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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대논평

인공슬관절전치환술은최근새로운국면을

경험하고있습니다.

Benazzo F, MD, Pavia, 이탈리아

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삽입물의 수는 여러 이유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외과 의사가 이러한 형태의 수술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수의 환자들의 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절 사용 증가 결과 관절 손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무릎 손상 환자들에 있어 슬관절 전치환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신흥 국가에서 점점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 증가와 함께, 다음과 같은 관련 문제의 발생 횟수도 명백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높은 비율(약20%)의 환자들에서 사소하지만 성가신 증상과 함께 통증, 강직 그리고 불안정과 같은

잔류 증상들

•젊고 활동적인 환자들에서 물질 관련 문제 및 알레르기

따라서, 디자인 (무릎의 자연적인 운동을 위한), 소재 (환자에게 유해하지 않으며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마찰로부터 자유로운) 그리고 기술 및 시술 방법 (로봇)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환된

슬관절에 부분 삽입물 치환(uni-compartmental, bi-unicondylar, patellofemoral joint

replacement)에 관한 새로운 관심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굽힘 강도와 하중 응력 용량을 고려 하면, BioloxⓇdelta 복합 세라믹은 BioloxⓇdelta로 만든 슬관절

기구를 이용하여 치료하였던 환자들의 코흐트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임상적으로 유용한 생체재료로서

벤치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나리오들이 쓰여지고 있으며, 특히 부분 인공 슬관절치환술, 소위

소형 임플란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임플란트 제품들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분명하

게 편견을 갖는 전문가의 의견만으로 기구의 유용성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새로운 단계의 응용

연구에는 안전, 명확성 및 비논쟁 효능을 입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근거기반의

학 (EBM)의 개념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거 피라미드는 기구, 재료 및 수술 방법의 특성들과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임상 평가는 금속 대 금속 (금속-금속) 적용 실패와 그에

따른 금속 마모입자 (ARMD)에 대한 이상 반응과 같이 임상적으로 나타난 파괴적인 영향으로 인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 평가는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XPE)(마모가 없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음)

과 같은“새로운”재료와 모든 삽입물 디자인의 금속 조립부의 부식과 같은 새로운 현상에 까지 확대되

었습니다. 

혁신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단점과 환자가 겪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한 인식과 함께, BioloxⓇdelta

와 같은 검증된 재료의 새로운 적용에 관한 연구가 근거기반 의학 원칙에 따라 지속될 것이고 모니터링

될 것입니다. 

이것이 CeraNews의 금번 호에서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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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대논평

Francesco M. Benazzo 박사는, 파비아 대학 (University of Pavia) 에서 의학을

공부하였고 1980년에 졸업하였습니다. 연구를 하는 동안 특히 초기에는 전자 현미경에

집중하였습니다. 결합 조직 특히 연골과 힘줄에 대한 동결 에칭(etching) 및 동결 골절

과 같은특별한기술적용을개척하였습니다. 그는 파비아에서정형외과의사로교육및

훈련 과정을 거쳤으며 병소에 대한 전자 현미경 평가를 포함, Lipomembranous

osteodystrophy와 같은 장골을 침범하는 희귀유전 질병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며

1985년에 정형외과 및 외상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연수 프로그램 동안, 자신의 멘토

인 Boni 교수로부터경추수술및스포츠외상에대한지도를받았습니다. 

Benazzo은 정형외과의 스포츠 외상 부문에서 조수로 근무했으며 1990년에는 조교수로 학술적 위치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2000년에 마침내 정형 외과 및 외상과 전임 교수가 되었으며 2년 뒤에는 산 마테오 병원 (San

Matteo Hospital) 병원 파비아 대학 (University of Pavia) 정형 외과 및 스포츠 외상과 학과장으로 취임하였습니

다. 그 이후로, 그는 정형 외과 및 외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그는 축구 클럽인

Internazionale Milano의 컨설턴트가되어외과의사로 2014까지근무하였습니다. 

과학 및 임상에 대한 그의 주요 관심 분야는 결합 조직 구조와 역학, 운동 선수 및 기능 과부하 부상에 건병증,

척추 관절염, 시멘트 기술, 인공 고관절 슬관절 수술,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에서 최소침습 수술 기법 및 기구 개발

및 SAOS-2와 줄기세포의사용을통한조직공학입니다.

2005년, Benazzo는 EFOST (정형외과 및 외상외과 유럽 연합)의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IRCS

(International Cartilage Repair Society)와 ISAKOS(International Society of Arthroscopy, Knee Surgery

and Orthopaedic Sports Medicine)의 회원이며, 유럽 고관절 학회와 이탈리아 대학 정형외과 및 외상외과 교수

모임의회원이기도합니다.

그는 3개의 다른 고관절 대퇴 삽입물과 1개의 슬관절 삽입물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및 부분

치환술을위한카데바강사로도호주, 프랑스, 한국등여러나라를방문한적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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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슬관절인공삽입물의미래 : 

세라믹이그역할을찾다

Mittelmeier W, MD, (Rostock, 독일)와 인터뷰

세라믹 재료가 이미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허용된 반면, 슬관절 치환술은 여전히 금속 대 폴리에틸렌

관절을주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슬관절에도세라믹삽입물을사용할수도있습니다. 예를들어, 알레

르기가있거나세균성해리에의한재치환술이요구되는환자의경우, Mittelmeier 교수는전체세라믹또는

세라믹코팅삽입물을권장하고있습니다. 현대의 알루미나매트릭스복합세라믹들은강화된굽힘강도및

스트레스부하능력으로운동학적으로요구하는인공슬관절에도적합합니다. 유럽여러기관에서얻은 5년

간데이터를통해BioloxⓇdelta세라믹대퇴삽입물의경우안정적인고정과우수한내구성을보여주고있음

을확인할수있습니다. 

왜무릎TEP 환자들이자주불만을나타내는지요?

Mittelmeier : 환자들의 불만 횟수는 고관절 인공 삽입물보

다 슬관절 인공 삽입물에서 더 높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슬관절의 매우 복잡한 운동성과 운동학적으로 더 까다로운

수술 기법 때문입니다. 세라믹 삽입물이 고관절 인공 삽입

물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슬관절에서는 현

재 시술되고 있는 금속 대 폴리에틸렌을 사용하는 것과도

관련이있을것입니다. 

고관절인공삽입물에서는조립형삽입물로인한금속마모,

부식, 그리고침식문제가현재집중적으로논의되고있으며

이에따라세라믹-세라믹또는세라믹-폴리에틸렌의사용이

제안되고있습니다. 이러한현상이슬관절치환술에도문제가

된다고생각하십니까?

Mittelmeier : 고관절 치환술의 금속의 사용과 관련한 초기

도취감은 최근 어느 정도 실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큰

금속/금속 베어링은 현저한 육아종 형성 및 조기 해리 증가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 이온 및

금속 마모 문제들이 슬관절은 큰 캡슐 표면과 더 큰 관절

용적으로 저항력은 높지만 슬관절 치환술에도 동일하게 일

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알레르기 문제를 갖는 슬

관절 치환물의 장기간 사용은 비록 같은 정도는 아닐지라도

유사한문제점들을일으킬수있다고생각합니다.

주로어떤환자들에게금속삽입물보다세라믹삽입물을선택

하시겠습니까? 

Mittelmeier : 알레르기가 있고 세라믹이 운동성에도 유용

하다면 세라믹을 선호할 것입니다. 운동학적으로 완벽한 재

치환술을 위한 세라믹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개선된 세라믹

코팅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삽입물의

세균성 해리로 인해 재치환술이 필요하여 간헐적인 시멘트

스페이서로 치료하였던 경우 세라믹이 코팅된 삽입물을 사

용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집중적인 관절 세

척에 의해서도 제거 될 수 없는 정상 골 시멘트내의 산화

지르코늄입자의축적물이존재하는경우입니다. 

세라믹과금속삽입물사이에추시관리에차이가있습니까?

Mittelmeier : 없습니다.

일체형세라믹과세라믹코팅슬관절인공삽입물사이에임상

적차이가있습니까?  

Mittelmeier : 이와 관련, 특별하게 코팅한 이전 유형의 슬

관절을 비교한 후향적 연구 (코호트의 비교)를 발표한 바 있

습니다 [1]. 이러한 차이들은 단기 임상 연구로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본 연구진의 연구에서는 코팅한 삽입물 유형에서

마모가 약간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세라믹 일체형 세라믹 솔루션에서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시중에 나온 얇은

코팅에서는 일정하게 마모가 발생하였고 마모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새로워진 복합 코팅물들이 더 나은 결

과를보일수있지만임상적으로확인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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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터뷰

세라믹 인공삽입물을 삽입 할 때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까? 

Mittelmeier : 알루미나 매트릭스 복합체 (BioloxⓇdelta)로

부터 현재 슬관절 치환 삽입물인 멀티켄 플러스 세라믹 슬

관절 삽입물 [Multigen Plus Ceramic Knee

(Limacorporate S.p.A.) (그림 1)]과 BPK-S 세라믹 슬

관절삽입물 [BPK ceramic knee (Peter Brehm GmbH)]

이 생산되고 있으며, 우수한 굽힘 강도와 스트레스 부하 용

량을보여주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료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최대

부하 제한은 남아 있습니다. 세라믹 구성품은 소위 쐐기 부

하와 강한 press fit 없이 삽입해야 합니다. 해머 타격은 고

관절 전치환술에서세라믹헤드에대해시술시와유사하게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릎 관절에서

의 톱을 사용한 절골도 정확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금속

부품에서 강한 press fit와 예리한 타격을 어느 정도 가하

면 결과적으로 내부가 손상되는 응력인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는 모든 임플란트 특히

모든 기구들의사용에서매우조심해야한다는사실을배웠

습니다.

멀티겐플러스세라믹슬관절의5년추시임상적경험은어떠

하였습니까? 

Mittelmeier : 저희는 2007년에 델타세라믹슬관절 (Delta

Ceramic Knee Joint) (BioloxⓇdelta로 제작된 대퇴과)을

도입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였

고 선택한 외과의사들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였습니다.

로스토크 (Rostock)에서 세라믹 슬관절을 사용한 경험과

연구에 참여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여러 센터의 경험

들을 연구물로 발표하였습니다[2]. 5년 간의 결과는 설득력

이있어보입니다. 독일 센터에는 1개 세라믹골절이발견되

었습니다; 그 외에는, 매우 설득력 있고, 안정적인 임플란트

의 고정성과 내구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관찰 기

간 동안 발생한 골절은 기록상 외상의 직접적인 결과였으며

이에 따라 치료하였습니다[3]. 10년 추시 결과물은 적절한

시기에발표될것입니다. 

시멘트를사용하지않는인공슬관절치환술은얼마나중요

하다고생각하십니까?   

Mittelmeier : 대체로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 저희는 주저

없이 시멘트 사용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었

습니다. 시멘트 알레르기의 빈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

지만, 시멘트 알레르기가 조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온 입자와 마모편들이 알레르기 발

생에 결정적입니다. 시멘트는 관절면의 마찰 부하에 일차적

으로 관여하지 않으므로, 시멘트 알레르기는 아마 금속 알

레르기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멘

트 사용 인공슬관절 치환술은 세라믹과 관련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때문에, 저희들은

슬관절에서도 시멘트가 없는 세라믹 솔루션을 필요로 하다

고생각합니다.

슬관절 치환술에서 이상적인 치료 캐스케이드가 이미 확립

되었는지, 박사님의견은어떠한지요? 

Mittelmeier : 저는 인공 슬관절 부분 치환술, 전 치환술,

후방 안정 삽입물을 비롯하여 모든 재치환술 삽입물에 이르

기까지 세라믹이 다양한 치료 캐스케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희망합니다. 

세라믹슬관절치환술의미래를어떻게보십니까?

Mittelmeier : 고관절 치환술에서 세라믹의 개발에서 40년

전 초기에 물질 개발의 잘못으로 실패가 있었습니다. 세라

믹 재료는그동안개선되었고, 고관절 및슬관절전치환술

에서훨씬더나은조건을제공하여왔습니다. 저는 오랜내

구성을 가지며 최소한의 이온 방출과 재치환술의 솔루션을

제공할 세라믹 슬관절 치환술에서 아주 강력한 소재의 개발

추세가 이어지리라 봅니다. 이미 실험실에서 테스트 중인

현재의솔루션은매우유망합니다. 

슬관절표면부분치환술과교정절골술의적응증의경계는

무엇입니까?   

Mittelmeier : 교정 절골술의 수술적 치료는 충분히 장시간

지속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부분 슬관절 치환술도 같습니

그림1 : 멀티켄 플러스 델타 세라믹 슬관절
그림1 : [Multigen Plus delta Ceramic Knee (Lima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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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치료 기법은환자의요구와관절의상태를확인한뒤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교정 절골술을 통한 최적의 관절 보존

술식은 젊은 환자들에게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릎 관절에서 금속 또는 금속/폴리에틸렌 삽입

물을 초기에 삽입하는 것은 아직까지 적절한 치료가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라믹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

게 될 것이고, 아마 보다 광범위한 적응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크게 손상되지 않은 주위의 연골이라도 금

속이온과입자들의영향은유리한것으로볼수없습니다.

무릎에서로봇- 필요한지또는단지마케팅용인지요? 

Mittelmeier : 과거에 고관절에서 로봇 기법은 매우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고 이는 인공 관절 치환술에서 로봇의

사용에 대한 큰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숙련된 외과 의사

의 광학 및 기법 통제하에서의 복부 수술에 사용되는 새로

운 형태의 로봇을 통해 더 나은 치료 발전을 기대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현대 로봇의 종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용한 개발을 위한 전제 조건인 인공 삽입물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미 바닥치에 도달했기 때문입니

다. 질적으로 더 나은 개발을 하기보다는 대신 비교적 다량

을 생산해 전국적으로 임플란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인공관절삽입술의로봇지원형태는적용, 응

용 프로그램 오류와 관련해, 사전에 매우 엄격한 임상 시험

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로봇 시스템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점이 있는지 경험 있는 외과 전문의 표준 치료와 비

교하여세밀한임상평가가있어야할것입니다. 

전방십자인대의보존인공슬관절치환술이향후치료방향

이라고보십니까? 

Mittelmeier : 전방 십자 인대의 보존이 인공 슬관절 치환

술의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운

동학적으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

유는 무릎 관절의 운동이 생리학적으로 아주 개인적이고 또

한 특히 전방 십자인대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수술

기법및임플란트관련요소들이요구되기때문입니다.

인공슬관절치환술미래는어떠하다고보십니까?

Mittelmeier : 국제적발전이 보여 주듯이, 인공 슬관절 치환

술도 점차 정교해 질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 슬관절

치환술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재치환술도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재치환술을 줄이기 위해서는 훈련이 잘 된 수술

자와좋은시술계획을수립하는것이중요할것입니다.

Wolfram Mittelmeier 박사는, 로스토크(Roscock) 의과

대학 정형외과 교수 및 정형외과의 director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형 외과 박사 취득과 전문의 근무 후, Mittelmeier박사

는 뤼베크 대학 병원 (University of Hospital of

Lubeck) 컨설턴트로 재직 후 뮌헨 기술 대학(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에서 정형외과 및 스포츠 정형외

과 수석 컨설턴트로 근무하며 생체 역학 실험실 및 세포 실험실을 설립하였습니다.

1999년에는 postdoctoral lecturing qualification 을 획득했으며 ; 4년 후 로스토크

대학 정형외과 분야의 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로스토크 대학 병원의 정

형외과 director로 재직하고있습니다. 

그의 주요 임상 초점은 인공 관절 치환술, 재치환술, 소아 정형수술 및 관절 보존 수

술입니다.  그의과학적인초점은생체역학, 임플란트기술, 최악의사례에대한시뮬

레이션입니다. 2005년부터, 그는 독일 정형외과 학회 (DGOOC) 이사회 및 정형외과

연구협회의위원으로일하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회장직을역임하였습니다.

Mittelmeier은 EndoCert라고 하는 인공관절센터의 질 관리 시스템의 기반을 개발하

였습니다. 독일정형외과및외상수술학회 (DGOU)의 위원회가감사를하며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이용되고 습니다. 2011년부터는 독일 정형외과 기술 협회 정형외과

기술자문위원회의부회장을맡고있습니다. 

2014년에 OTWorld / World Congress of Orthopaedic Technology의 회장을

역임한바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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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례보고

금속알레르기의심또는진단환자에서

일차인공슬관절전치환술

사례보고1 

Benazzo F, Ghiara M, Rossi SMP

Clinica Ortopedica e Traumatologica, Fondazione IRCCS Policlinico San Matteo, Pavia, 이탈리아

진행된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에서 일차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진단

고혈압, 관상 동맥 질환 및 여러 알레르기 이력 (천식, 먼지)

이 있는 68세 여성. 환자는 2년 동안 관절염으로 오른쪽 무

릎에 통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 X-ray 사진상 슬

관절 외측 구획과 슬대퇴관절을 침범한 골관절이 동반된 외

반슬 및 기계적 축의 심각한 외측화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림 1a). 

금속 알레르기로인한가교반응을피하기위해멀틱겐플

러스 세라믹 슬관절 임플란트 (Lima)를 사용하여 일차 슬관

절인공관절치환술을시행하였습니다. 

치료

수술은 최소 내측 광근 절개 도달법을 통해 수행하였습니

다. 고정 Ti 경골판(크기2)과 세라믹 CR 대퇴 삽입물

(BioloxⓇdelta Multigen Plus, 사이즈 3) 및 12mm 높이의

폴리라이너를사용하였습니다 (그림 1b).  

수술 후 치료로 무릎의 통증과 빠른 재활을 위한 대퇴 신경

블록 (naropin)을 하였습니다. 환자는 운동 범위를 회복하

기위해수술후첫째날에운동을시작하였고, 수술 후 2일

째 되는 날에는 두 지팡이를 사용 보행을 하였습니다. 다른

환자처럼 3주 동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인도메타신)을

복용했습니다. 

4주 후,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매우 가벼운 통

증이 있었으며 3개월 째 추적 관찰시 사라졌습니다. 운동

범위는 0-115。로 나타났고, 우수한 결과들이 마지막 추시

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되었습니다. X선은 6년째 추적관찰에

서 사지 정렬은 좋은 상태였으며 방사선 투과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림 1c). 최종 임상 KSS는 98점(우수), 최

종기능 KSS는 100점 및최종 OKS는 47로 나타났습니다. 

그림1. 1차 슬관절 전 치환술 68 세 여성:
a) 수술 전 기계적 축 외측화, b) 수술 후 상황, c) 6년 후 추적: 양호한 사지 정렬 (ⓒ Benazzo)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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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보고2

진행된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에서 일차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진단

환자는고혈압, 췌장신경내분비암, 당뇨병, 녹내장병력을

가진 75세의 여성이었습다. 그녀는 히알루론산 주사로는

성공적 치료가 되지 않은 채 4년 동안 왼쪽 무릎에 동통이

발생하였습니다. X-ray 사진상 일차 슬관절 관절염과 내반

슬관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릎 연골 변성은 3구획

특히 내측 및 슬개대퇴 관절을 모두 포함한 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림 2a), 또한 기계적 축은 내측 전위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금속 알레르기 증상

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니켈). 그래서 연구진은 멀티겐

플러스델타세라믹슬관절을사용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치료

수술은 최소 내측 광근 절개 도달법을 통해 수행하였습니

다. 무릎 치환은 고정 Ti 경골판(크기 1) 및 세라믹 CR 대퇴

삽입물 (BioloxⓇdelta Multigen Plus, 크기 1)과 12mm 높

이의폴리라이너를사용하였습니다 (그림 2b). 

수술 후 약물 치료로서는 무릎의 빠른 재활이 가능한 경막

주위 진통이 포함되었습니다. 환자는 수술 다음 날에 운동

범위를 복원하는 운동을 시작했고, 수술 2일 후에는 두 지

팡이로 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슬관절 전 치환술

후 평소와 같이 3주 동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indomethacin)를 복용하였습니다. 4주 후 지팡이 하나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운동 범

위는 0-110°이었으며 6개월째에는 0~120°로 증가하였습

니다. 2년째 되는 해 마지막 추시에서 우수한 결과가 확인

되었습니다. X-ray상 방사선 투과선은 보이지 않았으며 양

호한 슬개골의 높이를 확인했으며 또한 슬개 대퇴 주행도

양호하였습니다 (그림 2c). 최종 임상 KSS는 99점으로

나타났고, 최종 기능 KSS는 (우수) 100점, 그리고 마지막

OKS는 46으로나타났습니다. 

그림2. 75 세 여자의 무릎: a) 술 전 상태 (측면/슬개골), 관절염을 확인할 수 있음. b) 고정 경골 판과 세라믹 대퇴 삽입물 (측면/정면), 
C) 수술적 치료 2년 후 (측면/슬개골) (ⓒ Benazzo)

a b b c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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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기반의사결정과

물질과관련된생물학적반응

Usbeck S and Scheuber LF

주제 1 : 정형외과 근거 기반 의학 :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CeramTec GmbH, Plochingen, 독일

근거 기반 의학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근거 기반

의학은 199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으며, “임상 전

문 지식과 환자 값들을 통한 연구 증거의 통합”으로 정의

되고 임상적 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Sackett et al.

2000). Murray 등은 1995년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 대

한 근거를 검토하여 약 30%의 고관절 치환술에서만 근거

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며 증거 기반의 데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정형외과 연구문헌에 있어 좋은 품질

의 근거에 대한 기반은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

행하게도, 근거 수준의지속적인부족이여러연구물들에서

보였습니다. 이들 연구물들의 품질은 아주 이질적이며, 이

로 인해 연구자들이 개별 결과 및 권고 사항의 실제 근거

수준을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형외과의

세부영역들에 품질과 투명성을 가져오고 과학 연구의 지식

이전 ("지식 해석")을 구체적인 의료 행위로 개선시키기 위

해과학자들이노력하고있습니다. 

국립 관절 등록소가 설립되어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향상시

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지스터들은데이터 분석 및 보

고 방법에 있어 다르며, 이는 데이터의 해석을 제한합니다.

이러한차이들로인해등록물간비교를힘들게합니다. 

2013년 런던 대학 병원(University College Hospitals

London) Konan와 Haddad은 논문에서 그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토론과

의사 결정을 위해 대개 등록 데이터에 의존하지만, 데이터

의 해석을 제한하는 고유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

하는 것이 현명 할 것입니다. 데이터 수집과 보고 프로세스

와 관련된 규정 준수 문제는 등록 데이터의 품질을 제한합

니다. 어떠한 강력한 시스템도 교란 데이터를 해결하지 못

하고 과소 또는 보고되지 않은 결과들을 얻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등록소들은 생존을 모니터링하도록 설정되었지

만 수집된 보조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물

들을 높은 수준의 근거로 사용하는경우, 주의를 하여야 합

니다. 특히, 등록 기반결과로는인과관계를추론할수없

습니다. 확인된 추세는 확고한 결론으로 사용되지 말고 연

구를위한트리거로사용되어야합니다.”

근거 기반 데이터는 잘 설계된 연구들과 대규모 대상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립되어야

합니다. 

근거 기반 의학은 정의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분류 시스

템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물 및 발표물들의근거 수

준에기반하고있습니다. 이러한등급시스템은임상의에게

중요한 임상적 기준에 따라 명확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단순화된평가를제공합니다 ( 그림 1).

그림1 :  임상적효과의근거: 근거피라미드 (modified from Sackett et al. 2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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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전략

Verheyen 등 (2014) 및 PoolMan 등 (2015)[4,5]은 2014

년 유럽 고관절 학회 및 최근 출간물에서 네덜란드 전략에

대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2015). 많은 수의 금속-금속

고관절 전치환술 문제들은 네덜란드의 정형 외과 의사들을

자극해 환자의 안전을 다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정형외과 협회(Nederlandse Orthopeadische

Vereniging, NOV)는 생존을 기반으로 한 고관절 치환의

질을 분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결성하였습니다. 기준을

Shen 등 (2014)은 PE와 교차결합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인

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결과를 비교한 중, 장기 추적을 통한

무작위 대조 실험(RCT)을 그들 연구에 포함 시켰습니다

[8]. 무작위 대조 실험 추적 관찰 기간들은 5-12년 사이였

고 73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검토한 연구들

은 2009년과 2012년 간에 발표된 연구들이었습니다. 무작

위 대조 실험의 메타 분석을 통해 처음으로 그 선형 마모율

이 폴리에틸렌 군보다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군에서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골 용해 및 마모 관련 재치환술의

빈도는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및 폴리에틸렌 군들 사이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록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삽입물

의 마모가 종래의 폴리에틸렌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교차결

합 폴리에틸렌과 관절주변의 비구 주위 골 용해의 위험성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빈도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교차결합 폴리에틸렌은 골 용해 및 마모

관련 재치환술을 줄이는 측면에서 기존의 PE와 비교하여

임상 효과 이점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메타 분석은

생체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마모율 감소가 임상적 결과의 향

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

구자들은 이 주제에 대한 더 장기적인 무작위 대조 실험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위 골 용해성 마모 역치의 개념은 논란이 남아있습니다.

2002년 Dumbleton 등은골용해는 0.1 mm/년 보다적은

마모율에서는 드물고, 마모 속도 0.05 mm/년에서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9]. 골 용해는 생성된 마모 입자의

생물학적 활성을 포함,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잡

한 과정입니다. 교차결합 폴리에틸렌의 마모 특성에 관해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만, 생성된 마모 입자의 생물학적

교차결합폴리에틸렌은골용해및마모관련재치환율을낮출수없습니다. 

낮은 마모율과 생물학적으로 불활성 특성을 가지고 오래 시간 지속되는 인공관절면 표면은 긴 수명과 높은 활동성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요구를 해결하는데 있어 특별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사용된 고도 교차 결합 폴리에틸렌 (XPE)은 골 용해 및 무

균성 해리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비록 교차결합 폴리에틸렌은, 기존의 폴리에틸렌보다 마모에 저항이 높지만,

교차결합폴리에틸렌이인공고관절전치환술의마모관련실패를감소시키고또한중기에서장기추적관찰에서수명을향

상시키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에서는 기존의 PE에 비해 교차결합 폴리에틸렌의 마모율이 상당히 감소한 것

으로나타났으며이는인공고관절전치환술후인공삽입물주위골용해의속도를감소시키는생물학적효과를보일수있

을것입니다. 

그러나 AAOS 2014에서, 연구진은 장기간 사용 시 인공 고관절 전 치환술에서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관련 우려에 대해 보고

하였습니다. Holubowycz, Howie 등은 무작위 대조 시험을 발표하여,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관절들은 1차 인공 고관절 전

치환술후 7~10년에 비구주위골용해병변을발생시킬수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임상적으로유의한마모가없는경우에

도골용해성병변이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연구에서는그빈도는 28mm와 36mm 볼 헤드직경에서도유사한것으로나

타났습니다. 

무작위대조임상시험에대한체계적검토를통해교차결합폴리에틸렌마모율의장점들이골용해와무균성해리의빈도의

감소로이어지지않음을알게되었습니다. 교차결합폴리에틸렌에의한골용해는마모가많지않아도발생하는것으로보입

니다. 교차결합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관절들의 골 용해 진행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교차결합 폴리에틸렌들이 나와 있으며, 임상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제조 방법을 통해 제작됩

니다. 또한교차결합폴리에틸렌마모입자의생체활성에대해서현재거의알고있지못한상태입니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새로운 임플란트나 삽입물들은 기관의

의료 윤리 심사 승인 검토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연구 프로

그램의 범위에서만 사용 될 수 있었습니다. NOV는 환자들

에게 인공 고관절 삽입물의 질에 대한 증거 기반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이를 통해 고관절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환자에게 동기를 부여함으

로써 의사 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

습니다. 

주제 2: 교차결합 폴리에틸렌에 의한 골 용해 및 표면 손상

레벨1 무작위대조임상시험에대한체계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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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에 관한 정보와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 Illgen 등은

2008년에 교차결합폴리에틸렌입자들은입자크기와는관

련이 없는 변형된 생물 활성을 보이는 것을 입증하였습니

다.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입자가 다양한 유형의 셀들과 상

호작용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과학적 이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교차결합 폴리에

틸렌의 마모 입자들은 1 ㎛보다 적고 기존의 폴리에틸렌 입

자보다 더 많은 염증반응을 보인다고 증명하였습니다. 체외

세포 배양에서, 연구들은 교차결합 폴리에틸렌으로부터의

서브 마이크론 마모 입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른 기존의

폴리에틸렌의 것과 비교할만한 골 용해를 보여주고 있습니

다. 따라서, 정보와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기존 폴리에틸렌

마모입자와 비교하여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마모 입자의 생

물활성을이해하는것이중요할것입니다.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는 젊은 환자들의 수가 증가하므

로,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마모 입자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

을 이해하고 어떠한 재료 요소, 특성 및 기타 메커니즘들이

염증성 활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필요합니다.

교차결합폴리에틸렌은폴리에틸렌과유사한표면손상을보였습니다.

회수(retrieval) 연구

Pang 등 은 (2015) 회수한 짝지어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및 PE 삽입물들에서 마모 및 표면 손상들을 비교하였습니

다. 이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군은 최소 1년 동안 특별히 고

안되어 사용된 모든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은 교차결

합 폴리에틸렌 삽입물을 포함합니다. 이 교차결합 폴리에틸

렌 군은 동일한 시간 주기에서 회수된, 동일한 디자인의 폴

리에틸렌 군과 짝짓기(matched)하였습니다. 베어링, 림 또

는 후면 표면 손상에 대한 점수 및 총 손상 점수가 군간 차

이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군의 가장 일반적인 손상 기전은 마모, 긁힘, 콜

드 플로우(cold flow)로 나타났습니다. 폴리에틸렌 군의 가

장 일반적인 손상 기전은 반들거림(burnishing), 마모, 콜드

플로우였습니다. 평균 마모 손상 점수는 폴리에틸렌 군보다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군에서 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

다. 폴리에틸렌 군과 비교 시, 교차결합 폴리에틸렌 군에서

측정된 체적 마모양이 적은 것은 다른 연구와 유사 하였습

니다. 

임플란트 수명에 미치는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

사및장기연구의필요성을본논문에서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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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 마모 및 헤드 경부 접합부 부식의 문제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고관절 전치환술시 더 큰 금속 대퇴골의 사용

으로 인해 더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금속 의료 기구의 부식은 환자에게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부식으로

인해 생산된 용해 금속 이온 및 금속 파편은 단핵구/대식세포에 관련된 염증 전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이 Hallab과

Jacobs 2010가 이끄는 연구 그룹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12]. 테이퍼 접합부 부식은 관련 임상 소견과 관련해 여전히

잘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에서의 부식과 관련한 환자 특성, 임플란트 디자인, 증상학, 임상 소견

및치료전략들을결정하는의료연구들에대한체계적인검토는여전히부족한편입니다. 이러한 부족은최근캐나다연

구진의최근발표논문들에의해채워지고있습니다.

주제 3: 부식

테이퍼접합부에서임상적으로유의한부식

체계적인검토및일련의사례들

Carli 등 2015 은 부식 이후 증상은 중기 추적관찰 기간에

발생하기 쉬우며, 무균성 해리의 임상적 증상, 설명할 수 없

는 허벅지 통증, 또는 금속 파편에 대한 부작용(AMRD)을

보인다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총 24편

논문을 통해 문서화된 헤드-경부 부식을 보이는 776례

(754명)의 재치환술을조사하였습니다. 가장 자주사용한인

공관절면 종류는 금속-금속으로 (419; 53,9%)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13종류의 교차결합 폴리에틸렌으로 된 금속-폴리

에틸렌(351; 45.4%)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속-금속 관절면의

두부 직경은 금속-폴리에틸렌(median and mode of 36

mm)에 사용된 것보다 큰 (median and mode of 46

mm)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24례를 다루고 있는 본 보고서의 12편 논문에서는

Trunnion (또는 남성 테이퍼)이 손상되지 않은 형태로 발견

되었습니다. 15례의 경우, 대퇴부 골두와 비구부 삽입물만

재치환하였고, 스템(stem)은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세라

믹 대퇴골두를 폴리에틸렌 또는 세라믹 삽입물과 함께 사용

하였다. Trunnion 사용 후, 세라믹 대퇴 골두의 안전한 사

용은 슬리브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Helwig 등 2013) [14].

그러나 Carli 등은 슬리브 사용으로 인하여 마이크로 모션

및 이온 교환을 위한 추가 인터페이스 발생할 수 있다고 밝

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는 추가 데이터를 고

려하는 게 유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Thorey 등 (2012)은

대부분 비구부 삽입물 해리로 인해 금속-폴리에틸렌 (53),

금속-금속 (2), 세라믹-세라믹(15) 및 세라믹-폴리에틸렌

(21) 관절면을 사용하며 슬리브가 있는 세라믹-세라믹 또는

세라믹-폴리에틸렌 관절면을 사용하여 재치환술을 시행한

환자들의 비교적 큰 코호트 (91)를 추적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부식/침식과 같은 슬리브 테이퍼 접합 관련 합병증,

세라믹 골두 골절은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Jack 등 2013은

재치환 수술에서 티타늄 슬리브가 있는 세라믹 골두를 사용

하였고, 슬리브를 사용한 Trunnion 위에 배치 하였습니다.

그들은 금속 이온 또는 금속 마모 입자들의 방사선학적 증

거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Whitehouse와 Duncan 2014

은 통증이 있는 금속-교차결합 폴리에틸렌 인공 고관절 전

치환술 [17] 환자 사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관절 관절경

을 통해 Trunnion 부식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증상

으로 인해, 환자는 세라믹-교차결합 폴리에틸렌으로 재치환

술을 시행하였고, 부식된 Trunnion 위에 위치한, 슬리브가

있는 세라믹 대퇴 골두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

의증상은완화되었습니다. 

실험 연구에서, Preuss 등 (2012)은어댑터슬리브(Ti-AL-

4V로 제조) [18]와 함께 사용된 큰 세라믹에 대한 테이퍼

침식과 부식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재치

환술을 위해 사용한 큰 직경의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장치

들의침식및마모, 헤드 테이퍼접합해리의위험을조사하

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현재의 결과들을 통해 제조사 사용

법에 따른 구성품들의 정확한 위치 및 조립은 침식 부식과

마모에 충분한 저항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Huot Carlson 등 (2012)은 회수 분석에서 금속 대퇴 골두

(54 %)는 세라믹또는슬리브세라믹대퇴골두 (18%)에 비

해 테이퍼의 부식과 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속 대퇴 골두는 세라믹 또는 슬리브 세라믹 대퇴 골두와

비교시, 스템의 부식과도 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요약하자면, 임상 조건을 포함하는 향후 연구 및 근거

가필요합니다.

Carli 등 (2015)은 서혜부 통증, 촉진되는 종괴, 재발성 탈

구, 국소 연부조직 부작용 반응을 보이는 사례 연구에서 환

자들의 증상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13]. 이들은 또한

연속된 사례에서 크롬에 비해 상대적 불균형적으로 상승된

혈청 코발트 레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결과가 큰

직경금속-금속삽입물들을포함하는일련의대규모무작위

연구에서 발견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불

균형은 진행 중인 부식과정의 진단 지표로서 잠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에 관한 추가 연구를 요구하고 있

습니다. 추가 분석이 임상 증상의 유병률에 대한 조사를 위

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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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대퇴 골두의 부식

레벨 I 연구들은 1차 및 재치환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후 불안정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큰 대퇴골 사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고관절수술에서적절한헤드직경을선택할때, 의사는큰직경의대퇴골두가갖는내재된위험과탈구의위험

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조립식 헤드 경부 테이퍼에서 부식은 잠재적인 문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증상을 유발하는 국

소조직반응이헤드경부테이퍼의부식으로인해발생한금속마모입자들에의해 2차로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문헌에

서설명을제공하고있습니다.

세라믹대퇴골두는ARMD에대해보다나은보호작용을할수있습니다.

체계적인검토및일련의사례들

ARMD 원인으로서의금속-금속관절면의스크래칭

회수연구

Cooper와 Della Valle (2014) 는 세라믹 대퇴 골두는 헤

드-경부 접합부에서 조립형 테이퍼 부식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기술하였습니다 [20]. 저자에 따르면, 여러 연구자들

이 실시한 회수 연구들에서 부식의 위험이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지만, 테이퍼 접합부에서 금속 방출 정도는 금속 대퇴

골두와 비교 시, 상당히 낮다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Burbano등 (2014)은 최근 연구에서는 현미경 기술을 사용

하여 ARMD의 원인으로 발생한 금속-금속 관절면 표면 특

성들을 평가하였습니다. 모듈 형 테이퍼 접합부 또한 평가

하였습니다. 금속-금속 임플란트와 관련된 실패 메커니즘과

ARMD의발생에있어상관관계를분석하였습니다. 

심한 기계적 스크래치는 회수하여 평가한 모든 금속-금속

관절면 전부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특성입니다. 뚜렷한 스

크래치는 금속-금속 임플란트가 생체 내에서 다량의 금속

입자들을발생시켰음을보여주고있습니다. 

평가된 인터페이스 내 부식 증거가 없는 것은 기계적인 요

소 (스크래칭, 마모)가 ARMD의 주요 트리거임을 알 수 있

었습니다. 저자들은 재치환된 경우에서 심한 스크래치, 마모

및 금속 이온 방출이 부작용성 삽입물 주위 조직 반응의 주

요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Third body 마모(예, 뼈 조각)

도 역할을할수있습니다.

Amini등 (2014)은 금속 과민성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이해가

정형외과 의사에게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자들은 금

속 과민 반응이 인공관절치환술 실패의 5%에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Medline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인공관절치환술로 인한 금속 과민 반응에 대해 패

치 테스트 또는 LTT와 관련된 논문들을 확인하기 위해 검

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들은 금속 알레르기와 관련된 14례

의 인공 슬관절 치환술 6례의 금속-금속 인공 고관절 치환

술 사례연구를 검토하였습니다. 환자의 절반은 이전의 금속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한 환자는

피부염이나 습진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일반적

인 증상들은 통증 (55%), 부종 (45%) 및 열감 (20%)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술 후 습진의 경우 35%의 사례에서 발견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의 90%는 이식 후 처음 3개월내

나타났습니다. 코발트 및 니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가장일반적인금속인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저자들은 금속 과민 반응은 배제 진단해야 하며 다른 잠재

적 진단들을 신중히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패치

테스트와 LTT는 인공 관절치환술 환자들과 임플란트 실패

환자들에서 진단 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라믹-

폴리에틸렌과세라믹-세라믹관절면사용이과민반응위험

을최소화시킬수있는옵션이라고하였습니다. 

금속 과민반응이있는환자들의진단, 치료 및 임상결과들

은활발한연구영역으로남아있습니다.

전기 절연체인, 세라믹 대퇴골두에서 금속 대퇴 골두에서

보다 정도가 덜한 스템 테이퍼 부식이 발생하였습니다. 요

약하자면, 세라믹 대퇴 골두는 금속 대퇴 골두보다 ARMD

에대한보호력이더우수하다고볼수있습니다.

주제 4: 금속 마모편에 대한 면역-알레르기성 국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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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게르한스(Langerhans) 세포 조직구증으로인한크롬유도미만성피부염과림프절침범: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인공고관절전치환술로증상해결

증례보고

정형외과금속임플란트에의한만성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이피부암. 촉진

증례보고및동물실험

Bizzotto 등 (2014) 은 코발트-크롬과 폴리에틸렌의 미세

입자들이 조직구증을 통해 림프절병증을 유도할 수 있지만,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 후 크롬에 의해 유도된 랑게

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으로 인한 미만성 피부염과 림프절 침

범은이전에기술되지않았다고하였습니다.

피부 홍조와 같은 일반 임상 증상, 장기간의 가려움증과 박

리성의 건선과 같은 피부염은 지연된 유형 IV의 과민 반응

과 연관해 볼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특수한 랑게르한스 세

포 조직구증 진단과 함께 임파선염은 지연된 타입 IV 과민

반응과관련이있다고보고하였습니다. 

보고 된 사례를 보면, 60세 남자 환자가 금속-금속 고관절

표면 치환술 후 5년 시점에서부터 미만성 피부염을 3년 동

안 앓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항히스타민 제와 스테로이드로

도 호전이 없는 가려움증을 장기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피부과 치료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환자는 아토피 또는

금속 접촉 피부염의 과거력은 없었습니다. 서혜부 부위 양

측에 미만성 임파선염이 관찰되었습니다. 피부 조직 검사를

정형외과 금속 임플란트에 의한 만성 접촉 피부염의 장기적

결과는 아직 올바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연구가활성화되어야할것입니다. 

Dehmeri 등(2014)은 피하 금속 삽입물에서 나온 니켈에

의한 알레르기가 침입 편평 상피 세포암(SCC)을 유발한 보

기 드문 임상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24]. 대상자는 46세

여성으로 여자 피부 암 병력이 없었습니다. 발목 골절에 대

하여 비골 외측에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고 비골 외측에

금속판을 삽입하여 안정화하였습니다. 환자는 금속판을 적

용한 부위 및 수술 상처 부위 위에 치유되지 않는 피부 병

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금속 임플란트 내에 있는 니

켈에 대하여 알레르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수술

1년 후에 제거하였지만, 피부병변이 지속되었습니다. 환자는

피부 병변으로 3년간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 Marjolin 궤양과 일치하는고분화, 침윤성편평상피세

포암을 확인하였습니다. 편평 상피세포암을 수술로 절제한

후 2년추적관찰기간동안에는재발하지않았습니다.

피부암의 병력이 없는 환자에서 편평 상피세포암의 발생은

수술 상처주변에 발생한 만성 접촉 피부염이 악성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접촉성 피부염의 종

양 형성 촉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동물 연구를 시작하

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 합텐(hapten)을 생산하는 알레

르겐에 대한 만성 노출은 피부에서 종양 형성을 촉진하는

염증을유발함을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연구진은 환자에서 발견된 편평 상피세포 암의 면

역 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환자의 염증이 발암

유발 인자이며, 암 발생 자체에 대한 2차적이고 부수적인

반응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저자들은 따라서 이러한 연

구 결과들은 만성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종양 형성 촉

진 속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레르

기 항원에 대한 지속적 노출에 의해 발생한 만성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이 종양 형성을 촉진하는 특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항원에 지속적인 노출

로 발생한 만성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은 암 세포로 변할

수 있는 세포들이 있는 부위 (햇빛에 노출된 피부)에서 공격

적이고침습적편평상피세포암으로발전할수있습니다. 

통해 상부 진피에서 조직구와 관련된 비특이적 혈관 주위

림프구가 침윤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패치 테스트는 크

롬-황산 과민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혈청에서는 높은 크롬과

코발트 농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서혜부 림프절의 조직 검사

상 랑게르한스 세포의 큰 응집체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지연

형 IV 과민증에해당됩니다. 

저자들은금속-금속이아닌관절면을사용하면이러한임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금속증이 수술

중 관찰되었습니다. 안정적인 금속-금속 고관절 삽입물이

세라믹-세라믹 베어링 (BioloxⓇdelta)을 사용한 무시멘트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로 재치환되었습니다. 피부염이 수술

후 3개월 째 해결되었습니다. 림프절은 부피가 감소하였습

니다. 혈청 크롬 레벨 정상화 되었으며 환자는 재치환술 1

년 후증상이완전히사라졌습니다. 

저자들은 크롬과 코발트 독성이 간과될 수 있고 또한 이러

한 문제와 익숙하지 않은 전문의들이 오진을 하고 또한 적

절한치료를못할수있다고우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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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치과 보철물 접촉 알레르기가 구강 편평 상피 세포 암

발생에 대한 잠재적 위험 인자로 논문들에서 논의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Hougeir 등 2006, Weber 등 2012)

[25, 26].

이 사례 보고는 기존의 금속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서 금

속 삽입물을 사용할 경우 패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만성 알레르기 피부염 및

편평 상피 세포 암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피부 근처에 금

속 삽입물을 삽입할 경우 주기적인 추시가 필요함을 제시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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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전 치환술에서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32mm 보다 큰 관절면

은 운동 범위(ROM) 증가 및 극히 낮은 마모와 함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위한 유용한 옵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저자들은 이러한 관절면이 고관절 전 치환술의 표준(gold standard)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신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의 결과를 알기 위해, 후향적 연구를 이탈리아의푸그리아(Puglia) 지역에 위치한 3 개의 임상 센터에서 알루미나

복합재로고관절전치환술을시행받은환자들을대상으로수행되었습니다.

재료및방법

세라믹-세라믹 관절면(BioloxⓇdelta, CeramTec, 독일)으

로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14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

로, 이탈리아 푸그리아에 위치한 3군데 임상 센터들에서 수

행하였습니다. 평균 추적 기간은 47.6 개월 (SD: 7.9; 최소

11.7, 최대: 68.4)이었습니다. 평균 환자의 연령은 68 (SD:

11; 최소 38, 최대: 86)세로 확인되었습니다. 63명 (44.4 %)

이 남성이었고, 평균 체질량지수는 27.6 (SD: 4.2; 최소:

18.8, 최대: 45.0)이었습니다. 

74개 관절면은직경 36mm (52.1%)였고, 55개 관절면직경

은 32mm (38.7%)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직경 40mm

및 28mm의 관절면은 각각8개 (5.6%)사례들과 (3.5%)사례

들에사용되었습니다. 

샘플 분석은 연속 변수 범위 및 질적 변수들에 대한 상대적

인 횟수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 (SD) 및 범위와 관련 표본

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었습니다. 환자들의 주요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들의 분포 평가가 수행되었습니다. 양적 변

수에 대한 군들 간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Wilcoxon-

Mann-Whitney 및 Kruskal-Wallis 검사들을 시행하였습

니다. 카이 제곱 검정도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였

습니다. 

삶의 질(HOOS와 SF-12)과 관절면간의 관계는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성별, 체질량지수 및 P-

값이 0.25이하인 변수들에대하여선형회귀모델을적용하

였습니다. 분석은 SPSS 13.0 버전을 이용하였습니다. 통계

학적유의성은 P=0.05를 기준값으로설정하였습니다.

결과

주요 임상 결과들이 표 1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골 용해와

소켓 불안정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한 환자에게서 대퇴골

표1 : DESIT(Delta Study ITaly) 환자(n=142)의 임상 주 증상

소켓 경사, 정도 [평균 (SD)]  

골 용해 [n (%)]

소켓 불안정성 [n (%)]

대퇴 삽입물 위치 [n (%)]

대퇴 삽입물 불안정 [n (%)]

다리 길이 편차 [n (%)]

다리 길이의 차이, mm [평균 (SD)] 

HOOS P [평균 (SD)] 

HOOS의 S [평균 (SD)] 

HOOS [평균 (SD)] 

HOOS SP [평균 (SD)] 

HOOS Q [평균 (SD)] 

SF12 [평균 (SD)] 

보고된 소리

(모두 대조에서는 재현되지 않음)

45.4 (4.4) 

0 (0)

0 (0) 

127 (89.4)

15 (10.6) 

3 (2.10)

12 (8.5) 

1 (0.7) 

25 (17.6) 

11 (9)

92.4 (10.5) 

91.5 (11.3) 

91.2 (11.8) 

84.5 (18.5) 

84.6 (18.0) 

31.0 (2.7)

3 (2.1)

3 (2.1)

0 (0)

0 (0)

1 (0.7)

중립

비 중립

외반

내반

Squeaking 삐걱거리는소리 [n (%)]

Clicking 딸깍거리는소리 [n (%)]

Snapping 걸쇠채우는소리 [n (%)]

Popping 튀어나오는소리 [n (%)]

Grinding 갈리는소리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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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S: 고관절 장애 및 골관절염 결과 점수; P = 통증; S = 증상; A: 일상 생활 활동 제한; 
SP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기능; QL 삶의 질

그림1 : 환자 만족 지수 대 인공관절면 직경

삽입물 불안정(전체 환자의 0.7%)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습니다. 15개의 대퇴삽입물(10.6%)들이 비 중립 위치에 있

었습니다. 25명 (17.6%)의 환자들이 평균 11mm의 하지 부

동을 보였습니다(SD: 9mm). 3명의 환자들이 삐걱거리는

소리(squeaking)를 보였고(2.1 %), 3명에게서 딸깍하는 소

리(clicking)가 들렸고, 다른 한 명(0.7%)에게서 갈리는 소

리(grinding)가 났습니다. 걸쇠 채우는 소리(snapping)와

튀어나오는소리(popping)를 내는환자는없었습니다. 

단 변량 분석에서 HOOS와 SF-12를 통한 삶의 질과 관련

한 테스트 변수들로는 환자 유형, 추적 기간, 소켓 경사, 대

퇴 삽입물 위치 (비 중립 대 중립 - 내반 및 외반) 및 하지

부동의 정도 들이었습니다. 골 용해, 소켓 불안정 및 대퇴

삽입물 불안정은 환자들간의 낮은 또는 중요치 않은 변산도

(variability)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높은 체질량

지수 값은 SF-12에 따르면 더 나은 삶의 질과 연관이 있었

지만, 다리 길이의 차이는 더 나쁜 결과와 관련이 있었습니

다. 다변량분석에서나이가 HOOS 및 SF-12의 건강질결

과와 관련이 있는 유일한 변수였습니다. 특히, 다변량 분석

에서 고령은 SF-12 및 HOOS 설문의 5 환자 관련 치수들

중 4개의 관점에서 더 나쁜 건강의 결과들과 연관이 있었습

니다. 이 네개는동통, (HOOS P), 증상 (HOOS S), 일상 생

활 활동 제한 (HOOS A) 및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HOOS

Ronato Laforgia 박사는 이탈리아 Bari의 Mater Dei Hospital (CBH 그룹)의 정형외

과및신경재활기관 director로 재직중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정형외과 인공삽입물 등록의 스타트 업을 위한 이탈리아 보건 당국

(Istituto Superiore di Sanita) 전국위원회에서 Puglia 지역대표를맡고있습니다.

Busto Arsizio (Italy), Bari, Wrightington (UK), Maputo (Mozambique) 에서 외과의

사로 근무한 후, Matera 시립 병원 정형외과 및 외상외과 과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Apulo-Lucanian 정형외과 학회 (APLOTO)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의 30 년 경력

동안, Laforgia는 1,500개 이상의 슬관절 치환술 및 2,000개의 고관절 치환술을 포함

30,000개수술을집도하였습니다. 

그는 Universities of Bari and L’Aquila (Italy) 와 the University of Maputo (Mozambique) 에서정형외과및외

상학을가르쳤습니다. 

그의 주요연구분야는건강한또는병적인고관절의생체역학, 고관절 수술술기그리고새로운골접합기구개발

입니다. 

대퇴 경부 골절의 경제적 영향 연구를 위한 (Standardized Audit of Hip Fractures in Europe, SAHFE) 그룹 내

회원이자경부골절등록의가능성을평가하는이탈리아보건부실무단구성원이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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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기능 등입니다. 다변량 분석에서 분석 변수 중 어떠한

것도 HOOS Q 결과와관련이없었습니다. SF-12의 측면에

서 편측 및 양측 수술에서, 통증, 다른 증상 및 HOOS 점수

에 따른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의 일상 생활 기능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HOOS Q 점수에 따른 삶의 질 측면에서의 편

측 수술(평균 점수: 85.2) 및 양측 수술 (평균 점수: 78.8)군

간에 관찰되었습니다. 직경 28mm 보다 큰 인공 관절면으

로 시술한 환자들에서 보다 높은 HOOS 및 SF-12 점수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습니

다. ( 그림 1).

결론

요약하면, 약 4 년간의 평균 추적 관찰에서 DESIT 연구에

포함된 관절면 관련 합병증으로는 일시적인 소음을 들 수

있습니다. 28mm 보다 큰 관절면 직경의 고관절 치환이 환

자의 만족도를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동시에 골 용해

및 세라믹의 골절이 없었던 것은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의

우수한기계적특성을입증하고있습니다. ( 그림 2). 

그림2 : 고관절 전치환술 용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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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고관절전치환술에서테이퍼부식에관한

전향적관점에서의2015년최신지견

Kurts SM 

Implant Research Center School of Biomedical Engineering, Science, and Health Systems,

Drexel University, Philadelphia, USA

미국, 필라델피아, Drexel 대학 생의학, 과학 및 보건 시스템 임플란트 연구 센터

20 과학

테이퍼 부식은 오늘날의 현대 임플란트의 오래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테이퍼 부식은 우선 대형 골두의

금속-금속 관절면에서, 다음으로 조립형 대퇴 경부에서, 그리고 금속-폴리에틸렌 관절면 조합과 관련해 임상적인 우려

로서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본 연구진은 테이퍼 부식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으로 세라믹 대퇴 골두를 확인해 보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본 연구에서추구한 것은현대적인 세라믹및 CoCr 대퇴 골두에서 분리되는금

속의 양을 정량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테이퍼 부식에 관한 ASTM 심포지엄 (2014) 및 정형외과 연구

학회 포스터에서 제시한 최근의 결과들 중 일부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를 기반으로 한 이 주제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기바랍니다.

저자는 세라믹 골두 시스템 테이퍼 부식과 금속 골두 시스

템 테이퍼 부식을 비교하기 위해 Drexel 대학 임플란트 연

구 센터에서 회수된 고관절 삽입물 수집물을 연구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본 연구진은 테이퍼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모

든 변수들을 수집하고 세라믹-금속 및 금속-금속 테이퍼

간 차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50개의 삽입물 코흐트

를 짝지으면서 몇 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본

연구진은 헤드 경부 인터페이스 외에 조립성을 지니고 있는

모든 고관절 임플란트 시스템들을 연구에서 제외하였습니

다. 이는 본 연구에서금속슬리브가있는세라믹골두는없

었으며 또한 조립형 경부 또는 조립형 대퇴삽입물이 없었음

을 의미합니다. 세라믹 골두들은 모두 CeramTec에서 생산

된 BioloxⓇ, BioloxⓇforte 또는 BioloxⓇdelta 이었습니다.

본 연구진은 금속 골두 코호트에 비해, 세라믹 골두 코호트

에서의 대퇴 삽입물의 부식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

니다. 

세라믹으로금속유리줄여

우리가 몰랐던 것은 어느 정도 세라믹 골두가 금속 유리를

감소시켰고 또한 금속 유리가 골두, 테이퍼, 대퇴 스템 테이

퍼, 또는 둘 다에서 유리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

연구진은 CoCr 대퇴 골두와 금속 대퇴 삽입물 테이퍼에서

유리되는 금속의 미세한 볼륨을 측정하기 위한 고감도 기술

을개발하고검사하는데 1년 이상을보냈습니다. 이전에 짝

지은 세라믹과 대퇴골두의 50-50 코흐트를 다시 검토 한

후, 본 연구진은 세라믹 코호트가 체적 물질 손실에서

CoCr 코호트에 비해 90% 이상으로 금속 유리가 덜한 것

을 알 수 있었습니다. CoCr 골두 코흐트에 초점을 둘 시,

90 % 이상의 금속 방출 대부분은대퇴스템테이퍼보다는

대퇴골두에서 유리되었습니다. 이들 CoCr을 골두들은 모두

금속-폴리에틸렌관절면과함께사용되고있었습니다. 

기계적무결(integrity)의부식에대한영향

테이퍼 부식에 대한 회수 연구는 많은 관련 잠재적 교란 요

인으로인해쉽지않습니다. 대퇴 삽입물의이식시간및굽

힘 강성이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본 연구진은 테이퍼 연결

의 기계적 무결이 헤드 경부 인터페이스에서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3]. 실험실에서, 이전 연

구자들은 감입력이 실험에서 미세 운동, 침식 및 부식 양에

영향을미칠수있음을보여주었습니다. 

본 연구진은 이러한 상황을 생체 내에서 적용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수술

회수후조사참여관심이있는경우, 아래와같이참여하시면됩니다. 

본 연구진의 회수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생체 내 10년 이상 있다가 제거된 세라믹

골두와 대퇴삽입물 뿐만 아니라 금속 슬리브 (예를 들어, 델타 옵션 골두)를 통합하

는 세라믹 골두에 대한 접근은 극히 유용할 것으로 봅니다. 제거한 삽입물 및 관련

(de-identified) 임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진의 다 기관 검색 회수

연구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원하는 경우, 저자(skurtz@drexel.edu)에게 연락을 주

십시오. 본 연구진은 회수된 삽입물의 배송을 위한 정립된 프로토콜을 이미 마련하

였으며, 미국과유럽내 15개 임상센터들과현재협력을진행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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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분리되지 않은 46개의 회수된 헤드 스템 삽입물 테이퍼

고관절 시스템들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들 삽입

물들은감염, 해리 및 인공삽입물주위골절로재치환술실

시 후 회수된 것이었습니다. 본 연구진은 5~10년 동안 이

식된 삽입물에 있어, 테이퍼 부식 손상과 스템 테이퍼에서

헤드를 분리하기 위해 필요한 힘으로 기록된 테이퍼 접합부

의 강도 간에 역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헤드와 테이퍼 간의 결합이 약할수록, 더 심한 부식이 회수

된 조립식 테이퍼 접합부에 존재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파

일럿 연구로 헤드 경부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임상 증상

에 영향을 주는 잘 알려져 있거나 현재 발견된 수많은 인자

들에대한좋은자료가될것입니다. 

트러니언(Trunnion) 표면형태는무관

실험에 따르면 설계 요소 중 하나인 스템 표면 거칠기가 테

이퍼 부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진은 CoCr 대퇴 골두를 사용한 고관절 구성품들에

서의 테이퍼 부식에 이러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또한“미세한홈이있는”스템테이퍼들의구성

품들이“부드러운”스템 테이퍼들의 구성품보다 높은 침식

부식 손상을 일으키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질

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짝지어진 398개 대퇴 골두

와 대퇴 스템에 대한 회수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공분산

의 다 변수 분석을 사용하여, 이식 시간 (P <0.0001), 확실

하게 결합된(engagement) 길이 (P <0.0001), 굽힘 강성

(P=0.008) 및 헤드 크기(p=0.04)가 침식 부식 헤드 손상

점수들에 있어 중요 인자가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자들을 조절함으로써 표면 형태가 침식 부식 손상과 관련

이없음을알수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트러니언 표면 형태는

조립형 CoCr 헤드 경부 인터페이스에서 침식 부식 및 부식

손상에대한기여인자가아님을알수있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수 연구를 조립형 고관절 시스템에서

유래한 금속 마모편의 영향을 밝혀낼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

다. 세라믹 골두는 CoCr 골두에서 처럼 금속 마모편을 발

생 시키지 않으며 금속 스템 테이퍼의 부식 마모 수준을 줄

일 수 있습니다. 회수한 CoCr 골두에 대한 우리의 파일럿

연구는 기계적 온전함이 생체 내 테이퍼 부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회수연구 자료는

생체 내에서 스템 테이퍼의 형태(smooth vs. micro-

grooved)가 침식과 부식에 중요한 인자라고 생각하지 않습

니다. 앞으로 테이퍼 부식 연구에 더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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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fretting) 및부식(corrosion)

평가및테스트를위한방법에대한토론

Pandorf T

CeramTec GmbH, Plochingen, 독일

인공관절치환술의 조립성과 테이퍼에 대한 심포지엄의 보고서,
2014년 11월 10일 미국, 뉴올리언즈

22 과학보고

최근 고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의 침식과 부식이 이전보다 더 자주 논의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주제와 관련된 연

구 발표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퇴 삽입물 테이퍼 위에 세라믹 골두를 조립식으로 연결하는 것과 재치환술을

위해 대퇴 삽입물 테이퍼에 슬리브가 있는 세라믹 골두를 연결하는 프레임 워크 내에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전문가들은 테이퍼 연결부에서 발생하는 부식들에 대한 정량적, 질적 방법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임상적으로 관찰된 부식 현상을 체외에서 재현하는 것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주제이기도 합니

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재료 시험 학회 (ASTM)와 미국 정형 외과 의사 학회 (AAOS)는 주목할 만한

전문가들로 2014년 11월 10일에뉴올리언즈에서심포지엄을개최하였습니다.

심포지엄의 주요 목적은 과학적 교류를 위한 포럼 제공과

침식과 부식을 평가하고 시험하기 위한 공통 방식에 대한

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적절한 국제 기준들의 개발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에 대한 특별한 강조와

함께여러측면들을고려하였습니다. 

• 침식, 부식및이에따른조직의부작용

• explant의 중요성

•현재및전형적실험과정

•인공 관절 삽입물 내 테이퍼 연결을 위한 디자인 매개

변수

과학분야, 산업 및 식품 의약품 안전청 (FDA) 및 여러 법률

기관들에서 모인 약 200명의 참가자들의 주요 관심사에 따

라 5개의 분야로 나누어 27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가

자들은 발표자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모든 15개의 연구 그룹들이 포

스터 세션에서 최신 결과들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심포지엄의 조직의 의장들로는 A. Seth Greenwald

(Cleveland), Steven Kurtz (Philadelphia), Jack

Lemons (Birmingham), William Mihalko (Memphis)로

구성되었다. 

염증세포부착이부식을일으킬수있습니다.

Lemons는 프레젠테이션에서 갈바닉 부식, 침식 부식, 틈

부식 및 피팅 부식을 구별하고 체외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재현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Jeremy Gilbert

(Syracuse)은 염증 및 면역 세포들이 생체 내에서

CoCrMo 표면에 부착하고부식프로세스를개시또는증폭

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제거된 고관절 구성 요소들 (금속-

금속, 금속-폴리에틸렌) 과 슬관절삽입물에대한현미경조

사들을 통해 이러한 유형의 부식에 대한 첫 번째 근거를 뒷

받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식 유형들은 금속 합금, 임

플란트 디자인, 및 폴리에틸렌의 종류와는 별개인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어떠한 자극이 세포 활성을 촉발하는지 대

부분알려지지않았습니다. 

843개의 회수품들을 조사한 결과, Kurts는 부식 프로세스

에 의한 볼륨의 손실은 대퇴 삽입물 테이퍼보다는 금속 골

두테이퍼상에서훨씬큼을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금속-

폴리에틸렌 관절면을 사용한 398개의 제거된 대퇴 삽입물

들을 통하여 대퇴 삽입물 테이퍼들의 표면의 지형적 형태는

금속 골두 테이퍼 또는 대퇴 삽입물 테이퍼 부식의 정량적,

질적정도에영향을주지않는다는증거를제공하였습니다. 

법적측면: 대형제품의범위, 개선된시험방법요구

Carlos Lavernia (Miami)는 단일 삽입물의 제품 범위 내

에 존재할 수 있는 수많은 상이한 테이퍼 디자인들에 대해

불평을 했고, 이는 mix-and-match 위험을 품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는 그러한 주제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말로 "lawyeriti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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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John Goode는 개선된 시험 방법이 시급히 필요하다

고 보고 있는데, 이는 임상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임플

란트들도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표준화된 테스트를 성공적

으로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률 사무소 두 대표의 말

에 따르면, 적절한 표준과 가이드라인은 법적 소송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위해 흔히

하는 적극적 환자 모집은 점차 유용한 데이터를 왜곡하고

과학적인원인분석에영향을주고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결론들이 현대 지식에 근거하여 유도되어

왔습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이 임상적으

로 관련 있는 시뮬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실패 모드들, 예

를 들어, 시험 액체또는로딩시나리오등실험매개변수의

선택에 쏠리고 있습니다. 회수물을 통해 이러한 임상적 실

패 모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테이퍼에 대한 일관된 청소

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질적 점수와 양적

측정에기초하여회수물을평가하는것이가능합니다.

침식및부식이임상결과에미치는영향

체계적 기술적 회의를 통해 2013년 마지막 회의 이후 침식

및 부식에 대한 평가 및 시험에 있어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

습니다. 임상적 실패 모드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들은 체외

에서 정교하지 못하게 재현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환자

에 대한 임상적 문제와 관련 있는 침식 및 부식의 중요성에

대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지

금까지 침식 및 관련된 증상으로 인해 몇몇 재 치환 수술만

이 수행되었습니다, 반면, 많은 수의 회수물들을 보면 이러

한현상의명확한징후를알수있습니다. 형태와 표면과관

련하여 세라믹과 금속 골두에 대하여 다른 스템 테이퍼를

디자인하여 개발해야 할 필요성은 현재까지 전문가들에서는

확인되지않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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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면이1차인공고관절전치환술의

세균성해리에영향을주는가?

Bordini B, Caputo D, Stea S

RIPO Register c/o Medical Technology Laboratory, Istituto Ortopedico Rizzoli, Bologna, Italy

24 과학

1차 인공고관절 전 치환술시 사용하였던 36,396개 삽입물의 코호트를 이탈리아 정형외과 인공 삽입물 등록소 (RIPO)에

서 추출, 고려되었습니다. 이들 중 49%는 세라믹-세라믹인공관절면이었고, 23.4%는 세라믹-폴리에틸렌, 19.5% 금속-

폴리에틸렌 및 8%는 금속-금속 인공관절면이었습니다. 패혈증에 의해 재치환술을 시행한 것을 종말점으로 하여 생존

분석이 실시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나이와 체질량지수는 세균성 해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관절면의 조합과 남성

성별은 영향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세라믹-세라믹 커플링은 금속-금속 인공관절면과 비교 시, 세균성 실패 위험을 줄일

수있습니다. 남성은여성보다더높은위험성을지니고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이탈리아 정형외과 인공 삽입물 등록

소(RIPO)가 이탈리아 지역의 에밀리아 로마냐 (Emilia

Romagna)내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등록소에서는 공공 및

민간 병원에서 외과 의사가 수행한 모든 일차 인공고관절

치환술 및 재치환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외과 의사들은 환자들이 퇴원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특정

등록 양식에 맞추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등록 포착율은

거의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결과 기준은 재치환 수

술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며, 적어도 하나의 단일 구성

품의 제거 또는 교환으로 인한 재치환 수술까지 걸리는 시

간입니다. 재 치환을 위한 사유 중, 세균성 해리는 모든 가

능한이유중의 6.3%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이는 높은 비율

은 아니지만, 세균성 해리는 해당 환자에 가장 나쁜 결과를

일으킬수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절면 조합이 세균성 해리에 영향을 미

치는지여부를결정하는것이었습니다. 

방법

이 연구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일차 고

관절증및발달성고관절이형성증에의한이차고관절증진

단 하 시행된 무시멘트 고관절 전치환술만 고려하였는데 이

는시멘트내에존재하는항생제가바이어스로작용할수있

기때문입니다. 마지막데이터세트는 표 1에표시되었다. 

패혈증 가능 위험 요인 4개 군 사이에 패혈증을 일으킬만한

위험이 동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콕스 비례 위험 방법(Cox

proportional hazard)을 적용하였으며, 종말점을 세균성

해리로인해시행한인공고관절재치환술로설정하였습니다.

결과

분석을 통해수술 시나이와 신체질량 지수 (BMI)는 세균성

해리에영향을주지않지만, 관절면유형과성별은영향을줄

표1 : 36,396 무시멘트 1차 임플란트들의 코흐트 통계적 분석

표2 : Cox 모델 결과: 위험 비 (HR) > 1는, 위험 증가를 나타냄. HR < 1 위험 감소
표2 : (중요한 데이터 굵은 글 표시) 

CoC 17,858 65.7(13-93) 65 59 22

MoP 7.104 71.1(20-95) 67 62 13

CoP 8,524 70.3(22-92) 65 62 13

금속-금속 2,910 61.4(16-87) 64 48 14

커플링

위험율

성별
(남성기준)

95% 하한
및 범위 , 

95 % 상한
P-값

P-값

임플란트
수 (n) 

나이, 평균
(년) 
및 범위

비만율
(%)

여성 비율
(%)

균성 이완으로
인한 재 치환
(n)

0.6 0.3 0.9 0.03

금속-금속 3.1 1.6 6.2 0.003

MoP 1.2 0.6 2.3 0.66

CoP 1.2 0.6 2.3 0.66

BMI
(비만기준)

0.9 0.7 1.3 0.97

관절면
(CoC기준)

0.98 0.95 1.0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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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라믹-세라믹 관

절면은 금속-금속 조합과 비교하여 세균성 해리의 위험 비율

이 3.1 (1.6-6.2)배낮습니다. ( 표 2).

결론

비록 금속-금속과의 비교 시에만 유의하였지만, 금속 구성품

이없는관절면조합은인공고관절전치환술의초기및후기

세균성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과 비교

시, 더 높은 세균성 해리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

구의한계는패혈증의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는동반질환

이고려되지않았다는점입니다.

Babara Bordini 는 등록소 수석 통계관으로 Bologna

대학 통계과 출신입니다. 1999년부터, 의료 기술 연구

소 산하 Istituto Ortopedico Rizzoli에서 일하고 있습

니다. 그녀는 이탈리아 정형외과 인공 삽입물 등록소

(RIPO)의 통계 분석을 담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역

및 로컬 데이터 뱅크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임상

실험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환자 군들을 식별하

고있습니다.

2014년 파웰기념상 (Pauwels Commemorative Medal 2014)

Werner Zimmerli 박사는 독일 정형외과 학회(DGOOC)에서 수여하는 파웰 (Pauwels) 기념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소개한강의는 "정형외과인공관절감염: 병인및치료"입니다. 

Zimmerli는 30년이상의경력이있는내과및감염질환부문에서잘알려진감염병전문가입니다. 1979년부터그의연

구의 초점은 임플란트 감염의 병태 생리 및 치료였습니다. 이러한 감염의 치료에 있어 돌파구는 생물막 감염에 대한 리

팜핀(rifampicin) 효과 입증이었습니다. 정형외과의 Peter Ochsner, 감염 전문가 Andrej Trampuz와 함께 일하면서,

그는인공관절감염에대한치료알고리즘을개발하였습니다 [1].

Zimmerli는 또한 인공관절감염의진단및치료에대한지침을제시한미국감염증학회 (IDSA) 위원회의일원이었습니다. 이러한지침들은출판된

치료알고리즘의기반이되고, 이후국제표준이되었습니다. 

수석의사은퇴이후 Zimmerli 는 스위스 Kantonsspital Liestal에서정형외과영역의감염에대한의료컨설턴트로일하고있습니다. 

프로-임플란트재단(Pro-Implant Foundation)의 자문 위원회회원이며또한재단워크샵에서강의를하고있습니다 (https: //www.pro-implant-

foundation.org/en/about/who-we-are).

참고: 1. Zimmerli W, Trampuz A, Ochsner PE. Prosthetic-Joint Infections. N Engl J Med 2004;351:1645-1654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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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코니아혈소판강화알루미나삽입물의경도에미치는

크로미아(Chromia) 성분의효과

Kunts M

CeramTec GmbH, Plochingen, 독일

26 재료연구

BioloxⓇdelta 는 생물의학적 이용을 위한 지르코니아 (zirconia) 강화 알루미나 세라믹 (ZTA)입니다. 이 재료의 성공은

강도, 인성, 경도 및 생체적합성같은재료특성의특별한조합에기인합니다. BioloxⓇdelta 는 SrO, Y2O3, Cr2O3 로 이

루어져있습니다. 산화 스트론튬 (strontia)은 재료의 인성을 강화하는 매트릭스 내부 혈소판 형성을 위해 첨가됩니다. 산

화이트륨 (yttria)은 지르코니아단계(phase)의 변화기전 (transformation mechanism)을 제어하기위해첨가됩니다. 

Burger 등에 따르면, 크로미아 첨가는 ZTA 재료의 경도 개선에 이르게 된다고 이전에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한 이후 연구에서는 측정할 만한 경도의 증가는 BioloxⓇdelta 보다는 크로미아 내용물에서만 관찰되었다고 보

고하고있습니다. 또한 과학문헌에서는제한된양의크로미아의첨가는 ZTA 재료의경도에영향을주지않는다고밝히

고 있습니다. CeramTec은 크로미아가 BioloxⓇdelta 경도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분석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조사에 착

수하였습니다. 이 분석결과는아래에설명이되어있습니다.

시험및결과

상이한 크로미아 함량을 가진 4 종류의 ZTA 변종 시험 계

열이 CeramTec 실험실에서 제조되었습니다. BioloxⓇdelta

에서 크로미아는 함량 기준으로 0.32%입니다. 비교를 위해,

낮고높은크로미아가함량된샘플및심지어 0%의함량의

샘플이 제작되었습니다. 밀링, 프레싱, 소결 및 모든 강도 가

공 등의 제조 조건들은모든 시험편에 대해 동일하였습니다.

세라믹미세조직, 즉 재료성분,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혈소

판의 크기 및 분포는 정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그 예로,

그림 1은 0% 크로미아 함유 시편의 미세 구조 대

BioloxⓇdelta 기본시편의미세구조를보여주고있습니다. 

세라믹의 경도는 비커스 4편 다이아몬드 피라미드 (Vickers

4-sided diamond pyramid)를 사용해측정합니다. 

요즈음에는 HV 1의 시험 하중 또는 1kg (= 9.8 N)의 비커

스 경도 부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연구들에

서 HV 0.5또는 HV 10과 같은 다른 시험 하중을 사용하였

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들 3개 부하 수준들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아가, 경도 값의 기본 단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기가 파스

칼[GPa]을 관련 단위로 하는 부하 대 부하에 의해 투영된

면적의 비가 경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권장 사용되고 있습니

다. 역사상의 데이터는 단위 없는 수를 선호하였습니다.

그림 1 : 상이한 Cr2O3함량을 가진 2개 시편들의 미세 구조; 왼쪽: 0,00%; 오른쪽: 0,32% (ⓒ Ceram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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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수들은 계수 0.009807을 사용하여 직접 비교하였습

니다. 그 예로, 2000 [-]의 경도 값은 19.61 GPa 와 일치합

니다.

그림 2는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러 바가 있는

평균값± 1 × 표준 편차들을표시하였습니다. 이미 잘 알려

진 바와 같이, 경도 값은 낮은 압입 부하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남을알수있었습니다(적어도본연구의부하범위내에

서). 모든 로드레벨에대해, 경도에영향을주는크로미아함

량의효과를측정하지못하였습니다. 기준 경도값 HV1의 경

우, 모든결과는거의동일하였습니다. 

시험하중및산화스트론튬의영향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BioloxⓇdelta와 다르지 않은 동일한

ZTA 재료에서 크로미아 존재 또는 비 존재 여부는 최소한

여기에서조사한크로미아함량의범위 (중량 0-0.5 % 까지)

에 있어 재료의 경도에 영향을 미치질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

었습니다. Burger 등이 수행한 연구의 경우, 현재 사용되지

않는 HV 0.5의 부하 레벨을 사용 하였습니다. 이는 높은 측

정 불확도로 인한 부정확한 결과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

다. 또한, 크로미아를포함한샘플은크로미아-무처리샘플에

는 없는 SrO을 포함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2001 년부터

의 연구 [1] 결과가 Biolox의 물질 프로파일의 참조용 출판물

에서종종인용되어왔습니다. 그러나여기서논의한통계적으

로 입증된 결과들에 따르면 BioloxⓇdelta의 크로미아 함량은

경도에영향을미치지않음을알수있습니다.

그림 2 : 4 변종들의 경도 측정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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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의인공삽입물에관한뉴스

28 과학보고

최근“Vreden’s Readings”는 러시아 정형외과를 위한 훌륭한 포럼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해외 참가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다양한 지방 및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을 포함한 29개국에

서 온 800명의 정형외과의들이 8차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동부 유럽 국가들로는 Lithuania, Latvia, the Ukraine,

Belarus, and Kazakhstan 에서 온전문의들이참여하였습니다. 

3일 째 되는 날에, 큰 관절의 인공 삽입물 치환을 주제로

102편의 프레젠테이션 및 6 차례 강의가 마련되었습니다.

강의는 러시아어와 영어로 동시 통역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컨퍼런스와 함께 의료 기술 산업 60개 선도 기업들의 전시

회도 개최되었습니다. 인공기관 삽입 신기술 및보행 시스템

병리에대한보존적치료를주제로여러차례워크샵이열렸

습니다. 

인공 삽입물 분야에서 러시아 전문의들과 각국 전문의들이

현재다르고있는주제들은전세계의정형외과분야에서다

루는것들과일치한다고볼수있습니다: 

•복잡한재치환술,

•감염과관련된합병증의치료,

•큰관절의매우복잡한병리

•젊고활동적인환자의최적화된치료

•인공관절삽입술에서의안전및품질문제

러시아 정형외과의들은 특정 지역 특히 러시아의 남부 지역

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형성증 ( 증례보고)과 고식적 치료

법에 대한 전통적 선호 (예를 들어, 인공 삽입물보다는 절골

술)와관련된문제들에직면해있습니다. 

초점: 기본 및 고급교육

러시아내인공기관삽입은급속히발전하여, 15~20%의연

평균 성장 외 일부 지역은 심지어 40~50% 까지도 성장하

고 있어, 엄격한 교육 및 고급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

니다. 결과 분석 및 재활에 대한 포괄적인 보증을 위해서 지

속적인 기본 및 고급 교육이 숙련된 전문 외과 의사에게 특

히더중요함을이번컨퍼런스에명확히하였으며그렇지않

을경우높은수준의결과를얻기어려울것입니다. 

회의중에는임플란트병리및임플란트알레르기그리고마

모 및 부식 제품에 대한 이상 반응에 있어 임플란트 재료와

디자인의 역할에 특히 주목을 하였습니다. 분명하게 동의한

점은그러한복잡성문제들은다학제적기반하에해결될수

있으며, 특정 분야들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한 지원

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및 독일 전문가들의 공헌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 결과,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제9차Vreden 학회2015:
8-10 October 2015, St. Petersburg, Russia

올해 컨퍼런스는 10월 8일부터 10일 까지 St. Petersburg에서 개최됩니다. 과학 프로

그램의 주제로는 인공 삽입물 주위 감염 (PJI)이 논의될 것입니다. Charite Berlin의

Andrej Trampuz 감염 전문가 교수가 (https://www.pro-implant-

foundation.org/en/) 독일, 러시아 전문들과함께인공삽입물주위감염세션을진행

하여, 예방, 진단 및 치료의 현대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 발표, 논의 할 예정입니다. 족

부 수술에대한주제가처음으로과학적인프로그램에포함됩니다. 회의 결과는출판물

을 통해 공개되고, 모든 이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congress link

http://www.vredenreadings.org/eng/program.php). 

흥미로운주제를갖는학회에여러분을초대합니다. 

′

R.M. Tikhilov,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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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이형성증치료

사례보고

진단

좌측 고관절 이형성증을 앓고 있는 47세 여자 환자

(그림 1)는 어린 시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로 고관절의

탈구를 줄일 수 있는 석고 캐스트가 포함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다리 길이가 단축 되어 있

었으며 또한 좌측 고관절의 관절운동이 제한되어 있었습니

다. 환자는다리길이차 (3cm) 및 고관절굴곡구축으로인

해 겨우 걸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절며 보

행보조기가필요하였습니다.

치료

좌측고관절은측면접근을통해무시멘트인공고관절삽입

물로 대체하였습니다. 환자의 연령과 활동성으로 세라믹-세

라믹 관절면을 사용하였습니다. 자가골을 이식하여 컵을 재

건하였습니다 (그림 1).  

요추의기존변화로완벽하게하지부동교정은하지않기

로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얻어진다리길이차는 0.8 cm

(그림 1)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고관절 점수는 가장 최

근추시시 38점에서 92점으로개선되었습니다. 

수술 후 2년 추시결과컵과대퇴삽입물이안정적이었으며,

수술 후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굴곡 수축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환자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보행 보조기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으며, 수술 결과에 만

족하였습니다.

그림 1 : 고관절 이형성에 의한 고관절염 크로우 II 여성 환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술 전 X 선, 수술 후 X 선, 
그림 1 : 수술 후 2년 X 선 이미지 (ⓒ Tikhilov)

2014 “Vreden's Readings" 학술대회를 빛내준 몇 편이

Traumatology and Orthopedics of Russia(2014년 3.4

호, 러시아어와 영어) Journal에 게재되었고 다운로드 받을

수있습니다(http://journal.rniito.org/num_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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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에서마모: 

기초과학과임상적용(대한민국)

Zimmermann M, Graessel M

CeramTec GmbH, Plochingen, 독일

한국에서 개최한 인공관절면 학회로부터 발췌

30 과학보고

고관절전치환술은매우성공적인수술방법이지만, 여러 요인들가운데서도임플란트의품질에의해임상결과가영향을

받는 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인공관절면 재료의 선택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신 지견을 제공

하기 위해, 장준동 교수(한림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동탄성심병원 인공관절센터장)가“인공관절에서 마모:

기초과학과임상적용”이란주제로 이에관한발표와 토의를위한하루 종일진행하는학회를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장 교수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개최되었으며 150명 이상의 정형외과 의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 중국, 일본, 인도에서온여덟명의국제교수진이참여하여회의를빛내주었습니다

장준동교수는한국내인공관절전치환술에있어가장중요

한 것은 마모 및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공관절면 표면의 마모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

입니다. 이에 따라, “인공관절에서 마모 : 기초과학과 임상적

용”학회의 프르그램은 물질, 마모 입자, 테이퍼 부식, 관절

면 관련 감염 위험, 인공관절면 표면의 현재, 세라믹 관절면

의 발전, 아시아와 서양 환자에서의 차이, 기술적인 측면 및

등록과관련된주제들에초점을맞추었습니다. 

현재 환자들의 실질적 평균 수명이 길다는 점을 생각하면,

마모와 관련 문제는 앞으로 더 중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한국과 다른 아시아 환자들은 해부학적 특성 및 생

활 양식에서 서양환자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의 일상생

활에서 특히 큰 운동 범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아시

아 환자들에서 비교적젊은 환자들의 빈도가 높습니다. 이러

한 차이들은 인공관절 전치환술에서 중요한 문제로 고려되

어야합니다. 

한국에서 인공관절면선택 알고리즘에 대한 질문에서, 장 교

수는: “위에 열거한 다른 점 들이 한국 환자들에서 기존의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임상 결과가 서양에 비해 저조한 이유

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 인공관절면이 한국 내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체 인

공관절면 중 하나인 금속-금속 인공관절면은 골 용해, 국소

연부조직 반응, 골과 조직 괴사 및 잠재적 장기 독성의 위험

성 증가와 관련이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인해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이러한 금속관절면 사용이 크게 감소하였습니

다. 이러한 이유로 세라믹 관절면이 한국에서매우 보편적으

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 환자들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라믹 관절면의

보편성의 또 다른 이유는 국가적으로 관리되는 보험 제도상

의비용효율성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BioloxⓇdelta세라믹의 도입으로 인해

이전의 순수 알루미나 세라믹 세대에 비해, 특히 파손과 소

음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임상 결과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세라믹은 일반적인 작은 소켓을 갖

는한국환자들에서도큰골두의사용을가능하게해안전성

을 향상시키고 충돌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BioloxⓇdelta

의 파손은 한국에서 매우 드물며, 저는 개인적으로BioloxⓇ

delta 세라믹의라이너또는대퇴골두를사용하며파손을경

험한 적이 없습니다.”한국에서 세라믹 인공관절면 사용빈도

는 매우 높은 편으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의 85.46%에서

세라믹인공관절면이사용되고있습니다(한국건강보험심사

평가서비스자료, 2014년). 이에따라, 임상결과와쟁점들이

본 학회에서 광범위하게 분석, 논의되었으며 한국의 상황은

인천 인하대학교 문경호 교수, 서울대학교 분당 병원 구경회

교수의프레젠테이션에서발표되었습니다. 

한국내제3 세대CoC 관절면의장기결과

문 교수는 3 세대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사용에 따른 장기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01년 4월부터 2008년 1월까지,

349 무시멘트인공고관절전치환술, 331명의 환자들에서세

라믹-세라믹 관절면 (BioloxⓇforte, 알루미나) 관절면을 사용

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수술 시 환자의 평균 연령은 54.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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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세 범위)였습니다. 가장 흔한 적응증은 대퇴골두 골괴

사로 191례였습니다. 8.9 년 (6.5-13년 범위) 평균 추시 관찰

에서, 골 용해 또는 컵 이동과 관련한 방사선학적 소견은 없

었습니다. 관찰된 2가지 주요 합병증은 9례 (2.9%)에서 탈구

와 7례(2.2%)에서 인공 삽입물 주위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술 중 라이너 조각(chipping)이 관찰된 1례를 포함, 3례

(0.9%)에서 세라믹 부품의 파손이 관찰되었습니다. 5례(1.6

%)에서, 소음이 발생하였지만 재치환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3세대 세라믹-세라믹

인공관절면을 사용한 장기적인 결과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델타세라믹베어링: 더나은결과를보장?

구 교수는 모두 세라믹-세라믹 인공관절면을 이용하여 상이

한 대퇴 삽입물과 컵 시스템들로 시술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

로 여러 코흐트들에서 나온 후향적 연구결과들에 대해 보고

하였습니다 [1,2,3](증거수준 III과 IV). 

저자는 1998년에서 2008년 까지는 BioloxⓇforte 세라믹을

사용하였고, 2008년 3월부터 Biolox-Ⓡdelta를 사용하였습니

다. 세라믹관절 3세대를 10년동안사용하면서얻은교훈은

•샌드위치형세라믹라이너를사용하지말아야하고

•28-mm-짧은골두를사용하지말아야하고

•높은 테두리가 있는 금속 shell 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쪼그리지않도록해야한다는것입니다.

2008년 3월부터 2011 년 9월까지, 570 BioloxⓇdelta 세라

믹-세라믹 인공관절면을 492명의 환자에게 사용하였습니다.

수술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0세 (범위: 16~83년)로 수술의

주된 이유는 대퇴골두 골괴사로 311례에 해당하였습니다. 42

개월 평균 추시기간에 골 용해나 마모는 관찰되지 않았습니

다. 세라믹 라이너 파손이 1례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라이너

의 수술 중 부정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직경 32mm 또는

36mm 세라믹 골두에서, 28mm 골두와 비교 시, 분명히 탈

구위험이감소하였습니다 [4] (근거레벨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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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치환술에서세라믹삽입물이용에관한연구

Heinz-Mittelmeier 연구상

32 새소식

미국, 필라델피아, Drexel 생명 공학, 과학 및 보건 시스템 대학의 임플란트 연구 센터 연구원, Daniel MacDonald는

2014년 하인즈 미텔마이어 연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5,000 유로가 주어지는 이 상은 독일 정형외과 및 외상 학회에서

2014년 10월 29일에 Fritz-Uwe Niethard 박사에 의해 발표되었다. MacDonald 박사는 임상적으로적절한 조건 하에

서의 인공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있어 임플란트의 성능과 재료 불량화에 대한 분석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관절

전치환술의 조립식 접합에서 관찰된 부식의 양을 감소시키는 데에 있어 세라믹 물질의 역할을 조사하였고‘세라믹 골두

를 사용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침식 부식에 영향은 주는 인자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연구로 명예를 받게 되었

습니다. 

요약

그림 1 : 2014 하인즈 미텔마이어(Heinz-Mittelmeier) 과학 상 수상자:
베를린 DKOU 2014에서 연구결과를 발표로 미국 필라델피아 Daniel
MacDonald 수상 (ⓒ Starface)

대퇴 골두 대퇴 삽입물 테이퍼 인터페이스에서 부식은 고관

절 전치환술의 임상적관심사로 최근 다시 떠올랐습니다. 심

한 경우에는 유출되는 금속 부스러기 및 금속 이온은 조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골두-경부 테이퍼 부식에 대

한 이전 연구들은 주로 코발트-크롬 합금 대퇴 골두에 기초

하였습니다. 세라믹 대퇴 골두에 대한 테이퍼부식에 대해서

는알려진바가많지않습니다. 

본 연구진은테이퍼부식에있어세라믹역할을조사하기위

해 여러 회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 문제

로다음과같은의문을제기하였습니다:

•세라믹 골두가 CoCr 골두보다 테이퍼 부식 발생을 덜

초래하는지여부;

•어떤 장치와 환자 요인들이 테이퍼 침식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여부;

•세라믹 골두에서의 테이퍼 침식 부식의 메커니즘은

CoCr 골두의그것과는다른지여부;

•세라믹과 CoCr 골두 간 테이퍼 각도간격과 접촉 위치에

서의차이;

•테이퍼각도간격은철과부식에영향을미치는지여부;

•회수된어댑터슬리브들에서침식부식유병률;

•어떤 장치와 환자 요인들이 슬리브 침식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여부

2000년 이후, 본 연구진은 다 기관, IRB 승인 회복 프로그

램의일환으로재치환술에서 3,000개의인공고관절전치환

술 삽입물을 회수하였습니다. 이들 중, 50개의 세라믹 대퇴

골두-대퇴 삽입물은 삽입된 시간, 외측 오프셋, 대퇴 삽입물

디자인 및 굽힘 강성에 근거하여 50개의 CoCr 대퇴 골두-

대퇴 삽입물들과 짝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라믹 대퇴 골

두 연결 시 사용된 35개의 티타늄 슬리브들을 분석하였습니

다. 모든 삽입물들은 침식 및 부식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

정도와 범위를 기반으로 시각적 스코어링 기술을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테이퍼 각도와 간격은 고해상도 진

원도(round machine)를 이용하여평가하였습니다.

예측인자: 대퇴삽입물합금과굽힘강성

침식및부식점수는세라믹골두코호트의대퇴삽입물에서

낮게 나왔습니다. 본 연구진은 금속-금속 테이퍼 코흐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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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중 3개(6%)에서 그리고 세라믹-금속 테이퍼 코호트의 50

중 0개 (0%)에서 골두 경부 테이퍼 접합부 외부에 어두운 부

식 진행 부위들을 목격하였습니다. 대퇴 삽입물 합금 및 굽힘

강성은 대퇴 삽입물 부식 손상에 대한 예측인자 역할을 하였

습니다. 테이퍼 각도 간격은 부식 점수의 예측인자는 아니었

습니다. 비록 세라믹골두의경우, 대퇴 삽입물만이부식이진

행 중이었지만, 부식의 메카니즘은 두 코호트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슬리브로처리한세라믹골두의경우, 중등도내

지 심한 정도의 침식 부식 (점수 ≥ 2)이 흔했고 내부 테이퍼

에서는 97% (35분의 34)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이들 점수들은

CoCr 골두에서 테이퍼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 관찰된 수준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티타늄 파편은 코발트 또는 크롬

파편보다 생물학적으로 덜 활성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

입니다. 

마모와마찰외에새로운초점

테이퍼에서관찰된침식으로시작한틈새부식은복잡한문제

이며, 그 심각성은여러요인에따라달라집니다. 기구와환자

변수들을분리하는회수연구들은테이퍼에서부식손상을악

화 또는 완화하는 기구와 환자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디자

인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 절연체인 세라믹 대퇴

골두는이전에보고된 CoCr 대퇴 골두보다적은대퇴삽입물

테이퍼부식으로이어질수있을것이라고가정하였고실제로

도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이퍼 각도 간격이 침식 습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진은 이러

한 주장을 지지하기 위한 근거를 관찰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조립형 테이퍼 부식을 완화하는데 있어 세

라믹의역할을이해하기위해, 마모및마찰외에도고관절전

치환술에서 세라믹 성분 연구에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생길수있다고제안하고있습니다.

Daniel W. McDonald 이학 석사, 2006년과 2010년에 생체 역학에 초점을 맞춘 엔

지니어링부문에대하여 Drexel 대학에서이학학사및석사과정수료

현재 정형외과 임플란트 회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Drexel 생명 공학, 과학, 및

보건 대학 임플란트 연구 센터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간 회수 표본을 통

한 평가에 따라, 정형외과 생체 재료의 생체 내 성능을 검사하는 여러 대규모 연구들

에대한데이터수집, 분석및검증을담당하고있습니다. 

회수 분석에대한그의참여는다양한정형외과장치디자인및재료의성능을이해하

는데 있어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McDonald는 고관절 및 슬

관절전치환술에서사용된폴리머및금속의생체분해를완화할수있는요인들을연

구하였습니다. 회수된 정형외과 삽입물들에 대한 그의 전문성 및 분석은 국제 회의 및

워크샵에서발표되었습니다. 

2015년 하인즈미텔마이어 (Heinz-Mittelmeier) 연구상

독일 정형외과 및 정형외과 시술 eV 학회(DGOOC)는 매년 CeramTec

GmbH와 협력하에 5,000 유로 상금과 함께 하인즈 미텔마이어 연구상을 수

여하고있습니다. 이 상은 바이오 세라믹분야및관절치환에있어마모문제

및 세라믹 삽입물의 임상 결과와 관련한 뛰어난 연구 및 개발 작업을 수행한

40세이하젊은의사, 엔지니어및과학자들에게수여하는상입니다. 

연구는 과학저널이나책형태로출판될수있습니다. 발행을 목적으로발표되

지않은원고또는발행을위해이미제출된미출판원고들또한채택되며졸

업논문, 학위논문, 사후박사학위논문또한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수상자는 DGOOC 배심원에 의해 선정됩니다. 2015 연구상은 베를린에서 2015년 10월 20-23일 동안 DGOOC, 독일

외상수술협회 (DGU), 및 외상의및외상수술의협회 (BVOU) 후원을받아회의동안수여될예정입니다.

참가방법

대회에참여하려면 2015년 7월 31일 까지독일어나영어로된연구물을유사한상과구분되지않은교신성명을포함하

여이메일로보내주시길바랍니다. 

Info@dgoo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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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육회의의주요사안:

•“패혈증환자”의경제적영향 - 어떻게비용을절감할것인가?

•패혈증수술의질적관리 - 유럽식접근방법?

•MSK 감염진단도구

•인공관절감염에서의재치환술

본 체계적 프로그램에는 개요, 최신 경향에 대한 강의 및 논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교수진에서 찬반 양론 모두 입장을 발표 할 예정이며, 더불어 새로운 치료 옵션

의 적절한 사용 강조 하에 환자를 위한 최적의 치료에 대한 문제 해결도 함께 논의가

될것입니다.

네덜란드 Utrecht에서열린이전회의에는 600명이상이참가하여새로운기록을수립

하였습니다. 

SICOT 정형 외과 세계 학회가 중국 본토에서 개최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Guixing Qiu는이회의를통하여오늘날정형외과발전을위한중요한문제해결을위

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정형외과에서 현재의 논쟁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우리의 역할을

재정립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정형 외과의들이 참여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기

대하고있습니다. 다양한교육과정들이중국과전세계에서온젊은외과의사및연수

생을위해마련될예정입니다. 

ISTA 연례학회는관절치환기술및관련과학의과거, 현재, 미래에대한포괄적분석

이 제시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장 광범위하고 매력적인 과학적 논

의가 학계와 업계 관련된 정형외과 의사, 과학자 및 엔지니어들 간에 이루어지는 곳입

니다. 다른 모임과는 달리, 포디움 논문과 e-포스터 모두에서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

이 주어집니다. 이런 종류의 상호작용은 좋은 교육 효과를 촉진시키고 기술적 혁신의

계기가될것입니다.

본 회의는 R.R. Vreden

외상 및 정형외과 연구 기

관에서조직하였습니다. 올

해의 과학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러시아 내 인

공관절 실태 및 특정 과제

에초점을두고있습니다: 

•수술활동: 질적측면대양적측면

•최신 "프리미엄" 임플란트대예산임플란트

•치환술등록물: 새로운양상

•관절치환술에있어경제적측면및관리최적화방법

엉덩이, 무릎, 어깨관절, 발목의관절치환술만아니라관절경기술및골종양등다양

한 측면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삽입물 반응에 대한 해결책과 관절주위 감염에

대한현재의개념이회의의또다른주제입니다.

유럽골및관절감염학회

34차연례회의

36th SICOT 정형외과세계학회

국제인공관절기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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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삽입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주제가 사회적으로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초점은 임플란트의 실패, 물질의 과민성, 테이퍼 및 마모 문제입니다. 

이 회의는 인공삽입물의 장점, 약점 및 경계점을 제시하고 논의하기 위해 전문의,

의학 기술업계 대표, 엔지니어 및 일반 연구자들이 고안한 회의입니다.

부작용이 있었던 환자에서 적절한 대화와 사고 및 실패 분석 처리를 위한 법적으

로 정확한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사례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생체역학적 검사의 한계와 같이 실험된 적이 없는 삽입물 조합의 영향에 관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인공삽입물에 관련한 의료 비용의 경제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관절 등록의 유용한 가치와 환자 중심의 질 표준화에 주목할

것입니다.

영국 고관절 학회 (British Hip Society) 와 이탈리아 학회(Societa Italiana

dell’Anca)가 처음으로 공동으로 개최됩니다. 전통, 현재 관행, 그리고 미래 임상

및 연구 방향을 연합하기 위하여 두 개의 별개의 국가의 전문 학회가 공동으로

회의를 조직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일차 인공고관절 치환술 및 재치환술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기술(골 고정,

마찰학 등)을 논의하며, 고관절 보존 수술 및 관절경 수술의 결과를 분석하고, 고

관절에 대한 모든 고려사항들을 참조함으로써, 수술기법들을 개선시키고 실제 임

상의 최신경향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프로-임플란트 재단의

웹 페이지는 골 및 관절

의 감염과 관련된 유용한

간행물, 지침 및 포스터 /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임플란트

표면에 바이오 필름의 형

성”을 시청함으로써, 인공

관절 감염에서 바이오 필

름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재단은 독일 시민을 위한

비영리 단체로, 연구, 교육, 글로벌 네트워킹 및 골, 관절, 또는 임플란트 감염 환

자의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의 목적은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입니다.

국제합동학회

프로-임플란트재단 - 교육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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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책자는금속임플란트에대한과민반응으로진

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 알레르

기가 의심될때, 배경 정보와 환자를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진단을 배제하

기위해, 정형외과검사를먼저실시해야합니다. 

임플란트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경우, 임상에서 적용

을 하도록 임상 알고리즘을 처음으로 개발되었습니

다. 알고리즘은 laminated loose insert로 제공됩니

다. Krenn이 제시한 흐름도에는 조직 병리학적 입자

알고리즘에대한추가정보를포함하고있습니다. 

임상관리

금속알레르기와세라믹물질의면역-알레르기적합성
(Immuno-Allergological Compatibility) 양상

이 책은 Hard-on-Hard 인공관절면을 사용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나타나는 소음 평가를 위한 권

장 사항 및 임상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진

단에서부터 치료와 적절한 관리뿐만 아니라 모니터

링, 가능한 예방 및 환자 정보 등에 이르는 모든 정

보를다루고있습니다. 

•Hard-on-Hard 인공관절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

를 포함한 모든 소음들과 관련한 현재의 견해 및

과학적지식

•소음발생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환자 관리를 위한

임상알고리즘

•사례보고

세라믹 삽입물을 다루거나 삽입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세라믹

골절과 같은 흔하지 않은 합병증

에 어떤 종류의 인공관절면이 사

용될 수 있는가? 해당 질문들과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BioloxⓇ

임플란트 정보를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는 BioloxⓇ Inside app 에

서 확인할수있습니다. 

라이브수술, 3차원 애니메이션및

문헌 리뷰 내용에 근거하여, BioloxⓇ Inside는 정형외과에서 세라믹의 사용시 필요한

최신지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준의 임상가와 전문가들을 위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와함께개발된압축된참조및교육용도구입니다. 

BioloxⓇ 모션 캡처 모드를 사용, 입체적으로 세라믹 관절 치환을 추적하고 여러 운동

패턴에서관절의각도와위치를식별할수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참조용으로, 병동 또는 가정에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필수 앱이라

할수있습니다.

BioloxⓇ Inside는 관절별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섹션에는 다음과 같은 내

용이있습니다:

•임상및물질정보 •특징

•라이브수술동영상 •취급방법

•3-D 애니메이션 •문헌

임상관리

BioloxⓇ Inside App

Hard-on-Hard 인공관절면에서소음에관한임상지침

BioloxⓇ 앱 (33메가바이트)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아이
패드와 아이폰 같은 iOS 장치(5.1.1 이상)를 이용 사용할 수 있
습니다.

BioloxⓇ 앱 (23메가바이트)도 안드로이드 태블릿 및 스마트 폰
(2.2 이상)을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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