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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동결견 치료법 중 하나인 풍선성형술 시술에 필요한 

풍선카테터의 설계 요소를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동결견의 대표적인 치료방법 중 하나인 실시간 압력/부피 감시 

수압팽창술의 경우 견관절낭 주위의 조직이 섬유화가 진행된 

환자에서는 치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섬유화가 진행된 조직들 중에서 동결견 치료에 방해가 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오훼상완인대에 주목하고자 한다.    

오훼상완인대는 견관절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동결견이 진행될수록 섬유화, 비대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수압팽창술을 통한 치료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므로 오훼상완인대를 가소성 변화시킬 수 있다면 기존 

수압팽창술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훼상완인대를 가소성 변화시키기 위해서 풍선카테터를 이용하는 

시술법을 풍선성형술이라고 한다. 풍선성형술을 위한 풍선카테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재질, 직경, 길이, 최대 내압 그리고 주입에 

필요한 수액의 부피와 같은 설계 요소들을 알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 요소 법을 이용한 풍선성형술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풍선카테터의 설계 요소들을 구하고자 하였다. 

풍선성형술 모델은 오훼상완인대 모델, 풍선카테터 모델, 견관절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오훼상완인대 모델은 기존의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견관절 모델은 3차원 CT를 통해서 

그리고 풍선카테터 모델은 풍선카테터의 수치 정보와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의 물성치 자료를 통해서 모델링 하였다. 

풍선성형술 모델은 기존의 연구들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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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3구의 신선 냉동 카데바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로 

보정하였다. 이와 같이 보정된 풍선성형술 모델을 통해 231가지 

경우(오훼상완인대 길이 30 – 40 mm, 풍선카테터의 풍선 직경 10 

– 30 mm)의 유한 요소 시뮬레이션이 시행되었으며, 231가지 경우 

내에서 오훼상완인대의 가소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는 

76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76가지 경우에 필요한 

풍선카테터의 재질, 직경, 길이, 최대 내압 그리고 주입에 필요한 

수액의 부피와 같은 설계 요소를 각각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풍선카테터의 설계 요소들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풍선카테터들의 설계 요소들을 충족한다. 따라서 제시된 설계 

요소들은 풍선성형술을 위한 풍선카테터 제작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풍선성형술은 오훼상완인대 이외의 다른 

관절의 인대와 건들의 가소성 변화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풍선성형술, 동결견, 오훼상완인대, 풍선카테터, 모델링,  

카데바 

학   번 : 2005 - 2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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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동결견 

동결견(凍結肩, Painful stiff shoulder)은 전 세계 인구의 2%가 

앓고 있는 질병이다[1]. 대한민국 내에서는 2011년 기준 

전체인구의 3.2%가 동결견을 앓고 있다([그림 1]참조). 발병률이 

세계 평균치보다 1.5배 이상 높은데 그 중에서도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72.9%를 차지한다. 특히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에 비하여 

약 1.8배 많다. 이렇게 50세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오십견(五十肩, 50's Shoulder)이라고도 불린다 ①. 

동결견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외상이나 다른 

질병이 동결견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으며, 특히 당뇨병 환자는 

동결견에 걸리는 일이 아주 흔해, 그 비율이 10-36%에 달한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파킨슨병, 심장병, 뇌졸중 

환자에게 동결견이 비교적 자주 발생한다[1-5]. 

동결견은 주로 견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대부분 일 이년 이내에 자연 치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에서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상완 견갑 운동이 심하게 제한되어 견갑 흉곽 

운동만으로 거상이나 외전이 가능한 경우를 보게 된다[6, 7]. 

더욱이 동결견과 관련된 추적 연구에서 자연 치유로 보고 된 이후 

약 50%의 사람들이 여전히 통증과 구축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8]. 

동결견의 통증은 [그림 3]과 같이 통증단계를 거쳐 유착단계로 
                                            
① 건강보험정책원구원,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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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다. 이때 서서히 통증이 심해지면서 관절운동의 범위가 

줄어든다. 통증은 야간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더 심해지므로 

수면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노약자의 면역력 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동결견은 많은 수의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고, 

노약자들에게 건강상의 2차적 영향까지 줄 수 있는 바 개선된 

치료법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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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결견 통계 자료  

a. 세계 인구의 약 2.1% 가량이 동결견을 앓고 있다. b. 대한민국 인구의 약 

3.2%(약 202만명)이 동결견을 앓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8.3%(약 

2,580만명)이 동결견을 앓고 있다.) c. 대한민국 동결견 환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약 1.8배 정도 많다. d. 대한민국 연령별 동결견 환자를 보면 50대 이상이 72.7%

를 차지하고 있다. ② 

 

 

 

 

 

 

 

                                            
②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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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상견과 동결견의 차이 

관절 조영술에서는 관절강이 좁아져서 정상의 경우인 a와 다르게 동결견인 경우 b

와 같이 아래 쪽 액와부의 관절막이 늘어져 보인다. 또한 자기 공명 영상에서는 관

절막이 두꺼워진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관절경으로 관찰하면 관절강은 좁아져 있

고 전반적으로 충혈된 활막과 젖꼭지 모양의 증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③ 

                                            
③ Medical Multimedia Group (http://www.medicalmultimedia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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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결견으로 인한 통증 

a. 동결견이 진행되면 어깨를 들지 않더라도 만지지 못할 정도의 통증을 일으킨다. 

b. 동결견은 일반적으로 심한 동통, 야간통을 수반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수면 장애를 일으키며 노약자의 경우 면역력 약화의 원인이 된다. ④ 

 

 

 

 

 

 

 

                                            
④ “울고 싶어라~오십견”, KBS 생로 병사의 비밀 39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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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결견의 기존 치료방법 

1.2.1. 운동 치료 요법 

동결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법은 물리 치료로서 운동 치료 

요법이다. 통증이 감소되고 긴장된 근육이 풀려 관절의 운동범위가 

증가했을 때 시행하여 관절 운동 범위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이다. 

운동 치료 요법은 크게 수동 운동 요법과 능동 운동 요법이 

있다. 수동 요법은 [그림 4]의 a와 같이 환자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에게 어깨 통증을 심하게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자의 도움 하에 관절운동을 시행하는 것이다. 능동 운동 요법은 

[그림 4]의 b와 같이 환자 스스로 힘을 조절하는 상태에서 도구를 

이용하여 회전근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다.  

운동 치료 요법을 진행하다가 통증이 심하면 진통 소염제를 

함께 쓰기도 하며,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마취를 하여 강제로 

운동을 시키거나 스테로이드를 주입하기도 한다. 

운동 치료 요법의 순서는 운동 범위를 늘려주는 신장 운동, 

회전근 등장성 운동, 회전근 근력 강화, 적응 훈련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운동을 정기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동결견 초기에 

대개는 수술적 치료 없이 잘 회복된다[9]. 그러나 동결견이 여러 

단계 진행된 상태에서는 운동 치료 요법으로 치료가 어렵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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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운동 치료 요법의 대표적인 경우 

동결견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운동 요법을 시행한다. 운동 요법에는 크게 수동 요법

과 능동 요법이 있다. a. 수동 요법: 환자 혼자서 회전근 운동을 하지 못할 경우 보

조자의 도움을 통해서 어깨 운동을 실시한다. 환자는 어깨의 힘을 빼고 팔꿈치를 

90도 굽힌 상태에서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어깨를 내회전, 외회전 시킨다. b. 능

동 요법: 환자 혼자 회전근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무릎 서기 자세를 취한 후 탄

력 있는 줄을 이용하여 운동을 한다. ⑤ 

 

 

 

                                            
⑤ KRPATA CO. (http://www.krpata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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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관절 내시경을 통한 절개 수술 

6개월 정도의 충분한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구축을 

보이면 수압팽창술을 이용하거나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된다. 수술적 

치료의 경우 보통 관절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게 된다. 

관절내시경은 약 4 - 5mm의 가느다란 두께로, 끝부분에 초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관절 속을 약 8배 이상 확대해서 관절 속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 이것으로 관절통증의 진단과 동시에 

수술까지 가능하며 이를 이용한 수술을 관절내시경 수술이라고 

한다. 

이 수술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부분마취로 진행되며 

최소 침습 수술로서 바늘 구멍 크기의 흉터 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관절낭을 파열시키면 견관절 운동 시 관절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따라서 운동 

치료 요법이나 수압팽창술 등 비 수술적 치료 방법을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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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관절 내시경을 통한 견관절낭 절개 수술 

관절 내시경을 통한 견관절낭 절개 수술은 현재까지 알려진 동결견의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다. 그러나 수술적인 방법이며 견관절낭 및 주위 조직이 파손되어 관절

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 a. 관절 내시경 수술 전체 개념도, b. 내시경으로 절개

할 견관절낭을 보면서 쉐이버(Shaver)로 갈아 낸다. c.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견관절낭, d. 쉐이버(Shaver)로 갈아낸 견관절낭 ⑥ 

 

 

 

 

 

 

 

 

                                            
⑥ Orlin and Cohen Co. (http://www.orlincoh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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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수압팽창술 

동결견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운동 치료 요법이나 견관절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수술적 요법을 대신하여 1965년 Andren과 

Lunburg는 관절조영술을 시행할 때 관절낭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고 빼내는 과정을 반복하여 유착된 관절막을 완화시키려고 

시도하였고 이것이 수압팽창술의 유례가 되었다[12]. 

수압팽창술(Hydraulic distention)이란 [그림 6]과 같이 

유착된 견관절 내에  20 – 30 cc의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관절낭을 

펴주는 치료방법이다. 이를 위하여 관절낭 내 주사 바늘을 정확히 

위치시켜야 한다. 과거에는 관절낭 내 주사 바늘 삽입을 위해서 

Fluoroscopy를 보면서 Schneider anterior approach technique을 

이용하거나 x-ray를 활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Fluoroscopy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고 x-ray도 방사능 피폭이 우려되기 때문에 

근래에는 인체에 무해하며 연골, 건, 근육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초음파 영상을 이용한다[13].  

 그러나 일반적인 수압팽창술의 경우 주입해야 할 

생리식염수의 양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서 관절막이 파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수압팽창술로 관절막을 팽창시켰다고 하더라도 

관절막 주위의 인대들이 완전히 가소성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축하는 반동 현상(Rebound 

phenomenon)이 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파열된 관절막으로는 

수압팽창술을 다시 시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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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압팽창술을 통한 견관절낭의 확장 

수압팽창술은 근래에 많이 시술되는 동결견 치료 방법이다. 그러나 초음파 영상으

로 관찰하며 시술한다고 할지라도 과도한 수액 주입으로 견관절낭이 파열되는 경

우가 많이 발생한다. 수압팽창술의 경우 반동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이전 치

료로 파열된 경우 재 시술할 수 없다. a. 초음파 장비로 바늘의 위치와 수액의 부

피를 확인하면서 주입한다. b. 초음파 장비로 확인할 수 있는 견관절낭, c. 수압팽

창술을 이용하여 견관절낭을 확장하고 있는 x-ray 사진, d. 수압팽창술 시술 시 

과도한 수액 주입으로 인해서 견관절낭이 파열된 상태의 x-ray 사진[14] 

 

 

 

 

 

 

 

 



 

 12 

1.2.4. 실시간 압력/부피 감시 수압팽창술 

수압팽창술을 통해서 동결견 관절낭이 파열되는 경우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많이 진행되어 왔다[15-21]. 하지만 근래까지 

수압팽창술의 효과에 대한 임상 연구만 있을 뿐 어느 정도의 

수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주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없었다[13, 17, 20, 22-26].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관절낭 내 압력 변화를 관찰하면서 관절낭이 파열되기 전에 

수액 주입을 멈추고 최대로 팽창된 관절낭의 이완을 시킨 경우가 

관절낭을 파열시킬 때보다 치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21].  

그것은 관절낭이 파열이 되기까지 수액을 주입하는 기존의 

수압팽창술은 구축된 연부조직을 신전, 이완시키기 위한 응력 

이완(Stress-relaxation)과 가소성 변화(Plastic deformation)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절낭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액을 주입하여 동결견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실시간 압력/부피 감시 수압팽창술이라고 한다[21].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시간 압력/부피 감시 수압팽창술은 일반 

수압팽창술의 수동적인 방법을 자동화한 것이다. 수압팽창술에서 

진일보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결견 오훼상완인대 등 관절낭 주위의 인대 조직이 

비대해지고 섬유화가 진행된 동결견의 경우 실시간 압력/부피 감시 

수압팽창술로도 치료할 수 없음이 알려졌다[27]. 이는 

수압팽창술이라는 조건 하에서 아무리 정밀한 제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절낭을 터트리지 않으면서 관절낭보다 단단한 인대를 

연신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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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시간 압력/부피 감시 수압팽창술 개념도 

기존 수압팽창술과는 다르게 견관절낭이 파열되지 않도록 자동화된 장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압력과 부피를 감시한다. 이로 인해 기존 수압팽창술보다 좋은 치료 결

과를 얻을 수 있다[21].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오훼상완인대 등 견관절낭과 

관련된 조직이 섬유화 구축이 이루어진 경우 수압팽창술로는 동결견을 치료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사간 압력/부피 감시 수압팽창술을 그 연

구의 기반으로 하되 오훼상완인대 등이 섬유화 구축됐을 때의 치료 방법을 찾고자 

풍선성형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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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결견에서 오훼상완인대의 중요성 

오훼상완인대(烏喙上腕靭帶, Coracohumeral ligament)는 

견관절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그림 8]의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racoid process와 Humeral head를 연결하는 

인대(ligament)이다. [그림 8]의 b와 같이 일반적으로 

해부학적으로 관절낭에 독립적이며 [그림 8]의 c와 같이 동결견이 

진행될수록 섬유화, 비대화되는 경향이 있다 [28]. 

동결견 환자 치료에 있어서 실시간 압력/부피 감시 

수압팽창술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보고 되었다[27, 29].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는 [그림 8]과 같이 오훼상완인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6, 7]. 오훼상완인대가 구축된 경우 

수압팽창술 시 파열이 일어나는 부분은 동결견 치료의 대상이 되는 

관절낭이 아니라, 어깨 밑주머니(Subscapularis bursae)로 알려져 

있다[15, 22, 30].  

이는 오훼상완인대가 조직학적으로 섬유화되고 비후되면서 

관절낭보다 더 단단하게 관절을 수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7, 28, 

31-34]. 따라서 견관절 치료를 위해 관절낭 확장뿐만 아니라 

오훼상완인대도 확장시켜 줄 수 있다면 동결견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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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오훼상완인대의 해부학적인 고찰 

인대(Ligament)는 능동적으로 동작하는 근육과는 다르게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

는 섬유성 조직이다. 따라서 굉장히 치밀하며 큰 힘을 받아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다. 따라서 인대가 섬유화, 비대화되어 구축된 경우 견관절낭보다 훨씬 강한 힘으

로 관절을 수축시키게 된다. 인대는 일반적으로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

다. 따라서 인대가 파열된 경우 관절 탈구가 발생하게 된다. 오훼상완인대는 극상

근과 더불어 상완골두의 하방탈구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오훼상완

인대를 절단하게 되면 하방탈구가 생기게 된다. a. 오훼상완인대(Coracohumeral 

ligament)는 Coracoid process와 Humeral head를 연결하는 인대(ligament)이다. 

b. 오훼상완인대는 보통 폭이 15 mm정도이며, 길이는 30 - 40 mm 정도이다. 동

결견이 진행될수록 c, d, e단계를 거치면서 오훼상완인대는 더욱 비대해지고 단단

해진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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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풍선성형술 제안 

오훼상완인대가 구축된 동결견의 경우 오훼상완인대를 

절개하거나 확장하지 않으면 동결견 치료가 어렵다[27]. 

일반적으로 수술적 절개 방법은 확장 방법으로 치료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차선책이다. 더욱이 오훼상완인대는 견관절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훼상완인대의 절개는 관절의 

탈구를 유발할 수 있다[11]. 그러므로 절개를 하지 않는 

수술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부조직에 응력을 가하여 그 응력-

변형곡선(Stress-strain curve)상에 가소성(plastic)을 넘어서면 

반동 현상 없이 가소된 형태로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다[35, 36]. 

또한 Boardman et al.의 연구에 따르면 10구의 카데바 실험을 

통해서 오훼상완인대가 약 35.9% (35.9 ± 11.9%)의 연신율을 

가지면 가소성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보고 되었다[37]. 따라서 

오훼상완인대를 가소성 변화를 일으키는 영역까지 확장시키면 

오훼상완인대로 인한 동결견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훼상완인대는 Coracoid process에서 시작하여 Humeral 

head까지 연결되는 상대적으로 짧은 조직으로 [38-40]. 

일반적으로 30-40 mm정도이다 [27, 37]. 이러한 조건의 

오훼상완인대를 절개 없이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오훼상완인대의 

하단부에서부터 오훼상완인대를 밀어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오훼상완인대의 하단에 

삽입할 때는 작은 크기이면서 오훼상완인대를 확장하는 순간에는 

확대되는 의료장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오훼상완인대의 확장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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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카테터로 제안하고 이 풍선카테터를 이용하여 오훼상완인대의 

가소성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으로서 풍선성형술을 제시한다. 

[그림 9]는 풍선성형술의 특징을 기술한 것이다. 풍선성형술은 

실시간 압력/부피 감시 수압팽창술이 가지는 장점인 외래 

진료실에서의 경제적인 치료 가능, 2시간 정도의 짧은 시술 시간, 

바늘 구멍 크기 정도의 최소 침습 시술,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한 

고통 최소화 가능 등의 장점과 함께 지금까지 수술적 절개 

방법으로만 치료가 가능했던 섬유화된 인대의 가소성 변화를 절개 

없이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풍선성형술은 동결견의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섬유화된 조직으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하는 관절낭에는 

대부분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향후 다양한 영역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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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풍선성형술의 특징 

실시간 압력/부피 측정 수압팽창술과 비교하여 풍선성형술의 특징을 설명한 그림이

다. 그림에서와 같이 풍선성형술은 실시간 압력/부피 측정 수압팽창술에서 수액을 

견관절낭에 주입하여 간접적으로 오훼상완인대를 확장시키지 않고, 직접 오훼상완

인대 밑에 풍선카테터를 삽입하여 풍선의 팽창으로 확장시킴으로써 그 효과를 높

이는 시술 방법이다. 풍선성형술을 사용하면 수술 없이 일반 진료실에서 2시간 정

도의 치료를 통해 오훼상완인대 섬유화 구축으로 인한 동결견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늘 구멍 크기 정도의 최소 침습과 실시간 압력/부피 모니

터링을 통해서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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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풍선성형술 용 풍선카테터 요구 사양 

풍선성형술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크게 두 가지 

선행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풍선성형술에 적합한 풍선카테터를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풍선성형술 시 풍선카테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예상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풍선성형술을 임상에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진행될 때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거래하는 

풍선카테터 업체에 문의를 하였지만 풍선성형술에 적합한 

풍선카테터는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첫 번째 과제인 풍선카테터 

선정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과제인 풍선카테터의 동작을 예상할 수가 없었다. [그림 10]은 

이러한 과제들을 도식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풍선카테터는 3가지 요소에 의해서 정의된다. 이는 

[그림 10]의 a와 같이 풍선카테터 구입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풍선카테터 풍선의 직경 요소, 길이 요소, 재질 

요소이다. 이중 재질 요소는 풍선이 버틸 수 있는 최대 압력과 

관계가 있으며 직경 요소와 길이 요소는 풍선이 확장 시킬 수 있는 

인대의 최대 길이와 관계가 있다. 그러나 풍선성형술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풍선카테터의 정의 요소 이외에 풍선성형술을 

시술하기 위해서 주입해야 하는 수액의 부피와 풍선성형술로 

인대의 가소성 변화가 일어날 때 풍선에 걸리는 풍선 내압을 

알아야 한다. 또한 풍선카테터의 직경은 최소 침습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가장 작은 직경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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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풍선성형술을 위한 풍선카테터 

풍선카테터는 a와 같이 재질, 직경, 길이, 최대 부피, 최대 내압에 의해서 정의된다. 

(Boston scientific의 풍선카테터 카탈로그 중 일부) 따라서 위의 조건들을 정의하

면 풍선카테터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 b는 풍선성형술을 위한 풍선카테터를 정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계 요소들을 나타낸다. 즉 오훼상완인대 길이에 따라 풍선카

테터의 재질, 직경, 길이, 최대 부피, 최대 내압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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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구 가정 

본 연구는 카데바 실험을 통한 대표 풍선성형술 모델을 통해서 

임상 시험에 앞서 각각의 오훼상완인대의 경우에 따른 

풍선카테터의 설계 요소들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1.6.1. 유한 요소 모델링 가정 

유한 요소 모델링은 각 객체를 유한한 수의 요소로 나누고 각 

요소에 정해진 물리적인 법칙을 적용하여 예측하기 힘든 물리적인 

현상을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방법론이다. 따라서 물리적인 법칙을 

대변하는 독립된 물성치 정보가 전체 실험 군을 대표할수록 그 

신뢰성은 높아진다. 하지만 인체 모델링의 경우 각 실험군마다 그 

물성치 데이터가 차이가 난다. 따라서 독립된 실험 군으로부터 얻은 

물성치 정보를 많이 활용할수록 대표 모델로서의 신뢰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논문으로부터 얻은 물성치 자료 1개, 풍선카테터 

실험으로부터 얻은 물성치 자료 2개, 카데바 실험으로부터 얻은 

물성치 자료 6개, 총 9개의 독립된 실험 군 물성치 자료를 

활용하여 풍선성형술 대표 모델을 정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6.2. 카데바 데이터 가정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임상에서 동결견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 데이터 획득의 대상이 환자여야 

한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데이터를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해부학적으로 임상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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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물성치 정보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는 신선 냉동 

카데바(Fresh frozen cadaver)를 이용하여 물성치 정보를 획득하며 

이것을 임상에서 얻은 데이터에 상응한다고 가정한다. 

 

1.6.3. 카데바 실험 가정 

카데바 실험 시 어깨 부위를 절개하여 오훼상완인대를 노출한 

상태에서 실험하였다. 이는 견관절의 다른 조직에 비하여 

오훼상완인대의 Young’s modulus가 매우 크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깨 부위를 절개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정확한 카데바 실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내린 가정이다.  

 

1.6.4. 오훼상완인대 가소성 연신율 가정 

Boardman et al.의 연구를 통해서 오훼상완인대의 가소성 

연신율은 35.9 ± 11.9%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풍선성형술의 

시뮬레이션 구간을 24.0-35.9%와 35.9%-47.8%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47.8%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오훼상완인대가 가소성 

변화를 일으킨 후에 끊어지는 구간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소성 변화 

구간만 고려하기로 하였기에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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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구 목표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는 ‘동결견 치료를 위한 오훼상완인대 

풍선성형술에 최적화된 풍선카테터의 설계 요소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1.7.1. 첫째 – 모델링 

풍선성형술 모델은 오훼상완인대 모델, 풍선카테터 모델, 

견관절 모델과 같이 3가지 모델로 구성된다. 풍선성형술에 최적화된 

풍선카테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3가지 

모델을 구현한다. 

 

1.7.2. 둘째 – 카데바 실험을 통한 모델 보정 

풍선성형술 모델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물성치 보정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임상을 대신한 실험으로는 신선 냉동 

카데바를 통한 것이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신선 냉동 카데바를 통해서 얻은 물성치 정보를 가지고 

오훼상완인대 모델, 풍선카테터 모델, 견관절 모델을 각각 보정한다. 

 

1.7.3. 셋째 – 풍선카테터 설계 요소 

보정된 풍선성형술 모델을 시뮬레이션하여 최적화된 

풍선카테터의 설계 요소들을 제안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풍선성형술 시술 시 풍선카테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력, 부피 

등의 물리적인 현상들을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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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구 절차 

[그림 11]은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워진 연구 절차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기본적인 연구 방법은 개별 모델을 먼저 

연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복합 모델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증된 복합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얻고자 하는 

풍선카테터 설계 요소들을 제시한다. 

개별모델은 오훼상완인대와 풍선카테터로 구성되어 있다. 

오훼상완인대의 경우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모델링한다. 단 활용하는 연구 자료는 

근사식을 이용한 단순 모델링이 아니라 카데바 실험에 의한 물성치 

데이터를 통한 모델링으로 선택한다. 풍선카테터는 제조 회사에 

문의를 하거나 물성치 실험을 해 줄 수 있는 연구 기관에 의뢰한다. 

본 연구의 경우 회사를 통해서는 물성치를 알 수가 없어서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를 통하여 물성치 자료를 얻었다. 

복합모델은 우선 개발된 개별모델을 가지고 견관절 CT 이미지 

데이터와 합하는 과정과 카데바 실험을 통한 데이터를 가지고 

개별모델들을 보정하는 과정이 있다. 우선 해부학적인 도움을 받아 

개별모델들의 위치를 견관절 CT 이미지 상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카데바 실험에서 얻은 자료를 통하여 오훼상완인대의 물성치, 

풍선카테터의 물성치, 풍선카테터의 위치를 보정한다. 이때는 

최소자승법과 정한 기준에 의하여 최적으로 보정된 풍선성형술 

모델을 찾도록 한다. 

복합모델의 보정이 끝난 후에는 오훼상완인대 11가지 (30 – 40 

mm), 풍선카테터 21가지 (풍선직경 10-30 mm)에 따른 231가지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풍선카테터의 설계 요소들을 찾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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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때 기존에 수압팽창술을 실시하였을 때 오훼상완인대의 

가소성에 변화가 없어 본 연구를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수압팽창술에서 확장되는 구간까지는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경계조건이란 

유효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즉 

시뮬레이션의 시작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231가지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풍선카테터의 기준을 가지고 대표가 될만한 풍선카테터를 설계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풍선성형술에 필요한 풍선카테터의 

기준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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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절차 블록다이어그램 

연구 절차는 개별적인 모델을 복합 모델로 보정하고 그것을 응용하여 원하는 결과

를 얻어내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모델 과정으로는 오훼상완인대를 참고 문

헌의 물성치 자료와 수치 자료를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풍선 카테터는 카탈로그의 

수치 자료와 한국 고분자 시험 연구소의 물성치 자료를 활용하여 모델링한다. 개별 

모델은 풍선성형술 모델로 결합되어 6개의 카데바 실험 자료와 2개의 풍선카테터 

실험 자료로 보정한다. 이때 관절 내 풍선 확장 경계 조건을 수압팽창술 모델을 통

해 결정한다. 보정된 풍선성형술 모델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실험하고자 한 231개

의 모델을 시뮬레이션한다. 이 결과를 통해서 풍선성형술에 필요한 풍선카테터 설

계 요소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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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오훼상완인대 모델 

오훼상완인대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떠한 물성치를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오훼상완인대는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물성치에 대한 정보가 다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사식에 의한 모델과 카데바 실험을 통한 모델 두 

가지를 모두 구현하여 보았고 이를 통해서 근사식에 의한 모델이 

카데바 실험에 의한 모델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카데바 실험을 

통한 모델을 구하였다. 

 

2.1.1. 근사식에 의한 모델 

오훼상완인대에 관한 근사식 모델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다른 연구에 많이 인용된 Iwamoto et al.의 연구에 

따르면 [그림 12]의 a와 같이 오훼상완인대만이 아니라 견관절 

주위의 인대들은 [그림 12]의 c와 같은 식을 근사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41]. 이때 근사식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들은 

[그림 12]의 b를 따른다. [그림 12]의 d는 근사식에 의한 

오훼상완인대의 응력-변형 곡선(Stress-strain curv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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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오훼상완인대 근사식 모델 

a. Iwamoto et al.에 의해 제안된 어깨 유한 요소 모델에서의 각 인대(Ligament)

들의 위치로 오훼상완인대(Coracohumeral Ligament)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참고

하였다. b. Iwamoto et al.에 의해서 제안된 각각의 인대들의 근사식 매개변수들로 

c의 근사식 모델과 함께 모델을 정의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이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카데바를 통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c. 근사식에 의한 오훼상완인대의 응력-변

형 곡선(Stress-strain curve)으로 카데바 물성치 곡선이 일반적인 범위 내에 있

는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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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카데바 실험을 통한 오훼상완인대 물성치 

카데바 실험을 통하여 오훼상완인대의 물성치를 구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 Boardman et al.은 10구의 신선 

냉동 카데바(Fresh frozen cadaver)를 사용하여 [그림 13]의 a와 

같이 오훼상완인대만을 고정한 후 [그림 13]의 b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표 1]과 같은 통계값과 [그림 13]의 c와 같은 물성치 

곡선을 구하였다 [37]. 

또한 Boardman et al.의 연구는 본 연구의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그것은 오훼상완인대의 가소성 변화에 대한 연신율 

정보이다. [그림 13]의 a는 오훼상완인대의 초기값이 약 25 mm인 

카데바의 실험 결과이다. 이 그래프는 약 10 mm정도 연신이 

이루어진 후에 오훼상완인대가 가소성 변화를 일으켰다. [표 1]의 

결과를 보면 연신율이 35.9 ± 11.9%에서 오훼상완인대가 가소성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4.0 – 35.9 - 47.8% 

구간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구간을 이용하여 오훼상완인대의 

가소성 여부를 결정하였다. 즉 오훼상완인대의 가소성 구간을 24.0 

– 35.9%와 35.9 – 47.8%로 나누어 전자는 24.0%를 넘는 구간, 

후자는 35.9%를 넘는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물론 47.8%를 넘는 

경우도 가소성 변화를 일으키지만 이 구간은 최대 구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때의 안전 마진(Safety 

margin)으로 남겨 두기로 하였다. 

[표 2]는 [그림 13]의 c 그래프를 오훼상완인대 모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응력-변형 테이블로 변환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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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카데바 실험 오훼상완인대 물성치 

a: Boardman et al.는 10구의 신선 냉동 카데바의 어깨를 해부하여 오훼상완인대

의 연신율 실험을 시행하였다. b: 이 실험에 사용한 장비로 오훼상완인대의 부하-

연신 곡선(Load-elongation curve) 데이터를 정밀하게 획득할 수 있다. c: 획득한 

오훼상완인대의 부하-연신 곡선을 통해서 약 10 mm 이상 확장이 되면 가소성

(Plasticity)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연신율은 약 35.9%였다. 

 

 

[표 1] 카데바 실험 오훼상완인대 물성치 통계 

Boardman et al.이 연구한 10구의 신선 냉동 카데바를 통하여 얻은 오훼상완인대 

물성치 통계 자료로, 연신율이 35.9% (± 11.9)보다 크면 오훼상완인대에 가소성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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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카데바 실험을 통한 오훼상완인대 물성치 

Abaqus V6.10(Dassault system, France)에서 Raw data simulation을 하기 위해

서 응력-변형 테이블을 사용하였다. [표 2]는 Boardman et al.의 카데바 실험을 

통한 데이터로 향후 6개의 추가 카데바 실험을 통해서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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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근사식 모델과 카데바 실험을 통한 모델의 비교 

근사식 모델과 카데바 실험을 통한 모델을 만든 후에 두 

모델간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비교를 수행한 이유는 서로간 교차 

확인을 통해서 각 모델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카데바 실험 모델 

구현에 있어서의 실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림 14]는 근사식 모델과 카데바 실험을 통한 모델의 비교를 

그래프적인 측면([그림 14]의 a)에서 와 실제 오차 커브(Error 

curve, Difference curve)적인 측면([그림 14]의 b)에서 확인하여 

보았다.  

우선 그래프적인 측면에서는 응력이 0.2 MPa이 될 때까지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0.2 MPa을 지나면서부터 

카데바를 통한 모델은 근사식 모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Young’s 

modulus가 낮아진다. 이는 적은 응력으로도 많은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근사식 모델이 변형이 더 어렵게 구현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래프 상으로 확인해 보면 카데바 실험을 통한 

모델은 그래프의 요동(Fluctuation)이 근사식 모델보다 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한다. 

오차 커브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프적인 측면에서 다뤄보았던 

오차를 더 확실히 구별할 수 있다. 즉 0.2 MPa이 지나면 카데바의 

Young;s modulus가 근사식 모델의 경우보다 카데바 실험을 통한 

모델이 더 작아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모델의 비교를 통해서 카데바 실험을 

통한 모델을 위한 물성치 변환 테이블이 문제가 없음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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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근사식 모델과 카데바 실험을 통한 모델의 비교 

Iwamoto et al에 의해서 제시된 근사식 모델과 Boardman et al.에 의해서 제시된 

카데바 실험을 통한 모델과의 차이를 [그림 14]를 통해 비교해 보았다. a는 두 그

래프를 비교한 것이고, b는 각각의 응력에 따른 변형 차이를 비교해 본 것이다. 근

사식 모델과 카데바 실험을 통한 모델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으나 

응력(Stress)가 커질수록 그 차이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근사식 모델과 카데바 실

험을 통한 모델의 변형 차이는 응력이 커질수록 지속적으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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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시뮬레이션 

[그림 15]는 모델링한 오훼상완인대의 시뮬레이션 상황을 

보여준다. 색이 붉을수록 응력(Stress)가 많이 걸린 상태이고 

파랄수록 응력이 적게 걸린 상태이다. 오훼상완인대를 직육면체로 

가정했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대칭적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그림 15] 오훼상완인대 시뮬레이션 

Boardman et al.의 자료를 바탕으로 오훼상완인대를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였다. 

각각의 그림은 오훼상완인대의 길이에 따른 유한 요소들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파랗게 표시될수록 Stress가 없는 것이며, 붉게 표시될수록 Stress가 큰 것이다. a: 

초기 상태 L = 25.00 mm, b: 11.8% 확장 상태 L = 27.96 mm, c: 23.7% 확장 

상태 L = 30.92 mm, d: 35.9% 확장 상태 L = 35.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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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풍선카테터 모델 

2.2.1. 물성치 분석 

카데바 실험에서 사용한 풍선카테터는 UDT/8-2/5/40과 

UDT/10-2/5.8/40 모델이다. 모두 Boston scientific의 제품으로 

회사 측으로부터 물성치 실험 데이터를 받을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풍선카테터의 물성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에 물성치 분석 의뢰를 하였다. 

풍선카테터의 물성치 분석에 사용된 시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험방법: 제공받은 샘플로부터 폭 8 mm 의 시료를 채취하

여 시험 진행 

2. 시험기기: UTM(WL2100) 

3. 시험속도: 5 mm/min 

4. 로드 셀: 200 N 

5. 지간 거리: 10 mm 

6. 시험단위: CGS 단위계, SI(MKS) 단위계 

7. 시험온도: (23±2) ℃, (50±5) % RH 

 

물성치 분석 결과는 [그림 16]과 같다. 모두 7개의 

풍선카테터를 사용하였는데 [그림 1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번 

시료가 모든 시료 중 부하-연식 곡선에서의 값이 중간 값이어서 

2번 시료의 물성치 데이터를 모델링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2번 

시료의 물성치 데이터는 [표 3]과 같다. 그러나 [표 3]형태의 

물성치 데이터는 응력-변형 데이터로 변환해야 모델링을 할 수 

있어 [표 4]와 같이 변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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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풍선카테터 물성치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 

7개의 풍선카테터를 의뢰하였고 그 중 가장 대표 값이 큰 2번 시료의 물성치를 모

델링에 활용하였다. 약 1.0 mm때까지 연신된 후 가소성 변화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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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풍선카테터 물성치 (2번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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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물성치 변환 테이블 

Abaqua V6.1에서 모델링한 풍선카테터를 Hyperelatic으로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응력-변형 데이터가 필요하다. 

한국고분자시험연구원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표 4]와 같이 

변환하였다. 

또한 변환한 데이터가 제대로 변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17]과 같이 직선성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경우 풍선은 

[그림 1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소성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직선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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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풍선카테터 물성치 (모델링 용) 

[표 3]의 풍선카테터 물성치 데이터를 Avaqus V6.1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력-변

형 테이블로 변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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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풍선카테터 물성치 커브 

풍선카테터의 물성치 커브는 직선성이 R2 = 0.9939이다. 이때 Young’s modulus 

= 1/(0.1295 [MPa]) ≅  7.72 MPa이다. 일반적인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의 Young’s modulus ≅ 3000 MPa이다. 따라서 Boston Scientific

의 풍선카테터 재질 인 PolyArmour는 단순한 PET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같은 응력에서 PET보다 변형이 잘되는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1 

2.2.3. 시뮬레이션 

모델링된 풍선카테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풍선을 선풍기 모양으로 펼치는 

부분은 시뮬레이션의 복잡도를 증가시키는 것에 비해서 실제 필요 

없는 부분이다. 즉 [그림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풍선카테터의 팽창은 일반적으로 3단계를 거친다. [그림 18]의 a, b, 

c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말려있는 상태, 선풍기 모양으로 

펴지는 상태, 원기둥 모양으로 팽창하는 상태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중 [그림 18]의 b단계인 선풍기 모양으로 펼쳐지는 단계의 

시뮬레이션은 간단하게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림 19]와 같이 풍선을 한번 완전히 팽창시켰다가 

외부에서 눌러서 공기를 빼는 방식으로 수축 형태의 상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서 카데바 실험에서도 똑같이 

풍선을 완전히 팽창시킨 후 다시 수축시켜 카데바의 오훼상완인대 

하단에 삽입하였다. [그림 20]는 풍선이 팽창하는 단계의 

시뮬레이션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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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풍선카테터의 팽창 단계 (3단계) 

풍선카테터는 팽창 시에 일반적으로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a와 같이 풍선

카테터가 접혀 있는 상태, b와 같이 풍선카테터가 선풍기(Fan) 모양으로 펴지는 

상태, c와 같이 풍선카테터가 원기둥 모양으로 팽창하는 상태가 그것이다. 이 중에

서 선풍기 모양으로 펼쳐지는 단계는 시뮬레이션의 복잡도를 증가시키는 것에 비

해서 단순 팽창 모델로 바꿀 수 있는 부분으로 불필요한 부분이다. 

 

 

 

[그림 19] 풍선카테터 모델의 수축 시뮬레이션 

선풍기 보양으로 펼쳐지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대체한 것으로 풍선을 납작하게 찌

그려 트려다가 다시 펼치는 방식이다. a, b, c, d의 단계에 따라서 각각 풍선이 완전

히 펴진 상태, 풍선이 전체 부피의 16.5% 수축한 상태, 풍선이 전체 부피의 33% 

수축한 상태, 풍선이 전체 부피의 50% 수축한 상태를 나타낸다. 실제 카데바 실험 

시에도 이렇게 선풍기 모양으로 부풀린 풍선 카테터를 다시 눌러서 오훼상완인대 

밑에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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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풍선카테터 모델의 팽창 시뮬레이션 

풍선카테터가 팽창하는 시뮬레이션 모델로 a, b, c, d 각각 풍선이 완전히 펴진 상

태, 풍선이 최대 한계치의 33% 팽창한 상태, 풍선이 최대 한계치의 66% 팽창한 

상태, 풍선이 최대 한계치의 100% 팽창한 상태를 나타낸다. 파란색 부분은 응력이 

작은 부분, 붉은 색 부분은 응력이 큰 부분으로 연신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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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카데바 실험용 실시간 압력/부피 측정 장비 

2.3.1. 전체 시스템 

카데바 실험을 통하여 압력-부피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실시간 압력/부피 측정 장비가 필요하다. 이 측정 장비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실시간으로 압력/부피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압력의 해상도는 0.001 atm 이하, 부피의 해상도는 

0.01 ml 이하여야 한다. 

3. 풍선카테터(UDT/8-2/5/40 및 UDT/10-2/5.8/40)의 

최대 내압인 12 atm까지 주사기 피스톤을 밀 수 있어야 

한다.  

4. 설정한 압력, 부피에 따라서 지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펌프가 지능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는 실험에 사용할 

신선냉동 카데바가 희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자가 기계를 

미숙하게 조작할 경우에도 실험 자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지능적 제어 시스템 및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그림 21]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측정 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 블록다이어그램이다. 기본적으로 크게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드(Board)부는 펌프를 제어하기 위한 

펌프 제어 보드, 압력 센서로부터 압력을 전달받기 위한 아날로그 

ADC보드 그리고 지능적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펌웨어 보드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4개의 부분은 사용자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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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보정/측정)를 받기 위한 풋스위치(Foot switch),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 센서(Pressure sensor), 주사기를 밀기 위한 

펌프(Pump), 압력-부피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표시하고 펌웨어 

보드와 통신하기 위한 PC가 그것이다. 

전체적인 동작 방법은 압력 센서를 풍선카테터와 연결 시킨 후 

펌프에 주사기를 장착한다. 그리고 PC를 통하여 펌웨어 보드에 

실험 설정 정보를 전달하고, 풋스위치를 이용하여 실제 실험을 

개시/중지/종료 하도록 개발되어 있다. 

 

 

[그림 21] 측정 장비 블록다이어그램 

실시간 압력/부피 측정 장비는 크게 보드(Board)부, 펌프(Pump)부, 센서(Sensor)

부, 풋스위치(Foot switch)부, PC부와 같이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PC로부터 

명령을 받아 풋스위치로 동기 신호를 처리하고 펌프를 동작시키면서 압력을 측정

한다. 이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펌웨어가 시스템을 정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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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하드웨어 사양 

측정 장비에 사용된 하드웨어 모듈은 [그림 22]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펌프와 펌프 제어 보드로 구성된 펌프 모듈, 

아날로그 압력 데이터를 얻기 위한 ADC보드와 센서로 구성된 

아날로그 모듈, 실험 중 사용자의 제어 신호를 받기 위한 풋스위치 

그리고 지능형 시스템을 구현하고 다른 모든 모듈들을 중개하기 

위한 펌웨어 모듈이 그것이다. 

펌프 모듈은 Harvard apparatus사의 High Pressure OEM 

Syringe Pump Modules을 사용하였다. 이 펌프 모듈은 [표 6]과 

같이 카데바 실험용 실시간 압력/부피 측정 장비가 필요로 하는 

요구 사항(0.01 ml 이하의 해상도)을 만족시킨다.  

아날로그 모듈에서 압력 센서의 경우 GE(General 

Electronics)사의 NPC-100 의료용 압력센서를 사용하였다. 

NPC-100은 AAMIN(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의 기준을 만족하며 해상도 0.001 atm, 

최대 측정 압력 20.413 atm으로 카데바 실험의 요구 사항도 

충족시킨다. 또한 ADC보드는 NI(National Instrument)사의 USB-

6009를 사용하였다. 이 보드는 14-bit, 48 kS/s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펌웨어 모듈은 ATmel사의 ATmega128 MCU와 Silicon 

Lab사의 CP2103 USB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ATmega128은 

2개의 USART 포트와 4개의 GPIO 포트 그리고 128kByte의 

Flash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서 지능형 시스템의 중개기를 

구현하는데 용이하다.  

풋스위치는 FSW-20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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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측정 장비 하드웨어 모듈 

측정 장비 하드웨어 모듈은 다음과 같다. a. 펌프 및 펌프 제어 보드 (High 

Pressure OEM Syringe Pump Modules, Harvard apparatus),  b. 펌웨어

(Firmware)보드, c. 풋스위치(Foot switch), d. 센서와 ADC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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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Pump module (Harvard apparatus) 사양 

 

 

 

Type

Microprocessor,

single syringe,

infusion/withdraw

Pump Function Infuse/Withdraw

Flow Rate Minimum 0.0014

Flow Rate Minimum UOM
µl/hr

(with 0.5 µl syringe)

Flow Rate Maximum 26.56

Flow Rate Maximum UOM
ml/min

(with 50/60 ml syringe)

Syringe Size Minimum 0.5

Syringe Size Minimum UOM µl

Syringe Size Maximum 50-60

Syringe Size Maximum UOM ml

Average Linear Force 200

Average Linear Force UOM lbs (Peak)

Communications RS-232

Accuracy 0.5

Accuracy UOM %

Reproducibility 0.1

Reproducibility UOM %

Motor
0.9° step

angle motor

Step Rate Minimum 6.8

Step Rate Minimum UOM sec/step

Step Rate Maximum 416.7

Step Rate Maximum UMO msec/step

Pusher Travel Rate Minimum 2.9068

Pusher Travel Rate Minimum UOM mm/min

Pusher Travel Rate Maximum 47.6

Pusher Travel Rate Maximum UOM m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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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지능형 제어 시스템 

지능형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펌웨어 보드에는 [그림 

23]과 같은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다. ATmega128의 USART 

포트를 통해서 펌프 제어 보드와 통신하며 GPIO 포트를 통해서 

ADC보드와 통신을 한다. 주 처리(Main process) 시스템을 통하여 

PC로부터 전달 받은 실험 프로세스들을 처리하며 장비 자체에서 

생겨난 문제를 감시하고 처리하며 [그림 24]와 같이 외부에서 생긴 

응급 상황에 대응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그림 23] 측정 장비 제어 시스템 블록다이어그램 

전자회로는 크게 펌프 제어 보드(Pump Control Board), 펌웨어(Firmware) 보드, 

ADC 보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ADC보드는 압력 센서로부터의 압력 값을 전압 

값으로 변경하여 펌웨어 보드를 통해 PC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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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측정 장비 예외 처리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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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소프트웨어 시스템 

카데바 실험용 실시간 압력/부피 측정 장비의 PC 소프트웨어는 

예측이 불가능한 실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소프트웨어는 MS(Microsoft)사의 Windows XP SP3에서 

MS사의 Visual C#과 .NET 프레임워크(Framework) 3.5로 

작성되었다. .NET 프레임워크는 CLR(Common Language 

Runtime)이라는 가상 기계(Virtual machine)의 

명령어(Instruction)상에서 동작하는 클래스 라이브러리(Class 

library) 집합이다. .NET 프레임워크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기종, 

다른 OS 상에서의 동작을 보장한다. 이는 후속 연구의 환경에 

상관없이 현재 개발된 시스템을 그대로 재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5]는 개발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블록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PC의 기종에 상관없이 MS .NET 프레임워크로 

펌웨어 보드와의 통신을 위한 USB 모듈, 신호 처리를 위한 DSP 

모듈, 아날로그 모듈 제어를 위한 디지털 통신 모듈(Digital 

Communication Module), 데이터 저장을 위한 파일 관리 모듈, 

에러 메시지 처리를 위한 윈도우 메시지 모듈이 개발되었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NI사의 Measurement 

Studio 2009에서 제공하는 Chart와 MS .NET에서 제공하는 

Textbox, Button, Progress bar 클래스를 사용하였다. 

 



 

 52 

 

[그림 25] 측정 장비 소프트웨어 블록다이어그램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NET 프레임워크, USB 모듈, DSP 모듈,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NET 프레임워크는 전체 시스템을 운영

하는 가상 기계(Virtual machine)이다. 이를 통해서 운용되는 PC와 OS에 상관없

이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다. USB 모듈은 펌웨어 보드와 USB 통신을 하기 

위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듈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은 .NET 플랫폼을 이용

하여 사용자에게 장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환경(Graphic User 

Interface)를 제공하기 위한 모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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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카데바 실험을 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만큼 최대한 

많은 정보를 최대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그림 

26]에서와 같이 병원 및 환자 정보를 통해서 현재 카데바 실험을 

하고 있는 장소와 카데바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사기(Syringe) 정보, 주입 속도 정보를 통해서 현재 실험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대 압력과 절대 

압력을 따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압력 오프셋(Offset)을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주입 부피와 전체 주입 

부피를 따로 계산하여 카데바 실험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험 시작 시 마다 보정을 하도록 구성하여 보정 없이 

실험이 진행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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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측정 장비 사용자 인터페이스 

카데바 실험 오동작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

스가 구성되어 있다. 우선 병원 및 환자 정보, 주사기 정보, 주입 속도 등을 결정 

한 후 Start버튼을 클릭하면 측정 준비 상태가 된다. 이때 보정용 풋스위치를 누르

면 보정이 시작되며 하단의 파란색 진행바가 모두 차면 보정이 끝나게 된다. 이 상

태에서 측정 풋스위치를 누르면 측정을 시작하게 된다. 연속 측정을 위해서 현재 

주입 부피와 전체 주입 부피를 따로 표시했으며 측정이 끝난 후에는 END/PRINT 

버튼을 클릭하여 측정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린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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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실시간 압력/부피 측정 장비 

개발된 실시간 압력/부피 측정 장비는 카트(Kart)를 사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일반 외래 진료실과는 달리 

카데바를 실험하는 장소에서는 장비가 실험에 맞도록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트 내부에는 베어본 컴퓨터를 내장하여 적은 

공간에서 카데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7]은 개발된 

전체 측정 장비의 모습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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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실시간 압력/부피 측정 장비 

개발된 실시간 압력/부피 측정 장비는 그림과 같다. 장비는 c와 같은 하드웨어 부

분과 b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a는 이동형 카트에 

장착된 실시간 압력/부피 측정 장비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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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카데바 실험 

2.4.1. 실험 과정 

카데바 실험에 사용된 신선 냉동 카데바는 [표 6]과 같다. 

카데바 실험 과정은 So-ra Baek의 논문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27].  

1. 오훼상완인대의 단면을 초음파 탐색자와 삽입된 두 

개의 금속 표지자를 사용하여 길이를 측정하였다. 

2. 공기 중에서 실험에 사용할 풍선카테터를 팽창시키면서 

데이터를 기록하였다. 

3. [그림 28]와 같이 견관절 내측으로 쇄골의 중심선을 

따라 대흉근의 일부가 드러날 수 있게 피부를 절개하고 

견관절 외측으로 피부를 박리하였다. 이후 삼각근을 

기시부에서 절개하여 아래로 젖히고 대흉근을 아래로 

젖힌 후 내측으로 소흉근과 외측으로 오훼상완인대를 

비롯한 전상방의 견관절 구조물을 관찰하였다. 

4. [그림 29]의 a와 같이 풍선카테터를 오훼상완인대와 

위상완관절인대(Superior glenohumeral ligament) 

사이의 공간에 오훼상완인대 섬유의 진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삽입하였다.  

5. [그림 29]의 b와 같이 초음파 영상을 활용하여 

풍선카테터가 오훼상완인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6. 개발된 실시간 압력/부피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그림 

29]의 c와 같이 풍선을 팽창시키고 [그림 29]의 d와 

같이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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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신선 냉동 카데바(Fresh frozen cadaver) 정보 

카데바 실험에 사용한 신선 냉동 카데바의 정보이다. 모두 3구를 사용하였으며 각

각 오른쪽/왼쪽 어깨를 사용하여 총 6개의 물성치 데이터를 얻었다. 

 

 

[그림 28] 카데바 실험 준비 과정 

풍선성형술의 카데바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림의 순서와 같은 방법으로 해부하였

다. a. 쇄골 중간 라인(Mid-clavicular line)에서 오훼상완인대의 위치를 예상한다. 

b. 피부(Skin)를 절개하고 피하조직(Subcutaneous tissue)을 제거한다. c. 삼각근

(Deltoid muscle)이 노출된다. d. 삼각근을 제거한다. e. 어깨 관절 주변의 인대

(ligament)들을 확인할 수 있다. f. 어깨 관절 주변을 제거하여 오훼상완인대 실험

을 준비를 완료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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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카데바 실험 과정 

[그림 28]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된 카데바를 가지고 물성치를 얻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실험 순서는 그림의 순서와 같이 a. 카데바의 어깨 부위를 절개하여 오훼

상완인대가 노출되도록 한 상태에서 풍선카테터를 오훼상완인대 하단에 삽입한다. 

b. 초음파 장비의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풍선카테터가 오훼상완인대 정위치에 있도

록 이동시킨다. c. 오훼상완인대 하단에서 풍선카테터를 팽창시킨다. d. 오훼상완인

대 하단에서 풍선카테터를 팽창시킬 때의 압력과 부피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측정 데이터를 저장한다[27]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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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카데바 부피-압력 커브 

카데바 실험을 통해서 얻은 부피-압력 커브 그래프는 [그림 

30]와 [그림 31]와 같다. 카데바 실험을 통해서 총 8개의 물성치 

정보를 얻었다. 

[그림 30]은 풍선카테터를 팽창 시킨 후 다시 납작하게 만들고 

다시 팽창시키면서 측정한 압력-부피 곡선이다. 카데바 실험에서 

실험 #1, 2는 UDT/8-2/5/40 풍선카테터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으며 실험 #3은 UDT/10-2/5.8/40을 가지고 실험을 하였다. 

따라서 [그림 3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가지 풍선 카테터의 

데이터를 구하였다. 

[그림 31]은 카데바 #115, 116, 119을 통해서 얻은 실험 

결과이다. 카데바 #115, 116은 UDT/8-2/5/40를 사용하였으며 

카데바 #119는 UDT/10-2/5.8/40를 사용하였다. 

 

 

[그림 30] 풍선카테터 실험 결과 

그림은 a. UDT/8-2/5/40 풍선카테터의 공기 중 실험한 결과와 b. UDT/10-

2/5.8/40 풍선카테터의 공기 중 실험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실험은 풍선카

테터를 먼저 완전히 팽창 시킨 후 다시 납작하게 접어서 실행되었다. 이는 모델링 

가정을 이와 같이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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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풍선성형술 실험 결과 

a, b, c, d의 경우 풍선카테터 UDT/8-2/5/40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e, f의 경우 

풍선카테터 UDT/10-2/5.8/40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이다. 풍선카테터를 공기 중

에 실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풍선을 먼저 팽창 시킨 후 다시 납작하게 만들어서 

삽입하였다. 이는 풍선성형술 모델을 이렇게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풍선카테터와 같은 3가지 Phase가 존재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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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풍선성형술 모델 

풍선성형술 모델링을 하기에 앞서서 풍선을 강체(Rigid 

body)로 가정하고 간단한 수치 정보를 얻었다. 이는 시뮬레이션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직관적으로 찾아내는데 도움을 준다. 

 

2.5.1. 강체 모델 수치 계산 

강체 모델은 [그림 32]과 [그림 33]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고려해 보았다. 그 이유는 [그림 32]고 같이 

풍선카테터의 풍선 하단부가 완전히 고정된 경우 같은 풍선의 

직경으로 오훼상완인대를 가장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간단한 전개로 확장률 P를 구할 수 있다. 

 

L0: 초기 오훼상완인대 길이, L: 확장된 오훼상완인대 길이 

r: 풍선카테터 풍선의 직경 

 

a = L0 / 2 

b = r×θ (단 θ = 2 ×·) 

L = 2 × (a + b) 

tan (θ/2) = r/(L0/2) = 2r/L0 

θ = 2 × arctan(2 × r / L0) 

L = L0 + 4 × r × arctan(2 × r / L0) 

P = (L - L0)/L0 

 

∴ P = 4 × r × arctan(2 × r / L0) /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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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강체 모델 (풍선카테터 하단 고정) 

풍선카테터를 강체(Rigid body)로 가정하고 하단부를 고정했을 때의 모델. 가장 

작은 풍선카테터로 오훼상완인대를 가장 길게 확장할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실

제 시뮬레이션에서 이 값보다 큰 값이 나온다면 시뮬레이션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표 7] 강체 모델 (풍선카테터 하단 고정) 

오훼상완인대 길이와 오훼상완인대를 35.9% 이상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풍선의 직

경으로 최소 14 mm 이상의 풍선 직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직경은 가장 작

은 풍선으로 확장 가능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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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과 같은 경우는 강체인 풍선의 중단부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풍선이 오훼상완인대를 확장시키는 경우 중에서 

가장 그 영향력이 적은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결과는 앞서 풍선의 하단부를 고정했던 경우와 풍선의 중단 부를 

고정한 경우의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전개로 

확장률 P를 구할 수 있다. 

 

L0: 초기 오훼상완인대 길이, L: 확장된 오훼상완인대 길이 

r: 풍선카테터 풍선의 직경 

 

a = �(L0/2)2  −  𝑟2 

b = r × θ (단 θ = 2 ×·) 

L = 2 × (a + b) 

tan θ = r / a = r / �(L0/2)2  −  𝑟2 

θ = arctan(r / �(L0/2)2  −  𝑟2) 

L = 2 × (�(L0/2)2  −  𝑟2 + r × arctan(r/�(L0/2)2  −  𝑟2) 

P = (L - L0) / L0  

 

∴ P = (2 × (�(L0/2)2  −  𝑟2 + r × arctan(r /�(L0/2)2  −  𝑟2) 

- L0) /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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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강체 모델 (풍선카테터 중단 고정) 

풍선카테터를 강체(Rigid body)로 가정하고 중단부를 고정했을 때의 모델. 일반적

인 경우 오훼상완인대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장 큰 풍선의 직경이 필요한 경우를 

예측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다. 

 

 

[표 8] 강체 모델 (풍선카테터 중단 고정) 

오훼상완인대 길이와 오훼상완인대를 35.9% 이상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풍선의 직

경으로 최소 27 mm 이상의 풍선 직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직경은 가장 일

반적으로 일어 날 수 있는 단순 계산식의 의한 풍선 직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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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강체 모델 검증 시뮬레이션 

강체 모델은 풍선성형술 모델을 시뮬레이션했을 때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유효한 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다.  

풍선성형술 모델을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먼저 오훼상완인대 

모델과 풍선카테터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때 

시뮬레이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풍선카테터는 구형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3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강체 풍선을 하단부에 

고정했던 [그림 32]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우선 

풍선카테터의 풍선이 찌그러짐으로 인해서 상단부와 하단부의 

모양이 대칭이 되지 않는다. 또한 오훼상완인대와 접촉하는 부위는 

접촉한 부위부터 형상이 변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훼상완인대 자체도 직선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곡선적으로 

확장된다. 

강체 풍선을 중단부에 고정했던 [그림 33]과 비교해 보면 

중심부가 중단부에 고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풍선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하단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변형이 

되면서 측면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4]의 실험을 통해서 같은 풍선 직경에서 

오훼상완인대를 가장 많이 늘어나게 하는 하단부 고정과 가장 적게 

늘어나게 하는 중단부 고정 사이에 실제 모델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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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강체 모델 검증 시뮬레이션 

풍선카테터를 강체로 가정한 강체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오훼

상완인대와 풍선카테터에 물성치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b, c, e, f 단계

로 등각면에서 풍선이 확장되는 상태를 나타내며, a, d단계로 측면에서 풍선이 확장

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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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시뮬레이션 시간 

오훼상완인대 1종류에 따른 풍선카테터 1종류의 시뮬레이션을 

1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의 다음의 회수만큼 

부동소수점 연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오훼상완인대 1123 요소(elements) 

2. 풍선카테터 1258 요소 

3. 물성치에 의한 2696 단계 

4. 3차원 공간의 한 점 4개의 x 4 byte double 변수(Variable) 

 

이를 계산해 보면 시뮬레이션 1회를 하기 위해서는 62.5 

GByte(≅ 1123 x 1258 x 2969 x 4 x 4 Byte)의 부동 소수점 

연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현재 Intel사의 Xeon X5660 (8 개의 코어, 하이퍼스레드 

지원, 16개의 스레드)을 장착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할 경우 약 

6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하려는 231가지(오훼상완인대 11가지, 

풍선카테터 21가지) 경우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약 

1386시간(약 57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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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수압팽창술 모델 

2.6.1. 수압팽창술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이미 보고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수압팽창술로는 섬유화된 

오훼상완인대를 가소성 변화가 일어나는 길이까지 확장시킬 수 

없음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압팽창술이 일어나는 

확장 구간까지는 오훼상완인대의 가소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만큼 그 구간 이후부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간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압팽창술로 어느 정도 영역까지 견관절낭의 확장이 일어나는 

지를 알아야 하며 이 영역을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선 냉동 카데바의 견관절낭에 치과용 인상재를 

주입하고 그 인상재를 통하여 얻은 인상을 3차원 스캐닝을 통하여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수압팽창술의 임상적 진행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압팽창술로 오훼상완인대 가소성 확장을 

일으키기 전에 견관절 하단부의 어깨 캡슐이 먼저 파열됨을 인상 

자료로부터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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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시뮬레이션 시간 단축 방법 제안 

이전 연구들을 통해서 수압팽창술로는 오훼상완인대를 35.9% 이상 확장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수압팽창술로 확장되는 영역까지는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아도 35.9%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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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인상재 선택 

수압팽창술의 인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상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신선 냉동 보존된 카데바 실험에서 사용할 수압팽창술 인상용 

인상재는 다음의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하고 값이 싸야 한다. 

2. 독성이 없고 안전해야 한다. 

3. 14 Gauge 바늘을 통과하여 주입이 되어야 한다. 

4. 양생 시간은 15℃ 조직 내에서 10분 이상이어야 한다. 

5. 양생 시간은 20℃ 공기 중에서 20분 이내여야 한다. 

6. 양생 시간은 표면 온도 15℃의 Cadaver에서 2시간 

이내여야 한다. 

7. 조직과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된다. 

8. 조직의 형태를 정확히 인상(Impression)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에서 제시한 15℃는 일반적인 카데바의 내부 온도이다. 

따라서 15℃에서 양생이 되지 않으면 후속 조치를 할 수 없는 

카데바 실험에서 인상을 얻을 수가 없다. 10분 이상의 양생 시간이 

필요한 이유도 80 ml정도의 인상재를 주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0분 정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분 이내에 굳어 버리면 

인상재를 모두 주입하지 못하게 된다. 20℃ 공기 중에서 20분 

이내의 양생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인상재를 모두 주입한 

후에 주입기의 입구로 인상재가 역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카데바 실험을 하는 공간의 온도가 2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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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직은 열변성에 약하기 때문에 양생 시 많은 양의 열을 

방출하면 안 된다. 일반적인 인상재의 경우 경화 시 대부분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한 사항이 된다. 조직과 

화학적인 반응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수압팽창술 인상은 조직의 

물성을 최대한 변성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부학적인 인상을 구현하는 경우 

포매제(Embedding Agent), 폴리우레탄(Polyurethane), 

폴리아크릴(Acrylic polymer)을 많이 사용한다.  

포매제의 경우 물 : 젤라틴(Gelatin) : 메틸렌블루(Methylene 

Blue)를 1 L : 300 g : 0.5 g의 비율로 섞어서 만들었다. 그러나 

경화 시 너무 많은 열이 발생하여 냉각 상태에서 사용하여야만 

했으며 조직의 물성을 변화시키고 온도가 상승하여 팽창 인상을 

얻는데 사용할 수가 없었다.  

폴리우레탄의 경우 Polyurethane Pellet을 사용하였다. 

Polyurethane Pellet은 점성이 낮고, 단단하지만(큰 Hardness) 

독성이 있어서 예측하기 힘든 카데바 실험에서 다루기 쉽지 않아 

배제하였다. 

폴리아크릴의 경우 Mercox®를 사용하였다. Mercox®은 

당겼을 때 잘 끊어지고(작은 Elongation to Break) 사용하기에 

너무 물러서(작은 Hardness) 배제하였다. 

해부학에 사용하지는 않으나 인상용 레진(Rezin, epoxy)을 

실험해 보기도 하였다. 인상용 레진은 점성이 낮고 단단하게 굳지만 

경화시 70도 이상의 열을 발산하여 조직의 팽창 인상을 얻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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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선택된 것이 치과용 인상재(Dental Impression 

Material)로 주어진 요구 사항을 가장 근접하게 만족하였다. 

 

2.6.3. 치과용 인상재 

치과용 인상재의 사양에는 대부분 입안에서 굳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Time in Mouth)만 명기되어 있다. 그것은 치과용 

인상재가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치아의 인상을 획득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카데바 실험에서는 이보다 

많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12가지 

치과용 인상재 중에서 기본 사양이 카데바 실험에 가장 적합한 

4가지 인상재를 우선 선택하여 요구사항에 맞는지 실험하였다. 실험 

조건은 인상재 선택 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았다. 

 

1. 독성 여부 

2. 섞은 후 바로 14 Gauge 바늘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20 ℃ 공기 중에 굳는 시간 

4. 20 ℃ 바늘 속에서 굳는 시간 

5. 바늘 속에서 손으로 잡았을 때 굳는 시간 

6. 15 ℃ 조직 속에서 굳는 시간 

7. 조직과의 반응성 여부 

8. 조직 족에서 온도 변화 

 

[그림 36]은 4가지 인상재를 보여준다. 그림에서와 쉽게 

판별할 수 있듯이 각각의 인상재는 점성이 차이가 있다. [표 9]는 

위에서 설정한 실험 조건에 따라서 4가지 임상재를 실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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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다. 모두 치과용 인상재로 한국 식품의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따로 독성 반응을 실험해 보지는 않았다. 14 

Gauge 바늘 통과 실험에서는 PERFECT-F VPS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인상재가 적합한 결과를 보였다. PERFECT-F VPS의 경우 

인상제가 경화되지 않았음에도 표면 마찰이 커서 주사 바늘을 

통과하지 못했다. 20℃ 공기 중에서는 모두 20분 이내에 

경화되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0℃ 바늘 속에서 굳는 

시간이 최소 10분은 되어야 카데바에 인상재 주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데 DentalSil LightBody XLV(SungboTech, 

Uijeongbu-si, South Kore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6분 이내에 

경화되었다. DentalSil LightBody XLV의 경우 15℃ 조직 속에서 

경화되는 시간이 60분 내외로 120분 내외여야 하는 요구 사항을 

만족하였다. 또한 치과용 인상재로서 조직과의 반응성이 전혀 

없었으며 소수성(Hydrophobic) 물질로 관절 캡슐 조직과 쉽게 

분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압팽창술 인상 획득용 인상제로 

DentalSil LightBody XLV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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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수압팽창술 인상 획득용 인상재 

치과용 인상재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4가지를 선별하였다. a. DentaSil Lightbody 

XLV, b. Aquasil Ultra XLV, c. Fexitime, c. PERFECT-F VPS이다. 각각의 인상

재는 독성, 바늘 통과 가능성 여부, 온도에 따른 굳는 시간, 생체 조직(돼지 고기) 

속에서의 굳는 시간, 조직과의 반응성, 조직 내에서의 온도 변화 등을 실험을 통하

여 구한 후 선별하였다. 

 

 

[표 9] 수압팽창술 인상 획득용 인상재 실험 결과 

수압팽창술 인상 획득을 위해서 12가지 치과용 인상제 중 4가지 인상제를 상세히 

실험해 보았다. 우선 치과용 인상제이기 때문에 모두 독성은 없었으며 20℃ 공기 

중에 굳는 시간은 DentaSil Lightbody XLV가 가장 길었다. 또한 15℃ 조직 속에

서 굳는 시간은 Aquasil Ultra XLV와 PERFECT-F VPS가 가장 짧았다. 그러나 

작업 시간을 고려했을 때 DentaSil Lightbody XLV가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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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인상재 주입기 개발 

선택된 DentalSil LightBody XLV 치과용 인상재를 카데바 

견관절낭에 주입하기 위해서는 주입기가 필요하다. 기존의 

수압팽창술 연구를 통해서 견관절낭에 식염수를 주입하기 위한 

압력은 잘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와 같이 치과용 인상재를 

주입했을 때 필요한 압력은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14 Gauge 바늘의 경우 수압팽창술의 경우와 달리 많은 

마찰력이 바늘 내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의 압력이 

필요한지 예측하기 힘들다. 그래서 최대한 높은 압력을 안정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주입기를 개발해야 했다. 

개발된 치과용 인상재 주입기는 소형 실리콘 주입기를 개조해 

구현했다. [그림 37]과 같이 실리콘 주입기의 앞쪽 부분을 잘라내고 

투명 아크릴 홀더(Holder)를 제작하여 붙였다. 투명한 아크릴을 

사용한 이유는 주사기가 주입될 때 인상재의 주입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아크릴 홀더의 구멍 크기는 30 cc 루어록 

주사기에 정확히 맞도록 했다. 처음에는 여러 구멍 크기에 맞도록 

개발하였으나 주사기가 조금만 비틀어 지더라도 큰 압력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주사기 피스톤이 부러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수직으로 압력을 줄 필요가 있었다. 수압팽창술에 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약 20 - 120 cc 정도의 식염수가 주입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입에 가장 적합한 크기인 30 cc 

주사기를 선택하고 이것에 최적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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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수압팽창술 인상 획득용 인상재 주입기 

수압팽창술 인상재를 카데바에 주입하기 위해서 인상재 주입기를 개발하였다. 인상

재 주입기는 실제 카데바 실험 시 얼마의 압력이 걸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루

어록 주사기와 실리콘 주입기를 개조하여 개발하였다. a와 같이 14 Gauge 바늘이 

사용되었으며, 외부 피복(Sheath)을 주입구로 활용하고 바늘을 가이드로 사용하였

다. 기존의 실리곤 주입기를 b와 같이 개조하여 주사기(Syringe)를 고정할 수 있

도록 하였다. c와 d는 각각 30 cc 루어록 주사기(Luer-Lock syringe)와 루어록 

주사기를 주입기에 장착한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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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돼지 다리 인상재 주입 실험 

풍선성형술의 물성치를 얻기 위한 카데바 실험과는 달리 

수압팽창술 모델의 카데바 실험은 견관절을 절개하지 않고 최소 

침습 상태에서 구현해야 했다. 따라서 풍선성형술의 물성치를 얻기 

위한 카데바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실험 설계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서 돼지 앞다리 관절에 먼저 실험을 해 

보았다. [그림 38]에 보이는 전체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표본으로서 식용으로 파는 돼지 다리를 가공하기 전 

상태로 2구(왼발, 오른발)를 준비했다.  

2. 표본은 냉장된 상태여서 표면 온도가 약 9℃였다.  

3. 카데바 실험에 필요한 온도는 15℃였기 때문에 해동이 

필요했다.  

4. 표본을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로 처리한 후, 

12 ℃의 물 속에 넣어 온도를 높였다.  

5. 표본의 표면 온도가 12 ℃의 물 온도와 같게 된 후, 

표본 표면 온도가 15 ℃로 될 때까지 공기 중에서 

온도를 높였다.  

6. 표본 내부 온도가 15 ℃가 되었을 때 비닐을 벗겼다.  

7. 초음파 장비의 영상을 통해서 바늘을 삽입할 위치를 

결정하였다. [13]   

8. 14 Gauge 바늘을 주입하려는 곳에 꽂은 후 바늘을 

제거하고 시스(Sheath)만 남겨 놓았다.  

9. 주사기에 루어록이 있는 시스를 끼우고 개조한 실리콘 

건에 주사기를 장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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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entalSil LightBody XLV 치과용 인상재가 믹서 

안에서 잘 섞이게 하여 믹서 팁을 통해서 인상재 20 ml 

주사기에 담았다. 

11. 인상재를 주입하면서 주사기의 바늘 구멍 쪽을 막지 

않도록 주의 했다. 바늘 구멍이 막히면 주사기 피스톤을 

꽂을 때 공기를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12. 주사기 피스톤을 꽂고 공기를 빼냈다. 어깨 관절에 

공기가 차면 실험에 오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13. 시스와 주사기를 연결하고 개발된 주입기로 실리콘을 

주입했다. 

14. 실리콘을 주입하더라도 팽창한 시스와 조직의 마찰로 

인해서 시스가 뽑히지 않았다. 

15. 시스를 손으로 잡아서 시스 내부의 인상재가 먼저 

굳도록 했다. 시스를 통해서 주입한 인상재가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6. 1시간이 지나서 표피를 잘라서 주형을 얻었다. 

 

카데바 실험 전 돼지 다리에 인상재를 주입한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선택된 인상재는 관절 내에서 주입이 잘 

이루어졌으며 관절 내에서 기포도 발생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얻어낸 인상은 [그림 38]의 e와 같이 정확하게 관절 내 공간을 

형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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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돼지 앞다리 인상재 획득 실험 

카데바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험의 실패를 방지하고자 돼지 앞다리로 먼저 실

험을 해 보았다. a와 같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인상재를 주입할 관절

이 위치한 곳이다. 이 곳을 b와 같이 초음파 장비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인상재를 

주입하였다. 그리고 약 1시간 정도 후에 c와 같이 관절을 절개하여 인상재를 확인

하였다. 관절을 절개하면서 d와 같이 인상재를 적출하였고 e와 같이 획득한 돼지 

앞다리 관절 인상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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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카데바에 인상재 주입 과정 

신선 냉동 보존된 카데바를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으로부터 

기증받았다. 바늘의 정위치 확인을 위해서 사용한 초음파 장비는 

Accuvix V10(Medison, Seoul, Korea)였다. 카데바의 좌/우측 

견관절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방법은 동일하였다. [그림 39]에서 볼 

수 있는 카데바 인상재 주입을 통한 수압팽창술 인상 획득 실험은 

다음과 같았다. 

 

1. 실험은 15℃에서 진행되었다. 

2. 주사기에 14 Gauge 루어록-바늘을 끼웠다. 

3. 초음파 탐색자(Prove)를 이용하여 바늘 꽂을 위치를 

결정하였다. [13] 

4. 루어록-바늘을 카데바에 삽입하였다. 

5. 루어록-주사기를 개발한 인상재 주입기에 장착하였다. 

6. 인상재가 믹서 안에서 잘 섞이게 하여 주사기에 담았다. 

이때 인상재가 루어록-주사기 바늘 부분을 막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7. 루어록-주사기에 DentalSil LightBody XLV 치과용 

인상재 22 ml를 믹서를 이용하여 담았다. 

8. 루어록-주사기에 피스톤을 꽂고 공기를 빼냈다. 

9. 바늘(inner stylet)을 제거하고 시스(sheath)만 남겨 

놓았다. 

10. 시스와 루어록-주사기를 연결하였다. 

11. 초음파 화면을 보면서 인상재 주입기로 인상재를 

주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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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사기에 있던 인상재 22 ml를 모두 주입했다. 

13. 시스는 꽂아 놓은 채로 루어록-주사기를 분리하였다. 

14. 새로운 루어록-주사기에 인상재 22 ml를 믹서를 

이용하여 다시 담았다. 

15. 꽂혀 있는 시스에 루어록-주사기를 다시 연결하고 

인상재를 추가로 주입하였다. 

16. 위와 같이 22 ml의 인상재를 주입하는 과정을 3번 

반복했고 마지막에는 16 ml를 주입하자 더 이상 

인상재가 견관절낭 내에 들어가지 않았다. 

17. 총 82 ml(22 + 22 + 22 + 16 ml)의 인상재가 주입 

되었다. 

18. 시스를 손으로 잡아서 시스의 인상재가 먼저 

경화되도록 했다. 인상재가 역으로 흘러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19. 2분 후에 시스와 루어록-주사기를 분리하였다. 

20. 인상재가 굳어 막힌 시스가 고정되어 있는 채로 조직 

내의 인상재를 1시간 30분 동안 경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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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신선 냉동 카데바 정보 (인상 획득) 

수압팽창술 인상재 획득을 얻기 위한 카데바 정보이다. 카데바 실험은 왼쪽/오른쪽 

어깨 모두 시행하였으나 왼쪽 어깨는 인상을 얻는데 실패하여 오른쪽만 구할 수 

있었다. 

 

 

[그림 39] 카데바에 인상재를 주입하는 과정 

카데바에 인상재를 주입하는 과정은 돼지 앞다리에서 얻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

였다. 우선 a와 같이 카데바의 피부를 절개하고 초음파 장비의 영상으로 확인을 하

면서 14 Gauge 바늘이 견관절낭 내에 위치하도록 조정한다. b와 같이 바늘이 견관

절낭에 고정된 상태가 되면 c와 같이 인상재 주입기를 사용해서 80 cc (30 cc 주

사기로 2.5회)의 인상재를 견관절낭에 주입한다. 이때 d와 같이 주입이 완료된 인

상재가 흘러 나오지 않도록 구멍을 막는다. 막는 방법은 바늘을 잡아 인상재가 빨

리 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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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카데바에서 수압팽창술 인상 획득 과정 

1시간 30분 동안의 경화 시간이 지난 후 [그림 40]와 같이 

견관절을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절개하여 수압팽창술 인상을 

획득하였다. 획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다만 획득 과정 중 왼쪽 

어깨의 인상은 파손되어 오른쪽 어깨의 인상만을 얻을 수 있었다. 

1. 절개의 편의를 위해서 Cadaver를 뒤집어 등쪽에서 

접근하여 피부를 제거하였다. 

2. Infraspinatus muscle에 붙어 있는 Central tendon을 

제거하였다. 

3. Supraspinatus Muscle을 도려 내어 제거하였다. 

4. Coracoid의 cranial 쪽 Infraspinatus 밑으로 조직들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5. Subscapularis bursa, Teres minor, Glenoid를 

순서대로 제거하였다. 

6. Shoulder capsule을 분리하였다. 

7. Posterior capsule, Superior humeral tendon, 

오훼상완인대(Coracohumeral ligament)를 순서대로 

제거하였다. 

8. 어깨가 분리됐다. (오훼상완인대(가가 어깨 고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Inferior glenohumeral ligament를 제거하였다. 

10. 인상을 분리하기 전에 나중에 위치를 찾기 위해서 

마킹을 하였다. 

11. 마킹한 부분을 카메라로 찍어서 기록으로 남겼다. 

12. 인상을 분리하여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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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카데바에서 인상을 획득하는 과정 

카데바에서 인상을 획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a와 같이 견관절낭을 절개

하여 인상의 위치를 확인한다. 인상의 위치가 b와 같이 확인이 된다. 이때 c와 같

이 견관절낭의 해부학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3D 형태의 인상이 파손되지 않도록 견

관절낭을 절개한다. 견관절낭을 어느 정도 절개하면 d와 같이 카데바에서 인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인상 획득을 위해서 다시 e와 같이 견관절 전반부 인대와 

견관절낭들 절개한다. 마지막으로 f와 같이 견관절을 분리하고 수압팽창술 인상을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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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획득한 인상 

카데바 실험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인상을 모두 획득하려 

하였으나 왼쪽 인상의 경우 조직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었다. 획득한 오른쪽 어깨, 수압팽창술 인상은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과 같이 인상을 윗면, 아랫면, 전면, 후면, 좌측면, 

우측면에 따라서 보면 수압팽창술 시술 시 파열(Rupture)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상 결과 Humeral head가 

정확하게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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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카데바를 통해 얻은 수압팽창술 인상 

카데바를 통해서 얻은 수압팽창술 인상이다. 이 인상을 통해서 동결견 환자에게 수

압팽창술을 시술했을 경우 오훼상완인대가 섬유화 구축되어 있으면 오훼상완인대

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깨 밑주머니 쪽이 파열됨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각은 a. 윗면(빨간색 점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인상제를 주입한 부분), b. 우측면, c. 

정면, d. 아랫면, e. 좌측면, f. 후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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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인상 3D 스캐닝 

카데바를 통해서 획득한 수압팽창술 인상을 시뮬레이션 시간 

단축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Abaqus V6.10에서 사용할 수 

있는 3D 이미지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해야 한다. 따라서 3D 

이미지 데이터 형식으로 얻기 위한 3D 스캐닝(Scanning)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인상을 3D 모델로 스캐닝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접촉식과 

비접촉식이 있다. 접촉식 방법으로는 CMMs(Coordinate 

measuring machines), 비접촉식 방법으로는 SVS(Stereovision 

systems)과 SLS(Structured light systems)이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CMMs 방식은 많은 수의 점(100만개 이상)을 처리할 

때 너무 느리고, SVS 방식은 Correspondence Problem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LS 방식을 사용하는 Solutionix사의 

Rexcan 4 장비를 사용했다. 특히 SLS 방식의 경우 조사하는 

이미지의 왜곡율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명한 물체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본 연구에서 획득한 인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림 42]와 같이 3D 스캐닝을 수행할 수 있었다. Rexcan 4의 

사양은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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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3D 스캐너 사양 (Rexcan 4) 

 

 

[그림 42] 수압팽창술 인상 3D 스캐닝 

수압팽창술 인상을 Abaqus  V6.1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3D 스캐닝을 통한 데이

터 입력이 필요하다. 3D 스캐닝을 위해서 ㈜ Solutionix의 Rexcan 4를 사용하였다. 

b와 같이 3D 스캐닝을 통해서 얻어진 STL(Stereolithography) 파일 형태의 이미

지는 총 1,607,877개의 Vertex와 535,959개의 Polygon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c

는 표면 처리(Surface processing)를 통하여 얻어진 NURBS(Non-uniform 

rational basis spline) 모델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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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인상 3D 모델 

3D 스캐닝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는 Mesh형태의 

STL(Stereolithography) 파일로 얻어진다. 하지만 Abaqus 

V6.10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NURBS(Non-

uniform rational basis spline) 모델 형식의 파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3D 파일 포맷을 변경해 줄 필요가 있다. 3D 파일 포맷 

변경을 위해서 Rhinoceros 3D(McNeel, USA) V4.0과 Solidworks 

2007(Dassault Systèmes, France)을 사용하였다. [그림 43]은 

NURBS 모델로 변환된 수압팽창술 인상 모델을 보여준다. 변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3D 스캐닝을 통해서 얻어진 STL파일을 Rhinoceros 

3D에서 열었다. 수압팽창술 인상은 1,607,877개의 

Vertex와 535,959개의 Polygon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라이노는 T-Splines를 기능을 제공한다. Convert to 

T-Spline을 적용하여 각진 T-Spline Surface를 

만들었다. 

3. Convert to Rhino NURSBS or polysurface를 

적용하여 Rhino NURSBS surface로 변환하였다. 

4. Solidworks 2007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을 3D 

Studio (3ds)파일로 변환하였다. 

5. Solidworks 20007에서 3ds파일을 열어서 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 (IGES) 파일로 

저장한다. 

6. Abaqus V6.10에서 IGES파일을 열어서 수압팽창술 

모델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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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수압팽창술 인상 3D 모델 

Avaqus V6.1에서는 NURBS 모델의 형태의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림은 

STL형태의 데이터를 NURBS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한 자료이다. 각각 윗면, b. 우

측면, c. 정면, d. 아랫면, e. 좌측면, f. 후면을 나타낸다. 그림은 [그림 41]과 같은 

모습으로 인상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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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인상 3D 모델의 검증 

일반적으로 3D 스캐닝 모델의 검증은 이미지 검증과 물성치 

검증으로 이루어진다. 이미지 검증은 겉으로 보이는 형상을 

관찰자의 눈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이다. 3D 스캐닝 데이터 

자체가 이미지 형상이기 때문에 실험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획득한 수압팽창술 인상 3D 모델은 정밀한 검증이 

필요했다. 본 연구에서는 카데바에 주입한 인상제의 부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피 계산을 통한 물성치 검증을 수행하였다. 

카데바 실험에서 주입한 인상제의 총 부피는 82 ml였다. 

그리고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상 3D 모델의 총 부피는 

76.9067 ml였다. 약 5 ml 정도의 부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상재 주입 과정에서 주사기에 남아 있던 인상제의 양, 

시스에 남아 있던 인상제의 양을 고려하면 결과값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3D 스캐닝 결과는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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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수압팽창술 인상 3D 모델의 부피 검증 

수압팽창술 인상과 그것의 3D 모델이 제대로 완성이 됐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부피

를 통한 검증을 시행하였다. 카데바 실험에서 주입된 인상재의 총 부피는 82 ml였

고, 모델을 통해서 구해진 총 부피는 76.9067 ml였다. 카데바의 가이드와 시스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부피를 생각하면 상당히 신뢰성 높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델의 부피가 주입 부피보다 약 5 ml정도 작다는 데서 그 차이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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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견관절 모델과의 결합 

수압팽창술 모델을 카데바 실험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이유가 불필요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지 않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카데바의 견관절 CT를 얻어 결합 모델을 구성하려 하였다. 하지만 

카데바 실험 상의 문제로 인해서 수압팽창술 인상 모델을 얻은 

카데바의 견관절 CT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림 45]에 

표시되어 있는 견관절 모델은 수압팽창술 인상 모델을 얻은 

카데바의 견관절 모델이 아니다. 다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부학적으로 위치가 근사하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시뮬레이션 시에는 가장 작은 범위의 수압팽창 

영역을 사용하였다. 

수압팽창술시 견관절낭이 어느 방향으로 파열이 되는지를 

[그림 45]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5]의 e와 f를 보면 

어깨 밑주머니(Subscapularis bursa) 쪽으로 파열이 일어난다. 

이는 초음파 영상을 활용했던 기존 연구들과 같은 결과로 본 

연구의 인상으로 인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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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수압팽창술 인상과 견관절 모델과의 결합 

그림은 수압팽창술 인상과 견관절 모델을 결합한 것이다. 수압팽창술 인상을 통해

서 오훼상완인대가 섬유화 구축된 환자의 경우에 수압팽창술을 시술하면 오훼상완

인대가 확장되기 전에 어깨 밑주머니 쪽의 견관절낭이 먼저 파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그림은 a. 윗면, b. 우측면, c. 정면, d. 아랫면, e. 좌측면, f. 후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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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보정된 모델 

2.7.1. 모델 보정 기본 개념 

일반적으로 모델이란 여러 가지 개별 객체들의 대표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하려는 풍선성형술 모델도 실제 

풍선성형술 객체들의 대표를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풍선성형술에 

적합한 풍선카테터를 설계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모델의 신뢰성은 얼마나 많은 개별 객체들을 잘 대표하는가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는 물성치로 대표되는 개별 객체들의 물리적인 

반응을 얼마나 적은 오차로 재현 가능한지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오차가 적을수록 개별 객체들을 잘 대표하는 모델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46]과 같이 카데바 실험을 통해서 얻은 

1개의 오훼상완인대 물성치 데이터, 공기 중 팽창 시험을 통해서 

얻은 2개의 풍선카테터 물성치 데이터 그리고 카데바 실험을 

통해서 얻은 6개의 풍선성형술의 풍선카테터 물성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의 보정을 수행하였다. 9개의 물성치 데이터들은 모두 

독립적인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들로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은 풍선성형술 모델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물성치는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보정을 하였다.  

 

1. 오훼상완인대의 응력-변형 곡선 

2. 풍선카테터 풍선의 응력-변형 곡선 

3. 풍선성형술에서 풍선카테터의 위치 (Coracoid 

process와 Humeral head와의 수직 거리) 

 



 

 97 

최적의 물성치 보정 값을 자동적으로 찾아내기 위하여 BOSS 

quattro (NAFEMS, USA)를 사용한다. BOSS quattro는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툴인 Abaqus V6.10과 연계하여 모델 갱신(Model 

updating)을 수행한다. 이는 실험 물성치 값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을 

자동을 찾아내는 기술로 모델의 값을 조금씩 변화 시켜 실험 모든 

실험값과 가장 적합한 모델의 값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BOSS 

quattro가 모델 갱신에 사용한 방법은 최소 자승 기법이다. 

몇 번의 시행 착오 끝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의 보정 모델을 

얻었다. 

 

1. 오훼상완인대 부하차이 11 N 이하 

2. 풍선카테터 압력차이 0.6 atm 이하 

3. Stain 보정 단계 0.001 

4. 위치 보정 단계 0.001 mm 

5. 오훼상완인대 12 단계 (0.1 mm 단위) 

6. UDT/8-2/5/40 풍선카테터 9단계 (0.05 ml 단위) 

7. UDT/10-2/5.8/40 풍선카테터 7단계 (0.5 ml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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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모델 보정을 위한 9가지 독립 데이터 

유한 요소 모델링 기법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실제 상황을 대표하는 대표 모델

을 찾아서 여러 가지 경우의 시뮬레이션을 시행하는 것을 그 방법론으로 한다. 따

라서 최대한 많은 독립 실험 데이터에 보정되어 있을수록 대표성이 큰 모델을 구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개의 오훼상완인대 카데바 데이터, 2개의 풍선카테터 

데이터, 6개의 풍선성형술 카데바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풍선성형술 모델을 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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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시뮬레이션 

[그림 62]와 같이 보정된 풍선성형술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오훼상완인대는 30 `- 40 mm까지 0.1 

mm 단위로 총 11가지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였고, 풍선카테터는 10 

– 30 mm가지 1 mm 단위로 총 21가지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따라서 총 시뮬레이션 경우는 231가지이다. 

시뮬레이션의 경우 [그림 47]과 같이 애니메이션으로 수행하지 

않고 수치적으로만 수행하였다. 그것은 애니메이션 기능을 수행하면 

시뮬레이션의 안정성이 떨어지며 시뮬레이션 시간도 몇 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시간은 수압팽창술 인상의 영역 이후부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을 때 약 2.5시간/1회 소요되었고 풍선이 

완전히 접혀 있는 상태에서부터 수행하였을 때는 약 6시간/1회 

소요되었었다. 

시뮬레이션에 소요된 총 시간은 약 578시간(약 24일)로 

예상되었다. 이 시간은 시뮬레이션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정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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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보정 모델의 시뮬레이션 

보정된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그림은 a. 윗면, b. 등각면, 

c. 측면, d. 전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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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모델링 

3.1.1. 오훼상완인대 모델 

카데바 실험을 통한 오훼상완인대를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툴로 Abaqus V6.10(Dassault system, France)을 

사용하였다. Abaqus는 생체 역학 유한 요소 시뮬레이션(Bio-

mechanical Finite Element Model Simulation)에 많이 사용되는 

모델링 및 해석 소프트웨어이다. 오훼상완인대의 대표 모델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모양은 직육면체로 가정하였다. 이는 

오훼상완인대가 조직이기 때문에 직육면체 이상의 다른 형태를 

대표 모델로 삼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 49]의 a에서와 같이 

Boardman et al.의 자료를 참고하여 초기 길이 25 mm, 폭 15 mm, 

두께 3.5 mm로 설계하였다.  

오훼상완인대의 물성치는 Hyperelastic로 가정하였다. 

Abaqus의 경우 Hyperelastic로 물성치를 가정 한 후 [그림 48]과 

같은 응력-변형 실험 데이터(Raw data)를 Mooney-Rivlin의 

계수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근사식 모델의 경우 [그림 48]의 a인 Young’s 

modulus를 하나의 대표값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사식 모델은 카데바 실험을 통한 모델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림 48]의 b와 같은 실험 데이터 

영역을 모델링에 사용하였다. 

Abaqus에 설정하는 요소(Element)는 4-node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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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를 사용하였으며 1123개의 요소로 모델링하였다. 

시뮬레이션 과정은 Reduced polynomial, N=3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48] 응력-변형 곡선(Stress-strain curve) 

응력 변형 곡선을 통해서 Young’s modulus, Tensile strength, fracture stress등

을 알 수 있다. A는 Young’s modulus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인체 모델링의 경우 

이렇게 하나의 근사적인 대표값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a, b 구간 모두를 그대

로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이는 하나의 대표값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정밀한 모델

링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⑦ 

 

 

                                            
⑦ http://www.keytometals.com/Article1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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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오훼상완인대 모델링 

모델링된 오훼상완인대는 다음과 같다. a. Boardman et al.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오훼상완인대 모델. 초기 길이 25 mm, 연신 길이 35 mm, 폭 15 mm, 

두께 3.5 mm, b. 초기 상태의 오훼상완인대, Boardman et al.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쪽 끝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로 모델링하였다. c. 마지막 상태의 오훼상완인대, 

35.9%까지 연신된 상태로 모델링하였다. d. 모델링 설정은 4-node membrane 

element, 1123개의 요소, Hyperelastic mode, Reduced polynomial N = 3)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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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풍선카테터 모델 

풍선카테터의 모델링은 오훼상완인대와 마찬가지로 

Hyperelastic로 가정하였다. 풍선의 두께는 0.15 mm로 

가정하였으며 [표 12]를 참고하여 Solidworks 2007을 통해 [그림 

50]과 같은 풍선카테터 8개를 모델링하였다. 풍선을 모델링한 

후에는 모델링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51]과 같이 

부피 확인을 해 보았다. 카데바 실험을 통하여 풍선카테터는 3.7 

atm에 2 ml의 부피를 가지면서 완전히 팽창한다. 따라서 

풍선카테터 모델도 완전히 팽창된 상태에서 같은 부피를 갖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림 51]과 같이 실험을 통한 풍선카테터는 

약 1.460 ml의 부피를 갖는데, 풍선카테터의 풍선 내부 부피는 약 

1.4308 ml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0.0292 ml의 차이가 있으나 

모델링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aqus에 설정하는 요소(Element)도 오훼상완인대와 동일한 

4-node membrane element를 사용하였으며 1158개의 요소로 

모델링하였다. 시뮬레이션 과정은 오훼상완인대와 동일하게 

Reduced polynomial, N=3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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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Boston scientific 풍선카테터 사양 

카데바 실험에서는 UDT/8-2/5/40과 UDT/10-2/5.8/40을 사용하였다. 모델명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UDT: Ultra Diamond Thin, 8-2: 풍선직경은 8 

mm이며 풍선 접촉 길이는 2 cm, 5: 풍선카테터 가이드의 직경이 5 Fr (= 1.67 

mm)로 이 직경만큼의 구멍을 뚫어야 풍선카테터 삽입 가능, 40: 풍선카테터 전체 

길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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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Boston scientific 풍선카테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사용하는 풍선카테터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풍선카테터는 

위의 8개와 같다. 이중 카데바 실험에서는 8 mm짜리와 10 mm짜리가 사용되었다. 

이 두 가지 풍선카테터가 선택된 이유는 카데바의 오훼상완인대 하단에 삽입할 수 

있는 크기 중 가장 큰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모든 풍선카테터의 길이는 40 cm

로 동일하며 오훼상완인대 접합 폭은 모두 2 cm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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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풍선카테터 모델의 모양 검증 

풍선카테터의 모양이 제대로 모델링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부피 확인을 진행

하였다. 실제 풍선카테터로 실험한 자료에 다르면 3.7 atm에서 2 mm3의 부피를 

갖는다. 모델링한 카테터의 내부 부피는 540 mm3 였다. 따라서 풍선의 내부 부피

는 약 1460 mm3을 가져야 한다. 풍선 내부 부피를 확인한 결과 1430.8 mm3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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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풍선성형술 모델 

 [그림 52]는 풍선성형술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훼상완인대와 견관절, 그리고 풍선카테터를 고정시킨 모습을 

보여준다.  

오훼상완인대를 견관절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해부학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이는 Gray's Anatomy of the Human Body의 

subject #83 318, Humeral Articulation or Shoulder-joint파트를 

참조하였다. 이에 따르면 오훼상완인대는 견관절낭의 상부를 

지지하는 인대로 Coracoid process의 측면 경계와 Humeral 

head의 상단 결절 부위로 이어지는 넓고 비스듬히 비틀어진 

조직이다. 

또한 모델을 검증 받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 의사들의 

지도를 받아 위치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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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풍선성형술 모델 

풍선성형술 모델은 오훼상완인대 모델, 풍선카테터 모델, 견관절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은 각각 a. 윗면, b. 등각면, c. 측면, d. 정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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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카데바 실험을 통한 모델 보정 

3.2.1. 오훼상완인대 모델 보정 결과 

[그림 53]의 a는 오훼상완인대 보정 결과이다. 보정은 연신이 

11 mm까지만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연신이 10 mm(35.9%)보다 

크면 이미 오훼상완인대의 가소성 변화가 끝나기 때문이다. [그림 

53]의 b는 0.1 mm 단위로 카데바 실험 결과와 보정된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53]의 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연신이 5 mm될 때까지는 오차가 5 N 이하로 유지되던 것이 

연신이 5 mm보다 크면서부터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오훼상완인대를 모델링할 때 직육면체로 모델링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9개의 실험 데이터의 대표 모델을 

구하는 과정에서 오훼상완인대를 부피는 일정하면서 폭이 좁아지는 

직육면체로 가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연신이 증가했을 때 필요한 

압력보다 모델의 시뮬레이션에서 구해진 압력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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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오훼상완인대 모델 보정 결과 

그림에서 a는 Boardman et al.이 카데바 실험에서 구한 오훼상완인대(CHL) 물성

치 데이터와 본 연구에서의 보정 모델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b는 보정 모델과 

카데바와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로서 대표 모델링이 11N 이내에서 실험 데이

터와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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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풍선카테터 모델 보정 결과 

[그림 53]과 [그림 54]는 3구의 카데바 실험에서 사용하였던 

풍선카테터를 보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UDT/8-2/5/40과 

UDT/10-2/5.8/40은 풍선 직경을 제외하고 모든 설계 조건이 

동일한 풍선카테터이다. 풍선카테터는 펴지는 과정에서 

3단계(Phase)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말려있던 풍선이 선풍기 

모양으로 펴지는 단계로 압력이 서서히 증가한다. 두 번째 단계는 

선풍기 모양의 풍선이 원기둥 모양으로 완전히 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풍선의 압력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풍선이 완전히 팽창된 상태에서 압력을 받는 단계이다.  

풍선성형술에 있어서는 오훼상완인대와 직접 닫는 세 번째 

단계만 시뮬레이션을 하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를 기준으로 

보정을 수행하였다.  

보정 결과는 UDT/8-2/5/40의 경우 [그림 53]과 같이 최대 

오차 압력 0.3752 atm, 오차 평균 0.1603 atm, 오차 표준 편차 

0.0981 atm이었고, UDT/10-2/5.8/40의 경우 [그림 54]와 같이 

최대 오차 0.2731 atm, 오차 평균 0.0699 atm, 오차 표준 편차 

0.0598 at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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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UDT/8-2/5/40 모델 보정 결과 

풍선 카테터의 경우 Phase I, II, II와 같이 3가지 단계에 따라서 팽창하게 된다. a

는 공기 중에서 풍선카테터를 팽창시켰을 때 Phase III에서 실험 데이터와 모델의 

보정 데이터를 비교한 것이다. b는 Phase II에서 보정 모델과 풍선카테터와의 차이

가 0.4 atm 이하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114 

 

[그림 55] UDT/10-2/5.8/40 모델 보정 결과 

[그림 54]와 마찬가지로 풍선카테터가 Phase III에 도달했을 때의 보정 모델과 풍

선카테터와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다만 풍선의 직경이 [그림 54]의 8 mm와 

달리 10 mm여서 Phase II와 Phass III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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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풍선성형술 모델 보정 결과 

3구의 카데바 실험을 통한 6개의 데이터를 풍선성형술 모델을 

보정하는데 사용하였다. [표13] – [표 15]는 실험에 사용된 카데바 

정보를 나타낸다. 오훼상완인대(CHL: Coracohumeral ligament)의 

길이와 폭은 카데바 실험을 하는 중에 측정하였다. 

[표 13]과 [표 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카데바 #115의 

양쪽 어깨와 카데바 #116의 왼쪽 어깨는 오훼상완인대의 길이와 

폭이 거의 동일하다. (측정 오차로 인해서 유효 자리는 정수 첫째 

자리이다.) 따라서 보정된 대표 모델에서도 같은 결과 값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림 57]의 b와 [그림 58]의 b를 확인하면 카데바 

#115와 카데바 #116은 전혀 독립적인 카데바인데도 비슷한 

오차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림 56]의 b와 [그림 57]의 b를 보면 

오히려 카데바 #115의 양쪽 어깨는 같은 오훼상완인대 길이와 

폭을 가졌음에도 오차 그래프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오차 그래프의 경우 일반적으로 0.5 atm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림 61]의 b에서 보이는 것처럼 카데바 #119의 경우 최대 

오차가 0.5 atm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모델 갱신을 통한 보정 

모델의 한계로 보인다. 

각각의 모델 보정 오차는 다음과 같다. 

1. 카데바 #115의 왼쪽 어깨: 최대 오차 0.4729 atm, 

오차 평균 0.1294 atm, 오차 표준 편차 0.0896 atm 

2. 카데바 #115의 오른쪽 어깨: 최대 오차 0.2532 atm, 

오차 평균 0.1338 atm, 오차 표준 편차 0.0693 atm 

3. 카데바 #116의 왼쪽 어깨: 최대 오차 0.2682 atm, 

오차 평균 0.1165 atm, 오차 표준 편차 0.0647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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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데바 #116의 오른쪽 어깨: 최대 오차 0.2701 atm, 

오차 평균 0.0703 atm, 오차 표준 편차 0.0572 atm 

5. 카데바 #119의 왼쪽 어깨: 최대 오차 0.2377 atm, 

오차 평균 0.0809 atm, 오차 표준 편차 0.0646 atm 

6. 카데바 #119의 오른쪽 어깨: 최대 오차 0.5649 atm, 

오차 평균 0.2055 atm, 오차 표준 편차 0.1261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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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카데바 #115 정보 

 

 

[표 14] 카데바 #116 정보 

 

 

[표 15] 카데바 #119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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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카데바 #115 왼쪽 어깨 모델 보정 결과 

그림에서 a는 카데바를 통한 풍선성형술 실험에서 풍선카테터(Balloon)가 Phase 

III에 도달했을 때의 그래프를 나타낸다. 이때 b는 모델과 실제 실험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0.5 atm 이하에서 보정된 모델이 실험 

결과를 잘 나타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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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카데바 #115 오른쪽 어깨 모델 보정 결과 

카데바 #115의 왼쪽 오훼상완인대와 오른쪽 오훼상완인대는 외형적으로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표 모델에서는 카데바 #115의 왼쪽과 오른쪽 모델

은 그림과 같이 같은 결과를 가진다. b는 보정된 모델이 카데바 #115의 오른쪽 모

델도 0.5 atm 이하에서 잘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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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카데바 #116 왼쪽 어깨 모델 보정 결과 

카데바 #116의 왼쪽 오훼상완인대는 카데바 #115의 왼쪽과 오른쪽 오훼상완인대

와 외형적으로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표 모델에서는 카데바 #115

의 왼쪽과 오른쪽 모델과 같은 결과를 가진다. b는 보정된 모델이 카데바 #116의 

왼쪽 모델도 0.5 atm 이하에서 잘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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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카데바 #116 오른쪽 어깨 모델 보정 결과 

카데바 #116의 오른쪽 오훼상완인대는 왼쪽과는 다르게 길이가 1 mm짧다. 따라

서 보정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 값이 다르다. 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카데바 #116의 오훼상완인대 외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0.5 atm 이하에서 풍

선성형술 보정 모델이 실제 실험 결과를 잘 나타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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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카데바 #119 왼쪽 어깨 모델 보정 결과 

카데바 #119의 오훼상완인대는 40 mm 폭과 13 mm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앞서 모델링 한 카데바 #115, #116과 다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

나 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정된 모델은 이 경우에도 0.5 atm 이하에서 실

험 결과를 잘 나타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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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카데바 #119 오른쪽 어깨 모델 보정 결과 

카데바 #119의 왼쪽 어깨에서 실험한 데이터는 카데바 #119의 오른쪽 것과는 차

이가 있다. 오훼상완인대의 폭은 같으나 길이가 11 mm로 더 짧기 때문이다. 따라

서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높은 압력이 풍선에 걸리게 된다. 이 경우에도 보정된 

모델은 b와 같이 실험 결과를 0.6 atm 이하에서 잘 나타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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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풍선성형술 모델의 보정 물성치 

카데바 실험을 진행할 때 오훼상완인대와 풍선카테터를 

평행하게 위치시켰다. 따라서 풍선카테터의 위치는 Coracoid 

process와 Humeral head의 수직 거리로만 정의된다. [그림 62]는 

보정 모델의 풍선카테터 위치를 나타낸다. 9개의 실험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보정 모델에서의 풍선 위치는 Coracoid process로부터 

4.927 mm, Humeral head로부터 6.011 mm의 거리에 있는 곳이다. 

[표 16]은 9개의 실험 데이터로부터 보정된 오훼상완인대의 

물성치이며 [표 17]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보정된 풍선카테터의 

물성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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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보정된 풍선의 위치 

카데바 실험 데이터를 통한 모델 보정에서 풍선카테터의 삽입 위치에 대한보정위

치는 a. Humeral head로부터 풍선카테터 중심까지 6.011 mm의 거리, b. Coracoid 

process로부터 풍선카테터 중심까지 4.927 mm를 갖는다. 풍선카테터는 전면에서 

봤을 때 수평 하게 삽입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실제 카데바 실험에서 이것을 정

위치로 정하고 실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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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보정된 오훼상완인대의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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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보정된 풍선카테터의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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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풍선성형술 용 풍선카테터 설계 요소 

3.3.1. 풍선 직경에 따른 오훼상완인대 최대 확장 길이 

Boardman et al.은 10구의 신선 냉동 카데바를 실험하여 

오훼상완인대가 35.9 ± 11.9%의 연신율을 가지면 가소성 변화를 

일으킴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24.0 – 35.9%을 제 1 구간으로 

하고 35.9 – 47.8%을 제 2 구간으로 나누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47.8% 이상의 구간을 수행하지 못한 이유는 

47.8%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소성 구간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어서 수행하지 못하였다. 

[표 18]은 오훼상완인대 길이와 풍선카테터의 풍선 직경에 

따른 오훼상완인대 최대 연신율을 나타낸 표이다. 노란색은 제 1 

구간을 나타내며, 주황색은 제 2 구간을 나타낸다. ‘-‘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은 본 연구에서 의미를 판단할 수 없는 구간으로 [표 

18]의 경우에는 47.8%를 초과하여 확장된 구간을 의미하거나 접은 

형태의 풍선카테터를 오훼상완인대 밑에 넣을 수가 없는 

시뮬레이션 실패 상태를 의미한다. 

[표 18]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만약 초음파 탐색자로 

환자의 오훼상완인대 길이를 측정했을 때 그 길이가 30.0 mm라면 

24.0%를 가소성 변화 최저 연신율로 가정했을 때 풍선카테터의 

풍선 직경은 최소 14.0 mm는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35.9%를 가소성 변화 최저 연신율로 가정했을 때는 같은 상황에서 

풍선카테터의 풍선 직경이 최소 18.0 mm는 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오훼상완인대의 길이를 기존 연구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30.0 mm에서 40.0 mm로 생각한다면 [표 18]은 

풍선카테터의 풍선 직경이 13.0 mm 이하인 경우에는 풍선성형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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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최대 직경인 10.0 mm 직경의 풍선카테터는 동결견을 풍선성형술로 

치료하기에는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확실한 치료를 

위해서 안전 마진(Safety margin)을 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 

1 구간의 연신율보다는 제 2 구간의 연신율이 임상에서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표 18]에 나타나 있는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임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구간별 연신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살펴 보고 각각의 구간이 어느 정도의 연신율을 

보장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구간의 연신율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다. 

 

1. 제 1 구간의 오훼상완인대 연신율은 29.77 ± 3.52% 

2. 제 2 구간의 오훼상완인대 연신율은 41.88 ± 3.53% 

3. 제 1, 2 구간의 오훼상완인대 연신율 35.35 ± 7.01% 

 

각각의 구간을 살펴보면 제 1 구간을 30% 연신율 구간으로, 

제 2 구간을 40% 연신율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임상의는 

안전 마진을 고려하여 환자에 따라서 구간을 선정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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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가소성 변화 시까지 주입된 수액 부피 

실시간 압력/부피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풍선성형술을 시술하기 

위해서는 가소성 변화를 일으킬 때까지 주입해야 하는 수액의 

부피를 알아야 한다. [표 19]는 오훼상완인대가 정확히 24.0%의 

경계를 넘어섰을 때까지 주입된 수액의 부피이며 [표 21]은 

35.9%의 경계를 넘어섰을 때까지 주입된 수액의 부피이다.  

이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만약 오훼상완인대의 

길이가 초음파 탐색자로 40.0 mm로 확인이 됐다면 풍선카테터의 

풍선 직경이 23.0 mm일 때 40.040 ml의 수액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40 ml보다 작은 부피의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 중간에 주사기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풍선성형술 중에는 주사기를 교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피가 40.040 ml 이상의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표 19]에서 확인할 수 있는 24.0% 경계를 넘는 구간의 경우 

주입해야 하는 부피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20.2012 ± 4.1193 

ml이다. 또 [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는 35.9% 경계 조건에서 

주입해야 하는 부피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32.4896 ± 6.2134 

ml이다. 이를 통해 24.0% 경계를 넘기 위해서는 최하 30 cc 

주사기를 사용해야 하며 35.9% 경계를 넘기 위해서는 최하 40 cc 

주사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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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가소성 변화 시 풍선 내압 

풍선성형술로 오훼상완인대의 가소성 변화를 일으킬 때 1시간 

정도는 풍선이 내압을 견뎌야 동결견 치료가 가능하다. [표 20]은 

오훼상완인대 연신율이 24.0% 경계를 넘었을 때 풍선에 걸리는 

내압을 타내내고 [표 22]는 연신율이 35.9% 경계를 넘었을 때 

풍선에 걸리는 내압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풍선카테터를 제조하는 회사마다 풍선카테터의 

풍선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압력이 사양에 표기되어 있다. 이는 

풍선의 재질에 따른 것으로 풍선성형술을 위한 풍선카테터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표 22]의 경우를 보면 오훼상완인대의 길이가 40.0 mm이고 

풍선성형술에 사용한 풍선카테터의 풍선 직경이 23.0 mm라면 

오훼상완인대 연신율 35.9%에서 걸리는 풍선의 내압은 8.254 

atm이 된다. 만약 이때 사용한 풍선카테터의 풍선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압력이 8 atm 이하라면 풍선은 견관절낭 내에서 터지고 만다. 

이는 환자에게 있어서 대단히 치명적인 상황으로 풍선을 다시 수축 

시켜서 풍선카테터를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임상에서 풍선카테터를 선정할 때는 안전 

마진을 고려하여 [표 20]과 [표 22]에서 표기된 압력보다 큰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표 20]에서처럼 24.0% 경계에 도달했을 때 풍선에 걸리는 

압력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5.6952 ± 0.6229 atm이고 [표 

22]에서처럼 35.9% 경계에 도달했을 때 걸리는 압력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7.6890 ± 0.3571 at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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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풍선카테터 직경에 따른 오훼상완인대 최대 연신율 

표는 각각의 오훼상완인대에 따라 다른 직경의 풍선카테터를 삽입하였을 때 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연신율을 나타내고 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은 24.0-35.9%의 연신율을 갖는 구간이며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35.9-47.8%의 연신율을 갖는 구간이다. 이렇게 구간을 나눈 것은 Boardman 

et al의 실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주황색 이후 ‘-‘로 표시된 구간은 이미 47.8%의 연신율을 넘어 오훼상완인대가 가소성 변화를 끝냄과 동시에 파열

될 수 있는 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133 

 

[표 19] 오훼상완인대 24.0% 확장까지 주입된 부피 

표는 오훼상완인대 길이에 따라 다른 직경의 풍선카테터를 사용하였을 때 오훼상완인대가 정확히 24.0% 연신율에 도달한 경우에 풍선카테터에 주입

된 수액의 부피를 나타낸다. 표에서와 같이 12.681-28.853 ml의 주입 부피를 갖는다. 이를 통해서 오훼상완인대를 24.0%까지 연신 할 경우 최소 

30 cc 주사기를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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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오훼상완인대 24.0% 확장 시 풍선 내압 

표는 오훼상완인대 길이에 따라 다른 직경의 풍선카테터를 사용하였을 때 오훼상완인대가 정확히 24.0% 연신율에 도달한 경우 풍선카테터의 풍선에 

걸리는 최대 내압을 나타낸다. 표에서와 같이 풍선직경이 클수록 작은 압력에서도 오훼상완인대를 크게 연신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대 6.823 atm의 압력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풍선카테터는 최소한 7 atm 이상의 내압 조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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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오훼상완인대 35.9% 확장까지 주입된 부피 

표는 [표 19]와 비슷한 의미로 오훼상완인대 길이에 따라 다른 직경의 풍선카테터를 사용하였을 때 오훼상완인대가 정확히 35.9% 연신율에 도달한 

경우에 풍선카테터에 주입된 수액의 부피를 나타낸다. 표에서와 같이 22.063-43.580 ml의 주입 부피를 갖는다. 이를 통해서 오훼상완인대를 35.9%

까지 연신 할 경우 최소 50 cc 주사기를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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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오훼상완인대 35.9% 확장 시 풍선 내압 

표는 [표 20]과 비슷한 의미로 오훼상완인대 길이에 따라 다른 직경의 풍선카테터를 사용하였을 때 오훼상완인대가 정확히 35.9% 연신율에 도달한 

경우 풍선카테터의 풍선에 걸리는 최대 내압을 나타낸다. 표에서와 같이 풍선직경이 클수록 작은 압력에서도 오훼상완인대를 크게 연신 시킬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대 8.309 atm의 압력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풍선카테터는 최소한 9 atm 이상의 내압 조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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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토의 

4.1.1. 풍선성형술을 위한 풍선카테터 사양 

결과로 제시된 [표 18]–[표 22]를 보면 풍선성형술을 위한 

풍선카테터의 사양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림 63]에서와 같이 

오훼상완인대의 길이를 30.0–40.0 mm라고 하면 풍선의 직경은 

14.0–26.0 mm, 풍선 주입에 필요한 주사기의 부피는 12.681–

43.580 ml, 가소성 변화 동안 풍선이 견뎌야 하는 압력은 4.761–

8.309 atm 정도가 된다. 풍선이 견뎌야 하는 압력은 풍선의 재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Boston scientific의 

풍선카테터의 경우 12 atm까지 견디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Boston scientific의 풍선 재질이 PolyArmour이기 때문에 이 

재질로 만들어진 풍선카테터는 풍선성형술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3] 제안된 풍선성형술을 위한 풍선카테터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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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풍선성형술을 위한 풍선카테터 

결과로 제시된 [표 18] – [표 22]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동결견 상황에서 풍선성형술을 시술할 수 있는 풍선카테터 한 

가지를 개발해야 한다면 [그림 64]의 풍선카테터를 제시할 수 있다. 

풍선의 직경을 23.0 mm로 정한 이유는 오훼상완인대 길이 30.0 – 

40.0 mm 구간에서 안전 마진(오훼상완인대가 34.0 mm 이하인 

경우)을 고려했을 때 가장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훼상완인대를 

가소성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된 풍선은 카데바 실험에서 확인 됐던 것과 같이 약 15 

mm 길이의 오훼상완인대 확장면 길이를 가지며 전체 구간은 40 

mm로 오훼상완인대 하단부에 직접 삽입할 수 있다. 또한 접혔을 

때의 카테터 직경은 약 10 Fr (≅ 3.3 mm)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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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풍선성형술을 위한 풍선카테터 

그림은 풍선성형술 시술 시 가장 많은 경우의 오훼상완인대 길이를 포함할 수 있

는 풍선카테터의 설계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표 18]-[표 22]의 자료

를 가지고 각각의 환자에 보다 적합한 풍선 카테터의 설계도 가능하다. 각각의 그

림은 a. 풍선카테터 제작을 위한 도면, b. 풍선카테터 3D 이미지 – 등각면, c. 풍선

카테터 3D 이미지 – 측면, d. 풍선카테터 3D 이미지 - 윗/아랫면를 나타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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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풍선성형술의 의공학 분야 응용 

우리 몸에는 슬관절, 고관절, 척추관절 등과 같이 견관절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절이 있다. 또한 이 관절들에서는 

견관절에서 발생하는 동결견과 비슷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많이 있다. 풍선성형술은 이러한 모든 경우에 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65]에서와 같이 아킬레스 건(Achilles 

tendon)도 오훼상완인대와 마찬가지로 특정 연신율을 넘어가게 

되면 가소성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36]. [그림 65]의 c지점 

이전까지 연신이 되는 경우에는 가해진 힘이 제거되는 순간 초기의 

상태로 되돌아 오는 반동 현상이 있는 반면, 더욱 연신 하여 

곡선상의 c지점을 지나치게 되면 가해진 힘을 제거하여도 아킬레스 

건은 가소성 변화로 인해서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지 않게 된다. 

관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인대와 건들은 오훼상완인대나 

아킬레스 건처럼 가소성 변화를 일으키는 연신율이 각각 

존재한다[35]. 만약 본 연구에서처럼 각 인대와 건들의 가소성 

변화 연신율에 대해서 연구하고 풍선성형술에 적합한 풍선카테터를 

개발한다면 관절과 관련된 많은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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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사람의 아킬레스 건의 응력-변형 곡선 

사람 몸에는 300개가 넘는 관절이 있고 각 관절에는 본 연구에서 다뤄진 오훼상완

인대와 같은 인대와 건들이 존재한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응력-변형 그래프는 아

킬레스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a, b, c지점을 지나 d지점에 이르면 아

킬레스 건은 가소성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e 지점을 지나게 되면 파열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아킬레스 건의 확장에 적합한 풍선카테터를 설계한 

후 아킬레스 건을 c지점 이상으로 응력을 가하여 d지점으로 진행하게 만들면 염증 

등으로 인해 섬유화된 아킬레스 건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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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후속 연구 제안 사항 

본 연구는 풍선성형술을 위한 풍선카테터의 설계 요소를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제안한 설계 요소로 

풍선카테터를 제작하고 카데바 실험 및 임상 시험을 진행한다면 

풍선성형술을 통한 동결견 치료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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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Parameters of a Balloon Catheter 

for the Stretching of  the Coracohumeral Ligament 

for the Treatment of Painful Stiff Shoulder 

- A cadaveric Study - 
 

Il Hyung Shin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e have studied balloon angioplasty and balloon catheter 

as one of the treatments for the painful stiff shoulder. To define 

an inflatable balloon catheter, material, diameter and length 

must be known. Besides, in order to apply these values to the 

balloon angioplasty, the maximum pressure and the injection 

volume must be present during the operational procedure. In 

this thesis, we propose the quantitative values for practical 

application. Hydraulic distension, one of the treatments for the 

painful stiff shoulder, has been proved the effect since the 

1960s. However, once the coracohumeral ligament got enlarged 

and fibrosis due to the painful stiff shoulder, hydraulic 

distension is not able to cure the painful stiff shoulder. In this 

study, we proposed a balloon plasty throughout the exten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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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cohumeral ligament (elongation ratio 35.9 ± 11.9%) and 

developed a balloon catheter for the operation. First, we used 

modeling technique to quantify parameter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definition of balloon catheter. In order to 

apply modeling technique, coracohumeral ligament, balloon 

catheter and shoulder should be done in modeling. We 

referenced material data in previous cadaver research for 

coracohumeral ligament. In the case of balloon catheter, 

material data was obtained from Korea Polymer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e (KOPTRI). For shoulder, necessary data for 

the modeling are obtained from 3D CT image. In addition, it was 

necessary to calibrate each error to combine individual models 

for balloon plasty. Thus, we have developed an equipment 

which measures pressure and volume of coracohumeral 

ligament in real time and six shoulders in three fresh frozen 

cadavers were used for material data calibration of each model. 

Furthermore, boundary conditions were defined to decrease 

simulation time of balloon plasty. To get the boundary 

conditions, we injected dental impression material into the one 

shoulder of a fresh frozen cadaver so that we could get cast 

results. Throughout this process, twenty one balloon catheters 

were simulated in eleven different lengths of coracohumeral 

ligament. Among 231 models, only 76 were valued. For the rest, 

they didn’t meet the necessary elongation 35.9 ± 11.9% for 

the plasticity changes of coracohumeral ligament. Resul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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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n in tables. In this thesis, we have discovered that balloon 

material of balloon catheter would be PloyArmour in a diameter 

14 - 26mm and length 20mm for balloon angioplasty. For the 

operation of ligament plasty, the balloon is required to endure 

the pressure of 4.767 – 8.254 atm and needed 12.681 – 

43.580 ml of infusion solution injection. 

 

Keywords: Balloon plasty, Painful stiff shoulder, Coracohumeral 

ligament, Balloon catheter, Modeling, Cad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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