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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대논평

안녕하십니까?

체 재료의 발전과 이의 인공 관절 치환술에서 이용으로 환자 치료에서 많은 전진이 있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물 관련 감염은 인공 삽입물 실패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일차 고관절 및 슬관절 전 치환술에서, 현재 레지스트리 데이터는 2% 이상의 감염률을 보여주며

상당히 높은 재수술율을 보입니다. 인구 통계학적 발전과 인공 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 수의 증가

및 진단 방법의 향상으로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의 수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생

조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감염의 발생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더 복잡한 삽입물

주위감염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진단과 치료를 위한 효율적인 개념이 필요할 것입니다. 

삽입물 감염은 인공 관절의 치료의 성공을 저해하는 심각한 합병증이며 이환된 환자의 심각한 결

과와 더불어 사회 경제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감염 환자의 평균 연령은 71세입니다. 삽입물 감염은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만성 통증과 부동을 일으키며, 일반적으로, 뼈, 근육, 연부 조직의 손실

이 수반되는 두 번의 추가 수술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서, 몇 주에서 몇 개월 동안 입원이 필

요합니다. 이 입원기간 동안, 수술, 마취 및 부동으로 환자들이 다내성 균주에 노출되어 이차적 합

병증(폐 색전증, 카테터 관련 패혈증, 항생제 관련 설사, 욕창 등) 혹은 사망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정확히 진단하고 이미 발생한 감염을 효율적으로 치료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학제간 통일된 치료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무균 실패와 구별하는 명료한 임상 증상 정의는 없고, 적절한 항생제의 선택이나 수술 기법을 위한

진단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만 있습니다.  치료 방법에 대한 일반적 증거 기반의 가이드 라인도

없습니다. 지속 또는 재발 감염 환자는 해부학적 구조 (예를 들어, 근육 수축, 골 결손, 연부 조직

덮개 결핍)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술이나 관절 고정술, 절제 관절 성형술(Girdlestone), 심지

어 절단 수술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염이 지속된 환자는 만성통증으로 인한 심각한 정서

적 스트레스에 영향 받기 쉽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치료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Javad Parvizi (Rothman 연구소, Philadelphia)와 Thorsten Gehrke (Helios Endo-Klinik

병원, Hamburg)이 주도한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에 관한 국제 합의 회의(Philadelphia, 2013)에

서,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에 관한 모든 측면에서의 현재의 지식을 검토하였으며 새롭거나 더 효율

적인 수술 및 항생제 치료 개념을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능 회복과 더불어 감염과 통증이 없

는) 90% 이상의 장기적 성공률에 이르는 명확한 치료 개념은 아직 없습니다. 

세균 및 진균의 생물막(biofilm) 형성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까지 과소 평가되었습니다. 삽입물 표

면이 미생물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생물들은 항생제와 신체의 면역방어에 저항하는 생물막

으로 성숙합니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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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치료의 장기적 성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외과, 미생물, 감염질환과 약리학적 전문 지식

을 결합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생물막의 역학, 병인, 진단 및 치료를 학제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화농성 해리 사례의 실제 건수와 같은 질문에는 현재 적절히 대답할 수 없습니다. 흔히 무균성 해

리로 오진됩니다. 1996년에 시행된 한 연구에서는 무균성 해리로 진단된 사례들의 수술 표본의

76%에서 세균 배양이 양성을 보였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도 무균성 해리로 인한 사례에서 약 25

%에서 감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관절면 조합의 감염률을 확인하는 후향적 연구의 신뢰성은 환자 집단의 이질성과 감염 과

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매개 변수(예를 들어,수술 시간, 수술 기법, 수혈, 수술실에서“교통 흐름

")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삽입물 생물막의 병원균의 양적 및 질적 확

인을 할 수 있는 초음파 처리(sonication)와 PCR과 같은 민감한 테스트는 흔히 생략됩니다. 같은

이유로, 관절 레지스트리에서의 평가는 제한된 신뢰성과 패혈성 감염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왜곡

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에 대한 생체 재료의 저항력의 유효한 결과를 얻기 위

하여서는 새로운 과학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다 성공적인 감염의 예방과 치료뿐 아니라 향후 삽입물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의료 분야

및 재료 과학 학제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번

CeraNews의 쟁점은 이러한 연구에 추가적 추진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다기관전향적연구 : 협력을위한요청

유럽과 다른 대륙에 걸쳐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이 있는 5,000명의 환자를 포함하게 될 약
100개의 센터가 있는 국제 다기관 전향적 연구인 유럽 삽입물 코호트 연구(EICS) 참여에 초대
합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미생물학적, 외과적, 국소적 및 전신적 항균 치료에 대한 장기간의 기능 및
감염의 결과 뿐만 아니라 임상적 성공 및 향상된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결정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골, 관절 및 삽입물 감염 분야에 관련하여 혁신적인 의료 연구, 전문 교육 및
환자 치료를 지원하는 PRO-IMPLANT 재단 (www.pro-implant-foundation.org)에서 재정
적 지원을 합니다. PRO-IMPLANT 재단은 국제 전문지식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베를린
주 정부가 인정하는 산학협력 비영리 단체입니다.

협력에 관심이 있다면, 주저 말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Andrej Trampuz, MD Olivier Borens, MD, PhD

E-mail: andrej.trampuz@charite.de E-mail: olivier.borens@chuv.ch

Olivier Borens, MD, PhDAndrej Trampuz.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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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j Trampuz, MD 는 독일 베

를린 Charite 의과 대학의 감염 질

환 교수이자, 감염 질환 연구소의

임상 컨설턴트 및 책임자이다. 그는

1994년 슬로베니아의 Ljubljana 대

학에서 의사 학위를 받은 후 1997

년에 내과 분야에서, 2001년에는

감염 질환 분야에서 전문의 자격증

을 받았다. 그는 2001년에서 2004년 사이에 미국 미네소타

Rochester의 Mayo Clinic 에서 제거된 삽입물의 초음파 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그는 스위스

Basle 대학 병원에서 연구 그룹을 설립하고 2009년에 스위스

Lausanne 대학 병원으로 이전했으며 2013년 독일 베를린

Charite 의과 대학교에서 학제 간 패혈성 부서의 책임자로 임

명되었다. 

그의 실험실 연구는 동물 모델을 포함한 임플란트 관련 감염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새로운 방법의 개발 및 검증, 항생제 내성

의 출현과 새로운 진단 방법 개발을 포함한다. 그는 유럽과 다

른 대륙에 걸쳐 100개 이상의 기관에서 감염된 관절 삽입물 연

구가 포함되어 있는 유럽 삽입물 코호트 연구 (EICS)의 창립자

중 한 사람이다. 또한, 그는 임플란트 관련 감염을 연구하는 임

상 시험의 주요 조사자이다. 그는 96개의 생물막, 삽입물 감염,

미세 열량계, 초음파 및 신속한 미생물 학적 진단과 관련된 상

호심사간행물및책의 6개의 장을 집필했다.

Lausanne대학 병원(스위스)의 다학제 (interdisciplinary)감염

수술 부서의 책임자인 Olivier Borens MD, PhD와 함께 그는

Berlin에 있는 삽입물 주위 공동 감염에 대한 다학제 워크숍

(www.pro-implant-foundation.org)을 조직했다. 또한,

Charite 병원은 임상 미생물학 및 감염 질환 유럽 학회

(ESCMID, www.escmid.org) 협력 센터와 같은 골 관절 감염

의임상감시자역할을하고있다.

Olivier Borens, MD,

PhD 는 Lausanne 대학

병원(스위스)의 감염수술

부서의 책임자이자 근골

격계 부서의 정형외과-외

상 부서의 책임자이다.

그는 Basle 대학에서 의

학 교육을 받았고 Liestal

과 Lausanne 병원에서 정형외과 및 외상 전문의으

로 재직하고 있다. 뉴욕 Hospital for Special

Surgery에서 일년간 연구원으로 있고 난 후 특히

후속 관절 치환술의 비구와 골반의 외상 및 근골격

계의감염을집중적으로연구하고있다.

그는 유럽, 북미와 남미뿐만 아니라 호주의 방문자를

환영하며, 자신의 부서를 유럽 임상 미생물학 및 감

염 협회(ESCMID)의 정형외과 감염에 대한 의뢰 센

터로 만들었다. 그는 과학적 활동에 깊게 관여하고

있고 국가와 국제적 컨퍼런스들에 정기적으로 초청

되고 있다. 그의 연구는 관절주위 감염의 예방, 진단

과 치료, 생물막, 국소 항생제와 외상에서의 최소 침

습수술에초점을맞추고있다. 

그는 유럽 외상 학회(ETS)와 스위스 AO trauma

Committee의 회원일 뿐만 아니라 유럽 골관절 감

염 학회의 회원이다. 그는 의과대학 학생의 교육과

졸업 전과 후의 의사들의 트레이닝에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다. 그는 60편 이상의 논문, 여러 편의 책의

장들과많은요약을발간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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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물관련감염:

세균의승리또는피할수있는합병증?

Javad Parvizi, MD, PhD, FRCS와
Thorsten Gehrke, MD, PhD와의 인터뷰

수술의 증가는 자연적으로 합병증의 증가와 연결되어 있다. 삽

입물 관련 감염은 관절 전 치환술에 수반되는 가장 어려운 합

병증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는 의사와 환자가 심각한 결과

에 직면하여, 정형외과 사회의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삽입물 관련 감염이 일차 수술 후 5년 내에 관

절 재치환술의 가장 많은 원인으로 여겨진다. 관절 치환술 후

치료에서 술전 및 술중 방법에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

염률의 확실한 감소는 지난 20년간 관찰되지 않았다. 관절치환

술의 질적 개선이 감염의 감소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

는다. 

감염의 최전선에서 있는 우리의 최대의 적은 항생제에 대한 세

균의 내성이 증가한다는 경고이다. 우리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 구균과 표피 포도상 구균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저항적

이고 더 위협적인 3MRGN및 4MRGN병원균과 같은 다중약물

내성병원균에 점점 더 직면하고 있다. 이들은 3 혹은 4개의 항

생제 그룹에 저항력이 있는 다중약물 내성 그람 음성 간균 박

테리아로 효과적으로 방어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우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것은 체계적인 감염 예방이

나 삽입물 주위 감염부의 감염된 모든 골과 연부 조직의 근치

적 변연 절제술을 포함한 적절한 치료이다. 최종적으로 환자에

게 심한 휴유증을 남길 수 있다.

이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삽

입물 주위 관절 감염에 관한 국제합의 그룹의 창립위원들인 필

라델피아 Rothman 연구소의 Javad Parvizi 교수와 독일 함

부르크 Helios Endo-Klinik의 Thorsten Gehrke를 모시고

이 복잡한 주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2013년 8월 1일에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에 관한

국제합의 그룹이 필라델피아에서 만났습니다. 이 새

로 형성된 그룹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Thorsten Gehrke : Dr. Parvizi와 내가 함께 이런 유형

의 회의를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지금은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세계 표준이 없으며; 유효한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삽입물 주위감염 치료에 관한 전 세계적

인 상당한 불확실성 때문에도 이 모임이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데다 윤리적으로 1등급-근거 임상연구

(전향적 무작위연구)를 시행함을 정당화하기에 문제가 되

어, 근거가 없다면 적어도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결정

했습니다. 전문가의 대다수가 유사한 과학적인 자료나

관련 서적에 따른 특정 쟁점에 대한 하나의 의견을 갖는

경우, Delphi 방법을 사용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Javad Parvizi : 이 합의의 결실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는 약 60 개국의 500여명의 전문가들과 접촉하고 쟁점

의 다양한 부분(예를 들어, 정의, 예방, 진단, 세척 및 변

연 절제술, 스페이서 등)을 다루기 위해 15개의 작업 그룹

을 구성했습니다. 작업 그룹들은 3,500개 이상의 의학간

행물을 검토하고 24,000통 이상의 전자 메일을 교환하였

습니다. 그룹들은 220개 이상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전체 그룹에 제출되었고 2013년 8월 초에 필라

델피아에서 열린 국제 합의 회의에서 표결하였습니다.

삽입물 감염의 정의가 의학 문헌마다 다르게 기술

되어 있습니다. 삽입물 관련 감염의 진단이 정확하

다고 판단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Javad Parvizi : 합의의 일환으로, 전문가의 대다수

85%가 동의하는 다음 기준을 충족한다면, 삽입물 관련

감염의 확진으로 간주합니다 :

•표현형적으로 동일한 유기체가 삽입물 주위 배양에서

두번이상 양성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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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과 연결된 누관이 있거나

•다음 기준 중 적어도 세 가지에 해당할 때 :

·혈청의 적혈구침강 속도(ESR)및 C-반응성 단백

질(CRP)의 증가

·활액내 백혈구수의 증가

·백혈구 에스터라제 검사지 (leukocyte esterase

test strips) 양성 반응

·활액내 호중구(neutrophils)의 비율 증가(PMN%)

·삽입물 주위조직의 조직학적 소견상 양성

·단일 배양 양성

감염은 종종 초기와 후기로 분류됩니다. 현재 레지

스트리 데이터는 감염은 이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상당히 나중에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줍니

다. 이 분류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

로 한 자료로 업데이트된 것입니까?

Thorsten Gehrke : 삽입물 주위 감염에는 다른 기준을

고려한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전통적인

분류는 실제로 초기와 후기 감염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초기 감염은 삽입물의 주입 후 또는 첫 증상이 나타난 후

첫 3주 이내 발생 하는 것입니다. 이후 분명해지는 모든

감염은 후기 감염이라 칭하는데, 이는 이러한 감염들이

혈행성 감염으로 수년에서 수십 년 후에 발생될 수 있음

을 의미합니다.

초기 감염에서 삽입물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정당하다는

합의가 있었으나, 모든 후기 감염의 경우에는 이물질 및

전염된 뼈와 연부 조직 그리고 삽입물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이에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삽입물 주위 감염의 임상 증상은 종종 비특이적입

니다. 선생님의 병원에서는 감별하기 위한 맞춤형,

표준화된 알고리즘이 있나요?

Javad Parvizi : 삽입물 주위감염을 치료하는 모든 병원

들은 일반적으로 표준으로 여겨지는 진단 및 치료 알고리

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병원에서 임상 결과를 감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원칙적으로 감염의 가장 중요한 임상 증상은 환자

의 통증입니다. 특히 아무 증상이 없었다가 통증이 갑자

기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임상 검사는 이때부터 실시합니

다. 만약 발적, 부종, 발열 또는 삼출물의 형성 등과 같은

감염의 국소적 징후가 관절에 나타나면, 비록 CRP 값이

진단에 충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음 단계로 혈청 내

염증성 파라미터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감염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관절 천

자를 실시합니다. 관절 천자는 특별히 이러한 목적을 위

해 만들어진 엄격한 무균 조건의 방이나 수술실에서 수행

되어야만 합니다. 천자 표본은 신속히 가까운 자격이 갖

추어진 검사실로 보내져야 하지만, 불가능한 경우, 소아

혈액 배양병에서 임시 중간 저장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Thorsten Gehrke : 천자 표본은 느리게 성장하는 병원

균도 검출하기 위해 최소한 14일 동안 배양합니다. 환자

는 천자검사 전에 최소한 10~14일 동안 항생제를 투여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삽입물 주위 감염이 높은 단계의 임

상적, 혈청학적 의심 소견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음성이

라면, 더 정확한 개방 생검을 추천합니다. 모든 삽입물 주

위 감염의 약 98%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진단 할

수 있습니다.

삽입물 주위 감염의 예방, 진단 및 치료 전략은 지

난 몇 년 동안 변화해왔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평

가하십니까?

Javad Parvizi : 제 소견으로는, 예방,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전략은 지난 몇 년 동안 분명 효과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주요전문 협회에 의해 지정된

알고리즘을 준수합니다. 최근 몇 년간 삽입물 주위 감염

이 점점 인공 관절 치환술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합병증

으로 면밀히 조사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합병증 치료를 목적으로 센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전략의 초기 단계

에 있습니다. 지난 8월 합의 회의는 특히 낮은 수준의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에서 준수되는 적절한 알고리즘과

구현되어야 하는 치료 원칙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도록 구

성되었습니다. 회의의 결과는 삽입물 주위감염을 치료하

는 의료 전문가를 위한 좋은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감염을 제어할 수 있도록 고관절과 슬관절 인공관

절의 일차와 재치환용 삽입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

을까요? 어떤 과학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Thorsten Gehrke : 적어도 이십년 전부터 삽입물 제조

업체에서 삽입물에 항균이나 살균 표면 처리 작업(코팅)

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균 코팅의 비교적 유망한

방법으로서 삽입물 표면에 감염에 대항하는 보호 역할이

있는 은 이온의 사용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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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 저항성이 거의 없을 뿐만아니라 입증된 독성 효과에

도 불구하고 뼈의 내적 성장에도 좋은 장점을 갖습니다.

최근에는 적어도 실제적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근거 기반의

과학적 접근 방식이 유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대한 양의 체외 실험 결과와 이론적인 배경들이 있습니

다. 의미 있는 생체 실험 데이터는 여전히 드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치료 또는 예방에서 의미있는 결과는 암 환자

에서만 나타났습니다.

삽입물 주위 감염은 환자와 의사 관계에 심각한 영

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료의사들에게 감염 환자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Javad Parvizi : 효과적이고 유일한 제안은 삽입물 주위

감염의 합병증을 공개적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환자는

감염의 가능성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통보받고 적절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환자와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수술실은 위생 기준에 따르고 있으므로 맞대응은 불필요

하고 부적절합니다. 원칙적으로, 삽입물 주위 감염은 운

명의 문제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진단과 치료를 지연하거

나 기다려보는 접근을 하는 경우에서만 책임이 집도의나

주치의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직이

최선의 정책입니다

Javad Parvizi, 

의학 박사, 영국 Sheffield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다녔

다. 그는 Rochester에 있

는 미국 Minnesota Mayo

Clinic에서 정형외과 및 분

자 생물학 석사 학위를 수

료하였다. 현재, 그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Rothman 연구소의 임상 연구소장

과 기초연구 부소장이다. Javad Parvizi는 정형 외

과 의사로서 골반, 고관절, 무릎 재건을 전문으로 젊은

성인의 고관절 통증, 관절 보존 수술과 삽입물 주위관

절의감염에관한전문가로활동중이다.

Thorsten Gehrke, 

의학 박사, 국제 정형외과

센터(ISOC)의 멤버인 독일

에서 유일한 clinic인 독일

Hamburg Helios Endo-

Klinik의 원장이자 고관절

분야의 수장이다. 그는 고

관절과 슬관절 수술, 스포

츠 의학 뿐만 아니라 관절 치환술 분야에서 무균이나

감염성 재치환 수술을 전문으로 한다. 그는 특히 감염

치료와 일단계의 재치환 수술에, 국내 및 국제적인 뛰

어난명성을가지고있다.

Thorsten Gehrke는 미국 슬관절 학회와 유럽 골 관

절 감염 학회 등과 같은 여러 국가와 국제 의료계의

멤버이다. 그는, Shanghai, Hebei (중국), Bogota

(콜롬비아), 칠레와 쿠웨이트 대학에서 명예, 초대 및

객원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Buenos Aires(아

르헨티나)와 Santiago(칠레)의 부교수이다. 그는 해부

학, 스포츠 의학, 인공 관절 치환술의 임상 연구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관해 다수의 저널 및 책의 단

원을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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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물주위관절감염

국제합의회의

간략한 요약

by Thorsten Gehrke, MD, PhD, Javad Parvizi, MD, PhD, FRCS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PJI)은 재앙으로 정형외과

분야에 어려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현직 정

형외과 의사들은 수술 부위 감염(SSI)을 최소화시

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당한

수준의 근거가 어느 정도 이러한 치료들을 뒷받침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과학적 기초에 기반하지 않

고 있다. 따라서,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의 예방 및

치료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위해 층류(laminar flow) 수술실을

사용해야 하는가? 시멘트 스페이서에 첨가하는 항생제의

양과 종류는? 재-수술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어떤 기준을 사용해야 하는가? 세척술 및 변연 절

제술의 적응증과 금기증은 무엇인가? 절제 관절 치환술

을 고려하기 전에 관절에 세척술 및 변연 절제술을 어느

정도 시도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정형외과 분야

에서 흔히 직면하는 기본적인 질문이다.

의학계는 상당한 수준의 근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

하고 가능하면 언제라도 이를 마련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을 인식하고 있다. 후자에 대한 인식을 하며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에 대한 국제 합의 회의가 조직되었다. 정형외

과학, 감염학, 근골격학, 병리학, 미생물학, 마취통증의학,

피부과학, 핵의학, 류머티스학, 근골격계 방사선학, 수의

외과학, 약학, 그리고 정형외과 감염에 관심이 있는 많은

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 대표들은 Philadelphia에 모여

2013년 7월 31일부터 8월1일까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

였다. 그들의 목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평가하

는 것이었다.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수

술부위 감염/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관리에 적용하고 있

는 치료 관행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이와 같은 전 과정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서 10개월 이상의 많은 준비작업을 필요로 하였다. 모든

관심은 대표들이 발의한 질문에 대한 근거를 찾는데 모아

졌고, 3,500개 이상의 관련 문헌들을 평가하였다. 근거

가 유용한 경우 평가를 하였다. 의학문헌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 대표들이 합의투표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100개 이상의 다른 기관들과 52개국에서 온

400명 이상의 대표들의 누적된 지혜를 평가하여 조합하

였다.  

대표단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전문 웹사이트”

(www.ForMD.com)를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하여 이 과

정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였다.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

웹사이트에서 25,000건 이상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합의

문 작성에 세계적 전문가인 William L. Cats-Baril 박사

지도하에 Delphi 방법을 사용해서 합의문을 작성했다.  

전체 합의 과정에 최대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을 포함시켜

서, 여러 포럼에 참여를 허용하고, 광범위한 문헌 자료를

제공했다. 다루어진 주제는 수술 부위 감염/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증가와 관련된 동반질환, 수술 전/후 피부 준

비, 수술 전후 항생제, 수술환경, 혈액보존, 삽입물 선택,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진단, 상처관리, 스페이서, 세척술

및 변연 절제술, 재치환 수술을 위한 항생제 치료 및 시

기, 단일 단계 및 두 단계 관절 교환술, 진균 또는 비정형

적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치료, 경구 항생제 치료, 그리

고, 후기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예방 및 교육을 포함하

고 있다. 제안된 치료법의 이행이 실제로 환자관리 개선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의 성명은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 철저하게 검토 되었다. 

문헌을 분석하고 합의 성명의 초안을 마련한 후, 미국

Philadelphia, Pa.에 있는 Thomas Jefferson 대학에

서 개최된 회의에 300명 이상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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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적극적인 토의를 하고 질문 및 합의 성명들에 투

표하였다. 대표들은 먼저 7월31일에 작은 작업그룹에서

만나 그들의 불일치된 의견을 토의해서 해결하고 합의문

을 완성했다. 합의문이 수정된 후, 최종 합의문을 완성해

서 다음날 실시될 투표를 위해 그날 저녁 청중 응답 시스

템에 전달했다. 2013년 8월1일에 대표들은 대의원 의원

총회 회관에 모여 제시된 207개의 합의문에 대한 투표를

했다. 합의문에 동의, 부동의, 또는 기권하는 경우, 전자

키패드를 사용해서 투표가 진행 하였다. 다음 기준에 따

라 합의 정도를 판단했다: 1) 단순 과반수: 미 합의(50.1-

59% 동의), 2) 과반수: 미약한 합의(60-65% 동의), 3)

상당한 과반수: 강한 동의(66-99% 동의), 4) 만장일치:

100% 동의. 제시된 207개 합의문 중에서 오직 하나만

만장일치의 합의가 있었으며, 202개 합의문은 상당한 과

반수(강한 동의)가, 2개 합의문은 미약한 합의, 그리고 오

직 2개 합의문만이 어떤 동의도 받지 못했다.

생성된 문서1-3는 이 발의 안에 전념한 담당자, 지도자, 그

리고 대표들이 많은 시간 동안 작업한 결과이다. 우리는

이러한 발의 안으로 규정한“최상의 치료 지침”이 앞으로

수년 동안 환자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확신한

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근골격계 감염 환자들을 치

료하는 의사들의 실무를 위한 지침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

시해야 한다. 이 지침이“치료의 표준”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임상의는 자신의 지혜와 임상 통찰력을 발휘하여

환자 각각에게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경우에 따라, 이

문서에서 설명된 것과 다른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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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물주위관절감염 : 

인공관절면표면이영향을줄수있는가?

by Javad Parvizi MD, PhD, FRCS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는 심각한 결과와 발생

률의 증가로 인해, 이 시대의 정형외과에서 도

전하여 할 과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1. 많은 연

구에서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의 중요한 위험

인자들의 일부를 밝혀내고 있다. 최근

Philadelphia에서 개최된 국제 합의 회의에서

는 유용한 문헌들을 평가하고 환자에게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를 일으키기 쉬운 숙주 관련 인

자들을 밝혀내었다: 이전의 수술 이력, 당뇨병

관리 부실 (glucose > 200 mg/L or HbA1C

> 7%), 영양실조, 병적 비만 (BMI >

40kg/m2), 활성 간 질환, 만성 신장 질환, 과

도한 흡연(1일 한 갑 이상), 과도한 음주(1주

40잔 이상), 정맥 주사 남용, 최근 입원, 재활

기관 장기체류, 남성, 외상성 관절염 진단, 염

증성 관절염, 이환 관절에 수술 기왕력이나 심

각한 면역 결핍2-5

여러 가지 숙주와 관련된 인자와 환경 인자와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사이에 연관성은 비교

적 잘 이해되고 있지만, 다른 삽입물 생체 재료

사용과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사이의 연관성은

분명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는 감염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삽입물 표면

에 친화력을 보여 다른 생체 재료에 부착하여

생물막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예상한다. 이 문제

는 다른 생체 재료들이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에 미치는 잠재력을 연구하는 임상데이터가 거

의 없을 정도로 철저히 조사되지 않고 있다. 국

제 합의 회의는 유용한 의학 문헌을 기반으로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의 발생은 (항생제가 없

는)시멘트 관절 치환술이나 무시멘트 관절 치

환술 사이에 관계가 없으며, 무시멘트 표면에

수산화 인석의 도포가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발생률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

다. 같은 작업 그룹에서 인공 관절면 유형과 삽

입물 주위 관절 감염발생 사이의 잠재적 연관성

을 분석하여 금속-금속 관절면에서 더 높은 삽

입물 주위 관절 감염발생률을 보인다는 사실을

관찰자료들에서 확인했다고 대표들의 78%가

생각하였다.

금속-금속 관절면을 사용한 후 삽입물 주위 관

절 감염 발병률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잠재적인 원인들이 있다. 예를 들어, 금

속-금속 관절면이 손상되면, 국소 조직 부작용

(ALTR)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연부 조

직이 손상될 수 있는데, 이것이 세균증식이 유

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6. Hosman 등은

체계적인 리뷰를 통해 금속-금속 관절면 손상

으로 발생된 금속 입자들이 면역체계를 변화시

켜 세균 성장을 시키는 능력 때문에, 이 입자들

이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의 잠재적 위험을 증

가시킨다는 사실을 보고했다7.

남아있는 문제는 다른 관절면들도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이다. 우

리는 이러한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가능

한 패턴을 검색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를 조사했다. 우리가 실시한 첫 번째 분석은

NIS(Nationwide Inpatient Sample-전국 입

원 환자표본)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데이터베이

스는 미국에서 모든 보험자와 입원 환자관리에

관한 공공의 데이터베이스이다. 여기에는, 매년

약 800만 재원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양은 미국에서 치료받는 전체 환자

의 약 20%에 달한다8. 감염에 관하여 ICD-9코

드를 사용해서, 세라믹-폴리에틸렌(0.87%), 또

는 세라믹-세라믹 관절면(0.54%)에 비해서 금

속-폴리에틸렌 관절면(1.1%)을 사용한 환자에

게 감염발생이 통계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관찰

했다. Rothman 연구소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시

한 유사한 조사에서는, 세라믹-폴리에틸렌 관절

면(0.4%)에 비해 금속-폴리에틸렌(0.8%)에서

(근골격계 감염학회 기준에 따라 정의된) 삽입

물 주위 관절 감염발생이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

9. 그러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연구가 NIS 데이터나 우리 기관

데이터도 다변향 분석 조건하 얻어진 결과가 아

니라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예를

들면, 금속-폴리에틸렌 관절면 환자들에 비해서

세라믹 관절면이 젊은 사람들과 동반질환이 낮

은 환자들에서 사용된 것을 반영한 것일 수 있

다. 그러나 관찰된 패턴은 중요하며 더 추가 연

구를 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세분화된

데이터(granular data)를 수집해서 사용된 관

절면 유형과 속발하는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사이에 잠재적인 연관성을 조사할 수 있는 다기

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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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면유형이고관절삽입물주위감염

발생에영향을미치는가?

서론

매년, 환자의 기능 향상과 통증 해소를 위해 전 세계의 약

270만명에서 정형외과 삽입물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과 골절 고정술 후 감염은 높은 사

망률로 이어져서, 사망률과 비용이 상당히 증가될 수 있다
1,2. 수술 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추적기간이 늘어 남으로

인해서, 기기-관련 감염발생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3,4,5.

만성적인 기기-관련 감염에 대한 미생물학적 치료는 침습

적이며 약화된 조직을 변연 절제를 시행하고 삽입물과 시

멘트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장기적인 항생제 치료

로 이어지며 결국, 두 단계의 재치환술로 이어진다
6,7,8,9,10,11,12. 급성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는 변연절제술과 삽

입물 유지를 하는 덜 침습적인 일단계 수술로도 치료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치료방법은 골 감염 전문 팀이 있는 센터

에 한정되어야 한다13. 

현대의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관절면은 금속부분 (일반적으

로 cast cobalt-based Co28Cr6Mo alloys, ASTM

F799 와 ASTM 1537, ISO 5832)과 관절을 이루는 플라

스틱 폴리머(대부분의 경우, 여러 유형의 초고분자 폴리에

틸렌: MoP) 또는 다른 유형의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MoXPE)으로 구성된다. 다른 형태의 관절면들도 널리 이

용되고 있는데, 주로 세라믹-폴리에틸렌(CoP), 세라믹-교

차결합 폴리에틸렌(CoXPE), 그리고 세라믹-세라믹(CoC)

등이 이용된다. 고관절 전치환술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유형의 관절면이 도입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

로 하나 또는 다른 부품들 주변에서 폴리에틸렌입자에 의

해 유도되는 골 용해로 인해 삽입물이 해리되는 것을 방지

한다14.

발표된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관절면15,16의 전반적인 성능

을 살펴보고 있기는 하지만, 관절면의 유형이 고관절 전치

환술 감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보고

되지 않았다. 우리는 다른 관절면 시스템의 실패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고관절 전치환술 연구 레지스트리17를 찾았

지만, 실패기전에 대해 보고하는 연구는 없었다. 이 레지

스트리에서 금속-금속(1.6%: 6,119개중 96개 재치환)과

세라믹-세라믹(2.9%: 25,918개중 750개 재치환) 관절면

과 관련된 경우 가장 낮은 재치환율을 보였다.

1990년대부터 우리가 시행한 금속-금속 고관절 전치환술

들을 분석할 때, 매우 광범위한 기준을 사용해서 감염을

진단했으며, 감염율이 4.2%라는 것을 확인하였다18. 감염

에 대한 재치환술 비율이 대략 1.5%였으므로, 베어링 유

형이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결론을 내렸다19.

재료 및 방법

다양한 관절면 조합에서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발생의 잠

재적인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2002년에 설립된

Valdoltra Arthroplasty 레지스트리20 데이터를 분석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2002.1.1부터 2012.12.31일까지

사이에 모든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환자들을 확인했다. 그

런 다음, 이식된 관절면에 따라 그들을 분류했다 (표1).

각 관절면의 종류에 따른 심부 감염으로 인한 재치환술의

비율이 확인 되었다.

11년에 걸친 추적기간 동안, 일차 고관절 전치환술이 금

속-폴리에틸렌 그룹에는 4,770명, 금속-교차결합 폴리에

틸렌 그룹에는 2,813명, 금속-금속 그룹에는 72명, 세라

믹-교차결합 폴리에틸렌 그룹에는 376명, 그리고 세라믹-

세라믹 그룹에는 1,323명이 있었다. 감염으로 인해서 재치

환 수술을 받은 고관절 전치환술 숫자는 금속-폴리에틸렌

그룹에 30명, 금속-교차결합 폴리에틸렌 그룹에 29명, 금

속-금속 그룹에는 0명, 세라믹-폴리에틸렌 그룹에는 3명,

세라믹-교차결합 폴리에틸렌 그룹에는 0명, 그리고 세라

믹-세라믹 그룹에는 6명이었다. 각 그룹에서 감염으로 인

한 재치환술 비율을 산출해서 카이제곱 검정으로 이러한

비율을 비교했다. 또한, 다른 그룹에 비해서 금속-금속

그룹은 숫자가 너무 적어서 통계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다음 조건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면,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으로 진단했다 :

1. 2개 이상의 활액 배양 또는 수술 중 조직 시료에서 동

일한 미생물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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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자 활액 또는 수술 중 조직의 화농성(집도의에 의해

확인되는)

3. 수술 중 영구조직 절편의 조직학적 표본에서 급성 감염

(병리학자에 의해 확인)13

4. 관절과 통하는 누공

통계학적 분석

IBM SPSS 19버전을 사용해서, 통계학적 분석을 수행했

다. 그룹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과 양

측 t검정을 수행했다. 최고 교정비율 결과를 가지고 있는

그룹(세라믹-교차결합 폴리에틸렌)을 다른 4그룹과 비교

했으며, p=0.05으로 유의 수준을 설정했다. 

결과

감염비율은 금속-폴리에틸렌 관절면 환자 4,770명 중

0.63%, 금속-교차결합 폴리에틸렌 환자 2,813명 중

1.63%, 세라믹-교차결합 폴리에틸렌환자 376명 중

0.00%, 세라믹-세라믹환자 1,323명 중 0.45%였다.

금속-금속 관절면 환자 72명은 숫자가 너무 적고 통계적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계에서 제외시켰다. 금속-

폴리에틸렌과 세라믹-교차결합 폴리에틸렌 환자 사이와

금속-폴리에틸렌과 세라믹-세라믹 환자 사이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감염 비율 차이를 관찰했다. 세라믹-교차결합

폴리에틸렌과 세라믹-세라믹 그룹간에는 통계적으로 어떤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다.

고찰

삽입물 주위 조직은 수술을 하는 동안 상처가 감염되면,

감염인자를 박멸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이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21. 생체재료 특성

에 있어서, 박테리아 또는 숙주 세포와 같은 생물체뿐만

아니라, 생체분자(예, 단백질)가 생체재료 표면에 부착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22,23,24. 삽입물에 세균이 빠르고 견고하

게 부착되는 것이 숙주 세포의 느린 부착과 동반된다면 삽

입물-관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전에 제시

되었다(“표면 경쟁”가설)25. 생물체의 용량 및 독성이 방어

메커니즘을 능가하면 분명한 감염이 발생한다. 그 후, 일

반적으로 생물막이 형성되어 세포외 중합물질과 함께 식

균작용, 보체 및 항생제26로부터 병원균을 보호한다.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가 발생하면, 임상 증상은 숙주의

방어체계 강도와 병원균의 독성에 따라, 감염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이물질의 존재 및 그 위에 보호막을 형성하려는

세균의 성향은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를 변화시키고 근치

하기 어렵게 만든다. 대부분의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는

이러한 두 가지 제한사항에 속해 두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

오가 예상된다. 강한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매우 낮은 독성의 세균 공격은 영구적인 잠재 감염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숙주의 방어 메커니즘이 생물막에

존재하는 세균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증상 감염은 지속되지만, 방어체계가 약화될 때

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무균 증례로 판단된 경우 세

균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민감한 진단 도구를 사용하는

연구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시나리오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27,28. 반대로, 면역체계가 약한 숙주에서는, 악성유기체가

치명적인 전신적인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삽

입물 주위 관절 감염는 이러한 두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

사이에 있으며 호스트의 방어체계 강도와 병원균의 악성

정도에좌우된다.

따라서, 특정 감염들은 전혀 임상적으로 확실해지지 않으

며, 혹은 나중에 무균성 해리로써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24,29,30. 이러한 잠재적 감염 발생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연구들은 겉보기에 무균성해리 중 5%범위

내에서 세균성 해리가 발생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

명하고 있다28. 이러한 경우에, 숙주 면역 메커니즘과 세균

독성 요인들이 오랫동안 또는 특정 간섭이 국소적이나 체

계적 면역 메커니즘을 약화시킬 때까지는 영구적으로 균

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toll형

수용체(TLR)를 수반하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비-특이성기

전과 항원 유도 면역과 같은 특이성 기전이 균형이 깨어지

지 않는다면 무기한으로 조절되는 매우 낮은 정도의 감염

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잠재 감염이 여러 가지 실질적인 임상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다. 이전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재치환 수술에 따른 감염비율은 진단 방

법의 효능에 따라 달라진다. 고식적인 삽입물 주변 배양보

다 explant를 초음파 처리하는 것은 감염 빈도가 더 높은

것을 보여주고 더 많이 세균성 실패와의 연관성을 보여준

다31. PCR 기술과 같은 매우 민감한 진단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더 많은 감염-관련 재치환술을 확인 할 수 있다32.

상태/관절면

재치환되지
않음

72 376 1,317 509 4,740 2,784

재치환
시행함

0 0 6 3 30 29

계

표1 : 연구 기간내각관절면유형의고관절삽입물숫자와삽입물주위관절감염으로
인해재치환한숫자.

72 376 1,323 512 4,770 2,813

금속-금속 세라믹-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세라믹-
세라믹

세라믹-
폴리에틸렌

금속-
폴리에틸렌

금속-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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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 질병과 같은 전신질환과 면역억제를 유도하는 부신

피질 호르몬, 생약 및 항암제와 같은 치료제는 감염발생 증

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전신 감염이 되는 무증상 삽입물 주

위관절감염가증상을보이는원인이될수있다.

따라서, 관절면 유형이 국소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전신, 숙주방어 체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관절면

에서 마모입자가 방출되어 국소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병리기전으로 나타남을 예견할 수 있다. 입자가 미치는

영향은 입자의 양, 규모, 모양, 그리고 화학적 성분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 연구에서33,34 일부 관절면은 혈청 금속 이온

(cobalt, chrome, titanium, vanadium) 수준을 상당히 증

가시키며, 삽입물 공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생체외

실험에서는, 림프구에 존재하고 있는 금속이온 수준 증가와

금속에 대한 감작이 특정 환자에게서 관찰됨으로써 독성효

과를입증하였다35. 

다른 입자들도 다른 생물학적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대

식세포 활성화와 골 용해 형성을 한다는 것이 알려졌다36,37.

일부 연구들에 따르면, 세라믹 입자들은 가장 높은 생체-내

성을 보인다37. 반대로, 금속 입자들의 부식 생성물은 국소조

직에 상당한 교란을 유도해서38, 일부 환자에게 가성-감염이

나 가성 종양을 초래할 수 있다. 폴리에틸렌 파편들의 상대

적인생체내성은세라믹과금속의중간정도이다.

Toll형 수용체도금속이온에대한국소면역반응감소의병

인에 관여된다. Pajarinnen의 논문39에서는 생쥐 뼈에 이물

질이 존재하게 되면 Toll형 수용체를 하향 조절하고, 금속

파편들이 존재하면 더욱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Toll형

수용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천성과적응성적응성면역

반응은 결과적으로 저하된다. 영구히 잔존하는 낮은-수준

의 통제된 감염은 면역 억제된환경에서는발동되는경향이

있다.

금속이온들은MHC-단백과공동자극분자발현을강화시키

는 항원 발현세포(Antigen Presenting Cell)를 활성화 시

킨다. 그러나, 반응의 운명은 공동자극 분자들이 발현하는

T-세포수용기유형에좌우된다.

국소 및 전신적 환경에서 관절면에서 방출되는 입자들에 의

해 유발되는 면역학적 변화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교란이 분명히 발생해서,

국소 및 전신의 면역학적 메커니즘을 변화시키고 상대적 면

역결핍 상태를 유도해서, 상당히 높은 감염률을 초래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40,38,41 (그림 1). Konttinen38이 삽입물

주위조직에금속이온이미치는영향을요약해놓았다.

금속 이온 방출은 임상적으로 분명히 삽입물 주위 관절 감

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관절이 금속이온

의 주요 원천이며(특히 금속-금속 삽입물의 경우), 테이퍼

연결부의 중요성도 최근에야 알려졌다. 테이퍼는 틈새부식

경향이 있으며43, 특히 큰 대퇴 골두로 발생되는 높은 토크

상황에서심하다.

우리의 결과는 관절면에서 금속 부품을 포함하는 관절 삽입

물은 금속 이온이 방출되지 않고 테퍼 조립부에서 최소한의

방출이 발생하는 세라믹-세라믹 또는 세라믹-폴리에틸렌

관절면을 포함하는 삽입물에 비해서 더 많은 감염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타난 결과와 연구 가

설은 우리가 1990년대에 시행한 금속-금속 연구에서 감염

이 상당히 높은 것과 일치하고 있다18, 24.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과효과는아직입증되지않았다.

본 연구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외과의 모두가

동일한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기법과 환자선택에

서 차이가 있는 것은 불가피했다. 관절면 선택을 위한 지침

이 항상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 편견도 결과에 영향

을 미쳤을 것이다. 연령, 일차진단 및 활동 수준측면에서

그룹간 비교에서 균질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1 : 대식세포에 대한 금속입자의 복합다중 영향: 식세포 작용에 의한 활성화, toll형 세포와
대식세포의 직접적 활성화, 그리고T-림프구의 다클론성 활성화, 세포 내 부식으로 인한 조직
의 삼투압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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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문헌들을 통한 정황 증거와 결과

들은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의 발생에 있어 관절면 조합의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의구심을 갖게 하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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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포커스: 삽입물주위관절감염

Rihard Trebse, 의학 박사,

는 Slovenia의 Valdoltra

정형외과 병원에서 정형외

과 의사이자 골 감염 부서

의수장이다. 

그는 Slovenia 정형 외과

학회 회장이며, 유럽 고관

절 협회의 Slovenia 국가

대표로 활동중이다.

Rihard Trebse는 1.500회 이상의 고관절 전치환술,

350회의 고관절 재치환술, 1.000회 이상의 슬관절 전

치환술, 230회 이상의 슬관절 반치환술, 게다가 210번

의 견관절 전 치환술까지 시술했으며 200례 이상의

정형외과감염을치료했다.

Rihard Trebse의 연구는 주로 삽입물 주위 관절 감

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정형외과 기구 유지와

관련된 감염의 치료 및 항생제 치료의 정의"로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을 썼다. 그 중에서, 그의 지속적인 연

구 프로젝트는 수술 중 조직 배양에 있어서의 수술 전

후 항생제의 영향과 인공 관절의 해리에서 생성되는

내독소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금속-금속 고

관절 전 치환술에서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연구도 진

행하고있다.

Rihard Trebse는 유럽 임상 미생물 및 감염증 학회

(ESCMID)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관련 감염에 대한 유

럽 연구 그룹(ESGAI) 등을 포함한 여러 전문 단체의

회원이다.

그는 많은 강연을 하였고 과학 저널이나 서적을 다양

하게 발행하였다. 또한 Acta Orthopaedica,

Rheumatology, the Journal of Medical Case

Reports 그리고 the European Journal of Clinical

Microbiology등 많은 과학 저널의검토위원이다.

ˇ

ˇ

ˇ

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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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치환술에서테이퍼 :

술자가주의해야할사항은무엇인가?

by Leslie F. Scheuber, Sylvia Usbeck, Florence Petkow

교육

고관절 치환술에서 조립의 원칙

현대의 고관절 치환술은 조립형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이

러한 조립형 구조, 특히 다양한 경부 길이의 대퇴골두와

주대의 조합은 수술하는 동안 환자의 개별 상황에 유연한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해결책으로 여겨진다. 이 조립형 방

식으로 집도의는 기존 관절 해부학의 재건을 최적화하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생체 역학 달성이 가능해졌다. 조립형

테이퍼 고정은 금속과 세라믹 등의 다양한 재료를 함께 결

합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테이퍼 잠김은 제조 공정 및

응용 모두에서 실행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더 큰 장

점은 부식 현상을 방지하는 높은 안정성이다. 재치활술 중

에 제조 업체의 지침에 따라 잠긴 고정을 풀어 대퇴골두를

교체 할 수 있다.

테이퍼 고정의 역사

고관절 전 치환술에 친숙한 대퇴골두와 주대사이의 테이

퍼 고정은, 1970 년대 초에 업계 파트너인 Sulzer AG

(인공 삽입물 제조자 및 Zimmer전회사, Winterthur,

Switzerland)와 Feldmuhle AG (세라믹 제조자 및

CeramTec GmbH전회사, Plochingen, Germany)에

의해 개발되었다. 목표는 세라믹 대퇴골두와 금속 주대 사

이의 믿을 수 있고 내구성 있는 고정을 실현하는 것이었

다. Dorre 등1 은 세라믹 대퇴골두와 금속 테이퍼 사이의

압력 맞춤 연결(테이퍼 잠김)에 특별한 중요성을 첨부하였

다: 1974년에 처음으로 테이퍼 고정을 한 인공 고관절 치

환술이 환자에게 시술되었다. 이 테이퍼 고정 뒤에 숨겨진

원리는 스위스 특허(제1060601)로 보호되었다. 1990년대

초에 국제 표준화기구(ISO, 문서 ISO/TC150/SC4 N 117)

에서 일정한 테이퍼(Eurotaper)를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

을 하였으나 실패했다. 주대 테이퍼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다. 삽입물 제조사들은 기하학적 특징과 표면 특성 면에

서 차이가 있는 각자의 사양(예를 들어, 다양한 12/14 테

이퍼)으로 된 테이퍼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림. 1).

대퇴 경부의 길이 간격(S, M, L 및 XL)    (그림. 4) 또한

표준화되지 않아서 몇 밀리미터 정도 제조 업체에 따라 다

를 수 있다.

삽입물 테이퍼의 특징

테이퍼 고정은 주대 테이퍼과 대퇴골두 테이퍼(드릴 구멍)

로 만들어진다. 각각의 테이퍼들은 테이퍼 각, 지름, 진원

도 와 진직도 및 표면특성과 같은, 구성 요소의 정확한 일

치를 위해 필수적인 특징적 속성 (그림 2a-b)을 가지

고 있다. 단단한 테이퍼 잠김을 위해, 대퇴골두와 주대 테

이퍼 사이의 테이퍼 고정 적합은 매우 중요하다.

적합성

외과 의사에게는 삽입물 제조사에서 호환된다고 하는 인

공관절 치환술의 주대와 대퇴골두만 결합하는 것은 중요

하다. 삽입물 제조사들은 주대 테이퍼/대퇴골두 조합의 풀

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병원에 부품을 공급한다. 외과 의

사는 삽입물 제조사의 사용 지침 및 기타 문서로 제공하는

정보에 승인 된 조합방식에 관한 세부 사항을 준수해야 한

다. 개별 치환술 구성 요소의 호환성을 준수하지 못한 경

우 (그림 3) 예를 들어, 다리길이와 연부 조직의 긴장에

영향을 주고 금속 마모의 증가에 동반되어 유해한 조직반

응(가성종양)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빠른 삽입물 실패를 배

제 할 수 없게 된다. 메타 분석은 이 문제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적합하게 맞춰진 삽입물 부

품의 테이퍼 잠김의 기계적 특성에 관한 관련정보는 실험

실 연구에 의해 제공 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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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교육

그림1 : ″12/14″로 디자인된 다양한 테이퍼들

그림2 : 2a/2b : 삽입물 테이퍼의 특징

그림3 : 적합성 예 : 비슷한 12/14 테이퍼에 세라믹 대퇴 골두를 맞추었을 때의
입증되는 디자인의 차이

그림4 : 다양한 경부 길이들

12/14 S 12/14 M 12/14 L 12/14 XL

Source CeramTec

Source CeramTec

Source CeramTec

Source CeramTec

Abbre-

vlation

TGP

TGD

TA

TL

TCR

TSR

TS

TR

TGL

TED

TSCD

Taper gage plane

Taper gage diameter

Taper angle

Taper length

Taper chamfer/radius

Taper surface roughness

Taper straightness

Taper roundness

Taper gage length

Taper end diameter

Taper sharp corner dia.

Description

Cave : Collsion of

metal taper and ceramic

femoral ball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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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보

•단일, 표준화 된 주대 테이퍼는 없다.

•많은 주대 테이퍼는 "유로 테이퍼 12/14"라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일반적인 크기를 나타내고 있을 뿐, 다른 업체

의 인공 관절의 구성 요소와의 호환성에 대한 표시나 주대 테이퍼에 대한 정확한 제조업체의 사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로 테이퍼 12/14 또는 12/14 표준 테이퍼와 같은 용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대퇴골두와 주대 테이퍼의 호환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어 해설

유로 테이퍼

고관절 치환술에 없는 용어

테이퍼

원뿔 또는 잘린 원뿔모양의 기술적 요소

테이퍼 지름 / 원추형 테이퍼(예 12/14 또는 10/12 등)

두 직경 요소 사이의 결정되지 않은 최소 및 최대 테이퍼 직경의 둥글고 부

정확한 크기의 정의를 사용한 테이퍼의 간단한 특성

테이퍼 각도

원뿔 축 방향의 정확한 경사각

테이퍼 직경

원뿔의 정확한 공칭 직경 또는 측정 높이에서의 지름

대퇴골두 최소한의 정의

예: 32 12/14 M 0 5°46’란 다음과 같이 대퇴골두를 정의 하는 것이다.

•골두 직경 = 32mm

•테이퍼직경 :

•테이퍼의 시작 = 약12mm

•테이퍼의 끝 = 약14mm

•경부 길이 = M(중)

•테이퍼각도 =  5°46'

삽입물 제조사들은 삽입물의 특정 유형에 사용할 세라믹 대퇴골두를 만들어

야 한다.

직진도

축 방향의 원추형 표면의 곧음을 설명하는 용어

진원도

임의 단면의 둥근 정도를 설명하는 용어

표면 거칠기 / 구조

기술적 요소의 표면의 속성과 매개 변수를 설명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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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부품파손후

재치환수술시관절면조합의선택

20 교육

#2427 포스터가 2013년
10월 16-19일에 미국 Palm
beach에서 열린 26차 국제
인공관절 기술 학회 (ISTA)
에 게시되었다.

서론

임상 경험과 마찰학의 관점에서,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은

인공 고관절 전 치환술(THA)에서 세라믹 부품의 드문

파손 사례에서 최선의 치료 옵션이다. 파손된 세라믹은

작은 세라믹 조각으로 관절낭에 잠재적으로 남아 폴리에

틸렌 비구 라이너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목적

이 생체 외 연구는 세라믹 3차-체 파편이 존재하는 상태

에서 세라믹과 금속으로 만들어진 대퇴골두를 폴리에틸렌

라이너와 함께 테스트하여 마모 양상을 처음으로 비교한

연구이다. 세라믹 3차-체 파편에 의한 오염과 폴리에틸렌

라이너에 세라믹 조각의 삽입 및연속 탈구 진행을 파손

된 세라믹 부품의 재수술 후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설정하

여 시뮬레이션했다.

결과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라이너와 세라믹 대퇴골두를 사용

하였을 때 보다 금속골두를 사용한 경우 마모가 1,010배

이상 높았고, 고식적 폴리에틸렌 라이너와 세라믹 대퇴골

두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는 금속골두를 사용한 경우 560

배 이상 높은 마모가 관찰되었다. 세라믹 대퇴골두로 테

스트한 라이너의 표면 손상은 훨씬 적은 반면 금속 대퇴

골두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 기존 라이너 교차 결합 폴리

에틸렌 라이너는 선명하게 손상된 표면을 보였다.

토론과 결론

이 연구는 세라믹-세라믹 옵션을 추천하지만 세라믹-폴

리에틸렌 또는 세라믹-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관절면 조

합이 세라믹 구성물의 파손후 가능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라믹 관절 구성물품의 파손후 세라믹

대퇴골 두의 사용은 마모 현상과 3차-체 마모로 인한

마모 관련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 체외 연구 및

임상 소견의 결과에 기초한다면, 세라믹 파손후에 어떠한

폴리에틸렌 라이너 관절에서도 금속 대퇴골두의 사용은

금기가 된다.

재료 및 방법

알루미나 매트릭스 합성물 (AMC; BIOLOXⓇdelta,

CeramTec, 독일)로 만든 세라믹 대퇴골 두(Ø 32mm)와

폴리에틸렌및 교차 결합 라이너를 함께 테스트하여 동일

한 직경의 금속 대퇴골두(CoCrMo)와 비교하였다. 모든

PE 라이너는 임상에서 사용되는 것 처럼티타늄 6AL-4V

금속 외피 속에 원추형 고정으로 고정하였다. 테스트는 고

관절 시뮬레이터(EndoLab,독일)를 이용하여 ISO14242-1

을 기반으로 수행하였다. 약 지름 2mm(최대5mm)의 알루

미나 세라믹 파편(BIOLOXⓇforte, CeramTec, 독일)은

검사 전 PE라이너 안에 미리 지정된 주요 하중 전달영역

에 해당하는 특정 지점에 삽입되었다. 비구 라이너는 해부

학적으로 45°경사의 정확한 위치에서 테스트 되었다.

테스트 동안, 추가적인 알루미나 세라믹 파편을 시뮬레이

터 테스트실에서 사용된 테스트 액체(송아지 혈청)와 함께

관절내에 삽입하였다. 모든 표본은 5백만 사이클까지 시험

하였다. 재료의 표면 손상을 시각적으로 평가하였다. 대퇴

골두 마모는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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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골두 파손의 사례에서 금속-폴리에틸렌 관절로 치료.
세라믹 파손 후 금속-폴리에틸렌 관절의 사용은 금기이다. 세라
믹 파편은 관절면의 폴리에틸렌 삽입물 안에 들어가 금속 대퇴
골두의 심각한 손상과 금속증(metallosis)을 일으킨다. 

(출처 : Courtesy of Stephan Horn, MD,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at the Hospital Barmherzige
Bruder, Munich,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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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세라믹관절조합에서

금속이온방출이문제가되는가?

서론

BIOLOXⓇ제품중 최신 제품인 BIOLOXⓇdelta 는 균일하

게 분산된 zirconia입자와 strontium hexaaluminate 혈

소판을 함유하여 monolithic 알루미나에 비해 파손 인성

과 강도 그리고 마모에 대한 저항이 증가된 세라믹 복합

물질이다. 이는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260만 BIOLOX

Ⓡdelta 대퇴골두와 110만 라이너가 사용되었다. 

크롬과 코발트 금속 이온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금속-금속 관절면은 독성을 보여 왔다. 그러나, BIOLOXⓇ

delta도 알루미나 매트릭스의 trivalent aluminum ions

를 무작위로 대체하는 trivalent chromium ions 을 포함

하고 있다. 알루미나 격자에 강하게 결합됨에도 불구하고,

크롬 이온이 체내에 방출되는지는 아직 실험적으로 입증

되진 않았다. BIOLOXⓇdelta가 이온 방출 면에서 완벽히

생체 적합인 경우, 금속 기반의 관절면 조합에 우수한 대

안이 될 수 있다.

목적

이 연구는 환자의 혈액, 적혈구 및 소변을 분석하여 세라

믹 BIOLOXⓇdelta 관절면에서 크롬이온의 생체 내 방출

을 검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과거에 다른 형태의 크롬에 노출되었을 것이 배제된

BIOLOXⓇdelta-BIOLOXⓇdelta 관절면 조합으로 인공 고

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 받은 20명의 환자군과 인공삽입물

을이식하지 않은 21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혈액

샘플은 butterfly needle을 사용하여 요골 정맥으로부터

얻었다. 전혈, 혈청과 적혈구를 얻기 위해서 첫 혈액 샘플

3㎖는 버리고 다음 샘플을 사용하였다. 깨끗하게 받은 소

변 샘플(10㎖)은 일반적인 샘플포트에 수집되었다. 모든

샘플은 분석할 때까지 냉동되어 20°C에 보관되었다. 동적

반응 셀(DRC)을 탑재한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 분석기

가 측정을 위해 사용되었다. 검량선의 샘플 용액은 연동

펌프를 사용한 스프레이 챔버내로 주입하였다. 빈 샘플은

각 샘플의 모든 오염을 보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방법의

정확도는 혈액, 혈청 및 소변에 관한 G-EQUAS의 인증된

참고자료(환경 및 직업)에서 얻은 평균값에 기초하여 결정

되었다.

결과

환자그룹은 평균 59.9세, 평균 체중 71kg로 이 중 15명은

32mm 대퇴골두를, 5명은 36mm대퇴골두를 사용한 10명

의 여성과 10명의 남성으로 구성되었다. 추시는 6개월부터

63개월이후에시행됐다.

대조군은 어떤 삽입물도 없는 평균 57.2세, 평균체중75kg

의 7명의여성과14명의남성으로구성되었다.

환자군의 크롬 이온 값: 평균혈중 0.21㎍/L (표준 편차

0.09), 혈청 0.21㎍/L (표준 편차 0.12), 표준적혈구 0.13㎍

/L (표준 편차 0.09) 및 소변 0.12㎍/L (표준 편차 0.13). 

대조군의 크롬 이온 값: 평균혈중 0.22㎍/L (표준 편차

0.14), 혈청 0.17㎍/L (표준 편차 0.08), 표준 적혈구 0.13㎍

/L (표준 편차 0.11) 및 소변 0.07㎍/L (표준 편차 0.08).

실험실 기준 값은 혈액 0.1 ~ 0.5㎍/L, 혈청 0.1 ~ 5.0㎍

/L, 표준 적혈구 0.14-4.58㎍/L 및 소변 0.05-2.2㎍/L 이

었다 (그림. 1a-d).

결론

환자 및 대조군의 모든 혈액, 혈청, 소변 및 적혈구(marker

for hexavalent chromium)샘플은 실험실에서 시행한 분

석에서 내부 기준의 범위 내의 크롬 수준을 포함하고 있었

다. 통계 검정 분석상 의미가 있었다(95%).이 연구는

BIOLOXⓇdelta 세라믹이 이온 방출의 측면에서 완전히 안

전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는 금속 관절면 조합에 대한

우수한대안이다.

•크롬이온

•세라믹

•ICP-MS

•마찰학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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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전혈에서의 크롬 농도

환자 대조군

환자 대조군

환자 대조군

환자

그림1 : 환자와 대조군 모두에서의 전혈(a), 적혈구(b), 혈장(c), 소변(d) 크롬 농도는 연구실

에서 분석을 위해 설정한 참조 범위내에 있었다.

대조군

적혈구에서의 크롬 농도

혈장에서의 크롬 농도

소변(표준화된)에서의 크롬 농도

Laboratorio di TecnologiaMedica in

Bologna 

이탈리아 Bologna의 Laboratorio di Tecnologia Medica

(의료 기술 연구소)의 임무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 진단,

치료, 모니터하거나회복시키는데도움이될수있는모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 검증, 임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다.

정형 외과의 외상 및삽입물수술과 고관절과슬관절삽입물

재치환부서가함께Aldo Toni 지휘하에임상과연구실험

실을구성하였다. 

연구소는연구자뿐만아니라대학원및학부생을포함한약

40명의직원들로구성되었다. 연구소는 5개의연구부서로

구성되었다. Susanna Stea 박사가 이끄는 생물학 부서는

Rizzoli 연구소의내부와외부의다른연구소와협력하에다

음항목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SEM-EDS 및 형태학적 분석을 이용한 삽입물이 있는

환자의조직및활액내부의마모입자의분리

•삽입물이 있는 환자 머리카락에 ICP-AES를 이용한

금속이온양측정

•골조직형태측정

•삽입물이있는환자의활액내사이토카인양측정

•삽입물주위의연부조직의조직학-마모의정량평가

•생체외폴리에틸렌표본의결정도및산화도의정의

•건강하고병적인골 조직의 미세강도평가및 삽입물과

관련된다른생체적합물질

•골항상성의체내평가를위한골세포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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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치환술시금속삽입물과

관련된병소의치료에서관절면교체

by Sylvia Usbeck

지난몇년간고관절치환술에서금속(CoCrMo)과연관된넓은스펙트럼의병리소견이제시된사례보고가

증가되고있다. 잘시술된고관절치환술주변의설명할수없는통증이나부종을조사할때외과의사는합

병증의가능한원인으로서이를인지하고있어야한다. 그러나, 증례보고의대부분은금속또는폴리에틸렌

파편의존재와양을측정하거나분석하지못하였고연구에한계를드러내고명확한결론을내리지못하였다.

당뇨병, 자가면역장애및낮은pH 값과관련된기타염증성질환과같은고혈당으로인한국소환경조건의

변화또는pH 값변경으로영향받는금속삽입물의부식작용에기여하는발병환자유발요인은아직조사되

지 않았다. 이는 이미 최근 발표된 치과 삽입물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금속 파편 부작용, 부식 현상, 삽입물

알레르기반응및인공관절의삽입물주위감염을일관성있게고려하고환자-개인별요인에관심을가져야

한다. 문제의복잡성때문에, 필수적인지식의확장을위하여의학, 치과및재료과학의다양한전문분야의

전문가들사이의협력이있어야한다.

증례 보고

금속-교차 결합 폴리에틸렌과 금속-폴리에틸렌 고관절 전 치환술과 관련된

병소치료에서 관절면 교체

Mao 등 (호주)은 잘 고정 된 무시멘트 금속-교차 결합 폴리

에틸렌 고관절 전 치환술(32mm 골두 직경) 7년 이 지난

71세 여자 환자에서 대전자부 가성종양 진단했다. 대퇴골

두-경부 접합에서 명확한 표면 부식이 발견 되었다. 액체로

가득 찬 길이 20cm 대전자부 점액낭종이 수술 중 발견되

었다. 

환자의 삽입물은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조합(32mm 골두

직경)으로 성공적으로 교체 되었다. 수술 후 합병증은 없었

다. 저자는 현재 환자가 증상이 완전히 없음을 보고했다.

환자는 이후 점액낭종 재발없이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통증

이해소된상태이다.

Scully 등 (미국)은 수술전증상, 잘 고정된하이브리드금

속-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고관절 전 치환술(32mm 골두 직

경)과 관련된염증성가성종양의영상결과및수술소견을

기술하였다. 술 후 2년에서 약 7년 동안, 80세 남자 환자는

오른쪽 둔부에 서서히 악화되는 통증과 대 전자부 근처에

부드러운 조직이 서서히 발생됨을 호소했다. 이학적 검사와

metal artifact reduction sequence MRI에서 허벅지 전

외측 연부 조직의 부드럽고 큰 종괴와 액체 축적을 나타냈

다. 수술 중 전 고관절낭, 단 외회전근 및 중둔근 근육 힘줄

부분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직 괴사 소견이 나타났다. 비구

와 대전자에서 공동 병변이 있는 괴사골이 발견되었다.

저자는 두-경부 교차점에서 부식을 관찰했다. 수술 중 관절

경 영상에서 금속 대퇴골두 내에서 trunnion을 따라 표면

부식과 파편이 관찰되었다. 관절낭과 짧은 외회전근에서 손

상이 발견되어 최소 봉합을 실시하였다. 금속 대퇴골두

(32mm)는 세라믹 대퇴골두(BIOLOXⓇdelta, 36mm)로 교

체하고,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인서트도 교체하였다. 저자는

환자의 수술 전 증상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고했다. 환

자는지속적인탈구문제가있어, 추후 constrained 라이너

로재치환수술을시행할예정이다.

세라2014-5월신규도큐  2014.5.13 10:55 AM  페이지24   더나은-정 



25

증례 보고

금속-금속 고관절에 관련된 병소의 치료를 위한

관절면 교체

Walsh 등 (캐나다)은 ALVAL과 일치하는 조직 병리학적 변

화와 관련된 무시멘트 금속-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고관절

전 치환술(36mm 골두 직경)을 따라 발생하는 전형적인 골

반 외 염증성 가성 종양을 발표하였다. 저자들은 원인으로

서금속-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관절면 조합에 대한 과민 반

응을 확인했다. 수술 받은 지 약 2년 된, 동반 질환이 있는

79세 남자 환자는 왼쪽 둔부에 통증을 동반하는 종괴, 식욕

부진 및 체중 감소를 호소했다. 영상학적 검사상 비구컵의

이동이나 주목할 만한 마모의 증거는 없었다. 경사도 46°전

염각은 24°였고 주대의 전염각은 15°로 측정되었다. 연부

조직의 생검이 실시되었다. 염증성 가성 종양과 재치환 수

술을 받은 환자의 병리 결과가 일치했다. 저자는 비구컵이

잘 고정되어 있었고 주대의 테이퍼도 손상되지 않았다고 보

고했다. 금속-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관절은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조합으로 대체되었다. 제거된 금속 대퇴골두와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인서트는 어떤 이상 마모 흔적도 없었다.

수술 후 합병증은 없었고 환자의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다.

1년 후 추시상, 환자는 술 전 증상이 완전한 해결되었다고

하였다.

Picardo 등 (영국)은 금속-폴리에틸렌 가성종양을 ALVAL

의 병리학적 특징으로 설명했다. 이들은 무시멘트 금속-폴

리에틸렌 고관절 전치환술(28mm 골두 직경)이 시행된 지

5년 만에 골반으로 퍼지는 가성 종양이 발생된 71세 여자환

자의 증례를 보고했다. 가성 종양은 대퇴정맥을 압박하여

심부 정맥 혈전증을 야기했다. 임상 소견상 서혜부 통증,

3cm의 하지 부동 및 보행 가능 거리를 감소시킨 촉지 가능

한 종괴가 관찰되었다. X-선상 삽입물 해리의 소견은 보이

지 않았다. MRI에서 4.3cm x 5.2cm 크기의 삽입물 주위

종괴가 관찰되었다. 생검상 대식 세포와 림프구가 침윤된

괴사 조직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재치환 수술을 받았다.

수술 중 다량의 고밀도, 황-회색의 염증 조직이 고관절과

비구컵 주위로 확장되는 소견이 보였다. 저자는 폴리에틸렌

인서트의 일부 마모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병리검사상

금속 마모 입자는 관찰되지 않았다. 저자는 환자가 정상적

인 양의 금속파편에 과민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

하였다. 종괴는 제거되었고 생검상 가성 종양과 일치하는

소견이 나타났다. 비구컵을 교체하고, 금속-폴리에틸렌 관

절면 조합은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조합(40mm 골두 직경)

으로 재치환 되었다.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조합으로 합병

증 없이 재치환 수술을 시행되었고 증상도 해소되었다. 합

병증없이수술되었고증상은해결되었다.

저자는 환자의 회복이 순조로웠다고 보고했다. 환자는 어떤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없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세라믹-

세라믹고관절전치환술이문제를해결한것같다.

Algarni 등 (캐나다)은 금속-금속 고관절 전 치환술(28mm

골두 직경)을 시행 5년 후 요장근 활액낭의 낭포성 병변이

발생한 59세 여자 환자의 증례를 보고했다. MRI에서 대퇴

정맥을 압박하는 9cm X 4cm X 4cm 크기의 요장근 점액

낭의 낭종이 관찰되었다. 천자액에서 높은 수준의 크롬(83μ

g/g)과 코발트(17μg/g) 금속 이온농도를보였다. 이러한소

견들과 비구컵의 이상 위치에 의한 모서리 부하와 과도한

금속 파편에 기초하여, 저자는 금속파편에 의한 염증 반응

을원인으로제시하였다. 수술 중 심하게충혈되고, 금속-착

색된 활막 및 회백색의 액체가 발견되었다. 대퇴 골두-경부

접합부 부식의 증거는 없었다. 저자는 환자가 유체 배액, 적

극적인 활막 절제술 및 부분낭 절제술을 받은 것을 보고했

다. 제거 된낭종의조직학적검사상 ALVAL과 이물질에대

한 고전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이상위치 비구컵을 제거하고

금속-금속 관절면 조합은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조합

(BIOLOXⓇdelta) 으로 교체한 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수

술 후 환자의 술 전 증상은 완전한 해소되었다. 1년 후 추시

상, 환자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징후 없이 정상적으로 회

복되었다.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으로 재치환하여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고 6개월후MRI에서가성종양의섬유화가관찰

되고증상도소실되었다.”

- Picardo 등, p.764

"본 증례의 경우, 저자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의 환자

란 점과 향후의 크롬과 코발트 금속 입자와 이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속-폴리에틸렌 보다

세라믹-세라믹관절면사용을선호하였다."

- Algarni 등, p.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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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공삽입물병리

Kemp 등 (영국)의 보고에서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

물을 큰 직경의 세라믹-세라믹 하이브리드 고관절 치환물

로 재치환을 시행했을때 임상적으로나 차후의 MRI 상 신

속한 임상 증상 해소로 귀결되는 연부 조직 반응을 보이는

가성 종양의 형성 세 증례를 기술하였다. 모든 증례에서

병리학적으로 ALVAL로 진단되었다.

49세 여자 환자가 금속-금속 표면 치환술 6년 후 왼쪽 허

벅지의 표피 조직에서 무통의 2cm X 8cm 연부조직 종괴

를 보였다. 수술 중 커진 점액낭, 두꺼워진 요근건과 주대

해리가 관찰되었다. 병변의 광범위한 변연 절제술은 시행

되지 않았다. 금속-금속 표면 치환물은 세라믹-세라믹

하이브리드 고관절 전 치환술로 재치환되었다.

52세 여자 환자가, 금속-금속 고관절 치환술 6개월 후 18

개월 동안 지속된 요근 충돌로 오른쪽 서혜부, 둔부 및 대

전자부 지역에 통증이 발생하였다. 수술 중 장요근을 포함

하고, 골반으로 확장된 큰 가성 종양과 주대 해리가 관찰

되었다. 연부 조직 종괴의 제한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금

속-금속 고관절 치환술은 세라믹-세라믹 하이브리드 고관

절 전 치환물로 재치환되었다. 수술 후 6개월, MRI에서

둔부근육의 위축은 보였으나 식별 가능한 병변은 없었다. 

58세 여자 환자가 금속-금속 고관절 치환술 63개월 후

왼쪽 고관절의 심한 통증과 서혜부의 큰 부종이 발생했다.

MRI에서 8cm X 5.5cm의 격벽 낭성구조가 관찰되었다.

환자는 일차 수술 66개월 후 재치환 수술을 시행 하였다.

수술 중 액체로 찬 괴사 종괴가 고관절 앞쪽, 대퇴신경 아

래에서 허벅지의 안쪽 면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 관찰되

었다. 금속-금속 고관절 치환술은 세라믹-세라믹 하이브

리드 고관절 전 치환물로 재치환되었다. 서혜부의 부종은

해소되었고, 수술 11개월 후, MRI에서 병변의 크기에 상당

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제한된 변연 절제술이 모든 증례에서 재치환 수술 동안 시

행되었다. 환자의 이전 삽입물은 세라믹-세라믹 하이브리

드 고관절 치환물로 대체되었다. 빠른 임상적 부종 해소가

모든 증례에서 관찰되었다. 거대한 가성종양이 골반으로

퍼진 52세 여자 환자가 점진적인 해소를 경험하였고 병변

도 사라졌다. 저자는 비교적 양성인 낭포성 부종에서 골

용해 및 광범위한 조직 괴사에 이르기까지 병변의 심각도

에 대한 명확한 진전을 지적했다. 그들은 초기 단계에서,

금속-금속 관절면 조합을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조합으로

대체할 때 연부 조직의 변연 절제술에 대한 보존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회복 시간을 줄이고 적절한 옵션이

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Rajpura 등 (영국)은 ALVAL 때문에 실패했던 금속-금속

고관절 삽입물(주로 표면 치환물)을 시술받은 13명 환자

(남성8명, 여성5명)의 증례를 기술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연부 조직 파괴의 정도가 재치환 수술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골 결손보다 연부 조직의 결손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일차 수술시 환자의 평균 연령은 56(22-67)세였다. 평균

추적 관찰은 수술 후 21(12-40)개월이었다. ALVAL의 진

단은 병리학적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환자가 원인 불명의

서혜부 통증을, 4명은 대 전자부영역에서 거대한 종괴를,

1명은 재발하는 큰 점액낭의 부종을, 3명은 "grinding",

"locking" 및 "grating" 등의 기계적 현상을, 3명은 재발하

는 탈구를, 1명은 좌골신경 마비를 경험했다. 방사선학적

검사상 비구컵 해리가 3명의 환자와 경부의 얇아짐이 2명

의 환자에서 보였다. 수술 중 광범위한 연부 조직의 괴사

(6명), 점액낭의 부종 및 크림-갈색 액체가 관찰되었다. 연

부 조직의 파괴는 6 명에서 발견되었다. 골 용해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모든 환자에서 눈에 보이는 금속 파편은

관찰되지 않았다. 저자는 수술결과가 전형적이고 증상이

일반적으로 관절면 표면을 교환한 후 해결된 것을 지적

했다.

재치환술은 수술 후 평균 45(15-87)개월에 시행되었다.

12명의 환자는 고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 받았고 한 환자는

외전근의 괴사와 광범위한 점액낭 부종으로 인해 가관절

증이 발생하였다. 저자는 금속-금속 관절면 조합은 재치환

술의 경우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을 강조했다. 그들은 이

상위치나 충돌로 인해 ALVAL이 발생한 경우 코발트와 크

롬에 대한 과민반응을 배제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조합(36mm 골두직경)은 10명에게

금속-폴리에틸렌 관절면 조합은 2명의 환자에게 사용되었

다. 모든 환자에서 고통이 즉시 완화됨이 보고되었다.

저자는 5명의 환자가 여전히 약간의 잔여 통증을 겪고 있

다고 지적하지만, 수술전의 상황보다는 확실히 나아졌다고

했다. 수술후 합병증은 더 이상 없었다. 저자는 광범위한

연조직 파괴의 경우 장기적인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결론

지었다.

Werle 등 (캐나다)은 양쪽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

을 시행한 45세 여자 환자를 보고했다. 저자는 좌측 고관

절에서 활동성 제한과 왼쪽 허벅지에 서서히 증가되는 부

종과 통증을 호소했다. 실험에서 요건염이나 충돌의 징후

가 보였다. MRI에서 좌골신경의 감각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좌골신경을 둘러싸는 18cm X 9cm X 5cm의 가성

종양 형성이 관찰되었다. 삽입물을 교환하고 가성 종양을

절제함으로써 치료되었다.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물

은 세라믹-세라믹 고관절 치환물로 재치환되었다. 저자는

환자의 우측 고관절의 금속-금속 표면 치환물은 제대로

기능하며 수술전 증상이 완전한 해결되었고 금속이온 수

치가 기준치로 돌아갔음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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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연구

발달성고관절이형성증(DDH) 환자에서

2,395례의Hard-on-Hard 관절면의생존률분석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는 젊고 활동적인 환자라

도, 마모라는 관점에서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조합이

고관절 치환술의 내구력을 증가시키는 기본이 된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는 환자군에서 세라믹-

세라믹 관절면 조합을 연구한 많은 케이스로부터 도출

된 중,장기간의 연구결과에 대한 과학적 논문들은 오

직 몇 편밖에는 없다.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2013년

10월 25일 베를린에서 열린 German Congress of

Orthopaedics and Trauma Surgery(DKOU)에서

의학박사 Atsushi Kusaba에 의해 발표되었다.

DKOU의 회장은 그의 발표를 그 세션의 하이라이트

로 인정했다. 

요약

쟁점

결과 및 결론

방법

오늘날까지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는 젊고 활동적인

환자들에서 무시멘트 일차 고관절 전치환술의 중,장기간의

데이터는 별로 없다. 골용해 속도의 감소와 임플란트의 연

장된 수명을 기대하며, hard-on-hard 관

절면 조합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재치환

과합병증의비율을분석하는것이다.

hard-on-hard 관절면 조합을 사용한

2,395명의 무시멘트 고관절 전치환술 환자

군의 임상정보와 방사선적 결과들을 분석했

다. 1997년부터 2012년 동안 1,879명의 환

자들이 수술을 받았다. 산화 알루미늄 세라

믹으로 만들어진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조

합은 1,814개의 고관절 (1,772명의 고관절은

28mm, 42명의 고관절은 32mm, BIOLOXⓇ

forte, CeramTec GmbH)에 사용되었다.

2011년 이후 혼합 산화 세라믹으로 만들어

진세라믹-세라믹 관절면조합은 29개의 고

관절환자군에사용되었다. 저 탄소금속-금

속 관절면 조합은 479개의 고관절에, 고 탄소는 73개의 고

관절에 사용되었다. 수술시의 환자군의 평균 연령은 57세였

다. 평균 추시기간은 5.3년이었고수술전진단은발달성고

관절 이형성증이었는데 그 중 155명은 골 절제술에 실패한

경우였고 (그림 1) 47건은 선천성 고관절 탈구인 경우였

다 (그림 2). 재치환술 생존률은 Kaplan-Meier

method와 log rank test로 확인하였다.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조합을 시행한 환자군에서 골용해는

방사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고 탄소 금속-

금속 관절면 조합으로 수술받은 1건(1.4%)과 저 탄소 금속-

금속 관절면 조합으로 수술한 40건(8.4%)에서 골용해가 관

찰되었다.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조합를 한 2건(0.1%)에서

는 적절치 못한 기구사용으로 인해 세라믹 삽입물이 파손되

었다. 

저 탄소 금속-금속 관절면 조합으로 수술받은 24건(5.0%)

그림1 : 술전 진단 : 155례의 실패한 골 절제술.

그림2 : 술전 진단 : Crowe IV(47 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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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금속증이나 과민반응, 골용해와 같은 합병증으로 인

해 재수술이 필요했다. 금속증으로 인해 1건의 재수술에서

한쪽 고관절은 고 탄소 금속-금속 관절면 조합으로 수술하

였다. 5년후 생존률은 세라믹-세라믹 관절면과 고 탄소 금

속-금속 관절면 조합에서는 100%였고, 저 탄소 금속-금속

관절면 조합에서는 99.8%로 산출되었다. 10년 후 생존률의

경우는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은 99.4%, 금속-금속 관절면

조합에서는 96.4%, 저 탄소 금속-금속 관절면 조합에서는

96%였다. 14년 후에는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은 98.2%,

고 탄소 금속-금속 관절면 조합에서는 96.4%, 저 탄소 금

속-금속관절면조합에서는 80%였다.

세라믹-세라믹관절면조합에서만인공물주위의골용해현

상이 실패의 원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 추가

적인장기추적결과는아직진행중이다. 

그림3 : 골용해는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조합의 실패의 원인으로 보여지지 않았다.

Atsushi Kusaba MD, PhD

그는 일본의 Ebina 종합

병원의 관절 치환술 및 류

마티스 부서의 소장이다.

일본 류마티스 학회의 자문

의사이자 이사로 일본정형

외과 학회의 Specialty

Board Certification을 보

유하고 있다.

Kusaba는 DGOOC와 ISTA의 멤버이다. 또한 독일

정형외과 협회에서 매년 열리는 회의에서 프레젠테이

션하는 일본의 유일한 외과의사이기도하다. 그는 자국

의 많은 발간물외에도 독일어와 영어로 된 5편의 책과

45편의 원저를 출간하며 127번의 프레젠테이션을 하

였다. Kusaba는 일본과 독일의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고관절 치환술에서 그는 Crowe IV 이형성증,

재치환등과 같이 매우 어려운 케이스에서도‘관절면

조합’을우선하는것이다.

ˇ

ˇ

ˇ

세라2014-5월신규도큐  2014.5.13 10:55 AM  페이지29   더나은-정 



30 Heinz Mittelmeier 연구상수상

세라믹-세라믹관절면조합의마모연구에대한

Heinz Mittelmeier 연구상수상

캐나다 Winnipeg의 Concordia Joint Replacement Group (CJRG)의 생마찰

학 팀의 기술 이사인 Jan-M. Brandt 박사는 독일 정형 외과 및 외상 회의

(DKOU)에서 2013년 10월 25일 Heinz Mittelmeier 연구상을 수상했다.

그는 그의 연구 "현대 세라믹-세라믹 고관절 전치환술의 임상적 실패의 분석"으로 독일 정

형 외과 및 정형 외과 수술협회(DGOOC)에서 수상하였고 상금으로 CeramTec 이 기증한

5,000유로를수여받았다. 

연구의 주제는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조합(BIOLOXⓇdelta and BIOLOXⓇforte,

CeramTec, GmbH)과 고관절 전 치환술의 생체 내 마모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브

란트와 그의 연구팀은 34건의 적출된 삽입물을 분석했다. 그는 경사각이 너무 크면 직선

마모가 발생된다는 것과 최고의 윤활 상태가 금속 변환에 의해 음성적 영향을 받을 수 있

다는결론에도달하였다.

생체 내 마모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의 실패한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조합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34건의 제거된 삽입물 표면 변화, 거칠기와 진원도의 측정 및

전자현미경평가로써정량적평가를포함하여분석하였다. 

세라믹 대퇴골두과 인서트에 대한 표면 변화의 정도는 이식 기간과 상관관계를 가졌다.

세라믹 대퇴골 두의 선형 마모는 금속 전이및 접착 마모(줄무늬 마모)의 정도와도 상관 관

계를이뤘다. 컵이 경사각〉 45°로 이식된경우세라믹인서트표면변화가 2.2 배 더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컵 경사각 〈 45°일때 세라믹 대퇴골두의 선형 마모율은 25.5±21.3μ

m/년 이었다. 이 선형 마모율은 컵 경사각 ≤45°일때4.2 ± 2.3μm/년의 선형 마모율보다

6배 더 컸다.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조합 위로 금속 전이가 나타나면 높은 경사각시 최적

의윤활상태를감소시키고접착마모(줄무늬마모)로 이어질수있다.

10년 넘는 기간 동안, Orthopedic Innovation Centre (Winnipeg, 캐나다)에서 815명의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조합(BIOLOXⓇforte)을 시술하였다. 이 코호트에서 9명의 환자가

재치환술을 받아 생존률은 98.9%에 해당되었다. 그러므로,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조합은

젊고활동적인환자에대해계속안전옵션이될것이다.

요약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현대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조합의 임상 실패 분석

Jan-M. Brandt박사는

2009년 부 터 캐 나 다

Winnipeg Concordia

인공관절그룹(CJRG)의 생

마찰학팀의기술 담당 소장

으로 재직중이다. 2009년

에 그는 인공 무릎 관절의

마찰 특성에 대한 논문으로

캐나다 Waterloo 대학에서

박사학위를취득했다.

Brandt는 캐나다정형외과협회의멤버이고, Manitoba

대학 외과의 부교수이자 캐나다 Winnipeg 정형 외과

혁신 센터의 기술 컨설턴트이다. CJRG의 생마찰학팀

은 엔지니어링 과학 연구를 기반으로 의료 기술의 개

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형 외과 혁신 센터(OIC)와

협력 덕분에, CJRG는 이러한 추출된 삽입물과 분석

실험실 시뮬레이터, FEA, 신속한 프로토타이핑과 측정

장비등의최첨단시설을이용할수있다.

ˇ

ˇ

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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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TIPS 

세라믹 삽입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포켓 가이드 및 전자책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에 관한 국제 합의 회의 proceedings

근골격계의 감염 : 원칙, 예방, 진단과 치료

Seminars in Arthroplasty, Issue 4/2013

일차 수술에 세라믹 삽입물을 다루는 임상 가이드를 Springer에서 2014

년 4분기에발간될것입니다.

이 포켓 가이드는 포괄적인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하고 싶은 정형 외과

의사를대상으로합니다.

전 세계 400명 이상의 정형 외과 의사가 Javad

Parvizi, MD, PhD, FRSCS(미국)와 Thorsten

Gehrke MD, PhD(독일)를 위원장으로 2013년 7월

31일과 8월 1일에 필라델피아(미국)에서 열린 삽입

물주위관절감염국제합의회의에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삽입물주위감염에대한예방, 진단및

치료에 대한 현재의 지식과 이 분야에서 달성된 결과에 대해 체계적인

요약을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스위스 정형 외과 및 외상학 학회

는 감염 질환에 대해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미생물 학자들로 분야를 아울러 협력

하는 "근골격계의 감염"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습

니다. 

2013년부터, 이 그룹은 간결한 참조물을 교육을

위한 도구 및 중요한 상황에 대한 가이드로서

모든 정형 및 외상외과의와 감염 질환 전문가들

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라인은 중요한

정보가 구체적인 경우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상황에 어떤 치료가 권장되는지 표시합니

다. 근골격계 감염의 원칙, 예방, 진단 및 치료

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감염의 치료에서의

일반적인 오류를 명확하고 간결한 형식으로 설

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 라인에서는 환자에

게 양쪽의 전문 집단의 전문가들에 의해 권고되

는 정형 외과의와 감염 질환 전문가의 긴밀한

관절 치환술 세미나(편집자 Dr. Seth Greenwald)

저널은 인공 관절 치환술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현재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2013년 4분기의 이

슈는 세라믹에 대한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삽입

물의 선택과 고관절 전치환술의 결과에 대한

BMI/체중의 영향 문제와 부식, 임플란트 병리,

삽입물 알레르기 문제등 전치환술의 쟁점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두 전문가 협회의 전문가들의 권고로

서, 이 책은 환자의 침상에 명백해지는 정형 외과 및 감염증 전문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포켓북은 현재 독일어로만 제공하며 "전염성 질병 여권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켓북의 사용 및 공급원은 모두 책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골격계의 감염"의 영어 버전은 올해 유럽에 출판될 것입니다.

포켓 가이드는 도움 가이드로 디자인되었고 명확하고 압축된 형식으로

정보를 제시하고 일차 수술 치료의 세라믹 삽입물 처리를 위한 중요한

팁을포함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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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세라뉴스

라틴 아메리카 CCJR 회의: 계속되는 여정

논문 모집 안내

세라뉴스는 정형외과의에게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보 제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

다. 1년에 2회 출간되며 1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20,000명 이상이 구독하고 있

습니다. 2014년부터 새롭고 현대적 레이아웃으로 출간되며 디지털 형식으로도 제

공될 것입니다. 문헌에 추가적인 비디오, 사진 갤러리, 애니메이션과 같은 멀티미

디어 옵션이 보충될 것입니다. 

인공 관절 감염에 대한

학제 간 워크샵

33차 유럽 골 관절

감염 학회(EBJIS)

EFORT 마찰학의 날

PRO-IMPLANT 재단(베를린 Charite 의과 대학)

삽입물 주위 감염에 대한 진단에서 의료 및 수술 치

료에 이르는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룰 2014년 3학

제간 워크샵(영어)을 기획하고 있다.

이 과정은 전문가의 프리젠테이션, 상호 케이스 토

론과 실제 실습 워크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럽

삽입물 코호트 연구회(EICS)도 참석합니다.

코스날짜 : 2014년 3월 20-21일, 

코스날짜 : 5월 15일-16일, 9월 18일-19일

장소 : 독일 베를린

학제간 제 33회 EBJIS회의(네덜란드,Utrecht,

2014년 9월 11-13일)는 감염의 원칙, 진단 및 치료

뿐만 아니라, 생물막 및 미생물학 등의 근골격계의

감염에 관한 최근의 쟁점을 다룰것입니다.

Karl Knahr, MD가 조직위원장인 마찰학의 날은

제15회 EFORT 의회(런던 2014년 6월 4-6일)중

6월 4일에 개최된다. 이벤트의 초점은 삽입물 재료

뿐만 아니라 고관절과 슬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의

마모 문제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CCJR이 2014년 9월 17-20일에 브라질 Iguassu Falls에서

개최됩니다. BIOLOXⓇ 아카데미가 Javad Parvizi, MD, PhD, FRCS에 의해 주

재되는 이 관절면 심포지엄을 후원할 것입니다. 

독일 정형외과 학회(DGOOC)는 2014년에 5,000 유로의 부상과 함께 Heinz

Mittelmeier 연구상을 시상할 것입니다. CeramTec GmbH의 후원을 받는 연구

상은 지난 40년간 바이오세라믹 및 인공관절 전치환술 마모와 관련된 문제는 물

론 세라믹 삽입물의 임상 결과와 관련된 탁월한 연구성과를 발표한 임상의, 공학

자, 과학자들에게 수여되어 왔습니다. 

DGOOC에 대한 논문 제출 기한은 2014년 8월 31일입니다. 시상은 2014년 10

월 28-31일에 베를린에서 열릴 독일 정형외과 외상학회의 연례회의(DKOU)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NNOUNCING

최신 뉴스 CONGRESSES & WORKSHO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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