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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후방접근용 요추케이지의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porous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c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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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척추체는 몸통을 이루는 32~35개의 척추골 

(vertebra)과 척추골 사이의 추간원판 

(intervertebral disk) 즉, 디스크로 이루어지

며, 체간의 지주를 이루면서 상단의 두개골과 하단

의 골반을 연결하는 우리 몸의 중추를 이루는 부분

이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디스크가 파열 또는 

약화가 되면 척추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이 발생하

는데, 이러한 경우 손상된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접

한 척추 골 사이에 두 척추 골의 간격을 복구 및 

유지하는 인공 보정체인 케이지를 삽입하여 척추 

골 간의 유합술을 시행한다. 이러한 케이지는 주로 

티타늄과 PEEK (polyetheretherketone)로 된 제

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티타늄 케이지의 경우 

높은 기계적 강도와 생체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높은 탄성계수를 가지고 있어 응력차폐 

(stress shielding)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

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골과 유사한 

탄성계수를 갖는 PEEK 소재의 케이지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낮은 기계적 강도와 생체적합성이 

티타늄에 비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골과 

유사한 탄성계수를 갖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다공성 티타늄 케이지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전소결장치를 이용하여 다공

성 후방접근용 요추케이지를 제조하였고, 물리화

학적/생물학적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였

다. 또한 PEEK 제품과의 비교시험을 통하여 우수성

을 확인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다공성 후방접근용 요추케이지를 통전소결장

치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제조된 다공성 후방접

근용 요추케이지의 표면은 전자주사현미경을 통

해 관찰하였으며, X-선 회절기를 이용하여 성분을 

분석하였다. Micro-CT를 이용하여 기공 크기 및 

기공분포를 확인하였고, 표면의 거칠기는 조도측

정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스분석기를 이용

하여 불순물 함량을 평가하였고, 타격시험을 통하

여 입자 탈락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PEEK 케이지

와 기계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만능시험기를 

이용하여 기계적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세포독

성시험, 감작성시험, 급성독성시험, 발열성시험, 

자극성시험, 유전독성시험, 이식시험의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였다.

3. 결과

전자주사현미경 분석을 한 결과 제조된 다공성 

요추케이지의 상호 연결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

으며, X-선 회절기 분석 결과 티타늄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표면 조도 분석을 통해 거칠기를 

확인하였다. Micro-CT 분석을 통해 평균 250 ㎛ 

기공이 상호 연결된 구조로 되어있었고, 가스분석

기를 이용하여 불순물 함량의 확인결과 ASTM F 

67에서 요구하는 함량을 충족하여, 제조된 다공성 

요추케이지는 생체 내에 사용되는 티타늄 요구 

규격에 적합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타격 시험 

결과 떨어진 입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공성 

요추케이지는 정적압축시험을 통해 골과 유사한 

탄성계수와 PEEK 케이지에 비해 높은 기계적 강도

를 확인하였으며 5,000,000회의 반복 하중을 가한 

동적압축시험 결과 시편의 파단이나 결함이 발생

하지 않았다. 

또한 다공성 케이지의 안전성을 위해 진행한 

생물학적 시험 진행 결과 모든 시험에서 규격에 

적합함을 확인하여 제조된 다공성 요추케이지의 

인체 내 사용 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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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 of load-displacement curve obtained by 
static axial compression of Lospa IS cage 
(Porous).

4. 결론

본 연구 결과 통전소결장치를 이용하여 내부의 

기공이 상호 연결된 구조를 갖는 티타늄 다공성 

요추케이지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기계적 성능평

가 및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결과 다공성 후방접근

용 요추케이지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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