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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지금까지의 자동차 안전사고에 대한 부상 매커

니즘 은 세 성인에 대하여(injury mechanism) 30~40

집중적으로 연구가 되어 왔고 현재도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현상.

으로 인해 고령운전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정적 현상으로 고령운전자,

사망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령운전자는 젊은 운전자에 비하여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및 판단력이 좋지 못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 시 치사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고 시 고령운전자의 상해와 관련하여 Kent

등(1)은 정면충돌 관련 사망자 중 흉부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비율이 세 연령군에서 인16~33 22%

반면 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로 약 두64 47%

배의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의 상해발,

생 주요 부위는 흉부임을 제시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주요 상해 부위인

흉부의 상해도를 보다 자세하게 평가할 수 있는

흉곽 유한요소모델을 개발하여 타당성을(ribcage)

검증하고 개발된 모델을 사용해 연령증가에 따,

른 늑골의 물성과 형상 변화가 흉부 상해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흉부 모델 개발2.

골격계 모델링2.1

골격계의 모델은 연령 세 신장 체38 , 177cm,

중 으로 미국 성인 남성에 가90kg 50th Percen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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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oracic injury from restraint loading is the principle causative factor of death, which was shown to

be particularly significant for older drivers. To characterize thoracic response to belt loading of older

drivers, detailed finite element models of the adult and aged thorax were developed. The geometry of

the 50th percentile adult male was chosen for the adult FE model. The thoracic FE model was

validated against data obtained from results of PMHS pendulum impact tests. The quantified patterns

of age-related shape and well-established material changes were applied to the adult model to develop

the aged model. Belt force and chest deflection were applied to the developed two types of models.

Rib and clavicle fracture risk obviously increased in the aged model. This finding showed that larger

rib angle and reduced material properties of the ribcage produced more higher risk of injury in the

older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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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Visible Human
(2)의 표면데이터를 이용하였으

며 모델 구성 및 해석은 상용 프로그램, Pam

를 사용하였다Crash 2007 2G(ESI Group) .

흉추 와 견갑골 은 해석(thoracic vertebra) (scapula)

시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셸요소

로 구성한 뒤 강체 요소(shell element) , (rigid body)

로 설정하였다 강체 요소에는 동역학적 해석 시.

필요한 무게 및 관성모멘트 정보를 입력하였다.

늑골 과 흉골 쇄골 의 피질(rib) (sternum), (clavicle)

골 은 셸요소(cortical bone) 3D (shell element) 해면,

골 은 솔리드요소(trabecular bone) 3D (solid element)

로 각각 나누어 모델링 하였다 특히 늑골의 피. ,

질골은 비선형적 거동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탄-

소성 물성(material 103 : iterative elastic-plastic shell)

을 입력하였다.

등Mohr
(3)에 의해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늑

골마다 피질골의 두께 가 다르며 영역별로(thickness) ,

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반.

영하기위해 번에서 번 늑골 각각에 대하여 피질골3 9

을 전면 측면 후면 의 안쪽(anterior), (lateral), (posterior)

(tinn 바깥쪽), (tout 상하), (tsi부분으로 영역을 나누어 모)

델링하였다 에서 이를 보여 주고 있다 두께. Fig. 1 .

정보는 등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였고 부족Mohr ,

한 정보는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입력하였다 입력된.

피질골 두께는 에 정리하였다Table 1 .

추간판 및 인대 모델링2.2

추간판 은 내부 응력분포의 관찰보다 거동(disc)

의 표현에 중점을 두었고 이를 위해 계산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구학적 조인트 요(kinematic joint)

소를 사용하였다 기구학적 조인트는 국부 좌표.

계 를 설정하여 각 방향의 변위와(local coordinate)

회전을 포함하는 자유도를 부여하였다 추간판6 .

의 비선형적 물질 특성은 이미 발표된 실험데이

터(4)를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해부학적 자료를 토대로 추체 에 연결(vertebra)

된 종류의 인대 와 흉곽 에는7 (ligament) (rib cage)

모두 종류의 인대를 부착하였다 인대는 인장8 .

시에만 반력이 작용하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선형특성을 갖는 막대 요소를 사용하였다(bar) .

활막관절 및 장기 모델링2.3

해부학적으로 흉추와 흉추를 연결하는 후관절

부위와 흉추와 늑골을 연결하는 늑골(facet joint)

Posterior Lateral Anterior

Rib 3

tout 1.13mm 0.6mm 0.56mm

tinn 0.92mm 0.94mm 0.72mm

tsi 0.8mm 0.45mm 0.36mm

Rib 4

tout 1.13mm 0.6mm 0.56mm

tinn 1.0mm 1.06mm 0.81mm

tsi 0.8mm 0.45mm 0.36mm

Rib 5

tout 1.26mm 0.67mm 0.62mm

tinn 1.0mm 1.06mm 0.81mm

tsi 0.72mm 0.4mm 0.32mm

Rib 6

tout 1.39mm 0.74mm 0.68mm

tinn 1.48mm 1.42mm 1.08mm

tsi 0.8mm 0.45mm 0.36mm

Rib 7

tout 1.39mm 0.74mm 0.68mm

tinn 1.48mm 1.42mm 1.08mm

tsi 0.8mm 0.45mm 0.36mm

Rib 8

tout 1.26mm 0.67mm 0.62mm

tinn 1.29mm 1.24mm 0.95mm

tsi 0.88mm 0.5mm 0.4mm

Rib 9

tout 1.26mm 0.67mm 0.62mm

tinn 1.29mm 1.06mm 0.81mm

tsi 0.88mm 0.5mm 0.4mm

Table 1 Regional thickness of the rib cortical bone

Fig. 1 Divided section of the rib cortical bone

두관절 부위 등은 활막관절(joint of head of rib)

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활막관절(synovial joint) .

을 모사하기 위해 관절면 들은 접(articular surface)

촉조건 을 부여(segment to segment contact type33)

하였고 인대를 모델링한, 비선형 막대 요소를 주

위에 부착하였다.

흉곽 내부의 폐 심장 간 등의(lung), (heart), (liver)

장기 는 서로간의 접촉조건 및 자가 접촉(organ)

을 설정해야 하고 형상이 복잡하여(self-contact)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 이 길어지는 단(CPU time)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부 장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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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mplified organ model

한 모델로 간단화 하였고 장기들의 물질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점탄성 물성을 식 과 같이 입(1)

력하였다 에서는 간단화 시킨 장기 모델을. Fig. 2

보여주고 있다.

      
 

(1)

     mod
     mod
   

모델 검증2.4

늑골은 흉부 모델의 거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며 상해 해석의 주요 부위이다 따, .

라서 모델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늑골 각각에 대한 검증이 수반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등Kemper
(5)에 의해 수행된 동적 늑

골 점 굽힘 실험 데이터와 늑골 모델 해석을 비3

교하여 검증 하였다 등의 실험에서는. Kemper 4

번에서 번 늑골의 전면 부와 측면7 (anterior) (lateral)

부분으로 나누어 실험이 수행되었으므로 본 해석

에서도 동일한 조건에 대해 해석을 수행 하였다.

변형률 은 늑골의 중앙 아랫부분 요소에 대(strain)

해 비교 검토 하였으며 모멘트 하중은 식 과, (2)

같이 계산하였다 하중조건과 경계조건은. Fig. 3

과 같이 설정하였다.

  


× 


 (2)

*Pc: Contact force between rib and impactor
L : Span length

변형률 모멘트 선도를 통해 비교한 결과 전면-

부위의 경우 변형률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사체 실.

험의 경우 항복점 이후 늑골이 급격하게 파단 되

지만 개발된 유한요소모델의 특성상 늑골골절(rib

까지fracture) 정확하게 모사하지 못함에 따른 결

과로서 검증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러한.

Fig. 3 Loading and boundary condition of the rib

dynamic 3-point ben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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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ructural response of anterior rib

Fig. 5 Structural response of lateral rib

점을 고려해 판단했을 때 개발된 늑골 유한요소,

모델이 사체 실험 데이터와 부합하고 해석 결과

가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와 의 변형. Fig. 4 Fig. 5

률 모멘트 선도를 통해 늑골모델은 약 에서- 0.5

의 변형률에서 소성영역 에 진입1% (plastic range)

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늑골골절 위험이 증,

가하는 구간으로 가정하여 흉부 상해도 평가 기

준으로 선정하였다.

흉부 동적 거동과 관련하여 등Kroell
(6)은 다양

한 조건하에서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전방 충

격 실험 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frontal impact test) ,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전방 충돌에 대한 흉부

거동 특성 기준 선도 를 다양한 조건에(corridor)

대하여 제시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Viano
(7)는 측

면 충격 실험 을 진행하여 측면(lateral impact test)

충돌에 대한 기준 선도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제.

시된 선도는 충돌 시험용 더미 를 개발(dummy)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 되었으며 인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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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MHS impact test for the model validation

Case

No.
Description of the test conditions

Ref.

No.

1 23.4Kg 150mm disk at 4.9m/s frontal impact [6]

2 23.4Kg 150mm disk at 6.5m/s frontal impact [6]

3 23.4Kg 150mm disk at 9.9m/s frontal impact [6]

4 23.4Kg 150mm disk at 3.3m/s lateral impact [7]

5 23.4Kg 150mm disk at 4.4m/s lateral impact [7]

6 23.4Kg 150mm disk at 5.9m/s lateral impact [7]

7 23.4Kg 150mm disk at 6.5m/s lateral impact [7]

8 23.4Kg 150mm disk at 9.5m/s lateral impact [7]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Case 8>

Fig. 6 Force-deflection comparisons of impact tests

한요소모델 개발 시 타당성 검증의 기준으로 쓰

이고 있다.

흉부 모델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에Table 2

제시된 가지 조건의8 PMHS(Post Mortem Human

실험 결과와 해석결과를Subject) 비교 하였다.

충돌 해석 결과를 각각의 사체 실험 선도와 비

교함으로써 흉부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흉.

Fig. 7 Comparison between adult and aged model

부의 변형량 은 펜듈럼의 중심과 맞(chest deflection)

닿는 점으로부터 계산하였고 반력은 펜듈럼과 흉,

곽 모델 간의 접촉력 으로 계산하였다(contact force) .

해석결과 과 같이 가지 조건의 해석 모두Fig. 6 8

변형량 반력 곡선이 결과 선도에 부합하는- PMHS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모델3.

흉곽 형상변화3.1

흉추는 연령이 증가하고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추간판의 퇴화와 골밀도 감소 등에 의해 앞쪽으

로 서서히 굽게 된다 흉추의 변형으로 인하여.

늑골의 형상도 변화하면서 흉곽의 깊이(chest

가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흉곽의 형상변화depth) .

와 관련하여 등Gayzik
(8)은 명의 남성을 대상으63

로촬영한 를재건CT(Computed Tomography) (reconstruction)

한뒤각대상에대하여 개의참고106 점 을(landmark) 설

정하고 연령증가에 따른 각 점의 변화량을 정량

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성인 모델의

연령 세로부터 고령운전자의 연령 세로의 흉38 65

곽 형상 변화를 개의 점에 대하여 비율적으로106

적용하여 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고령자 모델Fig. 7

을 개발하였다.



803

Fig. 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ltimate stress

of femoral cortical bone and age
(9)

Fig. 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ltimate stress

of vertebral trabecular bone and age
(10)

Fig. 10 Ratios for age changes in the ultimate

tensile strength of human soft tissues
(11)

흉곽 물성변화3.2

연령 증가에 따른 뼈의 물성 변화와 관련하여

등McCalden
(9)은 구의 사체로부터 대퇴 피질골47

시편 개를 추출하여 인장실험(femoral cortical) 235

을 실시해 연령별로 분석하였(tensile test) 다 마찬.

가지로 등Mosekilde
(10)은 세에서 세에 해당하는15 87

구의 사체로부터 흉추 및 요추의 해면골을 추출44

해 압축실험을 하였고 등, Yamada
(11)은 늑연골 시편

을 추출하여 인장실험을 수행한 뒤 연령별로 분석

Fig. 11 Loading and boundary condition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에서. 38 세로 연65

령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인장 하중이 피질골의

경우 해면골에서는 늑연골에서는17%, 45.7%, 60%

가 감소하고 있었다 물성 변화는 인체 부위별로.

다르지 않다는 가정 하에 흉곽의 물성을 동일한

비율로 변화 시켜 고령자 모델에 적용하였다. Fig.

에서는 연령에 따른 각 조직의 물성 변8 ~ Fig. 10

화를 각기 보여주고 있다.

하중 및 경계 조건4.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발된 일반 성인 모델과

고령자 모델을 이용하여 벨트하중 해석을 수행하

여 상대적인 위험도를 분석 하였다.

벨트에 의한 흉부 상해 위험도 분석은 지금까

지 지원자 혹은 사체를 이용한 자동차 충돌실험,

썰매실험 정적하중 실험(sled test), (static Loading)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험들은 흉부 특정 부위의 변위를 측

정하기가 어렵고 실제 벨트 하중에 의한 거동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본 연구에.

서 개발된 모델은 인체의 흉부만을 모델링하였기

때문에 이들 연구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

능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 Lessley
(12)이

수행한 실험과 동일한 하중 및 경계 조건을 부여

하였다 경계조건은 과 같이 썰매. Fig. 11 48km/h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좌표를 바탕으로 위치시킨

뒤 강체로 설정된 번 경추에서 번 흉추까지의7 12

자유도 모두를 구속하였다 벨트 생성 시 양쪽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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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ositions of the calculated displacement 에 과 조건을 설정하였다 하중은D-ring Buckle .

벨트 양 끝단에 의 속도를0.5m/s, 0.9m/s, 1.2m/s

각각 부여하였으며 벨트 하중에 의한 거동 비교.

를 위해 흉부 변형량은 번 늑골과 만나는 흉골3

부분에서 계산하였다 반력은 벨트와 흉부 모델.

사이의 접촉력으로 계산하였다 추가로 실험적.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곳의 참고점에서10

변위를 계산하였다.

결과 및 토의5.

참고점에서 계산된 변위를 실험적 결과와 비교

과 같이 정리하였다 흉추와 쇄골 번 늑Table 3 . , 4

골 등 벨트의 하중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부위

에서는 실험적 결과와 일치 하고 있으나 다른 부

분에서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차이는 벨트와의 거리가 먼 지점에서는 실

험적 결과 에서도 발생하고 있었으며 뚜렷한 경,

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성인 모델과 고령

자 모델 모두 벨트하중에 의한 흉부 거동 타당함

을 알 수 있었다.

흉부의 변형량의 경우 하중 조건에서0.5m/s

성인 모델은 로 계산되었으며 고령자 모37.3mm ,

델은 가량 증가한 로 계산되었다3mm 40.1mm .

조건은 좀 더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0.9m/s .

성인 모델은 고령자 모델은 로45.6mm, 56.9mm

변형량이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mm .

조건의 경우도 조건의 경우와 마찬12m/s 0.5m/s

가지로 가량의 변형량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3mm

나타났다.

흉부 반력은 조건에서 성인모델은0.5m/s 1983N

으로 측정되었으며 고령자 모델은 이 증가, 333N

한 을 나타냈다 의 하중조건의 경우2316N . 0.9m/s

도 성인모델과 고령자모델은 각각 과7201N

의 반력이 측정되어 가량의 차이를 보였7503N 300N

다 반면 조건의 경우 성인모델이 를. , 1.2m/s 10482N

나타냈고 고령자 모델의 경우도 으로 큰 차10497N

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질골의 변형률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하중

조건에서 성인 모델에 비하여 고령자모델의 골절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쇄골과 늑골두 부,

분에서의 증가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 보이듯이 조건의 경우 고령자Fig. 12 0.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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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train contour comparison of 0.5m/s belt loading case

Fig. 13 Strain contour comparison of 0.9m/s belt loading case

Fig. 14 Strain contour comparison of 1.2m/s belt loading case

모델의 늑골두 부분에서의 변형률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으나 늑골의 이내의 변형률을 나, 0.5%

타내고 있기 때문에 늑골골절의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건에서는 고. 0.9m/s

령자 모델의 경우 왼쪽 번 늑골 및 오른쪽 번3 3 ,

번 번 늑골에서 골절위험이 크게 증가한 것으4 , 5

로 판단된다 참조 특히 쇄골의 경우 성. (Fig. 13 )

인 모델에 비해 넓은 영역에서 위험성이 증가하

는 등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4

에서 보여 주고 있는 조건에서는 두 모델1.2m/s

모두에서 늑골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자,

모델의 경우 오른쪽 번 늑골두 부분에서 추가적9

으로 골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등Kent
(13)에 의해 수행된 연

구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경우 늑골각도와 물성을 변화시킨 고령자 모델과

기준 모델간의 흉부반력 및 변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늑골 골절의 경우 고령자 모델에.

서 배 정도 증가하여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며3 ,

본 연구에서 가지 하중 조건에서 쇄골 및 번과2 4

번 늑골의 골절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와5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결 론6.

피질골을 두께에 따른 개의 영역으로 분리하9

여 모델링하고 사체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늑

골모델을 동적 점 굽힘 해석을 수행하여 검증을3

실시한 결과 사체 실험 결과와 동일하게 피질골

의 변형률 에서 사이에 항복점이 존재함을0.5 1%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모델링의 타당성.

을 입증 할 수 있었으며 늑골골절 위험성 증가,

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정 할 수 있었다.

일반 성인 모델의 검증을 위해 실시된 충돌 해석

은 가지 조건 모두 흉부의 거동특성 영역8

과 일치함을 보임으로써 타당성을 입증(corridor)

할 수 있었다.

해석을 통해 성인 모델에 비하여Belt loading

고령자 모델의 경우 흉부의 변형량이 증가하고,

특히 반력이 가량 증가 하여 결과적으로 늑300N

골골절의 위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고령자 모델에서 흉부의 변형량과 반력이

증가하는 원인은 노화에 따른 늑골의 형상 변화

와 물성 변화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형상 변화로 인해 벨트와 늑골.

이 이루는 각도가 커짐에 따라 늑골에 부가되는

하중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영향이 물성 변화,

로 약해져 있는 늑골에 작용하게 되어 일반 성인

보다 늑골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용 차량

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다소 보장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별도의 평가 방법 개발 및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치의 개선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

령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상용



806

차량의 실제적인 벨트 장력 및 하중 방향을 고려

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차량 충돌 실험,

자료 및 해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

할 계획이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교통체계효율화사업(06

교통핵심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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