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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척추측만증(scoliosis)이나 척추후만증(kyphosis)과 
같은 척추의 기하학적인 변형을 비롯하여 허리, 목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간판탈출증(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등
의 근 골격 계 질환의 발병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1. 척추

(spine)는 척수(spinal cord)를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척
추 주위로 많은 신경다발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척추의 
변위에서 오는 이러한 1 차적인 질환들은 그에 따른 2 차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근 골격 계 질환을 완화시키는 방법으

로서 위험부담이 큰 수술적 방법보다는 비교적 안전하고 
시술이 간단한 비 수술적 시술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비 수술적 시술로서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한 여
러 서양 국가에서는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이라는 시술

이, 국내에서는 추나(推拿)요법 또는 수기요법 이라 불리는 
시술이 행해지고 있다. 학문적으로 본다면 카이로프랙틱과 
추나 요법은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척추 교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인체 골격의 균형을 바로잡아 질환의 근
본적인 원인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방법들은 척추 교정 시 시술 과정에서 
시술자가 환자의 척추를 세게 압박하거나 지압, 마사지 등
의 행위를 통해 골격이 균형을 잡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

에서 때에 따라 환자의 척추에 상당한 힘이 가해지게 되는

데, 경우에 따라서는 도구를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척추

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척추 교정 시술 과정에서 척추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추의 상세 유한요소 모델을 개
발하고, 모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실제 실험을 
시뮬레이션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2. 모델개발  

지금까지 많은 인체 척추의 유한요소모델이 수술 시 안
전성 검증이나 상해 분석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델이 척추 자체는 형상적인 측면만 만
족시키고 추간판(intervertebral disc)을 비롯한 주위의 여러 
인대(ligament)등의 요소에 더 중점을 두었거나 척추의 전체

적인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한 간략 모델이 주를 이루어 왔
다 2. 척추 자체의 강성을 평가한 연구도 척추체(vertebral 
body)만의 강성을 평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3,4. 하지만 척
추교정시술 시에는 척추를 시상 면(sagital plane)에서 보았을 
때 척추의 후방에서 전방으로 가해지는 힘(PA load, 
posteroanterior load)이 극돌기(spinous process)에 작용하게 된
다. 그리고 이러한 힘이 작용하게 되면 척추체 만의 강성

을 평가하는 경우와는 달리 척추경(pedicle)을 비롯한 후방

요소(posterior element)의 작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의 모델들을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척추의 강성 평가를 위한 모델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요소는 피질골(cortical bone)의 두께이다. 인체의 뼈는 크게 
해면골(trabecular bone)과 해면골을 둘러싸고 있는 피질골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면골에 비해 강성이 두드러지게 큰 피
질골의 두께가 뼈의 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척추 피질

골의 두께는 평균 0.35mm 정도인데 지금까지 많은 모델들

은 이보다 두꺼운 1mm 정도의 값을 취해 왔다 5.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척추의 척추경을 비롯한 후방

요소에 실험에서 측정된 실제 피질골의 두께를 부분별로 
고려하여 기하학적 복잡성을 최대한 실제와 가깝도록 상세

하게 모델링 하였다. 
먼저 척추 관련 질환의 병력이 없는 성인 남성을 1mm 

간격으로 촬영한 CT 데이터로부터 상용 3 차원 이미지 처
리 전문 프로그램인 Mimics 를 이용하여 T6 의 외곽선을 추
출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HyperMesh 9.0 을 이용

하여 상세 유한요소 모델링을 하였다. 
 
 
 
 

 
 
 
 
 
 
 

Fig. 1 Vertebra Finite Element model 
 
피질골은 Edwards6, Kothe7 등의 실험을 참고하여 각 부

분별로 두께가 다른 15 절점 프리즘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해면골은 10 절점 사면체 요소로 모델링 하였다. 

척추체 부분은 anterior shell, central-posterior shell, superior 
and inferior endplates 의 세 부분으로, 척추경은 네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총 일곱 개의 부분으로 구역을 나누어 피질골

의 두께를 다르게 모델링 하였다.  
물성 값은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8.  

 
Table 1 Material properties 

 
Material Number of elements E (MPa) ν 

Cortical bone 8057 12000 0.3 

Trabecular bone 37805 100 0.2 

 
3. 모델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추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척추의 극돌기에 힘을 가했을 때의 척추 강성을 평가

한 Sran9, Shepherd10 등의 기존 실험을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6.7 을 이용하여 모사하였다. 

실제 척추 교정시술시의 상황을 재현한 Sran 의 사체 실
험의 경우 극돌기 부분에 200 – 728N (mean 479N±

162N(SD))정도의 PA 하중이 가해질 때 척추의 파단이 일어

난 것을 나타났다. 이를 재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

한 모델의 척추체 부분을 구속한 후 실험에서와 같이 극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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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분에 PA 하중을 가하여 파단이 일어나는 하중조건을 
측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a) PA load test9 

 
 
 
 
 
 
 
 
 
 
 
 

 
(b) B.C in FE model 

Fig. 2 Loading and Boundary Condition 
 
시뮬레이션 결과 약 480N 의 힘이 극돌기에 가해졌을 

때 Fig. 3 에서와 같이 척추경 부분에서 가장 먼저 파단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실험결과의 평균값인 479N
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피질골 두께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피질골의 두께를 
평균값인 0.35mm 로 균일하게 적용하여 같은 조건에서 수
행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약 260N 의 힘이 가해졌을 때 파단

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께의 차이에 따른 
결과 차이로부터 피질골의 두께를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

가의 문제가 척추 강성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a) Deformed shape 

 

(b) Failure region 
Fig. 3 Simulation result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척추교정시술 시에 가해지는 힘에 대한 
척추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상세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
증하는 해석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척추 모델에 비해 피질

골 두께에 보다 실제적인 형상을 적용하여 척추 강성 평가

에서 보다 사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모델 생성 기법을 적용하여 좀 더 넓은 범위의 척

추 모델을 개발한다면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각종 척
추교정시술의 안전성 평가에 신뢰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아울러 척추교정 기구를 비롯한 의료기기의 
개발과 인체의 상해치 평가를 위한 상세 인체모델 개발 등
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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