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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치조정 형태에 따른 scalloped 임플란트 주위  

변연골의 유한요소법적 응력 분포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치조정 형태에 따른 scalloped 임플란트와 flat-top 임플

란트 주위 변연골 응력 분포를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재료 및 방법 : 2 종류의 악골을 모델링 하였다. 첫번째 악골은 볼록한(convex) 

형태의 치조정이며, 두번째 악골은 편측으로 경사진(oblique) 치조정이다. 임플란트 

주위의 골은 typeⅡ 골을 참고로 하여 2mm 두께의 피질골 하방에 해면골로 구성된 

골을 3 차원적으로 형성했다. 사용된 임플란트는 직경 4.3mm, 길이 11.5mm 의 flat 

-top 임플란트인 Inplant® (Warantec, Seoul, Korea)와 scalloped 임플란트인

Taegeukplant® (Warantec,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악골에 2 가지 임플

란트를 식립하여 모두 4 개의 실험 모델을 만들었다. 골-임플란트 접촉율은 70%로  

가정하고 100N 의 수직하중과 30˚의 경사하중을 가하였다.  

실험결과 : 수직하중의 경우 응력 분포에 있어 flat-top 임플란트(Inplant® )가 

scalloped 임플란트(Taegeukplant® )에 비해 높은 최대 등가 응력을 보였고 치조정 

형태에 따른 최대 등가 응력은 볼록한 형태의 치조정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경사

하중의 경우 수직하중에 비해 높은 최대 등가 응력을 보였지만 전체전인 경향은 수직

하중과 유사하였다.  

결론 : 치조정의 형태와 관계없이 scalloped 임플란트가 flat-top 임플란트에 비하여 

균일한 응력 분산을 보였으며 인접면 변연골에도 균일한 응력이 가해졌다. 경사진 치

조정에 비해 볼록한 치조정에서 최대 등가 응력이 높았다. 경사 하중을 가한 경우 수

직 하중을 가한 경우보다 최대 등가 응력이 컸다. 

 

 

핵심되는 말 : scalloped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조정, 유한 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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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한종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최  희  곤 

 

I. 서론 

 

P.I. Brånemark에 의해 osseointegration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후 임플란

트의 발전은 치의학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보철학 분야에서 임

플란트를 이용한 치료는 장기간의 임상 연구 및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다양한 형

태로 발전되었다(Albrektsson and Wennerberg, 2005). 하지만 임플란트가 구강

내에서 기능함에 따라 변연골의 소실이 일어났으며 이는 임플란트의 예후와 심미

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Schwartz-Arad et al., 2005). 따라서 임플란트 주위 변

연골 소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이 임플란트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연구 결

과 변연골 소실은 복합적인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도 교합력과 변연골 소실간

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임상 연구(Quirynen et al., 1992)나 동물 실험(Isidor, 

1996)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유한요소 분석 결과(Holmgren et 

al., 1998)도 보고되었다. Prendergast 등은 유한요소법적 연구에서 변연골에 가

해지는 과부하는 미세손상을 초래하고 골 개형에 의해 미세균열이 치유되는 것보

다 미세손상의 융합이 더 우세해 지면서 골이 파절되거나 소실될 수 있다고 하였

다(Prendergast and Huiskes, 1996). Frost는 피질골에서 3,000-4,000με 이상

의 스트레인이 발생하면 미세손상과 골개형 사이의 부조화로 인하여 비가역적인 

골손상을 야기하며 반대로 100με 이하의 스트레인이 발생할 때도 disuse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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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흡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Frost, 1994). 그러므로 변연골에 가해지는 

응력을 분산시켜 적절한 범위의 스트레인 값을 유지하는 것이 골조직의 항상성

(bone homeostasis)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응력 집중 현상으로 인한 골흡수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연구 결과 내측 연결형 임플란트의 경우 피질골에 응력이 집중되기는 하지만 지

대주와 고정체 간의 긴밀한 접촉으로 인해 고정체의 내부를 따라서 응력이 넓게 

분산이 된다(Chun et al., 2006). 그러므로 과도한 응력으로 인한 골손상은 임플

란트 디자인의 개선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으며 심미성이 요구되는 부위에서

의 치간골과 치간유두의 흡수가 더욱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임플란트의 상부 형태가 flat-top인데 비해서 골의 형태

는 편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발치와 또는 드릴링한 후 변연골은 볼록

(convex)하거나 경사진 형태(oblique)를 띠고 있으므로 임플란트 식립 깊이 결

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전치, 소구치 부위에 발치 후 즉시 식립하는 경우 

flat-top 임플란트는 인접면 부위의 나사산이 치조제에 상당 부분 잠기게 된다. 

즉 인접면 부위에 임플란트와 접하지 않는 free bone이 형성되며 Frost에 의하면 

이러한 골조직은 disuse로 인한 atrophy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Frost, 1994).   

Wöhrle은 고정체 상부를 잔존 치조제의 형태에 맞춰 디자인한 내측 연결형의

NobelPerfect®  임플란트 시스템을 소개하였다(Wohrle, 2003). Noelken과 

Khatami 등은 NobelPerfect®  
임플란트의 우수한 경조직, 연조직의 보존을 보고

하였지만(Khatami et al., 2006; Noelken et al., 2007) Nowzari, Ostman 등은 

기존의 flat-top 임플란트에 비하여 성공률이 낮고 골흡수량도 크다고 보고하였다

(Nowzari et al., 2006; Ostman et al., 2007). NobelPerfect®의 경우 현재는 사

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반대 그룹의 연구들에서는 임플란트 디자인에 문제가 있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Nowzari et al., 2008).  

이에 따라 임플란트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미세나사산과 rough 

surface를 부여한 scalloped 임플란트가 개발되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상부 구조

를 가진 scalloped 임플란트를 비교한 동물 실험에서 미세나사산을 가지는 

scalloped 임플란트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Park et al., 2010). Choi 등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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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실험에서 미세나사산을 가진 scalloped 임플란트가 기존의 flat-top 임플란트

에 비해 인접면 변연골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Choi et al., 

2010).  

하지만 아직까지 미세나사산을 가진 새로운 디자인의 scalloped 임플란트에 대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잔존 

치조제의 형태를 재현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scalloped 임플란트와 기존의 flat-

top 임플란트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상부 보철

물을 포함한 유한요소 모델링을 시행하여 응력 분포를 비교하고 교합력 적용 후

의 변연골 변화를 유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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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재료 및 방법 

 

1. 유한요소 모델 

 

1) 임플란트 모델 

  두 종류의 임플란트 모델은 flat-top 임플란트인 Inplant® (Warantec, Seoul, 

Korea)와 scalloped 임플란트인 Taegeukplant® (Warantec, Seoul, Korea)와 이

며 직경 4.3m, 길이 11.5mm 이다(Fig.1).  Inplant® (Warantec, Seoul, Korea)는 

400 ㎛ 간격의 수평적인 미세나사산을 가지고 있으며 Taegeukplant® (Warantec, 

Seoul, Korea)는 근원심은 400 ㎛, 순설측은 300 ㎛ 간격으로 폐곡선 형태의 미

세나사산을 가지고 있다. 2 가지 임플란트 모두 tapered body form 이며 내측연결

형 구조이다. 

 

Fig. 1. Schematic presentation of implant types used in this analysis. 

A : Flat-top implant(Inplant® ), B : Scalloped implant(Taegeukplant® )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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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골 모델 

  실험 형상은 NX 7.0(Siemens AG, Germany)으로 디자인하고, ABAQUS 6.6 

(HKS,Inc., USA)으로 preprocessing, postprocessing 후 해석하였다. 

악골과 임플란트의 기하학적 형상을 타내었다(Fig. 2, Fig. 3). 악골은 2 가지를 

모델링 하였고 임플란트는 모두 치조정에 수직으로 식립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골

모형의 크기는 근원심으로 20mm, 협설측으로 15mm, 높이가 20mm 로 설정하였

다. 악골의 형상적 특성이 변연골의 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기저부는 15mm, 미세나사산이 시작되는 부위는 8mm 로 설정하였다. 첫번째 악

골은 치조정이 볼록한(convex)형태이며, 두번째 악골은 편측으로 경사진(oblique)

치조정이다. 임플란트 주위의 골은 Lekholm 과 Zarb 의 분류(Lekholm and Zarb, 

1985) 중 전치, 소구치부의 평균적인 typeⅡ 골을 참고로 하여 2mm 두께의 피

질골 하방에 해면골로 구성된 골을 3 차원적으로 형성하였다(Chun et al., 2006).  

이를 모든 분석 모델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Fig. 2. Schematic presentation of jaw bone.  

A : Convex crestal bone 

B : Oblique crestal bone 

   

  실험 모델은 총 4 가지로 Inplant
®
와 볼록한 치조정(I-C model), Taegeukplan 

t
®
와 볼록한 치조정(T-C model), Inplant

®
와 경사진 치조정(I-O model), Taeg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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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plant
®
와 경사진 치조정(T-O model)이다(Fig. 3). 모든 실험 모델의 미세나사

산 상부는 피질골에 위치한다. I-C, I-O, T-O 모델에는 임플란트와 접하지 않는 

피질골이 존재한다. Inplant
®
가 식립된 I-C, I-O 모델은 인접면에 임플란트와 접

하지 않는 피질골이 존재하며 미세나사산의 하부는 해면골과 접하는 부위도 있다. 

T-O 모델은 치조정의 설측에 임플란트와 접하지 않는 free bone 이 존재하며 미

세나사산의 하부는 I-C, I-O 모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면골과 접하는 부위도 

있다.  

 

Fig. 3. Schematic presentation of experimental models including bone,implant 

complex. 

A : Flat-top implant(Inplant
®
) – Convex crestal bone (I-C model) 

B : Scalloped implant(Taegeukplant
®
) – Convex crestal bone (T-C model) 

C : Flat-top implant(Inplant
®
) - Oblique crestal bone (I-O model) 

D : Scalloped implant(Taegeukplant
®
) - Oblique crestal bone (T-O model) 

 

3) 상부 보철물   

  임플란트로 지지하는 소구치 치관을 3 차원적 모델로 재현하였다(Fig. 4). 상부 

보철물은 solid abutment 로 제작한 금관이며 지대주의 높이는 치은부 1mm, 치 

관부 6mm 로 총 7mm 높이이다. 보철물의 높이는 협설 폭경 7.5mm, 교합-치은 

간 거리 8mm 로 설정하였다. 지대주와 금관, 지대주 나사와 임플란트 연결 부위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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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완전 결합을 이루는 것으로 가정하여 실험을 단순화시켰다(Lim et al., 2010).  

 

 

 

 

Fig. 4. Schematic presentation of 3D model including the crown, implant. 

1) Vertical load 100N 

2) Oblique load 100N 

 

2. 임플란트-골 계면 디자인 

  

  임상적인 상황을 재현하고자 골-임플란트 접촉율을 70%로 가정하였다

(Nkenke et al., 2003). 골유착이 된 계면(osseointegrated interface)과 골유착

이 되지 않은 계면(non-osseointegrated interface)으로 나누었다. 골유착이 된 

계면은 임플란트 전체 길이에 대해 무작위 섞기 방식(random shuffle method)으

로 골접촉을 시켰다(Deng et al., 2008; Lian et al., 2010). 유착 되지 않은 계면

(non-osseointegration interface)은 임플란트와 골 사이의 약간의 변위를 허용

1) 100 N 2) 100 N 

θ θ 

1) 100 N 2) 100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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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즉시하중을 가할 때 쓰이는 마찰계수(μ=0.3)를 이용하여 마찰접촉

(frictional contact)을 가정하였다(Huang et al., 2008; Mellal et al., 2004).  

 

3. 재료 물성치  

   

  실제적으로 피질골과 해면골은 이방성이고 모든 재질은 불균일하나 실험의 단

순화를 위해서 연구에 사용된 임플란트, 피질골, 해면골, 금관은 등방성, 동질성, 

선형 탄성 재료로 가정하였다. 물성치는 기존의 유한 요소 분석 연구 논문과 제조

회사의 자료에 기초를 두고 결정하였다(Table 1)(Chun et al., 2006).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s. 

Materials Young's modulus(GPa) Poisson’s ratio 

Titanium grade ELI(Abutment) 113.8 0.34 

Titanium grade IV(Fixture) 114.0 0.37 

Compact bone 14.0 0.30 

Spongeous bone 1.5 0.30 

Crown(gold) 95 0.30 

 

4. 경계 조건과 하중 조건  

   

경계조건으로 치근단 쪽은 완전 고정되고 근원심측으로는 양쪽 말단의 수직 평

면내에서 골의 변위가 가능한 In-plane 조건을 부여하였다(Yoo et al., 2011). 하

중조건으로는 수직하중에 대한 영향과 수평하중 성분에 의해 발생하는 모멘트

(moment)에 대한 영향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 θ가 0˚인 100N 의 수직하중과  

30˚인 100N 의 경사하중을 가하였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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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연구에서의 모든 결과는 등가응력(effective equivalent stress)으로 표현되었으

며, 상대적 비교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산된 등가응력을 특정한 값으로 

선정하여 단계별 색상으로 표시하였으며 결과치마다 응력값의 범위는 다르다. Fig. 

5, 6, 7, 8 은 임플란트의 종류 및 치조정의 형상과 하중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응

력분포를 나타낸다.  

수직하중의 경우(Fig. 5, 6) 피질골에서는 전반적으로 flat-top 임플란트

(Inplant
®
)가 scalloped 임플란트(Taegeukplant

®
)에 비해 높은 최대 등가 응력

을 보였고 치조정 형태에 따른 최대 등가 응력은 볼록한 형태의 치조정에서 더욱 

높았다. 해면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Fig. 5. Effective stress distribution under a 100N vertical load  

A : Flat-top implant(Inplant
®
) – Convex crestal bone (I-C model) 

B : Scalloped implant(Taegeukplant
®
) – Convex crestal bone (T-C model) 

C : Flat-top implant(Inplant
®
) - Oblique crestal bone (I-O model) 

D : Scalloped implant(Taegeukplant
®
) - Oblique crestal bone (T-O model)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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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ive stress distribution under a 100N vertical load(Removal of 

implant-abutment assembly)  

A : Flat-top implant(Inplant
®
) – Convex crestal bone (I-C model) 

B : Scalloped implant(Taegeukplant
®
) – Convex crestal bone (T-C model) 

C : Flat-top implant(Inplant
®
) - Oblique crestal bone (I-O model) 

D : Scalloped implant(Taegeukplant
®
) - Oblique crestal bone (T-O model) 

 

Table 2. Maximum effective stress on bone due to types of implant, crestal 

bone at vertical loading(MPa) 

Group Compact bone Spongeous bone 

A(I-C) 66.87 0.90 

B(T-C) 14.58 1.26 

C(I-O) 48.79 1.22 

D(T-O) 11.31 1.63 

 

경사하중의 경우(Fig. 7, 8) 수직하중이 가해진 경우보다 높은 최대 등가 응력

을 보였다. 수직하중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scalloped 임플란트에서 낮은 등

가 응력을 보였다. 치조정의 형태에 따른 등가 응력도 편측으로 경사진 형태에서 

더 낮았다. 해면골에서의 응력 분포 차이는 수직하중과 마찬가지로 미미한 정도였

다(Table 3).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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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ive stress distribution under a 100N oblique load 

A : Flat-top implant(Inplant
®
) – Convex crestal bone (I-C model) 

B : Scalloped implant(Taegeukplant
®
) – Convex crestal bone (T-C model) 

C : Flat-top implant(Inplant
®
) - Oblique crestal bone (I-O model) 

D : Scalloped implant(Taegeukplant
®
) - Oblique crestal bone (T-O model) 

 

 

 

 

 

 

 

Fig. 8. Effective stress distribution under a 100N oblique load(Removal of 

implant-abutment assembly) 

A : Flat-top implant(Inplant
®
) – Convex crestal bone (I-C model) 

B : Scalloped implant(Taegeukplant
®
) – Convex crestal bone (T-C model) 

C : Flat-top implant(Inplant
®
) - Oblique crestal bone (I-O model) 

D : Scalloped implant(Taegeukplant
®
) - Oblique crestal bone (T-O model) 

A B C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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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ximum effective stress on bone due to types of implant, crestal 

bone at oblique loading(MPa) 

Group Compact bone Spongeous bone 

A(I-C) 81.26 1.56 

B(T-C) 54.21 2.18 

C(I-O) 58.32 1.44 

D(T-O) 34.61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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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괄 및 고찰 

 

  임상적으로 전치, 소구치 부위는 구치부에 비하여 치조정의 형태가 편평하지 않

고 볼록한 형태 또는 경사진 경우가 많으며 피질골의 두께도 1-2mm로 얇다. 기

존의 flat-top 임플란트는 고정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면 인접면은 치조정보다 깊

게(subcrestal level) 식립을 해야 하며 이후 임플란트와 접하지 않은 골조직은 

점진적인 흡수가 일어난다(Pontes et al., 2008). Choi 등은 골조직에 가해지는 

부수적인 응력이 골흡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Choi et al., 2012). 

Wöhrle이 소개하였던 NobelPerfect® (Nobel biocare, Sweden) 임플란트는 내측 

연결형 구조를 가지며 변연골의 형태에 맞춘 임플란트 경부 디자인을 가지고 있

었다. 하지만 상부 미세나사산의 부재와 표면 처리 문제, 식립 깊이 결정의 모호

함으로 좋지 않은 임상 결과를 보였다(Nowzari et al., 2006). 

이후 임플란트 디자인의 연구와 개발이 거듭되었고 Choi 등과 Park 등은 미세

나사산을 가지는 scalloped 임플란트의 인접면 변연골 유지 가능성을 보고하였다

(Choi et al., 2010; Park et al., 2010). Scalloped 임플란트에서 미세나사산의 역

할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골접촉 면적을 늘리고 골조직에 가해지는 인장 

응력과 전단 응력을 압축응력으로 변환시킨다는 점에서 flat-top 임플란트와 유사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scalloped 임플란트인 Taegeukplant® (W 

arantec, Seoul, Korea)는 conical platform이며 폐곡선 형태의 미세나사산을 가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골-임플란트 접촉률을 임상적 상황과 유사하게 설정하였다. 

Lian 등, Coelho 등의 연구(Coelho et al., 2009; Lian et al., 2010)에서 밝혀진 

것으로 골-임플란트 접촉율은 100%가 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유한요소 분석에

서 실험의 단순화를 위하여 100%로 가정한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골-임플란

트 접촉율을 임상적으로 성공적인 골유착 기준으로 언급되는 70%로 설정하였다

(Nkenke et al., 2003). 골유착이 된 계면은 임플란트와 골을 부착시켰으며 유착 

되지 않은 계면은 마찰계수(μ= 0.3)를 이용하여 변위를 허용하였다. 각 계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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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문헌(Deng et al., 2008; Lian et al., 2010)에서 사용한 임플란트 길이 전

체에 대하여 무작위로 섞는 방식(random shuffle method)으로 부착시켰다.  

  악골에 매식된 고정체에 수직 하중과 30˚의 경사 하중을 가하였고 매식된 골

조직에 발생하는 등가응력을 표현하였다. 대부분의 실험 모델의 경우 여러 문헌에

서 밝혀진 바와 같이 피질골에서 높은 등가응력이 발생하며, 치밀골을 지나 해면

골에서는 등가응력이 감소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Chun et al., 2006). 해면골에 

가해지는 최대 등가 응력은 0.9-2.18MPa로 모든 경우에 있어 차이가 크지 않지

만 피질골에 가해지는 최대 등가 응력은 임플란트의 종류와 치조정의 형태에 따

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수직 하중의 경우 치조정의 형태와 관계없이 flat-top 임플란트(Inplant® )에 비

해 scalloped 임플란트(Taegeukplant® )가 낮은 최대 등가 응력을 보였고 고정체 

상부의 미세나사산을 따라서 응력이 골고루 분산되었다. 이는 기존의 문헌과 일치

하는 결과로 scalloped 임플란트는 인접면 부위에 치조정의 형태를 따라 1.5mm

의 proximal wing이 있어 골과 접촉하는 고정체의 면적이 넓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Choi et al., 2012). 치조정 형태에 따른 응력 분포를 보면 볼록한 형태의 치

조정에서 편측으로 경사진 치조정에 비하여 높은 등가 응력을 보였다. 이는 고정

체를 노출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치조정 형상을 모델링 했기 때문에 골조직의 양

이 편측으로 경사진 치조정에서 더 많아 응력 분산 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추후 이와 같은 요소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I-C, I-O 모델에서 flat-top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와 접하지 않는 인접면 변연

골에서 약 0-6Mpa의 등가응력을 보였다. Vaillancourt 등이 언급한 disuse 

atrophy를 막기 위한 최소 응력인 1.6MPa보다 낮은 응력이 작용한 부위가 존재

한다(Vaillancourt et al., 1995, 1996). 본 실험에서 설정한 100N은 전치부의 최

대 저작력(maximum biting force)이고 기능적 저작력(functional chewing force)

은 100N보다 낮으므로 인접하는 자연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임플란트간 거리가 

멀 때 disuse atrophy가 발생할 수 있다(Simsek et al., 2006). T-C 모델에서 

scalloped 임플란트와 접한 인접면 변연골에 가해지는 응력은 6-16MPa이므로 

골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T-O 모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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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scalloped 임플란트와 접한 인접면 변연골에는 적절한 응력이 가해졌으나 

임플란트와 접하지 않은 설측 치조정의 일부에서는 낮은 응력이 발생하였다.         

경사 하중의 경우 하중의 수평성분에 의해 발생하는 모멘트(moment)의 영향으 

로 높은 등가 응력을 보였다. 해면골에 가해지는 응력 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피질골에 가해지는 응력은 차이를 보였다. I-C 모델에서는 81.26MPa의 

최대 등가 응력을 보였고 이는 피질골의 생리적 개형에 대한 허용 수준인 56MPa

를 초과하였으므로 변연골의 흡수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비해 T-C 모델에서 

scalloped 임플란트는 54.21MPa의 최대 응력을 보여 적절한 자극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전 연구 결과와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Choi et al., 2012). 편측으

로 경사진 치조정에서는 조금 더 낮은 수치를 보여 I-O와 T-O 모델이 각각 

58.32MPa, 34.61MPa였으며 변연골 유지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접면 변연골의 응력 분포에 있어서도 수직하중과 마찬가지로 flat-top 임플란트

가 접하지 않는 free bone에는 응력 수준이 낮았다. T-O 모델의 경우 설측 치조

정 일부에는 낮은 응력이 가해졌으나 인접면 변연골에는 미세나사산을 따라 응력 

분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사용된 유한요소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

하여 만든 구조물들의 형상이 실제와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실험의 편의성을 위해 해면골과 피질골을 등방성, 동질성, 선형 탄성 재료

로 가정하였다. 또한 편측으로 경사진 형태의 치조정 모델링 시에 전체적인 골의 

양이 더 많아졌다. 고정체를 노출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악골을 형상화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되며 임플란트 주위 골의 양도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경사진 치조정의 형태를 고려한 임플란트에 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한다. 최근에 개발된 OsseoSpeed™ Profile implant(Dentsply)는 고정체 상부가 

oblique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임상 연구가 진행중이다. 치조정 형태와 임플란

트 디자인의 상관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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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유한 요소 분석을 이용해 치조정의 형태에 따른 scalloped 임플란트의 변연골 

응력분포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볼록한 형태의 치조정과 편측으로 경사진 치조정에서 scalloped 임플란트가   

   flat-top 임플란트에 비해 균일한 응력 분산을 보였다.  

2. 치조정의 형태와 관계없이 scalloped implant 가 flat-top implant 에 비해 최 

   대 등가 응력이 낮았다. 

3. 볼록한 형태의 치조정에서 편측으로 경사진 치조정에 비해 최대 등가 응력이  

   컸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록한 형태의 치조정과 편측으로 경사진 치조정에서 

scalloped 임플란트는 flat-top 임플란트와 비교하여 응력 분산에 있어 효과적이

라고 판단되며 특히 인접면 변연골에 균일한 응력을 가한다. 추후 새로운 디자인

의 scalloped implant에 대한 장기간의 기초 및 임상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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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scalloped design implant on stress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contour of crestal bone 

: finite element method study 

 

Hee-go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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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Chong Hyun Han, DDS, MSD, Ph.D.) 

 

Statement of problem : The widely used dental implant is flat-top type. 

However, the contour of alveolar crest observed in clinical situation is 

usually scalloped or bucco-lingually inclined, resulting in the development of 

scalloped implant that fits into the contour of alveolar cres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 of scalloped 

design implant on the stress distribution of marginal bone according to  

alveolar contour by using finite element method. 
 

Material and methods : Two types of alveolar bone were modeled. The first 

bone model had convex contour of alveolar crest and the second, bucco-

lingually inclined aveolar crest. The bone surrounding implants was based on 

type II bone, consisted of cancellous bone at the lower part of 2mm thick 

cortical bone in three dimensional way. The flat-top implant, 

Inplant® (Warantec, Seoul, Korea) and the scalloped implant, Taegeuk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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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antec, Seoul, Korea) of 4.3 mm diameter and 11.5mm height were used. 

Four experimental models were designed by installing two types of implants 

into each bone model. The bone-implant contact ratio was hypothesized as 

70% and vertical load and 30°oblique load of 100N was applied. 

Results : In case of vertical load, the flap top Implant showed higher 

maximum equivalent stress than scalloped implant. The maximum equivalent 

stress according to the contour of crestal bone displayed higher tendency in 

convex alveolar contour. 

As for oblique load, it showed higher maximum equivalent stress than the 

vertical load but had similar results in overall.  

 Conclusion : The scalloped implant displayed more suitable stress 

distribution and also the more appropriate stress was applied on the proximal 

marginal bone regardless of contour of crestal bone. The maximum 

equivalent stress according to the contour of crestal bone displayed higher 

tendency in convex alveolar contour. Compared to vertical load, the oblique 

load demonstrated increased size of maximum equivalent stress but had a 

similar tendency in overall 

 

 

 

Key Words : scalloped implant, implant, bone crest, finite element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