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의학석사 학위논문 

 

세라믹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큰 

대퇴골두의 효과 

 

 

The effects of large femoral head in 

ceramic total hip arthroplaty 

 

2013 년 1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임상의과학과 과정 

권  지  은



 

 

 

A thesis of the Master’s degree 

 

The effects of large femoral 

head in ceramic total hip 

arthroplaty 

 

세라믹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큰 대퇴골두의 효과 

 

December 2013 

 

The Department of Clinical Medical 

Science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Ji Eun Kwon



 

 

세라믹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큰 대퇴골두의 효과   
 

지도교수  윤  강  섭 

 

이 논문을 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 년 10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임상의과학과 전공 

권  지  은 

 

권지은의 의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 년 12 월  

 

위 원 장  유 정 준   (인) 

부위원장    윤 강 섭   (인) 

위    원    이 상 훈   (인) 



 

 

The effects of large femoral 

head in ceramic total hip 

arthroplaty 

 

by  

Ji Eun Kwon, M.D.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in Clinical Medical Scienc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cember 2013 

 

Approved by Thesis Committee: 

 

Professor    Jeong Joon Yoo  Chairman 

Professor    Kang Sup Yoon  Vice chairman 

Professor    Sahnghoon Lee   

 

 

 



i 

 

초   록  

 

서론: 고관절 탈구는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환자로 하여금 기능적 제한과 불편함을 

야기하며, 반복적인 탈구는 재치환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큰 

대퇴골두는 더 큰 운동범위를 제공하며 탈구에 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은 다른 관절면에 

비해서 마모율이 현저하게 낮으므로 마모의 증가 없이 큰 

대퇴골두를 사용하여 운동 범위 향상과 탈구율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과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 사이의 탈구율, 임상적인 평가, 방사선학적인 

결과, 그리고 합병증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3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하나의 기관에서 숙련된 

한명의 술자에 의해 세라믹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고, 1년 

6개월 이상 경과 관찰한 75세 이하의 환자 249예(207명)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후향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은 77예(68명) 였으며,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은 172예(139명) 였다. 각각에 대하여 탈구율, Har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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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점수, 방사선학적인 평가, 합병증의 발생율을 비교하였다. 

 

결과: 최종 추시 결과, 28mm 대퇴골두 군에서 8예(4.7%)의 

탈구가 발생하였으며, 36mm 대퇴골두 군에서는 탈구가 발생하지 

않았다(p=0.049). Harris hip score, 방사선학적인 평가, 합병증의 

발생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세라믹 인공 관절 전치환술에서 큰 대퇴골두를 사용하여 

탈구율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안정성의 향상은 

환자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특히 좌식 생활을 하는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어: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큰 대퇴골두, 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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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관절 탈구는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그 빈도는 저자에 따라, 일차성 치환술의 

경우 약 0.4-5.8%, 재치환술의 경우 약 4.8-13.0% 가량으로 

보고되고 있다(1-4). 탈구는 환자로 하여금 기능적 제한과 

불편함을 야기하며, 반복적인 탈구는 재치환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5). 

탈구에 관여하는 요인은 환자와 관련된 요인, 수술과 관련된 요인, 

삽입물과 관련된 요인이 있으며, 삽입물과 관련된 요인에는 

대퇴골두와 경부 사이의 비율, 대퇴골두의 형태 등이 있다. 이 중 

삽입물과 관련된 요인으로, 큰 대퇴골두를 사용하여 대퇴골두와 

경부 사이의 상대적인 비를 증가시키고, 대퇴경부와 비구부품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여 고관절의 안정성을 높이고, 탈구의 빈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큰 대퇴골두는 관절면에서 

미끄러지는 면적과 마찰력(frictional torque)의 증가로 양적 

마모(volumetric wear)가 증가하고, 폴리에틸렌 라이너(liner)의 

두께 감소로 인해 마모를 악화시킨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존의 폴리에틸렌에 비하여 마모율이 낮은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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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폴리에틸렌(highly cross-liked polyethylene) 내지는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하여 마모에 의한 골용해 

(osteolysis)를 방지함과 동시에 고관절 탈구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발표되고 있다(6-10).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은 다른 관절면에 비해서 마모율이 

현저하게 낮고, 따라서 마모의 증가 없이 더 큰 대퇴골두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저자들은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한 일차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마모의 증가 없이 더 큰 운동 범위와 

탈구율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과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 사이에 

고관절 탈구율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Harris 고관절 

점수를 사용한 임상적인 평가, 방사선학적 결과, 그리고 합병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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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03 년 2 월부터 2012 년 2 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일차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고, 1 년 6 개월 이상 경과관찰이 된 75 세 이하의 환자 

249 예(207 명)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후향적인 연구 방법 

(retrospective study)을 사용하였다. 술자는 2003 년 2 월부터 

2010 년 3 월까지 일차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시, 28mm 크기의 

대퇴골두를 사용하였으며 2010 년 4 월 이후 36mm 크기의 

대퇴골두를 사용하였다.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해서 환자의 성별, 

연령, 키, 몸무게, 수술 전 진단, 탈구 발생 유무를 조사하였으며, 

탈구가 발생한 경우 탈구의 시기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고관절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술 전과 최종 추시 시점의 Harris 

고관절 점수(11)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방사선학적 평가를 

위해서 고관절 전후방 방사선 사진(hip AP)과 측면 방사선 

사진(translateral)을 확인하였으며 비구 삽입물에서 외전각 

(inclination)과 전염각(anteversion), 양측 다리 길이의 차이(LLD, 

Leg length discrepancy)를 측정하고, DeLee 와 Charnley(12)의 3 

구역 별로 방사선 투과선과 골용해 소견을 관찰하였다. 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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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물의 경우 Gruen 등의 7 구역(13) 별로 방사선 투과선과 

골용해 소견을 관찰하였다. 더불어 수술 후 발생한 감염, 혈종 등의 

초기 합병증도 함께 조사하였다.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은 77 예(68 명)로, 남자가 

46 예(40 명), 여자가  31 예(28 명)였다. 수술 당시 연령은 평균 

56 세(범위, 23-75 세)였고, 추시 기간은 평균 2 년 2 개월(범위, 

1 년 7 개월 – 3 년 1 개월)이었다. 수술 전 진단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39 예, 퇴행성 관절염이 4 예, 외상 후 관절염이 17 예, 

고관절 이형성증이 7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 4 예, 그 외 화농성 

고관절염 후유증과 강직성 척추염 등에 의한 경우가 6 예였다.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은 172 예(139 명)로, 남자가 

88 예(69 명,) 여자가 84 예(70 명)였다. 수술 당시 연령은 평균 

54 세(범위, 21-75 세)였고, 추시 기간은 평균 5 년 6 개월(범위, 

2 년 – 5 년 6 개월)이었다. 수술 전 진단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97 예, 퇴행성 관절염이 9 예, 외상 후 관절염이 32 예, 고관절 

이형성증이 19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 2 예, 그 외 화농성 고관절염 

후유증과 강직성 척추염 등에 의한 경우가 13 예였다. 통계적 

분석을 위해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1.0 (SPSS Inc., Chicago, I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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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P=0.164), BMI(P=0.283)에 대해서는 independent-sample 

t-test, 성별(P=0.219), 진단(P=0.489)에 대해서는 Fisher’s 

exact test, Pearson’s chi-square test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군의 환자들의 특성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Table 1) 

모든 수술은 20 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한 명의 술자에 

의해 시행되었고 모든 예에서 변형된 Hardinge 의 측방 도달법이 

사용되었다. 대퇴 부품은 두 군 모두에서 SummitTM Tapered Hip 

system(Depuy, Leeds, England)을 사용하였다. SummitTM 

Tapered Hip system 은 티타늄 합금 재질이며(Ti6Al4V)  

 

Table 1. Patient Demographics 

 36mm Group 28mm Group 

Total number of patient 68(77 hips) 139(172 hips) 

Men 40(46 hips) 69(88 hips) 

Women 28(31 hips) 70(84 hips) 

Mean age in year(range) 56(23 to 75) 54(21 to 75) 

Mean body mass index(range) 23(15 to 30)  24(16 to 36) 

Diagnosis   

AVN 39(50.6%) 97(56.4%) 

OA 4(5.2%) 9(5.2%) 

Post-traumatic arthritis 17(22.1%) 32(18.6%) 

Dysplastic hip 7(9.1%) 19(11.0%) 

RA 4(5.2%) 2(1.2%) 

etc 6(7.8%)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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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위부에만 grit blasted 로  표면 처리가  되어 있고  원위부에는 

광택 처리가 되어있으며, 단면이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원위부로 

갈수록 작아지는 형태(tapered)를 가지고 있다. Porous coating 의 

표면처리와 함께 수산화 인회석을 피복한 것으로 골내성장(bone 

ingrowth)을 유도하도록 고안, 개발되었다(25).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의 경우, 비구 부품은 전 예에서 PinnalcleTM Acetabular 

Cup(Depuy, Warsaw, USA), 대퇴골두와 라이너는 Biolox 

delta(CeramTec, Ploching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의 경우, 비구 부품은 전 예에서 DuralocTM 

Option Cup (Depuy, Warsaw, USA)을 사용하였으며 대퇴골두와 

라이너는 Biolox forte(CeramTec, Ploching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PinnalcleTM Acetabular Cup 과 DuralocTM Option 

Cup 은 모두 골내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porous coating 

표면처리 된 티타늄 합금 재질(Ti6Al4V)의 비구컵이다. Biolox 

delta, Biolox forte 는 모두 세라믹 재질의 대퇴골두이며 Biolox 

forte 가 순수한 알루미나(alumina) 재질인 것에 반해 Biolox 

delta 는 알루미나 매트릭스에 지르코니아(zirconia) 입자를 

첨가하여 강도(strength)를 증가시킨 제품이다.  비구컵의 크기는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의 경우 평균 55mm(범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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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m),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의 경우 평균 53mm (범위, 

46-60mm) 였다(P=0.001). 대퇴 경부의 길이는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의 경우 짧은 길이가 9 예(11.7%), 중간 

길이가 52 예(67.5%), 긴 길이가 16 예(20.8%)였으며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는 짧은 길이가 20 예(11.6%), 중간 

길이가 107 예(62.2%), 긴 길이가 45 예(26.2%) 있었다 

(P=0.632). 수술 후 다리 길이의 차이(leg length discrepancy)는 

양측 대퇴골두 정점의 위치를 비교하여 측정하였고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의 경우 평균 3mm(범위, 0-11mm),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의 경우 평균 3mm(범위, 0-46mm) 차이를 

보였다(P=0.436). 두 군 간의 비구컵의 크기와 수술 후 다리 

길이의 차이에 대해서는 independent-sample t-test 를 

사용하였고, 대퇴 경부의 길이에 대해서는 Pearson’s chi-square 

test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퇴 경부의 길이와 수술 후 

다리 길이의 차이에는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으나(P<0.05), 

비구컵의 크기는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대퇴골두의 크기와 비구컵 크기에 

대하여 Person’s correlation test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대퇴골두의 크기와 비구컵 크기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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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P=0.346). 따라서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 

비구컵의 크기가 유의하게 큰 것은 대퇴골두 크기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구컵과 대퇴 삽입물은 무시멘트 방법으로 압박 고정(press fit)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비구컵에 1-2 개의 나사를 추가 고정하였다.  

수술 후 6 주간 고관절의 외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90 도를 

초과하는 심한 굴곡은 금하도록 하였다. 수술 후 1 주일 이내에 

목발 보행을 시작하여 첫 6 주간은 목발을 사용한 부분 체중 부하 

보행을 허용하였고, 수술 후 3 개월 후부터는 다른 합병증이 없는 

한 목발 없이 전체 체중 부하 보행을 허용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위해 위해 탈구율과 합병증 발생율의 비교에는 

Fisher’s exact test, Harris 고관절 점수의 비교에는 Wilcoxon-

Mann-Whitney test 를 사용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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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최종 추시 시점에서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는 총 

8 예(4.7%)의 탈구가 발생하였고,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는 탈구가 발생하지 않았다(0%). 결과적으로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은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 비하여 

수술 후 탈구의 발생율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49). 총 8 예의 탈구는 각각 다른 환자에서 발생하였고, 

탈구가 발생한 군의 평균 연령은 60 세(범위, 45-67 세)였다. 최초 

탈구가 발생한 시점은 수술 후 평균 63 일(범위, 15-249 일) 

이었으며 8 예 중 6 예에서 수술 후 5 주 이내에 탈구가 발생하였다. 

8 예 모두 쪼그려 앉기 또는 양반 다리 등의 과도한 고관절 굴곡 

자세에서 탈구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후방으로 탈구되었다. Allis 

방법을 사용하여 도수 정복을 시행하고 그 후 4 주 동안 외전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4 예에서는 치료 후 더 이상 탈구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4 예에서는 재탈구가 발생하였다. 그 중 2 예에 

대해서는 첫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후 각각 4 주, 5 년이 되는 

시점에 비구컵 재치환술을 시행하였고, 나머지 2 예에 대해서는 



10 

 

각각 4 주, 1 년 6 개월에 대퇴골두와 라이너 재치환술을 시행하였다. 

(Table 2)  

임상적으로 Harris 고관절 점수는,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의 경우, 수술 전 평균 46.7 에서 수술 후 93.6 로 호전되었고,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는, 수술 전 평균 46.4 에서 수술 

후 92.1 로 호전되었으나, 최종 추시 상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650).  

방사선학적으로 전례에서 삽입물 주위의 골절, 무균성 골용해 

소견, 대퇴 부품의 침강 소견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비구 삽입물과 

대퇴 삽입물 주변의 방사선 투과선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2. Characteristic of patients who had dislocation in the 28mm femoral 

head group 

 

Patient 

number 

 

 

Age 

 

 

BMI 

 

 

Diagnosis 

Time to 

Dislocation

(days) 

 

 

Treatment Course 

1 67 23 AVN 25 Closed reduction and brace apply 

2 56 20 FNF 29 Femoral head and liner change 

3 62 19 AVN 115 Revision of acetabular component 

4 65 25 Post-

traumatic 

DA 

249 Femoral head and liner change 

5 67 27 AVN 15 Revision of acetabular component 

6 45 24 AVN 31 Closed reduction and brace apply 

7 55 20 FNF 16 Closed reduction and brace apply 

8 66 24 FNF 27 Closed reduction and brace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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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구 이외에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은 다음과 같았고,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446).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의 경우, 7 예(4.1%)에서 움직임 시 소리(squeaking)가 난다고 

하였고, 2 예(1.2%)에서 표층부의 감염 소견이 관찰되었다. 2 예의 

표층부 감염 중 1 예에 대해서는 변연부 절제술을 시행 후 6 주간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며, 1 예에 대해서는 4 주간 항생제를 

사용하였다.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의 경우 2 예(2.6%)에서 

표층부 감염 소견이 관찰되어 1 예에 대해서는 변연부 절제술 시행 

후 6 주간 항생제를 사용하였고, 1 예에 대해서는 4 주간 항생제를 

사용하였다. 세라믹 관절면 파괴 소견 및 수술 후 심부 감염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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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탈구에 관여하는 요인은 환자와 관련된 요인, 수술과 관련된 요인, 

삽입물과 관련된 요인이 있다. 80 세 이상의 고령이나 치매, 

정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등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탈구율이 높고,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과 술기, 수술적 접근 방법 등이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삽입물과 관련된 요인에는 삽입물의 위치, 

대퇴골두의 크기, 대퇴골두와 경부 사이의 비율, skirt 의 유무 등이 

있다(14).  

Chanrley 는 초기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41mm 크기의 

대퇴골두를 사용하였으나 마모에 의한 실패를 경험하였으며, 이후 

22mm 크기의 대퇴골두를 사용하였다(15). 이후 50 년 이상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분야에서는 32mm 이하의 대퇴골두를 사용하였고 

그 이상 직경의 대퇴골두 사용이 제한되었다. 최근 금속-금속 

관절면,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등 관절 구성면을 이루는 재질이 

발전하고, 마모에 저항이 강한 고도 교차 폴리에틸렌이 개발되면서 

마모에 의한 골용해의 위험성이 낮아지고 36mm 이상의 

대퇴골두가 사용되고 있다(6-10). 큰 대퇴골두를 사용할 경우 

모든 방향에서 운동 범위가 증가하고 탈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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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거리의 전이가 필요하며, 대퇴골두가 대퇴부품의 경부에 

안정되게 위치하도록 사용되는 skirt 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대퇴골두와 경부 사이의 비율이 증가하고, 대퇴경부와 비구부품 

사이의 충돌이 적으므로 탈구에 보다 안정적이다(16-17). 

Scifert(18) 등은 대퇴골두가 1mm 증가함 따라 모든 방향에서 

0.84±0.43°의 운동범위가 증가되고, 탈구에 저항하는 peak 

moment 가 3.6%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Burroughs(8,19) 등은 

38mm 와 42mm 대퇴골두는 32mm 대퇴골두에 비하여 각각 6°와 

16°의 운동범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asley(20) 등은 

대퇴경부와 삽입된 폴리에틸렌 가장자리의 충돌은 22mm 

대퇴골두에서는 94%, 38mm 대퇴골두에서는 64% 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하였고, Hallstrom(21) 은 44m 대퇴골두가 탈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28mm 대퇴골두에 비해 9mm 의 부가적인 

전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안정성의 향상과 운동범위의 

증가는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좌식 생활에 익숙해서 쪼그려 앉기나 

양반 다리 등의 심한 고관절 굴곡 자세를 요하는 한국인의 생활 

양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late 등은 수술 전 

탈구의 위험인자를 하나 이상 가진 환자군을 대상으로 일차성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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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여, 작은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26 또는 

28mm 대퇴골두 사용) 과 큰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36mm 이상의 

대퇴골두 사용)에서 탈구욜과 Harris 고관절 점수를 조사하였고, 큰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 탈구율이 낮고(0% 대 3.8%) Harris 

고관절 점수도 더 나은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90 점 대 

83 점)(22). Bistolfi 등은 일차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시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과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 수술 후 

1 년 이내의 탈구율과 Harris 고관절 점수, 합병증의 빈도를 

조사하였으며 Harris 고관절 점수와 합병증의 빈도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고(P>0.05) 탈구율은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였다(P=0.046)(23). Howie 등은 다기관 

무작위 비교실험을 통해서 일차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경우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 

비하여 탈구율이 유의하게 낮았으나(P=0.024) 재치환술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P=0.273)(24). 이처럼 많은 

연구들이 일차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큰 대퇴골두를 

사용하여 탈구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론적인 

배경에 의하면, 큰 대퇴골두를 사용할 경우, 탈구율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비구부품과 대퇴부품 사이의 충돌이 감소하고 관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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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범위가 증가하여 임상적인 결과에도 유의한 호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 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전에는 

마모로 인해 불가능하였던 큰 대퇴골두의 사용이 새로운 관절면의 

개발로 가능해졌으므로 각각의 관절면에 대한 연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도 교차 폴리에틸렌의 경우 이전에 

사용되던 폴리에틸렌에 비해 마모에 강하기는 하지만 큰 

대퇴골두를 사용할 경우, 여전히 마모가 우려되며, 금속-금속 

관절면의 경우 금속 입자에 의한 과민 반응(ALVAL, aseptic 

lymphocytic vasculitis-associated lesion)이 있을 수 있다.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은 생체에 적합하고(biocompatible) 

흡습성이 좋아 마찰이 적으며 마모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강한 

충격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  이에 저자들은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한 일차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과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 사이의 

탈구율을 비교하고 임상적 인 결과에도 유의한 호전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도 방사선학적인 결과와 합병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 결과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는 탈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는 8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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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구가 발생하여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 탈구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즉, 직경이 큰 대퇴골두를 사용하여 탈구율을 

낮추고 재치환술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arris 고관절 점수로 평가한 임상적 결과와 방사선학적 결과, 탈구 

외의 합병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Harris 고관절 점수의 

경우 모든 환자군에서 수술 후 90 점 이상의 높은 점수로 호전된 

소견을 보여 두 군 간의 차이를 평가하기 어려웠다. 세분화된 기능 

평가를 활용하거나 관절 운동 범위를 측정하는 등, 두 군 간의 

기능적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요구된다.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은 평균 추시기간이 5 년 

6 개월이었으나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은 평균 추시기간이 

2 년 2 개월로 비교적 짧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8 예의 탈구 중 6 예가 5 주 이내에 발생했으며, 모든 예가 1 년 

이내에 발생하였다. 이처럼 급성 외상에 의한 탈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후 탈구가, 연부조직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인 6 개월 내외에 발생하므로 2 년 2 개월의 평균 추시 

기간이 제한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큰 대퇴골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마모와 골용해 소견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세라믹-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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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면은 지금까지 개발된 관절면 중 가장 마모에 강하고, 마모 

입자로 인한 문제점이 적은 관절면이므로 장기 추시할 경우, 이 

점에 있어 우수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이 

환자군에 대해서 장기 추시하면 더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의 수가 

적고 후향적 연구 디자인으로 연구의 검증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연구 기관에서, 비슷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였고, 모든 환자에서 세라믹-세라믹 관절면과 

동일한 대퇴부품을 사용하여, 디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된 

결과를 배재하고,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을 이용한 일차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큰 대퇴골두의 효과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탈구에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변형된 Hardinge 의 측방 접근법을 사용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mm 대퇴골두 군에서 후방 탈구가 발생하였고, 36mm 

대퇴골두 군에서 탈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다시 말해, 탈구의 

위험성이 높은 후외측 도달법 뿐만 아니라 탈구에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측방 도달법에서도 큰 대퇴골두를 사용하여 

탈구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다른 연구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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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 결과 큰 대퇴골두를 사용하여 세라믹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하는 탈구율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안정성의 향상은 환자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특히 좌식 

생활을 하는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적 향상과 마모 및 골용해성에 대한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지금까지 알려진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의 특성 상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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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 Dislocation of total hip arthroplasty is a common 

and important complication that places substantial economic and 

personal burden on affected patients. Larger femoral head may 

reduce the risk of dislocation and improve the range of the 

mov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slocation rates, functional outcomes, and radiologic results of 

ceramic on ceramic THA in patients with 28mm and 36mm 

femoral heads. 

 

Methods : A total 68 patients(77 hips) who received total hip 

arthroplasties with  36mm femoral heads were compared  to 

139 patients(172 hips) who received total hip arthroplasties 

with 28mm femoral heads. Rates of dislocation, Harris hip 

score, radiologic findings, and complications were compared 

between the groups. 

 

Results : At final follow-up, rates of disloc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28mm femoral head group compared 

to the 36mm femoral head group(P=0.049). Final Harris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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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s, radiologic results, complication rates were similar for 

the two groups. 

 

Conclusions : Large femoral head component significantly 

reduce the risk of dislocations, while providing the same 

functional improvements as small femoral head components in 

ceramic on ceramic THA. 

 

-------------------------------------------------- 

Keywords: Total hip arthroplasty, large femoral head, dislocation  

Student number: 2012-2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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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고관절 탈구는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환자로 하여금 기능적 제한과 불편함을 

야기하며, 반복적인 탈구는 재치환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큰 

대퇴골두는 더 큰 운동범위를 제공하며 탈구에 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은 다른 관절면에 

비해서 마모율이 현저하게 낮으므로 마모의 증가 없이 큰 

대퇴골두를 사용하여 운동 범위 향상과 탈구율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과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 사이의 탈구율, 임상적인 평가, 방사선학적인 

결과, 그리고 합병증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3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하나의 기관에서 숙련된 

한명의 술자에 의해 세라믹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고, 1년 

6개월 이상 경과 관찰한 75세 이하의 환자 249예(207명)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후향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은 77예(68명) 였으며,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은 172예(139명) 였다. 각각에 대하여 탈구율, Har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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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점수, 방사선학적인 평가, 합병증의 발생율을 비교하였다. 

 

결과: 최종 추시 결과, 28mm 대퇴골두 군에서 8예(4.7%)의 

탈구가 발생하였으며, 36mm 대퇴골두 군에서는 탈구가 발생하지 

않았다(p=0.049). Harris hip score, 방사선학적인 평가, 합병증의 

발생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세라믹 인공 관절 전치환술에서 큰 대퇴골두를 사용하여 

탈구율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안정성의 향상은 

환자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특히 좌식 생활을 하는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어: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큰 대퇴골두, 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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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관절 탈구는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그 빈도는 저자에 따라, 일차성 치환술의 

경우 약 0.4-5.8%, 재치환술의 경우 약 4.8-13.0% 가량으로 

보고되고 있다(1-4). 탈구는 환자로 하여금 기능적 제한과 

불편함을 야기하며, 반복적인 탈구는 재치환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5). 

탈구에 관여하는 요인은 환자와 관련된 요인, 수술과 관련된 요인, 

삽입물과 관련된 요인이 있으며, 삽입물과 관련된 요인에는 

대퇴골두와 경부 사이의 비율, 대퇴골두의 형태 등이 있다. 이 중 

삽입물과 관련된 요인으로, 큰 대퇴골두를 사용하여 대퇴골두와 

경부 사이의 상대적인 비를 증가시키고, 대퇴경부와 비구부품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여 고관절의 안정성을 높이고, 탈구의 빈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큰 대퇴골두는 관절면에서 

미끄러지는 면적과 마찰력(frictional torque)의 증가로 양적 

마모(volumetric wear)가 증가하고, 폴리에틸렌 라이너(liner)의 

두께 감소로 인해 마모를 악화시킨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존의 폴리에틸렌에 비하여 마모율이 낮은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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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폴리에틸렌(highly cross-liked polyethylene) 내지는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하여 마모에 의한 골용해 

(osteolysis)를 방지함과 동시에 고관절 탈구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발표되고 있다(6-10).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은 다른 관절면에 비해서 마모율이 

현저하게 낮고, 따라서 마모의 증가 없이 더 큰 대퇴골두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저자들은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한 일차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마모의 증가 없이 더 큰 운동 범위와 

탈구율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과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 사이에 

고관절 탈구율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Harris 고관절 

점수를 사용한 임상적인 평가, 방사선학적 결과, 그리고 합병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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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03 년 2 월부터 2012 년 2 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일차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고, 1 년 6 개월 이상 경과관찰이 된 75 세 이하의 환자 

249 예(207 명)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후향적인 연구 방법 

(retrospective study)을 사용하였다. 술자는 2003 년 2 월부터 

2010 년 3 월까지 일차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시, 28mm 크기의 

대퇴골두를 사용하였으며 2010 년 4 월 이후 36mm 크기의 

대퇴골두를 사용하였다.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해서 환자의 성별, 

연령, 키, 몸무게, 수술 전 진단, 탈구 발생 유무를 조사하였으며, 

탈구가 발생한 경우 탈구의 시기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고관절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술 전과 최종 추시 시점의 Harris 

고관절 점수(11)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방사선학적 평가를 

위해서 고관절 전후방 방사선 사진(hip AP)과 측면 방사선 

사진(translateral)을 확인하였으며 비구 삽입물에서 외전각 

(inclination)과 전염각(anteversion), 양측 다리 길이의 차이(LLD, 

Leg length discrepancy)를 측정하고, DeLee 와 Charnley(12)의 3 

구역 별로 방사선 투과선과 골용해 소견을 관찰하였다. 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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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물의 경우 Gruen 등의 7 구역(13) 별로 방사선 투과선과 

골용해 소견을 관찰하였다. 더불어 수술 후 발생한 감염, 혈종 등의 

초기 합병증도 함께 조사하였다.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은 77 예(68 명)로, 남자가 

46 예(40 명), 여자가  31 예(28 명)였다. 수술 당시 연령은 평균 

56 세(범위, 23-75 세)였고, 추시 기간은 평균 2 년 2 개월(범위, 

1 년 7 개월 – 3 년 1 개월)이었다. 수술 전 진단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39 예, 퇴행성 관절염이 4 예, 외상 후 관절염이 17 예, 

고관절 이형성증이 7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 4 예, 그 외 화농성 

고관절염 후유증과 강직성 척추염 등에 의한 경우가 6 예였다.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은 172 예(139 명)로, 남자가 

88 예(69 명,) 여자가 84 예(70 명)였다. 수술 당시 연령은 평균 

54 세(범위, 21-75 세)였고, 추시 기간은 평균 5 년 6 개월(범위, 

2 년 – 5 년 6 개월)이었다. 수술 전 진단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97 예, 퇴행성 관절염이 9 예, 외상 후 관절염이 32 예, 고관절 

이형성증이 19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 2 예, 그 외 화농성 고관절염 

후유증과 강직성 척추염 등에 의한 경우가 13 예였다. 통계적 

분석을 위해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1.0 (SPSS Inc., Chicago, I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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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P=0.164), BMI(P=0.283)에 대해서는 independent-sample 

t-test, 성별(P=0.219), 진단(P=0.489)에 대해서는 Fisher’s 

exact test, Pearson’s chi-square test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군의 환자들의 특성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Table 1) 

모든 수술은 20 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한 명의 술자에 

의해 시행되었고 모든 예에서 변형된 Hardinge 의 측방 도달법이 

사용되었다. 대퇴 부품은 두 군 모두에서 SummitTM Tapered Hip 

system(Depuy, Leeds, England)을 사용하였다. SummitTM 

Tapered Hip system 은 티타늄 합금 재질이며(Ti6Al4V)  

 

Table 1. Patient Demographics 

 36mm Group 28mm Group 

Total number of patient 68(77 hips) 139(172 hips) 

Men 40(46 hips) 69(88 hips) 

Women 28(31 hips) 70(84 hips) 

Mean age in year(range) 56(23 to 75) 54(21 to 75) 

Mean body mass index(range) 23(15 to 30)  24(16 to 36) 

Diagnosis   

AVN 39(50.6%) 97(56.4%) 

OA 4(5.2%) 9(5.2%) 

Post-traumatic arthritis 17(22.1%) 32(18.6%) 

Dysplastic hip 7(9.1%) 19(11.0%) 

RA 4(5.2%) 2(1.2%) 

etc 6(7.8%)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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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위부에만 grit blasted 로  표면 처리가  되어 있고  원위부에는 

광택 처리가 되어있으며, 단면이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원위부로 

갈수록 작아지는 형태(tapered)를 가지고 있다. Porous coating 의 

표면처리와 함께 수산화 인회석을 피복한 것으로 골내성장(bone 

ingrowth)을 유도하도록 고안, 개발되었다(25).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의 경우, 비구 부품은 전 예에서 PinnalcleTM Acetabular 

Cup(Depuy, Warsaw, USA), 대퇴골두와 라이너는 Biolox 

delta(CeramTec, Ploching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의 경우, 비구 부품은 전 예에서 DuralocTM 

Option Cup (Depuy, Warsaw, USA)을 사용하였으며 대퇴골두와 

라이너는 Biolox forte(CeramTec, Ploching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PinnalcleTM Acetabular Cup 과 DuralocTM Option 

Cup 은 모두 골내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porous coating 

표면처리 된 티타늄 합금 재질(Ti6Al4V)의 비구컵이다. Biolox 

delta, Biolox forte 는 모두 세라믹 재질의 대퇴골두이며 Biolox 

forte 가 순수한 알루미나(alumina) 재질인 것에 반해 Biolox 

delta 는 알루미나 매트릭스에 지르코니아(zirconia) 입자를 

첨가하여 강도(strength)를 증가시킨 제품이다.  비구컵의 크기는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의 경우 평균 55mm(범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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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m),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의 경우 평균 53mm (범위, 

46-60mm) 였다(P=0.001). 대퇴 경부의 길이는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의 경우 짧은 길이가 9 예(11.7%), 중간 

길이가 52 예(67.5%), 긴 길이가 16 예(20.8%)였으며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는 짧은 길이가 20 예(11.6%), 중간 

길이가 107 예(62.2%), 긴 길이가 45 예(26.2%) 있었다 

(P=0.632). 수술 후 다리 길이의 차이(leg length discrepancy)는 

양측 대퇴골두 정점의 위치를 비교하여 측정하였고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의 경우 평균 3mm(범위, 0-11mm),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의 경우 평균 3mm(범위, 0-46mm) 차이를 

보였다(P=0.436). 두 군 간의 비구컵의 크기와 수술 후 다리 

길이의 차이에 대해서는 independent-sample t-test 를 

사용하였고, 대퇴 경부의 길이에 대해서는 Pearson’s chi-square 

test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퇴 경부의 길이와 수술 후 

다리 길이의 차이에는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으나(P<0.05), 

비구컵의 크기는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대퇴골두의 크기와 비구컵 크기에 

대하여 Person’s correlation test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대퇴골두의 크기와 비구컵 크기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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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P=0.346). 따라서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 

비구컵의 크기가 유의하게 큰 것은 대퇴골두 크기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구컵과 대퇴 삽입물은 무시멘트 방법으로 압박 고정(press fit)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비구컵에 1-2 개의 나사를 추가 고정하였다.  

수술 후 6 주간 고관절의 외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90 도를 

초과하는 심한 굴곡은 금하도록 하였다. 수술 후 1 주일 이내에 

목발 보행을 시작하여 첫 6 주간은 목발을 사용한 부분 체중 부하 

보행을 허용하였고, 수술 후 3 개월 후부터는 다른 합병증이 없는 

한 목발 없이 전체 체중 부하 보행을 허용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위해 위해 탈구율과 합병증 발생율의 비교에는 

Fisher’s exact test, Harris 고관절 점수의 비교에는 Wilcoxon-

Mann-Whitney test 를 사용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9 

 

결   과 

 

최종 추시 시점에서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는 총 

8 예(4.7%)의 탈구가 발생하였고,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는 탈구가 발생하지 않았다(0%). 결과적으로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은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 비하여 

수술 후 탈구의 발생율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49). 총 8 예의 탈구는 각각 다른 환자에서 발생하였고, 

탈구가 발생한 군의 평균 연령은 60 세(범위, 45-67 세)였다. 최초 

탈구가 발생한 시점은 수술 후 평균 63 일(범위, 15-249 일) 

이었으며 8 예 중 6 예에서 수술 후 5 주 이내에 탈구가 발생하였다. 

8 예 모두 쪼그려 앉기 또는 양반 다리 등의 과도한 고관절 굴곡 

자세에서 탈구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후방으로 탈구되었다. Allis 

방법을 사용하여 도수 정복을 시행하고 그 후 4 주 동안 외전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4 예에서는 치료 후 더 이상 탈구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4 예에서는 재탈구가 발생하였다. 그 중 2 예에 

대해서는 첫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후 각각 4 주, 5 년이 되는 

시점에 비구컵 재치환술을 시행하였고, 나머지 2 예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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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4 주, 1 년 6 개월에 대퇴골두와 라이너 재치환술을 시행하였다. 

(Table 2)  

임상적으로 Harris 고관절 점수는,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의 경우, 수술 전 평균 46.7 에서 수술 후 93.6 로 호전되었고,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는, 수술 전 평균 46.4 에서 수술 

후 92.1 로 호전되었으나, 최종 추시 상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650).  

방사선학적으로 전례에서 삽입물 주위의 골절, 무균성 골용해 

소견, 대퇴 부품의 침강 소견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비구 삽입물과 

대퇴 삽입물 주변의 방사선 투과선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2. Characteristic of patients who had dislocation in the 28mm femoral 

head group 

 

Patient 

number 

 

 

Age 

 

 

BMI 

 

 

Diagnosis 

Time to 

Dislocation

(days) 

 

 

Treatment Course 

1 67 23 AVN 25 Closed reduction and brace apply 

2 56 20 FNF 29 Femoral head and liner change 

3 62 19 AVN 115 Revision of acetabular component 

4 65 25 Post-

traumatic 

DA 

249 Femoral head and liner change 

5 67 27 AVN 15 Revision of acetabular component 

6 45 24 AVN 31 Closed reduction and brace apply 

7 55 20 FNF 16 Closed reduction and brace apply 

8 66 24 FNF 27 Closed reduction and brace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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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구 이외에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은 다음과 같았고,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446).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의 경우, 7 예(4.1%)에서 움직임 시 소리(squeaking)가 난다고 

하였고, 2 예(1.2%)에서 표층부의 감염 소견이 관찰되었다. 2 예의 

표층부 감염 중 1 예에 대해서는 변연부 절제술을 시행 후 6 주간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며, 1 예에 대해서는 4 주간 항생제를 

사용하였다.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의 경우 2 예(2.6%)에서 

표층부 감염 소견이 관찰되어 1 예에 대해서는 변연부 절제술 시행 

후 6 주간 항생제를 사용하였고, 1 예에 대해서는 4 주간 항생제를 

사용하였다. 세라믹 관절면 파괴 소견 및 수술 후 심부 감염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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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탈구에 관여하는 요인은 환자와 관련된 요인, 수술과 관련된 요인, 

삽입물과 관련된 요인이 있다. 80 세 이상의 고령이나 치매, 

정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등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탈구율이 높고,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과 술기, 수술적 접근 방법 등이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삽입물과 관련된 요인에는 삽입물의 위치, 

대퇴골두의 크기, 대퇴골두와 경부 사이의 비율, skirt 의 유무 등이 

있다(14).  

Chanrley 는 초기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41mm 크기의 

대퇴골두를 사용하였으나 마모에 의한 실패를 경험하였으며, 이후 

22mm 크기의 대퇴골두를 사용하였다(15). 이후 50 년 이상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분야에서는 32mm 이하의 대퇴골두를 사용하였고 

그 이상 직경의 대퇴골두 사용이 제한되었다. 최근 금속-금속 

관절면, 세라믹-세라믹 관절면 등 관절 구성면을 이루는 재질이 

발전하고, 마모에 저항이 강한 고도 교차 폴리에틸렌이 개발되면서 

마모에 의한 골용해의 위험성이 낮아지고 36mm 이상의 

대퇴골두가 사용되고 있다(6-10). 큰 대퇴골두를 사용할 경우 

모든 방향에서 운동 범위가 증가하고 탈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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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거리의 전이가 필요하며, 대퇴골두가 대퇴부품의 경부에 

안정되게 위치하도록 사용되는 skirt 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대퇴골두와 경부 사이의 비율이 증가하고, 대퇴경부와 비구부품 

사이의 충돌이 적으므로 탈구에 보다 안정적이다(16-17). 

Scifert(18) 등은 대퇴골두가 1mm 증가함 따라 모든 방향에서 

0.84±0.43°의 운동범위가 증가되고, 탈구에 저항하는 peak 

moment 가 3.6%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Burroughs(8,19) 등은 

38mm 와 42mm 대퇴골두는 32mm 대퇴골두에 비하여 각각 6°와 

16°의 운동범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asley(20) 등은 

대퇴경부와 삽입된 폴리에틸렌 가장자리의 충돌은 22mm 

대퇴골두에서는 94%, 38mm 대퇴골두에서는 64% 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하였고, Hallstrom(21) 은 44m 대퇴골두가 탈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28mm 대퇴골두에 비해 9mm 의 부가적인 

전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안정성의 향상과 운동범위의 

증가는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좌식 생활에 익숙해서 쪼그려 앉기나 

양반 다리 등의 심한 고관절 굴곡 자세를 요하는 한국인의 생활 

양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late 등은 수술 전 

탈구의 위험인자를 하나 이상 가진 환자군을 대상으로 일차성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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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여, 작은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26 또는 

28mm 대퇴골두 사용) 과 큰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36mm 이상의 

대퇴골두 사용)에서 탈구욜과 Harris 고관절 점수를 조사하였고, 큰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 탈구율이 낮고(0% 대 3.8%) Harris 

고관절 점수도 더 나은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90 점 대 

83 점)(22). Bistolfi 등은 일차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시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과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 수술 후 

1 년 이내의 탈구율과 Harris 고관절 점수, 합병증의 빈도를 

조사하였으며 Harris 고관절 점수와 합병증의 빈도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고(P>0.05) 탈구율은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였다(P=0.046)(23). Howie 등은 다기관 

무작위 비교실험을 통해서 일차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경우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 

비하여 탈구율이 유의하게 낮았으나(P=0.024) 재치환술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P=0.273)(24). 이처럼 많은 

연구들이 일차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큰 대퇴골두를 

사용하여 탈구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론적인 

배경에 의하면, 큰 대퇴골두를 사용할 경우, 탈구율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비구부품과 대퇴부품 사이의 충돌이 감소하고 관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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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범위가 증가하여 임상적인 결과에도 유의한 호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 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전에는 

마모로 인해 불가능하였던 큰 대퇴골두의 사용이 새로운 관절면의 

개발로 가능해졌으므로 각각의 관절면에 대한 연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도 교차 폴리에틸렌의 경우 이전에 

사용되던 폴리에틸렌에 비해 마모에 강하기는 하지만 큰 

대퇴골두를 사용할 경우, 여전히 마모가 우려되며, 금속-금속 

관절면의 경우 금속 입자에 의한 과민 반응(ALVAL, aseptic 

lymphocytic vasculitis-associated lesion)이 있을 수 있다.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은 생체에 적합하고(biocompatible) 

흡습성이 좋아 마찰이 적으며 마모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강한 

충격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  이에 저자들은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한 일차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과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 사이의 

탈구율을 비교하고 임상적 인 결과에도 유의한 호전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도 방사선학적인 결과와 합병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 결과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는 탈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는 8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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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구가 발생하여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에서 탈구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즉, 직경이 큰 대퇴골두를 사용하여 탈구율을 

낮추고 재치환술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arris 고관절 점수로 평가한 임상적 결과와 방사선학적 결과, 탈구 

외의 합병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Harris 고관절 점수의 

경우 모든 환자군에서 수술 후 90 점 이상의 높은 점수로 호전된 

소견을 보여 두 군 간의 차이를 평가하기 어려웠다. 세분화된 기능 

평가를 활용하거나 관절 운동 범위를 측정하는 등, 두 군 간의 

기능적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요구된다. 28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은 평균 추시기간이 5 년 

6 개월이었으나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은 평균 추시기간이 

2 년 2 개월로 비교적 짧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8 예의 탈구 중 6 예가 5 주 이내에 발생했으며, 모든 예가 1 년 

이내에 발생하였다. 이처럼 급성 외상에 의한 탈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후 탈구가, 연부조직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인 6 개월 내외에 발생하므로 2 년 2 개월의 평균 추시 

기간이 제한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큰 대퇴골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마모와 골용해 소견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세라믹-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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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면은 지금까지 개발된 관절면 중 가장 마모에 강하고, 마모 

입자로 인한 문제점이 적은 관절면이므로 장기 추시할 경우, 이 

점에 있어 우수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이 

환자군에 대해서 장기 추시하면 더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36mm 대퇴골두를 사용한 군의 수가 

적고 후향적 연구 디자인으로 연구의 검증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연구 기관에서, 비슷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였고, 모든 환자에서 세라믹-세라믹 관절면과 

동일한 대퇴부품을 사용하여, 디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된 

결과를 배재하고,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을 이용한 일차성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에서 큰 대퇴골두의 효과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탈구에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변형된 Hardinge 의 측방 접근법을 사용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mm 대퇴골두 군에서 후방 탈구가 발생하였고, 36mm 

대퇴골두 군에서 탈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다시 말해, 탈구의 

위험성이 높은 후외측 도달법 뿐만 아니라 탈구에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측방 도달법에서도 큰 대퇴골두를 사용하여 

탈구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다른 연구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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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 결과 큰 대퇴골두를 사용하여 세라믹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하는 탈구율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안정성의 향상은 환자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특히 좌식 

생활을 하는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적 향상과 마모 및 골용해성에 대한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지금까지 알려진 세라믹-세라믹 관절면의 특성 상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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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 Dislocation of total hip arthroplasty is a common 

and important complication that places substantial economic and 

personal burden on affected patients. Larger femoral head may 

reduce the risk of dislocation and improve the range of the 

mov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slocation rates, functional outcomes, and radiologic results of 

ceramic on ceramic THA in patients with 28mm and 36mm 

femoral heads. 

 

Methods : A total 68 patients(77 hips) who received total hip 

arthroplasties with  36mm femoral heads were compared  to 

139 patients(172 hips) who received total hip arthroplasties 

with 28mm femoral heads. Rates of dislocation, Harris hip 

score, radiologic findings, and complications were compared 

between the groups. 

 

Results : At final follow-up, rates of disloc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28mm femoral head group compared 

to the 36mm femoral head group(P=0.049). Final Harris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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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s, radiologic results, complication rates were similar for 

the two groups. 

 

Conclusions : Large femoral head component significantly 

reduce the risk of dislocations, while providing the same 

functional improvements as small femoral head components in 

ceramic on ceramic 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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