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미미니니니 임임임플플플란란란트트트의의의 초초초기기기 안안안정정정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접접접촉촉촉 유유유한한한요요요소소소모모모델델델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분분분석석석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치치치 의의의 학학학 과과과
윤윤윤 현현현 주주주



미미미니니니 임임임플플플란란란트트트의의의 초초초기기기 안안안정정정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접접접촉촉촉 유유유한한한요요요소소소모모모델델델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분분분석석석

지도 최 성 호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0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 의 학 과

윤 현 주



윤윤윤현현현주주주의의의 석석석사사사 학학학위위위논논논문문문을을을 인인인준준준함함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년 6월 일



- i -

차차차 례례례

표 차례 ················································································· ii
그림 차례 ·············································································· iii
국문 요약 ·············································································· iv
I.서론 ·················································································· 1
II.실험 재료 및 연구 방법 ························································· 3
1.2차원적 모델 제작 ······························································· 3
2.경계 조건과 물성치 부여 ······················································· 3
3.힘의 적용 ········································································· 3
4.응력 분석 ········································································· 4
III.결과 ················································································ 6
1.전반적인 응력 분포 양상 ······················································· 6
2.표쥰 형태와의 비교 ······························································ 6
3.직경 변화에 따른 영향 ·························································· 6
4.길이  변화에 따른 영향 ··················································· 6
IV.고찰 ················································································11
V.결론 ·················································································15
참고문헌 ··············································································· 16
영문요약 ··············································································· 21



- ii -

표표표 차차차례례례

Table1.Materialpropertiesusedinthisstudy································ 5



- iii -

그그그림림림 차차차례례례

Fig.1.Schematicillustrationofelementsformodellingprocess············ 4
Fig.2.Schematicillustrationof2dimensionalmodel···················· 5
Fig.3.Stress(vonMisesstress)distributioninthecorticalbone

withflatendedstandardimplant········································ 7
Fig.4.Stress(vonMisesstress)distributioninthecorticalbone

withpointedendedminiimplant········································· 7
Fig.5.Stress(vonMisesstress)distributionintrabecularbone

withflatendedstandardimplant········································ 8
Fig.6.Stress(vonMisesstress)distributionintrabecularbone

withpointedendedminiimplant········································· 8
Fig.7.Maximum vonMisesstressinthecorticalbone

withverticallyloadedmini-implant······································ 9
Fig.8.Maximum vonMisesstressinthecorticalbone

with15degreeobliquelyloadedmini-implant························· 9
Fig.9.Maximum vonMisesstressinthecorticalbone

with30degreeobliquelyloadedmini-implant························· 9
Fig.10.Maximum vonMisesstressinthetrabecularbone

withverticallyloadedmini-implant···································· 10
Fig.11.Maximum vonMisesstressinthetrabecularbone
· with15degreeobliquelyloadedmini-implant························ 10
Fig.12.Maximum vonMisesstressinthetrabecularbone

with30degreeobliquelyloadedmini-implant························ 10

·



- iv -

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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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유 기간 동안 임시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미니 임플란트는
외과적 술식이 간단하고,경제적이며,특히 overdenture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어
지속적인 보철 수복을 위한 목적으로 그 사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그러나 임플
란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초기 안정성
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디자인에 따른 응력 분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본 연구는 미니 임플란트 식립 후 초기,골과 임플란트 사이에 유의한 결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하중을 가하는 경우,미니 임플란트의 직경,
길이,그리고 하중의 방향이 임플란트 주위 골조직의 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미니 임플란트의 직경은 각각 2.2mm,2.6mm,3.0mm
세 가지 경우를,길이는 10mm,12mm,14mm,3가지 경우를 조합하여 2차원적인
유한 요소 모델을 제작하였고,대조군으로,직경 3.0mm,길이 12mm를 가지고 flat
end를 가지는 임플란트 모델을 제작하였다.그리고,접촉 비선형 분석(contact
non-linearanalysis)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하중에 의한 응력은 주로 피질골 내 나사산 끝단에 집중되었다.

2.하중의 방향이 피질골 내 응력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3.길이 요소보다는 임플란트의 직경과 임플란트 끝단 디자인이 망상골 내 응
력 분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3mm 이하의 미니 임플란트를 계속적인 수복 목적으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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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수평 하중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미니 임플란트,응력,피질골,망상골,접촉 유한요소모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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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최최최 성성성 호호호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윤윤윤 현현현 주주주

III...서서서론론론

치아 수복을 위해 골유착성 임플란트(osseointegratedimplant)를 사용한 초기
에는 충분한 치유 기간을 주는 것이 권장되었으며,이러한 치유 기간 동안 임시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은 직경의 미니 임플란트가 보조적으로 사용되었다.
미니 임플란트는 상대적으로 외과적 술식이 간단하고,술후 불편감도 적으며

경제적이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Shatkin등,2003).또한 즉시
하중을 가할수 있으며 overdenture에 적합하고(elAttar등,1999),그리고 치조골
의 폭이 충분하지 않아도 식립이 가능하므로(Mazor등,2004) 지속적인 보철 수
복을 위한 목적으로 적용을 넓히려는 시도가 있어왔다.Balkin등(2001)은 조직학
적 연구를 통하여 작은 직경의 미니 임플란트에서도 골유착(osseointegration)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으며,Block등(1990)은 안정성의 측면에서 직경보다는 길이
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미니 임플란트를 이용한 수복에 대한 임상 연구도 보고되었다.Vigolo등(2004)

은 52개의 직경 2.9mm의 미니 임플란트를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94.2%의 성공
률을 보고하였다.Shatkin등(2003)도 대략 1,000개의 미니 임플란트에 대한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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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적 조사를 분석하였다.
미니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미니 임플란트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미니 임플란트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응력을 잘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그리고,미니 임플란트는 즉시 하
중을 가하기 위해 사용하므로 무엇보다 초기 안정성이 중요한데,이에 대한 연구
도 부족한 실정이다.
미니 임플란트에 외력이 가해지고,이러한 외력을 잘 분산시키는 것이 안정성

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이러한 응력 분포를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있어
서, Geng 등(2001)은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한 분석이 유용하다고 하였다.
Weinstein등(1976),Chun(2002),Hansson등(2003)도 이러한 유한요소모델을 이
용한 분석을 이용하여 임플란트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 연
구하였다.
Prendergast(1997),VanOosterwyck등(1998)과 Geng등(2001)은 이러한 유한

요소모델을 이용한 분석에 있어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골과 임플란트
사이의 계면의 조건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미니 임플란트를 식립한 직후에는 골과 임플란트 사이에 유의한 결합이 형성

되어 있지 않으므로,즉시 하중을 받는 미니 임플란트에서의 응력 분포를 분석하
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반영한 모델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이를 위
해 VanOosterwyck등(1998)과 이(2005)는 골과 임플란트 사이 계면이 구속되어
있지 않는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접촉 비선형 분석(contactnon-linearanalysis)을
시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차원적인 유한요소모델을 제작하고 접촉 비선형 분석(contact

non-linearanalysis)을 시행하여 미니 임플란트의 직경,길이,힘의 방향에 따른
피질골과 망상골에서의 응력 분포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식립 직후 초기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미니 임플란트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또한 표준
적인 디자인의 응력 분포와 비교함으로써 미니 임플란트의 응력 분산에 대해 고
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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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2차원적 모델 제작

미니 임플란트의 직경,길이,그리고 하중의 방향에 따른 응력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미니 임플란트,피질골,망상골로 이루어진 2차원적 모델을 제작하였다.
미니 임플란트의 모델은 V 형태의 나사산을 가지며 0.7mm의 나사산 간의 거

리(pitch)를 가지는 것으로 제작하였으며 나사산은 나선형이 아닌 반지 형태로 간
주하였고 헤드 부위의 구조는 단순화하였다.치조골은 치은 구조는 배제한 채 치
밀골과 망상골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구조로 단순화하고 모델의 중앙에 피질골에
대해 수직으로 미니 스크루를 위치시켜 CPS3와 CPS4의 요소(element)(그림 1)를
사용하여 모델을 제작하였다(그림 2).이때 피질골의 두께는 윤(2001)의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2mm로 설정하였고 미니 임플란트의 직경은 각각 2.2mm,2.6mm,
3.0mm 세 가지 경우를,길이는 10mm,12mm,14mm,3가지 경우를 조합하여 모
델을 제작하였다.
그리고,비교를 위해 대조군으로,직경 3.0mm,길이 12mm를 가지고 flatend를

가지는 임플란트 모델을 제작하였다.

2.경계 조건과 물성치 부여

골 조직은 주위로 움직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치밀골과 해면
골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완전 구속하였다.모델은 기존 연구에 따라 구성 성분의
물리적 성질을 설정하고(Table1)물리적으로 균질성,선형 탄성 그리고 등방성을
가지는 것으로,그리고 온도와도 무관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3.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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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의 두께와 상부 구조를 고려하여 피질골 상방에서,하중의 방향은 수직,수
직에서 15도 방향,그리고 30도 방향으로 10Newton의 하중을 가하였다(Sato 등, 

1999).

4.응력 분석

Pre-processing과정에는 Altair Hypermesh 6.0(Altair Engineering, Inc.,
Michigan,Illinois,USA)을 이용하였으며 solving 과정에는 HKS ABAQUS
6.1(Altair Engineering,Inc.,Michigan,Illinois,USA)을 이용하였다.그리고
Post-processing과정에는 AltairHypermesh6.0을 이용하였다.
2차원 비선형 접촉 분석(non-linearcontactanalysis)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응

력값 중 1축 등가 비교 응력인 von-Misesstress을 해석하여 분석하였다.

CPS3 CPS4

Fig.1.Schematicillustrationofelementsformodelling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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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Schematicillustrationof2dimensionalmodel

Elastic modulusElastic modulusElastic modulusElastic modulus Poisson's ratioPoisson's ratioPoisson's ratioPoisson's ratio

cortical bonecortical bonecortical bonecortical bone 13700 Mpa13700 Mpa13700 Mpa13700 Mpa 0.30.30.30.3

trabecular bonetrabecular bonetrabecular bonetrabecular bone 1370 MPa1370 MPa1370 MPa1370 MPa 0.30.30.30.3

screw screw screw screw 107000 MPa107000 MPa107000 MPa107000 MPa 0.330.330.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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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Materialpropertiesusedinthisstudy
IIIIIIIII...결결결과과과

1.전반적인 응력 분포 양상
수직력을 가했을 경우 피질골 내에서는 스크류 나사산 끝단의 계면에 주로 응

력이 발생하였다(Fig.3,4).망상골 내에서는 임플란트의 끝단의 계면에 주로 응
력이 발생하였다(Fig.5,6).그리고,15도,30도 비스듬히 힘을 가했을 경우 피질
골 내에서 응력이 압박측 한 부위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Fig.3,4),망상
골 내에서는 임플란트의 끝단의 계면에 주로 응력이 발생하였다(Fig.5,6).

2.표준 형태와의 비교
Flatend를 가지는 표준 형태를 같은 직경,길이를 가진 끝이 뾰족한 형태와

비교했을 때 피질골에서의 응력 분포에는 차이가 없었으나(Fig.3,4)망상골에서
는 최대 응력이 차이를 나타내었다(Fig.5,6).

3.직경 변화에 따른 영향
직경이 증가할수록 피질골내 최대 응력이 감소하였으며(Fig.7,8,9)특히 수

직 하중을 가했을 때보다 15도,30도 비스듬히 힘을 가했을 경우 직경 증가가 최
대 응력 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컸다.또한 직경 증가는 망상골에서의 최대 응력을
감소시켰다(Fig.10,11,12).

4.길이 변화에 따른 영향
임플란트의 길이 변화는 피질골 내에서 최대 응력에 미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Fig.7,8,9)망상골 내 최대 응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Fig.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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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degree load
(to the left)

15 degree load
(to the left)

30 degree load
(to the left)

Fig. 3. Stress(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in the cortical bone 

with flat ended standard implant (3.0mm in diameter, 12 mm in length) 

> 1.0e+02> 1.0e+02> 1.0e+02> 1.0e+02
< 1.0e+02< 1.0e+02< 1.0e+02< 1.0e+02

< 0e+00< 0e+00< 0e+00< 0e+00
< 1.7e+01< 1.7e+01< 1.7e+01< 1.7e+01
< 3.3e+01< 3.3e+01< 3.3e+01< 3.3e+01
< 5.0e+01< 5.0e+01< 5.0e+01< 5.0e+01
< 6.7e+01< 6.7e+01< 6.7e+01< 6.7e+01
< 8.3e+01< 8.3e+01< 8.3e+01< 8.3e+01

Unit: Unit: Unit: Unit: MPaMPaMPaMPa

Fig. 4. Stress(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in the cortical bone 

with pointed ended mini implant (3.0mm in diameter, 12 mm in length)

Vertical load 15 degree load
(to the left)

Vertic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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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Maximum von Misesstressin thecorticalbonewith vertically
loadedmini-implant(xaxis:length;mm,yaxis:stress;MPa)

Fig.8.Maximum von Misesstressin thecorticalbonewith 15degree
obliquelyloadedmini-implant(xaxis:length;mm,yaxis:stress;MPa)

Fig.9.Maximum von Misesstressin thecorticalbonewith 30degree
obliquelyloadedmini-implant(xaxis:length;mm,yaxis:stress;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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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ress(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in trabecular bone 

with flat ended standard implant (3.0mm in diameter, 12 mm in length)

Fig. 6. Stress(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in trabecular bone 

with pointed ended mini implant (3.0mm in diameter, 12 mm in length)

> 1.0e+01> 1.0e+01> 1.0e+01> 1.0e+01
< 1.0e+01< 1.0e+01< 1.0e+01< 1.0e+01

< 0e+00< 0e+00< 0e+00< 0e+00
< 1.7e+00< 1.7e+00< 1.7e+00< 1.7e+00
< 3.3e+00< 3.3e+00< 3.3e+00< 3.3e+00
< 5.0e+00< 5.0e+00< 5.0e+00< 5.0e+00
< 6.7e+00< 6.7e+00< 6.7e+00< 6.7e+00
< 8.3e+00< 8.3e+00< 8.3e+00< 8.3e+00

Unit: Unit: Unit: Unit: MPaMPaMPaMPa

30 degree load
(to the left)

15 degree load
(to the left)

Vertical load

30 degree load
(to the left)

15 degree load
(to the left)

Vertic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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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Maximum vonMisesstressinthetrabecularbonewithvertically
loadedmini-implant(xaxis:length;mm,yaxis:stress;MPa)

Fig.11.Maximum vonMisesstressinthetrabecularbonewith15degree
obliquelyloadedmini-implant(xaxis:length;mm,yaxis:stress;MPa)

Fig.12.Maximum vonMisesstressinthetrabecularbonewith30degree
obliquelyloadedmini-implant(xaxis:length;mm,yaxis:stress;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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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고고고찰찰찰

임플란트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생물학적 요인과 역학적 요인
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즉,골과 임플란트 사이에 어떠한 생물학적 반응이
나타나는지가 안정성에 큰 영향을 주는데,이는 임플란트 표면의 생체적합성과 치
유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임플란트 디자인도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임플란트의 길이,직경,나사

모양 등에 따라,가해지는 하중이 주위 골조직에 다르게 전달되고 이에 따라 골조
직이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
Prendergast(1997),Geng등(2001)과 Stolk등(2003)은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하

중을 주위 골조직에 어떻게 전달하느냐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유한요소모델을 이
용한 분석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한 분석은 복잡한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단순화하고,지배 방정식을 이용하는 모델로서,외력에 대
한 응력과 변형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특히 여러 가지 매개 변수가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므로 Stolk등(2003)은 여러 가지 매개 변수가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해야 하고,많은 수의 시제품을 일일이 제작할 필요가 없으므로 새로운 임
플란트를 디자인 하는데 있어 유용하다고 하였으며 Chun(2002)등,Hansson등
(2003)과 Himmlova등(2004)도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임플란트
디자인이 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한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서

Prendergast(1997)과 Geng등(2001)은 유한요소모델의 기하학적 형태(geometry)와
모델과 외부 환경 사이의 경계 조건(boundarycondition),재료의 물성치(material
properties),그리고 골조직과 임플란트 사이의 계면(theinterfacebetweenbone
andimplant)4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특히 Mann등(1995)과 Van
Oosterwyck등(1998)은 골조직에서 지지를 받으며 기능하는 임플란트의 응력 분
포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골과 임플란트 사이의 계면을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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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정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즉,식립 초기와,식립 후 시간이 경과
하여 임플란트 계면에서 긴밀하게 층판골이 형성된 경우에는 골조직-임플란트 계
면의 물리적 성질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이러한 계면에서의 결합력 차이가 응력
분산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그러므로,식립 직후 조기 하중을 주는 경우에 있어
서 임플란트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계면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의한 결
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모델링하고 선형 분석(linearanalysis)이 아닌,계면에
서 움직임을 반영하는 비선형 분석(non-linearanalysis)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
다.
본 연구는,요즘 관심이 높아지는 조기에 하중을 가하는 미니 임플란트를 치료

에 적용하는데 있어서,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
고,이러한 미니 임플란트에 조기 하중을 가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매개 변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미니 임플란트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응력 분포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직경 3.0mm 길이 12mm의,flatend를 가지는 일반적인 형태의
임플란트에서 응력 분포를 대조군으로 비교하였다.
Flatend를가지는 경우에는 정확한 깊이까지 드릴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뾰족한 끝을 가지는 미니 임플란트의 경우 식립을 위한 외과적 술식이 간단해지
므로 임상적인 효율이 올라가게 된다.뾰족한 끝을 가지는 미니 임플란트의 피질
골 부위의 응력 분포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망상골에서는
flatend를 가지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망상골은 상대적으로 강도나 Young'smodulus가 낮아 응력 분산에 불리하고
초기 고정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지만,이러한 응력 집중이 중장기적 안정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그리고 만약 주위
골조직에 의해 층판골이 형성될 수 있다면 미니 임플란트의 끝단에 집중되는 응
력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임플란트 끝단의 응력 분포가 가지는 임상적 의의와 골
조직 치유가 진행된 후,임플란트 끝단 디자인에 따른 응력 분산에 대해서는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임플란트의 길이와 직경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Block등(199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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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을 통해 직경보다 길이요소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나,이는 hydroxyapatite
implant식립 후 치유가 진행된 상태의 분석이므로 미니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성
과 관련하여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리라 사료된다.또한 Chun 등(2002)과
Tada등(2003)도 유한 요소 분석을 통해 길이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이때 사용
된 모델은 모두 선형 분석을 이용하였으므로 초기 안정성과 관련하여 적용하기에
는 차이가 있으리라 사료된다.반면 Himmlova등(2004)은 선형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길이요소보다 직경 요소가 중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본 연
구에서는 초기 응력 분포에 있어서 길이 요소보다는 직경 요소가 응력 분산에 중
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특히 가해지는 하중의 수평적 요소가 커질수
록 응력은 피질골 내 일부 나사산에 집중이 되고,직경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길이 요소 증가는 망상골내 응력 분포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망상골 내 응력 분포는 임플란트 끝단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이
는 피질골과 망상골의 물리적 성질 차이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초기 안정성에 있
어서 피질골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여진다.즉 초기에는 피질골에서 지지
를 담당하므로 피질골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가 초기 안정
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초기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
해서는 피질골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는 임플란트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
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중의 방향에 따른 응력 분산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는데,하중

의 방향이 피질골내 최대 응력 발생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즉,생물학적으로 바람직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대 응력을 생물학
적 역치 이하로 조절해야 하는데,이를 위해서 직경과 길이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응력의 수평 요소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바꾸어 말하면 굵은 직경의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스플린팅이나
상부 보철구조의 적절한 디자인을 통해 응력의 수평 요소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
할 수 있다.
Misch등(2001),Chun(2002)등,Hansson등(2003)그리고 이(2005)는 임플란

트 디자인에 있어서 나사 형태가 응력 분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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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본 연구에서는 나사 디자인이 최대 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하
지 않았다.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추해 볼 때 무엇보다 미니 임플란트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직경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나사 디자인을 통해 수
평 하중에 적합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Albrektsson등(2004)과 Esposito등(2005)은 임플란트 표면의 특성이 골과 임플
란트 계면에서의 결합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므로 미니 임플란트의 표면 특성도
수평 하중 분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또한 수평 하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철물의 디자인도 중요하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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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미니 임플란트 식립 후 초기,골과 임플란트 사이에 유의한 결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하중을 가하는 경우에 미니 임플란트의 직
경,길이,그리고 힘의 방향이 임플란트 주위 골조직의 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2차원적인 유한 요소 모델을 제작하고 접촉 비선형 분석
(contactnon-linearanalysis)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하중에 의한 응력은 주로 피질골 내 나사산 끝단에 집중되었다.

2.하중의 방향이 피질골 내 응력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3.길이 요소보다는 임플란트의 직경과 임플란트 끝단 디자인이 망상골 내 응
력 분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3mm 이하의 미니 임플란트를 계속적인 수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평 하중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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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CCCooonnntttaaaccctttnnnooonnn---llliiinnneeeaaarrrfffiiinnniiittteeeeeellleeemmmeeennntttmmmooodddeeelllaaannnaaalllyyysssiiisssooofff
iiinnniiitttiiiaaalllssstttaaabbbiiillliiitttyyyooofffmmmiiinnniiiiiimmmppplllaaannnttt

HHHyyyuuunnn---jjjooooooYYYoooooonnn
Departmentofdentistry,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SSSuuunnnggg---hhhoooCCChhhoooiii,D.D.S.,M.S.D.,Ph.D.)

Miniimplantshadbeenusedprovisionallyforthehealingperiodofimplants
inthebeginning.Butitbecomesusedfortheon-goingpurpose,becauseitis
simpletouse,economicandespeciallysuitablefortheoverdenture.Butthere
isfew studiesaboutthestability ofminiimplants,thatismostimportant
factor for the on-going purpose,and particularly the implantparameters
affectingtheinitialstability.
The purpose of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stress and the strain

distribution pattern ofimmediate-loadedscrew typeorthodonticmini-implant
and the parameters affecting the initial stability of immediate-loaded
mini-implant.Twodimensionalfiniteelementmodelsweremadeandcontact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The magnitude and
distributionofVonMisesstresseswereevaluated.
Theobtainedresultswereasfollows:

1.Thestresswasconcentratedonthethreadtipofanimplantinthecortical
bone.

2.Thedirectionofloadisthemostimportantfactorforthestress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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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rticalbone.

3.Thediameterofan implantisthemostimportantfactorforthestress
distributioninthetrabecularbone.

In conclusion, if the horizontal load vector is successfully controlled,
mini-implants,whichdiameterisunder3mm,canbeusedfortheon-going
purpose.

Keyword:Mini-implant,stress,corticalbone,trabecularbone,contactfinite
element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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