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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최근 수십년간 서구 국가들에서의 인공관절치

환술 및 정형외과 환자 치료는 그 정교함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인공관절치

환술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들에서 빠른 속도로 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관절 치환술

에서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전체의료체계에도도움이될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비용과 임상적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현대식병원시설및기술을발전시

키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의가속화를위해우리에게필요한것은포

괄적인 커리큘럼과 비용 효율적인 조직을 가진

다양한회의를바탕으로기존의노하우및유망

한 혁신적 기술들을 서구에서 동양의 국가들로

이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러

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

들의환자와의사모두에게상당한혜택이돌아

갈것입니다.

중국 정형외과학회(Chinese Orthopaedic

Association; COA)는 여러 수준의 경험을 가

진 정형외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COA는 Yan Wang 교수

의 주도하에적은비용으로의료의질을개선시

키기 위한 인상적인 전략을 실천해오고 있습니

다. 또한 이와 유사한 활동들이 인도, 인도네시

아, 브라질등에서도이루어지고있습니다.

2012년에 발족한 고관절학회의 Rothman-

Ranawat 장학회는 이와 같은 새로운 국가들에

서 우리의 회원들이 벌이는 노력을 돕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 목표는 전 세계에서

고관절 질환 치료와 고관절 전치환술 시술에서

훌륭한 성과를 보이는 4명의 후보에 대한 교육

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국가들에서

의 인공관절치환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계

된모든주체들의협력적노력이필요합니다.

초대논평 인터뷰

양질의정형외과치료에대한접근을최우선순위로

설정한COA와WOA

CeraNews는 중국 정형외과학회(Chinese Orthopaedic

Association; COA)의 7차 국제 학술회의 의장이자 70개국 이상에

회원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기관인 세계 정형외과연맹(World

Orthopaedic Alliance; WOA)의 의장인 Yan Wang 교수에게

중국 정형외과의 현황 및 미래에 관해 물었다.

Sincerely 

Chitranjan S. Ranawat, MD

Wang 교수님, 중국 정형외과학회의 제7차 국제 학술

회의 의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 COA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로는무엇이있을까요?

물론 COA 연례 학술회의는 물론 우리가 정형외과 분야에

서 이룬 성과와 다른 국가들에서의 성과와의 교환을 위한

장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약 10만 명의 정형외과의가

활동 중이며 그 중 5만 명 이상을 회원으로 둔 COA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정형외과의 단체입니다. COA

는 중국에서의 정형외과 수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많은성과를거두었습니다.

몇가지예를들어주신다면어떤것들이있을까요?

COA 전문 그룹은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서 최근에

구성된 현미경 삽입물 (microscopic prosthetics)그룹을 재

선출했고 두 개의 또 다른 실무 그룹이 활동을 시작했습니

다. 현재 COA는 청년 실무 위원회와 인공관절이나 척추 분

야등의위원회부터전통적인한의학과서양의학접목을위

한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총 15개의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낙후

도시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의 중 300명 이상이 선발

되어 중국 내 30개의 권위 있는 정형외과 센터에서 고급

기술 훈련을 받거나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180명의 정형외과의들이 COA 연례 학술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했습니다. 다양한 상세 분야들의 표준

수술과정비디오를만들어서교육에이용하고있습니다.

COA는 인공관절 등록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까지진행현황이궁급합니다.

국가 보건부의 지원과 COA 관절 등록 실무 위원회의 주도

로 중국 관절 등록 시스템(Chinese Joint Registry

System)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7개의

주요병원에서관련데이터제출에시범이용되었고올해말

부터 모든 해당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중국에서관절성형술의임상적용을크게표준화

시키고의학적품질과안전을보장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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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그리고 해외 파트너들과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요?

과학기술부는 국립 바이오의학 소재산업 연맹(National

Biomedical Materials Industry Alliance)의 설립을 승인했

고이는관련된바이오물질, 삽입물설계와임상조사의연구

와발전에서학계와산업계간의협력을강화시킬것입니다.

COA는또한COA 연계국제연수장학금(COA Combined

International Travelling Fellowship)으로 불리는 프로그램

의 설립을 위해 AAOS, AO Trauma, AO Spine과 같은 많

은해외학회들과의협력을강화하고있습니다. COA는이러

한장학프로그램을통해현재까지 20명의젊은정형외과의

사들에게 해외 AO 센터에서의 3개월간의 연수를 후원해 왔

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은

할일이많이남아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국제 정형외과 학회와의 학문적 지식

교환과 협력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중국과 서구 국가

들의 협력이 인공관절 치환술에서의 글로벌 수요

충족과 미래의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시는지요?

중국과 서구 국가들의 전문가들간의 학문 지식의 교환과

협력은 저희에게 중요하며 COA는 이것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이러한 종류의

활동이 가지는 최종 목표는 중국 정형외과 의사들이 관절성

형술분야의지식축적과전문지식발전에더욱많이기여하

여서양질의의료서비스에대한중국환자들의계속증가하

고있는수요를충족시키는것입니다.

중국의환자들은삶의질을높여줄증거기반이고비용효율

적이며 발전된 의료 혜택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형외

과의사들은이러한종류의서비스를직접전달할뿐만아니

라새로운삽입물개발을위한산학협력에서중요한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국립 바이오의학 소재산업 연맹(National

Biomedical Materials Industry Alliance)은 저희가 어떻게

이러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지를보여주는한예입니다.

2012년 11월에 국제 정형외과 연합(WOA)이 비영리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WOA의 초대 의장으로서

이 조직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WOA의목표는무엇인가요?

2011년의 COA 연례학회에서 저희는 베이징 선언문을 채택

했고 WOA의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연례학

회에서 WOA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기관은 세계

70개 이상 국가들에 회원을 가진 비영리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목표는 정형외과 및 관련 산업분야들에서의 간극을

좁히는 일종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WOA는 정형

외과의사와 의료장비 기업들이 정형외과 서비스를 개선시킬

수있는도약대역할을할것입니다. WOA의목표는정부기

관, 의료장비 기업, 정형외과의사, 병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문화에적합한혁신적이면서도포괄적이고비용효율적

인 사고 패턴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기관은 또한 의학

관련교육, 임상과제품관련연구와개발도목표로합니다.

Yan Wang 교수는 현재 COA의 의장이며 중국

인민군제 301 정형외과병원원장이다. 

그는 그 외에도 중국 정형외과학회(CSOS) 회장,

아시아 정형외과학회(ASIA) 초대 회장, Journal of

Arthroplasty(JOA) 편집위원, 고관절학회 명예회

원, 중국 고관절학회 명예회장, 골관절학회(ABJS)

정회원 이외에도, 중국 척추학회 회장, SPINE 편집

위원, 척추측만학회(SRS) 정회원, 전국 강직성척추

염학회(NASS) 정회원, 임상생물역학회 편집위원

등의많은직함을가지고있다.

Wang 교수는 고관절과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및 척추변형 수술 전문 정형외과 의사로 일해 왔으

며 삽입물 개발 및 근골격계 치료를 포함한 많은

분야의기초연구를수행했다.



4

인터뷰(계속)

교수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관절치환술과 정형

외과에서 서구 국가들과 중국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중국은현재많은인구를가진신흥국가로서근골격계질환

으로인해막대한부담을안고있습니다. 중국은또한정형외

과 분야에서의 가장 최근의 발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 인공관절치환술이 소개

된지 30년이넘었지만의학적지침, 과학적증거등의면에

서는여전히선진국에많이뒤처져있습니다. 이로인해중국

의아직표준화되지못한임상방식은많은혼란을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은 인공관절치환술에서의 실패율과

재수술율의 증가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한 의

학자원의낭비와의료비용의증가는물론이고가장중요한

점은환자들의고통을덜어주기보다는오히려그들의어려움

을가중시키고있다는점입니다.

COA는 어떤활동들을계획하고있는지요?

저희는우선은네가지과제에집중하고자합니다. 하나는중

국 관절 등록 시스템(the Chinese Joint Registry System)

의 정착입니다. 둘째로 저희는 인공관절치환술에 대한 병원

인증 체계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인공관절치

환술 시술 절차의 표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국내

삽입물의연구와발전의가속화를계획하고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중국 관절등록시스템을 언급하셨습니

다. 교수님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중국의 인공관절치

환술이 지난 수십년간 어떠한 발전을 거쳤고 앞으로

는어떻게발전할것으로예상되시는지궁금합니다.

중국의 의료 서비스에서의 변화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

다. COA는 중국의 인공관절치환술 모니터링을 통해 관찰된

이분야의현안들을해결하기위해정부에게공동등록체계

수립을 통한 인공관절치환술의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축적되는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중국정형외과의전체적의료수준을개선시켜줄것입니다.

또한 2012년에는환자치료개선을위해고관절과무릎인공

관절치환술 관리 시스템(Hip and Knee Replacement

Management System)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었고 COA 관

절 등록실무위원회의주도로중국관절등록및정보시스

템(Chinese Joint Registry and Information System)도 공

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7개의 주요 병원들은 이미 등록

시스템을운영하고있으며올해안에모든해당병원에서의

무적으로시행될예정입니다.

BIOLOXⓇdelta세라믹과 같은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이미

자신들의 최첨단 기술과 제품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습

니다. 한편중국기업들은근래에와서야이분야의발전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고난도 인공관절치환술 경험을 가진 중국의 많은

의사들이 이제는 기초 연구와 임상 연구에 참여하고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를 발표하고 있는 현상을 매우 고무적으로 받

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형외과와 인공관절치환술 분

야의전문지식에좀더많은기여를할수있을것입니다.

중국정형외과현황관련통계

COA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13억 인구 중 3%는 골관절염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그 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60세 이상 인구는

2020년에 2억4,300만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 골다공증 재단(Inter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의 데이터에 따르

면 50세 이상 중국인 중 6,940만 명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687,000건의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고 있다. 고관절 골절 치료 비용은

2020년에는 125억 달러를 초과하고 2050년에는 2,647억 달러로 수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로 인공관절치환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극소수

에그치던연간시술횟수는 2012년에는보수적추정법을적용하더라도 25만 건

내외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가 약화될 징후는 보이지 않으며 앞으로도 매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 301 정형외과 병원에서의 관절치환 시술

건수는 매년 2,500 건 내외이며 전체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BIOLOXⓇdelta세라

믹이차지하는비중은약 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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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베이징에서 열릴 COA 제 8차 국제 연례학회의

주요주제는무엇인가요?

제 8차 국제 COA 연례학회는 2013년 11월 7-10일에 베이

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AOS, CCJR, SRS, AO Spine,

AO Trauma, HSS, COFAS, ASIA, IOSM와기타많은국제

정형외과단체들이이미이기간중에강의와수업식의프레

젠테이션의 제공을약속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인 11월 8-

10일에 베이징 컨벤션 센터에서 WOA의 제1회 세계 학술회

의가열리게되었다는말씀을드리게된것을기쁘게생각합

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 정형외과 의사들 및 관련 산업계에

게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두 학술회의는 미래의 국제

정형외과 학술회의의 전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과거와

현재의 조합은 베이징을 환상적 도시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세계적 수준의 학술 회의 참가라는 독특한 경험

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관련 종사자들과의

만남을기대하고있습니다. 베이징은여러분을환영합니다!

인터뷰에응해주셔서감사합니다.

새로운미디어도서관

2012 BIOLOXⓇ심포지엄의 모든 강의 비디오

무료공개

The 8th International COA Congress is set to take place on 
November 7-10, 2013 in Beijing, China.
www.coachina.org/2013/en/

교육

라스베가스에서 CCJR 춘계회의와 함께 열렸던

2012 제14차 BIOLOXⓇ심포지엄의 12개 이상

세션을 녹화한 60개 이상의 동영상이

CeramTec과 CCJR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공개

됩니다. 

http://www.ceramtec.com/biolox/symposium/  
http://stream.ccjr.com/ccjr/webcourse/index.cfm

CeraFacts(USB 스틱)는 임플란트의 취급을

포함해 일차 시술과 재치환술에 관한 세라믹

임플란트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

다. (시술 동영상, 애니메이션, 임상과 기술 정보)

CeraFacts는 CeramTec를 통해 구매할 수 있

습니다.

http://www.cermtec.com/biolox/media-library/cera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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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

"세라믹-세라믹 THA는 파손 위험이 점차 낮아지며

가장 높은 생존률을 보였다. 이 방법이 모든 활동적

환자들에서표준이라고할수있다."

- Aldo Toni 박사 (이탈리아)
2012년 11월 16일, CCJR, 

발표논문 모음집, p. 5

연구:

중국정형외과학회(COA) 

제 7차연례학술회의

COA 연례 학술회의는 전 세계 정형외과 분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학술회의가 되었으며

참여 단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베이징에서 COA와 함께 최초로

CCJR(Current Concepts in Joint Replacement)과 EFORT의 회의가 함께 열렸다. 

CCJR 회의에서는 Aldo Toni 박사(이탈리아)는 17년간에 걸쳐 9,000회이상의 CoC THA에서

축적된 결과를 보고했다. COA 학술회의에서는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세라믹 관절을 이용한

시술 경험을 발표했다. 그들은 정밀 수술 기법과 정확한 위치 결정이 성공적인 임상적 예후

보장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CeraNews는 최신 연구 결과들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중국 베이징, 2012년 11월 15-18일

17년 추시에서가장높은생존률을보인 CoC

Aldo Toni 박사(이탈리아)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Rizzoli Orthopaedic Institute(이탈리아, Bologna)에서

시술된 총 9,981회의 일차 CoC THA의 예후를 발표했다.

재치환술을 종말점(endpoint)로 가정할 경우 생존률은

CoC에서 94.3%, MoM에서 90.5%, 금속이나 세라믹

대퇴골두와 폴리에틸렌을 이용한 전통적 시술에서는

86.3%였다. 그는 CoC가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인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다섯 편의 연구

CoC(BIOLOXⓇdelta)의 우수한초기결과들

Jiying Chen 등(중국)은 2009-2012년에 시술된 1,851

회의 CoC THA(BIOLOXⓇdelta)를 분석했다. 132명의

환자(177 THA)들을 대상으로 최소 2년의 추시를 수행했

다. 소음은 5개의 고관절(2.8%)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이 시술들에서 BIOLOXⓇdelta CoC THA의 초기 예후는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Yonggang Zhou 등(중국)은 1,206회의 CoC THA(BIOLOX
Ⓡdelta ; 36mm 1,168 건, 32mm 1건, 28mm 37건)를 분석

했다. 이중 1,084회는일차 THA, 122건은재치환이었다. 시

술 시점 평균 연령은 53.7세(23-71)였고 평균 추시 기간은

22.3개월이엇다.

감염, 세라믹 골절, 또는 해리의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다.

소음은 4 건에서 관찰되었다가 사라졌다. 탈구는 2건에서

발생했다.

저자들은 CoC THA의초기예후는우수하다는결론에도달

했고 중기 추시가 추가적인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연구:

대규모 코호트 환자에서 CoC 인공관절 시술의 우수

한초기결과

Wei Li 등(중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술된

총 485회의 CoC THA (일차 치료 402건, 재치환 83건)

의 후향적 수집 결과를 보고했다. 시술 시점 환자들(남성

275명, 여성 210명)의 평균 연령은 48.9세(22-75세)였다.

알루미나 세라믹 관절(BIOLOXⓇforte)이 326건(28mm

297건, 32mm 29건)에서 이용되었다. 지르코니아 강화

알루미나 세라믹(BIOLOXⓇdelta)가 159건(36mm 137건,

32mm 22건)에서 이용되었다. 평균 추시 기간은 32개월

(6-68개월)이었다. 탈구는 7건에서 발생했다. 세라믹 골절,

squeaking 현상, 감염이나 해리는관찰되지않았다.

저자들은 CoC THA의 초기 예후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세라믹 구성요소들의 정확한 취급 및 정확

한수술기법이필수적이라는점을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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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shou Guo 등(중국)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90명

(남성 72명, 여성 18명)의 환자에게 시술된 115회의 CoC

THA(BIOLOXⓇdelta ; 32mm, 36mm)를 분석했다. 모두 동

일한 형태의 삽입물이 이용되었다. 32mm 대퇴골두가 22개

고관절(19%)에, 36mm 골두가 93개고관절(81%)에 이용되었

다. 시술시점평균연령은 44세(22-69)였다. 주요진단은대

퇴골두의 무혈성괴사(84.3%)과 고관절의 발달 이형성(8.6%)

이었다. 평균추시기간은 13개월(10-16)이었다.

이러한초기추시기간에는골용해, squeaking 현상, 감염이

발견되지않았다. 평균 HHS는수술전 49.5에서수술후 94로

개선되었다 (p⋏0.05). 탈구는 근육 긴장도 이상인 한 명의

환자에서발생했다.

저자들은 CoC THA의 초기 예후는 우수한 관절 안정성과

ROM의 상당한 개선으로 매우 고무적이었다는 결론에 도달

했다. 그들은 우수한 장기적 결과 달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술기법이필요하다고권장했다.

탈구는 THA의 공통된 합병증이다. Xisheng Weng 등

(중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6명(남성 69명, 여성

37명)의 환자에게 시술된 106회의 CoC THA(BIOLOXⓇ

delta)를 평가했다. 수술 시점의 탈구는 4례(3.8%)에서

일어났다. 탈구 환자 모두는 2례에서의 보존적 치료와 나머

지 2례에서의 재수술을 통해 성공적으로 관리되었다. 고관

절은가장최근의추시에서도안정적이었다.

이러한 후향적 고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CoC

THA에서의고관절불안정성예방을위한정확한수술기법

을권장했다.

Jianchun Zeng 등(중국)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CoC

THA(BIOLOXⓇdelta ; 36mm)로 치료된 87명의 환자를

평가했다. 모든 증례에서 동일한 삽입물이 이용되었다. 주요

진단은 골괴사와 골관절염이었다. 수술 시점 평균 연령은

50.4세(28-56)였다. 평균 추시 기간은 18.6개월(6-38)이었

다. 평균 HHS는 수술전 57±7.2에서 수술후 93.5±3.7로

유의하게개선되었다.

소음은 2례에서 일어났으며 곧 완전히 사라졌다. 탈구,

세라믹골절, 해리 증례는관찰되지않았다.

저자들은 BIOLOXⓇdelta 세라믹 관절의 초기 예후는 고무

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우수한 장기적 결과 달성

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술 기법과 정확한 위치 선정은 물론

세라믹구성요소의올바른취급이절대적이라고강조했다.

COA-EFORT 단기 코스: (좌측부터) Karl Knahr, MD, PhD, Aldo Toni, MD,Michael Morlock,
PhD, Christoph H. Lohmann, MD, PhD, Robert Streicher, PhD

출처: Orthonline

연구:

대규모환자코호트에서세라믹삽입물의낮은합병증

발생률

Hong Zhang 등(중국)은 CoC 관절 조합은 낮은 마모율을

가지고 있기때문에중국에서젊은환자들에게널리 이용되

고 있지만 세라믹 골절로 인한 초기 실패 위험은 여전히 존

재한다고 보고했다. 그녀는 2,311회의 CoC THA(BIOLOXⓇ

forte) 합병증 발생률을조사했다.

세라믹 관절 골절은 2례(0.1%)에서 발생했으며 그 원인은

각각 불완전 삽입 및 외상 후의 세라믹 대퇴 골두의 골절

이었다. 이러한 불완전한 위치의 삽입물은 수술 중의 기술

적 오류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선행 문헌에서 이미

보고 되었었다.

저자들은 정교한 수술 기법, 시술되는 삽입물의 정확한

위치 선정, 세라믹 삽입물의 안전한 처리가 세라믹 골절

방지를 위한 예방 수단으로서 그리고 우수한 장기 예후

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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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 (계속)

출처: Orthonline COA-CCJR 단기 코스: Yan Wang, MD, PhD, 
A. Seth Greenwald, PhD

출처: Orthonline

연구:

60세 이하 환자에서 10년 추시에서 나타난 CoP vs

MoP의유의하게낮은라이너마모율

Yuchi Zhao 등(중국)은 양측 THA를 동시에 시술받은 8명

의 환자(남성 5명, 여성 3명)에서 측정된 마모율을 보고했

다. 시술 당시 평균 연령은 52세(45-60)였고 추시 기간은

10년간 이루어졌다.

MoP에 대한 평균 마모율은 0.25±0.10mm/년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CoP의 평균 마모율은 유의하게 더 낮

은 0.14±0.06mm/년이었다.

메타-분석:

CoC vs MoP의 임상적 성과 - CoC는 8년 추시에서

안전하고효과적인치료법이었다.

Lei Tian 등(중국)은 CoC THA와 MoP THA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비교했다. 메타분석은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총 1,547회의 CoC THA와 352건의 MoP THA를 평가한

4편의 연구를 바탕으로 했다. 수술 당시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3세(39-65)였다. 평균 추시 기간은 8년(5.4-12.5)

이었다. 저자들은 메타-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CoC THA

는 중기의 추시에서중년 환자들에게안전하고효과적인치

료법이라고결론지었다.

연구:

CoC vs MoP의임상적성과 - 50세미만활동적환자

들의5년추시후에확인된CoC의더높은생존율

Junying Sun 등(중국)은 1995년부터 2005년에 수행된

82회의 THA에 대한 후향적 분석을 수행했다. 환자들은

연령과 활동성 수준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A 집단에는 22회의 CoC THA를 받은 21명의 환자와 20

회의 MoP THA를 받은 18명의 환자가 포함되었다. 이 환

자들은 활동성이 높았고 50세 미만이었다. B 집단에는 21

회의 CoC THA를 받은 21명의 환자와 19회의 MoP THA

를 받은 19명의 환자가 포함되었다. 이 환자들은 활동성이

낮았고 50세 이상이었다. 최소 추시 기간은 5년이었다.

A 집단에서는 MoP THA 3례(7.5%)가 재치환술을 받아야

했다. CoC 집단에서는 실패가 관찰되지 않았다. B 집단 내

에서는 5년간의 추시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A 집단의 Kaplan-Meier 생존율 분석에서는 MoP THA보

다 CoC THA에서 유의하게우수한결과가나타났다.

연구:

CoC vs MoP의 임상적성과 - 단기 추시에서의명확

하지않은추세

Liqing Yang 등(중국)은 20명의 환자에서 22회의 CoC

무시멘트 THA와 22명의 환자에서 22회의 MoP 무시멘트

THA를 비교했다. 수술은 2007년부터 2010년에 수행되

었다.

관절 조합의 실패는 관찰되지 않았다. 최소 6개월 추시에서

임상적, 기능적예후의유의한차이는발견되지않았다.

저자들은 CoC는 우수한 마모 저항성으로 인해 젊은 환자

들에게최적의관절이라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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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CCJR 단기 코스 (COA 2012)

출처: Orthonline

임상 평가 전 테스트:

Zongmin Jin 등(중국)은 인공 관절에 대한 임상평가전 실

험실 테스트에 관한 흥미로운 고찰을 제시했다. 중국에서는

국내외 기관 소속 전문가들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적절한

기준과 과학적 평가법을 개발하려는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COA 연례학술회의관련통계

COA 연례 학술회의는 전세계 정형외과 분야에서

중요한 행사가 되었다. 2012년에는 49개국의 15,000

명 이상의정형외과의사들이참석했다. 전 세계 과학

자들이총 15,352편의 논문을 제출했다. 2,505회의 프

레젠테이션이 열렸으며 111회의 강의, 527회의 초청연

사 강연이 진행되었고 1,785회의 자유 프레젠테이션과

82회의 증례 회의가 열렸다. 그 외에도 2,425건의 포

스터 논문이 게시되었다. 137개의 국제 정형외과 단체

와 170명의 국내외 단체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AAOS, EFORT, CCJR, AO Spine, HSS, ORS,

ASIA, FFN, ASBMR, APSFAS, CSOSfmf포함해 22

개의 국제 정형외과 단체들이 관련 코스와 강의를

진행해 많은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약 210

개의 국내외 기업들이 25,000m2의 면적에 마련된

박람회에서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했다. 회의

기간에는그외에도 39회의위성회의가열렸다.

제8차 COA는 제1차 WOA 회의와 함께 2013년 11월

8-10일에베이징에서열릴예정이다.

www.coachina.org/2013/en/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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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nrich Wecker
는 독일Lauf에 위치
한 CeramTec 생산
시설의 Medical
Engineering 부서
책임자이다. 그는
Medical 제품 사업
부의 동유럽과 서유럽
마케팅과 판매 총괄
책임자였다.

세라믹을이용한새로운솔루션들

고관절 전치환술 분야에서 세라믹은 오랜 기간 신뢰성 있고 성공적인

재료로 이용되어 왔다. 의사들은 마모 저항성과 생체적합성이 높은

이 소재를 어떤 다른 분야의 삽입물에 응용하기를 원하고 있을까?

CeramTec은 전 세계 의학 전문가들에게 이 질문을 했으며 그들의

응답(표 참조)은 새로운 응용 분야의 세라믹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었다.

CeramTec Medical Engineering은 고관절 이외의
제품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IOLOXⓇFamily- The Future in your Hand"
라는 제목의 브로셔를 통해 Medical Engineering
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브로셔는 팩스나 온라인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http://www.ceramtec.com/markets/medical-technology/

의사들의 회신에서는 뚜렷한 추세가 있었다. 즉 뼈와 관절을 치료하거나 치환하는 모든

분야에서금속으로만들어진삽입물과장치에서세라믹을대안으로이용하는것에큰관심

을 가지고 있었다. 나아가, 정형외과 산업계의 세라믹을 이용한 제품 개발 요청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의 환자들까지도 당사와 직접 연락을 취해 세라믹 삽입물을 이용한

치료방법을 문의한다. 이러한 관심의 확대는 MoM 삽입물의 문제들에 관한 공개적 토론에

서얻은어떤신뢰감의상실과분명히관련되었을것이다.

신제품은 OEM 방식으로판매될예정이다. 당사의개발자들

은이미빠른속도로개발과정을진행하고있다. 예를 들어

치의학 분야에서 우리는 세라믹 치과 삽입물을 위한 포괄적

인 기술적 발판을 마련했다. 척추 분야에서는 주로 세라믹

케이지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스크전치환술과

spacer가 앞으로 집중하게 될 분야이다. 척추와 외상 분야

에서는 시제품이 이미 생산되었으며 어깨 치환술 분야에서

는높은성과를기대할수있는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다.

고관절 삽입물의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당사는 2012년에 100만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했다. CeramTec은 이제 새로운 의학용 제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Nuremberg 인근의 Lauf에 위치한 새로운 Medical Engineering 사업부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 곳에서는 5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고성능 세라믹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Medical Engineering은 또한 고관절 치환술에서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잡은 BIOLOXⓇ

세라믹을 생산하는 Medical Products 사업부를 기반으로 한다. 실제로 이 팀의 절반

이상은 Medical Products 사업부 출신이며 나 역시 그 팀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었다.

이 두 사업부가 가진 공통점은 모든 업무가 의사는 물론 삽입물 제작자들과의 긴밀한 협조

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이다. 미래에 생산될 제품들의 가능한 응용분야에는 어깨와 소관

절, 척추, 수술 장비, 치의학과 골대체 물질이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 바이오세라믹의새로운응용분야를위한신제품개발

●마모율감소와골용해예방 (관절)

● Artefacts의 예방과영상기술개선

●삽입물의미생물콜로니형성예방

●신소재개발

Percentages, n=246 / 
세라믹 응용 가능 분야

관심 많음
(%)

관심 있음
(%)

관심 없음
(%)

64 22 14
소관절
(발목, 어깨, 손가락등)

수술장비 31 59 10

외상학응용 72 19 9

척추응용 49 48 3

CeramTec은 다양한분야의전문의를대상으로바이오세라믹의특정응용분야에
대한관심을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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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er 부식관련최신연구:

세라믹대퇴골두의역할은무엇인가?

Steven M. Kurtz, MD, PhD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시작과발전을관찰해야한다."

- 아리스토텔레스

Taper 부식은정형외과에서새로운주제가

아니지만 최근까지도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생각했었다.

우리가 고관절과 슬관절삽입물에 이용하는

금속 바이오소재 즉 코발트와 티타늄 기반

의 합금들은 부식 저항력이 가장 높은 금속

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매우

성공적인 임상 성과를 보이며 삽입물 소재

로 이용되어 왔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연구자들은 조립식 대퇴 골두-주대 접합부

에서의 부식을 면밀하게 연구했다1-6.

이 초기의 연구들은 금속 주대의 조립식

연결부의 부식 규명에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 현재 복잡한 기계적 균열 부식

(crevice corrosion)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

는 부식 메커니즘의 수립에도 공헌했다(추가

정보는 본호 14페이지 논문 참조). 그러나

이러한 기계학적 기초 연구 모두는 거의

코발트 기반이나 티타늄 기반의 합금 대퇴

주대를 가진 코발트 크롬(CoCr) 합금 대퇴

골두에집중되었었다.

조립식 대형 골두, MoM 고관절 설계7,8,

two-piece 조립식 고관절 주대9, 그리고

최근에는 MoP고관절 설계10에서 taper

부식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현재의 조

립식 연결에서의 금속 입자 발생 및 국부적

조직 유해 반응(adverse local tissue

reaction; ALTR)을 포함해 희소 합병증의

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의 문헌들은 세라믹 대퇴 골두와의 접합부

에서 발생되는 taper 부식이라는 주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의 목표는

조립식 고관절 시스템에서의 세라믹 대퇴

골두와 관련된 taper 부식을 조사한 주요

연구들 일부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우리의

최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주제에 관한

새로운관점을제시하는것이다. 

Urban Gillbert, Jacobs 등 1990년대에

taper 부식 관련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은

대퇴 골두와 주대가 모두 금속성인 모듈식

연결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고관절

삽입물 디자인을 대상으로 삼았다.3-6,11,12

그러나 그들의 샘플 중에는 1세대 BIOLOXⓇ

세라믹을 이용해 제작된 알루미나 대퇴

골두를 가진 초기의 CoCr 합금 주대인

Autophor고관절이 있었다. Urban 등은 이

유일한 세라믹 제품 및 많은 금속성 삽입물

들을 관찰한 후에 "조사된 다양한 삽입물 모

두의 조립식 접합부에서 확인되는 부식은

세라믹 골두를 이용한 경우까지도 포함해

그 디자인 또는 소재와 무관하게 유사하다."

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러한 초기 연구가

taper 부식의 기본적 메커니즘을 수립한 후

에 조립식 taper 부식이라는 주제는 정형외

과 분야에서 점차 사라져갔고 1990년대 정

형외과 학술회의와 문헌의 주요 주제였던

골용해 및 폴리에틸렌 마모에 의한 무균성

해리가그자리를차지했다.

2004년에 Rush(시카고)의 Hallab 등은

세라믹 대퇴 골두와 코발트 크롬 합금 대퇴

골두에서의 taper 부식을 비교한 in-vitro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13. 저자들은 프레팅

(fretting) 수준은 세라믹 대퇴 골두와 금속

주대 사이에서 더욱 높다는 이론을 세운 후

에 세라믹 대퇴골두 시스템은 금속 대퇴 골

두에서보다 더욱 많은 입자가 발생한다는

가설을 수립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설 검

증을 위해 동일 브랜드의 CoCr 대퇴 골두

와CoCr주대를 선택했다. 세라믹 대퇴 골두

는 지금은 정형외과 제품 시장에서 철수한

공급자가 제작한 지르코니아 제품이었다.

연구자들은 예상외로 CoCr 대퇴 골두를

마찰학

Steven M. Kurtz 박사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Drexel

University 내 생물공학 대학의 Implant Research

Center 소장이자 연구교수이다. 그는 현재 국제적인

과학과 공학 컨설팅 기업인 Exponent Inc.의 부사

장, 필라델피아 지사장, Biomedical Engineering

책임자를 맡고있다.

Steven M. Kurtz는 폴리에틸렌, 세라믹, MoM 고관

절 삽입물 임상 성과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분석, 실험, 임상적 관점을 조합해 의료 장치 기

술 평가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연구 활동은 인간

삽입물 회수 표본 및 국가 의료 데이터베이스; 합성

바이오소재의 기계적 거동; 인공 관절의 접촉 기계학;

골-삽입물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해 평가되

는 정형외과, 척추와 심혈관 분야의 삽입물을 포함한

의료장비의실제임상성능을강조해왔다.

Steven M. Kurtz는 미국 정형외과학회(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 미국고관절

및슬관절학회(the American Association of Hip

and Knee Surgeons), 슬관절학회(Knee Society)

미국테스트소재학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를 포함해많은 전문직 단체에서 활동

하고 있다. 그는 다섯 권의 저술을 했으며 150편

이상의 저널 논문 및 400편 이상의 학회 논문을

발표했다. 

연락처

Steven M. Kurtz. MD, PhD
Drexel University
School of Biomedical Engineering, Science &
Health Systems
3141 Chestnut Street
Philadelphia, PA 19104, USA
Phone : +1 215 594 8851
Fax : +1 215 594 8899
e-mail : skurtz@drexel.edu
www.biomed.drexel.edu/implant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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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학(계속)

가진 CoCr주대가 지르코니아 대퇴 골두를 가진 주대보다

코발트 입자와 크롬 입자를 각각 11배와 3배 더 많이 발생

시킨다는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결과는자신들의가설을

논박한 것이었지만 저자들은 자신들의 연구결과가 다른 디

자인과 삽입물 시스템으로 과도하게 일반화되는 것을 경계

하면서 "결국 세라믹-금속 조립식 접합부의 상대적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임상 성과 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삽입물회수분석이다."라는 결론을제시했다.13

"세라믹 대퇴골두는 CoCr 대퇴골두에비해경부-주대인접

면에서의 taper 부식을유의하게감소시킨다."

- S. Kurtz, MD, PhD 

그림 1: 세라믹 대퇴골두 코호트의 일반적인
주대 taper. 낮은 수준의 프레팅과 부식을 보이
고있다 (점수중간값 = 2점)

그림 2: CoCr 대퇴골두 코호트의 일반적인
주대 taper. 높은 수준의 프레팅과 부식을 보이
고있다 (점수중간값 = 3점)

1 2

회수물연구

우리 연구팀은 세라믹 대퇴 골두 시스템의 부식과 금속

대퇴 골두 시스템의 부식을 비교하기 위해 Drexel

University의 Implant Research Center에서 고관절 삽입

물 회수물들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우리가 AAHKS의 대

체 관절에 관한 미니심포지엄(Alternative Bearing Mini-

Symposium)(2012년 11월)에서 발표했듯이 우리의 현재 연

구는 세라믹 대퇴 골두가 대퇴주대의 부식을 완화시키는 데

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그 감소 폭

의정량화를위한연구는아직진행중에있지만수술시점,

측면 오프셋, 주대의 금속성 특징, taper의 표면 마무리를

포함해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taper 부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과제는 매우 난해한 문제이다. 더욱이 세라믹

대퇴골두 회수물, 특히 장기간 삽입되었던 회수물은 매우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병원과 임상 환경으로부터

많은 샘플을 확보하기 위해서 Clare Rimnac이 학장을 맡

고 있는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의 고관절 삽

입물회수프로그램과협약을맺었다.

우리는 taper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세라믹-금속과 금속-금속 taper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총 100개의 삽입물들을 각각 50개의 두 코호트로

분류했다. 우리는 우선 골두-경부 인접면이외의 조립성을

가진 모든 고관절 삽입물을 연구에서 배제시켰다. 이것은

연구에 금속 슬리브를 가진 세라믹 대퇴 골두는 물론 조립

식 경부나 조립식 주대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연구에 이용된 세라믹 대퇴골두 코호트의 고관절 삽입물은

모두 CoP 또는 CoC 관절이었으며 금속 대퇴골두 코호트

의 고관절 삽입물은 모두 MoP 관절이었다. 주대에는 주요

제조사의 다양한 코발트와 티타늄 기반 합금들이 포함되었

으며, 세라믹과 금속 대퇴골두코 호트간에 주대디자인과

오프셋 모두 대응(match)을 이루도록 했다. 세라믹 대퇴

골두는 모두 CeramTec이 생산한 BIOLOXⓇforte 또는

BIOLOXⓇdelta 대퇴 골두였다. 각 코호트의 주대 taper의

프레팅(fretting)과 부식의 증거를 세 명의 독립된 관찰자들

이 1(mild)-4(severe)까지로 평가했으며 이 때 이용된 척도

는 Goldberg 등이 회수물 금속 taper 연구를 위해 개발한

척도였다.14

본 논문에서 기술되는 연구는 아직 진행중이지만 우리는

금속 대퇴골두 코호트에 비해 세라믹 대퇴골두 코호트에서

유의하게 더 적은 부식을 관찰하고 있다(그림 1-3). 프레팅

(fretting)과 부식 점수의 중간값은 세라믹 대퇴 골두를 가진

금속 주대(그림 1)에서는 2점인 반면 CoCr 대퇴 골두를 가

진 금속 주대 (그림 2)에서는 3점이었다. 우리는 현재

Talyrond high precision roundness machine(Taylor

Hobson)을 포함한첨단계측학기법을이용한분석을통해

이러한 taper들에서 발생하는 금속 입자의 정량화 방법을

연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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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라믹과금속골두의대퇴주대부식
점수중간값

4

3

2

1

0

회수물연구에관심을가진연구자들을위한정보

우리의 회수물 연구가 계속되면서 10년 이상 체내

삽입된 세라믹 대퇴 골두-주대는 물론 금속 슬리브를

가지고 있는 세라믹 대퇴 골두(예, BIOLOXⓇOPTION

대퇴 골두)의 회수의 중요성이증가하고있습니다.

적출된 장치 및 관련(익명성의) 임상 데이터를 제공하

는 우리의 다기관회수물 연구 프로그램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는 저자(skurtz@drexel.edu)에게

연락하시기바랍니다.

우리는 회수된 삽입물의 배송을 위한 국제적 프로토콜

을 수립했으며 현재 미국과 유럽에 위치하는 12개

이상의 임상센터와협력하고있습니다.

요약

본 연구는 조립식 고관절 시스템에서의 금속 입자 생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세라믹 대퇴 골두에 관

한 지금까지의연구는거의 대부분관절면에서의마모 감소

특징에관한것이었다.

세라믹대퇴골두는마모의감소만이아니라 taper 부식

의 완화에서도 역할을 한다는 증거가 점차 축적되고

있다. 다음학술회의에서는이분야의새로운연구성과

가발표되기를기대한다.

감사의말

저자는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의 Clare

Rimnac 박사와 Syracuse University의 Jeremy Gilber

박사가 제시해 준 고견과 그들과의 유용했던 토론에 대해

감사의말을전하고자한다.

Median Fretting and Corrosion Score

Ceramic
Head

Cohort

Metal
Head

Co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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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초- 부식(corrosion)과프레팅(fretting)

정형외과에서 이용되는 금속은 생체적합 고강도 합금이며 주로 삽입물

의 구조적 요소로 이용된다. 금속은 그 구성에 따라 스테인레스강과

CoCr 합금과 같이 불활성(inert)일 수 있으며 또는 티타늄 및 그 합금

과 같이 골세포를 유인할 수 있다. 의료 장치에는 철 기반 합금(SUS),

CoCr 합금(Stellite), 티타늄 및 그 합금 등의 세 종류의 소재가 다양

한 구성비로 혼합되어 이용되고 있다. 인공관절면에는 거의 대부분

CoCr 합금이 이용된다.

Robert Streicher, PhD

서론

정의

그림 1a: 기술적응용에서의부식

그림 1b: 정형외과의접촉면부식 - 금속대퇴골두 taper

출처: Collier P et al. Corrosion between the components of modular femoral
hip prostheses, J Bone Joint Surg-Br 1992;74:511-7

1970년대 이래로 조립식 구성요소를 가진 삽입물들이 증가

해 왔다. 특히 Morse taper를 이용한 교환가능 대퇴 골두

를 가지고 있는 고관절 삽입물은 THA로 세라믹 관절면의

도입을 가능케 했으며 우수한 임상 효과가 입증되어 왔다.

그러나 조립식 구성에서는 두 구성요소 사이의 접촉면에서

프레팅(fretting), 부식, 마모 입자 생성의 증가와 관련된

위험이상존하다.

최근에 세 편의 프레젠테이션은 조립식 고관절 전치환술에

서 세라믹 그리고/또는 CoCr 대퇴 골두의 거동에 초점을

맞추어 프레팅(fretting)과 부식에 관해 보고했다.1,2,3 최근에

조립식 연결이 일종의 (부정적) 평가를 받기 시작함에 따라,

본 논문은 프레팅(fretting)과 부식의 과학적 기초를 요약,

제시한다.

기계적으로 시작된 계면손상[마모, 프레팅(fretting),

프레팅마모(fretting wear)]

마모(wear)는 반대면의 상대적 운동에 의한 물질의 점진적

손실을특징으로하는표면손상으로정의된다.4

프레팅(fretting)은 상대적 운동의 특정한 종류이며 기계적

으로 결합된 두 물체간의 하중 부하로 인한 작은 진폭,

진동, 미끄러짐 운동인 메커니즘으로 정의된다. 여러 저자들

은 이 현상 발생에 필요한 운동의 최소 거리를 분석했으며

그 값은 일반적으로 1-100μm.5,6로 매우 짧게 정의되었다.

인체에 가해지는 하중의 강도를 감안할 때 삽입물의 모든

조립식 연결부는 프레팅(fretting)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할

수있다.

프레팅 마모(fretting wear)는 프레팅(fretting) 작용을 통한

접촉면에서의물질제거이다.

화학적으로 시작된 접촉면 손상 [부식, 균열 부식

(crevice corrosion)]

부식(corrosion)은 공학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기능의 손실로

이어지는,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구조의 파괴로 정의이며,

화학적으로는 물질이 소모되고 그 용해물이 환경의 일부가

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물질 표면과 환경과의 비가역적

표면반응이다. 

부식은 금속 이온과 염분7을 생성시키는 전기화학적 상호작

용에 의한 표면 손상으로 기술되며 금속 물질에만적용된다.

금과 같은 고가의 금속의 표면만이 부식에 대한 자기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모든 금속 및 합금들은 대기

에 노출되었을 때 [그림 2]에서와 같이 산소와 반응해서 각

기다른수준의보호산소층을형성시킨다(passivation:부동

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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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 현상의 분류

그림 2: 단백질 분자의 양과
전압의 변화에 따른 금속-
산소-용액접촉면의도식
(L. Gilbert 제공)

1. 전면 부식(uniform corrosion; general corrosion)은

전해질 용액에 침지된 모든 금속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

식이다.11 이 부식에서는 표면으로부터의 금속 물질이 균일

하게 제거되며 모든 금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삽입물에

이용되는 합금은 전면 부식에 대한 높은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며 육안으로는 확인

이불가능하다.

2. 이종금속 접촉 부식(galvanic corrosion; two-metal

corrosion)은보통서로다른금속의인접으로인한전기화

학적 전위에서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차이에 의해 발생하

는 금속의 용해이다.12 이러한 부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

래의세가지조건이모두충족되어야한다.

a. 서로 다른두금속

a. ( = 서로 다른부식저항성)

b. 물리적 (전도성) 접촉

a. (전자 이동에필요)

c. 수성 (전해질) 환경

a. (이온 이동에필요)

3. 프레팅 부식(fretting corrosion)과 침식(erosion)은

기계적 작용에 의한 부식이다. 즉 금속이나 합금의 부동태

층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비보호 표면의 부식 가속화로 이

어진다. 이 부식은 부식으로 인한 그리고 두 표면4간의 진동

성 미끄러짐으로 인한 접촉면에서의 손상으로 정의된다. 프

레팅(fretting)은 용해와 재부동태하(repassivation) 반응으

로구성된다.13

4. 균열 부식(crevice corrosion)은금속과다른물질표면

간의 인접성으로 인해 차폐된 영역의 금속 표면이나 그

인접부에서의 국소적 부식이다.4 Crevice는 예를 들어 금속

장치의 과부하로 인한 좁은 금이거나 조립식 구성요소들의

접촉면의 작은 틈일 수도 있다. crevice의 조건이 주변과

달라지면 galvanic원자 생성및국소부식으로이어진다.

5. 공식(pitting corrosion)은 금속 표면11에 홈이 발생하는

국소적 대칭적인 부식의 형태이다. 스크레치 또는 마찰 부

하와같은기계적압력에의해시작된다.

6. 입계 부식(intergranular corrosion)은 이종금속 접촉

부식의 한 형태로 합금 내의 불순물과 개재물(inclusion)이

원인이다. 입계 부식은 그 구성과 구조가 입자와 크게 다른

입자 경계부에서 시작되는 국소적 부식이다. 입자와 경계부

간의이종금속접촉효과에의해부식이강화될수있다. 입

계 부식은 단조 합금보다는 주조 합금에서 발생 확률이 더

높다.

7. 선택적 리칭(selective leaching)은 입자 경계에서가

아닌 입자 내에서의 화학적 차이로 인한 부식 형태이며,

약하게 결합되거나 용해도가 높은 성분 그리고/또는 침습적

인 매개물로 인한 장치의 표면에서의 특정 구성성분의 제거

로 정의된다. 선택적 부식은 단상 물질보다는 각기 다른

구성과 구조의 입자를 가진 다상(multiphase) 물질에서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 선택적 부식은 표면의 부동태화

(passivation)를 수반하는 과정일 수 있다. 철, 바나듐과 같

은 가용성 원소들이 표면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크롬이나

부식은다음과같이 8개형태로정의된다.

이러한산소막의모든종류의파괴는곧바로부식(이온흐름)

으로 이어지며이러한부식은막이다시형성될때까지계속

된다.8 보호 산소층의 재형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재부동태화

시간(repassivation time)이라고 부른다. 이 시간은 금속의

구성및산소가용성에좌우되며단지수 milliseconds(ms)9

만 소요되며 Ti6Al4V의경우에는 60ms10가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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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과 같은 부식에 저항적인 원소들의 농도가 높아져 이

후의부식으로부터표면을보호하게된다.

8. 응력부식(stress corrosion)과부식강화피로(corrosion

enhanced fatigue)는 특정 환경 특히 염화물이 풍부한 환

경에서 금속이 응력에 노출되고 부식에 의해 일반적인 경우

보다훨씬낮은수준에서붕괴한다.14

전면 부식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근래의 삽입물

소재에서는 전면 부식은 극도의 느린 과정이다(수ng/cm2/

일). 전면 부식만을 고려한다면 삽입물의 수명은 환자의

수명 이상이다. 다른 모든 형태의 부식은 적절한 소재, 디자

인, 처리를 통해 거의 또는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 만일

티타늄 및 그 합금은 프레팅(fretting) 마모가 되기 쉽지만

그 전기역학적 전위 및 그에 따른 부식 저항성은 약 6V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CoCr 합금은 더욱 강도가 높고

프레팅(fretting)과 마모가 발생하기 더 어렵지만 부식 전위

는 400mV 내외로 훨씬 더 낮다. 스테인레스강은 일반적으

로 유사한 강도를 가지고 있지만 부식 저항은 ISO 5832-1

강에 대해서는 350mV, ISO 5832-9 강에 대해서는

800mV으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프레팅(fretting) 저항성은

CoCr 합금보다더낮다.

정형외과에서 이용되는 금속 및 합금의 높은 부식 저항성으

로 인해 부식 중 몇 가지 형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정형외과 삽입물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두 가지 부식형태

는 프레팅으로 시작된 균열 부식(fretting initiated crevice

corrosion)과 프레팅 부식(fretting corrosion)이다. 공식

(pitting corrosion)은 스테인레스강에서만 관찰되며, 표면

의 거칠기(roughness) 또한 부식의 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주대연마의이유가된다.

Gilbert 등은17 기계적 부하가 어떻게 조립식 taper 경계면

의프레팅(fretting), 수동적 산소막의 균열 및 재부동태화

(passivation)와 균열 부식(crevice corrosion)으로 이어지

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계적 균열 부식(crevice

부식과 마모는 전체적 물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금속성 바이오물질은 매우

느린 속도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부식한다. 여러 형

태의 부식이 기술적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정형외

과 삽입물에서도 관찰될 수 있고 그 원인과 영향이 상세하

게 분석되어 왔다. THA와 같은 장기 삽입물에서는조립형

연결이주요원인으로확인되고있으며프레팅(fretting)으로

인한 균열 부식(crevice corrosion)이 가장 흔히 관찰된다.

기타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적절한 소재 이용 및 규정을 준

수한 설계 및 의도된 구성요소의 조합이 잠재적 악영향을

가진광범위한부식을방지하는최상의방법이다.

corrosion)의 가설을 제시했다. 이 가설은 현재 이견 없이

합의된 가설로 보인다. 이 가설은 삽입물의 기계적 부하가

프레팅(fretting)과 균열 부식(crevicecorrosion) 과정을

가속화시켜서 금속 이온의 배출 및 마모 입자의 생성으로

이어진다고 제안한다. 기계적 프레팅(fretting)과 마모는

기본적으로는 균열 부식(crevice corrosion) 문제이지만 또

한 crevice 환경과 인접하는원자수준으로얇은산소보호

막을파괴시키는역할도한다.12,15,18 내부의 금속 기질이 기계

적 손상에 의해 체내 염분에 노출되면 금속 표면의 급속한

산화 또는 재부동태화(repassivation)가 전압을 변화시키고

taper crevice에 포획된용액을산성화시킨다.

그러나 조립형 삽입물의 프레팅(fretting)과 부식에 관한

논문의 저자들 중 일부는 산화는 설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작자와 관련된 문제라고 가정한다. 물론 예를 들어 금속

과 세라믹에서의 결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모든 소재의

조합에서는 조립형 구성요소의 수술중 조립 (깨끗하고 건조

한상태로밀착)이 역시중요하다.

잠재적인 추가적 위험은 시간이 흐르면서 의사들은 다양한

공급자들의 구성요소를 혼합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모든

taper가 동일하게제작되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부식을피할수없다면가능한최소화하는데에초점을맞추

어야한다.

부식은 마모와 마찬가지로 전반적 물성이며 다요인적인 특

징을 가지고 있다. 물질의 구성, 구조, 균질성, 불순물, 결함,

전위, 재부동태화능력, 제작 과정, 표면 조건, 특히 강도,

Morse taper 와 같은 조립형 연결에서의 설계(내성과

크기), 주변환경, 특히부하와이동과 pH 및 야금학적, 화학

적, 전기적, 마찰학적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관계와 같은 많

은요인의영향을받는다.12,15,16

바이오소재의 부식(corrosion)과 프레팅(fretting)

요약

교육(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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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입자증가의잠재적원인으로서의

조립형taper 연결부

수술중 관찰결과 및 회수물 분석은 대형 금속 골두/포이(trunnion) 접촉

면에서의 금속 마모 증가의 증거를 보여준다. 일부 저자들은 금속 입자에

대한유해반응(예, 금속증, 가성종양, 만성염증성병변, 국부적조직반응)

의 발생에는 수 년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Taper 연결부의 금속 입자들

은유해면역반응을자극할더욱큰잠재력을가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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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세라믹관련임상데이터

연구

20년추시에서의

CoC THA의임상성과

Synder 등(폴란드)은 1985년부터 1999년까지 188명(여성

101명, 남성 87명)의 환자에서 무시멘트 풀세라믹 나사형비

구컵(알루미나, BIOLOXⓇ1세대, 32mm)의 삽입 후의 220회

THA를 평가했다. 주요 진단명은 고관절이형성증(36.8%)과

특발성 고관절증(idiopathic coxarthosis) (27.3%)이었다.

시술 시점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44.5세(22-70)였다. 평균

추시 기간은 19.6년(12.3-26.7)이었다. 저자들은 환자들 중

39.5%에서 매우 우수한, 43.6%에서 우수한, 9.1%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고했다. squeaking과 감염은 관찰되

지 않았다. 무균성 해리에 대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6례였다. 불량한 결과(7.8%)는 대부분 진행성 고관절이

형성증(advanced dysplastic coxarthrosis) 환자에서 나

타났다. 재치환술을 종말점(endpoint)으로 하는 생존율

(Kaplan-Meier)은 86.4%였다. Petsatodes 등* 역시 이와

유사한결과를발표했다. 

연구

30세미만환자에서의CoC - 15년

추시에서골용해 0건

Kim 등(한국)은 96명의환자에서 127회의CoC THA (BIOLOX
Ⓡforte, 28mm)를평가했다. 시술 시점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24±5세(19-30)였다. 주요 진단명은 대퇴 골두의 무혈성괴

사(54.3%)와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20.5%)이었다. 평균

추시기간은 14.8년(10-16)이었다.

무균성 해리, 이동(migration), squeaking 또는 세라믹 골

절은관찰되지않았다. 재발성 탈구로인해비구삽입물 1례

가 재수술되었다. 무균성 해리를 종말점(endpoint)으로 하

는 생존율(Kaplan-Meier)은 100%였다. 저자들은 알루미

나 CoC 관절 조합은 이러한 젊고 활동성이 높은 환자군에

서우수한임상결과를보인다고결론지었다.

연구

30세미만환자에서의CcC - 11년

추시에서골용해증례 0건

Yoon 등(한국)은 62명(남성 37명, 여성 25명)의 환자에서 75

회의 무시멘트 CoC THA(알루미나, BIOLOXⓇforte, 28mm)

를 평가했다. 주요 진단명은 대퇴 골두의 무혈성괴사(51%)

였다. 시술 시점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24세(18-30)였다.

평균추시기간은 11.5년(10-13.5)이었다.

재치환술을 종말점(endpoint)으로 하는 생존율(Kaplan-

Meier)은 98.9%였다. 저자들은 모든 증례의 16%(clicking

13%, squeaking 3%)에서 소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소음

은반복되지않았다. 세라믹골절은 1명의환자에서발견되었

으며지속적불안정성및재발성아탈구가원인이었다. 이 환

58세 여성일차 THA 21년 후 좌측고관절

Source: With kind permission of MarekSynder, Head of the Clinic of
Orthopaedics and Pediatric Orthopaedics, Medical University of Lodz (Poland)

Synder M et al. Long-term results of cementless hip arthroplasty with
ceramic-on-ceramic articulation. International Orthopaedics (SICOT)
2012;36:2225-2229

*Petsatodes GE et al. Primary cementless total hip arthroplasty with an
alumina ceramic-on-ceramic bearing: results after a minimum of twenty
years of follow-up. J Bone Joint Surg-Am 2010;92:639-644

Kim Y-H et al. Cementless Metaphyseal Fitting Anatomic Total Hip
Arthroplasty with a Ceramic-on-Ceramic Bearing in patients Thirty Years of
Age or Younger. J Bone Joint Surg-Am 2012;94(17):1570-1575

"인공관절 치환술에서 인공삽입물을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삽입하는수술기법이최종예후에영향을주는가장중요한

요소이다."

"30세 미만 환자에서 알루미나-알루미나 세라믹

관절을 이용한 우리의 결과는 시술 후 20년까지

무시멘트비구와대퇴삽입물이우수한중기고정

과통증완화를제공하고골용해없이우수한생존

율을보인다는것을시사한다."

- Synder 등 (폴란드),
International Orthopaedics (SICOT) 2012;36:2229

- Kim et al. (Korea)
J Bone Joint Surg-Am 2012;94(17):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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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CoM와MoM은 6개월과 12개월추이에서

혈청금속이온수준에서동일한증가를보인다.

CoM 골절 조합의 임상 성과에 관한 데이터는 제한적이다.

대퇴 골두는 지르코니아 강화 알루미나 세라믹(BIOLOXⓇ

delta)으로 만들어진다. Schouten 등(뉴질랜드)은 41회의

CoM*과 36회의 MoM THA 후 6개월과 12개월 시점에서

혈청의 코발트와 크로뮴 수준을 전향적으로 비교했다.

36mm 대퇴골두가주로이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더 높은 비구 경사각(55°이상)과 혈청의

더높은금속이온수준간의상관관계가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관절 조합의 정확한 비구 삽입물 시술의 중요성

을 확인해 주었다. 저자들은 2년과 5년 추이를 통한 추가

정보확인계획을밝혔다.

연구

CoC, MoM, MoP의

8.5년추시임상성과비교

Milosev 등(슬로베니아)은 395명의 환자에서 411회의 THA

에 대해 후향적으로 수집된 결과를 평가했다. 그들은

CoC(BIOLOXⓇforte) 이용 202회, MoP이용 199회,

MoM(저탄소) 이용 68회 THA에 대한 추시 결과를 보고했

다. 금속과세라믹 insert는 금속컵과 insert 사이에폴리에

틸렌 층을 추가한 샌드위치 컵과 함께 사용되었다. 모든

시술에서 28mm 대퇴 골두가 이용되었다. 시술 시점 환자

들의 평균 연령은 CoC와 MoM 집단에서는 60세, MoP 집

단에서는 71세였다. 평균 추시 기간은 8.5년(6.9-10.5)이었

다. 주진단명은골관절염이었다.

저자들은 무균성 해리로 인한 재치환술 비율은 MoP와

CoC 집단에 비해 MoM 집단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고

보고했다. MoP 집단과 CoC 집단간의 생존율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았다. MoP 집단에서는 무균성 해리로 인한 재치환

술 1회가 있었다. MoM 집단에서의재치환술원인은무균성

해리 5례, 탈구 1례였다. CoC 그룹에서는무균성해리 2례,

세라믹삽입물골절 4례였다.

안타깝게도 저자들은 컵의 위치 및 적출 삽입물에 관한

데이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3개의 관절 조합에서

자는 척추 손상 이후의 부적절한 고관절 근긴장으로 인해 수

술전에이미불안정한고관절을가지고있었다. 마모관련골

용해는관찰되지않았으며방사선학적해리징후를보이는비

구나 골두삽입물은 없었다. 무균성 해리를 종말점(endpoint)

으로하는생존율(Kaplan-Meier)은 100%였다

* CoM articulation, PinnacleⓇ

CoMplete Acetabular Hip System, 
DePuyOrthopaedics Inc.

Yoon HJ et al. Alumina-on-alumina THA Performed in Patients Younger 
Than 30 Years: A 10-year Minimum Followup Study. ClinOrthopRelat Res
2012;470:3530-3536

Schouten R et al. A prospective, randomised controlled trial comparing
ceramic-on-metal and metal-on-metal bearing surfaces in total hip
replacement. J Bone Joint Surg-Br 2012;94(11):1462-1467

Beaupre LA et al. A Randomized Trial Of Ceramic-On-Ceramic Bearing
Versus Ceramic-On-Crossfire-Polyethylene Bearing In Total Hip Arthroplasty:
Five-Year Outcomes. J Arthroplasty 2012 (article in press),
http://dx.doi.org/10.1016/j.arth.2012.07.027

"우리의연구에서는 alumina-on-alumina 관절이

젊은환자의 10년추시에서우수한관절생존율을

보였다."

- Yoon HJ et al. (Korea)
ClinOrthopRelat Res 2012; 470:3533

연구

61세 미만 환자에서 CoC vs CoXPE 의 임상 성과 -

5년추시에서유의한차이는아직없음.

Beaupre 등(캐나다)은 전향적 무작위 통제군 연구에서

48회의 CoC와 44회의 CoXPE 무시멘트 THA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예후를 비교했다. 시술 시점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CoC 집단에서는 51.3세, CoXPE 집단에서는 53.6

세였다. CoC 집단에서는 알루미나 세라믹 insert와 대퇴

골두가 이용되었으며 골두 직경은 주로 32mm였다.

CoXPE 집단에서는 28mm 대퇴골두가주로이용되었다.

CoC와 CoXPE THA는 우수한단기결과를제공했다. 관절

조합의 실패는 보고되지 않았다. 수술후 5년 추시에서

두 집단간에 임상적, 기능적 예후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저자들은 장기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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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속)

발생한 해리 및 CoC 집단에서의 세라믹 골절의 원인은 불

분명하다.

Milosev I et al. Comparison of Ten-Year Survivorship of Hip Prostheses with
Use of Conventional Polyethylene, Metal-on-Metal, or Ceramic-on-Ceramic
Bearings. J Bone Joint Surg-Am 2012;94(19):1756-1763

Nikolaou VS et al.A prospective randomised controlled trial comparing three
alternative bearing surfaces in primary total hip replacement. J Bone Joint
Surg-Br 2012;94(4):459-465

연구

CoC, MoXPE, MoP의 임상 성과 비교 - 5년 추시

에서 명확하지 않은 추세, CoC 집단에서 보이는 유의

하지않은마모정도

Nikolaou 등(캐나다)은 전향적 무작위 통제군 연구에서 91

명의 환자에서 각각 24회, 36회, 32회의 CoC, MoP,

MoXPE 무시멘트 THA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예후를 비교

했다. 주요 진단은 골관절염(66%)이었다. 모든 경우에서

28mm 골두가 이용되었다. 시술 당시 평균 연령은 52.7세

(19-64)였으며 87명 환자의 THA 97회에 대한 5년 추시가

가능했다.

5년 후의 임상과 기능적 예후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무균성 해리는 관찰되지 않았다. CoC 집단에서는

8.2%(3/34)의 환자가 squeaking 현상을 보고했다. 방사선

검사상 이상은 없었으며 squeaking으로 인한 재치환술이

필요한 환자는 없었다. 평균 연간 마모율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기록되었다. CoC 관절 조합은 가장 낮은 마모율을 보

였다. 즉, CoC 집단에서의 연간 평균마모율은 0.0067mm

인 반면 MoXPE와 MoP 그룹에서는 각각 0.059mm와

0.151mm였다.

증례 보고

금속 마모 관련 합병증 - 세라믹 골절 재치환술 후의

MoP는금기시되어야한다.

세라막 삽입물 골절 중 극히 일부의 경우에서는 의사들이

세라믹, PE, XPE insert를 가진 관절에서 특수 설계된

세라믹 재치환용 골두를 이용할 수 있다.* 테스트 및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세라믹 삽입물 고절 후의 MoP 관

절은 금기시되어야 한다. 세라믹 골절에 대해 MoP 관절을

이용한 재치환술에서는 불량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세라

믹 입자가 PE 관절면에 침지(embedded)될 수 있으며 이

는금속골두의마찰성마모를일으킬수있다. 이러한 논문

대다수는 상당한 금속 마모 및 금속 대퇴 골두의 손상을 보

고했다. 이러한 현상은 삽입물 주위 metallosis, 혈액 내

코발트 수준 증가,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금속마모 관련

코발트중독으로이어질수있다.

최근에 Zywiel 등(캐나다)은 증상이 있는 금속 마모 관련

코발트 중독과 같은 극도로 드문 사례들을 기술했다. 환자

는 골절된 세라믹 삽입물에 대한 MoP 관절 조합의 재치환

술을 받았으며 6개월 후에 코발트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시

작했다. 그는 코발트 유발성 심근병증으로 사망했다. 저자들

은 환자의 혈청 코발트 수준은 이전에 보고된 세라믹 골절

후 MoP 관절 조합으로 재치환술한 후의 독성보다 10배 더

높았다고 보고했다. 적출 삽입물 분석에서는 금속 대퇴

골두 중 28.3g의 손실이 확인되었다. 저자들은 코발트 중독

증상은 MoM 관절 조합 실패 환자, 금속(CoCrMo) 삽입물

의 third-body wear 환자, 그리고 세라믹 삽입물과 금속

대퇴골두의불일치 1례에서도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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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관절관련연구

뉴욕에서 활동중인 정형외과의사인 Ranawat가 주관해

2013년 1월 17-19일에 Bengaluru에서 열린 제11차 동계

학술회의에서는 관절 표면에 관한 정보는 물론 인공관절치

환술 및 비인공관절수술에 관한 최신 정보가 발표되었다.

회의의 의장인 Chitranjan S. Ranawat는 아시아 특히

인도와 중국에서는 관절치환 시술의 막대한 성장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관절염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 백만 명의 사람들에 대한 최고 수준의 치료 보장이 교육

의목표이어야한다고말했다.

CaraNews는 관절관련세션의내용을간략하게소개한다.

CoC 관절

세라믹에 관한 임상 경험은 거의 40년에 가깝다. 세라믹의

마찰학적, 생물학적 물성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 세라

믹의 우수한 임상 성과 및 높은 생체적합성에도 불구하고

세라믹골절및소음에관한일부우려는여전히남아있다.

Ranawat는, "고관절에 소음이 조금이라도 있는가?"라는 질

문에 대해 전체 환자 중 23%가 "예"라고 대답했으며 그 중

40%는 squeaking 현상을 보고했다는 환자 설문조사를 결

과를 제시했다. 의사에게 squeaking을 재현할 수 있는 환

자는 단 3%였다. hard/hard 관절에서의 소음에는 삽입물

의 잘못된 위치, 연조직은 물론 삽입물의 충돌, 윤활 결핍,

고관절 삽입물의 디자인 등과 같이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라믹 insert 골절의 가장 일반

적인 원인은 예를 들면 insert의 잘못된 배열(misaligned)

등과 같은 부정확한 조작이다. Binazzi는 의사들은 세라믹

insert의 적절한삽입및정확한취급방법을알아야한다고

지적했다. Binazzi는 비용을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정확한 시술 기법, 세라믹 insert의 정확한 위치 선

정 및 안전한 취급이 세라믹 골절 예방 및 우수한 중장기

예후달성에서중요한역할을할것이다.

MoM 관절

인공고관절 치환술 분야에서는 2세대 MoM 관절에 대한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MoM 관절 관련 장점

및 위험들이 확인되고 있다. 고관절 표면치환술과 전통적인

THR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들에서 malposition

및 금속 이온에 대한 유해 반응으로 인한 runaway 마모가

관찰되었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발생률은 10-20%였으며

점차상승하는추세이다. MoM 관절의 주요위험은금속입

자와 이온에 대한 노출 증가 및 그와 관련된 생물학적 반응

들이다. 금속 이온 노출과 관련된 위험은 환자의 주의 깊은

선택, 정확한 수술 기법, 정교한 삽입물 위치선정 및 혈청

이온수준 모니터링을 통해 최소화될 수 있다. 고관절 표면

치환술의대체관절은아직개발되지않았다.

교차결합폴리에틸렌

(Cross-linked polyethylenes; XPE) 

임상에서의 XPE 경험은 전통적인 PE에 비해 유의하게 적

은 마모를 증명했다. XPE는 hard/hard 관절 및 전통적

PE에 비해임상역사가짧기때문에장기예후데이터는존

재하지 않는다. 최근의 개발은 마모율과 산화의 추가적 감

소는 물론 골절 위험 감소를 위한 기계적 물성 개선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Roberto Binazzi (이탈리아)는 작은 마모

입자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과학자들

과 의사들이 XPE 마모 입자의 생물학적 작용에 관한 아직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임상 성과와 삽

입물의 장기 생존 개선이라는 목표는 마모율만 아니라 마모

입자의 생물학적 거동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

다. 그러므로, 전통적 PE, 세라믹과 금속 입자와 비교해

XPE가 가진 생물학적 거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것이며

이를위해서는더욱많은연구및장기적추시가필요하다.

" 젊고활동적인환자들을위한최선의인공관절면은

CoC이다."

-  Chitranjan S. Ranawat 박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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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nz Mittelmeier 연구상

Heinz Mittelmeier 연구상은슬관절전치환술의마모를

조사한연구에수여되었다.

Heidelberg 대학병원의 J. Philippe Kretze 박사는 2012년 10월에

베를린의 독일 정형외과외상학회(Congress of Orthopaedics and

Trauma Surgery; DKOU)에서 Heinz Mittelmeier 연구상을 수상했

다. 그는 독일 정형외과학회(DGOOC)로부터 "슬관절 전치환술의

마모 - 단지 폴리에틸렌만의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연구에 대한 찬사

를 받았다. 5,000 유로의 부상과 함께 수여되는 이 상은 CeramTec

이 후원한다.

시상식에참석한 (좌측부터) 공동의장인 ChristophJosten, MD, PhD, Paul Silberer(CeramTec), 
J. Philippe Kretzer, PhD, Heinz Mittelmeier, MD, PhD, 공동의장인
Wolfram Mittelmeier, MD, PhD.

출처: Starface GmbH

그의 연구 목표는 슬관절 전치환술의 마모 입자 중 금속(코발트, 크로뮴, 몰리브데늄, 티타

늄) 입자의 양 측정이었다. 그는 폴리에틸렌 입자와 더불어 이러한 금속 입자들이 전체의

12%를 차지하며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마모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

다. 금속 입자와 이온은특히 과민감성환자에서임상예후에부정적영향을미치기때문에

비금속물질들(예, 세라믹또는충분한코팅)이 이러한환자들을위한대체치료법으로고려

될수도있다고그는지적했다.

연구 요약

슬관절전치환술의마모 - 

단지폴리에틸렌만의문제인가?

마모 입자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은 슬관절 전치환술 실패의 일반적인 원인이다. 현재까지

마모는주로폴리에틸렌의문제라고여겨졌었다. 그러나삽입물들은넓은금속표면을가지

고 있기 때문에 금속 마모 입자 생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표는 슬

J. Philippe Kretzer 박사는 2004년부터 독일의 하이

델베르그 대학 정형외과 클리닉에서 생물기계학 및 삽

입물연구소 (Biomechanics and Implant Research)

의 기술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의공학을 전공한 그는

2008년에 하이델베르그 의과대학에서 "슬관절 전치환

술에서 MoM 관절 조합의 마모 특성에 관한 실험적

분석을 위한 새로운 측정 절차 개발" 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받았다.

그는 2011년에는 "부분치환 관절 및 고정형슬관절의

마모: 슬관절 시뮬레이터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로

ArbeitsgemeinschaftEndoprothetik(AE)를 수상했다.

연락처 :

J.philippe kretzer, PhD,
Technical Director
Laboratory of Biomechanics
and Implant Research
Clinic for Orthopedics and Trauma Surgery
Department of Orthopedics, Trauma Surgery
and Paraplegiology
Heidelberg University Hospital
Schlierbacher Landstr. 200a
69118 Heidelberg
Germany
Phone : +49 6221 562 9209
Fax : +49 6211 562 9206
E-mail : philippe.kretzer@med.uni-heidelber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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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인 J. PhilipppeKretzer 박사가인공관절치환술의선구자이자이상을만든
Heinz Mittelmeier 박사로부터축하를받고있다.

출처: Starface GmbH

관절 전치환술에서 cobalt, chromium, molybdenum

그리고 titanium입자 생성량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슬관절

마모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삽입물들에 생리적 부하를 가한

후에 5백만 회의 보행을 모니터링했다. 폴리에틸렌 마모는

중량분석기를 이용해 측정되었으며 금속 마모 입자 생성량

은 고해상도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를 이용해 측정되

었다. 5백만회보행중폴리에틸렌마모량은 7.28±0.27mg

으로 측정되었으며 같은 기간 금속 입자 누적 생성량은

cobalt, chromium, molybdenum 그리고 titanium에서

각각 1.63±0.28mg, 0.47±0.06mg, 0.42±0.06mg,

1.28±0.14 mg이었다.

다른 금속 삽입물 장치에 대해서는 금속 마모 생성물은

잠재적으로 면역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면역독성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립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마모 생성물의 12%가 금속성이었으며 이러한 입자들 및

이온은 특히 이러한 물질에 민감한 환자에서 임상적 영향을

가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비금속성 물질(예, 세라믹 또는

충분한 코팅)이 이러한 환자들을 위한 대체 치료법으로 고

려될수도있다.

논문모집안내

독일정형외과학회(DGOOC)는 2013년에도 5,000

유로의 부상과 함께 Heinz Mittelmeier 연구상을 시

상할 것입니다. CeramTec GmbH의 후원을 받는 연

구상은 지난 40년간 바이오세라믹 및 인공관절치환술

마모와 관련된 문제는 물론 세라믹 삽입물의 임상 결

과와 관련된 탁월한 연구성과를 발표한 임상의, 공학

자, 과학자들에게수여되어왔습니다. 

DGOOC에 대한 논문 제출 기한은 2013년 8월 31일

입니다.

시상은 2013년 10월 22-15일에베를린에서열릴독일

정형외과외상학회의연례회의에서열릴예정입니다.

For further details on the

application process :

Deutsche Gesellschaft fur Orthopadie und
Orthopadische Chirurgie e.V.(DGOOC)
Langenbeck-Virchow-Haus
Luisenstr. 58/59
10117 Berlin
Germany
Phone : +49 3084 71 21 31
Fax :  +49 3084 71 21 32
e-mail : info@dgooc.de
www.dgooc.de

..
..

..

논문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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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증가는세라믹골절위험

증가로이어지는가?

Hamburg-Harburg Technical University(독일)

의 Michael Morlock 박사가 주도한 연구진은

체중 증가만으로는 세라믹 골절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것을보여주었다.

연구결과에관한저자의상세한보고를CeraNews

의다음호에서확인할수있다.

삽입물알레르기와관련된문제에대해

조직병리학적으로감별진단적고려

독일 정형외과학회(DGOOC)의 삽입물 알레르기

실무 그룹에 병리학자로 참여 중인 Veit Krenn

박사(Trier, 독일)는 인공관절치환술 병리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분류기준을 개발했다. 이 방대

한규모의합의된분류기준은병리학적변화를분

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족했던 관절 치환술의

병인 및 평균 생존율에 관한 결론 도출이 가능해

졌다.

Krenn은 CeraNews의 다음호에서의사들이필요

한테스트를선택하고결과를분류하고환자를치료

할때지침이될수있는감별진단접근방식을제시

할것이다. 

삽입물감염

새롭게 출판된 두 간행물은 삽입물 관련 감염에

관한 포괄적 연구 성과를 제공한다. 이 서적들은

관련 주제에 관한 포괄적 리뷰 이외에도 삽입물

감염의예방및치료에관한가치있는정보를제

공한다.

일본에서사용승인을받은BIOLXⓇDUO

세라믹양극성 시스템인 BIOLXⓇDUO가 2012년

12월에 일본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 Robert

Reid가 유통을맡고있다. 이 승인으로인해이제

일본에서 세라믹 양극성 시스템을 이용한 치료가

가능해졌다. 양극성 시스템은 일본에서 고관절 전

치환술의약절반에서이용된다.

BIOLXⓇDUO는 28mm BIOLXⓇforte 또는 BIOLX
Ⓡdelta 대퇴 골두에 대해 승인된 모든 주대와의

조합이가능하다. 

CeraNews는 BIOLXⓇDUO를 이용한 임상 경험에

관한기사를게재할예정이다.

EFORT 마찰학의날(Tribology Day) - 

고관절과슬관절전치환술관련

최신마찰학연구성과

Karl Knahr 박사를 조직위원장으로 한 마찰학의

날행사가제 14차 EFORT 회의 (이스탄불, 2013

년 6월 5-8일) 기간중인 6월 6일에열릴것이다.

주요 주제는 고관절과 슬관절 전치환술에서 재료

및 마모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최신 연구 동향

이될것이다.

BIOLOXⓇinserts의삽입기구의CE 인증획득

우리는지난 CeraNews 2/2012호의 "Facts and

figures" 섹션을 통해 BIOLOXⓇ 세라믹 inlay가

금속비구컵으로안전하게삽입될수있도록특별

히 개발된 새로운 삽입 장비를 소개했었다.

Rathenow(독일)에 위치한 OHST가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이 장비는 CE 인증을 획득했다. 그러

므로이장비는이제임상에서이용될수있다.

CeraNews는BIOLOXⓇ inlay용삽입장치를이용한

임상경험에관한기사를게재할예정이다.

https://www.robert-reid.co.jp/products/maker_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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