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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효과가 인정받게 되며 그 시술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들이 심각한 합병증에 노출되는 상황

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환자는 물론 의료

비에도큰부담이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치료는효과

적이어야 하며 해당 합병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 의료 종사자들과 협력하고 또한 저희가

쌓아온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획기적인 기술들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

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이 분명합니다. 최근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던 감염 치료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

Tikhilov 교수님이 참석했던 사례는 이러한 협력의 좋은

예입니다.

또한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레

르기 전문가인 Thomas 교수는 삽입물-조직의 상호작

용에 관한 평가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개발했습니

다. 병리학자인 Krenn 교수는 특정 조직의 반응 패턴과

입자의 잠재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인공관절 전치환술

에서의 잠재적인 실패 메커니즘을 분류하기 위한 실용적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Krenn 교수의 입자 알고리즘은

삽입물과 조직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도움이

되는또하나의중요한도구가될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삽입물의 해리, 과체중 환자에 대한 관리,

감염, 그리고 조립식 결합에서의 금속 이온 발생 등과

같은 많은 임상적 도전에 접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의 Drexel 대학에서 수행된 연구를 비롯한 최근의 연구

들은 삽입물 경계면에서의 금속 이온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라믹 삽입물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제시합니다.

앞으로우리가현재의학제간연구를통해그러한주제

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상호 조화를 이루어

야 함은 물론 우리의 과학 정보와 지식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은 전

세계 정형외과의사들이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더 개선된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의료

의질을더높이는방향으로나아가야합니다.

초대논평 인터뷰

Vreden기관(Institute) 의

3-Pillar 개념

Rashid Tikhilov는 러시아 연방의 정형외과의-

외상전문의협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CeraNews는 러시아의 인공관절 치환술과

국가의 기타 정형외과 학회들과의 협력 나아가

그의 기관이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저명한 정형외과 학술회의인 "Vreden's

Readings"에 관하여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Javad Parvizi, MD, PhD

Tikhilov 교수님, 기관의 이름이기도 한 Roman

Romanovich Vreden의 전통을 이어받아 연구활동

을 한다는 것이 교수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

합니다.

실제로 저희 기관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Vreden만의 전통

은 환자 치료, 연구, 교육 활동 등 모든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R. R. Vreden은 1906년에 본기관의 초대 원장

으로 임명되신 분입니다. 하지만 기관 설립은 그 분의 주도

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관

의 시설은 러시아 황후인 Tsarina Alexandra Feodorovna

의 궁중의사인 Karl Christian Horn(1851-1905) 박사가

현대식 정형외과 시설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았던 1901년에

이미 정형외과 시설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은 1902년에 시작해 1906년에 완공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Horn 박사는 오랜 숙원이던 사업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완공 1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당시 군의관이자 과학자로서 명성이 높던

R. R. Vreden이 이 기관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정형외과적 기형을 치료할 수 있는 근대적인 수술법

개발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했고 이러한 노력이 이

기관의 개념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세기

초에 Vreden 기관은 러시아에서 최초로 다양한 정형외과

수술을 했으며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 병원 중

하나로자리잡고있습니다.

Vreden 기관이 현재 정형외과 특히 인공관절 치환술

분야에서 접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정형외과의여러분야에서저희기관의전통을유지하

는 것과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

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인공관

절 치환술 분야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최고 수준으로

Javad Parvizi, 의학박사
미국, 필라델피아, Rothman
연구소, 부소장, 공동연구실장

Rashid Tikhilov 박사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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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자 기관내의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전 세계 의료

기관과 업체에서 개발되고있는 수술 기법들과 삽입물에

대한평가를저희기관의최우선과제로삼고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서 근골격계의 외상과

질환들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의 장단기 결과를 알아보기

위한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전문의들은

인공관절 전치환술 뿐만 아니라 Vreden만의 전통을 따른

복합적인관절보존술방법도아울러습득하고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전문의들이 최고 수준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성 개발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정형외과가 연평균 전국적으로

15-20%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40-50%까지도 성장하

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도

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 또 다른 목표는 저희 병원 의사들이 병원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병원에서도경험을쌓도록하는것입니다.

현재까지의성과로는어떤것들이있을까요?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가장 최신의 외상 수술법과 근골격계

질환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을 선택하여

면밀히지켜본후도입하고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형외과 의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성 강화와 교육이 저희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

다. 매년 러시아 전역 및 해외로부터 온 400명 이상의 의사

들에게 관련 수업을 듣거나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

여전문성을키울기회를주고있습니다. 과제에따라서훈련

프로그램은 저희 병원에서 단 며칠 내에 완료될 수도 있고

길게는 8주까지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이론과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체계적인 수련 과정이 제공되지 않거나

상호경험의집중적인교환이없다면의료의질은분명히악

화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범위는 고관절과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과

재치환술입니다. 저희 의료진들은 복잡한 일차 인공관절 치

환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서 의뢰되는 재치환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시행되는 일차인공관절 치환술

이 증가함에 따라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재치환술 사례들

Rashid Tikhilov 의학박사는 현재 러시아 연방의 정형

외과의-외상전문의협회의 상임이사이자 여러 러시아

정형외과와 외상 수술 관련 협회의 명예회원이다. 그는

1988년에 St. Petersburg의 유서 깊은 S. M. Kirov 육

군 의과대학의 정형외과-외상수술학과의 학과장으로 임

명되어후진양성과연구활동을병행하고있다.

Tikhilov는 2003년부터 St. Petersburg에 위치한 R. R.

Vreden 외상학 정형외과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그가

관장하는분야는이병원의의학, 학문, 재정 분야의발전

이다.

Tikhilov는 고관절과슬관절의인공관절분야를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약 500건의 수술을 집도한다. 그의

학문 활동은 주로 관절 질환의 병리와 인공관절치환술,

관절재건술에서의기초연구와역학연구이다.

그는 Vreden 병원이 발간하는 저널인 "Orthopaedics

and Trauma Surgery in Russia"의 편집장이며 기타

러시아어저널의편집위원도맡고있다.

2008년부터 Vreden에서는 그의 주도 하에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의 목표는 러시아와 해외 정형

외과 전문의들간의 학문과 임상 실무 경험의 교환이다.

그는 러시아 최고 권위의 정형외과 전문의 중 한명으로

보건부의전문자문위원을맡고있다.

St. Petersburg의
R. R. Vreden
Research Institute
for Traumatology
and Orthopaedics 

연락처

R. R. Vreden Russian Research Institute
of Traumatology and Orthopaedics
Acad. Baikov Str.8
195427 St. Petersburg, Russia
Phone: +7 812 670 8687
Fax: +7 812 670 8905
e-mail: info@rniito.org

Website “Verden’s Readings”:
www.vredenreading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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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계속)

또한 증가하여 이를 비율로 보게 되면 전체 수술에서 이미

18% 이상을차지하고있는상황입니다.

라는 사실도 그러한 협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국제적인 정형외과 학회들과의 정보 교환이나 상호

협력체계는어떻게이루어지는지궁금합니다.

외부와의협력은여러면에서아직그리쉽지않습니다. 우선

은 언어의 장벽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십 년에 걸쳐

서 각국의 학회와의 전폭적인 협력 체계에 참여하지 못했던

저희만의 역사적 사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성공적

인 국제 협력의 결실을 이미 이루었습니다. 저희는 술 후 삽

입물의 추적 조사를 위하여 선두적인 인공관절 치환술 관련

제조기업이수행하는장기적인다기관연구에참여하고있습

니다. 국제 학술회의 참가를 통한 경험의 교환 또한 저희 사

업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또한 저희가 지금까

지시행해온수술들이전세계전문가들로부터많은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EFORT,

SICOT와같은국제정형외과학회들과의협력을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행사에 해외의 많은 정형

외과의들이 자문 위원 및 강연자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

습니다. 국가적 수준에서 정형외과의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점차확대되고있으며, 러시아의정형외과의사들중절반이

상이 이미 2010년에 새롭게 설립된 정형외과학회의 회원이

러시아에서의 인공관절 치환술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

지요? 그리고 교수님이 앞으로 원하는 미래의 모습은

또어떤건지요?

최첨단의학을이용한환자치료개선을목표로하는정부의

특별 프로그램에 힘입어 러시아의 인공관절 치환술은 최근

6-8년간 상당히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

니다. 예를 들자면 최고 수준의 대형 정형외과 센터들이

건립되었고, 기존의 병원들은 현대화되며 최신 기술들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술 횟수도 크게 증가시켰고

수술 치료를 위해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러시아 전역에서 60,000개 이상의 삽입물이

이식되었고 Vreden 병원에서는 약 23,000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그 중 20,000명이 수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저희

기관만해도작년한해동안 5,000명 이상의환자들이고관

절과 슬관절 치환술을 받았으며, 대단히 복잡한 병리를 가진

환자들도 저희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교육, 치료, 결과 분석

등 세 가지로 구성된 Vreden의 3부 철학은 앞으로도 의료

진자질을높이는근간이될것입니다.

러시아의 다른 대형 정형외과 센터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있다고보십니까?

대형 정형외과 센터들은 특수 치료 분야만이 아니라 방법의

면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Central Institute

for Trauma Surgery (CITO)와 National Surgical Center

N.I., Pirogov 국립수술센터, Saratov와 Nizhny Novgorod

의 기관, Yekaterinburg의 Ural Institute, Kurgan의

Novosibirsk 외상수술-정형외과 institute과 Ilizarov

institute 들이최고수준의전문기관들입니다. 하지만이기

관들은 그러한 특화의 과정에서도 외상 수술과 정형외과

치료의 많은 부분들을 소홀히 해오지 않았습니다. CITO는

전통적으로 관절경 검사와 골성 병리 질환 치료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Nizhny Novgorod Institute는 오래 전부터 수

부 수술에 집중해온 반면 Novosibirsk Institute는 척추 수

술 분야에서 방대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Ilizarov

Institute는 지금도 Ilizarov 방법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척추 재건과 관절 수술은 물론 인공관절 치환술에도 점차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분야 전문의를

가지고 있고, 특히 주요 관절의 복합적인 재건술 분야에서

러시아의인공관절치환술

러시아보건당국의통계에따르면약 1억4300만 명의 인구중약 2.2%가 골관절염

을 가지고 있다. 2012년에 전국에서 수행된 인공관절 치환술은 약 6만 건의 고관절과

슬관절 치환술을 포함해 약 10만 건으로 추정된다. 젊고 활동적인 환자들은 점차 세라

믹/고도교차결합폴리에틸렌과세라믹/세라믹인공관절조합을이용해치료받고있으

며, 금속-금속 관절 조합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환자 치료는 대부분 대형 정형외과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센터들은 환자의 재활 영역으로도 점점 역할을 넓혀나

가고있다.

Vreden Institute

R. R. Vreden외상학-정형외과기관은러시아보건부가직접관리하는현대적정형외

과 센터이다. 1906년에 설립된 이 기관의 의학 전문지식은 풍부한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 22명의 전문병동과 830개의병상을갖춘이병원은러시아에서가장큰정형외과

병원 중 하나이다. 2012년 한해 동안 약 2만 명이 수술 치료를 받았으며 그 중 5,000

명은 고관절과 슬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러시아 전역 및 해외로부터 매년 약 400명

이상이 Vreden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연구, 교육, 치료

의연계가Vreden 기관의트레이드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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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Cheboksary, Barnaul,

Smolensk 지역에 새롭게 건설된 센터들 역시 유사한 발전

방향을추구하고있습니다. 이 병원들에서도 각각 매년 수천

례의수술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Tikhilov 교수님, 환자들이 대형 정형외과 센터에

입원하기위한절차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전문의가 확진을 하고 지역의 의료 위원회가 긍정적 결정을

하면 해당 지역의 보건 기관으로 문서를 보내고 이 문서는

다시 관련된 정형외과 병원으로 보내집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면 이후 절차는빠르게진행됩니다. 러시

아 대부분 지역에서는 더 이상 대기 환자가 없습니다. 다만

인구가 수 백만 명에 이르고 그 중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인 St. Petersburg시에서는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단지 환자의 1/3 정도가 St. Petersburg로 부터 오는 환자

입니다.

국내 인공관절 치환술의 90-95%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기록됩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등록 사업을 위한 일부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들에서는 디지

털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병원들에서는 연방의

행정적인 규제 없이는 포괄적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등록제가 시행되는데 까지 필요한 추가 시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시간은 금전적으로는 보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등록제도의 완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정형외과 학회와 보건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러시아마찰공학의현재동향은어떤지요?

다행히도 저희는 모든 새로운 경향을 무조건 따르지는 않았

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속-금속 관절 조합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저희 병원에서는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라믹으로 구성된 관절 조합에 관한문헌들의평

가는 세라믹은 고도교차 결합 폴리에틸렌은 물론 세라믹과

의 조합에서도 월등하게 훌륭한 결과들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젊고

활동적인 환자들에게는 세라믹을 이용합니다. 저는 수술 건

수의 증가로 환자 치료에 이용되는 세라믹이 차지하는 비중

이 증가할 것으로 추측하지만 여기에는 세라믹 삽입물의

비용을병원이부담한다는조건이있을때입니다. 우리는 또

한 이러한 결과들을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자신의임상경험만큼가치있는것은없기때문입니다.

St. Petersburg에서 열리는 이번 연례 Vreden 학술

대회에서참가자들은어떤점을기대할수있을까요?

저는 우수한 논문들과 활발한 토론이 있는 매우 흥미로운

회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지식의 체계적 이전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

에서온 20명의 이상의전문가들이러시아의 동종업계종사

자들과함께고관절및슬관절치환술과관련된여러주제들

을 토론할 것입니다. 학술회의 참가자들은 첫날에는 경험이

많은 연자들이 주도하는 워크샵을 통해 여러 기업들의 최신

인공관절 제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정형외과 치료와 관련된 여러 학문

적 주제 및 경제적인 문제에 관해 토론할 것이며, 토론을

위한 논문과 기고문들은 영어와 러시아어로 동시 통역될

것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의 참가자들이 참가를 알려오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외 참가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Vreden의 회의 진행 방식을 유럽의 기존 학술회의 진행

방식에맞추고교육프로그램도보강해야할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는 유럽 의사들이 Vreden 학술회의 참가와 St.

Petersburg라는 아름다운 도시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매력적인기회를가지게될것이라고믿고있습니다.

Tikhilov 박사님, 인터뷰에 응해 주시고 좋은 대화

나눠주신점에대해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진행자: Volker Atzrodt 의학박사 (CeramTec

GmbH, 과학컨설턴트)

유럽 국가 대부분, 호주, 캐나다는 관절 등록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올해 내로 특정 기준 이상

의 모든 병원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의 등록을 의무

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러시아의 상황은

어떻게보고계시는지요?

저희 또한 인공관절 등록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

다. 장기적으로 수집되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는우수한예후

와 환자 안전의 면에서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서는 이미 7년 전부터 실용적인 등록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Cheboksary와 Barnaul의 대형 센터들과 공동으로

레지스트리를운영하고있습니다. 물론 그러한레지스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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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연구:

관절조합에대한삽입물

주위조직반응및조립식금속테이퍼

연결의부식/fretting

조립식 금속테이퍼 연결에서 부식과 fretting은 물론 금속 입자에

대한 인체 유해반응(adverse reactions to metal debris; ARMD)

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최근 국제 회의에서의 열띤 논쟁의

주제였다. 금속에 대한 유해반응을 좀 더 정확히 분류하고 현재의

일관성 없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는 그 발병 메커니즘에 대한 더욱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관련 문헌에는

삽입물의 연결부에서 관찰되는 조직병리학적 변화의 범위를 기술하기

위해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CeraNews는 가장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요약한다.

가성종양형성발병기전

가성종양의 발생 원인이 금속 입자로 인한 세포독성 때문

인지, 과민감성(제4형)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 인자가

모두 기여하는지 아직 불분명하며 관련 자료의 주요 부분

또한 일관되지 않은 실정이다.

Grammatopoulos 등(영국)이 수행한 후향적 연구의 목표

는금속마모와관련해실패한 56건의고관절표면치환술의

삽입물 주위 조직에서의 조직병리학적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일차 시술 시점의 평균 연령은 56세였으며 재치

환술의평균수명은 4.7년이었다.

재치환술 환자는 주로 여성이었다. 증상이 있는 가성종양

(n=45)이 재수술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었다. 종양의 괴사

와분명한대식세포반응이관찰되는가성종양의약 80%에

서는 높은 금속 마모율이 측정되었다. 이 결과는 그 농도에

좌우되는 금속 이온의 직접적인 비특이적 세포독성 반응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환자 개인의 특이적 면역 반응으로

서 혈관 주위 림프구 침윤(Perivascular lymphocytic

infiltrates; ALVAL)은 마모 수준이 낮은 증례에서 더욱

많았으며가성종양의형성에더욱알맞은조건으로보인다.

저자들은 금속 마모를 최소화시킨다면 가성종양 형성이

감소될 수도 있지만, 금속입자를 줄인 최적의 조건에서도

개인별 면역 반응이 증가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

금속 마모로 인한 세포독성 반응에 기인한 가성종양

의형성

Hasegawa 등(일본)은 평균 연령이 65세인 98명(여성 81

명, 남성 17명)의 환자에서 대형 골두(직경 44mm)를 사용

한 108개의 금속-금속 관절 조합의 고관절 전치환술을

조사했다.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108명 중 9명(고관절 10개, 9%)

에서 가성종양이 관찰되어 이들 중 증상이 있는 5건과

ALVAL 및 확산성 림프구 분포가 있는 비구컵 해리 2건에

대하여 재치환술을 시행하였다. 가성종양 또는 ALVAL이

있는 12명의 환자(고관절 12건)에서 측정된 금속 이온 농도

를 유해 반응이 없는 환자들(고관절 96건)에서의 농도와

비교했으며인체유해반응은금속마모증가와상관관계를

가진다는것을증명하였다.

저자들은 과민성(제4형)은 아마도 가성종양 형성에서의

주요한생물학적반응이아니며그보다는금속마모에대한

세포독성 반응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연구:

금속 입자에 대한 인체 유해 반응(ARMD)의 각기

다른치환술실패메커니즘

Reito 등(핀란드)은 금속 입자에 대한 인체 유해 반응

(ARMD)으로 인해 재치환술을 받은 환자들 중 완전한

임상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90명의 환자(고관절 90건)

를 조사했다. 연구자들은 조직 샘플(활액막, 가성종양)에

대해 활액 내의 섬유소 함량 및 대식세포와 혈관주위

림프구의 수 측정을 포함한 반정량적 분석을 시행했다. 

핀란드 연구자들은 가성종양은 림프구 면역 반응이 주요

한 원인으로 할 수 있는 반면 관절막내 반응은 각각

다른 자기공명영상에서 보이듯이 대식세포가 주도하는

이물질 반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염증 반응은 대식세

포 혹은 림프구가 주도적일 수도 있으며, 또는 두개 모두

가 작용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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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금속마모에대한여러림프구반응

Matharu 등(영국)은 ALVAL이라는 용어는 문헌에서 실패

한 금속-금속 관절조합 삽입물에서의 여러 림프구 반응을

포괄적으로가리키는데에이용된다고지적했다.

그러므로 그들의조직학 조사의 목표는이러한림프구반응

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통일된 분류법의 수립이었다. 이

를 위해 그들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ARMD로 의심되

어수행된 71건의 금속-금속 고관절재치환술을분석했다. 

모든 증례에서 세포내 금속 마모 입자를 가진 대식세포 침

윤이 확인되었다. 이들 중 림프구는 69%(n=49)에서 발견

되었다. 림프구가 군집을 형성하는 경우(37%, n=26), 혈관

주위의 림프구 침윤이 있는 경우(15%, n=11), 혈관 주위의

림프구 침윤이 없는 경우(17%, n=12)가 특징적이었다. 림프

구 군집이 있는 증례들에서는혈관주위뿐만아니라조직에

넓게 분포되어있는 림프구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전체 사례

들 중 31%(n=22)에서는 대식세포가 존재했지만 림프구

침윤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속 알레르기가 기저질환인 2명

의 환자에서는 림프구 군집 형성을 형성하지 않은 상태로

광범위하게림프구면역반응이나타난것으로확인되었다.

금속-금속 관절 조합의 재치환술 사례의 대부분에서 다양

한 병리적 과정을 보이는 각기 다른 림프구 세포 반응이 확

인되었다. 조직병리학 결과와 접촉성 알레르기와 같은 임상

결과간의상관관계는발견되지않았다.

저자들은 금속 마모와관련된 림프구반응의메커니즘을더

욱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그 특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주문했다.

연구:

금속-금속과금속-폴리에틸렌관절조합

삽입물의주위조직반응

Hwang 등(한국)은 금속-금속과 금속-폴리에틸렌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연조직종괴의 범위, 특징, 원인에

대한 후향적 분석을 수행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술받은 환자들 중 금속-금속

인공고관절 전치환술과 금속-폴리에틸렌 인공고관절 전치

환술환자각각 5명에 대한 추적조사가수행되었다.

연조직종괴의 평균 크기는 14.6 x 6.2 x 7.2cm였다. 금속-

금속과 금속-폴리에틸렌 관절 조합의 각 3가지 증례에서

골용해가 관찰되었으며, 모든 증례에서 염증과 육아종 조직

의 급성 또는 만성의 징후들이 관찰되었다. 림프구 및 호산

성 과립구가 금속-금속 집단에 포식세포는 금속-폴리에틸

렌 집단에서 관찰되었다. 코발트와 크롬 이온의 평균 농도

는 금속-금속 집단에서는 1.43g/L와 1.57g/L, 금속-폴리

에틸렌집단에서는 0.73g/L와 0.84g/L였다.

연구:

여성에서 더 높은 금속 입자에 대한 인체 유해 반응

(adverse reactions to metal debris; ARMD)발생

의위험성

대규모시계열금속-금속관절조합의고관절치환술을이용

한연구에서금속이온에대한유해반응(예, 가성종양, 괴사,

낭종, 금속증) 발생 위험은 비구컵의 위치나 대퇴골두 크기

와무관하게여성에서더높다는점이최초로증명되었다.

Briant-Evans 등(영국)은 후향적 연구에서 평균 연령 67

세인 1,041명(여성 703명, 남성 44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159건의 일차로 시행된 금속-금속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을 조사했다. 평균 추시 기간은 5.4년(2-8.6년)이었다. 17

명의 환자는 후속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53명의 환자가

평균 4.3년 후에 금속 입자에 대한 인체 유해 반응(ARMD)

으로 인해 재수술을 받았으며 추가로 8건의 재수술이 계획

되어 있다. ARMD 발생률은 전체적으로 5.8%였으며 그 비

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2배 더 높았다 (7.9% vs 3.1%;

p=0.002). ARMD와 외부 컵 직경 또는 컵의 위치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저연령에

서 ARMD로 인한 재수술 위험 증가(p=0.005)의 원인은

더 높은 활동성과 마모의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특히 여성에서의 더 높은 발생률에 초점을 맞춘

ARMD의 발병기전에관한추가연구의필요성을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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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 (계속)

연구:

세라믹-세라믹 vs 금속-금속 관절조합 중에서 더

높은생존율을보이는조합은?

Barbosa 등(포르투갈)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0명의

환자에서 시술된 22건(여성 8건, 남성 14건)의 금속-금속

대형 인공 골두를 사용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32명의 환자에서 시술된 37건(여성 14건, 남성

23건)의 세라믹-세라믹인공관절전치환술과비교했다.

합병증은 세라믹-세라믹 집단에 비해 금속-금속 집단에서

더 많이 발생했으며 이는 금속-금속 집단의 생존율이 77%

로 더 낮다는 사실과 일치했다. 금속-금속 집단에서는 총

3건의 감염, 1건의 가성종양, 1건의 비구의 골용해가 관찰되

었다. 세라믹-세라믹 집단에서는 1건의 인공 대퇴골두 파열

과 2건의 소음 발생이 관찰되었다. HHS는 세라믹-세라믹

집단(91례)에 비해 금속-금속 집단(88례)에서 더 낮았다.

세라믹-세라믹 집단에서는 환자들의 95.2%가 결과에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 반면 금속-금속 집단에서 만족한 수치는

82%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 세라믹-세라믹 집단에서는 골

용해가전혀관찰되지않았다.

저자들은골용해가발생하지않은것은세라믹-세라믹관절

조합의 장기적인 사용에 대한 긍정적예측 변수로 작용할 것

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세라믹 입자의 우수한 생물학적

작용은골용해위험을낮추는속성으로보여진다.

연구:

조직 검사에서 확인된 세라믹-세라믹 관절 조합의

우수한생물학적작용

Esposito 등(호주)은 2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세라믹-세라

믹 관절 조합(알루미늄 세라믹, BIOLOXⓇforte, 28m와

32mm 인공대퇴골두) 시술로부터 평균 5.5년 후의 체내 관

절낭 조직의 입자 반응에 대해 보고했다. 19명의 여성과 2

명의 남성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68세였다. 모든 증례에서

연구:

테이퍼 부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세라믹 대퇴

골두

Baleani 등(이탈리아)은 83건의 hard-on-hard 관절 조합

에서 부식 징후를 조사했다. 여기에는 28-54mm의 골두

직경을 가진 금속-금속 관절 조합 46건과 28-40mm의 골

두 직경을 가진 세라믹-세라믹 관절 조합 37건이 포함되었

다. 19건의 금속-금속 증례와 4건의 세라믹-세라믹 증례에

서는 인공 골두에 티타늄 슬리브를 가지고 있었다. 두 집단

에서 치환술 시행 후 경과한 시간은 비슷했다 (금속-금속

집단 4.8년, 세라믹-세라믹 집단 4.6년). 83건의 주대테이

William Hozack (미국)은 세라믹-세라믹관절조합에대한

연구에서 세라믹 대퇴 골두를 사용한 전치환술에서는 테이

퍼를 부식시키는데 극히 미약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

되는 반면에 티타늄 주대와 금속 골두를 사용한 전치환술에

서는 실제로 부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세라믹-세라믹 관절 조합은 고도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관절 조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마모율을

보인다는점을지적했다.

퍼 중 58%는 부식 손상을 보였으며 25%는 경증, 13%는

중등도 4%는더욱중증의손상을보였다. 극단적부식손상

을보인주대테이퍼는없었다.

부식으로 인한 손상 정도는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공 대퇴골두의 소재 및

직경이 테이퍼를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저자들은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대퇴골두는 테이퍼 부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보인다고강조했다.

저자들은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후의 골용해 및 연조직종괴

는 폴리에틸렌 마모 입자에 대한 이물질-조직 반응과 금속

에대한과민성반응에의해수반된다는결론을제시했다.

"더불어 세라믹 골두는 테이퍼 표면의 손상을

감소시키는것으로보인다."

- Baleani 등
회보, AAOS 2013: 484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에서의 마모율 감소는

세라믹-세라믹관절조합에서 1000배감소한것

과달리단10배정도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 William Hozack, 의학박사
회보, AAOS 2013: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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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관절낭에 대한 조직 검사가 수행되었다. 마모에 의한

합병증이나골용해로인해재수술을받은환자는없었다.

21명 중 19명의 환자 대부분에서 경증이나 중등도의 활액

막염이 관찰되었다. 금속-금속 고관절 전치환술에서는 괴사

로보이는조직종괴(염증성 가성종양)나 일반적으로혼탁한

백색 관절 삼출물로 발현되는 것과 같은 국소 유해조직 반

응의 임상적 징후나 수술중 징후가 본 샘플(세라믹-세라믹)

에서는 어떤 환자에서도 관찰되지 않았다. 한 명의 환자에

게서뚜렷한삽입물충돌증상이있었지만금속-금속삽입물

을 사용한 환자들 중 높은 ALVAL 점수를 가진 경우에서와

같이 어떤 광범위한 괴사도 관찰되지 않았다. 세라믹-세라

믹 고관절 전치환술의 삽입물 주위 조직을 검사한 본 연구

의 결과는 주로 섬유성 결체조직에서 발견되는 적은 수의

대식세포만 관찰되었고 매우 드문 경우에서만 이물질을

포함한 다핵구의 거대 세포 및 국소 괴사를 기술한 이전의

조직 연구결과와일치한다. 

"모든종류의고관절전치환술에서는예상치못하

는마모입자와관련된합병증이발생할수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세라믹-세라

믹인공관절전치환술환자에서는입자와관련된

체내국소조직반응이일어날가능성이거의없

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삽입물의 유지 및

윤활작용에서 건강한 활액막 표면(synovial

surface)이 중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다른

소재들에비하여세라믹-세라믹인공관절전치환

술의 상대적인 성공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Esposito 외,
J Arthoplasty 2013, 28(5): 866

Concept and text:  S. Usbeck

삽입물 물질에 대한 염증 반응을 담은 조직 사진은

소재 입자의 양과 특징의 영향을 받는다. 세라믹 입자

는 비활성이고 비독성이며 세포의 어떤 퇴행적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타 소재에 비해 특별한

위치를차지하는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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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Thomas 의학박사는 약 15년간 금속 삽입물

과 알레르기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그가 자신의 연구

팀과 함께 삽입물 알레르기 또는 알레르기 의증이라

는 특별한 주제에 대해 상담한 환자는 1,000명을 넘

어섰다. 

학문적 초점은 이러한 환자들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

이다. 특히 이 팀은 과도한 체내 반응(지연형과민성)

또는 내성으로 이어지는매개물질(mediator)생산이나

분자 싸이토카인 발현을 포함한 림프구 반응성의 메

커니즘을연구한다.

Peter Thomas는 Marc Thomsen 의학박사와 함께

독일 정형외과-외상학회(German Society of

Orthopaedics and Trauma Surgery; DGOU)의

알레르기 실무그룹을 이끌면서 알레르기학 전문위원

도 맡고 있다. 그는 2008년에 DGOU, 독일 접촉 알

레르기 연구그룹(German Contact  Allergy

Group; DKG),독일 알레르기-임상면역학회

(German Society for Allergology and Clinical

Immunology; DGAKI)가 공동 발간한 학제간 전문가

합의 기준의 제1저자이기도 하다. 관심이 있는 의사는

물론 환자들도 이 학회들에 링크로 연결된

Allergomat information platform에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확인할수있다.

이러한 학제간 연구노력의 성과들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출간되면서 인정받고 있다. Peter

Thomas 박사는 현재 삽입물 알레르기 의심 환자에

대한진단알고리즘을개발중이다.

연락처

Implant  Allergy  Working Group Allergomat
Email: implantatallergie.derma@
med.uni-muenchen.de
http://allergomat.klinikum.uni-muenchen.de/en/

삽입물과주변조직간상호작용

평가에서새로운단계들

P. Thomas, B. Summer

뮌헨, Ludwig Maximilian University, 
피부알레르기 클리닉

전 세계 인구통계학적 구성의 변화를 감안할 때,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관절 치환술 전문의의 수뿐만 아니라

치환술의 합병증으로 인한 삽입물 실패의 건수도 역시 증가

하고 있다. 이미 일차 수술과 재치환술의 비율은 초기의

예측을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5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환자들에게나타나는금속이온과파편으로인한만족스럽지

못한 임상 결과를 기술하는 데에“유해효과(adverse

effect)”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임상의들은 각각의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실용적 지침이 필요하다.

그 예가 바로 Lombardi 등이 금속-금속 인공관절 치환술

의진단과관리를위해제안한알고리즘접근방식이다.6

그러나 현재까지 다양한 병리적 메커니즘간의 식별, 특히

과민성/과도한 염증반응과 예를 들어 서서히 진행되는“낮

은단계 (low grade)”의 감염과의특별한관계에대한식별

방법을 다룬 문헌은 없었다. 삽입물 주변에 대하여 또는 삽

입물 실패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진 금속 이온과 입자

들이 체내 전신적으로 노출된 것에 대하여 증가된 면역

반응이 하는 역할은 여러 증례 보고 및 코호트 연구에서

언급된다. 알레르기 전문의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로, 관절치

환에 이용되는 재료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흥미

로운 점이다. 둘째, 유럽에서는 니켈 접촉 알레르기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노력들이 니켈 관련 위험군들에 대한 정치적

인식으로까지 이어졌고 이는 유럽 니켈 규정(European

Nickel Directive) 제정의 출발점이 되었다.1 북미 또는 기

타 국가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규제 노력이 아직까지 가시적

이지않은상황이다.

인공관절 치환술 후 발생하는 금속 이온 노출에 대한 국소

적, 전신성 반응에 대한 많은 측면들이 지금까지 명확히

정의되지않았다는사실또한 Hannemann 등에 의해발표

된 가장 최근의 전문가 합의문에서 강조되고 있다.3 그 이전

의보고들은림프구가주도하는염증반응도금속-금속인공

관절 치환술 후 해리 현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

했었다.2 이와 더불어 양성 패치 테스트와 림프구 변형 테스

트(lymphocyte transformation test; LTT) 반응 상승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연형 과민성이 삽입물 실패의 잠재적

유발요인으로기술되었다.7

그러나 알레르기학 기준의 진단을 할 때 평가된 패치 테스

트 표본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표준화되지 않은

금속디스크혹은입자표본을절대사용해선안된다.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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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Thomas, MD,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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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49 89 5160 6206

e-mal : peter.thomas@med.uni-muenchen.de

.. ..

..

..

물 주위 조직 반응을 촬영한 조직 사진은 이러한 역동적 과

정에서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한 스냅샷

같은 장면을 제공해 준다. Krenn 등은 잠재적 실패 메커니

즘을 평가하기 위한 실질적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는 합의된

분류 체계를 개발해냈다.4 인공관절 치환술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이 조직병리학 분류체계는 무엇보다, 예를 들면 림프

구가 유발하는 반응과 같은 특유의 반응 패턴 및 입자의 잠

재적 역할들을 나열한다. 임상의의 소견에 대한 전체적 해

석을 위해서는 조직학 사진에 따라 그리고 기능 분석을 제

공하거나 기초 병리학적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에 이용되는

추가적인기법들에따라조사되어야한다.

그 한 예가 금속 노출에 대한 조직 사진, 그리고 분자 매개

체 발현을 포함해 기능적인 면역-알레르기학 진단에 대한

종합적 검사이다.8,9 실제 입자 알고리즘의 면에서는 입자의

특징 파악이 인공삽입물과 조직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중요한 부분을 추가시킨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다.

그에 따라, 이 알고리즘은 금속 이온 및 입자 노출에 대한

유해 반응의 범위가 점차 임상적으로 증가하는 경험을 보완

해주게되는것이다.

증가된면역반응성/삽입물알레르기와관련된학제간연구에관심이있다면직접참여하십시오!

당신의도움이필요합니다!

과도한 염증 반응 및 삽입물 알레르기의 메커니즘에 관하여 현재 진행중인 저희의 연구 프로젝트에는 수술부위의

불편감혹은삽입물의손상등과같은 "전통적인원인"이없는환자들을찾아내어접근하는것이큰도움이될것입니다.

우리의학제간연구의일원으로써혈액이나조직샘플은물론 (익명의) 임상자료제공형태로협력할의향이있으면

주저하지말고저자에게연락하십시오(peter.thomas@med.uni-muenchen.de).

저희는이미적절한운송수단과처리과정을확립하였으며유럽여러센터들과이미협력연구를진행중입니다.



12

삽입물병리학

2

Veit Krenn 의학박사는 2012년부터 독일 정형외과

와 외상수술 협회의 삽입물 알러지 연구 그룹에서

전문병리학자로일하고있다.

그의 과학적연구는관절병리에서평점(스코어), 표준

화와 조직병리학적 분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고, 더

나아가삽입물과감염병리도포함하고있다.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Krenn과 그의 동료는

베를린의 Charite 대학병원에서 조직병리학적 활막

염 스코어를 개발하였다. 이는 다양한 활막염의 면역

학적 과정을 고려하였고 간단한 반정량적 기준을 이

용하여 염증과 비염증 질환의 범위를 기술하였다. 이

통일된 조직병리학적 등급 시스템은 염증의 기원에

대하여 정형외과의에게 표준화되고 재생가능한 진단

과더불어구체적정보를제공하였다.

삽입물 병리의 합의된 분류로 정의된 삽입물 해리에

는 다양한 병리메카니즘이 숨어있고 이 분류는 삽입

물의 실패의 병인과 생존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 Krenn은 파트너와 함께 임상연구와 삽입물 알러

지(제 4형 과민반응)와 관절섬유증의 종류와 조직병

리적 기준을 이용한 병리소견을 이용하여 추가로 합

의된 분류를 개발하였다. 두 조직병리학적 분류 시스

템은세계적으로인정되고있다.

조직병리학적입자확인

(Krenn 입자알고리즘)

V. Krenn1, P. Thomas2, M. Thomsen3, M. Huber4, 
J.P. Kretzer5,  S. Usbeck6, L. Scheuber6, R. Streicher6

1  MVZ Center for Histology, Cytology and Molecular Diagnostics, Trier
2  Hospital and Outpatients’Clinic for Dermatology and Allergology,
5  Ludwig Maximilian University, Munich
3  DRK Hospital, Baden-Baden
4  Institute of Pathology and Bacteriology, Otto Wagner Hospital, Vienna, Austria
5  Laboratory of Biomechanics and Implant Research, Hospital for
5  Orthopaedics and Trauma Surgery, Heidelberg University Hospital
6  CeramTec GmbH, Science Department, Plochingen

서론

고관절과 슬관절 치환술에서 삽입물 관련 병리소견은

임상과 사회경제적 문제이다. 입자-유도성(무균) 및 감염

관련(유균) 해리가 이러한 병리소견들을 뒷받침하는 기본

적인 병리메커니즘으로 특히 재치환 수술에서는 삽입물

실패의 병인을 밝히기 위한 진단 기준으로서 조직병리학

적 평가가 권장된다.50

조직 변화에 대한 조직학적 구분은 정형외과의에게 환자

증상의 원인을 국한하는데 중요한 지표를 제공한다. 삽입

물 관련 병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조직병리학적

진단은 물론 생역학적, 임상적3, 미생물학적35,39, 알레르기

학적 결과7 및 영상적 결과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회수

된 삽입물에 대한 육안 평가를 포함한다면 이상적이겠다.

DGOOC의 삽입물 알레르기 연구그룹(Implant Allergy

Working Group of the DGOOC)의 작업 매뉴얼(     )

은 삽입물 소재에 대한 유해 반응, 생역학적/기계적 원인

에 의한 합병증, 삽입물 주위 감염, 삽입물 관련 관절섬유

증과골성 병리는 물론 필요한 검사의 선택 및 결과의 분류

등 집도의에게 조직병리학적 감별 진단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32

표준화된 조직병리학적 분류

삽입물 주위막의 합의된 조직병리학상 분류기준의 원본

및 확장본29,30,31,43,44에는 주요 관절에 대한 치환술 이후나

인공관절의 생존 기간 감소를 일으키는 모든 병리학적 변

화가 포함되어있다. 이 기준에는 무균성, 세균성 해리, 삽

입물 관련 관절 섬유증, 입자 유발, 면역학적, 알레르기와

독성 메커니즘, 기능적 원인, 골성 병리 등이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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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물주위막의 합의된 분류기준 확장본에서 치환술 관련

병리 범위는 재현성이 높은 조직병리학적 진단 기준을

정의함으로써 분류된다. (그림 1)

최초로 신활액막염/삽입물 주위막의 기타형(4형)이 기술되

고 정의되었다.29,43,44 이런 막형태의 원인은 다양하며 차선

(suboptimal)의 삽입물 위치 및 기능적 원인들 또한 고려

되었다.

[그림 1] 네 종류의 신활액막염/
삽입물주위막의 합의된 조직병리
학적분류

삽입물 병리의 합의된 분류기준

신활액막염/삽입물 주위막 Krenn 2012

1형

마모형

입자-유도

+림프구증가
삽입물

알레르기*

↓ ↓ ↓ ↓

* 양성 알레르기 결과 (표준 patch 테스트) 출처 : Veit Krenn 교수 (독일)

+림프구증가
삽입물

알레르기*

관절섬유증
섬유증과

20-β-catenin/양성
섬유모세포/HPF

현저한 괴사
a) 극미립자 마모
b) +육아종/화환 유사
b) +금속-금속 관절 조합과 림프구

삽입물 주위 골조직
골수염
골화
골감소증
골괴사

2형

감염형

감염

3형

복합형

감염+입자

4형

기타형

기계적/기능적

조직병리학적 입자 식별

영미 문헌에서는 새로운 활액막조직과 삽입물 주위 조직의

경계조직을 일컫는 데에 SLIM(활액막양경계막; synovial-

like interface membrane)이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된다.

SLIM은 이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골파괴에 직접 관여하

며 마모입자는 여러 삽입물 물질 및 면역/염증 반응의 높은

다양성에따라불균일하게형성된다.11,21,26,34,35,38,41,48,49,58,61,62,63,64

Krenn의 조직병리학적 알고리즘은 입자의 특성과 이것이

갖는 조직병리학적 입자 식별 및 비마모 입자와의 구분의

중요성등을 요약하고 있다. (그림 2).29

이 알고리즘은 지침이 될 입자 식별을 가능케 한다. 입자

와 마모 입자는 일반적인 헤마톡실린-에오신 염색이 된

파라핀-고정 단면을 이용해 광학 현미경상 육안적 크기와

색상 특징, 편광 특징, 그리고 효소-조직화학적 특징 (oil

red O 염색, Prussian 청색 반응)과 같은 세 가지 기준

을 통해 특징지어진다. Krenn의 입자 알고리즘에는 비마

모 입자에 대한 감별 진단과 더불어 마모 입자에 대한

광학 현미경상 효소-조직화학적 특징, 크기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입자 크기의 정의

입자 크기에 관한 정보는 주로 동물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

로 한다. 방법의 다양성으로 인해 거대입자와 미세입자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SLIM의 조직

병리학적 입자는 광학 현미경의 해상력으로 확인되며

미세입자와 금속 이온은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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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renn의 조직병리
학적인 고관절 마모입자
알고리즘.
HE 단면, 편광 분석(POL),
Prussian blue반응(PBR),
oil red O 염색을 통하여
평가

[그림 3] 폴리에틸렌 거대입자: 이물질형 다핵 거대세포 내부
의 밝은 백색의 걸쇠 모양의 폴리에틸렌 거대입자. 350배율,
HE(헤마톡실린 에오신) 염색

Krenn 입자 알고리즘 (2013)

용해성 마모 입자
(화학적, 기계학적)

Polymethyl acrylate(PMMA), cement 0.1-2mm

Polyethylene (PE) 입자 1mm 이상

거대 폴리엔틸렌 입자 1-5mm 이상

미세 폴리에틸렌 입자 1㎛(oil red ++)

금속, 비철 입자
금속-금속 관절 조합 1㎛ 이하
+ 괴사
+ 화환형 / 육아종 유사 형태
+ 림프 침윤

세라믹 0.2㎛ - ⋎1㎛
산화 알루미늄
산화 지르코늄
산화이트륨
산화 니오븀

금속 비철 입자

티타늄/코발트
니켈★★

크롬
몰리브데늄
탄탈륨
티르코늄
니오늄

순수 금속
그리고/또는
합금, 표면 코팅

X-선 조형제
(PMMA에 첨가)

황화바륨
이산화
지르코늄

출혈 잔류물, BBR+
· hemosiderin/철 육아종 1㎛-⋎0.5mm
· Gandy-Gamma body 0.5-2mm

결정 침전
· CPPA POL++, 0.3㎛

입자 부식
고체 침전물 : 산화물, 염화물, 인산염 등
황녹색 0.5㎛ bis 0.5mm
부식의 원인 : 
코발트/ 크롬
티타늄/티타늄 합금
철 기반 합금강

마모 입자 PBR- 비마모 입자

출처 : Veit Krenn 교수 (독일)

마모 입자

POL-/±POL++

조직병리학적 실행 가능성을 이유로, 거대입자(세포내

혹은 외부의 다핵 거대세포에 포식된 5μm부터 수mm까지

의)와 미세입자(대식세포에 포식된 5μm 이하)가 구분된다.

입자 크기는 컴퓨터를 이용한 상호 형태측정 분석을 이용

해 측정된다 (Leica DM 2005, microsystems

framework 2007). 마모 입자, 특히 금속과 세라믹 입자

의 최종적 소재 확인은 에너지분산 x-선 분광기(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X) 그리고/또는

푸리에 변환 적외선 미세분광기(Fourier Transform

Infrared Microspectroscopy; FTIR)과 같은 물리적 방

법을 이용할 때에만 가능하다.33

마모 물질의 조직학적 특징

폴리에틸렌 입자

광학 현미경 입자 소견

폴리에틸렌 입자는 종류에 따라 고도 교차결합이거나 혹

은 비고도 교차결합이며 삽입물의 기계적 부하에 따라서

긴 걸쇠(clasp) 형태의 입자를 광학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은 대부분 미세

입자이고 비고도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의 대다수는 거대

입자로 기계적 부하가 입자 크기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

인다.

입자 크기에 따라서 거대입자(5μm 이상)부터 미세입자(5μ

m 미만)까지 구분이 가능하며 Oil red O 염색을 이용하

면 세포질내 미세입자 폴리에틸렌의 검출이 가능하다.4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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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금속-금속: 섬유소모양 괴사의 증거로서, type I
SLIM 내 금속 미세입자 침전이 있는 포식세포의 축적. 350
배율, 헤마톡실린 에오신(HE) 염색.

[그림 5] 세라믹-세라믹: type I SLIM 내 갈색의 원형 또는
다각형 모양의 세포질내 세라믹 미세입자. 350x, 헤마톡실린
에오신(HE) 염색.

금속 입자

광학 현미경 입자 소견

인공관절 치환술에는 비철금속과 그 합금이 주로 이용되

는 반면 철금속(강, steel)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비철

금속과 금속합금에는 티타늄, 알루미늄, 바나듐, 코발트,

몰리브덴, 크롬, 니오븀, 니켈의 다양한 조합이 포함된다.

금속입자는 응집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매우 작은 입

자로 평균 직경은 약 0.05-3.9μm이다.34 모양은 원형부터

날카로운 모서리의 다각형까지 다양하며 고유색은 짙은

흑색이다. 금속 입자에서는 최소의 경계 복굴절 현상도 거

의 관찰되지 않는다.

금속 입자는 짧은 직경으로 인해 SLIM과 삽입물 주위 조

직의 표면과 심부를 관통할 수도 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고(그림 4) 드물게 금속 입자가 주변 림프절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

입자는 발병 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세라믹은 주로

알루미늄 세라믹(Al2O3), 지르콘 세라믹(ZrO2), 또는 혼합

형 산화물 세라믹으로 이트륨 산화물(Y2O3), 스트론튬

산화물(SrO), 또는 크롬 산화물(CrO) 등의 추가 성분으로

구성된다.15 입자 크기는 마모되는 세라믹 입자에 따라 달

라져서 20-100nm의 크기로 나타나며 이 입자들은

(FEG-SEM과 같은) 고해상도 전자주사 현미경이나 투과

전자현미경(TEM)을 이용해 관찰될 수 있다. 동물 실험에

서 입자 크기는 최대 3.9μm까지이며 편광 분석에서는

약한 경계의 복굴절이 확인된다.34 입자 색상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황갈색, 회갈색, 흑색 계열이다(그림 5). 색상

과 입자 직경은 금속 입자로부터의 병리조직학적 구분을

어렵게 만들며 이는 회색-흑색 계열에서 현저하다. 최종

확인에는 에너지분산 x-선 분광기(EDX) 그리고/또는

푸리에(Fourier) 변환 적외선 미세분광기(FTIR)와 같은

물리적 방법을 이용한다.33

금속 이온

금속 이온은 작은 크기로 인해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물리적 방법으로만 검출이 가능하다.

금속입자 침전에 대한 포식세포의 세포질 Prussian blue

반응이 약한 것은 거대 금속 이온 부하에 대한 세포 반응

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금속 입자 침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Krenn 개인 견해) 

금속 입자의 부식

금속 삽입물과 관련된 부식에 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관절, 삽입물 주위 조직, 체액에서 발견될 수 있는

금속 합금 성분의 유리와 관계되며 이로 인해 유해한 국소

또는 전신성 부작용의 위험 부담이 있다.

금속-금속 관절 조합 및 대퇴골두와 삽입물 테이퍼간의

조립식 연결이 부식24,50,63,65,66의 중요한 원인으로 금속 삽입

물 소재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들이 보고되었다.52,57,58,59,60

부식 생성물은 삼차체(third-body)마모 발생을 일으키며

조기 삽입물 실패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24

부식 문제의 빈도 및 임상 관련성에 관한 조사는 아직 불

충분하다. 삽입물주위막/신활액막내 부식 생성물은 삽입물

소재의 낮은 내구성이나 과도한 기계적 부하를 나타내는

세라믹 입자

광학 현미경 입자 소견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용 세라믹은 일반적으로 세라믹-

폴리에틸렌 또는 세라믹-세라믹 관절 조합으로 이용되며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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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삽입물의 디자인, 삽입

물의 골내위치와 부하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부식 생성물은 금속에 따라 산화물, 염화물 또는 인산염으

로 검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발트-크롬-몰리브데늄

(cobalt-chromium-molybdenum) 합금의 고체 부식 생

성물은 크롬오르토인산염 (chromium orthophosphate)

으로 구성되며 광학 현미경 분석에서 황색과 녹색 계열로

관찰되며 입자 크기는 다양하다 (1μm이상에서 500μm까

지).24 크롬오르토인산염 거대입자는 이물질 거대세포와

구분된다(그림 6). 미세입자는 단핵 대식세포의 세포질

내에 위치하며 간혹 금속 마모 입자와 혼합되는 경우도

있다.24

마모 입자로 인한

인공관절치환술 병리

SLIM에서의 입자 유발 염증/면역, 독성 반응 방법은 입자

의 특징(예를 들어 소재, 크기, 표면등), 입자의 양, 조직

및 세포 입자의 투과 기회에 의해 결정된다.33 이물 입자

소재에 대한 면역 반응에는 유전적 근거가 있을 것이다.38 

금속 입자는 면역학적 관점에서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4

[그림 6] 크롬오르토인산염(chromium orthophosphate)
거대입자: 코발트-크롬-몰리브데늄 합금의 부식 거대세포가
녹색에서 오렌지색의 침전물로 대부분 세포 외부에서 나타난
다. 350배율, 헤마토실린-에오신(HE) 염색.

금속 입자와의 특수 반응 패턴

SLIM내 면역, 염증, 독성 메커니즘과의

가능한 상관관계

코발트-크롬-몰리브데늄 합금, 금속 마모 입자, 금속 이온

의 부식 생성물은 농도에 따라 독성 또는 면역 반응을 일

으킬 수 있다.12,19,26,33,57,58,59,60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에서 높은 금속 이온(크롬, 코발트)

수준은 금속-금속 인공관절 조합 환자에서 지속적 통증,

유해한 국부적 조직 반응, 기능 상실, 골용해와 조기 삽입

물 실패가 있는 환자들의 혈청 및 전혈에서 검출되었

다.10,20

혈청 내 높은 금속 이온 수준의 유의성 및 그것이 국소

반응 또는 전신성 반응과 가지는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인공고관절 치환술 중 조립식 삽입물-

테이퍼 접합부(예, 경부-대퇴골두 또는 경부-주대 연결)에

서 fretting이나 부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체내 금속 마모

는 유해한 국소 조직반응 및 삽입물 실패로 이어질 수 있

으며 현재 많은 논의의 중심주제이기도 하다.13,19,36,42,62 금속

입자에 대한 과민 반응의 임상적 외형과 증상은 감염에서

와 유사할 수도 있다. 감염 가능성은 감별 진단을 통해 배

제되어야 한다.57

조직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능한 알레르기 반응은 특징적

인 면역조직 패턴의 존재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금속 또는 비금속 항원에 대한 접촉성 피부염 형태(예, 니

켈 알레르기)의 알레르기 반응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질

병이며 세포매개 지연형(제4형) 과민 반응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는 금속 반응 T 림프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금속 노출, 림프구 활성, 피부 염증, 조직학적 소견

및 증상간의 병리적 상관관계가 정의되고 있다.57

피부는 면역 생성 능력이 있는 조직이지만 SLIM은 다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 메커니즘과 조직병

리학적 패턴이 아마도 직접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재건 금속-금속 관절 조합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에서는 삽입물 주위에 림프구 침윤이 존재

하는환자들중2/3 정도에서금속에대한감작(sensitization)

을 보였다.54

독성 메커니즘, 비면역 메커니즘 (입자 과부하), 면역 과민

반응간의 관계는 아직 불분명하다. 삽입물 주위의 알레르

기 과민 반응은 (싸이토카인을 포함해) 특정한 기능성 T

세포의 특징과 관련된다고 추측된다.6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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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분석에서는 금속 삽입물 보유 환자에서 특징적 싸

이토카인 패턴을 가진 CD3-양성 림프 침윤물이 보고되었

다. 이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들에서 비민감삽입물 소재

를 이용한 재치환 수술 후에 증상에서의 유의한 개선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2,4,12,22,27,54

염증성 가성종양

금속-금속 관절 조합 SLIM(활액막양 경계막; synovial-like interface membrane)의 조직병리학적 패턴

금속 삽입물의 특정 구성성분에 대하여 병리적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여부는 임상 평가와 추가적

인 미생물학적, 알레르기학적 진단법을 이용해 분명히

판단되어야 한다. 금속-금속 관절 조합 같은 특정 고관절

치환술에서 짧은 생존 기간이 관찰되었다.33,37

삽입물 실패로 이어진 금속-금속 관절 조합 SLIM(활액막

양 경계막)에서는 림프구 침윤물을 따라 분명하면서도

흔히 전면적인 괴사가 발견된다.38,41 병리학적 변화는 일관

되지 않다. 부식 현상에 대해서도 기술되었듯이 금속 구

성,13,19,24,36 비생리학적 힘의 전이 (예, 대형 골두, 삽입물의

부정확한 위치), 환자의 활동성 수준들도 분명한 상관관계

가 존재한다.

금속-금속 관절 조합의 일반적인 병리학 증례에서는 괴사

및 (세포질내 금속 거대입자가 관계된) 포식세포 침윤물

이외에도 림프구 염증성 침윤물 또는 일부의 경우에 림프

여포(lymphofollicular) 염증성 침윤물이 발견될 수 있

다.41,46 전면적 괴사 조직의 접힘 현상(interfoldings)으로

인해 육아종과 유사한 구조가 발달되며, 특히 금속-금속

관절 조합과 부식 현상에서는 그러한 구조가 임상적으로

가성종양으로 보일 수도 있으며 염증성 가성종양으로 기

술되어야 한다.57

괴사-림프구 패턴 또는 염증성 가성종양의 발병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미세입자로 인한 조직에

대한 과부하라는 면에서 금속 입자로 인한 직접 독성 이외

에도 금속 삽입물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차) 과민 반응

(제4형)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있다.59,60

관련 문헌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 환자 중 분명한 증상과

삽입물 소재 알레르기 양성 현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우수

한 생물학적 조건을 형성시키는 세라믹이나 표면처리

삽입물(예, nitrides, oxynitrides)60로의 교체를 권장한다.

금속 삽입물 구성요소에 대한 유해 반응에 관해서는, 고관

절 치환술에서는 비금속 소재(예, 세라믹,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슬관절 치환술에서는1,2,12,13,14,19,22,27,28,40,53,55,63,64

비자극적 금속 소재(표면처리 삽입물)와 세라믹을 이용한

재치환술 후 증상의 개선 및 금속 이온의 감소가 보고되었

다.4,5,6,16,51,56,58,60

전망

조직 변화에 대한 감별 분석은 대부분의 경우에 환자의 치

료를 결정해 주는 지표를 제공한다. 조직병리학적 감별 진

단 및 Krenn 입자 알고리즘의 지속적 이용은 삽입물 병

리에 대한 더욱 정확한 이해 및 의사들을 위한 진단 정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원인 치료 접근방식의 발전에도

절대적인 도움을 줄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된 전체적 문제

점들 및 복잡성은 관련된 전문 분야 구성원들의 추가 연구

를 필요로 한다.

감사의 말씀

저자는 본 학제간 프로젝트에 열정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

한 Simone Giak (Project Assistant, Center for Histology,

Cytology and Molecular Diagnostics, Trier)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교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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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Fretting과부식-

BIOLOXⓇOPTION System의문제인가?

R. M. Streicher,  L. Scheuber,  M. Flohr,  R. Preuss
CeramTec GmbH, Plochingen

서론

조립식 대퇴골두와 삽입물 테이퍼사이의 경계면에서 발생

하는 부식과 fretting 문제에 관한 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1,2,3 금속-금속 테이퍼 연결에서는 부식/fretting이

발생하게 되면서 많은 양의 금속 이온 및 금속 입자의 유

리가 발생하여 그로 인한 생물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다.4,5,6,7반면에 세라믹 대퇴골두를 이용한 경우에서는

fretting과 부식의 발생률이 감소했다.9,10

고관절 재치환술용 세라믹 대퇴골두(BIOLOXⓇOPTION)8

는 티타늄-알루미늄-바나듐 합금으로 만들어진 테이퍼

슬리브 아답터가 이용되기 때문에 최대 직경 48mm까지

설계될 수 있으며 주대 테이퍼와의 금속 접촉면을 가지게

된다. 이런 사실들은 fretting, 부식, 조임력(clamping

force)등 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재료와 방법

티타늄-알루미늄-바나듐 합금(TiAl6V4)8, 코발트-크롬-

몰리브데늄(CoCrMo), 삽입물 스테인레스강(SS)으로 만들

어진 테이퍼 슬리브 아답터 및 테이퍼를 사용하여 대형

세라믹 대퇴골두(BIOLOXⓇdelta, 직경 40mm 이상,

CeramTec GmbH, 독일)를 조립해 테스트가 수행되었다.

다음과같이세종류의테스트가수행되었다.

•제 1테스트: ASTM F1875에 의거한 표준 fretting/부식

테스트 (그림 1)

•제 2테스트: 체내 부하 조건에서 피로도/부식 테스트

(ASTM F2345)

•제 3테스트: 고관절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체내 유사

조건에서 모멘트 스트레스 테스트 (회전과 굽힘을 이용

한 마찰 비틀림 테스트)8 (그림 2).

[그림 1] ASTM F1875(그림 1)에 의거한 표준
fretting/부식 테스트 (출처: EndolabⓇ)

[그림 2] 고관절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체내 유사 조건에서 모멘트 스트
레스 테스트 (회전과 굴곡을 이용한 마찰 비틀림 테스트) 
(출처: CeramTec)



19

결과

ASTM F1875에 의거한 표준 fretting/부식 테스트

(제1테스트)는 모든 테이퍼소재(TiAl6V4, CoCrMo, SS)에

서 갈바닉전류(galbanic current)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측정된 전류는 모두 낮았으며 이 결과는 해당 테이퍼연결

에서 부식이 될 가능성을 낮음을 의미한다.

고관절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체내 유사 조건에서 모멘트

스트레스 테스트(제2테스트)는 BIOLOXⓇOPTION System

에서 유지력이 의미있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재치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대테이

퍼로 부터 대퇴골두와 아답터슬리브의 제거가 가능해야만

한다.

고관절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체내 유사 조건에서 모멘트

스트레스 테스트(제3테스트)는 고관절 시뮬레이터

(EndoLabⓇ Thansau, 독일)를 이용해 수행되었다. 조사

된 모든 테이퍼 소재에서 주목할 만한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약간의 미세 이동만 관찰

되는 정도였다.

요약

세 종류의 테스트 (ASTM F1875에 의거한 fretting/부식

테스트, 체내 부하 조건에서의 부식 테스트, 모멘트 스트

레스 테스트) 모두에서 보여 주듯이 큰 직경의 세라믹

대퇴골두와 아답터 슬리브, 주대 테이퍼간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fretting, 부식, 마모 습성은 BIOLOXⓇOPTION

System의 기능성에 의미있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 나쁜 조건 (비선호 소재의 조합,

높은 강도의 힘과 회전력, 부식성 매체) 하에서도 중대한

영향은 없었다.

코발트-크롬-몰리브데늄 또는 티타늄-알루미늄-바나듐

합금 등 조사된 테이퍼의 어떤 소재든지 BIOLOXⓇ

OPTION System과의 결합에서 fretting과 부식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기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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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Michael M. Morlock MD, PhD, 현재 Hamburg-

Harburg 공과대학(TUHH)의 생체역학 연구소 소장이

며 생체역학과 교수이다. 그는 의공학 과정 코디네

이터이며 재생,삽입물,의학 기술 연구 집중 그룹의

공동 창립자이자 Hamburg 의공학 연구센터의 소장

에 재임중이다.

생체역학 연구소는 관절치환술, 생체 소재, 골합성의

세 가지 분야에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시행하고 있

다. 과학자들은 골내삽입물 고정 및 관절치환물 이식

과 최적화된 위치를 결정하는연구 뿐만 아니라정형외

과 의사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관절 치환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분야들은 재치환술 및

부검에서 얻어진 삽입물을 분석하여 얻어낸 지식과

수술 환자 그룹에게 얻어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하게연관되어진행된다.

Morlock 교수는 국제 생체역학 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Biomechanics), 정형외과연구학회

(Orthopaedic Research Society), 독일 표준연구소

(German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DIN) 산하

인공관절치환술-골합성위원회(Committee for

Arthroplasty and Osteosynthesis)를 포함해 여러

국내외 학회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가장 명성이 높은 생체역학 및 정형외과 저널의

편집인을 맡고 있으며 여러 저널에 200편 이상의

논문 및 500개의 초록을 발표했고 많은 서적의 공동

저자를맡았다.

인공고관절전치환술에서

과체중환자들에서

세라믹삽입물파손의위험성이더높은가?

M. M. Morlock, E. Hoenig, A. Hothan
Hamburg-Harburg 공과대학, 생화학 연구소

서론

비만과 골관절염간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은 분

명하지만,1-10 체중이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메타 분석의 일부로서 환

자의 체중이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와 만약 영향이 있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선택된 관절 조합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배경은 과체중환자11

에서 관절력이 증가하는 것 그 자체가 세라믹 삽입물 골절

의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에서였다.

문헌 분석과 더불어, 정상 체중과 과체중 환자군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관절 조합 소재들에 대하여 마찰에 관한

실험적 분석이 수행되었다. 

메타 분석

문헌 데이터베이스인 PubMed/MEDLINE에서 신체질량

지수(BMI) 또는 체중이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의 결과 또는

세라믹 골절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한 문헌들을 검색했으

며, 이러한 문헌 고찰에 학회 발표 논문들 또한 포함시켰

다. 검색 기준을 충족시키는 총 55편의 학술지 및 학회

발표 논문들이 확인되었으며, 이 논문들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은 측면들로 요약되었다.

•생물학적 합병증

•기계적 합병증 (예, 파손)

•기능적 분석, 활동과 통증

•삶의 질 혹은 만족도

•환자 연령

•수술 시간, 재원 및 재활 기간12-66

일부 연구들은 조사된 한 가지 이상의 변수들이 과체중

환자의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에 더욱 불량한 결과를 미친

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서는 체중으로 인한

어떠한 영향도 관찰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그림 1).

생물학적 합병증 (특히 감염)의 발생률 증가, 정상 체중

환자에 비해 낮은 평균 연령과 장시간의 수술 시간 등의

측면들이 비만 환자에서 발생되는 빈도가 분명히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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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환자의 경우 삽입물들의 위치를 조사한 연구 중 절반

(8개 중 4개)에서 불량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들 연구 중

약 70%에서 탈구 발생률 또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찰로 인한 이물질 반응으로 발생된 골용해가

정상 체중 환자에 비해 비만 환자에서 더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는 9편 중 단 2편에 불과하였다.

대퇴골두 또는 라이너 골절의 원인을 생각해본다면 체중이

삽입물 파손의 원인들 중 하나로 언급될 수 있지만, 어떤

임상 실험에서도 증명된 적은 없었다. 정량적 연구들을

살펴보게 되면 특히 과체중67-71 환자에게 삽입물이 좋지

않은 위치에 삽입될 경우 스트레스를 상승시키게 되며,

임상적인 사용에서도 소음 발생의 빈도가 높아 지는 것을

보여준다.72-73

더욱 불량한 결과

(문헌 수)

생물학적 합병증

감염 13 5

혈전 3 1

상처 치유 3 0

컵의 위치 2 4

탈구 5 2

골용해 2 7

생존율 1 8

주대 위치 2 0

기능 4 12

통증 1 2

활동 1 0

0 6

3 0

수술 시간 4 2

입원 2 4

재활 1 0

기능성 분석

입원

삶의 질과 만족도

환자 연령

기계적 합병증

동일한 결과

(문헌 수)

[표 1] 체중이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 고찰 요약

실험 연구

현재까지 관절의 마찰 증가에 관한 문제는 삽입물 해리,

테이퍼 문제 및 소음 발생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상황

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관절 치환술에서 수립된 다양한

소재 조합(세라믹-세라믹, BIOLOXⓇdelta, CeramTec;

금속-금속, ULTAMETⓇ, DePuy; 세라믹-금속, DePuy;

세라믹 및 금속 대퇴골두와 조합된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

틸렌, MarathonⓇ, DePuy,)의 마찰 계수를 조사하기 위하

여 건조와 윤활 상태(25% bovine의 혈청)에서 세 종류의

관절력(500N, 1500N, 2500N) 부하 조건을 이용해

28mm 직경의 대퇴 골두가 45°의 비구컵 경사에서 공동

(sinus)형태의 굴곡-신전 경로를 이동하면서 1Hz의 진폭

을 갖도록 하여 실험하였다.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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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속)

[그림 2] 윤활조건(a)과 건조 조건(b)에서 다양한 소재 조합에서의 마찰계수

윤활 조건시 결과는

•Hard-on-hard 관절 조합에서는 관절력이 마찰 계수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세라믹-세라믹: p=0.527;

세라믹-금속: p=0.066; 금속-금속: p=0.912)

•Hard-on-soft 관절 조합에서는 관절력이 영향받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관절력이 증가함에 따라 마찰계

수가 감소했다 (p⋏0.001) (그림 2a).

건조 마찰 상태의 결과는 윤활 조건에서와 약간 달랐다.

•최소한 한 종류의 세라믹이 포함된 관절 조합에서는

관절력이 마찰 계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세라믹-

세라믹: p=0.750; 세라믹-금속: p=0.053; 금속-금속:

p=0.344)

•세라믹이 포함되지 않은 관절 조합에서는 관절력이

영향받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금속-금속과 금속-

폴리에틸렌에서는 관절력이 증가함에 따라 마찰계수가

감소했다 (p⋏0.02) (그림 2b).

세라믹-세라믹 관절 조합에서는 윤활 조건에서 저, 중등도

의 관절력이 가해질 경우에 가장 마찰이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관절력이 매우 높게 가해질 경우에는 hard-on-

soft 관절 조합에서 마찰계수가 가장 낮았다. 이런 이유는

힘이 가해진 후에 폴리에틸렌의 변형성이 발생하게 되면

서 수정된 접촉면적이 변화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윤활 조건 상태에서 hard-on-hard 관절조합의

관절력은 마찰계수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금속-

금속 관절 조합은 관절력이 크게 작용하는 모멘트에서

비구컵의 적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마찰

계수가 크게 증가되었다.

윤활막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관절 조합에서 마찰 계수가

의미있게 증가하였다 (p⋏0.035). 이 효과는 세라믹-세라

믹 관절 조합에서 마찰 계수가 최대 7배까지 증가하여

관절 조합 중 변화가 가장 큰 소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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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비만 환자에게 사용이 적절한 관절 조합 소재는 무엇인가

관절 재치환술의 원인 중 탈구의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비만 환자에서 더욱 불량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염두에

둔다면 더 큰 직경의 대퇴골두를 삽입해야 하는 것이 옳겠

지만 이는 hard-on-soft 관절 조합에서 마모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마모를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세라믹-세라믹 관절 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선호될 것이다.

이 때 삽입물의 탈구, 아탈구,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구컵과 주대가 정확한 위치에 삽입되는 것이 필수라는

사실을 유의해야만 한다. 이런 유해한 조건들은 특히 얇은

두께의 고도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이나 세라믹 소재의

비구컵 라이너에 대한 문제와 관련성이 있을 수 았다

비만 환자에서 골용해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비만

환자들의 낮은 활동 수준이 (마모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과체중으로 인해 더 높게 가해지는 관절력을

보상해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마모는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와 이동 경로, 사용 시간의 총합에 비례한다).

실험 조사의 결과는 윤활 조건에서 세라믹-세라믹 관절

조합이 가장 낮은 마찰계수를 보여주며, 그 수준은 높은

관절력이 가해진 hard-on-soft 관절 조합에서와 유사한

정도였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세라믹-세라믹관절

조합이 불충분하게 윤활이 된 경우에는 마찰에 매우 민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삽입물 구성요소들의 부정확한 위치

는 윤활막의 파열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이런 위험은 특히

과체중 환자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관절 조합에서 마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특히 큰직

경의 골두를 사용할 때 (마찰의 증가로 추정될 수 있는)

고정과 소음발생에문제로이어질수있다. 

그러므로 비만 환자에서도 정상체중 환자와 동일한 주장

이 적용된다. 즉 삽입물의 정확한 위치선정이 보장된다면

마찰학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세라믹-세라믹 관절조합을

이용해야 한다. 만일 삽입물의 정확한 위치를 보장할 수

없다면 hard-on-hard 관절조합보다는 hard-on-soft

관절 조합을 사용하는 편이 낫다. 사용 가능한 세라믹 합

성물의 소재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큰 직경의 금속 대퇴

골두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테이퍼의 문제를 감안해 본다

면 세라믹 대퇴 골두를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삽입물이 부정확한 위치에 삽입되더라도 hard-

on-soft 관절 조합을 사용하였을 때 교정될 수 있다는 의

미로 절대로 해석되면 안된다. 이는 단지 그 문제의 발생

을 좀 더 지연시킬 뿐이다. 즉 후드(hood)가 있는 폴리에

틸렌 라이너 사용은 탈구 발생률을 낮출 수는 있지만 동시

에 마모를 증가시켜서 장기적으로 보게되면 부정적 결과

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정확한 삽입물 위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나 삽입물 위치를 교정해 주어야

한다.

결국, 고관절 치환술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는 관절 조합

의 선택보다 정확하게 삽입물을 위치시키고 고정하는

것이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본 연구는 CeramTec으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았습니다.
참고 문헌 목록은 저자에게 요청할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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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이형성증(DDH)에서 hard-on-hard

관절 조합을 이용한 2,395건의 인공관절치

환술의생존율분석

현재까지 젊고 활동적인 고관절이형성증(DDH)

환자를 대상으로 무시멘트 일차 고관절 전치환술

의중장기결과를이용한대규모사례연구의데이

터는매우제한적이었다.

Atsushi Kusaba박사(Ebina General Hospital,

Kanagawa, 일본)는 hard-on-hard 관절 조합

을 이용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2,395건(금속-

금속 525건, 세라믹-세라믹 BIOLOXⓇforte,

BIOLOXⓇdelta 1,843건)의 생존기간을조사했다.

논문은 독일의 정형외과와 외상학 학회인

DGOOC, DGU, BVOU가 진행한 익명 검토에서

평균 이상의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받았다. 이 논

문은 독일 정형외과-외상학회(German

Congress of Orthopaedics and Trauma

Surgery ; DKOU)의 회장의공식고지를통해다

음해학술회의의발표논문으로지정되었다.

Kusaba 교수는 2013년 10월25일에 베를린의 독일 정

형외과외상학회(DKOU)에서자신의결과를발표하였다.

삽입물-알레르기 반응을 이용한 조직병리

학적감별진단

독일 정형외과 학회(DGDOC) 내삽입물 알레르기

에대한실무그룹의매뉴얼은정형외과의사들에

게 다음과 같은 포괄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공한다.

•삽입물 소재에 대한 유해 반응의 조직병리학적

감별진단

•생역학, 기계역학적원인을가진합병증

•삽입물주위감염

•삽입물관련관절섬유증

•골성병리

•필요한검사방법선택및결과의분류

FDA는 고관절 치환술에서 BIOLOXⓇdelta

의 36mm 세라믹-세라믹 관절 사용을 승인

했다

DePuy Orthopaedics, Inc. 는 2013년 5월 3일

에 FDA로부터 자사의 CERAMAXⓇTotal Hip

System과 BIOLOXⓇdelta CoC 36mm 큰 직경

의 대퇴골두에 대한 시판 전(Pre-Market; PMA)

공급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판전

공급 승인은 2010년에 처음으로 시판 전 승인된

28mm 대퇴골두의뒤를이은것이다.

비염증성퇴행성관절질환으로인해고관절전치

환술을 필요로 하는 264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CERAMAXⓇSystem의안전성과유효성을후향적

다기관비무작위 대조군 임상 연구를 시행하여

평가했으며 그 결과를 세라믹-폴리에틸렌 고관절

치환술의결과와비교했다.

해당 기업의 시판 전 적용을 위하여 시행한 부분

이었던이연구에서는두집단간에유해사건이나

생존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환자들은 두 집단간에 비슷한 수준의 통증 완화,

기능개선및관절운동범위를경험했다.

FDA는 CERAMAXⓇSystem이 안전하고 효과적

이라는결론을내렸다.

출처) DePuy Orthopaedics, Inc.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후 소음 현상이 있는

환자치료법

William Walter 박사(호주, 시드니)는 소음현상이

있는환자들에게적용가능한치료방법을설명하

기 위한 임상적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는

Springer의 출간물 중의 하나로 영어로 작성되었

으며현재는e-book을통해서도접할수있다.

일본에서 승인된 세라믹-세라믹 관절 조합

(BIOLOXⓇdelta)

Aesculap, Biomet, DePuy는 최근 수개월 간

일본에서 세라믹-세라믹 관절 조합(BIOLOXⓇ

delta)의 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이 제품을 성공적

으로 시장에 출시했다. 다른 저명한 인공관절

제품 제조사들 또한 세라믹 관절 조합 BIOLOXⓇ

delta의승인을얻기위한절차를진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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