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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금까지 해석적 연구를 위해 사용된 요추부 

모델은 특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발되었으며, 검
증 또한 제한적 조건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모델을 사용한 해석 결과는 그 대표성에 다소 제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추부

의 표준 형상을 만들고 신전 및 굴곡, 측면 굽힘

(lateral bending), 축 회전(axial rotation) 운동량과 

인대의 변형률(strain of ligaments), 후관절 접촉력

(facet contact force) 등을 검증하여 요추부의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형상 모델링

기존 연구[1]에 사용되었던 요추부 모델을 수정

하여 표준모델을 개발하였다. 각 추체(vertebral 
body)의 너비(superior and inferior widths)와 길이

(superior and inferior lengths), 척추관(spine canal)의 

너비와 길이, 극상 돌기(spinous process) 및 횡돌기

(transverse process)의 길이를 기존 형상 데이터[2]
의 평균치를 구하여 Table 1과 같이 모델링 하였고, 
Table 2와 같이 추간판과 후관절이 하위 분절로 

갈수록 각도가 증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추간판의 

전후방 높이를 고려하여 모델링 하였다. 추체 사이

를 연결하고 있는 주요 7종 인대는 기존의 모델을 

토대로 검증 단계를 반복하여 인대의 부착 방향을 

선정하였다. 후관절 사이에 연골(cartilage)을 삽입

하고 면접촉(surface to surface contact)을 설정하여 

후관절에서 발생하는 접촉력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간판 윤상인대는 초탄성(hyperelastic) 물
질[3]로 적용하였고, 윤상인대 사이에 교차하여 

있는 섬유소는 비선형(hypoelastic) 물성[1]을 적용

하였다. 

Table 1 Measurements in the lumbar vertebral body.

a b c d e f g h i j k

L1 42.7 45.2 30.5 30.8 25.3 26.4 27.1 23.8 26.5 21.0 18.0

L2 44.1 47.7 31.7 31.7 26.5 27.1 30.0 2v4.0 31.1 23.5 17.1

L3 45.4 49.5 32.9 31.9 26.6 26.6 29.8 23.0 34.3 22.2 16.9

L4 47.2 49.8 33.4 33.5 26.4 25.0 27.9 20.4 33.3 22.3 17.4

L5 49.9 50.4 34.3 33.1 27.1 22.7 24.3 17.4 33.2 25.8 18.0

Table 2 Angle and height of intervertebral disc, facet 
angle. 

Level Disc 
angle (°)

Disc height (mm) Facet 
angle (°)anterior posterior

L1-L2 5 10.7 9.7 22.95
L2-L3 6 12.4 9.1 27.58
L3-L4 8 14.3 9.7 33.26
L4-L5 10 15.1 9.2 45.98
L5-S1 16 17.4 8.2 50.24

3. 모델 검증

개발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 분절(L1-L2 
to L5-S1)로 모델을 나누어 해석을 진행하고 문헌과 

비교·검증하였다. 400~1600 N 의 압축력을 가하였

을 때, 추간판 수핵 내 압력과 추간판 변위량을 

확인하였으며, 이때의 변위 및 압력은 실험의 결과

와 유사한 값을 보였다. 상단에 전하중(preload) 
400 N 을 가해진 상태에서 굴곡 및 신전, 측면 

굽힘, 축 회전 모멘트(1~11 Nm)를 가한 후, 운동량

과 신전 시 후관절에 발생하는 접촉력, 굴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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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의 변형률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운동량

이 실험 결과 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값을 보였으며, 
접촉력과 인대의 변형률 또한 Fig.1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a)

(b)
Fig. 1 (a) Ligaments strain  and (b) facet contact force 
at L3-L4 level.

전체 요추 분절(L1-S1)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전하

중 100 N 을 요추 모델 상단에 가해주고 신전 및 

굴곡, 측면 굽힘, 축 회전 모멘트(2.5~10 Nm)를 

가해주었다. 측면 굽힘의 경우 모든 분절에서 운동

량의 값이 실험 결과[4]와 일치하였으나 신전 시 

운동량은 다소 작게 나왔다. 굴곡과 축 회전의 경우 

상위 분절(L1-L4)의 값은 일치한 반면 하위 분절

(L4-S1) 에서 굴곡은 작은 값을, 축 회전의 경우 

큰 값을 보였다. 그러나 모든 해석 결과 값이 허용범

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해석 결과 중 

굴곡 및 신전(flexion-extension) 에 대한 L2-L5 분절

의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요추부의 표준 모델은 

요추부의 손상과 그로인한 생체역학적 변화를 연

구하기 위하여 후관절과 인대의 변형률, 축 회전의 

운동량 등을 고려하여 검증하였다. 이 모델을 활용

하여 추가적인 다양한 응용 연구 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2 Load-displacement curves at each of the 
intervertebral disc levels due to the application of 
flexion and extension mo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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