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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비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은 2014년도에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남아있으며, 비용 증가 문제는 의료의 모든 분야에 산재해 있습니다. 인공관절치환술

에서 의사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러한 사실은 의사들이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더없

이 무거운 부담요소로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행하고 싶어하지만, 동시

에 의료비용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분야의 의료체계에서 일하고 있든지, 당신이 내

린 결정에 대한 단기, 중기, 혹은 장기간의 결과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가 이러한 

평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는 기구 및 삽입물 조합 선택에 대한 구매자의 비용이고, 다른 하나

는 이러한 선택에 따른 환자에 대한 가치입니다. 다른 모든 요소에 있어서 우리들은 점점 더 통찰

력 있는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의료분야 소비에 있어서는 크게 뒤쳐져 있습니다. 

의료 구매자는 최근 공급자에게 기구 비용 절감을 강하게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수명은 더욱 길어졌고, 그래서 의료 선택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졌으며, 그러한 선택은 환자들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수명 연장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기구 비용 문제는 중요한 

일입니다. 특정 삽입물 조합을 선택할 때 의사와 그의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몇몇 요소들에 대

한 정보를 CeraNews 이번 호를 통해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인공관절치환술 산업/등록 컴플레스’ 는 삽입물 생존률을 실측 자료 및 시멘트 위

에 고정한 사례로 규정하고, 이를 등록하는데 매진함으로써 기능성의 단순화를 지지해왔습니다. 시

멘트 인공관절치환술 후 모든 이들이 이에 대하여 만점의 점수를 주었으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동일한 ‘산업/등록 컴플렉스’는 인공관절치환술의 실패 사례들을 수집

하고 실패를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장기 결과들이 있고 재치환 할 필요가 있는 관절은 

실패 사례로 간주되지만, 반면 삽입물 주위 골절에서 삶의 질을 위해서 긴 금속판과 상당한 정복

을 시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주대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떠한 등록 기관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등록 기관들의 결론들은 항상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정한 시각을 통해 본것만 보

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형외과의사와 환자들로 구성된 의료시장이 이러한 결론에 큰 관심을 기

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삽입물 고정과 관련해서 보면, 등록 기관들은 

시멘트를 선호하지만 반면 의료시장은 이 시멘트로부터 점점 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의 전 세계 정형외과의사들과 환자들이 등록 기관들의 데이터를 통하여 무시멘트 삽입물 고정이 실

제로 더 효과적이고 더 안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인공 관절면 선택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라믹-세라믹 관절과 

세라믹-폴리에틸렌 관절이 지금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형외과의사와 환자 모두 

저렴한 관절 조합을 이용하면 비용은 조금 줄어들지만, 인공관절 치환술 후 첫 10년동안에는 큰 문

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공관절의 궁극적인 고정 기간은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

기 때문입니다. 환자와 의료 서비스 공급자에게 있어서, 수술로 인하여 환자의 일생 동안 큰 치료 

비용이 예견된다면 경제적으로는 잘못된 것 입니다. 

운동을 한 후 대퇴부와 서혜부에 발생한 통증은 등록 기관에서 반드시 기록하는 증상들은 아닙니

다. 이번 호에 실린 Harry Rubash의 논문에서는 그 동안 존재했으나 한동안 무시했던 증상인 서혜

부 통증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통증은 삽입물을 삽입할 때 정형외과의사가 저지른 실수때문일

까요, 아니면 대퇴 주대 길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생체 마모적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일까요?

보스턴 Orhun Muratoglu 그룹의 논문에서는 인공 대퇴골두의 날카로운 경계에 연조직이 충돌함으

로써 발생하는 서혜부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퇴골두의 디자인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

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큰 직경으로 구성된 금속-금속 또는 금속-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관절들이 

이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힘줄들과 다른 연부조직들을 위해 설계된 이 매력적이고 부드러

운 곡선은 특히 메탈-폴리에틸렌 같이 습윤성이 낮은 관절 조합들에서 체액의 고임현상을 개선시

키는 뛰어난 생마모적 수행 능력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관절 조합이 이미 친수성이 매우 높은 상

태인 경우, 더 작은 세라믹 관절들로 구성된 생물학적 시스템에서도 이 효과가 주목할 정도로 발휘 

초대 논평

친애하는 독자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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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될 것이며, 거시적인 시점에서는 생마찰학에도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마찰학 역시 또 하나의 핵심 요소입니다. 관절 소재 성분들 역시 뮌헨 출신의 Burkhard Summer의 

논문의 저변에 기술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Summer는 인공관절치환술에서 특정 입자에 대한 인간 면

역 체계의 다양한 반응들과 그러한 면역 반응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화제가 되는 내용으로 이번 논문에서 우리는 이 반응상태의 주된 특징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

고, 이 반응상태들을 어떻게 정량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반응상태는 가변

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한 부분에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일반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면역 체계는 세라믹 입자들에 대한 반응과는 분명히 다르게 금속 나노 입자나 이온에 대해서 

반응하며, 이러한 점들이 세라믹이란 소재를 훨씬 더 매력적인 인공 관절 소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 세포들이 마모 입자들에 대하여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일 경우, 인간의 진핵(eukaryotic) 세포들

과 박테리아의 원핵(prokaryotic) 세포 들 간의 상호 작용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삽입물이나 혼합

물들이 추가될 경우 이들의 상호 작용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마모 입자들은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삽입물들에 바이오필름이 더 잘 유착하도록 만드는 표면 특징일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여러분은 이와 더불어 환자들에게 감염이 더 잘 발생하게 만드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연구한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 중에는 지나치게 뚱뚱한 것과 지나치게 마른 것이 

포함될 것이란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부식은 최근 몇 년 사이 보도된 뉴스의 주요 부분을 차지해 왔는데, 부식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인

공 관절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내용도 완전 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CeraNews호에서 여러분은 염증 세포들이 단순히 부식후의 반응물이 아니라, 실제로 부식을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CeraNews호에서는 과학인 내용들과 획기적인 발전 성과들 및 귀중한 경험들을 일부분 

소개할 것입니다. 생마찰학은 실제 우리가 살면서 많은 방식으로 접하고 있는 분야지만, 대부분 정

형외과의사들이 아직 편안하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번 호에 수록된 논문들이 우리에게 보

여주는 것은, 인간의 경이로울 정도로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은 분자 수준부터 사회적 수준에 이

르기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공 삽입물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자 수준에서 효

소들이 실제적인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세포 수준에서 마모 입자는 확실히 염증 메커니즘들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박테리아 바이오필름이 인공 관절 표면에 잘 유착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칩니다. 매끄러움 역시 인공 관절의 마찰을 줄이는 물리적 속성으로, 테이퍼 전반에 걸쳐 회

전력을 줄이고 부식을 줄이는 동시에, 거시적 수준에서도 장요근의 힘줄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현재 정형외과의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생마찰학에 속합니다. 

또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각 환자와 결정해야할 중요한 점들이며, 사회

적인 관점에서 인공관절이 평생 사용하여야 할 새로운 관절인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

다. 환자들은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공관절 가치를 고맙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Justin P. Cobb, BMBCh FRCS MCh



CeraNews 2/ 2014

5

Justin P. Cobb, BMBCh, MCH, FRCS는 옥스포드 대학교 Magdalen College에서 수학하고 

1982년 졸업했으며 옥스포드, 런던 및 브라이튼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수술 가능한 골육종에

서 예후 인자들”이란 제목의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1991년 미들섹스(Middlesex)에서 컨설턴트 정

형외과의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1992년 Hunterian* Professorship상을 수상했습니다. 런던 대

학교 병원(University College London Hospitals, UCLH)에서 컨설턴트로, 런던 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명예 부교수로 총 15년간 근무한 후, 그는 2005년 정형외과 과장으로 임

페리얼 대학(Implerial College)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미들섹스(Middlesex) 특별 신탁 

기금에서 그에게 첫 번째 연구비를 지급했는데, 이 연구비는 그가 Brian Davies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 촉각에 기초한 로봇 조수(haptic based robotic assistant)인 아크로봇(Acrobot)

을 개발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체어링 크로스 캠퍼스(Charing Cross Campus)에 소재한 MSk 연구소와 사우스 케싱톤(South Kensington)에 있는 엔지니어

들 사이에 긴밀한 연계있는데, 이것은 결국 Wellcome Trust와 EPSCRC**로부터 천백만 파운드 연구비를 받은 OsteoArthritis 

Centre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체어링 크로스에 있는 환자 베이스는 기계 공학 부문의 Andrew Amis, 바이오 의

료 공학의 Anthony Bull, 재료 과학의 Molly Stevens, 마찰학(Tribology)의 Phillippa Cann 및 토목 공학의 Andrew Phillips

를 포함해 이 대학 전반에 걸친 여러 연구자들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이상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며, 이러한 다학제

적 협업은 현재 MSk 연구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Alison McGregor와 함께 정형외과 입원 병동과 같은 층에서 일하는 25명 이상의 정형외과의사들, 물리 치료사들, 과

학자들과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한 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그들과의 협업 연구 결과들을 정형외과 환자들의 임상 치료와 수

술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프로젝트들은 상해 입은 병사들의 구제에 합류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3D 기획, 3D 인쇄 및 로봇 공학들의 조합은 

간결한 최소 침습 관절 구제술***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계 최초의 수술은 국방 의료 재활 센터 헤들리 코트(De-

fense Medical Rehabilitation Centre Headley Court)와의 협업을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MSk 연구소는 EPSRC 같은 연구 위원회들과 Wellcome Trust, ORUK 및 Michael Uren Foundation 같은 대형 자선 신탁들

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을 뿐만 아니라, 보행 및 보행과 관련된 관절 건강과 질환에 대한 대형 연구의 일환으로 그들의 보

행을 검사하기 위해 본 연구소에 온 환자들의 기부금도 연구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주된 연구 관심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인공관절수술의 정확성, 정밀성과 비용 효율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에

   맞춘 기기 장비와 로봇 공학의 3D 기획과 3D 인쇄

•	초기 관절질환에서 뼈의 질과 관절 형태의 모델링, 퇴행성관절염의 진행 예측,

   최소 침습적이며 기능은 더 뛰어난 장비들의 디자인 
•	 PROM들****과 개인-맞춤형 웹에 기반을 둔 도구들을 이용해 손상된 관절들 평가

•	  “완벽한” 보행 및 퇴행성관절염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보행 변화와 그 뒤에 이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중재 치료들을 묘사하기 위해 광범위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건강과 질환 차원에서 보행 분석 
•	기존의 인공관절 치환술에 비해 간결한 중재 치료들의 비용 효율성 분석 
 
Cobb 교수는 영국 공군에 정형 외과 자문을 해 주는 민간 고문입니다. 그는 장교들을 위한 Edward VII 병원의 스텝으로 

일하고 있으며, 영국 여왕의 정형 외과 담당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Hunterian Society: www.hunteriansociety.org.uk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http://www.telegraph.co.uk/health/healthnews/9730086/Robotic-surgery-gives-soldier-a-new-spring-in-his-step.html 
 
****Patient Reported Outcome Measures

 Contact:
Justin P. Cobb, BMBCh, MCH, FRCS
Chair in Orthopaedic Surgery 
Imperial College 
Charing Cross Campus 
South Kensington Campus, 
London SW7 2AZ
UK
E-mail: j.cobb@imperial.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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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치환술에서 가장 중요한 네가지 합병증 

 
 
Harry E. Rubash, MD 인터뷰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Boston, USA

Harry E. Rubash 의학 박사는 메사츄세츠 종합 병원(Mas-

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정형외과 과장입니다. 그

는 미국에서 고관절 및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분야를 이끄

는 선두 정형외과 전문의들 중 한 명으로서 인공 관절 치환

술 분야에서 달성한 뛰어난 업적들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

사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자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그는 

신 기술들을 개발하고 환자의 수술 결과를 개선시키면서, 고

관절 및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에서 중요한 발전들을 이룩

했습니다. CeraNews는 그에게 인공관절치환술 연구 및 의

료 서비스 분야에서의 최신 동향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훌륭한 경력을 이루기까지 헌신적인 노력의 토대는 무엇이었

나요?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도록, 세부적으로는 인공관절전

치환술 전문의가 되도록 만든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요?

저의 경력을 뛰어나게 만든 노력의 토대는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믿으셨던 부

모님으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가치입니다. 우리 가정

의 경우 일차 목표는 공부든 운동이든 할 수 있는 한 무엇

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기

계와 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실제 적성도 잘 맞았습

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의학이야말로 정말 제가 원

하는 것이란 것을 깨달았고, 저의 기술들과 공구를 잘 다루

는 능력들이 정형외과 수술 분야에 유용하게 잘 쓰일 것이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구자, 저자, 강연자, 교수이자 조직가로서 정형외과 분야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분야에 헌신한 결과로, 수

술 부문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연구 부문에서도 세계적인 리더

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할들 중 어떤 역할을 가장 즐기십니까?

저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환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에 대

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 문제들을 실험실로 가져

가 열심히 연구하였고 가능할 때마다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개

발하고, 이러한 해결책들을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 연구하고, 

또한 다시 그러한 해결책들을 다시 환자 치료와 교육에 가

져와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이 연구

에 대한 저의 열정을 이끌어 왔으며 지금도 이끌고 있습니다. 

Harris 정형외과 연구소(Harris Orthopedic Laboratory) 탄

생 저변에 있는 근거와 철학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 연구소의 

소명은 무엇이며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Harris 정형외과학 연구소(Harris Orthopedic Laboratory)는 

1995년 메사추세츠 종합 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

pital)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현재 2명의 재능 있

는 공동 연구 소장 Orhun Muratoglu와 Henrik Malchau의 

지도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혁신적인 사상가

이자 연구자이자 정형외과 수술의 선구자로서, 다른 무엇보

다도 선천성 고관절탈구 환자에게 인공고관절전치환술을 처

음으로 성공시킨 William H. Harris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정형외과 수술 분야에 엄청난 기여를 해 왔으

며, 또한 정형외과 수술 분야에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어떤 연구 부문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가요?

포커스는 생체 역학, 바이오 소재, 운동학 및 고관절과 슬

관절 인공관절치환술에 대한 연구 결과들에 걸쳐 광범위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한편 지난 몇 년 간 정형외과 수술 분야에 많은 진전이 있어 

왔습니다. 또 다른 한 편, 정형외과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 

인구도 장수하는 노인 인구수 증가와 더불어 더욱 높아진 활

동의 결과로 지난 40년 사이 변화해 왔습니다. 정형외과 전문

의들이 환자들이 관절을 이른 나이에 마모시켜서 발생한 문제

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가올 몇 십 년 동안 우리의 정형외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정형외과 의료수요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포커스

를 정형외과 전공의 수련과 더불어 능력 있는 전공의들을 계

속 모으는 것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정

형외과 수술 기술들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정형외과 임상 실

습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정형외과 교육

의 새로운 패러다임들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

료보조직군은 우리가 환자들을 관찰하고 돌보는 것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또한 의사의 치료 모델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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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들은 수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과 환자

가 보고한 결과들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인공고관절전치환술을 받는 환자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

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임상 실습을 할 때 인공고관절전치

환술을 받는 환자들의 평균 연령이 60대 후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평균 연

령이 50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40~50대 연령의 환자들

은 매우 활동적이며 그들의 가족들과 경력을 위해 열심히 일

하고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가능한 빨리 정상 

관절 수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

다. 우리는 실현 가능한 수술 결과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밝힘

으로써 환자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젊은 환자들을 수술하고 인공관절재치환술 시기를 지연하거

나 피하려면 수술 시에 더욱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됩니까? 

환자들의 기대치와 수술 결과들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최대 

도전 과제들 중 하나입니다. 환자들은 우리가 시행하는 많은 

치료 절차들이 재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성공적인 수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환자들에게 이것에 대해 설명해야 할 뿐

만 아니라 합병증들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합니

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환자와 공유하는 개념이 수술 전 환자 

교육 과정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재의 인공관절전치환술을 개선할 수 있는 네 가

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고관절전치환술 

이후 탈구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삽입물 주위 감염의 발생

입니다. 세 번째는 인공슬관절전치환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

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금속-금속 고관

절전치환술, 고관절표면치환술 처럼 새롭게 시도한 기술들이 

실패하는 경우들입니다. 

선진 인공 관절면 기술들의 도입은 이 분야에 혁신적인 진전을 

가져왔는데, 이 선진 기술들은 연령대가 더 낮고, 활동이 더 많

은 환자에게 인공관절을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환자들에게 이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무엇입니까? 

40대든 70대 환자든 누구나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성공률

도 가장 높은, 최고의 인공관절을 원할 것입니다. 이 경우 안

전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효율적입니다. 현재 저는 고도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관절 표면에 세라믹 대퇴골두와 조합된 테

이퍼로 인공고관절치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도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과 세라믹 골두가 최상의 관절 조합을 제공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환자가 75세 이상일 경우에는 

금속 골두를 세라믹 골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1세대는 관절 이식 후 최소 10년은 자

신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 했습니다. 우리는 항산화제가 함

유된 폴리에틸렌의 수명이 증가될지 판단하기 위해, 더 장기

간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인공 관절 재료들에서 1세대, 2세대 또는 심지어 3

세대 소재라는 말을 씁니다. 이러한 재료들에 관하여 수 년이 

경과하며 개선된 점을 부각시키지만, 우리가 이전 세대들의 재

료들에 대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전에 당면했던 문제들 중 

일부 문제들은 새로운 소재들로도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

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술들에 대한 FDA의 승인 

과정이 훨씬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면 우리가 시장 감독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속-금속 고관절전치환술, 고관절표면전치환술 및 테이퍼

의 부식 발생률 증가와 관련되어 최근에 출현한 문제들이 인

공관절치환술 분야의 큰 고민거리들입니다. 앞의 두 가지 상

황의 경우, 이 새로운 구성물들은 시장에 출시된 다른 유형

의 표면 재료들과 유사한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에 기초해, 이 신기술의 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신기

술 소개는 현재 정형외과 수술 분야에서 아주 뜨거운 사안입

니다. Henrik Malchau가 제안한 것처럼 기술의 “점진적” 소

개가 미래를 위한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감시가 FDA 승인 과정의 중요한 한 

측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 신체의 구조, 재

료 및 역학 구조들이 체외 기법들을 이용해 완전하게 복제되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

운 의료 장비들의 단기, 장기 효과들을 알기 위하여 실제로 

환자들의 체내에 새로운 장비들을 삽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넓은 범위와 긴 기간 동안 

적용될, 강력한 시장 감시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신기술들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가 높다는 것을 추론하는데 있

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심지어 현

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장 감시는 미래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두 번째로, “빅 데이터베이스”와 

등록 기관들은 삽입물 실패 사례들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

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등록 기관의 데이터는 이미 발

생한 실패 사례들을 탐지할 수 도록 함으로써, 실패율이 높

을 수 있는 장비에 대해 환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

다. 훨씬 더 조기에 수술 결과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이러한 큰 등록 기관들-미국뿐

만 아니라 해외 기관들-에 합류하는 것은 정형외과 전문의

들의 시급한 책임입니다!

최근에 인공고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서혜부 통증이 발생하는 

현상이 과학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기관에서는 

장요근의 충돌 증상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새로운 모양의 대퇴 골두 디

자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면 비구컵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공고관절치환술 후 전방 서혜부 통증은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이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고

관절에서 나타나는 전방 서혜부 통증이 직경이 큰 대퇴돌구

나 돌출된 비구 삽입물과 주로 관련 있을지 모른다고 시사

했었습니다. 이 통증은 장요근의 힘줄이 고관절과 삽입물들

의 전방 측면을 가로지르며 덮을 때 발생하는 고관절의 전

방 캡슐과 장요근 건염에 대한 2차 반응일 수 있습니다. 비

록 큰 인공 대퇴골두가 실제 골두보다 작지만 연구결과 직

경이 큰 대퇴 골두는 충돌위험이 있을 때 대퇴 골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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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방 캡슐과 장요근의 힘줄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골두의 기저부에서 반직경은 해부

학적으로 더욱 많이 굽어있고, 직경은 더 큰 대퇴 골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퇴 골두의 모양을 재 설계하는 프로그

램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사체실험과 실험실 모델들을 대상

으로 이를 연구하는 과정 중이며, 또한 연부조직에 더욱 친

화적인, 특히 관절 전방 캡슐과 관련해 더욱 친화적인 디자

인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고관절치환술을 받는 환자들은 수십 년 전 이 수술

을 받았던 환자들보다 체중이 상당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최

근 연구들은 1차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들 중 24~36%

가 비만이란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인공관절치환술의 

합병증들을 증가시킬 수 있나요?

오늘날 환자들은 2~30년 전 환자들보다 더 활동적이며 체

중도 더 나갑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최신식이고, 가장 효과가 

높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효과가 입증된 수술 절차들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더욱 어렵게 만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요인들은 무리 없이, 빠르게 재활치

료를 하는데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들에 

더해 비만이 합병증 발생과 인공관절치환술 이후 인공 관절 

유지 기간이 줄어들 위험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며, 또한 환자들은 수술 결과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수술 전 환자들이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의사 결

정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러한 

위험들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아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통과한 새로운 의료 서비스 법안들은 많은 정형

외과의사들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을 위해 해 줄 “조언”이 있습니까?

의회는 우리 나라에서 근본적으로 의료 서비스 법규들을 다

시 만들게 할 의료 서비스 법안을 최근에 통과시켰습니다. 

의료비 지출의 꾸준한 증가가 이 법안의 통과를 이끈 주된 

동기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법의 내용들 모두 혹은 일부가 

미래에 폐기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의료 서비스 개혁의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서비스 개혁의 두 번째지만 똑같이 중요한 측면은 전자 

의무 기록의 이용입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전

자 의무 기록은 우리의 환자 간호에 있어서 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공하는 간호의 안전성도 향상시

킬 것입니다. 이 새로운 법안의 결과로, 일차 간호는 전적으

로 개편됐으며, 국민 건강 관리는 우리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들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정적인 

단계는 구축되는 패러다임들에 따라 환자들이 제공 받는 간

호 에피소드들에 대한 비용 지급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술 실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런 일이 3년 내든 아니면 5년 내 일어나든 관계없이, 의료

비 반환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의 분야와 우리의 세

부 전문 분야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행스런 

점은, 수술 실무에 강한 관심과 동기를 갖고 있는 헌신적이

고 재능이 뛰어난 의사들은 환자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고, 

치료에 성공한 환자들과 상호교류하는 것을 좋아하고, 환자

들을 돕겠다는 동기가 강합니다. 우리 직업의 이러한 측면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의료 서비스 전체를 

관통해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는 근본이 됩니다. 변화가 있

을까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

습니다. 사회의 일원인 우리가 이러한 변화들을 조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궁극적 목적은 

환자들이 더 건강해 지는 것 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학계

에서 실천하는 본질적 목적이며 우리가 의료계에 일하는 것

을 선택한 이유가 됩니다. 

Harry Rubash님,

흥미로운 대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CeramTec GmbH의 Dieter Burkhardt (Vice Presi-

dent Sales & Marketing), Heike Wolf(Manager Sales Services 

America) and Michael Georg (Product Manager Hip)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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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E. Rubash 의학 

박사는 1975년 학사, 

1979년 의학 박사를 모

두 피츠버그 대학교로부

터 받았습니다. 그는 피

츠버그 대학교 병원에서 

일반 외과로 인턴십 과

정을 끝내고 이어 정형

외과에서 펠로우쉽과 레

지던트 과정을 마쳤습니

다. Rubash 박사는 독

일 뮌헨, AO재건 & 외상 펠로우쉽 과정을 마친 후, 

메사추세츠 종합 병원/하버드 의학 대학원에서 고관

절과 인공삽입물 수술 펠로우쉽 과정을 마쳤습니다.

 
Harry Rubash는 현재 메사추세츠 종합 병원의 정형

외과 과장이자 하버드 의학 대학원의 정형외과 Edith 

M. Ashley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고관절 및 슬

관절 1차 및 재치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형외과 학회, 정형외과 연구 학회, 고관절 학

회, 슬관절 학회 및 미국 골절 협회를 비롯해 많은 

정형외과 전문 기관들로부터 많은 상과 명예상을 받

았습니다. 2006년 정형외과 연구 & 교육 재단으로부

터 탁월한 정형외과 임상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임상 연구 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학술 회의, 세미나, 워크숍에서 자

신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학술지들과 출

판물들 위해 편집 역량을 보이는 것을 포함해 많은 

저작물을 발표했습니다. 
 
Harry Rubash는 9권의 주요 교과서를 저술했으며 

200편이 넘는 논문들을 발표했습니다.

 Contact:
Harry E. Rubash, MD 
Chief,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55 Fruit Street, Yawkey 3B 
Boston, MA 02114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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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및 생체 역학 연구들에서 직경이 큰 대퇴골두는 탈구를 예방하고 인공고관절전치환술을 받은 후 관절 운
동 범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6 mm와 그보다 큰 직경을 가진 세라믹 골두의 
사용이 지난 10년 사이 10배나 증가했습니다(2003년 4%였던 것이 2013년 43%로 증가, CeramTec GmbH 
자료 제공). 직경이 큰 대퇴 골두들은 건염 및 서혜부 통증처럼 장요근이나 연부조직들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요근은 대퇴 골두나 치환된 대퇴 골두 주변을 전방에서 감쌉니다  (그림 1).

대퇴 골두에 돌출한 부분으로 발생하는 장요근의 충돌 증상

은 고관절 전방과 서혜부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데, 이러

한 통증은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에도 제약을 주

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장요근 건염과 장요근의 충돌 증상은 

스테로이드 주사나 관절경 혹은 관혈적 건 박리술 또는 작은

골두를 사용한 인공고관절 재치환술로 치료를 해 왔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 만성 통증의 원인을 다루지 않은 채 

증상만 치료하였으며, 장요근건 박리술은 관절 기능을 줄일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골두 크기를 줄이는 것이 고관

절 전방 통증을 줄여준다는 결과들이 나왔지만, 탈구 위험을 

다시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탈구의 위험을 낮추고 연부조

직에 친화적인 대퇴 골두를 찾는 것이 임상 차원에서 필요

하게 되었습니다. 차세대, 해부학적 모양의 대퇴 골두는 이

러한 유형의 연부조직 충돌 증상을 예방할 수 있게 합니다.

Contoura는 새로운 모양의 대퇴 골두 디자인으로서 반구 부

위 위에 있는 직경이 큰 골두의 측면을 유지하면서 하반구

에 가해지는 연부조직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주변의 측면과 

안정적인 등고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 2). 이 디자인

은 대퇴 골두의 모양에서 관절 되지 않는 지역을 제공하는

데, 이 지역이 고관절 전체에 미치는 장요근의 힘줄 긴장을 

줄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관절 전체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지나친 돌출을 막는 것으로 원래 해부학

적 구조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사체 실험에서 다양한 크기의 골두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대퇴 골두와 장요근 복합체 사이에 접촉이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접촉은 인공관절치환술에서도 시각적으로 

목격되었으며, 더 나아가 종래의 골두를 이용했을 때 장요

근이 긴장되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Contoura 삽입물로 이식

했을 때는 이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것

은 또한 대퇴골두에 내장되어 장요근에 붙인 금속 이온사를 

이용해 고관절을 방사선 촬영한 사진으로부터도 확인이 되

었습니다  (그림 3).

예비 연구들은 Contoura 골두 디자인이 연부조직의 상호 작

용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세라믹-세라믹 삽입물에 대한 

신체의 기능적 저항성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추를 이용한 비교 측정기를 이용해 생체 역학 테스트들을 한 

결과, 새로운 모양의 대퇴 골두는 관절 하중에 따라 관절 마

찰을 12%에서 19%까지 줄였습니다. 전산 접촉 분석, 탈구 시

뮬레이션 및 마모 저항 물리적 테스트들 같은 다른 생체 역

학적 측정치들은 새로운 모양의 대퇴 골두와 기존 골두에서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1.

우리의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이 새로운 Contoura 대퇴 골

두는 직경이 큰 대퇴 골두를 의례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안정성을 제공하는 한편,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연부

조직 충돌 증상을 예방하는 잠재력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Reference

1 Varadarajan KM, Duffy, MP, Zumbrunn T, Chan D, Wannomae K, Micheli 
B,  Freiberg AA, Rubash HE, MD, Malchau H, Muratoglu OK.  
Next-generation soft-tissue-friendly large-diameter femoral head. Semin 
Arthroplasty 2013;24(4):211–217

CONTOURA: 새로운 해부학적 모양의 대퇴 골두 

Thomas Zumbrunn, PhD, Michael P. Duffy, MD, Andrew A. Freiberg, MD, 
Harry E. Rubash, MD, Henrik Malchau, MD, Orhun K. Muratoglu, PhD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55 Fruit Street, Boston, MA 02114,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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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퇴골두를 감싸는 장요근의 모습

그림 2. Contoura 골두와 기존 세라믹 골두

그림 3. Contoura 골두를 사용했을 때 장요근의 이완을 
보여주는 방사선 사진

해부학적 윤곽의 대퇴 골두인 BIOLOX® Contoura는 개발중으로 아직 FDA나 

다른 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ACRONYMS

AAOS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

AAS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ALVAL  Aseptic Lymphocytic-dominated Vasculitis Associated Lesion

ARMD Adverse Reactions to Metallic Debris

BMI Body Mass Index

CFU Colony Forming Unit 

Co Cobalt

CoC Ceramic-on-Ceramic

CoCrMo  Cobalt-chromium-molybdenum

CoP Ceramic-on-Polyethylene

CoXPE Ceramic-on-XPE

Cr Chromium

CRP C-Reactive Protein

CT Computer Tomography

DGOOC Deutsche Gesellschaft für Orthopädie  
und orthopädische Chirurgie  
(German Society of Orthopaedics and Orthopaedic Surgery)

EPJIC European Prosthetic Joint Infection Cohort Study

EFORT European Federation of Orthopaedics and Traumatology

EHS European Hip Society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HS Harris Hip Score

HPF High-Power Field 

HR Hip Resurfacing

ICIC Inflammatory Cell Induced Corrosion

LTT Lymphocyte Transformation Test

MARS  Metal Artifact Reduction Sequence 

MIS Minimally Invasive Surgery

MHC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MoM Metal-on-Metal

MoP Metal-on-Polyethylene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Ni Nickel

PE Polyethylene

PJI Periprosthetic Joint Infection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HA Total Hip Arthroplasty

TJA Total Joint Arthroplasty

TKA Total Knee Arthroplasty

TKR Total Knee Replacement

WBC White Blood Cell

XPE  Crosslinked Polyethylene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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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금속 삽입물 사용이 점점 늘어난 결과로, 합병증 발생이 점

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독일의 경우만 해

도 168,486건의 인공슬관절전치환술과 232,320건의 인공고

관절전치환술이 행해졌습니다. 이 중. 각각 9.5%와 10.4%의 

환자들이 합병증으로 인해 재수술을 받았습니다1. 미국의 경

우, 이에 해당되는 수술 건수는 각각 702.415건과 465,034

건으로, 이 중 재수술 비율은 8.4%와 10.7%였습니다. 합병

증 촉발 인자들 중 하나는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발생으로,  

발생률은 한자리 수 범위에 있습니다. 문헌에서 나온 수치

들은 0.5%에서 5%사이로, 동반 질환들과 재수술 과정이 이 

위험을 증가시킵니다2,3.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의 진단은 낮

은 정도의 감염 사례에서처럼, 박테리아 수가 적거나 아니면 

미생물이 아예 탐지되지 않을 경우 특히 어려운 도전 과제

가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목을 끌고 있는 또 다른 사안

은 금속, 골시멘트 삽입물을 이식한 후의 과민증입니다. 이

어질 내용에서 우리는 이 사안들을 알레르기와 면역학 관점

에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금속 삽입물에 대한 과민증은 존재하나요?

직업적으로 또는 패션 쥬얼리 사용에서 금속에 대한 피부의 

알레르기 반응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체 인구의 금속 

접촉 알레르기 비율은 니켈(Ni)은 약 13%, 코발트(Co)는 3%, 

크롬(Cr)은 1%로 흔합니다4,5. 여성들은 대개 더욱 빈번하게 

금속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는데-특히 니켈에 대한 알레르

기 반응이 더욱 자주 일어납니다. 삽입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피부의 금속 알레르기 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1970

년대 초부터 삽입물 실패와 피부의 금속 알레르기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6. 이러한 사례들은 대체로 최근에 리

뷰 논문들에서 보고된 것처럼 일부 사례 시리즈 논문들로 구

성되었을 뿐, 여전히 이에 대해 데이터 중 명확하게 나온 요

약 데이터는 없습니다7-9.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레일리

아 관절 레지스트리에 처음으로 삽입물의 재 수술의 한 원

인으로 금속에 대한 과민증이 포함되었으며 인공견관절치환

술과 인공고관절치환술 환자들의 0.9%와 5.7%의 재수술의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10.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이 알레르

기/과민증에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주

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Ba varian State Ministry of Health로

부터 지원을 받은 연구를 통해,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300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고 부작용 증

세가 전혀 없는 환자들과 비교해 합병증이 생긴 환자들은 

합금이나 골시멘트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률이 더 높았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11.

임상 증상들

물론, 국소 또는 피부 전체 증상들은 알레르기에 대해 관심

을 갖게 만듭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습진, 단독과 비슷한 납

빛 홍반, 상처 치유 기능 손상 및 혈관염 또는 두드러기가 포

함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일반적으로 금속 알레르기 반

응이 확인됩니다. 골유합술 재료에 대한 습진 반응 역시 관

찰되었습니다  (그림 1). 골 시멘트에 대한 알레르기로 피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증거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는 가성 단독(pseudoerysipelas)과 유사한 반응

의 예에서 기술된 것처럼,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이나 망상 

홍반이나 조식구 증식증 같이 더 희귀한 증상들을 간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삽입물-관련 피부 증상들을 조직학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12.

상처 치유 기능 이상과-특히 인공슬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발

생된-통증, 반복되는 삼출, 제한된 거동과 무균성 해리를 포

함해 삽입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여러 증상들이 기술

되었습니다13. 금속 알레르기는 다음 증상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지만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삽입물 주변 골용해를 동반한 

금속 삽입물 알레르기와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의 감별진단

 
 
Burkhard Summer, PhD and Peter Thomas, MD, PhD
Clinic for Dermatology and Allergology, Ludwig-Maximilian-University, Munich, Germany

그림 1. 니켈 삽입물에 대한 알레르기로 발생한 습진

Source: B. Summer, PhD, and P. Thomas, MD, PhD, LMU Mun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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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균성 삽입물 해리, 고관절 금속-금속 치환술 이후 가성종양 

형성, 과도한 관절 주위 섬유 조직염(관절 섬유화).

의심되는 알레르기 증례들에 대한 설명

흔한 원인들로 특히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은 제외시켜야 합니

다. 의심되는 금속 삽입물에 대한 알레르기 증례들의 다음 단

계들을 조사 하였습니다14,15.

표피 검사

이 검사법은 금속 알레르기들(구체적으로 니켈, 코발트와 크

롬 알레르기)과 골시멘트 삽입물들에 대한 접촉 알레르기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탐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나 피부 

알레르기로 삽입물 주변 반응을 100% 탐지할 수 없습니다.

조직 검사

이 방법으로는 염증, 미립자-유도 이물질에 대한 신체 반응, 

섬유증 및 염증성 림프 세포 표면 발현 패턴들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삽입물 주위 조직학적 과민증에 대한 정의가 

아직 없기 때문에, 촉발 원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림프 세포 변형 검사

이 체외 검사를 이용해 T세포의 금속 감작을 밝혀낼 수 있지

만, 그러나 이검사 방법은 현재까지는 과학 연구소들에서만 

해 왔으며, 또한 임상 관련성도 신중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최

근 한 리뷰 논문이 진단 단계들과 이에 상응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했습니다16.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2013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 국제 합의 회의에서 관절 

감염을 정의하고 이를 진단하는데 필요한 단계들을 규정했

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다음 조건들을 삽입물과 관련된 

감염으로 규정합니다.

•  삽입물 주위 조직의 최소 2개의 배양액에서 동일한 

병원체가 확인되었거나

•  관절과 연결된 공동 관(누관)이 있거나

•  다음 세부 기준들 중 3가지에 부합될 때:

- C-반응성 단백질(CRP) 농도와 적혈구 침강 

속도(ESR) 증가

- 관절낭액 내 백혈구 수치 증가 또는 백혈구 

에스트라제 검사 스트립 반응에서 변화

- 관절낭액 내 호중성 백혈구 % 증가

- 조직 검사에서 삽입물 주위 세포 조직의 양성 반응

- 단일 양성 배양

위에 나열한 기준들의 역치, 배양 기간, 조직 검사 기준 및 추

가 도구에 기초한 기법들(방사선 촬영과 초음파 처리 같은 기

법들) 역시 이 합의 회의에서 규정되었습니다.

 그림 2 에는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이 의심되는 한 환

자의 사진입니다. 호중성 백혈구 역치(10 high-power fields 

(HPF)에서 23이상 또는 5 HPF에서 HPF당 최대 5~10개의 호

중성 백혈구)를 이용해 세포 샘플들에 실시한 조직 병리 검

사로 부터 낮은 정도의 감염에 대한 민감성 정보를 제공 받

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Morawietz 등이 발표한 논문

에 제시된 값들은 현재 규정한 한계들 내에 속합니다. 반복

적인 조직검사(또한 미생물 검사를 위해 필요하므로)를 실시

할 것을 권합니다.

관절낭액 또는 삽입물 주변 세포 조직의 항균 펩타이드나 대

한 추가 분석과 같은 다른 진단 방법들도 조만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임상에서는,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오염으로 인한 위양성 

반응 결과들과 너무 적은 생검 조직 또는 (잠복 기간이 매우 

짧은) 느리게 성장하는 미생물들로 인한 위음성 반응 결과들

은 진단을 불확실하게 만듭니다17.

임상 검사에서도 역시 경미한 체온 상승, 삼출과 통증 같은 

사소한 감염 증상들만 확인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결

과적으로 이 합의 회의에서 나온 것과 일관되는 진단 방법

을 추천하지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표본을 반복해서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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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학 관점에서 본 절차

인공 관절에서 합병증의 원인들로서 기계적 원인들, 정렬 불

량,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등이 제외되면, 알레르기 반응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의 진단을 위하여 표피 검사와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림프세포변형검사를 실시하면 금속에 대

한 과민 반응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 검사 

방법은 아직까지 흔히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연구가들이 현재 삽입물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환자들의 다른 특징들을 분석하고있는 중입니다18. 확실한 점

은 금속 삽입물에 대한 알레르기는 존재하지만 간과되는 경

우가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후속 연구들은 어떠한 조건에서 

환자들이 알레르기에 민감한 삽입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제시할 것입니다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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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임상적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인공삽입물 불적합성과 감별진단)

Source: B. Summer, PhD, and P. Thomas, MD, PhD, LMU Mun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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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khard Summer 박사는 독일 뮌헨, 

Ludwig-Maximilians 대학교에서 피부 

& 알레르기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생

물학자입니다. 그는 약 15년 동안 금

속 삽입물 알레르기 부문을 연구해 왔

습니다.

Burkhard Summer는 금속 과민 반응

을 탐지하고 새로 개발된 바이오 소

재들에 대한 민감성을 탐지하기 위

해 다양한 체외 검사들을 개발하고 

평가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삽입물 알레르기 분야에서 많은 연구 프로젝트 

및 삽입물 소재들의 생체양립성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습니

다. 연구의 과학적 목표는 삽입물에 대한 환자들의 과도한 면역 

반응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염증 

매개체 발현 평가 및 환자의 혈구 또는 세포 조직 샘플들에서 분

자성 사이토카인 발현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의학 박사이자 이학 박사인 Peter Thomas와 함께 Burkhard 

Summer는 삽입물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위해 특

별 외래 응급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0명 이상의 환자

들이 이미 이 특별 응급 진료실을 이용했습니다.

Burkhard Summer는 연구 프로젝트들의 결과들과 임상 연구 결

과들을 국제 학술지들에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는 면역학과 알레

르기학 분야의 대학원 학생들의 교육과 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제적인 연구 집단들과 연구 목적의 접촉

과 학술적 논의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Contact:
Burkhard Summer, PhD 
Implant Allergy Working Group Allergomat 
Clinic for Dermatology and Allergology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LMU Munich) 
Laboratory for Allergology U21 
Frauenlobstr. 9–11 
D-80337 Munich 
Germany 
Phone: +49 89 4400 56175 
Fax: +49 89 4400 56158 
E-Mail: implantatallergie.derma@med.uni-muenchen.de 
http://allergomat.klinikum.uni-muench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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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코노미스트” 지는 한 표지 기사에서 현 인류와 사회 문제들 중 많은 것들이 생물학적인 것이라
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의문이 한 예가 됩니다. 이 기사는 20
세기가 물리학이라면 21세기에는 생물학이 인류의 삶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인공 관절 치환술에도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 관절 치환술 분야의 경우 20세기에는 마찰학
이 중심이자 중요한 쟁점이었다면, 21세기에의 중요한 쟁점은 생물학이 될 것입니다. 과학과 다학제에 기반을 
둔 연구는 마모 및 부식과 관련된 삽입물들의 생물학적 관련성,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삽입물들이 전신
에 미치는 위험, 체세포와 삽입물 표면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 관한 특징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은 바이오 필름 감염들이며 삽입물 관점에서 보면 가장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은 생물
학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은 향후 의료 시스템과 사회 경제 시스템들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나온 한 출판물1에 의하면,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문제는 인공슬관절전치환술 
이후 재수술의 주된 원인으로 1차 인공관절치환술 후 0.4%~4.0%의 환자들에서 발생하였으며, 인공고관절치
환술 이후 세 번째로 흔한 합병증으로 인공고관절전치환술을 받은 환자들의 0.3%~2.2%가 이로 인해 재수술
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연구가들은 미국에서 실시된 한 연구를 예로 들었는데, 1차 인공슬관절치환술과 
인공고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 수가 2005년부터 2030년 사이에 각각 673%와 17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병원에서 감염으로 인한 인공 관절 재수술에 든 연간 비용은 2001년부터 2009년 사
이 3억 2천만 달러에서 5억 6600만 달러로 늘어났으며, 2020년에는 16억 2천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
고 있습니다2. 인공관절치환 수술 건수가 점점 늘어나며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저자들은 이 기간 동안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에 대한 부담은 인공고관절치환술 이
후에는 1.4%에서 6.5%로, 인공슬관절치환술 이후에는 1.4%에서 6.8%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때문에,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과 잠재적 위험 요인들, 조립식 삽입물들의 부식과 프레팅, 금속 
입자에 대한 이상 반응(ARMD)은 국제 학술 회의들과 전문 문헌들에서 핵심 쟁점들이 되었습니다. CeraNews
에서 이 쟁점들에 대한 최신 결과들을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인공관절치환술에서의 “생물학적 Big Bang” 

 
 
Sylvia Usbeck and Leslie F. Scheuber
CeramTec GmbH, Plochingen, Germany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큰 문
제들 중 많은 것들이 생물학적
인 것으로, 즉 생물학적 연구
에 달려 있다.”

 
The Economist,  
June 14th 2007, p.13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의 임상적 양상. 인공삽입물과 
관련된 감염은 진단학적, 치료적, 비용적 문제가 있습니다.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은 바이오필름 감염입니다. 
인공삽입물 표면의 바이오필름(SEM)

Source: A. Trampuz, MD, Charité Berlin, GermanySource: Usbeck/Scheuber, CeraNews 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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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의 위험 요인들, 진단 및 최신지견

수술 전 영양 실조가 무균성 재치환 수술 후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의 독립 위험 요인으로 흔히인용됩니다. 이 사실은 최

근 두 연구들에서 재확인되었는데, 영양 실조가 급성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의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인공관

절치환술을 받는 많은 환자들이 비만이었습니다.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발생 증가의 위험과 불량한 수술 결과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의 조기 진단과 이 염증을 유발시키는 세균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들 연구들은 삽입물 주위 세포 조직들과 관절 낭액에 기반을 둔 기존의 배양액 

방법들의 진단 민감도가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

인공고관절 재치환술과 인공슬관절 재치환술의 후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영양실조

Cross 등, Yi 등(USA)은 영양 실조를 기준으로 375건의 무균

성 재치환술(202건 TKA, 173건 THA)과 126건의 감염성 재치

환수술을 조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으로 인해 재치환술을 받은 환자들의 53.2%가 영양실조

였던 것에 비해 다른 이유로 재치환술을 받은 환자군에서 영

양실조 환자들은 32.8%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균 재치

환술을 받은 375명의 환자들 중 3.2%에서 급성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이 발생하었습니다.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의 발병

률은 영양 실조 환자군에선 7.3%였던 것에 비해 좋은 영양상

태의 환자군에선 1.2%였습니다. 영양 실조는 감염성 재치환

술과 무균성 재치환술 이후 급성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발

병의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저자들은 수술 전 영양 

실조는 비만 환자들과 정상 체중 환자들 모두에서 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영양 실조 상태의 환자들에게서 급성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이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것을 감안해, 

정형외과의사들이 수술 전 영양 실조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환자들을 사전 검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재

치환술은 모든 영양 상태 매개 변수들이 개선된 후에 시행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향후 연구들은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발생 위험과 관련된 잠재적 인과관계에 영향을 주

는 영양실조 실험실 검사 매개 변수들을 교정하기 위한 표

준화된 선별 검사 프로토콜의 유용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연구

수혈과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영양 실조

Chen 등(USA)은 후향적 연구에서 214례의 1차 인공관절전

치환술(슬관절 118례, 고관절 96례)을 평가하였습니다. 영양 

실조 상태의 환자들이 수혈을 더 많이 받았으며 또한 수혈 

받은 환자들이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발병 위험이 더 높다

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비만

스위스 과학자들은 비만과 1차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삽입

물 주위 관절 감염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Zingg 등(Switzerland)은 2346명의 환자들 중 1차 인공슬관

절치환술을 받은 2816명의 환자들을 평가했습니다. 평균 추

시 기간은 86개월이었습니다. 전향적 연구에서 저자들은 BMI

가 증가된 경우가 여성 환자들에게서 더 자주 발견 되었으며, 

이는 연령이 증가하고 동반 질환 발생률이 더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에서 BMI 기준점이 35라

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MI ≥ 35는(어떤 이유든) 재치

환술과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발병 위험이 두 배 높았습니

다. 여성들보다 남성들에게서 이 영향이 더 높다는 것을 관

찰 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최소침습 전방 접근법(Smith-Peterson MIS) 후 늘어난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발병률

Clauss 등(Switzerland)은 최소침습 인공고관절치환술(551명) 

601례를 코호트 방법으로 고식적 인공고관절치환술의 발표

된 데이터와 비교해 분석하여 최소침습 인공고관절치환술 이

후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발병률이 더 높다는 것(2.0%)을 발

견했습니다. 그들은 복합균 감염 발병률이 높다는 것(58%)을 

알게 되었으며, 이 증례들의 42%가 복합균 중에서 대변 병원

균 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발병 환

자들에서 BMI 지수가 비교적 높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서

혜부로부터 떨어져 측면 절개 연장하는 것이 감염을 예방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특히 비만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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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Holinka 등(Austria)3은 Trampuz 등4의 권고에 따라 제

거된 모든 삽입물을 초음파 처리 방법으로 처리 후 임상검사

를 테스트한 뒤, 세포 조직 배양과 비교해 이 방법이 삽입물 

표면에서 세균들을 탐지하는데 유의하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들로 초음파 처리 방법

이 임상 진단 절차에서 병원균을 탐지하는데 신뢰적이고 유용 

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확인했습니다.  

2건의 연구

초음파 처리(Sonication)의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에서 미생물 진단의 개선

Ravn 등(Denmark)은 전향적 연구에서 126례의 인공고관절

치환술과 77례의 인공슬관절치환술의 연속적인 재치환술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임상, 혈청 검사 결과들을 근

거로 48례의 재치환술 증례들에서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의 

발병을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적출된 삽입물을 대상으로 초

음파 처리액 배양법과 종래의 삽입물 주위 세포 조직 및 관

절 낭액 배양법을 비교했습니다. 저자들은 기존 배양 방법들

로 49례의 증례들(24%)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각각 7례와 5

례는 각각 무균성 해리와 기계적 실패로 인하여 재치환술을 

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양성의 초음파 처리액 배양법으로

는 68례의 증례들을 진단했는데(33%), 이 중 각각 12례와 15

례는 무균성 해리와 기계적 실패로 인하여 재치환술을 했습

니다.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발병을 암시하는 48례의 재치

환술 증례들 중, 기존의 방법들을 이용했을 때 37례의 증례에

서 세균이 확인되었으며(77%), 초음파 처리를 이용했을 때는 

41례(85%)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재치환술 증례들에서 발견된 

오염은 주로 기계적 때문 원인들 이었습니다.

초음파 처리 방법은 기존 방법들과 비교해 더 적은 오염을 

발생시켰습니다 (기존 방법 15례, 초음파 처리 방법 6례). 이 

논문의 저자들은 기존 방법들과 비교해 초음파 처리시 19개 

이상에서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양성 배양을 발견했으며, 이

방법이 더 적은 오염을 발생시켜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으로 

인한 재치환술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삽입물 주위 관절 감

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진단하는데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

했다고 요약했습니다.

Lepetsos 등(Greece)은 삽입물의 해리로 인해 인공고관절

치환술 또는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재치환술을 받은 64명의 

환자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시 미

생물 진단을 목적으로 적출된 삽입물을 대상으로 초음파 처

리 배양법과 기존의 삽입물 주위 세포 조직 배양법을 비교했

습니다. 저자들은 기존 세포 조직 배양법의 세균에 대한 민감

도(61.5%)에 비해 초음파 처리 배양법의 민감도가 유의하게 

높다는 것(84.6%)을 발견했습니다.

Source: A. Trampuz, MD, Charité Berlin, Germany

적출된 삽입물에 대한 초음파 처리와 같은 새로운 방법들은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의 진단에 혁신적입니다. 
처음에 무균성 해리로 진단되었던 증례들도 실제는 낮은 정도의 감염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Source: A. Trampuz, MD, Charité Berlin, Germany

Sonicate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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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연구들:

금속 삽입물들에 비해 인공슬관절치환술의 폴리에틸렌 삽입물들과 
인공고관절치환술의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삽입물에 의미있게 더 높은 박테리아의 유착

슬관절 삽입물, 고관절 삽입물 및 다른 관절 삽입물
들에서 적출한 감염된 삽입물에 대한 박테리아의 유
착에 관한 주목할만한 임상 연구들은 유감스럽게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삽입물 재료들에 비교해 기존의 폴리에틸렌 삽입물

에서 박테리아 유착률이 더 높다는 실험 결과들을 확인한 

첫 번째 연구는 우리가 아는 한 2012년 오스트리아 연구

소가 행 한 것입니다. Holinka 등(Austria)은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이 발생한 환자들로부터 적출한 슬관절 삽입물

들(대퇴골과 경골 삽입물들, 폴리에틸렌 삽입물, 슬개골 

삽입물)의 100개의 다른 종류의 삽입물에 대한 박테리아 

유착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정량화한 연구로부터 임상적

으로 중요한 결과들을 발표했습니다. 초음파 처리 배양 

방법을 이용해 집락 형성 단위 수를 세는 것으로 슬관절 

삽입물들의 박테리아 수를 평가했습니다. 폴리에틸렌 삽

입물들과 경골 삽입물들이 미생물들로부터 가장 많이 영

향을 받는다고 보고했는데, 삽입물들간의 차이는 이 연

구에서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속(CoCrMo) 삽입물들

과 비교해 집락 형성 단위(CFU) 수가 가장 많은 삽입물

은 폴리에틸렌 삽입물(슬개골 삽입물)에서 탐지되었습니

다. 황색 포도상 구균은 초음파 처리 배양에서 집락 형성 

단위 수를 가장 높게 만드는 병원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자들은 감염된 재치환술에서는 삽입물의 부분 교환이

나 단일 폴리에틸렌 삽입물의 교환만으로 치료가 충분하

지 않을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최근에 이들은 인공고관절전치환술을 받고 삽입물 주

위 관절 감염이 발생한 환자들의 삽입물들에 유착된 박

테리아의 수에 대해 정형외과 학계 세계 최초로 중요

한 임상 연구 결과들을 발표했습니다. Lass 등(Aus-

tria)은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으로 인해 연속적으로 1

차 수술과 재치환술을 받은 24명의 환자들에서 적출

한 80개의 삽입물(주대, 비구컵, 대퇴 골두, 삽입물)에

서 고관절 삽입물들에 유착된 박테리아의 수를 평가하

고 정량화했습니다. 그들은 16개의 티타늄-알루미늄-니

오비움 합금(Ti6Al7Nb) 주대들, 16개의 순정 티타늄 비

구컵, 24개의 세라믹 대퇴 골두(BIOLOX®delta)와 24개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삽입물을 초음파 처리했습니다.  

총 24개의 삽입물(24명 환자들)에서 초음파 처리 배양

에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관절에서 적출한 80개의 

삽입물 중 68개에서 세균들이 탐지되었습니다. 표피 포

도상 구균은 집락 형성 단위 수가 가장 많은 원인 병원

균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삽입

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며 삽입물에서 이 병원균

의 수치는 대다수 삽입물과 비교되지 않게 많았습니다.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삽입물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박

테리아들이 탐지되었으며(10,180 CFU; 평균 566개, 범

위 0~5,000개), 그 다음으로 세라믹 대퇴 골두들(5,746 

CFU; 평균 319개, 범위 0~2560개), 금속 비구컵들

(5,007 CFU; 평균 278, 범위 0~3000), 주대들(1,805 

CFU, 평균 82개, 범위 0~1000개) 순으로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수의 집락 형성 단위 삽입물은 역시 교차 결

합 폴리에틸렌 삽입물(566개)에서 탐지되었으며, 그 다

음으로는 금속 비구컵(417개), 세라믹 대퇴골두(338개) 

순으로 많았으며, 반면 순정 티타늄 주대에서 탐지된 집

락 형성 단위 수는 훨씬 더 적었습니다(164개).

저자들은 이 연구의 중요성으로 금속 삽입물(주대, 
비구컵)과 비교해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삽입물에 대
한 박테리아 유착률이 유의하게 더 높다는 것을 지
적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금속 삽입물들(티타늄, 티
타늄 합금)에 박테리아 유착률이 더 낮다는 것을 확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라믹 대퇴 골두와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삽입

물 간 집락 형성 단위(CFU) 분포 차이는 유의하지 않

았다고 보고했지만, 다양한 바이오 소재들이 삽입물에 

유착되는 박테리아 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

었습니다. 

그러나 유의한 임상 결과들을 입증하고, 다양한 인공 관
절 표면에 유착되는 박테리아의 수에 대해 타당한 데이
터를 제시하는 증거에 기초한 과학 연구들이 요구됩니다.

 
흡연이 금속-금속 인공 관절 치환술 실패에 미치는 영향

담배에는 코발트와 니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흡연이 선천적 면역 반응과 후천적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과 니켈 감작 위험 증가는 이미 이전 연구들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으로 한 연구에서 흡연이 금속-금속 인공관절치환술 실패의 강력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상관 관계는 대조군이었던 세라믹-폴리에틸렌 인공관절을 이식한 환자군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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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세라믹-폴리에틸렌 인공 관절과 대조적으로 금속-금속 인공 관절 치환술의 실패율을 높이는 흡연

Lübbeke 등(Switzerland, USA)은 무시멘트 금속-금속 인

공고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들의 재수술 비율에 흡연이 미

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대조군은 동일한 비

구컵 디자인과 골두 지름(28 mm)을 가진 무시멘트 세라믹-

폴리에틸렌 인공 관절을 삽입한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연구

에는 1964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57%가 여성), 평

균 연령은 71세이였습니다. 1301명의 세라믹-폴리에틸렌 인

공 관절 환자들과 663명의 금속-금속 인공 관절 환자들을 

조사했습니다. 평균 추시 기간은 6.9년(1.8~12.8년)이었습니

다. 56명의 인공고관절치환술 환자들이 재치환술을 받았습니

다. 금속-금속 인공 관절을 삽입한 환자들의 경우, 흡연자들

의 재치환술 비율은 비흡연자들의 재치환술 비율보다 4배나 

더 높았습니다(95% CI 1.4-10.9). 세라믹-폴리에틸렌 인공 관

절을 삽입한 환자들의 경우, 재치환술 비율은 1.3명으로 현

저하게 낮았습니다(95% CI 0.6-2.5). 본 연구에서 금속 입자

에 대한 이상 반응(ARMD)을 보인 6명의 환자들은 모두 흡

연자들이었습니다.

이 논문 저자들은 흡연과 금속-금속 인공 관절의 상호작용이 

금속 과민증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고 가정했습니다. 저자

들은 흡연은 금속-금속 인공 관절을 삽입한 환자들에게서 금

속 입자에 대한 이상 반응(ARMD)의 발생을 촉발하거나 이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을지 모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라믹 결과

강직성 척추염은 만성 염증으로 유발된 척추와 천장 관절들의 점진적 관절염의 한 형태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또한 고관절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직된 고관절로 인해 다양한 인공 관절로 인공고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들의 수술 결과를 다

룬 데이터는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임상 연구들은 장기 생존 차원에서 세라믹-세라믹 인공 관절이 유의하게 긍정적

인 효과들이 있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용해가 없으므로 보존된 골 기질은 재치환술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습

니다. 세라믹 미립자들의 뛰어난 생물학적 능력은 마모 입자로 유도된 골용해 발생 위험이 더 낮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2건의 연구들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에서 세라믹-세라믹 인공고관절치환술의 높은 장기 생존률

김 등(Korea)은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의 고관절 재치환술 비

율은 30~50%라고 보고했습니다. 인공고관절치환술과 관련

된 다양한 문제 중 환자의 젊은 나이와 어려운 술기 들도 포

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저자들은 35명 환자들(30명 남성, 5

명 여성) 49례의 무시멘트 인공고관절치환술들의 임상 결과

들과 방사선 검사 결과들을 비교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32세

(20~54세)였으며 평균 추시 기간은 9.1년(2.2~18.3년)이었습

니다. 금속-폴리에틸렌 인공 관절은 23례에서서, 세라믹-세

라믹 인공 관절은 26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Harris 점수는 두 환자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방사선 검사 결과, 금속-폴리에틸렌 환자군에서는 13례의 인

공고관절치환술에서서 골용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반면 세라믹-세라믹 환자군에서는 골용해가 관찰되지 않았

습니다. 비구컵 해리는 금속-폴리에틸렌 환자군에서는 10례

에서 확인되으나, 반면 세라믹-세라믹 환자군에서는 없었습

니다. 술 후 9.1년 뒤 평균 생존률은 세라믹-세라믹 그룹의 

경우 100% 였으며, 금속-폴리에틸렌 그룹은 81% 였습니다. 

저자들은 무시멘트 인공고관절치환술의 경우 세라믹-세라믹 

인공 관절이 좋은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Rajaratnam 등(Austrailia)은 2009년에 발표한 강직성 고관절

에 대해 무시멘트 인공고관절치환술로 치료한 환자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평균 추시 기간이 11년(5~19년)으로 최장기 추

시 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구 논문 저자들은 강직된 고

관절에 세라믹-세라믹 인공 관절을 이용했을 때 다른 인공고

관절치환술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들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수술 당시 평균 연령 52세(16~75세)인 환자 15명(9명 

남성, 6명 여성) 16례의 무시멘트 인공고관절치환술의 결과

를 평가했습니다. 1993년 전에 이 수술을 받은 환자들 경우

에는 금속-폴리에틸렌 인공 관절(지름 22.25, 28 mm)을 사

용했습니다. 1993년부터 1997년 사이 수술 받은 환자들은 세

라믹-폴리에틸렌 인공 관절(28 mm)을 사용했습니다. 1997년 

이후 수술한 환자들은 세라믹-세라믹 인공 관절(28 mm, 32 

mm)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환자들은 수술 후 호전된 거동과 

기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9례(환자 8명)에서는 금속-폴리

에틸렌이나 세라믹-폴리에틸렌 인공 관절을 사용했습니다. 6

례(환자 5명)에서는 가장 최근 방사선 촬영에서 인공 관절에 

1~3 mm 사이의 선형 마모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방

사선 검사 결과, 3례에서 골용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금속-폴

리에틸렌 인공 관절(22.25 mm)을 삽입한 한 젊은 여성은 비

구컵의 무균성 해리 때문에 수술 후 5년 뒤 재치환술을 받았

습니다. 저자들은 무균성 해리는 수술 당시 16세이었던 환자

의 인공고관절치환술 후 높은 기능적 요구와 청소년 류마티

스 관절염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한 비구가 그 원인일 것이

라고 추측했습니다.

세라믹-세라믹 인공 관절을 삽입한 7례(환자 7명)에서는 가

장 최근에 이루어진 추시 방사선 검사에서도 선형 마모나 골

용해가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자들은 무시

멘트 인공고관절치환술은 강직성 고관절 치료에 효과적이며 

장기 결과도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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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세라믹 인공 관절 VS. 금속-폴리에틸렌 인공 관절: 중 장기 생존률 비교

Radulescu 등(Romania)은 무시멘트 세라믹-세라믹(알루미

늄) 인공고관절치환술을 받은 평균 연령 45.6세(30~62세)인 

60명의 환자들과, 무시멘트 금속-폴리에틸렌 인공고관절치

환술을 받은 평균 연령 46.8세(32~64세)인 62명의 환자들을 

비교한 전향적 연구의 중 장기 결과들을 보고했습니다. 평균 

추시 기간은 6.2년(4.1~8.9년)이었습니다.

방사선 검사 결과 금속-폴리에틸렌 환자군에서는 4례(6.45%)

에서 골용해가 발견되었지만, 반면 세라믹-세라믹 환자군에

서는 단 1례의 골융해 사례(1.67%)만 발견되었습니다. Harris 

점수는 양쪽 환자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자들은 수술 후 6년이 지났을 때 세라믹-세라믹 인공 관

절이 금속-폴리에틸렌 인공 관절보다 생존률이 더 높다고 결

론을 내렸습니다.

연구

세라믹-세라믹 인공 관절의 우수한 장기 마모 결과를 확인한 적출 분석

Korim 등(UK)은 소위 “Mittelemier 삽입물”이라고 불리는 세

라믹-세라믹 인공 관절 1세대 삽입물에서 적출한 9개의 인

공 관절들을 연구했는데, 이 삽입물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평균 16년(7~20년) 이후 무균성 해리 때문에 재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세라믹 삽입물들은 알루미늄 세라믹이었습니다(BIOLOX®, 

CeramTec GmbH, Plochingen). 1차 수술을 받을 때 환자들(6

명 여성, 3명 남성)의 평균 연령은 48세(22~60세)였습니다.

저자들은 단지 3례의 대퇴 골두에서 최소한으로 마모된 부위

들보다 표면 거칠기가 유의한 정도로 높은 선형 마모 부위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0.645 μm vs. 0.289 μm). 나머지 6례

의 인공 관절들은 최소 수준의 마모를 보였습니다(매끄러운 

표면 0.011 μm에 상반되는 0.289 μm).

이들은 세라믹-세라믹 인공 관절 1세대 인공 관절들은 이전

의 적출 분석 결과들과 비교해서 장기간에서도 낮은 마모율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식과 관련한 최신 연구 결과들: 금속(CoCrMO) 고관절 및 슬관절 삽입물들에서 
염증성 세포에 의해 유도된 부식

생물학적 시스템의 국소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부식 손상이 많은 논문들에서 분석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염

증 세포들로 인해 부식 손상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새로운 증거들에 과학자들과 임상의들이 직면하며 염증 

세포와 금속(CoCrMo) 삽입물의 표면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임상 결과들과 관련해 새로운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최신 연구 결과들은 관절 치환에서 금속 입자에 대한 이상 반응 (ARMD)의 이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

체내에서 금속(CoCrMO) 삽입물을 부식시킬 수 있는 염증성 세포들

Gilbert 등(USA)은 고관절과 슬관절에서 적출한 삽입물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염증성 세포에 의해 유도된 금속(CoCr-

Mo) 삽입물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새로

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금속-금속과 금속-폴리에틸렌 인

공 관절들을 포함한 51개의 삽입물 조합으로부터 적출한 69

개의 금속(CoCrMo) 삽입물들 중, 51개의 삽입물들(74%)에서 

염증성 세포가 원인이 된 부식이 발견되었습니다.

 
저자들은 이 관찰 결과들이 인공 관절의 특정 디자
인, 특정 합금 미세 구조, 금속이나 폴리에틸렌 삽입
물 재료들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부식 패턴들을 관찰했는데, 이 사

실은 다양한 유형의 세포들과/또는 세포 활동들이 자극을 받

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부식은 개별 세포들이 금속(CoCr-

Mo) 삽입물들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인공 관절 표면에 붙어, 

세포막으로 표면을 밀봉해 부식을 이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자들은 공격적인 세포들의 크기는 20~300 μm 사이에 있

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금속 이온은 관절의 염증반응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세포들로부터 집중적인 부식 공

격을 받는 부위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들

이 부식에 반드시 필요하며 어떤 활성 자극들이 이 유형의 

염증성 세포의 직접적인 공격과 부식으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자들은 활성 자극에는 인공 관절 표면에 미치는 마
모 부식 및 조립식 테이퍼, 다른 삽입물 부위, 폴리
에틸렌 삽입물에 발생되는 미립자나, 감염 혹은 알
려지지 않은 환자의 요인들이 포함될 지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염증이 일어나는 환경 조건들의 변화와 낮은 pH 수치와 관

련된 염증성 질환들에서처럼 환자의 소인적 요인들이 필수

적인 역할을 하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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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금속 인공 관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삽입물 주위 연부조직 이상 반응의 병인은 완전히 밝혀지
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합병증들의 구체적인 발병 원인들과 이환율에 대해서도 여전히 잘 알지 못합
니다. FDA와 EFORT/EHS는 금속-금속 인공고관절치환술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한 환자들과 무증상 환자들
에 대하여 추시를 권고 하였습니다4-9. 그러나 모든 크기의 금속 대퇴 골두에서, 이상 증상이 발생한 환
자들과 무증상 환자들에 대하여 연부조직 병리 결과를 기록하고 문서화 하는 표준화된 진단 알고리즘
이 없습니다. 큰 골두를 이용하여 금속-금속 고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이상 증상이 있는 가성종양과 무증
상 가성종양 보고율은 4~71%에 이르는데, 이러한 차이는 삽입물 유형, 환자 모집단, 사용한 영상 기법(초
음파 검사, CT 촬영, metal artefact reduction sequence [MARS] MRI)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1-3,5,6,8,10-15. 
 
무증상 가성종양도 임상적인 중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증상 가성종양 환자들도 시
간이 지나면 증상이 발생할지, 증상 발생 빈도는 얼마나 될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현재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가성종양 수술적 치료에 대하여 정립된 내용도 아직 없습니다. 개선된 재치환술 
결과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해답을 줄 수가 있고, 정형외과 의사들을 위한 가이드를 제
공할 수도 있습니다. 

논문과 임상에서 언급된 증례들   (그림 1-3b)을 통해 
금속 삽입물과 관련된 문제는 세라믹으로 재치환술 할 
경우 해결될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들은 세라믹이 
인공고관절치환술에서 현재 생물학적으로 가장 비활성
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세라믹-세라믹, 세라믹-폴리에
틸렌 또는 세라믹-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인공 관절을 
사용하여 재치환술 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최신정보 
고관절치환술에서 금속 삽입물과 관련된  
병리학적 문제의 치료에서 관절면의 교체  

Sylvia Usbeck and Leslie F. Scheuber
CeramTec GmbH, Plochingen, Germany

그림 1. 64세 여자 환자로, 좌측 금속-금속 인공고관절
치환술 시행 4년 후 특별한 증상은 없으나, “명확하지 않
은 림프종”이 피부과에서 진단되어, 2차례 수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Source: P. Bösch, MD, Vienna,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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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보고

금속-금속 고관절치환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병리 문제 치료로서 관절면 교체

Cadossi 등(Italy)은 금속-금속 고관절치환술 시행 12개월 

후 양성 골반 가성종양이 진행된 59세 여성 환자 증례를 

보고하였습니다. 환자는 금속 알레르기의 병력이 없었습

니다. 환자는 좌측 대퇴부 통증과 대퇴 사두박근의 약화

를 호소하였습니다. 방사선 및 CT검사 결과 삽입물은 잘 

고정되어 안정적이었으나, 대퇴 경부와 대퇴골 근위부에 

고형의 가성종양이 관찰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대퇴 신

경 마비도 관찰되었습니다. 근 30년간 미용사로 근무하여 

오랜 기간 화학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과거력이 있

었습니다. 저자들은 미용사에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발생 비율이 높다는 보고가 많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재치환술:
1단계로 복강경을 이용하여 괴사된 연부조직 종괴를 제거

했습니다. 원자 흡수 분광 측정법(AAS)에서 삽입물 주위 

세포 조직들과 혈청 내 금속 이온 수준(코발트, 크롬)이 정

상 수치들보다 더 높은 것이 측정되었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잘 회복되었고, 2단계로 재치환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종괴를 제거한 후에도 환자는 여전히 좌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신경 마비의 회복 소견도 보이지 않았습

니다. 패치 테스트를 통해 코발트와 니켈에 대하여 피부 

양성 반응 소견을 확인했습니다. 혈청에서 크롬과 코발

트 수치는 높게, 니켈 수치는 정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과다 호산구증가증 또한 관찰되었습니다. 삽입물은 안정

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방사선 검사상 어떠한 이상 

소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CT검사에서 장요근에 새로운 

종괴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재치환술 때 제거했습니다.

Source: P. Bösch, MD, Vienna, Austria

그림 2 a-b. 스포츠 운동을 좋아하는 65세 남자 환자로, 우측 금속-금속 인공고관절치환술 시행 2년 후 특별한 증상은 없
으나, 고관절 굴곡시 부종과 삼출이 관찰되었습니다.

Source: P. Bösch, MD, Vienna, Austria

Source: P. Bösch, MD, Vienna, Austria

그림 3 a-b. 59세 남자 환자로, 좌측 금속-금속 인공고관절치환술 시행 11년 후 특별한 증상은 없으나, 광범위한 연부조
직과 골 파괴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Source: P. Bösch, MD, Vienna,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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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금속 관절은 세라믹-세라믹 관절로 대체 하였습니

다. 비구 주변 조직을 조직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많은 수

의 비만세포(mast cell)와 호산구, 림프구 침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장요근 종괴 및 비구 삽입물과 장골 사이의 세포에서 추출

한 표본들로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거대 세포, 대식 세

포, 섬유성-대식 세포 반응, 림프구 침윤이 있는 섬유성 조

직, 대형 호산구, 출혈 부위 및 림프 소포들이 관찰되었습

니다. 호산구는 알레르기, 조직 항상성 및 면역 반응과 관

련되어 있습니다. 3.9%에서 8.3%까지 증가한 세포수는 호

산구 증가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
세라믹-세라믹 재치환술로 임상적 문제의 원인적 요인

을 제거하였습니다. 저자들은 금속-금속 관절을 제거하

고 세라믹-세라믹 관절로 재치환술 한 후, 10일 뒤 호산구 

비율은 7.7%까지 감소하였으며, 1달 후에는 2.1%까지 감소

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좌측 대퇴부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대퇴 신경 마비는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CT검사를 통해 

가성종양 제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새로운 

이상 반응이나 합병증 없이 정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고찰:
저자들은 비구컵의 높은 경사각과 더불어 면역/염증 메커

니즘의 조합, 대식 세포로 인한 괴사, 금속 나노 입자로 유

발된 세포-매개 과민 반응(지연형IV)이 가성종양의 발생을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직업적으로 이런 금속들

에 사전 감작되어 이러한 메커니즘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

니다. 저자들은 나노 크기의 금속마모입자들과 금속이온들

이 가성종양 발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위해 더 깊

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Sandiford 등(UK)은 금속-금속 관절을 무시멘트 인공

관절로 치환한 환자 25명(여성 13명, 남성 12명)을 대상

으로 한 전향적 연구에서, 치환술의 적응증과 초기수술 

결과들을 평가했습니다. 환자 1명은 추시 조사 중 제외되

었습니다. 수술 중 소견들은 진단에 따라 다양했습니다. 

재치환술 시행 환자들은 서혜부 통증(6명), 운동 후 발생

하는 통증(2명), clicking과 동반되는 통증(2명), 삼출액이 

있는 통증(10명)이었습니다. 재치환술까지의 평균 기간은 

30.2개월(4~65개월)이었습니다.

재치환술:
모든 환자에게서 적은 양이지만 삼출액이 관찰되었으며, 

이 중 3명은 암회색 삼출액이, 1명은 크림색 삼출액이 관

찰되었습니다. 3명에서는 비구컵 뒤쪽에서 낭종이 관찰되

었으며 이 중 1명에서는 비구컵 해리 소견이 관찰되었습

니다. 검은색 위막은 3명의 환자들에게서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소견을 보인 환자들은 모두 금속-금속 관절을 세라

믹-세라믹 인공 관절로 대체하는 재치환술을 받았습니다.

결과:
모든 환자들은 통증 감소에 매우 만족했고, UCLA 활동 점

수도 증가했으며, 직장 생활 및 일상 생활과 스포츠 활동

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의 Oxford, Harris 

및 Womac 고관절 점수들은 수술 전 점수들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호전되었습니다.

고찰:
저자들은 삽입물 주위 연부조직에 나타난 이상 반응의 병

인을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상 반응 때문에 

재치환술 시행시 코발트-크롬 관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비구컵 뒤쪽에서 진행되는 골용

해는 여성 환자들에게서만 관찰되었습니다. 직경이 작은 

골두를 사용한 여성 환자들이 이 코호트 연구에서는 인공 

관절 실패율이 더 높았습니다. 
 
저자들은 최근에 발표된 1천명이 넘는 환자들의 데이터(R. 

Treacy)를 인용하면서, 예상치 않은 통증은 작은 골두의 금

속-금속 관절을 사용한 여성 환자들에게서 더 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속 관련 합병증들은 직경이 작은(≤ 32 mm) 골

두를 사용하는 경우가 큰 골두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적게 

발생하며, 이러한 합병증들은 주로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친

다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속-금속 인공관절과 관

련된 증상이 있는 또는 증상이 없는 합병증 발생률 및 골

두 크기가 남녀 합병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미있

는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들은 없었습니다. 
 
Maurer-Ertl 등(2011)이 논문을 발표한 후, Kawakita 
등(Japan)은 금속-금속 인공고관절치환술 후 가성종양으

로 인해 한쪽 다리에 부종이 생긴 2증례를 발표했습니다. 

저자들은 좌측 고관절에 큰 골두로 금속-금속 고관절치

환술을 받은 후에 전형적인 염증성 가성종양이 생겼다고 

보고했습니다.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약 1년 후, 69세 여성 환자는 좌

측 다리에 발생한 부종을 호소했습니다. 방사선 검사 결과 

그 부위 연부조직에 부종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

니다. CT검사 결과, 골반 내 장골와 전방에 지름 5 cm로 

측정되는 고형 종괴가 있어 좌측 외장골 동맥과 외장골 정

맥을 누르는 소견이 보였습니다.

재치환술:
저자들은 이 연부조직 종괴를 모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종괴의 크기를 가능한 

많이 줄였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염증성 가성종양이 확

인되었습니다. 괴사된 종괴를 절개해 보니 림프구 침투와 

미세 혈관에 둘러 싸인 형질 세포와 거대 세포들이 관찰

되었습니다. 
 
환자 다리 부종은 점차 호전되었으며 종괴의 크기도 줄어

들었습니다. 외장골 정맥이 확장된 소견도 사라졌습니다. 

환자는 우측 고관절에 1차 인공고관절치환술을 받으면서 

동시에 좌측 인공고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저자들은 큰 골두 내측과 경부 주변에서 괴사된 세포들

을 발견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금속 마모 입자는 발

견되지 않았으며 관절액과 연부조직 내의 금속 이온 농도

는 뚜렷이 상승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큰 직경의 골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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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테이퍼 접합부에서는 부식 징후가 없었습니다. 비구나 

대퇴골에서 골용해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재치환술 시 잘 고정된 주대는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비구

컵은 교체하였으며, 금속-금속 관절은 세라믹-세라믹 관

절로 교체했습니다.

결과:
환자는 수술 후 합병증과 이상반응 없이 정상적으로 회복

했습니다.

결과:
저자들은 금속 마모 입자 보다는 세포-매개 과민 반응(지

연형 IV)이 가성종양의 원인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많은 연

구에서는 가성종양의 원인이 금속 과민증 때문일것이라

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가성종양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

의 금속 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설이 적용이 되

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속-금속 인공고관절치환술을 받

은 환자에서 여러 이상 반응들(면역 반응, 염증, 세포 독

성 반응, 과민 반응)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Johnson 등(USA)은 금속-금속 관절에 대한 조직 이상 

반응을 연구하여 금속 입자에 대한 이상 반응(ARMD)이 

활발한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금

속-금속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3.5년 후 좌측 둔부 통증, 

clicking, 부종을 호소하는 60세 여자 환자 증례를 발표했

습니다. 이학적 검사상 이런 부작용들과 관련된 신경 혈관 

병인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고관절 운동시 발생하는 통증

과 squeaking이 들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혈청 내 크롬과 

코발트 수치는 각각 65ppb, 53ppb였습니다. ESR, CRP

수치 및 WBC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방사

선 검사에서도 비구와 대퇴 삽입물에 해리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CT검사에서 좌측 장골 비구 상부에 1.6×1.4 

cm 가성종양이 확인되어 재치환술 때 제거하였습니다.

 

재치환술:
저자들은 전방캡슐을 절개했을 때 회색빛 체액 50-60ml

가 관찰되었다고 했습니다. 고관절 후방과 전방하부면에

서 넓은 회색빛의 금속증(metallosis) 위막이 관찰되었습니

다. 조직 검사 결과, 금속 입자에 대한 이상 반응(ARMD)

과 일치하는 조밀한 섬유 세포, 만성 염증세포, 미립자들

을 함유한 대식세포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속-

금속 관절은 세라믹-폴리에틸렌 관절로 대체되었습니다. 

결과:
환자는 수술 후 어떠한 합병증이나 새로운 이상 증상 없

이 정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중둔근 약화 소견이 다소 

관찰되었지만 불안정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3개월 추

시 기간 동안 고관절 관절 운동 범위도 좋았습니다.■ 

“금속 입자에 대한 이상 반응(ARMD) 때문에 재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절면에 대한 

금속 입자에 대한 이상 반응(ARMD)의 재발을 막고 증상의 지속을 예방하기 위해 금속-금속이 아닌 

관절면으로 치환을 해야 합니다.”

Johnson S et al. Revision of Metal-on-Metal Bearing Surfaces in Hip Arthroplasty. Scuderi GR (ed.).  
Techniques in Revision Hip and Knee Arthroplasty. Elsevier Saunders 2014 p.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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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견관절치환술의 동향과 전망 

Felix Zeifang, MD, PhD 인터뷰

Department of Orthopaedic and Trauma Surgery, University Hospital of Heidelberg

견관절 수술은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인공

견관절치환술 증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형들의 인

공관절치환술과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

점들은 마모, 염증 및 알레르기 문제입니다. 의학 박사이자 

이학 박사인 Felix Zeifang 박사와 함께 인공견관절치환술

의 해결되지 않은 쟁점과 전망과 더불어 이 수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공견관절치환술에서 최근에 발전 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년 전 세계적으로 185,000례의 인공견관절치환술이 이루

어지는데, 이중 20~30,000례가 독일에서 이루어집니다. 인

공견관절치환술은 고관절과 슬관절치환술에 비하면 아직은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공견관절

치환술 수술 수가 매우 증가했습니다. 가장 빠른 성장을 보

이는 것은 역행성(reverse) 인공견관절치환술입니다.

 
역행성 인공견관절치환술 수술 수가 많이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는 결국 회전근

개 파열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건강한 사람들과 견관절염

을 앓는 환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회전근개가 손상된 

환자들의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60대의 약 10%가 손상되어 

있으며, 매년 약 1~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행성 인공견

관절치환술을 시행함으로써 회전근개 근육이 반드시 필요하

지는 않게 되었고, 기능적은 활동은 주로 삼각근육을 이용하

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역행성 인공견관절치환술은 노인환자

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공견관절치환술이 필요한 대상은 최근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견관절염과 더불어 상완골 복합 골절이 최근 일반적인 대상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속판보다는 역행성 인공견관절치환

술을 이용하는 것이 기능 회복에 더 효과적입니다. 

임상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환자들의 만족은 매우 높습니다. 해부학적 인공견관절치환술

이나 역행성 인공견관절치환술 모두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성공적인 수술의 결정적 요인은 적합한 삽

입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적합한 삽입물을 선택함으로써 

치환술 10년 후에도 80% 이상의 환자가 만족하는 아주 좋

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치환술 비율도 비교적 낮

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평균 13년의 추시한 인공견

관절치환술 39례 중 재치환술이 필요한 경우는 없었습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부학적 인공견관절치환술에 대한 방사

선 검사 결과, 삽입물 해리 비율은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이 

비율은 우리 연구에서는 수술 13년 후 36%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인 환자들에서 기능에 문제가 있는 증상이 발견

되지는 않았습니다. 방사선 검사에서 해리가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인공관절수술에 대해 여전히 만족스러

워 했습니다. 앞으로 관절 삽입물을 영구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인공견관절치환술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역행성 인공견관절치환술에도 이런 해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행성 인공견관절치환술을 이용하면 관절 삽입물 해리가 상

당히 줄어드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역행

성 인공견관절치환술을 시행하고 첫 10년 동안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방사선 검사 결과, 관절와 반구의 기초판은 여전

히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에 기초

판 하단 가장자리에 골 침식이 발생하는 견갑골 절흔 문제

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모든 역행성 인공견관절치환

술 삽입물의 2/3정도에서 확인되었지만, 삽입물 해리는 발

생하지 않았습니다. 견갑골 절흔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

습니다. 기계적 또는 관절낭 자극과 마모로 유도된 골용해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역행성 인공견관절치환술의 경우, 해리는 주대 주변에서 관

찰됩니다. 해리의 원인은 미세 동작과 큰 회전 운동 혹은 마

모 입자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역행성 인공

견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에서 기능 소실 소견이 보였습

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들은 외전된 팔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점차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

인은 아마도 근 섬유막 길이(sarcolemma length)의 변화나 

근육의 지방 변성 증가로 발생한 삼각근육의 피로(fatigue)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해부학적 인공삽입물의 해리가 잘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해리의 원인으로는 초창기 삽입

물의 완전하지 못한 디자인과 인공견관절치환 수술 기법 미

숙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견관절치환술시 사용할 수 

있는 삽입물의 종류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각 환자의 해부학

적 구조에 적절히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삽입

물들이 개선되었으며, 수술 기법도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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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골을 확공하였지만, 이제는 피질골에 삽입물을 고정시킬

때 더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절와에 사용하는 인공관절 표준은 시멘트 폴리에틸렌

입 구성물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작은 뼈 때문에 삽입물 고

정만이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미세 동작들 또한 관절 삽

입물이 제 자리에 단단히 자리 잡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압력, jet lavage 등의 새로운 시멘트 기법과 새로운 삽입물 

디자인들이 결과를 개선 시키기를 바랍니다.

 
무시멘트 고정이 더 안정적인가요?

메탈-백(Metal-backed) 시스템을 이용한 견관절 컵의 무시

멘트 고정은 마모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모는 해리 발

생 비율을 높이게 되는데, 이는 수술 후 10년도 되기 전에 

발생하는 임상 증상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치환술 비율은 

무시멘트 고정시에 높은 편입니다: 2013년 뉴질랜드 레지스

트리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시멘트 고정에 비해 해리 발생 

비율이 약 4~5배 더 높았습니다2.

 
그렇다면 무시멘트 고정은 좋은 대안이 아닌가요?

유감스럽게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시멘트 고정이 

시멘트 고정의 훌륭한 대안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이유는 있

을 것입니다. 해부학적 인공견관절치환술로부터 역행성 인공 

견관절치환술로 변하게 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 방법

은 만일 해부학적 인공견관절치환술 후 정상적인 퇴행 과정

으로 회전근개 근육 이상이 발생한다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멘트 비구컵을 제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비구

컵을 제거할 때 뼈에 큰 구멍을 만들어야 하고 기초판의 고

정을 위하여 충진 시켜야 합니다. 주대를 교체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고 침습적인 과정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관절와에 대한 발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

두(관절와반구)를 고정하는 기초판이 포함된 해부학적 인공

견관절 삽입물을 역행성 인공견관절 삽입물로 교체하는 방

법에 대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메탈-백(Metal-backed) 삽입물들에서 마모로 인한 해리 발

생률이 높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인공 견관절치환술에서의 

관절면 연구는 여전히 초보 수준이지만, 마모 문제는 세라믹 

삽입물을 이용하여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라믹 삽입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점과 반대로 발생하는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까?

금속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티타

늄 삽입물을 사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라믹 삽입물은 이

런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공견관절 치환술

에서도 삽입물 주위 감염 문제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과 표피 포도상 구균뿐만 아니라 다른 인

공관절치환술에서는 흔하지 않은 여드름균도 문제를 일으킵

니다. 이 여드름균은 주로 겨드랑이에서 발견되는 미생물로, 

배양액에서 최소 10일 동안 배양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간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인공 고관절 치환술

에서처럼 세라믹 삽입물을 사용하는 것은 감염 발생률을 낮

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라믹 삽입물이 감염 발생

을 줄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Felix Zeifang님 논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einrich Wecker (Director Strategic Business Development 

for Medical Engineering, CeramTec GmbH)에 의해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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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ts of cemented total shoulder replacement with a minimum follow-up 
of ten years. J Bone Joint Surg Am. 2012;94(23):e1711-10 

2. Clitherow HD, Frampton CM, Astley TM. Effect of glenoid cementation on 
total shoulder arthroplasty for degenerative arthritis of the shoulder: a re-
view of the New Zealand National Joint Registry. J Shoulder Elbow Surg. 
2014;23(6):77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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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회 EFFORT 학회 주제: 감염

2015년 프라하에서 열릴 제 16회 EFFORT 학회의 주요 주

제는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입니다. 주요 주제들 중에는 

다음 내용들이 있습니다: 

•  정형외과용 바이오 소재들에 유착하는 세균들

•  정형외과 감염의 경제성

•  감염된 인공슬관절치환술

•  인공관절 전치환술 감염에서 환자 적합 치료

•  인공삽입물 연구에서 RSA

•  마모학에서 현재 논의되는 사안들

•  인공고관절치환술과 관련된 dual mobility: 

적응증과 한계

Prague, Czech Republic,  
27–29 May 2015 
 
 

 Information and online registration:  
www.efort.org/prague2015

인공 관절 감염에 대한 다학제간 워크샵 

PRO-IMPLANT 재단(Charité-UniversityMedicine, Berlin)

은 2015년에도 그들의 성공적인 다학제간 워크샵(Eng-

lish)을 계속 시행할 계획인데, 2015년 워크샵에서는 삽입

물 주위 관절 감염에 대하여 진단에서부터 내과적 및 외

과적 치료에 이르는 모든 사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워크샵에는 전문가들 발표, 증례 논의 및 실습 워크샵들

이 포함됩니다. 

유럽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코호트 연구(EPJIC) 역시 발

표될 것입니다. 

EPJIC는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을 앓고 있는 5천명 환자

들의 장기 추시결과 및 관절 기능, 삶의 질을 평가하는 국

제적인 멀티 센터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100개 이상의 병원들이 이미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면, Pro-IMPLANT Foundation

으로 연락해 주십시요.

E-mail: info@pro-implant-foundation.org

Course dates: March 5–6,  
 June 1–2,  
 September 24–25, 2015 

Location:  Langenbeck Virchow Haus 
 Luisenstraße 58/59 
 D-10117 Berlin  
 (Germany) 
 

 Information and online registration:  
www.pro-implant-foundation.org

동향 새소식

의학 박사이자 이학 박

사인 Felix Zeifang는 

2005년 7월부터 하이

델베르그 대학 병원에

서 정형외과 및 외상 수

술 부서의 과장으로 근

무하고 있으며, 2010년

부터 견주관절수술 부

서를 이끌고 있습니다.

진료와 연구의 주요 포

커스는 견관절 수술, 인공견관절치환술, 연골 세포 

이식, 국소 연골 결손 치료, 종양 및 감염성 정형외

과 질환들과 족부 수술입니다.

Felix Zeifang는 40편 이상의 전문 논문들을 발표

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 받아 여러 상을 수상했습

니다. 또한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조교수이자, 독

일 견주관절수술학회에서 견주관절수술 트레이닝 

센터의 소장이기도 합니다.

 Contact:
Felix Zeifang, MD, PhD 
Head of the Shoulder and Elbow  
Surgery Section 
Department of Orthopaedic  
and Trauma Surgery 
University Hospital of Heidelberg  
Schlierbacher Landstraße 200a 
D-69118 Heidelberg  
Germany 
Phone: +49 6221 56 262 24 
Fax: +49 6221 56 283 88 
E-mail: felix.zeifang@med.uni-heidelberg.de

학회 및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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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CADEMY® 앱: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 진단에 있어 필수 요소들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은 인공관절치환술에서 발생하는 심

각한 합병증으로 환자의 안녕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칩니다. 이 합병증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배양-음성” 
감염인 경우입니다.

보고된 증례 논문에 따르면, 배양-음성인 삽입물 주위 관

절 감염 비율은 5%에서 41%까지 다양했습니다. 여러가

지 요인들이 미생물 배양에서 병원균 동정 실패에 관여하

고 있었습니다.1

새로 개발된 PALACADEMY®앱 “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진

단에 있어 필수 요소들” 은 이제 iPad Heraeus Medical에

서 제공하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보와 진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주요 사항들:

•  증례-진단 알고리즘을 통한 단계별 실제 증례

•  도전 과제-삽입물 주위 관절 감염에 대해 가장 흔한 

질문들과 문제점들, 실무 요령, 비디오 영상들

•  미디어 라이브러리-논평 문헌 리뷰, 다운로드용 

그래프와 그림들

•  증례 보고-관절 치환에 대한 임상 증례들

 

 http://heraeus-medical.com/en/diagnostic_app/diagnostic_app_1.aspx
1 Peel, T. et al. 2013. Management of Prosthetic Infection According to Organism.  http://dx.doi.org/10.5772/53244

CeraNews 앱: Ceramtec GmbH 잡지 -  
정형외과 전망에 대한 정보 학술지

CeramTec에서 발표하는 CeraNews지는 현재 무료 앱으

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쇄문서 버전뿐만 아니라 항상 

모바일 접속이 가능한 전자문서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삽입물 주위 감염을 다루는 이번 호는 이미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전 호들 역시 CeraNews앱을 통해 볼 수 있

습니다. CeraNews는 1년에 두 번씩 무료로, 이식 병리학

(implant pathology), 마찰학(tribology), 관절 조합(joints 

combinations) 같은 다양한 임상적, 과학적 주요 주제들

에 대해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디서든 CeraNews앱

을 통해 인공고관절치환술 분야의 최신 주요 논점들을 온

라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

•  최신 주제

•  인터뷰

•  연재 기사

•  문헌 리뷰

•  기초 정보

•  증례 보고

 www.ceranews.com 

 App Store: https://itunes.apple.com/app/id906409794

 Google-Play-Store: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pressmatrix.ceranews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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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감염:  
기본 원칙들, 예방, 진단 및 치료 

근골격계 감염은 드물지만 발생시 환자와 졍형외과의사 모

두에게 치명적인 합병증입니다. 이 책은 스위스 정형외과

학회(Swiss Orthopedics)과 스위스 감염 질환 학회(Swiss 

Society for Infectious Diseases)의 노력으로 발간되었습니

다. 저자들은 두 학회의 지원을 받는 “근골격계 감염” 전문 

그룹의 회원들입니다.

이 책은 근골격계 감염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개요를 제

공합니다. 나아가 까다로운 감염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염 전문의 및 외상전문 정형외과의사과 더불어 

미생물학자, 병리학자 및 성형외과의사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무료 포켓북과 감염 질환 패스포트(Infectious Disease Pass-

port) (영어,독일어) - 환자들의 항생제 치료에 도움이 되는 - 이 

책은 다음 주소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Heraeus Medical GmbH 
Philipp-Reis-Str. 8/13  
D-61273 Wehrheim, Germany 
 
 
 
 

새소식

구독 팁  
Text (News Ticker):  
S. Usbeck (Clinical Affairs Manager),  
L. F. Scheuber (Senior Product Man-
ager Hip),  
F. Petkow (Manager Sales Services 
International)

Infection Therapy Passport
For follow-up of orthopaedic antibiotic treatment for infections.
To be brought to all consultations by the patient!

Name   DOB  /  / 

Diagnosis 

Antibiotic allergy 

Information for the doctor
Your patient underwent surgical treatment of a bone or joint infection and was started on antibikotics. 
To check the progress of treatment, we rely on thorough documentation of the chemical laboratory 
parameters and so kindly ask you to arrange for regular laboratory tests and to enter the results in the 
following pages. We are happy to answer your questions at any time. Should clinical signs or lab 
results suggest that the antibiotic treatment needs to be modified, we can of course arrange to discuss 
the matter on an interdisciplinary level (with specialists in orthopaedics and infectious diseases) and 
issue therapeutic recommendations. As background information, please fax page 2 and 3 of this pass-
port to the doctor responsible for treatment (see below).

n CRP, WBC measured every  weeks

n Hepatic values (ASAT, ALAT, AP) measured every  weeks
When using rifampicin, quinolone, fusidic acid, daptomycin

n Creatine kinase measured every  weeks
When using daptomycin

n Renal values (creatine, urea) measured every  weeks

n INR (in pats on anticoagulation) measured every  weeks
Monitor closely when using rifampicin, caution when discontinuing rifampicin

n Other
 measured every  weeks

n Clostridium antigen test only in the event of diarrhoea during antibiotic treatment (> 3 evacua-
tions of liquid stool/day)

For the treating doctor

Stamp Name 

 Telephone 

 Fax 

 Email 

Published by swiss orthopaedics and the Swiss Society for Infectious Diseases expert group  
“Infection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It was developed by Prof. Peter E. Ochsner and Prof. Werner Zimmerli at the Cantonal Hospital of 
Liestal, Switzerland.

1402_459_Infektiologischer_Pass_EN.indd   2 11.08.14   14:17

Infections of the m
usculoskeletal system

 
Basic principles, prevention, diagnosis and treatm

ent Published by the swiss orthopaedics  and the Swiss Society for Infectious Diseases 
expert group “Infection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Infection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Basic principles, prevention, diagnosis and treatment

1st English edition 2014 

05799_Buch_IdB_Titelbild_Englische_Version_20140327_RZ.indd   3 11.08.14   14:15

인공고관절치환술에서 세라믹 삽입물의 임상적 이용을 위한 실무 가이드

이 책의 목적은 임상에서 세라믹 삽입물 이용에 필요한 

실제적 팁과 정보를 간결하고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잘 정리된 요점과 컬러 인쇄로 인하여 임상의들은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 가이드 시리즈는 시간을 절약하면서 빠르게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정형외과의사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매일 마주할 수 있는 임상문제 들에 대해 유용한 최신 정

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잘 알게 해줍니다.

더불어 이 책은 인공관절치환술과 관련한 문제를 매일 

직면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임상의와 과학자들이 필요

할 때 참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내용도 다루

고 있습니다.

Kiefer H, Usbeck S, Scheuber L.F., Atzrodt V 
Clinical Management of Hip Arthroplasty. 
Practical Guide for the Use of Ceramic Im-
plants.

 

 
1st ed. 2014, 40 p. 24 illus., in color 
Springer Heidelberg

Available Formats:

 eBook 
ISBN 978-3-662-45492-3 
Included Format: PDF and EPUB,  
download immediately

 Softcover 
ISBN 978-3-662-45491-6

 
To be published October 2014

Kiefer · Usbeck
Scheuber · Atzrodt

Clinical 
Management of 
Hip Arthroplasty

Practical Guide 
for the Use of 
Ceramic Implants

 
 www.heraeus-medic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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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SEND ME MORE INFORMATION:

Please send this fax to: +49 7153 611 16513 or e-mail at ceranews@ceramtec.de

  I am interested in information on the inserter CeraGuide (OHST) for BIOLOX® inserts.  
Please contact me via phone/e-mail.

  I am interested in new medical applications for ceramics. Please send me the brochure  
“BIOLOX® family – the future in your hand” and contact me via phone / e-mail.

  I would like to receive CeraNews Online via e-mail (PDF).

  I would like to receive a printed issue of CeraNews regularly.

Please fill out using capitals!

First name

Last name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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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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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Town, postal code

Stat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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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mail

Do you have a smartphone?  Yes  iPhone  Android  Blackberr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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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X® ins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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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ion at Modular 
Junctions – Can cera-
mics address this clini-
cal issue? A Resource 
Booklet

 BIOLOX®delta 
 ceramics for shoulder 
arthroplasty:  
The material makes  
the difference

Die hart/weich Gleitpaarungen Keramik/Polyethylen (PE), Keramik/Crosslinked Polyethylen (XPE), Metall (CoCrMo)/XPE wurden 
hinsichtlich möglicher Auswirkungen von Keramikpartikeln auf das Abriebverhalten (Dreikörperverschleiß) untersucht.  

Material und Methode

Kugelköpfe:  Aluminiumoxid-Matrix-Verbundwerkstoff   
 (BIOLOX®delta), CoCrMo 

Inserts:  Crosslinked UHMWPE 32 mm, UHMWPE 32 mm

Fremdpartikel: Aluminiumoxidkeramik (Al
2
O

3
)-Partikel    

 (BIOLOX®forte) 

Zwischen den Gleitflächen wurden Keramik-Fremdpartikel bis 5 mm 
eingebracht, um das Abriebverhalten bei simuliertem Dreikörperver-
schleiß zu testen (Abb.1–2).

Das Abriebverhalten von BIOLOX®delta- und CoCrMo-Kugelköpfen 
in Verbindung mit PE- u. XPE-Inserts wurde im Hüftgelenksimulator 
(Endolab® Rosenheim) getestet. Vor Testbeginn wurden Al

2
O

3
-Parti-

kel in die korrespondierenden Inserts eingebracht (Abb. 2). Während 
des Tests wurden weitere Keramikpartikel mittels der Testflüssigkeit 
(Kälberserum) den Gleitpaarungen zugeführt (Abb. 1). Die Gleitpaa-
rungen durchliefen jeweils 5 Millionen Testzyklen. Die Tests wurden 
entsprechend den Normen ISO 14242 Part 1 und 2 durchgeführt. Die 
Schädigung der Gleitpaarungsoberflächen wurde visuell beurteilt. Die 
Abriebmessung erfolgte gravimetrisch. 

Abb. 1: Zwischen den Gleitflächen einge-
brachte Keramikpartikel während des Tests

Abb. 2: Punkte 1–5, an diesen Stellen wurden  
Al

2
O

3
-Partikel vor Testbeginn eingebracht 

Gleitpaarungswahl bei Revision nach Keramikfraktur

Schlussfolgerung

Abb. 7–8: Metallose, 1,5 Jahre nach Metall/PE-Versorgung bei Keramikfraktur 
(Quelle: Prof. C. Lohmann, Orthopädische Universitätsklinik Magdeburg)

1. Von den bislang untersuchten Gleitpaarungen weisen Keramik/Keramik-Gleitpaarungen ein sehr 
geringes Abriebvolumen auf (Abb. 5) 9. Aus tribologischer Sicht stellt die Keramik/Keramik-Gleitpaa-
rung die beste Versorgung nach Keramikfraktur dar.8

2. Die zweitbeste Versorgungsmöglichkeit ist aus tribologischer Sicht die Keramik/PE-Gleitpaarung 
(UHMWPE oder XPE).

3. Die Verwendung der Metall/PE-Gleitpaarung nach Keramikfraktur ist kontraindiziert.1–5 Keramik-
partikel können in das PE-Insert eingepresst werden und zur hochgradigen Zerstörung des Metall-
kugel kopfes führen (Abb. 7–8).

Klinische Erfahrungen bestätigen die Testergebnisse.7 Für die Versorgung nach Keramikfraktur 
stehen BIOLOX®OPTION-Kugelköpfe aus dem Material BIOLOX®delta zur Verfügung.

Resultate

Keramik/PE und Keramik/XPE 

Die Testergebnisse mit Keramik-Fremdpartikeln zeigen, dass die 
Gleitpaarungen Keramik/PE und Keramik/XPE Versorgungsmöglich-
keiten nach Fraktur einer Keramikkomponente darstellen, um abrieb-
bedingte Probleme durch Dreikörperverschleiß und damit verbun-
dene Komplikationen gering zu halten. Bei der Ke/XPE-Gleitpaarung 
war das Abriebvolumen des Kugelkopfes um den Faktor 1000 gerin-
ger als im Vergleich zur Me/XPE-Gleitpaarung (Abb. 6). Eine Quan-
tifizierung des Abriebs der PE- und XPE-Inserts war aufgrund der 
eingebrachten Keramik-Fremdpartikel nicht möglich. Nach 5 Mio. 
Zyklen ist die Integrität beider Oberflächen weiterhin gegeben und 
somit die Funktionalität der Gleitpaarung gewährleistet (Abb. 3–4).

Abb. 3: Oberfläche BIOLOX®delta 
nach 5 Mio. Zyklen

Abb. 5: Primärversorgung

Abb. 4: Oberfläche XPE Insert 
nach 5 Mio. Zyklen

Abb. 7

Abb. 8

Abb. 6: Versorgung nach Keramikfrak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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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terial Makes  
the Difference
BIOLOX®delta ceramics for shoulder arthroplasty

CeramTec Medical Engineering

NEW
Safety Reminder     BIOLOX® Inserts

1. Position the cup in 
the Lewinnek‘s Safe 
Zone illustrated. Avoid 
using ceramic inserts 
when the cup is retro-
verted.

2. Remove osteo-
phytes in order to  
avoid impingement. 

3. Ensure that the cup 
and insert are compa-
tible.

4. The cup has to be 
clean and dry before 
placing the insert. 
Liquids and fat are not 
compressible and have 
to be removed from 
the cup. 

5. To protect the cup, 
place a swab into it 
and remove shortly 
before placing the  
insert. 

6. When using an  
insertion instrument, 
please follow its  
instructions for use 
carefully.

7. In order to check 
that it is correctly  
seated, run the finger 
around the rim of the 
insert. 

8. Fixation of the in-
sert is achieved by 
impacting with the 
appropriate impactor 
in axial direction. 

9. Never strike the 
ceramic insert directly 
with a metal hammer. 

10. Check the right  
position of the insert  
in the cup after  
fixation. (e.g. X-ray).

1, 3, 6, 7, 8, 9, 10 Figure Source: CeramTec ; 2 Figure Source: Prof. A. Kusaba (2009); 4, 5 Figure Source: Prof. H. Kiefer (2011)

This information does not replace the instructions for use. 
The information given in the instruction for use is binding and must always be observed. (August 2014)       

CeraFacts
Comprehensive library, 
all about BIOLOX®  
ceramics, with helpful 
animations and videos 
for your clinical prac-
tice  on USB stick

CeramTec GmbH

Medical Products Division

CeramTec-Platz 1–9

D-73207 Plochingen, Germany

Phone: +49 7153 611 828

Fax: +49 7153 611 950

medical_products@ceramtec.de

www.biolox.com

   Always remember

• Only unused BIOLOX® inserts taken from the original packaging must be used. 
• Do not use any BIOLOX® insert that has been dropped to the floor,  

damaged or previously used.
• Make sure that the ceramic insert and the acetabular cup are compatible. 
• Don’t combine products from different manufacturers.
• Make sure the position of the acetabular cup and its function is thoroughly checked by using 

a trial insert.
• Make sure that the acetabular cup and the ceramic insert are clean and not damaged.
• Carefully assemble the components.
• Confirm proper assembly and then impact. Do not use an insertion instrument for impaction.

Fixation of the femoral ball
head by gently impacting on 
the plastic femoral ball head 
impactor (multiple times 
are permitted) in an axial 
direction. Never strike the 
femoral ball head directly 
with the metal hammer.

1. Use taper protective 
cap and do not remove 
until immediately prior 
to placement of the trial 
femoral ball head.

2. Trial reduction with 
trial femoral ball head 
only.

 
 
3. Careful cleaning and 
drying of the stem taper.

 
 
 
4. Correct handling of 
the BIOLOX® femoral ball 
head. 
 

5. Fixation of the 
BIOLOX® femoral ball 
head. 
 

6. Avoid intraoperative 
damage as well.

The stem taper could
become damaged intra-
operatively by surgical
instruments.

The use of a trial head is
required because the use
of an actual ceramic ball 
head for trailing can modify
the surface finish of the
stem taper.

Place femoral ball head 
with clean, dry inner taper 
by gently turning it.

Make sure that third body
particles (soft tissue, fat,
cement or bone fragments,
etc.) are not trapped in
between the connection of
the stem and ceramic ball
head tapers.

Always remember
• Only unused BIOLOX® ball heads taken from the original packaging must be used. 

• Do not use any BIOLOX® ball head that has been dropped to the floor, damaged or previously 
used. 

• Make sure that the ceramic ball head taper and the stem taper are compatible. 

• Don’t combine products from different manufacturers.

• Use a trial ball head for trial reduction. 

• Make sure that the taper surfaces are clean and not damaged. 

• Carefully assemble the components. 

• Confirm proper assembly and then impact.

Only unused BIOLOX® ball
heads taken from the origi-
nal packaging must be used. 
Do not use any BIOLOX® 
ball head that has been 
dropped to the floor, da-
maged or previously used.

1, 2, 3, 6 Figure Source:  

Prof. D. Höntzsch (Tübingen, Germany)  

4, 5 Figure Source: CeramTec

Safety Reminder     BIOLOX® Ball Heads

CeraFacts
Comprehensive library, 
all about BIOLOX®  
ceramics, with helpful 
animations and videos 
for your clinical practice  
on USB stick

This information does not replace the instructions for use. 
The information given in the instruction for use is binding and must always be observed. (August 2014)

CeramTec GmbH

Medical Products Division

CeramTec-Platz 1–9

D-73207 Plochingen, Germany

Phone: +49 7153 611 828

Fax: +49 7153 611 950

medical_products@ceramtec.de

www.biolox.com

CeraScience

Fretting and Corrosion at Modular 
Junctions
Can ceramics address this clinical issue?

A Resource Booklet

September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