성

CeraNews는 마모와 관련된 최신 지견을 전달하기 위해
토의과정을모니터링하 다.

Richard Iorio et al (미국)16 가 발표한 포괄적인 연구는
2009년 말 American Association of Hip and Knee
Surgeons(AAHKS)회원들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AAHKS
는 회원들(48.1%의 응답율, 458/993)에게 미국 내 성인들
을 대상으로 한 인공관절 재건술에 의한 재정 감소 효과에
대해질의하 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Marc W. Hungerford et al.
(미국)13은 1992-2005년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시행
된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주관절의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수를 조사하 다. 총 수술건수는, 고관절 전치환술
2,416,563건, 슬관절 전치환술 4,164,465건, 견관절 전치환
술 125,810건, 주관절 전치환술 21,816건으로 나타났다. 류
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시행된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수는
고관절 전치환술 77,736건(3.2%), 슬관절 전치환술
153,501건(3.7%), 견관절 전치환술 8,725건(6.9%), 주관절
전치환술 6,097건(2.79%)으로 나타났다. 입원 건수는 1992
년 186,813건에서 2005년 358,261건으로 92%가량 증가
하 다. 반면, 같은 기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시행된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수는 감소하 다: 고관절 전치환술
(39.3%), 슬관절 전치환술(20.7%), 견관절 전치환술
(22.9%), 주관절 전치환술(46.9%). 저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나타난이러한변화는질환의중증도나치료의방
침의변화를반 한다고결론지었다. 

조사에 참가한 AAKHS 소속 의사들의 33.6%가 수술건수가
감소, 10.8%가 수술건수가 증가했다고 저자는 보고하 다.
31.1%는 상환액의 감소로 관절 전치환술의 수술술기를 변경
하 다고 보고하 다. 저자는 만약 Medicare 상환금이
15~20% 감소하면, 49~57%의 회원들이 Medicare 환자
들에게관절전치환술을시행할수없을것이라고보고했다.
그들은 2009년 AAHKS회원들에 의해 시행된 관절 전치환
술은 294,067건으로 추산했으며, 이것은 2008년 시행된
관절 전치환술인 295,430건에 비해 0.5% 감소한 것이다.

경기가 회복 중이지만 많은 AAHKS 고령(senior) 회원은
은퇴하고, 더 적은 수의 젊은 의사들이 그들을 대체하고 있
다. 저자들은 결과적으로 상환액의 증액 없이는 미래에는
미국에서 관절 전치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하 다.

Nationwide Inpatient Sample(NIS) database는 1988년
부터 운 되었다. 이는 미국 내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로 약
20%의 미국 지역 병원(약 1,000개의 병원)으로부터 7백만
이상의 재원 일수를 바탕으로 재원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AAHKS 소속 의사들은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관절 치환술을 적게 시술하 다. 한 연구는 미래에
는 정형외과 세부전문의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
하 다. 

전문가들은 1992~2005년간 미국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일차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수요가
줄었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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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연구에서금속-금속관절삽입물이metallosis와 같은금속편에의한부작용 (ARMD), 위종
양, 무균성림프구성혈관염과관련된병변 (ALVAL) 등과 관련이있다고하 다. 그러나, 혈액, 소변,
장기 내금속이온의존재에의한 향은아직완전히알려지지않았다. 중금속에대한노출이생식
기계에문제를야기할수있음을알지만, 금속-금속관절삽입물을가진젊은남자에서정자내코발
트와크롬농도가미칠수있는 향에대해서도아직잘알려져있지않았다. 몇몇의전문가들이
이번 2011 AAOS 에서 이주제에관한최근의연구들을발표하 다.

Robert S. Namba 등 (미국)28,29은 미국에서 고관절과 슬관
절 전치환술의 결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하 다. 그는 최근의 경향에 근거하
여, 고관절 재치환술의 수는 향후 20년간 2005년 약
40,800례에서 2030년 96,700례로 증가할 것이라고 하
다. TJR registry는 2001년에 스웨덴 registry를 모델로 하
여 발족하 다. TJR registry는 6개 지역의 50개 병원에서
시행되었고, 2010년 12월 일자로 112,000 례의 인공 관절
치환술이등록되었다. ̀
2009년 3월 31일, 26,466례의 고관절 치환술과 3,298례의
고관절 재치환술이 포함되었다. 여성이 57%로 많았고, 고관
절 치환술의 30%와 고관절 재치환술의 28%가 60세 미만
의 환자 고 골관절염이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된 진단
의 89%에해당하 다. 불안정성 (27%), 무균성이완 (24%),
폴리에틸렌 마모(20%), 골 융해(18%)가 재치환술의 주된 원
인이었다.

Steven M. Kurtz 등 (미국)19 은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전국의 입원 환자 표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금속-금속
관절을 이용한 고관절 전치환술을 조사하 다. 이 기간 동
안, 미국에서 금속-금속 관절을 이용한 고관절 전치환술이
32% 에서 38% 로 증가하 고, 여성에서는 44% 에서 49%
로 증가하 다. 2007년, 57%가 65세 미만의 환자 고,
43%가 저자들이 보고한 치료의 적용 대상자 다. 불분명한
적응증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노인 환자에서 금속-금속 관
절의사용이증가하고있다고저자들은강조하 다. 

고관절 치환술 (76.7%), 고관절 재치환술 (75.7%) 모두에서
금속 대퇴 골두가 많이 사용되었고, 금속-고도 교차결합 폴
리에틸렌관절이각각 53.9%의 일차치환술, 43.9%의 재치
환술에사용되었다. 대퇴 골두의크기는 32mm가가장많이

사용되었으며 일차 치환술의 36.2%, 재차환술의 32.4% 에
서 사용되었다. 최근 36 mm 직경의 대퇴 골두의 사용으로
인해 32 mm 의 사용이줄어드는경향이었다. 36 mm 직경
이상의 대퇴 골두의 사용이 2002년 4.8% 에서 2008년
54.4% 로 증가하 다. 

무균적 재치환술의생존률과위험도를 25,377례에서 조사하
다. 여성 (57.4%)이 많았고, 65세 미만이 44.4% 다. 5

년간 누적 생존률은 97.4% 다. 무균적 재치환술의 위험도
는다음과같다.

• 골관절염이외의진단 (p = 0.007)
• 금속-폴리에틸렌관절 (p = 0.011)
• 36mm 미만의대퇴골두직경 (p = 0.001)

이 논문에서 저자는 세라믹-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관절
이 무균적 재치환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 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 미국에서 금속-금속
관절을 이용한 고관절 전치환술의 빈도

Ajay Malviya등 ( 국)24 은 큰 직경의금속-금속관절을이
용한고관절표면치환술과 28 mm 직경의금속-폴리에틸렌
을이용한고관절전치환술을시행한환자의혈액내금속이
온 농도를 술 후 1년 이후에 측정하 다. 금속-금속 관절을
이용한고관절전치환술환자의 17% 에서 국의료및보건
의료제품규제청 (MHRA) 에서 제안한 농도이상의금속이
온농도를보 다. 

저자들은큰직경의금속대퇴골두-금속관절을이용한고관
절 전치환술의 사용이 금속 이온에 대한 이슈와 증명되지 않
은기능적이익에의해사용이제한되고있다고결론지었다. 

큰 직경의 금속-금속 관절 고관절 전치환술에
서 금속 이온 농도와 마모율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무균적 재치환술의
위험 요소: 미국에서 시행된 고관절 전치환
술 25,377례에 대한 분석

“ Cox regression 방법으로 위험 인자를 찾았다. 골관절염
이외의 진단, 금속-재래식 폴리에틸렌 관절, 36mm 미만의
대퇴골두직경”

- Robert S.Namba, MD

금속-금속관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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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OS (계속)

David Langton 등 ( 국)20 은 큰 직경의 금속-금속 관절
을 이용한 고관절 전치환술 환자에서 혈액 내 금속 이온 농
도의 최고치를 흔하게 관찰하 다고 보고하 다. 그들은 43
례 (39례는 금속편에 의한 부작용, 2례는 감염, 2례는 무혈
관성괴사) 의 이식한금속-금속관절삽입물을조사하 다.

매년 용적 마모율은 1.15~95.5 mm3 이었다. 대퇴 골두 직
경 (r=0.579, p<0.001) 과 UCLA 활동 점수 (r=0.629,
p=0.003) 가 마모와 관련이 있었다. 다중 회귀 분석
(MRA) 에서 R2 값이 0.66 이었다(p<0.001). R2 값은 전형
적인 가장자리 패턴의 마모를 보인 금속-금속 관절 제거물
에서 0.80으로증가하 다.

저자들은연구의결과들이 rim 하중의금속-금속관절삽입
물의 큰 관절면 직경에 의해 용적 마모가 증가함을 시사한
다고 결론 지었다. 이것은 환자의 활동 증가와 관절면의 직
경과연관이있다. 

Simon Jameson 등( 국)17은 시행한 연구에서 금속-금속
관절 삽입물과 금속 중독의 합병증이 연관성이 있다고 제안
하 다. 그들은 금속 중독이 비뇨기계 악성 종양과 림프종도
야기시킬수있다고설명하 다.

16세~60세의 13,585 명의 환자가 이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2005년~2009년에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대조군 (132,855 명)은 수근관 감압술을 시행 받았
다. 수술 예와 청력 감소, 림프종, 비뇨기계 악성 종양 등을
찾기 위해 국 통계학적 데이터를 사용하 다. 다발성 골수

Alister Hart 등 ( 국)10 은 London Implant Retrieval
Centre (LIRC) 의 최근 결과를발표하 다. 센터는 2007년
금속-금속관절을이용한고관절치환술의실패메커니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LIRC 는 850례
이상의 실패한 금속-금속 관절 예를 보유하고 있어 현재 금
속-금속 관절을 이용한 고관절 치환술에 대해 연구하는 세
계에서가장큰센터이다. 

금속-금속 관절을 이용한 고관절 표면 치환술에 실패한
320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연구하 다. 저자
들은 금속-금속 관절을 이용한 고관절 표면 치환술의 삽입
물의 차이에 의한 마모율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발견하
다. 대부분의 경우, 고정 및 배열이 잘 되어 있었고, 감염

의 소견또한없어실패한이유가설명되지않았다. 경계 하
중 (Edge-loading)이 약 2/3 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혈액
내 중금속 이온 농도가 실패한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
술 환자에서 88명의 기능적으로 잘 유지되는 금속-금속 고
관절 표면 치환술에 비해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흥미롭
게도, 무균성 림프구성 혈관염과 관련된 병변 (ALVAL) 이
모든 실패한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 환자에서 관찰
되었다. 결과적으로, 비구의 경계 하중이 실패한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의 마모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
러나, 저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높은 비구 경사도가 실
패의 원인이 아니었다고 강조하 다. 재치환술 시행 이전
고주파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기 (ICP-MS) 를 사용
하여 혈액 내 금속 이온 농도를 측정하 다. 적어도 실패한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7
ppb (parts per billion) 이상의금속이온농도가측정되었
다. 저자들은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의 실패 위험도
를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학적 검사보다 혈액 내 금속 이온
농도검사를시행하라고제안하 다. 

Alister Hart 등 ( 국)11 은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
이금속-폴리에틸렌고관절전치환술보다높은실패율을보
인다고 강조하 다.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과 고관

절 전치환술이 높은 마모율과 금속 마모편에 의한 반응 등
의 비슷한 메커니즘에 의해 실패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
지 않다. 다른 연구에서는, 최근에 실패한 240례의 금속-금
속 관절 조합 (고관절 전치환술 120례, 고관절 표면 치환술
120례)을 조사하 다. 두 군간 성별, 대퇴 골두 크기, 비구
경사 인자를 비교하 다. 두 군간 라이너 마모에 유의한 차
이는 없었으나 경계 하중이 두 군 모두에서 마모의 대표적
인 메커니즘이었다.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의 67%,
금속-금속 고관절 전치환술의 57%) 저자들은 이것이 모든
큰 직경의 금속-금속 관절면을 가진 고관절에서 금속 마모
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임상적인 문제들을 암시한다고 결론
지었다.

Alister Hart 등에 의해 138례의 금속-금속 외식편의 다변
량 분석이 시행되었으며 비구 경사와 비구 마모율간
(p=0.001), 또한 경계 하중과 비구 마모율간에 (p<0.001)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되었다. 대퇴 골두 크기와 마모
율간에는상관관계가없었다.

Dieter Burkhardt (CeramTec),
James D‘Antonio, MD, 
Ricardo Heros (CeramTec),
Richard H. Rothman, MD, PhD 
(좌측에서우측으로)

금속 이온 중독과 관련된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의 합병증

청력 감소를 포함한 신경학적 증상이 금속-금속 관절
삽입물을 가진 높은 혈액 내 금속 이온 농도의 환자에
서보고되었다. 혈액, 소변, 장기 내 금속 이온의존재에
의한 향은아직충분히밝혀지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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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은금속중독과관련성이없다고알려져있어대조진단으
로사용되었다.

금속-금속관절삽입물군에서는청력감소 (0.23%: 0.09%,
p<0.001), 비뇨기계 악성 종양 (0.10%: 0.05%, p=0.038)의
발생율이 대조군 보다 현저히 높게 조사되었다. 림프종 발생
율또한높게(0.10% : 0.06%, p=0.100) 조사되었다. 다발성
골수종의발생은두군에서차이가없었다.  

David Langton 등 ( 국, 벨기에)21 은 1998년~2009년에
시행된 4,226례의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에 대해
전향적인 다기관 연구의 결과를 보고하 다. 58례의 금속-
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이 ARMD 로 인해 실패하 다.
ARMD 군의 코발트-크롬 이온 농도의 중간값이 무증상의
대조군 (881례) 에서보다 상당히 높았다. 저자들은 증가된
금속 마모가 ARMD 에 의한 실패율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고증명하 다. 

Gulraj Matharu 등 ( 국)23 은 2003~2010 년간 데이터
베이스를사용하여금속-금속고관절표면재치환술을시행
받은 환자 중 설명되지 않는 통증으로 인해 재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찾았다. 149례의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
술 중 22례 (19명) 의 증례에서 설명되지 않는 통증으로 인
해 재수술을 시행 받았다(유병률 14.8%). 연령의 중간값은
54.6세 고, 55%의 환자가 여성이었다 (12명).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과 재치환술까지 기간의 중간값은 3.9년
(0.35~14.2년) 이었다. 재치환술의 진단으로 ARMD (50%,
11명), 골 충돌 (18%, 4명), 대퇴 삽입물 실패 (14%, 3명)가
있었다. ARMD 가 설명되지 않는 통증으로 인해 재치환술
을 시행 받은 가장 흔한 적응증이었다. 저자에 따르면,
ARMD 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하위 집단을 포함하여 여
러다른종류들로이루어진현상임을나타낸다고하 다.

Edward Ebramzadeh 등 (미국, 벨기에)8 은 금속 알레르
기 혹은 높은 금속 마모를 가진 환자들에서 ARMD 를 관찰
하 다.

그들은 총 308례의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을 조사
하 다. ARMD 는 39명의 환자들에게서 관찰되었다 (여성
29/162, 남성 10/145). ARMD 는 금속 알레르기가 의심되
지 않는 22명의 환자, 조직학적으로 금속 알레르기로 진단
받은 15명의 환자, 설명되지 않는 이유의 2명의 환자에서
발생하 다. ARMD의 위험도는 금속 알레르기가 알려진 환
자의 75%, 금속 알레르기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22.2%,
금속 알레르기가없는환자의 7.89% 다.

Scott T. Ball 등 (미국)1 은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금속-금
속관절삽입물로부터금속편에의한부작용 (AMRD) 이 의
심되는 10명의 환자들에서 근본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cytokine에 대해 보고하 다. 폴리에틸렌 마모에 의한 골융
해가 있는 3명의 환자들이 대조군이 되었다. 골관절염을 가
진 6명의 환자들의 고관절 활액이 기준이 되었으며 저자들
은 IL-6, IL-8, IP-10의 농도가폴리에틸렌군의 15배 이상,
골관절염 군의 40배 이상으로 보고하 다. 코발트와 크롬
농도와 cytokine 농도는 연관성이 없었다. 저자들은 이것이
ARMD에서 염증 반응이폴리에틸렌마모증례에서보다더
강력하다는것을나타낸다고결론지었다.

Aaron J. Johnson 등 (미국)18 은 최근의 논문 (Medline,
Embase databases)을 체계적으로 검토하 고 위종양으
로보고된증례에관한 25개의논문을찾았다. 

저자들은 여성이 대부분인 금속-금속 고관절 치환술 이후
과민성 반응의 유병률을 1~10% 이하로 보고하 다. 저자
들은 금속 과민성과 위종양이 매우 드문 합병증이라고 결론
지었다.

Richie H.S. Gill 등 ( 국)9 은 위종양으로 인한 재치환술의
발생률이 8년간 종합적으로 4% (여성에서는 10%) 라고 보
고하 다. 혈액 내 금속 이온 농도는 위종양 환자에서 위종
양이없는환자에비해상당히높았다 (p<0.001). 선상 마모
는 위종양 환자의 금속-금속 관절에서 상당히 높았으며
(p<0.002) 컵 삽입물의 경계 하중 마모도 발견되었다. 요컨
대, 이것들은 위종양이 금속-금속 관절에서 발생한 마모의

Yves Catonne, MD, PhD, 
Remy Bizot, MD, PhD, 
Bernard Masson
(CeramTec) 
(좌측에서우측으로)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에서 금속편에 의
한 부작용 (ARMD)의 위험도

금속편에 의한 부작용 (ARMD) 환자에서
증가된 염증 cytokine

금속-금속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위종양의 발생률과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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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저자들은 위종양은
증가된 금속 마모편에 대한 생물학적, 국소적인 세포 반응
이고 환자의 활동 패턴이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고, 위종양이 중요한 문제이며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결론
지었다. 

금속-금속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금속 과민성과 관
련된 골용해-세라믹-세라믹 고관절 전치환술로의
전환

세라믹-세라믹고관절전치환술과
금속-폴리에틸렌고관절전치환술의 12년간의결과

세라믹-세라믹 고관절 전치환술의
10-13년간의 결과

금속-금속 고관절 삽입물이 정자내 금속 이온
농도와 정자의 생존 능력에 향을 미치는가?

박윤수 등(한국)30은 149례의 (146명) 무시멘트 금속-금속 고
관절전치환술이후삽입물주위골용해의예상외로높은속
도에대해보고하 다. 수술당시평균연령은 52세 (21-80),
평균 추시 기간은 8.5년이었고, 골용해가 13례 (8.7%) 에서
관찰되었다. 이들 중 지속적인 서혜부 통증을 가진 5명의 환
자 (3.3%) 들은 평균 전치환술 57개월 (49-74) 이후 재치환
술을 시행받았다. 수술 중 검사, 조직학적 결과, 면역조직화
학 분석에서 금속 과민성을 나타내었고 5명 환자 모두 세라
믹-세라믹 고관절전치환술을시행받았다. 서혜부 통증은평
균 추시 기간 33개월에 사라졌다. 저자들은 지속적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거나 금속-금속 고관절 전치환술 이후 골용해
를 가진 환자에서 의사는 금속-금속 관절을 비금속 관절로
치환하는것을고려해야한다고제안하 다. 

James A. D’Antonio 등(미국)4는 알루미늄 세라믹-세라믹
고관절 전치환술과 금속-폴리에틸렌 고관절 전치환술을 비
교한 장기간의 임상 결과를 보고하 다. 289례의 고관절 전
치환술에 대한 전향적인, 무작위, 대조군, 다기관 연구가
1996년에 시작되었다. 관절 내 소리가 세라믹-세라믹 고관
절 전치환술 2 예에서 발생하 고 라이너 골절이 1 예에서
발생하 다. 골 융해는 금속-폴리에틸렌 관절 대조군의
17.6% 에서 관찰되었고, 세라믹-세라믹 관절군에서는 관찰
되지 않았다. Kaplan-Meier 법에 의한 12년간 생존률은 세
라믹-세라믹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96.8%, 금속-폴리에틸렌
고관절전치환술에서 91.3% 이었다.  

Jason Hsu 등(미국)15은 50세 이하의 활동적인 환자들의 장
기간의 결과를 평가하 다. 저자들은 1997년부터 2000년까
지 한 사람의 외과의에 의해 IDE trial 의 부분으로서 세라믹
-세라믹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88명의 (남성 54명,
여성 34명) 환자의 110례를 후향적으로 검토하 다. 평균 연
령은 38.8 세 고 세 가지 디자인이 사용되었다. 대퇴 주대
는 시멘트, 모든 비구 컵은 무시멘트 디자인이었다. 평균 추
시 기간은 11.2 (10-13.2) 년이었다. 1명이 추시 중 손실되었
고, 1명이 사망하 다. 방사선 투과선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
다. 세라믹-세라믹 고관절 전치환술의 실패가 5명의 환자에
서관찰되었다 (1 명은 대퇴골두골절, 1명은 라이너골절, 1
명은 탈구, 2명은 무균성이완). 관절내 소리는 2명의환자에
서관찰되었다. 최소추시기간 10년간세라믹-세라믹고관절
전치환술의생존률은 95.5% 다.

저자는알루미늄세라믹-세라믹조합을 12년추시한결과완
벽한 임상적, 방사선학적 결과와 높은 생존율, 낮은 합병증
발생을보 다고결론지었다.

Vassilios S. Nikolaoud등(캐나다)31 은 코발트와크롬이온
의 금속-금속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젊은 남성의 정자에 대
한 향에 대해 조사하 다. 기능적으로 잘 유지되는 금속-
금속고관절전치환술환자 10명의혈액과정액내코발트와
크롬 농도를 측정하 다. 평균 연령은 45.9±3.0 세 다. 고
주파유도결합플라스마-후질량분석기 (ICP-MS) 가 사용
되었다. 어떠한 환자에서도 추시 기간 동안 골용해의 방사선
학적인징후는보이지않았다.

측정된 코발트와 크롬 농도는 혈액보다 정액에서 매우 낮았
다. 5명의 대조군에서 관찰된 결과도 비슷하 다. 저자들은
코발트와크롬이온모두정액에서낮은농도로바뀌고, 금속
-금속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젊은 남성의 정자에 대
한해로운 향은없다고결론지었다.

그러나 정자의 생존 능력은 Nikolaoud가 작년 11th
EFFORT/SECOT Congress 2010 in Madrid 에서 발표한
것과같이삽입물을가지지않은생식력있는남성에서보다
낮게관찰되었다. 그는이점의임상적인중요성은여전히알
려져 있지 않고, 금속-금속 관절 삽입물에서 발생한 금속 이
온의정자에대한 향을결정적으로결론내리기위해연구
가좀더필요하다고결론지었다.

세라믹-세라믹고관절전치환술의임상적인결과

“젊고활동적인환자의알루미나세라믹관절을이용한
고관절 전치환술을 12년 이상 추시한 결과 높은 생존
율과낮은합병증발생을보 다.”

- James A. D’Antonio, MD
“ 50세 이하의 활동적인 환자들에서 최근의 세라믹-세라믹 고관절
전치환술은최소 10년의 추시기간동안낮은합병증을보이며잘
유지되었다.”

- Jason Hsu,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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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세라믹고관절전치환술과
세라믹-폴리에틸렌고관절전치환술의 9년간의결과

세라믹-세라믹고관절전치환술과
세라믹-폴리에틸렌고관절전치환술의 5년간의결과

세라믹-세라믹고관절전치환술의 5년간의결과

젊은 환자에서 세라믹-세라믹 고관절 전치환술과
금속-금속고관절표면치환술의 5년간의결과

BIOLOXⓇforte와 BIOLOXⓇdelta 세라믹 대퇴
골두의삽입물회수분석-2년 생체내결과

Richard De Steiger 등(Australia)7은 국가적인 데이터베이
스를 사용하여 27,310례의 세라믹-세라믹 고관절 전치환술
과 13,138례의 세라믹-폴리에틸렌 고관절 전치환술의 결과
를 보고하 다. 누적 재치환술 시행율은 9년간 세라믹-세라
믹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4%, 세라믹-폴리에틸렌 고관절 전
치환술에서 5.9% 이었다. 두 군에서라이너골절 33례, 대퇴
골두골절 14례가있었다.

Andrej Manolescu 등(캐나다)25은 60세 이하의 92명 (남
성 50명, 여성 42명) 의 환자들에 대한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의결과를발표하 다. 평균 연령은 52.4세 다. 알루미
늄 세라믹-세라믹 고관절 전치환술과 세라믹-폴리에틸렌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78명에서 5년간 추시 자료가
이용 가능하 다. 저자들은 두 그룹 모두에서 완벽한 임상
적, 기능적인 결과를 보고하 다. 이번 단기간의 추시 기간
동안 두 그룹간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p>0.05). 라이너 종류 (폴리에틸렌, 세라믹)가 젊은 환자에
서 고관절 전치환술의 장기 생존율에 향을 미치는가에 대
해 결론짓기 위해서는 좀더 장시간의 추시 기간이 필요하다
고저자들은결론지었다.

Wiliam L. Walter 등(오스트레일리아, 국)39은 세라믹 대퇴
골두 (28mm, 32mm, 36mm) 의 삽입물 회수 분석의 결과
를 보고하 다. 생체 내 1-28개월간 BIOLOXⓇdelta 대퇴 골
두 (5례) 와 생체 내 24개월 이내 BIOLOXⓇforte 대퇴 골두
(21례) 를 비교하 다. 두 환자 군간 연령, 성별, 재치환술까
지의 기간, 대퇴 골두 직경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저자들은 BIOLOXⓇforte 대퇴 골두 18례와
BIOLOXⓇdelta 대퇴 골두 4례에서경계하중이있음을보고
하 다 (p=0.75). 세라믹 관절의 정상적인 구심성 하중은 매
우낮은마모를발생한다고설명하 다. 경계하중마모는대
퇴골두가세라믹라이너의가장자리와관절하게될때발생
한다. BIOLOXⓇforte의 평균 용적 마모율은 0.911mm3/year
(median 0.125mm3/year) 이고, BIOLOXⓇdelta의 평균 용
적 마모율은 0.034mm3/year (median 0.008mm3/year)
이었다. 

저자들은 경계 하중 마모량과 마모율이 BIOLOXⓇdelta 세
라믹 대퇴골두와의관절이 BIOLOXⓇforte 세라믹대퇴골두
와 비교하여 낮다고 결론지었다. Walter 등은 이 결론이
BIOLOXⓇdelta가 BIOLOXⓇforte 보다 좀 더 심한 조건하에
서 저항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고관절 모의 실험 장치 연
구에서도일관된다고발표하 다.

대조적으로, 윤택림 등(한국)40은 알루미늄 세라믹 라이너
(0.9%) 와 대퇴 골두 (1.2%) 의 높은 골절율을 연구를 통해
보고하 다. 관절내 소리는 8례 (1.4%) 에서 발생하 다. 저
자들은 한 가지 형태의 비구 컵과 다른 형태의 대퇴 주대를
이용한고관절전치환술 576례 (526명) 를 후향적으로검토
하 다. 평균 추시 기간은 4.8년이었다. 그러나, 저자들은
우수한임상적, 방사선학적결과를보고하 다

Luthfur Rahman 등( 국)34은 한 사람의 술자에 의해 시행
된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 100례와 무시멘트 세라
믹-세라믹 고관절 전치환술 100례를 평가하 다. 두 집단
은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술 전 고관절 기능적 점수, 활동
수준 등을일치시켰다. 평균 연령은 47세, 평균 추시 기간은
81개월이었다. 최소 추시 기간 5년간 Kaplan-Meier 법에
의한 생존률은 세라믹-세라믹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100%,
금속-금속고관절표면치환술에서 97% 이었다.

“조기의 결과는 BIOLOXⓇdelta 세라믹 대퇴 골두가 BIOLOXⓇforte 세라
믹 대퇴 골두와 비교하여 용적 마모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BIOLOX
Ⓡdelta 대퇴 골두 (직경 28mm, 32mm, 36mm)가 2년간 생체 내에서
BIOLOXⓇforte 대퇴 골두와비교하여낮은경계하중마모율을보 다”

- William L. Walter, MD, PhD

Roman Preuß, PhD (CeramTec),
William L. Walter, MD, PhD 
(좌측에서우측으로)

고관절 모의 실험 연구는 BIOLOXⓇdelta 가 BIOLOXⓇ

forte보다심한조건하에서더강하다는것을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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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세라믹 고관절 전치환술과 금속-금속 고관
절전치환술의재치환술율과재치환술의결과

세라믹-세라믹고관절전치환술 8,022례의 18년간의결과
: 골절된세라믹삽입물의재치환술

재치환술시선택

30
3.3년
(1-4)

•골용해없음
•방사선학적실패없음
•93.3% 결과양호

•골용해없음
•방사선학적실패없음
•결과양호

•폴리마모 + 골용해 6례
•재치환술 1례
•87.5% 결과 불량

2
7.5년
(4-11)

6.1년
(4-9)

8

Traina F et al. 세라믹삽입물의골절에의한재치환술

환자(명) 평균추시기간 결과 증례보고

Robert L. Barrack 등(미국)2은 주요 기관 2 곳에서 시행
한 hard/hard bearing 의 임상적 결과를 검토하 다. 세
라믹 -세라믹 고관절 전치환술 1,756례 (남성 60.2%) 가
시행되었다. 평균 연령은 49.7 세 다. 전체 재치환술율은
2.2% (38/1,756) 이었고, 재치환술까지의 평균 기간은 25.7
개월이었다. 저자들에 따르면 5례 (0.2%, 재치환술의 13%)
는 세라믹-세라믹 관절과 관련이 있고 (관절내 소리 4례,
골절 1례) 10례 (0.6%, 재치환술의 26%) 는 세라믹-세라믹
관절과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충돌, 아탈구, 마모). 이
세라믹-세라믹 고관절의 재치환술은 광범위한 조직 손상과
는 관련이 없었고 평균 추시 기간 4.5년 동안 완벽한 결과
를보여주었다. 

금속-금속 고관절전치환술은 1,215례가 시행되었고최소 2
년 추시를 하 다. 3가지의 금속-금속 관절 시스템이 사용
되었다. 평균 연령은 57세 다. 전체 재치환술율은 5.3%
(64/1,215) 이었다. 저자들은 16례 (1.3%, 16/1,215, 재치환
술의 25%) 는 금속-금속 관절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 고
(조직 부작용) 여성에서 높은 재치환술율이 관찰되었다. 금
속-금속 고관절전치환술의재치환술은상당한조직손상과
관련이있고기대보다높은재-재치환술율을가진다.

Francesco Traina 등(이탈리아)37,38은 세라믹-세라믹 고
관절 전치환술 8,022례의 장기 결과를 Istituto
Ortopedico Rizzoli (볼로냐) 에서 보고하 다. 세라믹 실
패에 의한 재치환술을 종점으로 한 Kaplan-Meier 법에
의한 18년간 생존률은 98.8% 이었다. 40례의 실패가 보
고되었다. 대퇴 골두 골절이 16 명의 환자에서 발생하
다. (28mm, 대퇴 경부 길이 s, 15례, 32mm, 대퇴 경부
길이 l, 1례) BIOLOXⓇdelta 대퇴 골두골절은없었다. 
라이너 골절이 24명의 환자에서 발생하 다. BIOLOXⓇ

forte 라이너에서 22례의 골절이, BIOLOXⓇdelta 라이너

에서 2례의 골절이있었다. 재치환술의 예에서, 저자들은 세
라믹 삽입물 골절이 드문 안전한 해결책으로서 BIOLOXⓇ

OPTION 재치환술 대퇴 골두를 사용하 다. 그들은 세라믹
재치환술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방법과 요령을 제안하고
세라믹 삽입물의 골절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
들기위해세라믹재치환술의결과를실험하 다. 

* 대퇴 주대 taper 에 심각한 손상은 BIOLOXⓇOPTION
system의 사용을배제할것이다.

세라믹-세라믹

금속-폴리에틸렌

세라믹-폴리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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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sco Traina와 공동 저자,
Award of Excellence 수상

교차결합폴리에틸렌관절의생체내산화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Oxinium 과 금속 (코발트
크롬) 대퇴 골두-교차 결합 폴리에틸렌과 고전적인
폴리에틸렌의초기임상적결과

탈구-어떠한요인이결과에 향을미치는가?

더 많은 정보가 "Surgical Live Training
DVD"에서 제공됩니다.

Barbara H. Currier 등(미국)6은 120례의 회수된 교차 결
합 폴리에틸렌 관절의 생체 내 산화에 대해서 조사하 다.
저자들은 강화(annealed)와 재용해(remelted)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관절 모두에서 산화가 보고되었고 산화는 물질
의 마모 저항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발표하 다. 그러므
로 그들은 생체 내 산화를 예방하기 위한 이러한 안정화 방
법의 효용성과 미래에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관절의 사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관절
회수품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저자들에 따르면
회수된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관절의 50% 에서 생체 내 산
화를 보 다. Free radical 농도 (FRC)가 강화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과 항산화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의 회수품에서
측정되었다. 저자들은 재 용해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에서는
FRC를 측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의
장기간의생체내결과가필요하다고결론지었다.

현재, Richard W. McCalden 등(캐나다)26은 Oxinium
대퇴 골두와 금속 (코발트 크롬) 대퇴 골두-교차 결합 폴
리에틸렌과 고전적인 폴리에틸렌을 비교한 무작위 대조
연구의 첫 번째 결과를 발표하 다. 고관절 치환술을 시
행 받은 40명의 환자들을 무작위 추출하 다 (각 군당
10명의 환자). 저자들은 고전적 폴리에틸렌 군에서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군과 비교하여 대퇴 골두의 침투가 많았
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Oxinium과 금속 대퇴 골두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저자들은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이 고전적 폴리에틸렌과
비교하여 마모라는 측면에서 큰 향상을 보여주었고
Oxinium 대퇴 골두는 금속 대퇴 골두와 비교하여 분명
한 장점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Aaron Carter 등(미국)3 은 불안정성으로 인해 재치환술
을 시행 받은 154 명의 환자 (156례의 고관절) 들을 검토
하 다. 평균 추시 기간은 67개월 (24-119) 이었다. 33례
(21.2%) 에서 평균 수술 후 455 일째 (3-1,905) 탈구되
었다.

비구 치환술 환자에서 탈구율은 라이너 교체술 (34%,
p=0.004) 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보다 낮았다. 15% 의 고
관절이 일차 재치환술 이후 탈구되었다. 이전의 재치환술을
시행 받은 고관절의 32% 가 탈구되었다. 직경이 큰 대퇴
골두 (11.8%)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탈구율은 28mm 대퇴
골두 (44%) 에서 관찰되었다. 28mm 대퇴 골두를사용하
을 때 실패율은 4가지 요인에 의해 증가하 다. 저자들은
라이너 교체술, 이전의 재치환술, 작은 대퇴 골두가 높은 실
패율과관련이있다고결론지었다.

2011년 AAOS annual meeting 에서 80개 이상의
논문이 전시되었고 3 개가 AAOS 전시 위원회에 의해
Award of Excellence 로 선정되었다. 위원회는 선정
된 논문을 올해 The 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 (JBJS) 에 출판을 위해 제출할 것이라고 발
표하 다. 선정된 논문 중 하나는 Francesco Traina
와 그의 동료에 의해 Istituto Orthpedico Rizzoli (이
탈리아, 볼로냐) 에서 시행된 연구 다. 그들은 세라믹
재치환술의 결과를 조사하 고, 세라믹 삽입물의 골절
사례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Scientific Exhibit 09-Revision of a Ceramic Hip for
Fractured Ceramic Components by Francesco
Traina, MD, Enrico Tassinari, MD, Marcello De Fine,
MD, Barbara Bordini, MD, Aldo Toni, MD.

CeraNews 1/2011에는 BIOLOXⓇOPTION을
이용한 고관절 재치환술의 증례보고들과 더
많은정보가제공되어있습니다.

동봉한 주문서 또는 online 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http://www.aaos.org/news/acadnews/2011/AAOS19-2-18.asp
·http://www3.aaos.org/education/anmeet/anmit2011/se/se-cat.cfm
·http://www3.aaos.org/education/anmeet/anmt2011/se/sciexhibit.
cfm?Pevent=SE09

Oxinium 은 zirconium dioxide의 5μm의층을갖도록표
면처리한 niobium-zirconium 합금이다. Azad Hussain
( 국)은 지난해 11th EFFORT/SECOT Congress 2010
in Madrid 에서이것을교차결합폴리에틸렌과혼합하여
사용할때, 고전적폴리에틸렌과비교하여매우낮은마모
율을보이게된다고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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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세라믹의임상결과

해부학적인변형이있는환자의세라믹-세라믹
고관절전치환술과세라믹-폴리에틸렌고관절
전치환술의 2-7년간의결과

전위된대퇴경부의관절낭내골절환자의
세라믹-세라믹고관절전치환술의
6년의결과-후향적인코호트연구

골관절염환자의세라믹-세라믹
고관절전치환술의 10-11년의 결과

Benazzo등은 (이탈리아)세라믹-세라믹 관절 조합
(BIOLOXⓇdelta, BIOLOXⓇforte)를 사용한 135례와 세라
믹-폴리에틸렌 관절 조합을 사용한 124례, 222명 환자의
(여성 172명, 남성 50명) 239례의 고관절 전치환술의 임상
적인, 방사선학적인결과를전향적으로검토하 다. 28, 32,
36mm 세라믹 대퇴 골두를 사용하 으며 주 진단은 해부
학적인 변형 (내반고 72례, 외반고 40례, 대퇴 근위부 이형
성 8례) 을 동반한 고관절증과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Crowe 1 25례, Crowe 2 25례, Crowe 3 29례, Crowe
4 20례) 이었다. 수술 당시 평균 연령은 57.6세 다 (22-
94). 평균 추시 기간은 5 년 (2-7) 이었고 삽입물 주위 골
융해는관찰되지않았다. HHS 는 술 전 35 에서 최종추시
시 96.6으로 향상되었다. Kaplan-Meier 법에 의한 5년간
생존률은 98.28% 다. 

Benazzo F, Rossi SMP, Cecconi D, Piovani L, Ravasi F. Mid-term results 
of an uncemented femoral stem with modular neck options. Hipint
2010;20(4):427-433

1996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Solarino 등 (이탈리아) 은 대퇴 경부 골절 환자에서
117례의 고관절전치환술을시행하 다. 수술 당시평균연령은 66세 (47-75세) 다. 그들
은 탈구의 위험이 고관절 골절 및 고령 환자에서 높다고 보고하 다. 저자들은 폴리에틸렌
삽입물과 관절면을 이루는 큰 직경의 대퇴 골두가 좀 더 많은 마모, 골 융해, 더 높은 실패
율을 야기시킨다고 보고하 다. 그러므로, 32mm 대퇴 골두를 사용한 알루미늄 세라믹-세
라믹 관절 조합이 35명의 환자 (여성 31명, 남성 4명) 에서 합병증과 금속 질환 없이 사용
되었다. 골절 환자중, 17례는 Garden III 이었고, 18례는 Garden IV 이었다. 
35례의 고관절 중, 33례가 임상적, 방사선학적인 추시가 가능하 다. 평균 추시 기간은 80
개월 (24-144) 이었다. HHS 는 평균 97.5 증가하 다. 최종 추시까지 어떠한 삽입물도 무
슨이유에서든재치환술이필요하지않았다. 

세라믹 마모는 발견되지 않았다. 탈구 혹은 세라믹 골절도 관찰되지 않았다. 저자들은 이러
한 결과가 32mm 세라믹-세라믹 관절 조합이 조기 혹은 후기 탈구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고결론지었다. 

Solarino Gl, Piazzolla A, Mori CM, Moretti L, Patella S, Notarnicola A. 
Alumina-on-Alumina total hip replacement for femoral neck fracture in healthy patients. 
BMC Musculoskeletal Disorders 2011;12(32):1-6

Kress 등 (독일) 은 알루미늄 세라믹-세라믹 관절 조합을
사용한 75례의 무시멘트고관절전치환술 (71명) 의 임상적,
방사선학적인 결과를 전향적으로 분석하 다. 적응증은 일
차성과 이차성 골관절염이었으며 수술 당시 평균 연령은
58세 다 (34-77세). 27명의 여성 (30례)과 31명의 남성
(32례) 에서 고관절 전치환술 62례가 추시 가능하 다. 평
균 추시 기간은 10.5년 (10.1-11.4년) 이었으며 세라믹 삽입
물의실패는관찰되지않았고세라믹마모도발견되지않았
다. 모든 비구 컵은 안정적이었다. 한 증례에서 비구 컵의
나사 주위에서 진행하지 않는 골용해가 관찰되었다. 하나의
대퇴 주대가 무균성 이완으로 재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저
자들이 측정 가능한 마모는 없었고 한 가지 증례에서만 진
행하지 않는 골용해를 보인 것이 다른 관절 조합에 비교하
여 세라믹-세라믹 관절 조합의 이점을 강조한다고 결론지
었다. 

Kress AM, Schmidt R, Holzwarth U, Forst R, Mueller LA. Excellent results
with cementless total hip arthroplasty and alumina-on-alumina pairing :
minimum ten-year follow-up. International Orthopaedics 2011;35:195-200

대퇴골두세라믹재치환술의 3년의결과

마찰학적인 관점에서, BIOLOXⓇOPTION 대퇴 골두는 폴리에틸렌과 고도 교차 결
합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승인된 라이너 뿐만 아니라 BIOLOXⓇ 계열의 모든
세라믹라이너와조합하여사용될수있다. 

Lazennec 등 (프랑스) 은 세라믹 재치환 대퇴 골두 (BIOLOXⓇOPTION) 를 이용한 42례
의재치환술 (39 명) 의 임상적, 방사선학적인결과를보고하 다. 평균 연령은 59.2세 다.
세라믹 삽입물의 실패는 관찰되지 않았다. 저자들은 혈액 내 타이타늄 농도가 발견 한계치
아래에있었다고보고하 다. 감염 합병증 2례, 무시멘트 고정실패 1례에 의한 3례의 실패
를 보고하 고 신경학적인 결손 2례와 이전의 차선의 대퇴 삽입물 2례에 의한 4례의 탈구
를발견하 다. 저자들은비구컵재치환술과잘고정된대퇴주대의증례에서는주대를유
지하며세라믹-세라믹관절조합을사용한치료가고려될수있다고결론지었다. 

Lazennec JY, Boyer P, Rousseau MA, Ducat A, Gozalbes V, Rangel A, Catonne Y. Ceramic strategy for cup
revisions: minimum 3 years follow-up with alumina matrix composite ball heads and sleeves. Abstract 1278, 12th
EFFORT Congress Copenhagen, 1-4 June 2011

BIOLOXⓇOPTION 대퇴 골두에 대한 추가 정보는 Surgical Live Training DVD와
CeraNews issue 2/2010 (18-23쪽) 에서 볼 수 있으며 동봉한 주문서 또는 online
(http://www.ceramtec.com/de/index/geschaeftsbereiche/medizintechnik/literatur-
und-broschueren/broschueren-und-prospekte/04054,0123,0349,4042.php)으로
요청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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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라믹인공관절과함께한
39년간의임상경험

Dr. Carlo Callea는 39년간 슬관절 및 고관절의
인공관절 수술을 해온 정형외과 의사이며, 
이탈리아 Monastier di Treviso에 있는
Giovanni XXIII Clinic의 정형외과 과장이다. 
이탈리아의 the Citta di Udine Clinic 과
the Villa Salus Clinic의 인공관절분야의 자문의
이기도 하며 매년 고관절 및 슬관절의
일차 수술 및 재수술을 1,200건 이상을 하고 있다.

′

이탈리아에서 인공관절을 시행한 환자들에서, 중요
한 사회-인구 통계학적인 개요와 가장 흔한 고관절
질환과 그 평균 주기를 말 해 주시겠습니까?

고관절 치환술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골관절염입니다. 그 다
음으로 염증성 질환이나 외상, 이형성증(dysplasia)이 있습
니다. 그 중 Emilia Romagna지역에서는 이형성증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은 표면 치환술(resurfacing)은 중
요한 발전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방법을 믿지 않습니다. 1970년대초 우리병원에서
McKee/Farrar implant 를 이용한 약 800건의 수술에서
조기 해리(loosening)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당시 우리는 시
멘트가 원인이라고 생각했으나 후에 관절면 조합의 구성성
분때문인것을알게되었습니다. 표면 치환술은 3가지 측면
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퇴 골두를 보존해야 할 이
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퇴 골두가 없는 것은 고관절 전치환
술의 실패 기전과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 고관절 표면 치환
술을 한 후 재수술시에 큰 사이즈의 컵으로 인해 비구 쪽의
문제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셋째, 표면 치환술은 지금까지
금속-금속 관절면에서만 가능한데, 이 관절면은 고관절 치
환술에서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젊은 환자에서 세라믹-
세라믹관절면의짧은주대(stem)가 더 좋은방법입니다. 

선생님께서는 39년간 인공관절 시술을 해 오셨는
데, 그 동안 가장 획기적인 발전은 무엇이었습니
까?

1970년대초 우리는 고관절 및 골의 형태에만 관심을 가졌
었습니다. 따라서 인공삽입물의 디자인에 연구가 집중되었
죠. 수술실패는 그 디자인 형태에 기인한다고 생각했었습니
다. 우리가 그 실패 원인의 기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면서, 삽입물 물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큰 의
미가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인 폴리에틸렌의 마모와 컵 고
정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게 되었
습니다. 비구 측 구성요소의 표준은 원통형(cylindrical)l에
서 원추형(conical)으로, 또 반구형(hemispherical)으로 바
뀌었습니다. 금속기구들의비교에의해, 표준화규격에대한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대퇴부
주대의 주요 고정은 뼈의 근위부에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골 소실을 줄이기 위한 크기와 형태의 변
화가 최근 인공관절 치환술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

었죠. 최근의 중요한 약진은 삽입물의 물질, 특히 세라믹의
발전입니다. BIOLOXⓇdelta는 각종 연구결과에서나, 그 생
산기술에서최고의위치에있습니다.

“최근의 중요한 약진은 삽입물의 물질, 특히 세라믹의
발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세라믹을 사용하게 된 것은
McKee/Farrar의 사용경험이었습니다.”



19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우리는 조기 실패의 원인이 시멘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멘트가 필요 없는
Mittelmeier 디자인으로 변경을 시도했죠. 이것이, 마모와
생체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세라믹을 처음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Mittelmeier 디자인은 아주 성공적이지
는 못했지만, 우리는 세라믹이 무균성 해리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1,300명 이상의 전임의들이 박사님 병원에서 수련
을 받았습니다. 출신국가, 술기의 레벨, 도달법, 최
소 침습슬, 삽입물을 고려하며“세대”의 주된 변화
에 관하여 말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나라별로 관심분야가 다르다는 것은 못 느꼈고, 개인
별로 임상 경험에 따라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독일 의사들
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고, 프랑스의사들은함께회의를하거나, 의학적 문제점
을해결하는데더편하고수월했습니다. 

경험상 저는 유대관계가 깊지 않은 의사들과는 어떤 문제나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대일
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질문
과답변만했었죠.

박사님께서 선호하시는 수술 도달법은 무엇입니까?
절개를 줄인 최소침습방법으로의 변화가 있었습니
까?

제가 고관절 치환술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Watson-
Jones approach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타입의 임
플란트를 도입하며 후외방 도달법을 사용했고 이후로 계속
하고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절개 범위나 침습 정도를 줄이고 있
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최소침술수술은미국내에
서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상
재원일수를 최소화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탈
리아에서는 재원일수에 대한 압박은 없습니다. 3개월후에는
수술방법에 따른 예후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소 침습술
은 의사가 수술하기 어렵게 만들며 큰 이점이 없다고 봅니
다. 오히려 수술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삽입물을 정확하
게 위치시키는데 방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보통, 저는 고
관절 수술의 경우 절개부터 봉합까지 30분정도가 소요 됩
니다. 수술시간은 중요한 요소로 짧을수록 환자에게 유리합
니다.

고관절 전치환술은“forgiving”procedure라는
말이 있는데, 관절 조합에서는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관절 조합을 충족시킬 요소는 무엇입니
까?  

이상적인 관절 조합은 마모가 적고, 마모된 조각이 최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끄러운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

선생님은 1년에 고관절 전치환술을 평균 800건정
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임상경험을 쌓으셨습니다.
환자, 수술 테크닉, 수술능력과 기구 같은 것들이
성공을 위한 요소들인데, 수련을 받는 젊은 의사들
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
떤 것들이 입니까?

젊은 선생들에게 하는 저의 첫 조언은, 일차 관절치환술을
받는 환자에게 가장 좋은 삽입물을 이용하더라도, 재수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상기하라는 것 입니다. 어떻게 하
던 간에 추후에 재수술 가능성은 항상 있고, 환자에게 이런
설명을 꼭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삽입물의 선택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젊은
환자의 경우, 가능한 최고의 삽입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것은아주긴시간동안을버텨야하기때문입니다. 가장 좋
은 방법은 세라믹-세라믹 관절면과 무시멘트 티타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환자 (85세이상)에서 수술 실패가 발생하
면 문제가 큽니다. 어떤 재수술이라도 매우 심각한 수술이
라고봐야합니다. 노인환자는재수술후다시걷지못할위
험성이 큽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재수술을 할 필요가 없
도록 최고의 좋은 기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젊
은 의사들에게 하는 충고는, 삽입물과 수술방법을 결정하

다면 그것을 쉽게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외과의사가 되고 싶다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기구에 대
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수술테크닉
을 반복을 통해 자기자신에게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합
니다. 추세를 따라 자주 바꾸다 보면 깊은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을 이
용하는 경우 컵에 insert를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삽입
하여야합니다. 삽입 후에 흡입패드(suction pad)를 삽입부
에 끼우고 당겨봐서, 패드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삽입은 잘
된것이고, 안심하고 impact 할 수 있습니다.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을 이용하는 경우 컵에 insert
를 올바른방법으로정확하게삽입하여야합니다.”

“최소 침습술은 의사가 수술하기 어렵게 만들며 큰 이점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수술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삽입물을 정확하게
위치시키는데방해할위험성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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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라믹-세라믹이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3,000개이상의
BIOLOXⓇdelta 세라믹-세라믹 관절조합으로 시술해왔는데,
squeaking은 2-3예에서만발생하 습니다. 관절소음은수
술 후 추시시 질문사항이었지만, 환자가 그렇다고 한 경우
는없었습니다.

인터뷰(계속)

박사님께서 처음으로 세라믹 기구를 삽입하신 수술
은 언제 고, 그 이후 얼마나 많이 수술에 사용하셨
나요?

저희는 1974년 이탈리아에서 일 세대 Mittelmeier
ceramic hip prosthesis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 습
니다. 그러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사용을 중단하 고,
1975년부터 세라믹 부품을 규칙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
다. 지금은 시장에서 사라져버린 몇몇 회사의 제품을 사용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항상만족스럽지만은않았습니다. 이
를 계기로 1980년대 초부터 BIOLOXⓇ를 전적으로 사용하
게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미 안정적으로 쓰이고 있던 세라믹-폴리에틸
렌 관절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경우 금속-폴리에틸
렌보다 마모와 마모편이 적게 발생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
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결과로 입증되었습니다. 세라믹-
폴리에틸렌 관절에 기인한 문제나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
습니다. 그 이후 8,500례 정도의 세라믹 골두를 수술에 이
용하 습니다.

처음 나온 세라믹제품은 사이즈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계
속 사용하 습니다. BIOLOXⓇforte 가 나오기 전까지, 저는
28mm 관절 결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즈 하나뿐이
었으니까요. 수술의 20-30%에서 세라믹을 사용했었는데,
결과가 대단히 만족스러워 BIOLOXⓇforte가 생산되며 거의
모든 수술에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BIOLOXⓇdelta가 개
발되면서 모든 고관절 치환술에 사용하 고, 안전성의 측면
에서도 큰 발전을 했습니다.  BIOLOXⓇOPTION 재치환용
대퇴 골두가 나와, 인공관절 재수술시에 세라믹을 이용하는
해결책이 나왔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재수술의새로운접근법을제시해주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세라믹이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나요?

5-6년 전 까지만 해도 세라믹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사를제외하고는, 폭넓게 사용하지는않았습니다. 비
용이 제일 큰 문제 죠. 또한 필요한 사이즈가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문제는 몇 년 전 해결이 되었습니다. 비싼 가
격에도 불구하고 세라믹은 큰 성장을 해왔습니다. 뛰어난
품질과 인상적인 결과는 많은 의사들에 의해 증명이 되었습
니다. 세라믹을 이용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
감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세라믹은 현재 가격이상의 가치
를 지니는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사들과
병원들이 투자한 것과,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을 비교해본
결과죠.

어떤 방식이죠?

재수술의경우, 최고의 임플란트를삽입해야합니다. 저에게
그 최고는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입니다. 메탈-폴리에틸렌
관절을 쓰는 것이 더 쉬울 수는 있으나, 세라믹-세라믹 관
절면을사용할수있는방법을고안해냈습니다.

그 예를 하나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Zweymuller 주대와 금속-폴리에틸렌 관절 결합으로 수술
받은 후 탈구가 생긴 78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컵은 충분히
전염되어있지 않았으며, 주대도 0도의 전염으로 위치해있었
고, 충돌이 있어 탈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탈구의
위험성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cemented
polyethylene cup을 올바른 위치에 넣어주는 것이었습니
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부분까
지 포함하여 모든 금속을 제거하고 세라믹-세라믹 관절을
위하여 세라믹 라이너가 있는 티타늄 컵을 삽입하 습니다.
재수술은 첫 수술보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
해 이지만, 저의 생각은 반대입니다. 저는 재수술이 첫 임플
란트보다 더 오래가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술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최
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골절은
아주드물지만재수술을쉽게할수있습니다. 일단 그부분
을 제거한 후 BIOLOXⓇdelta세라믹이나 폴리에틸렌과 재치
환술용 대퇴골두를 삽입하는 것 입니다. 세라믹 손상으로
재수술 하는 경우 폴리에틸렌 마모나 metallosis에 의한 무
균적해리에비하여결과가더좋습니다.  

박사님은 BIOLOXⓇ 삽입물을 처음으로 사용하셨던
분입니다.  당시에는 사이즈가 없다거나 하는 문제
가 있었는데, 그 후 BIOLOXⓇforte와 BIOLOXⓇ

delta 로 더 발전된 기구가 개발되어 나오게 되었
습니다. 이런 의학기술 발전과 그 임상적인 의미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1975년부터 세라믹 부품을 규칙적으로
사용하게되었습니다.”

“오늘날의사들과병원들이투자한것과, 
그 결과로얻게되는것을비교해본결과죠.”

“재수술의 경우, 최고의 임플란트를 삽입해야 합니다. 저에게
그최고는세라믹-세라믹관절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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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손상 환자를 보신적 있나요?

BIOLOXⓇ 1세대를 사용하면서 20건정도 있었습니다.
BIOLOXⓇforte 골두를 쓴 경우 10-15건, BIOLOXⓇforte
insert를 삽입하 을 때는 1건이 있었습니다. BIOLOXⓇ

delta 를 사용하면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세라믹 손상은
매우 드물지만, 발생하면 아주 큰 문제 습니다. 금속 골두
를 재수술에 사용하면 third-body wear에 의한 손상위험
성이 증가합니다. 현재, 세라믹이 파손될 위험성은 아주 낮
아졌고, 동시에 BIOLOXⓇOPTION 시스템은 재수술에서 좋
은해결책을제공해주게되었습니다.

고관절 치환술에서 합병증같은 것이 발생하여서,
수술방법이나 기구, 재료 등을 바꾸신 적이 있나
요?

한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면, 탈구위험이 높은 후방 도
달법에서 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후방 도달법으로 수술할
때, 충돌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삽
입물의 위치선정을 정확히 하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모
든 원인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외회전근(external rotator)의 재건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후 탈구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습
니다.

인공관절수술의 결과가 점점 향상되면서, 남아있는"
작은" 문제들로 관심이 쏠리게 되었는데요. 감염은
예전에 비해 어떤가요? 박사님께서는 임상에서 감
염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합병증 중 감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는 감염
을심각한문제로보지않습니다. 수술 전준비와항생제사
용법의발달로, 감염문제는점점줄어들고있습니다.

박사님은 Lima Multigen Delta ceramic knee
를 처음으로 시술한 의사이신데, 이 임플란트를 써
본 소견을 말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3년동안 35건의 세라믹슬관절치환술을하 고, 합병
증은 없었습니다. 수술시 시멘트가 균일하게 잘 분포 되는
지를 항상 확인하 습니다. 우리는 과민반응이 있거나 아주
젊은환자에게이임플란트를사용하고있습니다.

과민반응은 없었나요? 과민반응이 이탈리아에서 법
적인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저의 경험상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위험도가 가장 낮은 티
타늄과 세라믹을 쓰면서 과민반응을 보인 환자는 아주 드
물었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에서도 과민반응이 있었던
환자는 있었고, 여성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저도 10년전
에 금속 골두를 쓴 환자에서 수술 후 과민반응이 나타나
서 고소당한 적이 있었죠. 그 수술은 재수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정적인 주대에 세라믹 골두를 쓰는 방법을
몰랐었습니다.

세라믹 대신에 다른 기구를 써서 수술한 경우가 있
습니까?

네, 없습니다. 최근, 예전에 마라톤 우승자 던 75세 환
자가 있었습니다. 수술 후 4개월째에 정기검사를 위해 내
원하 는데, 이미 7시간동안 달리기를 할 수 있었으며 1
년후, 24시간 달리기를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접한
후, 저는 세라믹-세라믹 관절을 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경험상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위험도가
가장 낮은 티타늄과 세라믹을 쓰면서 과민반응
을보인환자는아주드물었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외회전근(external rotator)
의 재건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후 탈구의 위험성을
줄이는데도움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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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보고

증례1 : 세라믹-폴리에틸렌을 이용하여 양측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후 발생한 컵 이동으
로인해, 세라믹-세라믹관절로재수술을시행.

진단 : 57세 여자환자, 23년전 우측, 21년전 좌측고관절치환술시행함. 세라믹-폴리에틸렌
(32mm) 사용. 고관절통증으로내원함.

치료 : 
우측 고관절 : 비구컵과대퇴골두의재치환으로치료함.
안정적인 조립식 주대는 남겨두고, taper만 대체함. Cementless pressfit cup을 2개의 나
사못과 골이식술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고정시킴. 관절면은 세라믹-세라믹으로 BIOLOXⓇ

delta 대퇴골두(36mm)와 BIOLOXⓇdelta insert 사용함.

좌측 고관절 : 접근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전자부절골, 비구부는골편이식
무시멘트 pressfit cup을 augments와 나사못으로 고정시키고, 인공 관절면은 세라믹-세
라믹으로 BIOLOXⓇOPTION 대퇴골두(36mm)와, BIOLOXⓇdelta insert 사용함.

수술후 :
방사선 사진상 방사선 투과성선 이나 해리 소견 없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고관절 통증
해소

좌측 :
Mixed screwed cup, cemented stem. 확실한컵의이동이있음.
우측 :
Screwed cup, non-cemented stem. 컵의 이동과움직임이있음.

세라믹-세라믹인공관절면을이용한재수술

- 골용해와컵이동의치료에대한증례보고-

Carlo Callea, MD, Giovanni XXIII Clinic, Monastier di Treviso, Italy

수술후 X-ray: 재치환술후
2개월, 골 재생의소견

재치환술후
1개월 X-ray

X-ray, 수술 전좌측 :  술 18개월후의우측. 비구컵의융합소견.
좌측고관절은통증이있으며컵이동이더심해짐



증례2 : 세라믹-폴리에틸렌 고관절 치환술후 발생한 비구-대퇴 해리로
세라믹-세라믹관절면을사용하여재수술

진단 : 고관절 통증으로 내원한 65세 여자환자, 20년전 세라믹-폴리에틸
렌으로좌측고관절치환술실시함. 인공삽입물주변의골용해와폴리에틸
렌질환.

치료 : 
cementless pressfit cup을 나사못으로고정.  
재치환용 주대로 재수술 시행함. 관절면은 세라믹-세라믹으로 BIOLOXⓇ

delta (36mm)를 사용함.

수술후 : 
방사선학적으로 컵과 주대는 안정적이며 방사선투과성선이나 골용해 소견
없이골유합이잘이루어졌음. 환자는수술결과에매우만족하 음.

수술전 X-ray

재치환술후 1개월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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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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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국제BIOLOXⓇ심포지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