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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하악 임플란트 피개의치에서 다양한 유지장치가  

골소실이 발생된 임플란트에 미치는 영향 

 

하악 무치악 환자에 있어서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 

피개의치를 제작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과 저작 효율 면에 있어서 유리하여 

최우선적인 치료로 추천되어 오랜기간 적용되어 왔다.  

하악 임플란트 피개의치는 장기간 성공율이 매우 높은 보철치료이지만 

무치악 구치부의 골흡수와 레진 의치상의 마모 등으로 인해 주기적인 

재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레진 치아의 마모로 심미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금속구조물의 파절이 발생하면 재제작을 해야 하는데 보통 이 

수명이 12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12년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병적인 

임상소견이 없는 경우 임플란트 주위에 평균 2 mm 정도의 골소실이 발생하나 

그 양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다. 

임플란트 피개의치 제작에 있어서 유지장치의 선택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유지장치의 유지력이 환자의 만족도와 연관성이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골질이 좋지 않거나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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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골흡수가 있는 경우 유지장치가 임플란트에 미치는 응력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유지장치 선택에 있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하악 무치악에서 임플란트 주위에 골소실이 없는 경우와 

4mm의 골소실이 있는 경우에서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방식의 Hader bar 와 

plastic clip, 임플란트를 연결하지 않는 비연결 방식의 유지장치 중 유지력에 

차이가 있는 Locator (White female), ball, magnet 등의 유지장치가 하악 

구치부 하중 부여 시 임플란트에 미치는 응력의 크기를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 측정하였고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골소실이 없는 모형과 골소실이 있는 모형에서 임플란트 주위의 

응력은 편측하중 (p<0.05)과 양측하중 (p<0.05)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Ball 유지장치와 Locator 유지장치가 bar나 magnet 유지장치에 비해 더 

높은 응력값을 보였고, magnet 이 가장 낮은 응력값을 보였다. 

편측하중(p>0.05)과 양측하중(p>0.05)에서 Locator와 ball은 응력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Bar에서 비하중측과 하중측 임플란트의 협-설면에 응력을 분산시키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bar와 같은 연결형 유지장치가 응력분산에 도움이 되므로 

골흡수가 일어난 임플란트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Locator 나 ball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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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잔존골량이 많은 경우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magnet 유지장치는 

임플란트에 발생하는 응력의 크기는 작으나 유지력이 작으므로, 이갈이 환자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임플란트 피개의치, 유지장치, 스트레인 게이지, 골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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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임플란트 피개의치에서 다양한 유지장치가  

골 소실이 발생된 임플란트에 미치는 영향 

 

< 지도교수 : 정  문  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윤 현 경 

 

 

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무치악 환자의 비율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1) 완전 무치악의 

불량한 악간 관계, 불충분한 가용골, 불충분한 전정의 깊이, 근-신경계의 

조화 등의 문제 때문에 통상적인 완전의치에서 적합한 유지력과 안정성을 

얻는 것이 항상 가능한 일은 아니다.2) 이런 경우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이나 임플란트 피개의치로 수복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심한 치조제 흡수와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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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환자나 경제적 문제가 있는 환자에서는 

임플란트 지지 고성성 보철이 최적의 치료가 되기는 어렵다.3) 이에 대한 

대안으로 Zarb 등4)은 하악 무치악에서 견치부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ball 이나 bar attachment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임플란트 피개의치를 

추천하였다. 2002년 McGill consensus statement 에서는 하악 무치악에서 

2개 임플란트 식립 후 제작하는 임플란트 피개의치가 우선적인 치료의 

선택이 된다고 하였으며,5) 임플란트 피개의치는 기존의 완전의치에 비해 더 

뛰어난 저작기능을 보였다.6)  Wowern 등7)의 dual–photon scanner를 

이용한 연구에 의하면 하악 임플란트 피개의치를 장착한 경우 bone mineral 

content(BMC)의 소실이 일반적인 하악 총의치에서의 소실양보다 적었다고 

하였으며 이는 하악 피개의치의 향상된 기능으로 말미암아 골형성이 

증가되고 골소실양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하악 임플란트 피개의치는 10년 성공률이 80.8%8)에 가까운 성공적인 

보철치료이지만 오랜기간이 경과하면 임플란트 주위의 골소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공 사이에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뒤 임플란트 피개의치를 

제작한 51명의 환자에서 3~7년간 관찰한 결과 machined surface의 

임플란트에서는 2.4 ± 0.23mm, rough surface의 임플란트에서는 1.64 ± 0.27 

mm의 평균 골소실양을 보였다.9) 또 다른 연구에서는 158명의 환자에서 

하악에 2개의 Brånemark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 피개의치 장착 후 4, 

8,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임플란트 주위 골소실은 오직 시간의 경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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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되어 발생하였고, 환자의 성별, 나이, 대합치의 상태, 구강위생상태, 

임플란트의 위치와는 관계성이 없었는데 골소실의 양은 12년간 평균 1.7mm 

정도였다.10)
 골 소실은 임플란트 주위 뿐 아니라 무치악 부위에서도 

발생한다. 하악 임플란트 피개의치는 저작효율이 완전의치에 비해 높아져서 

교합력이 강해지므로 하악 구치부의 골흡수 양이 완전의치에 비해 2~3배가 

높다.11)
  

이러한 골소실이 임플란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다. 

Kitamura 등12)은 임플란트 주위 골의 흡수가 임플란트에 미치는 영향을 

유한요소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동일한 하중에 대해서 골이 흡수된 

깊이에 따라 임플란트 주위골에 발생하는 응력이 커진다고 하였다. 또 다른 

유한요소 분석에서는 2mm의 골소실을 가정하였을 때 임플란트 주위에 

발생하는 응력이 거의 두 배였다고 하였다.13) 특히 피개의치를 지지하는 

임플란트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는 고정성 보철물을 지지하는 임플란트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보다 그 크기가 더 크다.14) 골유착된 임플란트도 

과도한 교합력이 가해질 경우 실패할 수 있음이 동물실험에 의해 

밝혀졌고,15) Quirynen 등16)은 과도한 교합력과 변연골 흡수 정도에 명백한 

연관성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과도한 교합력과 임플란트 

실패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합의가 도출되었고,17) 이는 골의 생리적 한계를 넘는 하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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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표면골에서 미세파절을 야기하는데 피질골의 골개조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골흡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18) 

임플란트 피개의치에서 임플란트의 골소실양은 의치의 균일한 조직지지, 

교합양식, 유지장치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균일한 조직지지로 응력이 잘 

분산되면 임플란트가 담당하는 지지역할을 나누는 결과를 가져와 

임플란트의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 Sadowsky 등19)은 하악 임플란트 

피개의치에서 구치부 무치악 치조제에 의치상이 긴밀한 접촉을 하지 않으면 

유지장치에 의해 임플란트에 많은 응력이 가해진다는 것을 광탄성 

응력분석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또한 임플란트 피개의치에 사용되는 

유지장치의 응력분산효과도 장기적인 임플란트 성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지장치의 응력분산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한 

실험에서 하중을 부여할 경우 ball과 magnet과 같은 비연결형 유지장치 

들이 임플란트에 더 적은 응력을 전달하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였으나, 

20-21) 연결하여 bar 유지 임플란트 피개의치로 제작한 경우에 더 적은 

응력을 보였다고 하는 결과도 있었다.22-24) 유지장치의 종류가 미치는 

응력에 따라서 임플란트 주위 변연골소실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25) bar 유지장치보다 ball을 사용했을 때 골소실의 양이 더 컸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으므로26) 아직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하악 임플란트 피개의치에서 임플란트 주위 골소실이 

발생하였을 때 각 유지장치가 임플란트 변연골에 미치는 응력을 스트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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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지로 측정하고 그  결과의 분석을 통해 임플란트 피개의치의 유지장치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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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 재료 및 방법 

1.  실험모형 및 피개의치 제작 

1-1. 실험모형 제작 

먼저 골흡수가 일어나지 않은 모형을 제작하였다. 임플란트를 식립할 하악 

전치부에는 하악골의 골질과 형태를 재현하기 위해 해면골의 골질과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solid rigid polyurethane foam (Saw bone, Pacific Research 

Laboratories,Inc. Vashon, WA)을 삽입하고 치과용 아크릴릭레진 (Orthodontic 

resin, Dentsply International, Inc. Milford, DE)으로 표면의 피질골 부위를 재현하

였다. 모형의 전체적인 길이는 60mm, 모형의 폭은 50mm의 U자형태로 하악 

중절치 치조제 폭은 3mm, 하악 견치는 5mm, 소구치는 7mm, 대구치는 9mm

로 제작하였다.  

A 

 

B 

Fig. 1. Acrylic resin models with solid rigid polyurethane foam (Saw bone, 

Pacific Research Laboratories, Inc. Vashon, WA). A: Non-resorption model, 

B: 4 mm resorption model  
 



 

 7

하악 구치 후방 무치악 부위는 균일하게 2mm 두께의 Silicone (Gi-Mask, 

Coltene/Whaledent, Brooklyn, NY) 으로 치은부위를 재현하였다. 비흡수 모형의 

실험이 끝난 후 동일한 모형에서 임플란트 주위에 4mm 의 골흡수가 나타난 

형태로 변경하였다(Fig. 1).  

. 

 
 

Fig. 2. The shape of bone resorption. Horizontal bone loss: mesial-1.34 mm, 

distal-1.40mm (Tarnow DP et al. The effect of inter-implant distance on the 

height of inter-implant bone crest. J Periodontal 71(4);546-9, 2000) Vertical 

bone loss: 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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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흡수의 형태는 협설측은 수평적 골흡수, 근원심측은 수직적 골흡수의 형

태로 제작하였으며 이는 임플란트 주위골의 흡수가 환상형태로 근심측은 

1.34mm, 원심측은 1.40mm로 나타났다고 하는 연구결과27)를 참고하였다 (Fig.  

2). 

 

1-2. 피개의치 제작 

Putty rubber 인상재 (Exaflex, GC,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동일한 크기와 

형태를 가진 복제의치 8개를 제작하였다. Gold cylinder와 플라스틱 패턴을 

이용하여 Hader Bar (APM-Sterngold, Attleboro, MA, USA)를 주조하였고, ball 

유지장치는 기성품 (ABI48352, Dio,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Locator 

유지장치 (Locator Abutment for External taper interface, Zest anchor, Escondido, CA, 

USA)는 중등도의 유지력을 갖는 White female을 사용하였다. Magnet 유지장치 

(Magfit, Aichi steel, Aichi-ken, Japan)는 750gf 의 유지력을 가진 IP-AFN model 

을 사용하였다(Fig.3, Table1). Bar 유지장치는 연결방식의 대표적인 

유지장치이고 비연결 방식의 유지장치에서는 유지력이 가장 약한 magnet, 

중간 정도의 유지력을 가지는 ball, 가장 큰 유지력을 보이는 locator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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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 Attachment systems. A: Hader bar, B: Ball attachment, C: Locator 

attachment, D: Magnet attachment.  

 

2. 임플란트 식립  

하악 측절치와 견치 사이의 위치에 내측연결방식의 직경 4.1mm, 길이 10 

mm의 디오 임플란트 (IFI, Dio, Seoul, Korea) 2개를 식립하였다. 임플란트를 

평행하게 식립하기 위하여 서베이어 상에서 평행을 확인하며 milling 

machine 을 사용하여 드릴링하였다. 드릴링 후 초기고정이 10N 이상이 

되도록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비흡수 모형과 골흡수 모형에서 임플란트가 

동일한 위치에 식립될 수 있도록 pattern resin으로 surgical index를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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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Table 1.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Hader bar-plastic clip 

(APM-Sterngold, Attleboro, MA, USA), Ball (ABI48352, Dio, Seoul, Korea), 

Locator and white female (Locator Abutment for External taper interface, 

Zest anchor, Escondido, CA, USA), Magnet (Magfit, Aichi steel, Aichi-ken, 

Japan) 

 
Group Attachment 

Control 

(Non-resorption 

group) 

Bar-clip 

Ball 

Locator 

Magnet 

Experimental 

group 

(4mm resorption 

group) 

Bar-clip 

Ball 

Locator 

Magnet 

 

식립 후에는 Osstell mentor (Integration Diganostics, Göteborg, Sweden)로 

임플란트의 협측과 설측에서 임플란트 안정화 지수 (Implant Stability Quotient, 

ISQ) 수치를 3회씩 측정하여 고정 정도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ISQ 

수치가 임플란트 식립 직후 60 이상인 경우 즉시 하중이 가능하며, 이는 ISQ 

수치가 60-65 정도의 수치를 보이는 경우 골치유 과정을 거쳐 이차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즉시 하중에 안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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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2)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ISQ 수치가 60이 넘으면 안정적인 고정으로 

간주하였다. Smart peg를 임플란트에 연결하여 Osstell mentor의 측정부위와 

수직이 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3. 스트레인 게이지 분석 

 식립된 임플란트의 협측골과 설측골 표면부위에 스트레인 게이지 

(resistance:120Ω; KFG-1-120-C1-11,  Kyowa, Japan)를 전용 접착제 

(CC-33A-5, Kyowa, Japan)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

착하는 모형의 표면은 깨끗이 연마하였고 접착제를 부착부위에 적당량을 도

포한 후 스트레인 게이지를 위치시킨 뒤 셀로판지를 위에 놓고 손가락으로 

1-2분간 압력을 가해 여분의 접착제가 빠져 나오도록 하였다. 10분 이상 접

착제가 경화되도록 하였다. 스트레인 게이지는 비흡수 모형과 골흡수 모형에

서 동일하게 임플란트의 플랫폼으로부터 4mm 하방에 부착하였다. 임플란트 

표면에 변형이 발생하면 이 신호가 게이지를 통해 Wheatstone bridge 로 연

결되어 sensor interface (PCD-300B, Kyowa, Japan )를 거쳐 컴퓨터로 전달

되고 데이터 획득 프로그램인 DCS-100A(Kyowa, Japan)에 의해 수치화 된

다. 부하는 하악 제1대구치의 위치에 편측, 혹은 양측성으로 정적인 하중을 

각각 5회씩 부여하였다. 편측으로는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10Kgf의 정적하

중을 부여하였고, 양측성으로 하중을 부여할 때에는 acrylic resin으로 양쪽 

제1대구치를 연결하는 막대를 제작하여 중앙에 10Kgf의 하중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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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의 방향은 교합평면에 수직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을 시행하기 전에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Zero shift를 최소화 하기 위해 10Kgf

의 하중을 5 회 부여하였다.  Zero shift는 하중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경우 

스트레인 수치가 하중에 비례하여 증가하다가 하중을 제거하게 되면 회복되

는 수치가 처음 수치보다 더 낮은 값을 보이는 상황으로 원점의 변화를 말한

다(Fig. 4). 이 Zero shift 는 처음 5-10회의 cycle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므

로 실제 실험을 시행하기 전에 최소 5cycle 이상 하중을 부여하는 것이 추

천된다.29) Sample rate 는 100 Hz로 시행하였다. 5분간 하중을 가하였고, 하

중을 가하는 중간에 응력이 회복되도록 30분간의 휴지기를 두었으며 각 유지

장치 별로 5회씩 실시하였다(Fig. 5, Fig. 6, Fig. 7). 

 

 

 

Fig. 4. Zero shift of strain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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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D 

Fig. 5.  Strain gauge. A: Illustration of the position of strain gauge, B: 



 

 14 

Strain gauges attached to buccal aspect of implants, C: Static loading D: 

Sensor interface (PCD-300B, Kyowa, Japan). 

 

4. 통계처리                                                                                                                 

SPSS 통계 프로그램 (SPSS Inc., Chicago, Ill, USA)을 이용하여 비흡수 모형과 

골흡수 모형 사이의 스트레인 값을 비교하고 각 유지장치 사이의 스트레인 

값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ANOVA 분석과  LSD test 등을 

실시하였다. 

간, 48 시간 탈회시편, 재광화 1 군, 2 군, 3 군, 4 군의 시편을 EDS 분석하여 표면 이온의 Weight percentage 를 측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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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 결과 

1. RFA(Resonance Frequency analysis) 측정 결과 

 3회에 걸쳐 식립된 임플란트의 고정을 Osstell Mentor(Integration Diganostics, 

Göteborg, Sweden) 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Table 2, Table 3). 

Table 2. ISQ of Non-resorption model 

 

Left implant Right implant 

Buccal->Lingual Lingual->Buccal Buccal->Lingual Lingual->Buccal 

ISQ 67 67 65 65 

 

Table 3. ISQ of Resorption model 

 

Left implant Right implant 

Buccal->Lingual Lingual->Buccal Buccal->Lingual Lingual->Buccal 

ISQ 64 63 62 64 

 

2. 편측하중 

 하중을 가한 반대쪽인 왼쪽 임플란트의 협측에서는 모든 유지장치에서 인장

력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하중측인 오른쪽 임플란트의 협측과 설측, 왼쪽 임

플란트의 설측에서는 압축응력이 발생했다(Fig. 5-8). 

  비흡수 모형에서 하중측인 오른쪽 임플란트의 협측에 가장 큰 압축응력이 

발생하였다. 유지장치별로 보면 Locator(White female)가 가장 높은 값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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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Ball과 Bar 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Magnet이 임플란트 주위골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왼쪽 임플란트의 협측에 나타나는 인장응력은 

Locator가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Bar도 비슷한 값을 보였으나 Ball은 상대

적으로 작은 값을 보였고 역시 Magnet이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비흡수모

형에서 임플란트의 설측에서는 하중측인 오른쪽 임플란트의 설측에서 왼쪽 

임플란트의 설측에서 보다 더 높은 압축응력을 나타내었다. 유지장치별로 보

면 하중측인 오른쪽 설측에서는 Ball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그 다음이 

Bar, Locator의 순서였으나 왼쪽 임플란트의 설측에서는 Bar, Locator, Ball 

의 순서였고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Magnet은 모든 경우에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골흡수 모형에서도 응력분포의 양상은 비흡수 모형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났

다. 하중측인 오른쪽 임플란트의 협측에서 가장 큰 압축응력이 발생하였고, 

그 크기는 Locator, Ball, Bar, Magnet의 순서였다(Table 4, 5). 



 

 17 

 
 

Fig. 5. Strain change of implants attached to bar after unilateral loading in 

non-resorption model. 

L-B: left buccal, R-B: right buccal, L-L: left lingual, R-L: right lingual 

 

 
 

Fig. 6. Strain change of implants attached to ball after unilateral loading in 

non-resorption model. 

L-B: left buccal, R-B: right buccal, L-L: left lingual, R-L: right ling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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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rain change of implants attached to Locator after unilateral loading 

in non-resorption model. 

L-B: left buccal, R-B: right buccal, L-L: left lingual, R-L: right lingual 

 

 
 

Fig. 8. Strain change of implants attached to magnet after unilateral loading 

in non-resorption model. 

L-B: left buccal, R-B: right buccal, L-L: left lingual, R-L: right ling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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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rain gauge of unilateral loading - Left side (με)  

 

  Left implant  

 NR-B±SD R-B±SD NR-L±SD R-L±SD 

Bar 114.5±15.6 136.7±9.1 -109.9±2.3 -178±5.4 

Ball 34.4±7.7 120.1±2.2 -71.7±12.6 -194.8±28.3 

Locator 125.9±7.5 165.2±15.7 -94.8±21.5 -218.7±27.5 

Magnet 13±3.3 22±1.1 -8.3±2.6 -24.8±8.2 

NR-B: buccal side of non-resorption model, R-B: buccal side of resorption 

model, NR-L: lingual side of non-resorption model, R-L: lingual side of 

resorption model, SD: standard deviation 

 

Table 5. Strain gauge of unilateral loading - Right side (με) 

  

  Right implant  

 NR-B±SD R-B±SD NR-L±SD R-L±SD 

Bar -171.6±6.0 -239.8±11.4 -151±14.4 -231.4±14.7 

Ball -223.7±5.5 -391.5±8.0 -166.5±3.4 -173.1±11.0 

Locator -357.6±26.5 -441.5±9.3 -122.3±23.5 -187.5±28.4 

Magnet -42.1±3.7 -78.9±9.3 -54.7±1.5 -89.3±10.1 

NR-B: buccal side of non-resorption model, R-B: buccal side of resorption 

model, NR-L: lingual side of non-resorption model, R-L: lingual side of 

resorption model, SD: standard deviation 
 

그리고 왼쪽 임플란트의 협측에도 동일한 순서로 인장응력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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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임플란트의 설측에서는 Bar 또는 Locator가 가장 큰 값을 보였으나 Bar, 

Ball, Locator 세군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골흡수 모형에서는 비흡수 모형에서보다 응력의 값이 증가하였다. Oneway 

ANOVA 로 통계처리한 결과 골흡수 모형과 비흡수 모형에서의 응력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p<0.05) 차이를 보였다(Table 6). T-test 로 검정한 

결과 골흡수 모형과 비흡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었

다(Table 7). 

 

Table 6 .  Oneway ANOVA: unilateral loading, bone loss. 

 

 

Table 7 .  t-test : unilateral loading, bone loss. 

 

t df Sig.(2-tailed) 

Mean 

difference 

측정치 4.958 94 0.021 44.423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147361.5 1 147361.5 7.235 0.001 

Within 

Groups 
2015749 94 21444.13 

  

Total 216311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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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Unilateral loading 

 

각 유지장치별로 전반적인 응력분포의 양상을 보면, Bar는 비하중측인 왼

쪽 임플란트의 협-설측과 하중측인 오른쪽 임플란트의 협-설측에 응력차이

가 크지 않은 반면에 Ball과 Locator 등은 하중측과 비하중측의 응력차이가 

크게 나타나 응력의 분산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중측에 집중되는 양상

을 보였다. One way ANOVA 로 통계 처리한 결과 유지장치간의 응력은 신뢰

도 95% 수준에서 유의할만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8). 그러나 Post Hoc 

test 로 검정한 결과 Ball 과 Locator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5)(Table 9). 

 

NR-B   R-B   NR-L   R-L NR-B    R-B    NR-L    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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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Oneway ANOVA: unilateral loading, attachments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174065.9 3 58021.97 2.684 0.041 

Within Groups 1989044 92 21620.05 
  

Total 
 

2163110 95 
   

 

Table 9.  Post Hoc test (LSD method): attachments. 

A: Bar, B: Ball, C: Locator, D: Magnet. 

 

(I) 유지장치  (J)유지장치 

Mean 

difference(I-J) Std. Error Sig.  

A B 28.575 42.4461 0.043 

C 37.608 42.4461 0.032 

D -70.904 42.4461 0.028 

B A -28.575 42.4461 0.043 

C 9.033 42.4461 0.051 

D -99.479 42.4461 0.021 

C A -37.608 42.4461 0.032 

B -9.033 42.4461 0.051 

D -108.512 42.4461 0.012 

D A 70.904 42.4461 0.028 

B 99.479 42.4461 0.021 

C 108.512 42.4461 0.012 
 

3. 양측하중  

비흡수 모형에서 오른쪽과 왼쪽 임플란트에서 비슷한 수치의 응력분포를 

보였으며, 협-설측 모두 압축응력을 나타내었는데, 이를 유지장치별로 보면 

협측에서는 Locator, ball, bar, magnet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측에서는 

magnet이 가장 큰 값을 보였다(Fig.10-13, Table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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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train change of implants attached to bar after bilateral loading in 

non-resorption model. L-B: left buccal, R-B: right buccal, L-L: left lingual, 

R-L: right lingual 

 

 

Fig. 11. Strain change of implants attached to ball after bilateral loading in 

non-resorption model. L-B: left buccal, R-B: right buccal, L-L: left lingual, 

R-L: right lingual 

 



 

 24 

 

Fig. 12. Strain change of implants attached to Locator after bilateral loading 

in non-resorption model. L-B: left buccal, R-B: right buccal, L-L: left 

lingual, R-L: right lingual 

 

 
 

Fig. 13. Strain change of implants attached to magnet after bilateral loading 

in non-resorption model. L-B: left buccal, R-B: right buccal, L-L: left 

lingual, R-L: right lingual 

 

 

이러한 양상은 골흡수 모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고, 다만 응력이 약간 

증가하였다. Oneway ANOVA 로 골흡수 모형과 비흡수 모형에서 응력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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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p<0.05)를 보였으며(Table 12), T-test 결과도 동일하였

다(Table 13).(p<0.05)  

 

Table 10. Strain gauge of Bilateral loading-Left side (με) 
NR: non-resorption R: resorption B: buccal L: lingual SD: standard deviation 
 

  Left implant  

 NR-B±SD R-B±SD NR-L±SD R-L±SD 

Bar -71.2±5.6 -89. 5±12.0 -16.2±1.2 -64.1±4.4 

Ball -82.5±8.1 -155.2±10.2 -44.5±3.2 -61.2±11.1 

Locator -93.8±3.9 -151.4±7.6 -41.5±6.6 -96.9±6.9 

Magnet -18.5±5.3 -57.6±4.6 -88.9±14.8 -108.5±7.2 

 

Table 11. Strain gauge of Bilateral loading-Right side (με) 

NR: non-resorption R: resorption B: buccal  L: lingual SD: standard deviation 
 

  Right implant  

 NR-B±SD R-B±SD NR-L±SD R-L±SD 

Bar -77.8±4.0 -82.4±4.9 -16.3±0.7 -77.2±4.0 

Ball -83.1±4.2 -147.6±11.1 -32.3±5.9 -47.9±1.7 

Locator -97.5±6.6 -176.4±11.8 -42±4.6 -115.9±11.2 

Magnet -21±3.0 -48.9±5.5 -73.8±4.9 -9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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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One way ANOVA: bilateral loading, bone loss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38660.44 1 38660.44 29.195 0.000 

Within 

Groups 
124476.7 94 1324.221 

  

Total 163137.2 95 
   

 

Table 13. t-test: bilateral loading, bone loss 

t 

               

df      Sig.(2-tailed) 

Mean 

difference 

측정치 5.403 94 0 40.135 
 

 유지장치별로 살펴보면, Bar의 경우 좌-우측 임플란트의 협측과 설측의 값

의 차이가 Ball 이나 Locator 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으며 magnet의 경우에서

는 반대로 설측의 값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냈다(Fig 10). One way 

ANOVA 로 검정한 결과 유지장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

(p=0.001)를 보였으나(Table 14),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ce) method로 유지

장치를 각각 비교한 결과 ball 과 Locator(p=0.072), magnet과 Bar는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439). 그러나 bar와 Locator(p=0.001), 

Locator와 magnet은 (p=0.001)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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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Bilateral loading 
 

 

Table 14. Oneway ANOVA: bilateral loading, attachments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25299.84 3 8433.281 5.629 0.001 

Within Groups 137837.3 92 1498.232 

Total  163137.2 95 
 
 

 

 
 

 
 

NR-B   R-B   NR-L   R-L        NR-B   R-B   NR-L   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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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Post Hoc test(LSD method) : bilateral loading, attachments  

A: Bar, B: Ball, C: Locator, D: Magnet. 
 

(I) 유지장치 (J)유지장치 
Mean 

difference(I-J) 
Std. Error Sig. 

A B 20.062 11.1737 0.076 

 
C 40.204 11.1737 0.001 

 
D 1.979 11.1737 0.439 

B A -20.062 11.1737 0.076 

 
C 20.142 11.1737 0.072 

 
D -18.803 11.1737 0.020 

C A -40.204 11.1737 0.001 

 
B -20.142 11.1737 0.072 

 
D -38.225 11.1737 0.001 

D A -1.979 11.1737 0.439 

 
B 18.083 11.1737 0.020 

 
C 38.225 11.173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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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괄 및 고찰 

 

Pietrokovski 등29)은 24개의 무치악 상악골과 99개의 무치악 하악골 악궁의 

길이와 폭을 caliper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하악궁의 폭은 평균 78mm, 

길이는 61mm 였고, 전치부에서 치조제폭은 3mm, 소구치부에서는 7mm, 

대구치에서는 9mm 였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무치악 하악골의 형태를 

재현하되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규칙한 함요부 등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U자 형태의 모형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후방 무치악 부위는 

condensation silicone rubber로 제작하였는데, silicone rubber는 elastic modulus 가 

2MPa
30)
 정도로 피부 같은 연조직의 elastic modulus인 약 1MPa

31) 과 유사한 

수치를 보인다. 임플란트가 식립된 하악 전치부의 골질을 재현하는데 있어서 

해면골 부위는 실제 인체의 해면골의 물리적 성질과 유사한 solid rigid 

polyurethane foam (Saw bone, Pacific Research Laboratories, Inc. Vashon, WA)을 

사용하였고, 피질골 부위는 치과용 아크릴릭레진 (Orthodontic resin, Dentsply 

International, Inc. Milford, DE)을 사용, 해면골과 피질골의 물리적 차이를 

부여하여 임플란트 경부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해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 등32)의 CT를 이용한 하악골의 피질골 두께에 관한 

연구에서 피질골의 두께는 부위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 약 2mm 정도로 

측정되어 이 두께를 모형의 피질골 두께로 채택하여 제작하였다. 모형의 

고정여부는 Osstell Mentor를 사용하여 ISQ 수치를 측정하였다. 공명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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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임플란트의 초기 안정도를 평가하고 부하를 가하기 전의 적절한 

치유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이차 수술 시에 충분한 안정도를 

평가하기도 하고, 일단계 식립술 (One stage implant)의 치유기간 중 안정도를 

검사하여 실패가능성이 있는 임플란트를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43)
 

아크릴릭 레진 모형 상에서 초기고정이 40N 이상이었을 때 ISQ 수치가 

골소실이 없는 경우 72.6 ± 2.4, 2mm의 수직 골소실이 있는 모형의 경우에 

67.2 ± 2 정도 였다고 하는 연구결과28)가 있었는데 본 모형에서 ISQ 수치는 

61-65의 값을 보였다. 이 값의 차이는 전 실험은 전체 모형을 모두 아크릴릭 

레진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므로 임플란트의 고정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며, 본 모형은 내부를 solid rigid polyurethane foam으로 제작, 아크릴릭 

레진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임플란트 경부 근처의 2mm에 한정되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그러나 즉시 하중을 가하는 기준인 ISQ 수치 60을 

넘었으므로 실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부여한 하중은 10 

Kgf로 하악 임플란트 피개의치에서 측정되는 최대 교합력보다 약간 낮은 

수치였다.
33)
 임플란트 피개의치에서 저작을 주로 구치부에서 담당하므로 

편측과 양측성으로 하중을 부여하였다.  

임플란트 주위에 발생하는 응력을 측정하는 실험법에는 광탄성, 유한요소

분석,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한 실험법 등이 있다. 이 중 광탄성모형을 이용

한 실험은 응력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포성향을 보는 

것으로 실험 모델 전체에 생기는 응력 집중의 양과 위치의 분석을 쉽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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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재료의 물성치를 동일하게 재현하는 광탄성 재료가 

많지 않아 해석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유한요소

분석은 불규칙하고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와 다양한 물성치로 이루어지는 구

조물에 대해 그 특성을 모두 수용하고 분석의 결과와 산출이 빠른 대신에 해

석대상의 구조를 도형상에서 유한개의 요소로 분할하기 때문에 요소를 분할

하는 크기 및 방법에 따라 오차 값이 달라지고 특히 경계조건을 어떻게 선정

하느냐에 따라 해석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
44)
 본 연구에

서는 유지장치의 특성상 제조자가 제시한 유지력이 실제 피개의치에 장착하

였을 때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경계조건을 선정하는데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접 변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스트레인 게이지 실험법을 

사용하였다. 스트레인은 힘에 의해 발생한 물체 내의 2곳 또는 3곳의 상대적

인 움직임을 기하학적인 양으로 표현한 것으로 변형변위(deformation 

displacement)에 해당한다. Fig.11 같이 외부의 힘(stress)에 의해 물체 내에 변

형이 발생하면 변형률 εPQ 는 X 축 방향의 변형율 εxx, Y축 방향의 변형율 ε

yy, Z축 방향의 변형율 εzz 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변형율과 가해진 힘과의 

상관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σxx =        E     ［ (1-v) εxx + v(εyy + εzz )］  

         (1+ν)(1-2ν) 

σyy =        E     ［ (1-v) εyy + v(εxx + εzz )］  

         (1+ν)(1-2ν) 

σzz =        E     ［ (1-v) εzz + v(εxx + εyy )］  

         (1+ν)(1-2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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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xx 는 X 축 방향의 힘, σyy는 Y축 방향의 힘, σzz 는 Y축 방향의 힘, v 는 

Poisson 의 비, E는 탄성계수 (Elastic modulus)에 해당 된다. 

 

 

Fig. 11. Displacement of points P and Q that result from a system of 

loads.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한 실험은 1856년 Lord Kelvin 에 의해 원리가 도

입되었다. 그는 구리와 철선을 인장력하에 두었을 때 스트레인이 증가함에 

따라 저항도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고, 이 저항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Wheatstone bridge를 사용하였다. Wheatstone bridge 회로는 전기저항의 변화를 

전압의 변화로 전환하는 장치로 시편변형에 따른 전기저항의 변화의 크기가 

극히 미미하여 이를 전압의 변화로 바꾸어 변화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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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Fig.12).  

 

Fig. 12. Wheatstone bridge circuit 

 

임플란트 피개의치는 임플란트, 유지장치를 연결하는 지대주, 피개의치 등 

3부분으로 구성된다.
34)
 피개의치를 고정하기 위한 유지장치는 스위스에서 

1898년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940년대에 Gilmore에 의해서 대중화되었다.
35)
 

이 유지장치들은 임플란트가 도입되면서 임플란트 피개의치에도 활발하게 사

용되었는데 유지장치 선택에 있어서 유지력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

왔다. 그러나 환자가 임플란트 피개의치로 기능하면서 발생하는 하중이 임플

란트 지대주와 임플란트-골 계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지장

치 선택에 있어서 유지력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유지장치를 통해 전달되는 

응력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골질이 좋지 않거나 골소실이 발생한 임플란트

는 임플란트에 더 많은 응력이 전달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12-13)

 임플란

트 피개의치에서 유지장치들이 전달하는 응력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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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icucci 등 
38-39)은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bar 또는 ball 유지장치를 사

용한 임플란트 피개의치를 비교하여 Bar를 사용한 경우 임플란트 주위 골에 

더 많은 응력이 전달된다고 하였다. 이는 Kenney 등40)이 광탄성 응력분석에 

의한 결과와 일치한다. 그런데 어떤 저자들은 임플란트 피개의치에서 견고한 

bar가 하중의 분산에 기여함을 밝혀냈다.
41)
 그리고, Çekiç 등24)도 ball과 bar 

유지 피개의치에 하중을 부여하고 스트레인 게이지로 측정한 결과 ball 유지 

피개의치를 지지하는 임플란트 주변에 더 높은 스트레인이 측정되었다고 하

였다.  

본 실험에서도 Ball 이나 Locator와 같은 unsplinted 유지장치를 사용한 경

우에 Bar에서 보다 더 높은 응력의 값을 보였다. 이는 Çekiç 등24)의 실험결

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편측하중에서 Çekiç 등24) 은  하중측과 비하중측의 임

플란트의 협측에서 모두 압축응력이 발생했는데 반해 본 실험에서는 비하중

측인 왼쪽 임플란트의 협측에서는 인장응력이 발생했다. 그 이유로 Çekiç 등

24) 의 실험은 구치부를 없애고 점막부위를 재현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의

치의 움직임을 많이 허용하지 않았고, 하중을 제1소구치에 부여함으로써 임

플란트와의 거리가 짧아서 임플란트에 직접적으로 하중이 전달되었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본 실험은 구치부에 2 mm의 점막두께를 형성하고 하중도 약간 

떨어진 제1대구치 부위에 부여하여 상대적으로 1종 지렛대를 형성, 비하중측 

임플란트의 협측에 인장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편측 하중에서 Bar를 사용

한 경우에 하중의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Bar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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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분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같은 비연결방식의 유지장치인 Ball 

과 Locator도 편측하중 시 응력의 분산에 있어서는 하중측인 오른쪽 임플란

트의 협측에서 Locator가 더 큰값을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

이는 없었다. 그러나 양측 하중 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였

으며 Locator가 역시 더 큰 값을 나타냈다. 그 원인으로는 약 70 N의 유지력

을 갖는 Locator
45)가 6N 정도의 힘을 갖는 ball 보다 더 높은 유지력을 가지

므로 임플란트에 전달하는 응력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Magnet은 대체적으

로 낮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측방력이 발생하면 keeper와 분리되는 성질 때

문으로 보인다. Magnet은 유지력이 낮아 환자의 만족도가 낮을 수 있지만 이

갈이 환자 등에서 임플란트에 과도한 측방력이 가해질 때 사용하는 것이 추

천되기도 한다.
47) 양측성 하중에서 Magnet의 설측에 상대적으로 많은 응력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구치부에 하중이 가해질 때 유지력의 부족으로 인해 협측

보다 설측으로 많이 눌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 

 골흡수가 일어나는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수술 시의 외상, 세균에 

의한 염증반응, biological width theory36), 임플란트 주위에 가해지는 

기계적인 외력15) 등을 그 이유로 추측하고 있다. 임플란트에 부하를 가한 

1년간 가장 많은 골소실이 발생하고 이 후 그 양이 안정되는 조기 골흡수는 

이 기계적인 외력에 의한 골소실이 원인이 된다.37) 임플란트 주위 골소실의 

형태는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나타나는데, Tarnow 등26)에 의하면 

임플란트 주위 측면으로 근심쪽으로는 1.34mm, 원심쪽으로는 1.40m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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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형 골흡수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Kitamura 등12)은 유한요소분석을 

이용한 연구에서 수평적 골흡수 형태보다 수직적 골흡수 형태에서 골에 

응력이 적게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골 흡수가 증가될수록 임플란트 주위의 

해면골에 응력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유한요소분석을 이용한 또 다른 연구13) 

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에 2mm의 수직적 골소실이 발생하였을 때 스트레인 

수치가 거의 두 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였다. 골 소실이 진행되면 기공소에서 

의치상을 재이장하거나 재제작이 필요하게 된다. 보철물의 수명을 보철물이 

장착되는 시점에서부터 교체하기까지의 기간이라고 정의할 때, 금속구조물의 

파절, 레진 의치상과 레진 치아의 마모로 인한 심미적, 기계적 기능의 저하 

등의 이유로 재제작이 필요한 하악 임플란트 피개의치의 수명은 평균 약 

12년 정도였다고 하는 연구결과48)가 있다. 그렇다면 하악 임플란트 

피개의치가 재제작되는 시점에 임플란트의 골소실 양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약 2mm 정도의 골소실이 발생하게 됨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피개의치를 재제작할 시점에 유지장치 선택에 있어서 임플란트 주위 

골소실에 의한 응력발생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고정성 보철물을 

지지하는 임플란트 주위에서보다 임플란트 피개의치 주위의 임플란트에 더 

많은 굽힘모멘트가 발생하므로,14) 골소실에 의한 응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편측하중과 양측하중에서 모두 골소실이 발생했을 때 

응력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4mm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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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소실을 재현하였으나 유한요소 분석 실험13)에서만큼 응력 증가량이 크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악 구치부에 점막부를 실리콘 고무로 재현함으로 

인해서 응력을 구치부 치조제에서 분산했기 때문으로 Sadowsky 19)가 

광탄성 응력실험을 통해 밝혔듯이 하악 임플란트 피개의치에서 응력분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점막의 균일한 접촉을 통한 지지를 받는 것 때문인 

것 같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bar와 같은 연결형 유지장치가 응력분산에 도움이 

되므로 만일 하악 임플란트 피개의치를 재제작할 때 임플란트 주위에 

골소실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면 bar 유지장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Locator나 ball에 의해 발생되는 응력이 골의 생리적 한계를 

넘어서지는 않았으므로 환자의 잔존골량이 많은 경우 이러한 비연결형 

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Magnet 유지장치는 발생하는 응력의 크기는 작으나 유지력이 약하고 

치조제의 흡수가 심각하게 진행된 환자에 있어서 교합력에 의한 움직임이 

많이 발생하여 환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갈이를 가진 

환자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하악골의 골질, 혹은 임플란트 직경과 유지장치에 의해 발생되는 

응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유지장치 선택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지침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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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하악 무치악에서 임플란트 주위에 골소실이 없는 경우와 4 

mm의 골소실이 있는 경우에서 Hader bar 와 plastic clip, Locator (White 

female), ball, magnetic 등의 유지장치가 임플란트에 미치는 응력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2개의 임플란트를 전치부에 식립하고 임플란트 피개의치를 

제작한 뒤 편측 하중과 양측 하중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를 스트레인 

게이지로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골소실이 없는 모형과 골소실이 있는 모형에서 임플란트 주위의 응력은 

편측하중과(p=0.001) 양측하중(p=0.04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비연결형 유지장치인 Ball 유지장치와 Locator 유지장치가 연결형 유지

장치인 bar나 magnet 유지장치에 비해 더 높은 응력값을 보였고, 

magnet 이 가장 낮은 응력값을 보였다. 편측하중 (p=0.051)과 양측하

중(p=0.072)에서 Locator와 ball은 응력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Bar에서 비하중측과 하중측 임플란트의 협-설면에 응력을 분산시키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bar와 같은 연결형 유지장치가 응력분산에 도움이 되므로 

골흡수가 일어난 임플란트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비연결형 유지장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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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or 나 ball 등은 환자의 잔존 골량이 많은 경우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magnet 유지장치는 임플란트에 발생하는 응력의 크기는 작으나 유지력이 

작으므로, 치조제의 흡수가 심한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며 이갈이 환자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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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ttachment systems on strain around implants 

retaining mandibular overdentures with reduced bone level 

Hyun Kyung, Yun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Moon-kyu Chung, D.D.S., M.S.D., Ph.D.) 

 

Mandibular overdentures retained with two implants have been 

recommended for edentulous patients because of economic and 

masticatory efficiency. Retention of attachments is related to patients 

satisfaction with dentures so clinicians take it into first consideration when 

selecting attachments. . But if there is severe bone loss around implants, the 

influence of stress factor from attachments becomes more important and 

should be considered in attachments selection. 

Although mandibular implant overdenture has been successful treatment 

with long-term results, it is needed to relining or repair periodically for 

abrasion of resin base and compensation of residual ridge resorption. The 

longevity of overdenture prostheses was about 12 years for heavy acry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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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n teeth wear, metal framework fracture. Mean marginal bone loss around 

implants was 2mm after 12years, and the quantity of bone loss are different 

individu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s of various 

attachments such as Hader bar and plastic clip, locator (White female), ball, 

magnet on strain magnitudes around implants supporting implants with 4mm 

bone loss or not. 

1. In the non-resorption model and resorption model, strain around  

implants was significant different with unilateral loading(p<0.005) 

and Bilateral loading (p<0.005). 

2. Ball and Locator exerted more strain than bar attachment and 

magnetic attachment showed the lowest strain on implant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ball and 

Locator (p>0.005). 

3. Bar had the effect of stress distribution on both of loaded and 

unloaded implants 

 

From the results based on this experiment, splinted bar type retentive 

anchor is advantageous to implants with reduced bone level. Unsplinted 

type Locator and ball type retentive anchors generate more stress around 

the implants. Magnet which generates least stress around the implants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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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 retentive charanteristics, so it is recommended to use restrictively 

for bruxism patients. 

 

Key Words : Mandibular implant overdenture , attachments, strain gage,  

bone lo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