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요추의 동역학 모델을 이용한 체간 굴곡·신전 운동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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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도한 상체의  거동과 하중은 요통을 유발하는 

요추 추간판(lumbar disc)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으

로 잘 알려져 있다.1  이러한 사실을 해석학적으로 검

토하기 위해서는 상체의 거동과 하중이 요추 추간판

의 변형과 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요추의 유한 요소 모

델을 이용한 구조 해석, 그리고 사체나 동물의 시편

을 이용한 in vitro 실험이 그 대부분을 이룬다.
외부 하중에 대한 요추의 생체 역학적 변화를 직

접 측정할 수 있는 in vitro 실험은 in vivo 실험을 대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편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하중 전달 기전(mechanism)에 대한 생체 반응 

효과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유한 

요소 모델을 이용한 구조 해석은 임상적 변수들을 

조절하면서 요추의 정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지만, 
상체의 동적 거동이 요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체의 동적 거동이 

요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요추의 동역학 모델을 구축하고, 피드포워드제

어(feedforward control)와 피드백  제어(feedback  

Fig. 1 Dynamic model of lumbar spine

control)를 병용한 하이브리드 제어(hybrid control)
를 이용해서 체간 굴곡(flexion)·신전(extension) 운
동이 요추 추간판의 변형과 하중 특성에 미치는 영

향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2. 요추의 동역학 모델

Fig. 1은 체간 굴곡·신전 운동을 표현하기 위한 

요추의 좌표계를 보여주고 있다. 요추는 5개의 추골

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골 사이에는 추간판이 위

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골들을 강체로 가정하였

고, 추간판들이 축 방향과 굽힘 방향으로 변형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추골들의 등가 질량 중심의 좌

표를 표현하기 위한 요추의 좌표계는 그 원점이 요

추와 천추(sacrum) 사이의 추간판 중심에 위치한다.
번째 추골의 등가 질량 중심의 축 좌표와 축 

좌표는 Fig. 1에 제시된 요추의 좌표계로부터 아래

와 같이 얻을 수 있다.

 
  



coscossin           (1)

 
  



sinsincos           (2)

여기서 는 번째 추골의 상단과 하단에 위치한 두 

추간판 사이의 거리, 는 가 축과 이루는 각도, 
그리고 와 는 번째 추골의 등가 질량 중심에 대

한 축방향 거리와 수선 거리를 의미한다.
식 (1)과 (2)로 주어지는 추골의 등가 질량 중심의 

좌표, 추골의 등가 관성, 추간판의 강성 계수와 감쇠 

계수 등을 토대로 Lagrange 운동 방정식을 구하면  

요추의 동역학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여기서 벡터 는 추간판에 작용하는 축 방향 하중과 

굽힘 방향 모멘트, 벡터 는 추간판의 축 방향과 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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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변형, 행렬   은 추골의 등가 질량과 관성적, 
그리고 행렬 와 는 추간판의  축 방향과 굽힘 방향

의 감쇠 계수와 강성 계수를 각각 나타낸다.

3. 체간 굴곡·신전 운동 해석

3. 1 요추의 운동 제어 시스템

Fig. 2는  체간 굴곡·신전 운동이 요추 추간판의 변

형과 하중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구성한 요추의 운동 제어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추골들의 등가 질량 중심의 위치, 속도 및 가속

도는 요추부 피부 표면에 부착된 표식(marker)들의 

위치, 속도 및 가속도로부터 산정한 후, 직교 좌표계( 
-  좌표계)의 운동 정보들을 극 좌표계(-  좌표

계)의 운동 정보들로 변환하였다.
식 (4)는 피드포워드 제어 기법을 토대로 추간판

들의 축 방향과 굽힘 방향 변형으로부터 추간판에 

작용하는 축 방향 하중과 굽힘 방향 모멘트를 추정

하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4)
여기서 행렬  ,   및 는  위치, 속도 및 가속도

의 피드포워드 이득(gain)을 의미한다.
식 (5)는 피드백  제어(PD 제어) 기법을 토대로 추

골들의 등가 질량 중심의 위치에 대한 입력과 응답 

사이의 오차 로부터 추간판에 작용하는 축 방향 하 

Fig. 2 Schematic diagram of a motion control system  
          of lumbar spine

    

  

 Fig. 3 Motion analysis results of 5th lumbar

중과 굽힘 방향 모멘트를 추정하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5)

여기서 행렬 와 는 피드백 제어에서의 비례 

이득과 미분 이득을 의미한다.
그리고 식 (4)의 와 식 (5)의 의 합으로 주어지

는 축 방향 하중과 굽힘 방향 모멘트를 식 (3)과 같이 

표현되는 요추의 동역학 모델에 입력하면 요추의 동

적 거동에 대한 응답을 얻을 수 있다.

3.2 체간 굴곡·신전 운동 해석

Fig. 3은 체간 굴곡·신전 운동 과정에서의 5번째 

추골의 등가 질량 중심의 위치, 그리고 5번째 요추 

추간판에 작용하는 굽힘 방향 모멘트, 축 방향 하중 

및 전단 방향 하중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추골의 등

가 질량 중심의 위치에 대한 입력과 응답 사이의 오

차가 매우 작다는 사실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체간 굴곡·신전 운동 해석 방법에 대한 신뢰성을 확

인하였다.
요추 추간판에 작용하는 최대 축 방향 하중은 

639.7 N으로 가장 하단에 위치한 5번째 요추 추간판

에서 나타났으며, 상단에 위치한 요추 추간판일수

록 축 방향 하중이 작았다. 이 현상은 상체로부터 전

달되는 추종 부하(follow load)가 하단으로 갈수록 커

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요추 추간판에 작용하

는 최대 전단 하중은 310.3 N으로 5번째 요추 추간판

에서 나타났으며, 최대 굽힘 방향 모멘트는 8.3 Nm
으로 굽힘 방향 변형이 가장 큰 4번째 요추 추간판에

서 발생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상체의 동적 거동이 요추 추간판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추의 동역학 

모델을 구축하였고, 피드포워드 제어와 피드백 제

어를 병용한 하이브리드 제어를 토대로 하는 요추의 

운동 제어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특히 체간 굴곡·신
전 운동이 요추 추간판의 변형과 하중 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예측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석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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