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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슬관절 전 치환술 후 ESR, CRP의

지속적 상승과 수술 후 슬관절 기능과의

관계

서론

슬관절 전 치환술 후에 C-반응 단백질(CRP)과 적혈구 침강 속도(ESR)는 인공관절

주위 감염의 증거가 없더라도 오랫동안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증가된 염증관련

혈청표지자가 환자의 슬관절 기능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편측 혹은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 후 CRP와 ESR이 정상화 되는

기간을 살펴볼 것이다. 슬관절 전 치환술 후 특정 시점(6주와 3개월)의 CRP 및

ESR 수치의 정상화 여부에 따라 수술 후 측정된 최고치(peak value)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특정 시점의 정상화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절단

수치(cut-off value)를 분석하고, 정상화 되지 않는 경우에 슬관절 기능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방법

본 논문에서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편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

받은 171명의 환자와,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 받은 230명의 환자들을

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편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군은 수술 전날,

수술 후 2일째, 4일째, 7일째, 10일째, 14일째, 6주째, 3개월째에 CRP와 ESR을

측정하였다.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군은 첫 번째 슬관절 전

치환술 시행 전날, 수술 후 2일째, 4일째, 7일째, 9일째, 11일째, 14일째, 17일째,

21일째, 6주째, 3개월째 CRP와 ESR을 측정하였다. 수술 직후부터 수술 후

3개월까지 측정된 CRP와 ESR 중에 가장 높았던 수치를 최고치로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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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은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WOMAC)

index와 Tegner activity scale로 수술 직전, 수술 후 6개월, 1년, 2년째 슬관절

기능을 확인하였다.

결과

ESR이 CRP보다 슬관절 전 치환술 후 정상화 시기가 늦어졌다. CRP는 편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군과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군 사이에 정상화 시기 차이는 없었지만(p>0.05), ESR은 수술 후 3개월째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편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받은

환자에 비해 정상화가 늦어졌다(p=0.04). CRP는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 중 수술 후 6주에 수치가 정상화 되지 않은 군에서 정상화된 군보다

최고치가 높았다. 이는 수술 후 3개월에서도 같은 양상이었다(p<0.05). ESR은

편측 혹은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 받은 환자군 모두에서 수술 후 6주와 3개월에

수치가 정상화 되지 않은 군에서 정상화 군에 비해 최고치가 더 높았다(p<0.001).

CRP와 ESR이 Receiver Operator Characteristic(ROC) curve 상에서 측정된

절단 수치(cut-off value) 이상으로 최고치가 측정될 때, CRP, ESR의 수술 후

정상화 시기가 늦어졌고, 민감도와 특이도는 70% 내외로 측정되었다. CRP와

ESR이 정상화 되는 기간과 수술 전부터 수술 후 2년까지 슬관절 기능과의

연관성은 없었다(p>0.05).

결론

CRP와 ESR은 수술 후 감염의 증거가 없어도 정상화 되는데 3개월 이상 필요할

수 있고, 특히 수술 후 최고치가 절단 수치(cut-off value)보다 높게 측정된

환자에서 정상화 기간이 길어진다. 하지만 정상화 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환자들은 슬관절 기능 저하 없이 회복 되었다.

……………………………………

주요어 : 인공관절치환술; 염증; 감염

학 번 : 2019-2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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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슬관절 전 치환술 후 인공관절 주위 감염은 완치가 어렵고, 빠른 진단과 적절한

처치가 환자의 예후에 있어 중요하다(1). 인공관절 주위 감염을 진단하기 위해 C-

반응단백(CRP, C-reactive protein)와 적혈구침강속도(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Interleukin-6(IL-6), D-dimer를 포함한 혈청 표지자와 관절액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감염의 조기 진단에 있어 표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나오지 않았다(2-5).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은 열, 동통, 발적, 부종 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사이토킨에 의해서 매개 되는데, 이러한

사이토킨을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한 방법이지만, 혈중의 사이토킨은 염증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 낮은 농도로 인하여 검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CRP와

ESR이 검사의 접근성이 좋고, 손쉽게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일차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6).

하지만 실제로는 슬관절 전 치환술 이후 다른 감염의 징후 없이 CRP와 ESR만

증가 되어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7-11). 수술적 치료 직후에는 감염이

아니더라도 CRP와 ESR과 같은 급성기 염증 표지자 들이 증가 되어 있고,

환자들이 동통과 열감, 부종을 호소하기 때문에 감염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2).

이전 연구에서 슬관절 전 치환술 이후 합병증 없이 CRP와 ESR이 변화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밝혀졌는데(2, 7-11), 수치의 변화가 수술 후 최고치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염증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이 수술 이후 슬관절 기능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합병증 없이 회복한 편측 혹은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 이후 CRP와 ESR이 정상화 되는 시기를 확인하였다.

우리는 슬관절 전 치환술 이후 정기적인 혈액 검사에서 CRP와 ESR의 최고치가

높을수록 정상화 시기가 늦어지는지 확인하고, 최고치가 특정 절단 수치(cut-off

value) 이상으로 측정될 시 수치의 정상화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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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염증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환자들 회복이 더뎌질 것으로 가정하고,

염증 수치가 정상화 되는 기간과 환자의 슬관절 기능과의 연관성도 확인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에서 2014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81명의 편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받은 환자와, 296명의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포함되었다. 이들 중,

18명의 환자들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시행 받았고,

27명의 환자들은 감염 후 관절염으로 수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이후 얕은

연부조직 감염 (5명), 수술 부위 깊은 조직 감염 (4명), 요로감염 (9명), 상기도 감염

(13명)이 진단된 31명의 환자들은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편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받은 환자 171명과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받은 환자 230명,

총 401명의 환자들이 연구에 포함되었고, 이들의 평균나이는 69세(범위: 53 ~

83세)로 측정되었다.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받은 환자군은, 양측 슬관절 중

증상이 더 심한 곳을 먼저 수술 시행하였고, 7일 뒤 반대편 수술을 시행하였다.

편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 받은 171명의 환자 중 남성은 31명, 여성은 140명

이었다.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 230명 중 남성은 28명, 여성은

202명 이었다(표 1). 이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승인 번호 :

30-2021-24)

수술적 방법과 재활

연구에 포함된 모든 슬관절 전 치환술은 한 명의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되었다. 내측 슬개 주위 도달법을 사용하였고, 연부조직 긴장법을 이용하였다.

골수강내 지침자를 이용하여, 원위 대퇴골과 근위 경골을 절단하였다. 슬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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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은 오직 연골 손상이 심한 경우에만 시행되었다. 모든 치환물은 시멘트를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예방적 항생제로 1세대 세팔로스포린계가 사용되었다. 피부

절개를 넣기 1시간 전 1회 사용되고, 수술 후에는 3일간 사용되었다. 배액관은

수술 후 2일째 제거되었고, 배액관이 제거된 뒤 지속적인 수동 운동을 실시하였다.

3일째부터 환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워커를 잡고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받았고, 수술 후 2주째까지 슬관절 완전 신전이 이루어지도록 스트레칭을

교육받았다. 슬관절 굴곡을 위한 추가적인 운동은 입원 기간 동안 의사의 지시를

받은 물리치료사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평가 방법

CRP는 Roche Modular P800 (Roche, Basel, Switzerland) 기기를 이용하여 면역

분석법으로 측정하였다. 0.5mg/dL 이하로 측정되면 정상 범위로 간주하였다.

ESR은 Test-1 system (Alifax, Padova, Italy) 기기를 이용하여 모세혈관 정지

흐름의 광도 반응 속도 분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0mm/hr 이하로 측정되는

것은 정상 범위로 간주하였다.

편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받은 환자군은 CRP와 ESR을 수술 전날, 수술 후

2일째, 4일째, 7일째, 14일째, 6주째, 3개월째에 측정하였다.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받은 환자군은 첫 번째 슬관절 전 치환술을 받기 전날, 수술 후 2일째,

4일째, 7일째, 9일째, 11일째, 14일째, 17일째, 21일째, 6주째, 3개월째에 수치를

측정하였다. 반대편 치환술은 첫 번째 슬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은 7일 후에

시행하였다. 편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군은 2주일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군은 3주간 병원에

입원하였다. 6주째와 3개월째 검사는 수술 후 외래에서 경과 관찰 시에 시행하였다.

수술 직후부터 수술 후 3개월까지 측정된 CRP와 ESR 중에 가장 높았던 수치를

최고치로 정의 하였다.

환자의 슬관절 기능 평가는 1명의 연구원에 의하여 시행되었으며, 수술 직전,

수술 후 6개월, 1년, 2년째에 평가하였다.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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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ies Osteoarthritis (WOMAC) index와 Tegner activity scale를 이용하여

평가를 시행하였다.

통계적 분석

CRP와 ESR의 수술 후 6주, 3개월뒤 정상화 여부와 그 비교는 기술적 통계 방법

및 교차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슬관절 전 치환술 후 6주와 3개월 뒤 CRP와

ESR이 정상화 되는지 여부에 따라 환자군을 1) 6주 정상화 군(6wN), 2) 6주

비정상화 군(6wE), 3) 3개월 정상화 군(3mN), 4) 3개월 비정상화 군(3mE)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6주와 3개월째에 염증 수치가 정상화 되는 군과

정상화 되지 않는 군에서 CRP와 ESR의 수술 후 최고치 간에 차이가 있는지,

정규성 분포 여부에 따라 Student-T test 혹은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편측 슬관절 치환술 이후에 최고치는 각 환자군에서 정규 분포를

보여서 Student-T test를 이용하였고, 양측 슬관절 치환술 이후에는 모두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서 Mann-Whitney U-test 를 이용하였다. 측정된 최고치로

수술 이후 정상화 여부를 예측하기 위한 절단 수치(cut-off value)를 확인하기 위해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ROC) curve를 이용하였다. 절단 수치(cut-off

value)는 Youden index의 최대치로 측정하였다. 각 그룹들간의 WOMAC index와

Tegner activity scale로 측정한 슬관절 기능 차이는, 정규성 분포 여부에 따라

Student-T test 혹은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의

통계 분석은 SPSS 소프트웨어(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linois, USA)를

이용하였다. P 값이 0.05 이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결과

CRP는 편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군과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군 사이에 6주와 3개월에서 정상화된 비율의 차이는

없었지만(p>0.05), ESR은 수술 후 3개월째 정상화된 비율이 편측 슬관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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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술을 받은 환자에서 더 많았다(p=0.04). CRP는 6주째 정상화 비율이 편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받은 환자군에서 77.2%,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는 71.7%를 차지하여 차이가 없었다(p=0.17). CRP는 3개월째도 편측과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 받은 환자군 사이에 정상화 비율 차이는 없었다(91.2% vs

90.4%, p=0.76). ESR은 6주째 편측과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받은 환자 사이에

정상화 비율에 차이가 없었지만(49.1% vs 49.6%, p=0.92), 수술 후 3개월째는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였다(70.2% vs 61.3%, p=0.04)(표 2).

CRP는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 중 수술 후 6주에 수치가

정상화 되지 않은 군에서 정상화된 군보다 최고치가 높았다. 이는 수술 후

3개월에서도 같은 양상이었다(p<0.05). 편측 슬관절 전 치환술 이후 CRP의

최고치는 6주와, 3개월째 수치 정상화 그룹과 비정성화 그룹간에 차이가

없었다(p>0.05). 하지만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 이후에는 6wN은 16.5mg/dL(95%

Confidence interval (CI) = 16.0 to 17.1), 6wE는 18.0(17.1 to 18.8), 3mN은

16.8(16.3 to 17.3), 3mE는 18.1(16.7 to 19.6)으로 정상화와 비정상화 두 그룹

간에 차이를 보였다(p<0.05). ESR은 편측 혹은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 받은

환자군 모두에서 수술 후 6주와 3개월에 수치가 정상화 되지 않은 군에서 정상화

군에 비해 최고치가 더 높았다(p<0.001). 편측 슬관절 전 치환술 이후 6wN은

62.0mm/hr(95% CI = 57.2 to 66.7), 6wE는 82.3(77.6 to 87.0), 3mN은

67.6(63.3 to 72.0), 3mE는 83.4(77.5 to 89.2)으로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있었다(p<0.001).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 이후에도 6wN은 69.9(66.7 to 73.1),

6wE는 91.9(89.3 to 94.6), 3mN은 74.3(71.4 to 77.3), 3mE는 91.6(88.3 to

94.8)으로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있었다(p<0.001)(표 3)(도표 1, 2).

CRP와 ESR이 절단 수치(cut-off value) 이상으로 최고치가 측정될 때 수술 후

6주와 3개월 뒤 이 수치가 정상화 되는 환자의 비율이 적었는데, 이런 경향은

ESR과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받은 환자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ESR의 최고치가 78.5 이상으로 측정되면

ESR이 6주 이후에도 정상화 되지 않았고(민감도 69.8%, 특이도 70.2%),

최고치가 82.5이상으로 측정되면 ESR이 3개월 이후에 상승되어 있었다(민감도

69.7%, 특이도 69.5%). 전체적으로 민감도와 특이도는 70%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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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되었다(표4)(도표 3).

CRP와 ESR이 정상화 되는 기간과 수술 전부터 수술 후 2년까지 슬관절

기능과의 연관성은 없었다(p>0.05). 수술 전, 수술 후 6개월, 1년, 2년째 추적 관찰

기간 동안 CRP와 ESR의 정상화 그룹과 비정성화 그룹간에 WOMAC index

차이가 없었다(p>0.05). Tegner activity scale 또한 수술 전과 수술 후 경과 관찰

기간 동안 두 그룹간에 차이가 없었다(p>0.05)(표 5).

고찰

슬관절 전 치환술은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정형외과 술기 중 하나이다. 슬관절 전

치환술 이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출혈, 상처 회복 지연, 혈전,

색전증, 신경 손상, 혈관 손상, 인대 손상, 불안정성, 부정렬, 강직, 관절주위 감염,

탈구, 골용해, 무균성 해리 등이 있다(12). 이들 합병증 중 특히 감염은 환자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합병증이다. Hanssen, Wilson 등은 슬관절 전 치환술

이후 감염을 1.6-2% 정도로 보고 하였고, 슬관절 재 치환술 이후에는 5.6%로 감염

확률을 보고하였다(13, 14). 감염을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이 시도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공관절 주위 감염은 2%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감염의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에 있어 중요하다. 진단은

주로 환자의 임상 증상과, 증가된 염증 수치(CRP, ESR, IL-6, D-dimer), 관절액

분석으로 이루어 진다(15). IL-6는 100%의 민감도와 95%의 특이도를 가지고

감염의 진단에 좀 더 믿을만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3). D-dimer도 인공관절 주위

감염 진단에 도움이 된다(4, 5). CRP와 ESR은 환자들에게서 쉽게 검사가 가능하고,

민감도가 높아 초기 감염이 의심될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검사이다. 하지만

균주의 독성에 따라 양성률이 70-90%로 측정될 수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16).

슬관절 전 치환술 이후에는 감염이 없어도, 수술 자체로 인한 조직의 손상과

염증 반응으로 CRP와 ESR이 상승하게 되고, 특별한 합병증이 없다면 점차 정상

수치로 감소하게 된다(2). 이전 여러 연구에서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 ESR과 CR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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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변화에 대해 밝혀졌는데, Aalto, Bilgen 등에 따르면 CRP는 보통 수술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3일째 최고치를 보이고, 이후 8주에 걸쳐 정상 수치로

떨어지게 된다. ESR은 수술 이후 CRP보다는 더디게 수치가 변하는데, 보통 수술

후 5-6일째 최고치를 보이고, 이후 천천히 감소하지만 1년이 지난 뒤에도 정상보다

약간 높게 측정된다(8-11). CRP의 반감기는 4-7시간으로 알려져 있고(17), ESR의

반감기는 여러 혈중 단백질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수일에서 수주로 알려져

있다(18). 하지만 CRP와 ESR이 항상 이러한 상승과 감소의 정형적인 패턴을

따르지는 않는다. Park 등에 따르면 슬관절 치환술 이후 약 40%에서 CRP와

ESR이 다른 양상으로 상승하고, 감소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ESR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7).

본 연구에서도 CRP는 슬관절 전 치환술 후 2-3일째 최고치를 보였고,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6주 이후에는 전체 환자들 중 약 70%에서 CRP가 정상화 되었다.

하지만 슬관절 전 치환술 3개월 이후에도 약 10%의 환자들에서 이전의 논문

결과들과 다르게 CRP가 정상 수치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ESR은 슬관절 전 치환술

이후 6-7일째 최고치가 측정되었고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 CRP와 ESR의 최고치가

높을수록 수술 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시기가 늦어졌고, 이런 경향은 특히

ESR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편측 슬관절 전 치환술 후에 ESR의 최고치가 약

70mm/hr 이상 측정되고나, 양측 슬관절 전 치환술 후에 약 80mm/hr 이상

측정되면 수술 이후 6주와 3개월 뒤에도 수치가 정상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65-70%로 정확성은 다소 떨어진다.

수술 전 CRP와 ESR 수치로 슬관절 전 치환술 이후 인공관절 주위 감염을

예측하려는 연구는 여럿 있었다. Xu 등은 슬관절 전 치환술 전 CRP와 ESR이

증가된 환자는 수술 이후 인공관절 주위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짐을

발표하였다(위험비: 18.5)(19). Windisch 등은 수술 전 CRP가 5mg/L 보다 높으면

인공관절 주위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였고(20), Oelsner 등은 수술 전 CRP

수치가 상승되어 있다면 인공관절 수술 이후 급성기 반응 및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고하였다(21). 하지만 이렇게 수술 전 CRP와 ESR이 상승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술 이후 인공관절 주위 감염은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low viru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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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sm에 의한 감염 시 수술 전 CRP, ESR 정상화의 비율이 높았다(22, 23).

수술 이후 CRP, ESR 수치와 인공관절 주위 감염과의 연구도 있었다. Windisch

등은 인공관절 수술 이후 관절 주위 감염 여부에 따라 CRP 수치 최고치가

나타나는 날에는 차이는 없다 발표하였다(20). Bingham 등은 인공관절 주위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절단 수치(cut-off value)를 연구 하였다. 수술 이후 ESR이

10mm/hr 이거나, CRP가 5mg/L 이상으로 측정되면 민감도 95%로 인공관절 주위

감염을 진단할 수 있었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할 시에는 감염 진단에 있어

민감도는 100% 였고, 특이도는 54.7%로 나타났다(24).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높게 측정되는 CRP와 ESR이 인공관절 수술

이후 합병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CRP, ESR과 같은 염증 수치의

회복이 지연되면 염증 반응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됨을 반영하므로(21), 수술 후

환자의 슬관절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6주 혹은 3개월 이후

염증 수치가 정상화 되지 않았던 환자들에서도 수술 이후 6개월, 1년, 2년째

WOMAC index 혹은 Tegner activity scale로 측정한 슬관절 기능이 저하 되지는

않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환자에서 CRP와 ESR로 측정한

염증 반응이 수술 이후 3개월 이상 지속되어도 수술 이후 2년까지 슬관절 기능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서 여러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환자들 중

감염, 심부 정맥 혈전증, 폐 색전증,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염증성 관절염, 좌심실 비대증, 당뇨, 심근경색, 직장암, 난소암과 같이 염증 수치를

증가시킬 만한 질환(2, 25-31)이 있는 이들은 모두 연구에서 제외하였지만, 경증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특히 수술 이후 경증의 상기도

감염이나 심부 정맥 혈전증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 대하여 검사를 따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철저하게 제외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경증의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값비싼 검사를 모두 시행하는 것은 그 효용성이

떨어지고, 상기 질환이 명확히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모두 검사를 시행하고

제외 하였다. 두 번째, IL-6와 D-dimer가 인공관절 주위 감염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3-5),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들에게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기에 분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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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다. 세 번째, 연구의 대상으로 여성 환자들이 많은 점이다. 그러므로 실제

임상 상황에서 남자들에게 이 연구 결과를 적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

CRP와 ESR은 슬관절 전 치환술 이후 감염 없이도 3개월 이상 증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수술 후 최고치가 높게 측정된 환자에서 정상화 기간이 길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환자들도 수술 후 슬관절 기능 저하 없이 회복되었다. 슬관절 전

치환술 이후 특별한 합병증 없이 오직 CRP와 ESR의 정상화가 지연되는 것으로는

슬관절 기능을 예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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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BMI (kg/m2) 27.0 ± 4.5 27.3 ± 3.7 0.74

Age (years) 68 ± 6.5 69 ± 5.7 0.37

Sex (female/male) 140/31 202/28 0.49

Unilateral TKA

(n =171)

Bilateral TKA

(n =230)

P value

Data are presented with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Data are presented as numbers of

patients. Abbreviations = n, number of patients; TKA, total knee arthroplasty;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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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ormalization of the ESR and CRP after unilateral and bilateral TKA.

In 3 months 156 (91.2%) 208 (90.4%) 0.76 120 (70.2%) 141 (61.3%) 0.04

In 6 weeks 132 (77.2%) 165 (71.7%) 0.17 84 (49.1%) 114 (49.6%) 0.92

Uni TKA Bi TKA P value Uni TKA Bi TKA P value

CRP ESR

Data are presented as numbers and proportion of patients whose ESR and CRP normalize in the

period. Abbreviations = Uni TKA, unilateral total knee arthroplasty ; Bi TKA, bilateral total

knee arthro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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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ak ESR and CRP in perioperative period after the unilateral and bilateral TKA.

Peak ESR 67.6 (63.3-72.0) 83.4 (77.5-89.2) 0.00 74.3 (71.4-77.3) 91.6 (88.3-94.8) 0.00

Peak CRP 13.3 (12.4-14.2) 15.9 (12.4-19.4) 0.89 16.8 (16.3-17.3) 18.1 (16.7-19.6) 0.004

Group 3mN Group 3mE P value Group 3mN Group 3mE P value

Peak ESR 62.0 (57.2-66.7) 82.3 (77.6-87.0) 0.00 69.9 (66.7-73.1) 91.9 (89.3-94.6) 0.00

Peak CRP 13.2 (12.2-14.1) 14.7 (12.7-16.8) 0.128 16.5 (16.0-17.1) 18.0 (17.1-18.8) 0.002

Group 6wN Group 6wE P value Group 6wN Group 6wE P value

Unilateral TKA (n=171) Bilateral TKA (n=230)

Data are presented with mean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Abbreviations = TKA, total knee

arthroplasty ; Peak CRP, highest level of CRP measured during the perioperative period ; Peak

ESR, highest level of ESR measured during the perioperativ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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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ut off value of peak CRP and ESR to detect whether the CRP and ESR are

elevated 6 weeks or 3 months after TKA.

3 months 82.5 69.7% 69.5% 0.712 0.000
6 weeks 78.5 69.8% 70.2% 0.757 0.000
Peak ESR
3 months 18.1 68.2% 64.9% 0.631 0.004
6 weeks 17.4 58.5% 57% 0.594 0.002
Peak CRP
Bilateral TKA Cut off value Sensitivity Specificity AUC P value

3 months 72.5 64.7% 63.3% 0.683 0.000
6 weeks 69.5 65.5% 65.5% 0.735 0.000
Peak ESR
Unilateral TKA Cut off value Sensitivity Specificity AUC P value

Abbreviations = TKA, total knee arthroplasty ; AUC, Area under the ROC curve ; Peak CRP,

highest level of CRP measured during the perioperative period ; Peak ESR, highest level of ESR

measured during the perioperative period ; 6 weeks, the value was elevated 6 weeks after TKA ;

3 months, the value was elevated 3 months after T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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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WOMAC index and Tegner activity scale measured preoperatively, 6 months, 1 year, 2

years after TKA.

POD 2Y 2.5 2.5 0.77 2.5 2.5 0.87

POD 1Y 2.5 2.6 0.06 2.6 2.6 0.60

POD 6M 2.5 2.5 0.62 2.5 2.5 0.64

Pre op 2.0 2.0 0.43 2.0 2.0 0.43

Tegner

POD 2Y 18.5 18.6 0.50 18.3 18.9 0.56

POD 1Y 19.1 20.7 0.14 18.8 21.5 0.04

POD 6M 24.9 22.4 0.18 24.7 22.2 0.11

Pre op 39.9 41.5 0.21 39.9 41.9 0.11

WOMAC

(n=312) (n=319) (n=402) (n=229)

ESR Group 6wN Group 6wE Group 3mN Group 3mE

POD 2Y 2.5 2.5 0.92 2.5 2.3 0.42

POD 1Y 2.6 2.6 0.42 2.6 2.6 0.64

POD 6M 2.6 2.5 0.14 2.5 2.5 0.45

Pre op 2.0 2.0 0.35 2.0 1.9 0.11

Tegner

POD 2Y 18.1 19.9 0.17 18.5 19.1 0.49

POD 1Y 19.9 19.5 0.45 19.8 20.4 0.23

POD 6M 24.7 21.6 0.09 23.8 23.3 0.88

Pre op 40.9 40.3 0.37 40.9 38.8 0.81

WOMAC

(n=462) (n=169) (n=572) (n=59)

CRP Group 6wN Group 6wE P value Group 3mN Group 3mE P value

Data are presented with means. Abbreviations = n, Number of knee arthroplasties; WOMAC,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 Tegner, Tegner activity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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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ox plot of the peak CRP and ESR between two groups in unilateral TKA.

Figure 2. Box plot of the peak CRP and ESR between two groups in bilateral T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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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ceiver Operator Characteristic (ROC) curve to determine the cut-off value of ESR,

CRP to predict the normalization of these markers 6 weeks and 3months after uni- or bilateral

T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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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rolonged

elevation of the ESR, CRP and the knee

function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Oh Jongbyung

Department of medicine Orthopaed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The ESR, CRP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could be elevated for the prolonged period without

the periprosthetic joint infection. It has not been determined whether the elevated levels of these

inflammatory markers are related to the function of the knee. So, we sought to determine the

normalization period of the ESR, CRP after unilateral or bilateral TKA. We also wanted to

evaluate whether the peak levels of the ESR, CRP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normalization

period of these markers, and whether the cut-off value of the ESR, CRP could predict the

normalization. Finally, we investigate whether the normalization period of the ESR, CRP are

associated with the knee function after TKA.

Methods

We retrospectively assessed 171 consecutive patients (171 knees) who underwent unilateral

TKA and 230 consecutive patients (460 knees) who underwent bilateral TKA from 2014 March

to 2017 March in our center. In unilateral TKA group, the level of ESR and CRP were assessed

on a day before TKA, on the 2nd, 4th, 7th, 10th, 14th days, 6 weeks and 3 months after TKA. In

bilateral TKA group, the level of ESR and CRP were assessed on a day before 1st TKA an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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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nd, 4th, 7th, 9th, 11th, 14th, 17th, 21st days, 6 weeks and 3 months after 1st TKA. The

peak level was defined as highest level of ESR or CRP which was measured from 2nd day to 3

months after TKA. The patients’ knee function were evaluated with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WOMAC) index and Tegner activity scale preoperatively

and 6 months, 1 year, 2 years after TKA.

Results

The normalization of the ESR was delayed than CRP. There is no difference in normalization

of the CRP between the patients with unilateral and bilateral TKA(p>0.05), but normalization of

the ESR was delayed in patients 3 months after bilateral TKA than patients with unilateral

TKA(p=0.04). The peak CRP was higher in patients with elevated CRP 6 weeks after bilateral

TKA than patients with normalized CRP. This was the same at 3 months after bilateral

TKA(p<0.05). The peak ESR was higher in patients with elevated ESR 6 weeks and 3 months

after unilateral or bilateral TKA(p<0.001). The normalization of the CRP and ESR was delayed

when the peak CRP or ESR is elevated than cut off value measured in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ROC) curve, but sensitivity and specificity were around the 70%. The

normalization of the ESR and CRP were not related to the knee function before and 2 years after

TKA(p>0.05).

Conclusion

The normalization of the ESR, CRP could be delayed until 3 months after TKA, especially the

peak level of these markers elevated than cut off value was related to the delayed normalization

period. But these patients with delayed normalization were well recovered without decreased

knee fun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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