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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 joint의 접촉/윤활 해석
Analysis on the contact/lubrication of an artificial hip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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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관절은 인체 내의 뼈와 뼈 사이의 움직임을 돕는 

수많은 관절 중의 하나로써 골반과 대퇴골 사이를 

연결하는 부위이다.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고관절

내의 비구(acetabulum)와 대퇴골두(femoral head)는 

볼-소켓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볼과 소

켓 사이에 매끄러운 움직임을 가능하도록 섬유성 연

골(cartilage)의 관절순(peripheral compartment)으로 

싸여 있다. 고관절염은 고관절에 염증성 병변이 있

는 것으로 감염, 약물복용, 외상 및 반복적인 미세한 

손상의 누적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보행이나 체중

부하 시 큰 통증을 가져다준다. 이에 대한 치료법 중 

하나로 재생이 어려운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하

는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Total hip replacement ar-
throplasty)이 있으며 현재 80 만명 이상의 관절염 환

자들이 시술받아 관절의 통증을 없애고, 관절의 기

능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체와 고체의 접촉으로 이루어진 

인공 hip joint 에 윤활영역을 추가한 모델을 유한요

소법을 이용하어 해석을 수행하였다.

2. Modeling and Boundary conditions
본 연구에서는 Hip joint를 Fig. 1과 같이 볼-소켓 

조인트 형식으로 모델링하였다. Femoral head의 

직경은 27.6mm, Acetabular cup의 직경은 28mm, 
두께는 10mm로 Femoral head와 접촉하며 200um의 

초기 간극을 가진다. 초기 간극에는 Synovial fluid
가 존재하여 Acetabular cup과 Femoral head사이의 

윤활을 담당한다. 
인공관절의 재료로는 금속성 재료, 세라믹 재료, 

고분자 재료등 다양한 재료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생체재료 쌍인 Co-Cr al-

loy/UHMWPE , Co-Cr alloy/Co-Cr alloy , Ceramic(Alo)/Ceramic(Alo)
를 모델링하였다. 각 재료의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Femoral head와 Acetabular cup의 각도는 45

도로 가정하였고 가해지는 힘과 각속도는 SIO 
보행주기 규격에 따라 입력하였다.

 

(a) (b)

(C)

Fig. 1 (a)3-D representation of an artificial hip joint, 
(b)2-D schematic, (c)Finite Element Model 
for the contac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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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 properties applied in the 
computational analysis

Material Density
(kg/m^3)

Young’s 
modulus
(MPa)

Poisson’s ratio

UHMWPE 930 2200 0.3
CoCr 9200 230000 0.3

Ceramic
(Alo) 3960 375000 0.3

3. Simulation results

보행주기 중 가장 큰 힘을 받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을 때 Co-Cr alloy/UHMWPE 
쌍의 경우 최대 변형량은 80um의 크기를 나타냈고 

최대응력은 11.631MPa이 나왔다. Co-Cr alloy/Co-Cr 
alloy 쌍의 경우 최대 변형량과 최대응력은 각각 2.64um, 
123.24MPa이 나왔고 Ceramic(Alo)/Ceramic(Alo)쌍
의 경우 1.93um, 136.84MPa가 나왔다. 윤활시 syno-
vial fluid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은 최대 31.5Pa이 

나왔고 이에 따른 변형은 UHMWPE는 1.48e-7mm
가 나왔고 Co-Cr alloy와 Ceramic(Alo)는 각각 

1.72e-9mm, 1.08e-9mm가 나왔다.

(a) (b)

(c) (d)

(e) (f)
Fig. 2 (a)Deformation of UHMWPE, (b)Stress of 

UHMWPE, (c) Deformation of Co-Cr alloy, 
(d)Stress of Co-Cr alloy, (e)Deformation of 
Ceramic, (f)Stress of Ceramic

Table 2 Deformation and stress by the material

Material Maximum 
deformation(um)

Maximum 
stress(MPa)

Co-Cr alloy/
UHMWPE 

80 11.631

Co-Cr alloy/
Co-Cr alloy

2.54 123.24

Ceramic(Alo)/
Ceramic(Alo)

1.93 136.84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상용 FEM Package를 이용하여 

다양한 재료에 따른 Hip joint의 접촉문제를 해석해

보았다. 해석 결과 UHMWPE를 사용하였을 때 변

형량이 가장 크지만 최대응력이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유체윤활에 의한 압력은 고체접

촉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연구진행방향으로는 Femoral head에 

딤플등의 패턴을 추가하였을 때 윤활 및 마모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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