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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65 세 이상의 여자환자에서 인공 슬관절 치환술 후 골밀도 변화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인공 슬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65세 이상의 여자환자 중
수술시 골밀도 측정을 하고 1년 이상 골밀도 추시 검사를 시행한 환자 66명 중
수술 후 1년에 골밀도 측정을 시행한 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부위의 양측
성, 비만 정도, 수술 시 골다공증 여부는 인공관절 치환술 일년 후 골밀도 변화
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수술 후 일년간 비스포네이트 치료를 한 경우에는 total
hip 골밀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인공 슬관절 치
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의 투여는 수술 후 초기 고관절
부위의 골밀도 감소를 예방할 수 있어 수술 후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의 투여가
수술 당시의 골다공증 진단 여부에 관계없이 추 후 고관절 골절 예방에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_____
핵심어 : 퇴행성 슬관절염, 슬관절 치환술, 골밀도, 골다공증. 비스포스포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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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경우, 통증으로 인하여 생활 환경에서 활동량이 감소
하고 운동 능력의 저하로 고관절 부위의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이로 인한 슬관절 전치환술 이 후 골밀도의 변화는 그 연구가 미비하며, 소
수의 연구에서 그 추시 기간이 매우 짧거나 일관성 있는 결론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저자는 수술 후 골밀도에 영양을 주는 약물 투여 여부, 수술의 양측성, 환
자의 비만 요부, 수술 전 골다공증 진단 여부에 따른 수술 후 골밀도 변화 양상
을 관찰 하고자 한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A. 연구대상
아주대학교 정형외과학 교실에서 2007년 1월부터 2010년 5월 사이에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진단되어 인공 슬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65세 이상의 여자환자 중
수술시 골밀도 측정을 하고 1년 이상 골밀도 추시 검사를 시행한 환자 66명 중
수술 후 1년에 골밀도 측정을 시행한 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외상이나 류마티
스성 관절염에 의한 인공 슬관절 전 치환술의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골밀도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대사성 골질환, 외상이나 뇌병변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와 과거
에 인공 슬관절 또는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도 제외하였다.
B. 연구방법
1. 수술전, 후 골밀도 측정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법을 이용하여 앙와위에서 요추 및 고관절 부위
를 측정하였다. 골밀도는 요추( L1-L4), 좌측 대퇴골 전체, 좌측 대퇴골 경부에서
측정하였다.

수술 후 측정은 수술 후 1년 마다 같은 기계로 측정하였다. 수술

전 골다공증의 진단 기준은 세계 임상 골밀도 측정 학회의 기준에 따라 제1요추
에서 제 4요추의 골밀도 평균, 대퇴골 전체, 대퇴골 경부 중에서 어느 하나의 측
정치에서 T-score

-2.5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는 골감소증으로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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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core가

-1 에서 -2,5 사이

2, 수술 전 임상적 기능 평가
임상적 평가는 수술전, 수술 후 1년과 2년에 미국 슬관절 학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슬관절 점수와 기능 점수를 각각 평가하였다.
3, 양측 수술의 판단
동시에 양측 슬관절을 수술한 경우와 첫번 슬관절 치환술 후 3개월 이내에 반
대측 슬부의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양측 수술로 구분 하였으며 3개월 이상의
기간에서 양측을 시행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4. 투여 약물
비스포스포네이트 계통의 약물이나 여성호르몬, SERM 제재와 활성형 비타민D
를 복용하는 경우는 복용군으로 구분하였고 음식물 또는 칼슘제 단독 복용의 경
우는 비 투여군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복용 기간을 조사하였다.
C. 통계처리
통계분석은 SPSS 버전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시행하였으
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임상 조건과에 따른 골밀도의 기간 차이와 비교는 stu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III. 결과
A.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징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52명이었으며 수술 당시의 나이는 65세에서 78세로
평균 70.2세였다. 평균 추시 기간은 2.2년이었으며 최대 5년이었다. 수술 전 양측
슬부의 기능점수는 우측이 53.2점, 촤측이 53.6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양
측 슬부를 동시에 수술한 경우는 28레로 53.8%였고 수술 당시 비만 환자는 41례
로 78.8%였다.

수술 후 1년 동안 칼슘제만 복용한 경우는 14례였고 비스포스포

네이트 계열의 약물을 처방 받은 환자는 38례 73.1%였으며 수술 당시 골다공증
으로 진단된 환자는 20례로 38.5%였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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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52 patiens)
Operation site

unilateral

bilateral

24 (46.2)
Body mass index

Medication

28 (53,8)

normal

obesity

11 (21.2)

41 (78.8)

calcium only

Diagnosis of osteoporosis

bisphosphonate

14 (26.9)

38 (73.1)

osteopenia

osteoporosis

32 (61.5)

20 (38.5)

():%
B. 임상 조건에 따른 수술 후 1년간 골밀도의 차이
수술 부위, 비만 정도, 수술 시 골다공증 여부는 인공관절 치환술 일년 후 골밀
도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수술 후 일년간 비스포네이트 치료를 한 경우
에는 total hip 골밀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 약물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척
추 골밀도는 증가하나 고관절 부위의 골밀도는 감소하였으나 일년간 비스포네이
트 치료를 한 경우에는 척추골밀도와 고관절 부위 골밀도가 모두 증가하였다.(표
2)
Table 2. changes of bone mineral density of spine, femur neck and total hip in medication
and non-medication patients during first year

Calcium group

Bisphosphonate group

p value

Changes of BMD
Spine
Femur neck
Total hip

0.034

0.037

0.94

-0.118

0.006

0.06

-0.020

0.017
-3-

0.01

IV. 고찰
골 관절염 환자에서 대부분의 경우 높은 골밀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골 관
절염과 골다공증은 서로 역의 관계에 있는 질환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환
자의 연령, 체형, 생활습관 등에 따라 두 질환은 함께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골
관절염에 의한 장기간의 활동 장애의 경우 골다공증은 동반 되어진다. Lingard 등
은5)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65세 이상의 심한 고관절과 슬관절 관절염 환자에서
골밀도 측정상 23%의 환자에서 골다공증을, 43%에서 골감소증으로 진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시 20예 39%에서 골다공증으로, 32예 61%에서 골감소증으로
진단되었고 정상 범위를 보인 환자는 없었다. 퇴행성 슬 관절염 환자에서 시행한
인공관절 치환술 후의 골밀도 변화에 대한 연구는 수술 부위에서의 골밀도 변화
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주변 관절의 변화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Yoshinori 등은9)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 후에 고관절 부위의
골밀도 변화 관찰에서 6개월까지는

골밀도가 감소하다가 1년 정도에 수술시의

골밀도로 회복하고 수술 후 2년 경과 후에 증가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Soininvaara 등은7) 수술 후 1년의 골밀도 측정 결과 수술 후 활동이 개선 된다 하
더라도 수술 전 만큼의 골밀도 개선은 관찰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Gazdzik 등
은2) 1년 동안 인공 삽입물 주위의 골밀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수술 후 5주에서
12주 사이에 가장 골밀도가 감소하고 24주 이후 수술 전 상태로 유지된다고 보
고하였다. 현재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제는 골다공증에 일차 선택 약제로 처방되어
지고 있다. Carulli 등은1) 인공관절 치환술 후 골다공증 치료 약제는 치환물의 고
정력을 강화하여 치환물의 생존기간을 늘려준다 하였다 특히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제는 파골세포의 활동성을 감소시키고 골모세포의 기능을 증가시켜 치환물 주
변의 골생성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Wang 등은8) 인공 슬관절 치환술후 6개월
동안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제를 복용한 후 치환물 주변의 골밀도를 측정하여 1년
까지 골밀도 증가 효과가 있었고 3년에는 대조군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고 보
고하였다. Lee 등은4) 인공 슬관절 치환술 후 1년 동안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제를
투여 하였지만 척추 골밀도가 53.7%의 환자에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 양
측 슬부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이러한 골밀도 감소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다
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골다공증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척
추 골밀도는 증가하나 고관절 부위의 골밀도는 감소하였으나, 일년간 비스포네이
트 치료를 한 경우에는 척추골밀도와 고관절 부위 골밀도가 모두 증가하였다. 또
한 수술 당시의 골다공증의 여부, 수술 부위의 양측성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
았다. Joshi 등은3) 인공 슬관절 치환술 후 발생한 대퇴 경부 피로골절을 보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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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수술 후 변화된 무게 전달 축에 의해 대퇴 경부에 견인력이 가해져서
발생하며 이는 수술 후 골밀도가 낮거나 활동성이 저하된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고 보고하였다. Prieto Alhambra 등은6) 수술 후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가 인공 슬
관절 치환술 후 발생할 수술 후 골절을 50-55%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V. 결론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인공 슬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수술 후 골다공
증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척추 골밀도는 증가하나 고관절 부위의
골밀도는 감소하였으나 일년간 비스포네이트 치료를 한 경우에는 척추골밀도와
고관절 부위 골밀도가 모두 증가하였다. 따라서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인공 슬관
절 치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의 투여는 수술 후 초기 고
관절 부위의 골밀도 감소를 예방할 수 있어 수술 후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의
투여가 골다공증의 진단 여부에 관계없이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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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ne mineral density changes after Total knee replacement in
women over the age of 65

Myung Hoon Hahn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 Supervised by Professor Ye Yon Won)

Among 66 female patients above 65 years old who received TKR dut to severe
osteoarthritis, 52 patients who checked one year follow up BMD were enrolled. Bilaterality
of operation site, degree of obesity and osteoporosis diagnosis don’t effect on BMD
differences one year after TKR. But bisphosphonate medication for 1 year prevent early
reduction of hip BMD after TKR. This suggest bisphosphonate medication after TKR is
beneficial to prevention of hip fracture
Key words: osteoarthritis, total knee replacement, bone mineral density, osteoporosis,
bisphosphonate.
TKR: total knee replacement
BMD: bone mineral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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