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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한국인 치아에 대한 형태학적 계측 및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미세구조 분석

과거의 치의학 분야에서는 한국인의 치아를 G.V.Black에 의해 제시된 평균치수
표를 이용하여 제도되고 조각되었다.그러나 서양인과 식이습관이 다른 한국인의 치
아에 적용하게 되면 이상적인 교합을 이룰 수 없으며,치아 및 하악골에 미치는 영
향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한국인 치아에 대한 전반적인 평균 치수
계측 데이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하악골의 골밀도 및 치주인대 탄성계수에 대한
생체 역학적 거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방사선학적 연구이거나 치아를 절단한 후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밀도가 낮고,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며,파괴적인 방법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파괴 계측이 가능한 미세전산 단층 촬영 시스템을 이용

하여 치아 표본을 3차원 모델로 재구성하여 한국인(여성)의 치아를 조직형태학적으
로 분석하였으며,치아 및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주위 골에 대한 정확한 모델링을
위하여 사체에서 하악골을 포함하는 치아 시편을 채취하여 미세전산단층 촬영 기법
을 적용하여 유한요소 모델을 제작하고 교합압에 의한 치주인대 탄성계수의 값을
예측하였으며,하악골의 골 밀도에 따른 치아와 임플란트의 영향을 생체 역학적 분
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핵심 되는 말 :형태학적 계측,미세구조 분석,미세전산단층 촬영,유한요소 모델,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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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치아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처럼 그 고유의 특성과 역할을 가지
고 있으며,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상당한 불편함과 고통을 초래
하게 되고,심미적으로도 좋지 않게 된다1.
치아의 가장 주된 기능은 저작(咀嚼,mastication)기능이라 할 수 있다.치아의

손실 등으로 이 기능을 잃게 되었을 때 인체 활동의 주 에너지원인 영양의 섭취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더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정신적 스트레스로 연결될
수도 있다.뿐만 아니라,치아의 결손으로 인하여 치골이 응력을 받지 않게 되면 자
연적으로 서서히 퇴화되어 심미적인 문제등 다른 여러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따라
서 치아가 손실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치의 상실로 인해 저하된 저작 기능과 심미성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를 시술

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2.임플란트 시술은 손실된 치아의 부위에 임플란트
를 고정시킴으로써 치아 원래의 기능을 회복해주는 방법이다.임플란트는 형태에 따
라 골막하 임플란트와 블래이드 임플란트 등이 있지만,최근에는 브래네마크
(Branemark)로 대표되는 골 유착성 치근형 임플란트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3.
인체의 치아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턱뼈는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

진 구조를 하고 있으므로 형상 그대로를 유한요소 모델에 표현해 내는 것은 쉽지 않
다.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해부학 등에서 제공하는 스케치 등을 이용하여 모델을 구
성하거나4,단지 치아만을 모델링 하여 분석을5시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치아
주위의 골을 포함하는 모델을 제작한 경우일지라도 복잡한 망상 구조의 망상골을
단순 균일체로 가정하여 분석을 하였다6.
본 연구에서는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주위 골에 대한 정확한 모델링을 위하여 사

체에서 하악골을 포함하는 소구치의 시편을 채취하여 마이크로미터(㎛)단위의 정밀
도로 사물을 단층 촬영할 수 있는 미세전산단층 촬영(micro-CT)기법을 적용하였다.
시편을 21㎛간격으로 단층 촬영한 후,단면의 데이터를 3차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
적인 형상을 구성하고,유한요소 모델을 제작하여 교합압에 의한 치주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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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dontalligament)의 탄성계수 값을 예측하고 기존 연구에 사용된 가정의 타당성
을 밝히고자 하였으며,미세전산단층 촬영기법을 이용하여 재구성된 자연치의 모델
과 최근 그 필요성과 수요가 늘고 있는 치근형 임플란트 모델에 대하여 보다 과학적
인 접근을 통하여 여러 변수들의 영향,특히 망상골의 구조 및 밀도의 영향을 비교
하여 보고자 하였다.
실제로 턱뼈의 위치,상악 및 하악골,또는 연령,개인차 등에 따라 골(骨)의 구조

와 밀도는 매우 상이하고,이에 따라 매식 되는 임플란트의 크기와 종류,형태도 다
양하다.따라서 골의 구조와 밀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한요소
해석(FiniteElementAnalysis,FEA)을 사용하여 2차원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수많은 연구가 있어 왔지만,대부분의 연구들이 망상골

(cancellousbone)의 복잡한 구조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 보다는 망상골을 균질한 물
질로 가정하고,그 대신 낮은 물성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택하여왔다7.본 연구에서는
망상골 섬유를 자세히 표현함으로써 균질화 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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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형형형태태태학학학적적적 계계계측측측 연연연구구구

222...111한한한국국국인인인 여여여성성성의의의 영영영구구구치치치 영영영상상상 획획획득득득
현재 국내에는 한국인의 치아에 대한 통계학적 자료가 부족하여 외국의 결과들

을 그대로 치과 치료 및 치과 생체 재료의 개발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치의학 분야에서 임상에 필요한 영구 치아의 평균 치수표로 Black8이 제시한 자
료를 사용해왔다.이것은 서양인을 표본으로 한 치수표이므로 생활습관 및 식습관이
다른 한국인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따라서 한국인의 치아에 대한 형태학적
분석과 계측이 필요하다9,10.
지금까지의 여러 실험들은 방사선학적 연구이거나,치아를 절단한 후 이를 측정

하는 방법11이기 때문에 정밀도가 낮고,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며,파괴적인 방법이었
다.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정밀도가 높고,비파괴 계측이 가능한 미세단층 촬영 시
스템(Skyscan1076.Skyscan.Belgium)을 이용하여 치아 표본을 수집한 후 3차원
모델로 재구성하여 한국인의 치아를 형태학적으로 분석하였다.치아 모델은 48세에
서 70세 여성들의 사체에서 얻은 영구치 시편들 중에서 총 62개의 치아 표본을 추출
하였다.

(a) Micro-CT(Skyscan1076) (b) 치아의 2차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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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치아시편

(d) Micro-CT 촬영

그림 2.1 Micro-CT를 이용한 치아의 2차원 단면영상 획득

222...222치치치아아아 모모모델델델의의의 생생생성성성
Micro-CT를 이용하여 34.8㎛간격으로 2차원 단면을 획득하고,이 단면들을 적층

하여 Bionix3.3(CANTiBio,Co.)프로그램을 사용해 그림 2.2와 같은 상악치와 하
악치의 법랑질(enamel), 상아질(dentin) 및 치수(pulp)를 포함한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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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ComputerAidedDesign)모델을 구성하였다.

그림 2.23차원 CAD모델 생성

그림 2.3치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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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치치치아아아의의의 형형형태태태학학학적적적 계계계측측측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아질 중심 단면의 설측 중앙의 두께와 볼측의 중앙

의 두께 및 첨두에서부터 상아질 하단에 이르는 높이를 측정하고,상아질,법랑질,
치수의 부피를 측정하였다.또한 치아의 단면에서 상아질의 볼측 (BT:Buccal
thickness),설측 (LT:Lingualthickness)두께를 측정하였다.

(a)치아의 설측,순측 길이 및 뿌리의 길이

(b)법랑질의 길이
그림 2.4법랑질 및 상아질의 길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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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턱뼈와 치아의 위치

치아의 위치는 Palmernotationmethod를 이용하여 표시하였다.표 2.1은 나이에
따른 길이를 비교하였고,표 2.2,2.3은 치아의 위치별 길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
각 비교하였다.

표 2.1.한국(여성)치아의 나이에 따른 길이 비교

단위(㎜) 48세 67세 68세 70세 전체

Lengthofcrown 6.94 8.08 7.19 6.74 7.26

Lengthofroot 10.58 12.01 11.81 11.92 11.84
Mesio-distaldiameter

ofcrown 7.20 8.21 7.81 6.68 7.48
Mesio-distaldiameter
ofcrownatcervix 5.89 6.37 6.03 5.11 5.80
Bucco-lingualdiameter

ofcrown 6.47 8.07 8.61 6.59 7.55
Bucco-lingualdiameter
ofcrownatcervix 7.07 8.14 8.18 6.50 7.44

LT(㎜) 0.91 0.86 0.92 0.71 0.82

BT(㎜) 0.89 0.85 1.02 1.2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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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상악 치아 길이의 평균과 표준편차

표 2.3 하악 치아 길이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악 1 2 3 4 5 6 7

Lengthofcrown 8.34㎜
(2.53)

8.63㎜
(1.23)

8.88㎜
(0.98)

7.10㎜
(0.37)

7.66㎜
(1.48)

6.04㎜
(0.20)

6.50㎜
(1.28)

Lengthofroot 12.34㎜
(0.92)

12.37㎜
(0.82)

14.57㎜
(1.27)

12.88㎜
(0.84)

9.01㎜
(0.40)

12.38㎜
(0.34)

12.68㎜
(1.08)

Mesio-distaldiameterofcrown 7.08㎜
(2.02)

7.02㎜
(0.40)

7.66㎜
(0.70)

6.47㎜
(0.12)

6.36㎜
(0.95)

8.98㎜
(1.11)

8.29㎜
(2.79)

Mesio-distaldiameterofcrownatcervix 5.53㎜
(1.23)

5.12㎜
(0.44)

5.38㎜
(0.54)

4.24㎜
(0.46)

4.36㎜
(0.57)

6.94㎜
(1.15)

7.18㎜
(2.81)

Bucco-lingualdiameterofcrown 5.80㎜
(0.24)

5.61㎜
(0.67)

7.09㎜
(0.69)

9.03㎜
(0.88)

8.99㎜
(0.75)

10.70㎜
(0.51)

9.51㎜
(2.56)

Bucco-lingualdiameterofcrownatcervix 6.42㎜
(0.57)

5.63㎜
(0.30)

7.29㎜
(1.09)

8.07㎜
(0.88)

8.01㎜
(0.77)

10.07㎜
(0.22)

9.01㎜
(2.36)

LT 0.78㎜
(0.30)

0.80㎜
(0.31)

0.92㎜
(0.23)

0.80㎜
(0.04)

1.09㎜
(0.12)

0.97㎜
(0.49)

0.80㎜
(0.32)

BT 4.46㎜
(6.83)

0.68㎜
(0.27)

1.04㎜
(0.18)

0.81㎜
(0.37)

1.20㎜
(0.16)

0.95㎜
(0.51)

0.91㎜
(0.42)

하악 1 2 3 4 5 6 7

Lengthofcrown 6.75㎜
(0.91)

8.07㎜
(0.88)

8.55㎜
(1.08)

6.82㎜
(1.21)

6.26㎜
(0.74)

5.82㎜
(1.01)

6.16㎜
(0.74)

Lengthofroot 11.05㎜
(0.68)

11.36㎜
(1.02)

13.78㎜
(1.78)

10.61㎜
(2.63)

10.55㎜
(2.34)

10.83㎜
(1.00)

11.98㎜
(1.07)

Mesio-distaldiameterofcrown 5.32㎜
(0.67)

5.61㎜
(0.41)

6.76㎜
(0.13)

6.55㎜
(0.41)

7.30㎜
(0.58)

9.75㎜
(0.10)

10.10㎜
(1.12)

Mesio-distaldiameterofcrownatcervix 4.00㎜
(0.26)

3.99㎜
(0.29)

5.01㎜
(0.20)

4.59㎜
(0.15)

5.49㎜
(1.05)

7.91㎜
(0.88)

8.44㎜
(1.63)

Bucco-lingualdiameterofcrown 5.00㎜
(1.35)

4.57㎜
(0.16)

6.17㎜
(0.42)

7.62㎜
(0.19)

7.41㎜
(1.33)

10.61㎜
(0.44)

10.87㎜
(0.31)

Bucco-lingualdiameterofcrownatcervix 5.78㎜
(1.00)

6.07㎜
(0.49)

7.29㎜
(0.40)

6.86㎜
(0.61)

5.98㎜
(1.69)

9.06㎜
(0.29)

9.34㎜
(0.36)

LT 0.60㎜
(0.21)

0.72㎜
(0.22)

0.63㎜
(0.18)

0.82㎜
(0.10)

0.98㎜
(0.19)

0.79㎜
(0.25)

1.08㎜
(0.16)

BT 0.58㎜
(0.23)

0.82㎜
(0.29)

0.85㎜
(0.17)

0.91㎜
(0.45)

1.20㎜
(0.10)

0.76㎜
(0.18)

1.14㎜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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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Black과 한국(여성)치아의 길이 비교

단위(㎜) G.V.
Black

Korean
female

Lengthofcrown 8.5 7.26

Lengthofroot 14.0 11.84
Mesio-distaldiameter

ofcrown 7.0 7.48
Mesio-distaldiameter
ofcrownatcervix 5.0 5.80
Bucco-lingualdiameter

ofcrown 7.5 7.55
Bucco-lingualdiameter
ofcrownatcervix 6.5 7.44

표 2.5 한국(여성)치아의 위치별 부피

단위(㎣) FullBody Dentin Enamel Pulp

아래턱 앞니 266.11 223.20 42.91 4.79

아래턱 가쪽 앞니 302.46 244.56 57.90 4.76

아래턱 송곳니 530.17 448.52 81.65 7.91

아래턱 둘째
큰어금니 929.68 709.58 220.10 42.29

위턱 앞니 526.65 439.51 87.14 10.47

위턱 가쪽 앞니 387.60 323.22 64.05 3.28

위턱 송곳니 615.69 490.92 124.77 9.91

위턱 둘째
큰 어금니 1065.34 893.53 171.8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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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는 한국인 치아의 위치별 부피를 나타내었고,표 2.4는 한국인과 서양인의
형태학적인 치아 비교를 위하여 새로 측정한 치아 중 하악 제 1소구치의 부위별 치
수를 평균 내어 전통적으로 영구 치아의 평균 치수표로 사용되었던 Black에 의해
제시된 수치와 비교하였다(표 2.4).표 2.4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서양인의 영구치
와 한국인의 영구치의 길이가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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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망망망상상상골골골의의의 구구구조조조와와와 밀밀밀도도도가가가 하하하악악악골골골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333...111치치치아아아의의의 모모모델델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및및및 해해해석석석
인체의 치아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턱뼈는 아주 복잡한 구조를 하

고 있으므로 형상을 유한요소 모델에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기존에 행
하여진 연구들에서는 해부학 등에서 제공하는 스케치 등을 이용하여 모델을 구성하
는 경우도 있었으나,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유한요소 모델을 얻기 위하여 사체
에서 하악골을 포함한 소구치(小臼齒,premolar)의 시편을 채취하여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사물의 단층을 촬영할 수 있는 미세전산단층촬영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시편을 21㎛ 간격으로 단층 촬영한 후,단면의 데이터를 3차원으로
재구성하여(3Dreconstruction)전체적인 형상을 얻고,이 형상 정보를 이용하여 유
한요소 모델을 구성하였다.
해석에는 유한요소 상용 소프트웨어인 ANSYS(ANSYS,Inc.)가 사용되었다.3차

원 모델보다 2차원 모델이 다양한 모델을 구성하기 용이 하므로 2차원 모델로 해석
을 수행하였다.실제로 3차원 구조의 치아를 2차원으로 해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을 하였다.
가정 1. 매우 불규칙한 망상골을 표현하기 위하여 3차원 형상의 축 방향 1㎜ 두

께의 중앙 단면 형상을 사용
가정 2. 사용된 2차원 요소들은 평면변형(planstrain)상태로 가정7

가정 3. 하악골의 아래쪽이 완전 고정된 상태로 가정7,12

가정 4. 에나멜의 첨두(cusp)에서 축 방향,횡 방향의 하중이 각각 100N씩 작용
하고 있다고 가정13,14

2차원 유한요소 모델은 요소의 크기와 수렴성을 고려하여 27,621개의 4-noded
quadrilateral요소를 사용하였고,에나멜은 이방성으로 모델링하였다.치아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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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질들과 골(骨)에 대한 물성치를 표 1.1에,치아의 전체적인 형상을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그림 3.1치아 모델

표 3.1치아와 하악골의 물성치

E(㎫) ν Reference

Enamel EX=80000 0.3 Rees& Jacobsen15EY=20000
Dentin 15000 0.31 Rees& Jacobsen15

Pulp N/A N/A
Corticalbone 13800 0.26 Vincent17

Cancellousbone 345 0.31 Wilson18

Periodontal
ligament(PDL) 50 0.49 Rees& Jacobsen16

골의 위치,밀도,연령 또는 개인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모델을 구성하였다.사체에서 채취한 시편의 단면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
시킨 기본(base)모델을 바탕으로,실제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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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을 변경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사체에서 하악골을 포함한 소구치(小臼齒,
premolar)의 시편을 채취하여 시편을 21㎛ 간격으로 단층 촬영한 후,단면의 데이터
를 3차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적인 형상을 얻고(3Dreconstruction),이 형상 정보를
이용하여 유한요소 모델을 구성하였다.

Micro-CT
re-

construction
Boundary
lines

2D
mesh

Pulp
extension

Pulp
removal

Bone
addition

그림 3.2치아 모델링 과정

3차원 치아 모델의 해석 결과,신경이 들어가는 공간인 치수는 전체 응력의 분포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162차원 모델에서 제외되었다.치아의 가장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에나멜은 실제와 같이 이방성으로 모델링 하였고,일반적인 치골(齒
骨)의 형상을 얻기 위하여 상단의 치밀골 부분을 근사적으로 보강하였다(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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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homo D1 10% 20% 30%
그림 3.3하악골의 골밀도에 따른 치아모델

이를 통하여 완성된 기본 모델을 토대로 하여 망상골 및 치밀골의 밀도와 구조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모델들을 제작하였다(그림 3.2).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적용되어
온 균질화(homo)모델 (망상골을 균질체로 가정하여 낮은 물성치를 부여),망상골이
매우 조밀하여 단단하다고 가정된 D1모델(MischCE19의 분류에 따라),망상골의
밀도가 기본 모델에 비하여 10,20,30% 감소된 10,20,30% 모델로 나누어 모델을
구성,각각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하악골의 망상골 밀도를 감소시킬 때 힘이 전
달되는 경로와 모델의 구조를 고려하였고,모델 전체에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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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p Pulp의 有,無 No_pulp

Anisotropic Enamel의 등,이방성 Isotropic

Originalbone Corticalbone의 상태 Addbone

Cancellousbone의 상태

D1 homo base 10% 20% 30%

그림 3.42차원 모델의 구성

Boundarycondition
corticalbone:bottom fixed

Loadingcondition

Axialforce100N+lateralforce100N
Distributedforce25N *4=100N

그림 3.5치아 모델의 경계조건과 하중조건

모든 모델은 동일한 하중조건과 경계조건을 적용하였고,그 위치와 크기는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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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임임임플플플란란란트트트 적적적용용용 모모모델델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및및및 해해해석석석
이전 해석에 사용된 하악골 모델의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대체시키는 것으로

임플란트가 시술된 상태를 나타내도록 하였다.여기에 사용된 임플란트는 솔고바이
오메디칼에서 제작된 임플란트의 설계 도면을 기초로 만들어졌으며,이것은 현재 가
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브래네마크 임플란트와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다.
(diameter=4.0㎜,length=15.6㎜)
임플란트 모델을 하악골 모델에 적용하기 위하여 실제 시술 시 주요하게 고려되

어야 하는 사항들을 참고하였다20.
1.삽입되는 임플란트의 위치 및 기울임 정도는 반대편 이(齒)와의 저작면(咀嚼
面)을 고려해야하며,저작 시 축 방향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수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2.임플란트가 다 메우지 못한 발치 공간은 충진재를 채워 넣어 새로운 뼈의 성장
을 돕게 되는데,본 모델에서는 그 공간이 모두 골로 채워졌다고 가정하였다.
또,1996년에 MasayoshiWadamoto21등은 시술된 임플란트와 골이 접촉하는 면

적이 약 72% 정도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모델에
적용하였다(그림 3.6).

그림 3.6임플란트와 하악골의 유한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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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model Implant
& bone base D1 homo

그림 3.7임플란트 모델링 과정

상부에 연결되는 어버트먼트(abutment)는 상단에 하중을 적용하기 위하여 단순
모델링 하였다.3.7모델링 과정과 완성된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Boundarycondition
corticalbone:bottom fixed

Loadingcondition
Axialforce100N +lateralforce100N
Distributedforce10N *10=100N

E(㎫) ν
Implantfixture 120000 0.3
Abutment 120000 0.3

그림 3.8임플란트 모델의 경계조건과 하중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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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해해해석석석 결결결과과과
333...333...111치치치아아아모모모델델델의의의 해해해석석석 결결결과과과
그림 3.9,3.10,3.11은 하악골의 구조와 밀도가 서로 다른 모델들의 주응력 분포

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그림 3.9에 나타나있는 균질화 모델의 경우,하악골 부
분에 나타나는 응력의 대부분이 그래프의 양 끝단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어 치밀
골에 응력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D1모델에서는 안쪽으로 응력의 편차가
다른 모델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기본 모델은 망상골의 섬유들이 모델에 포함
되면서 다른 모델보다 실제 치아에 가까운 응력의 분포양상을 알 수 있다.

그림 3.9치아 모델의 응력선도(homo,D1,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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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치아 모델의 응력선도(10%,20%,30%)

모델 간에 발생하는 응력의 분포는 그래프의 양끝단의 응력 분포를 통해 치밀골
의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그래프의 중간 부분인 망상골
부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균질화 모델을 볼 때,망상골 부분은 전체적으로
거의 동일한수준의 응력을 보이고 있지만,골 소주가 모델링 되어 있는 기본 모델과
10%,20%,30% 모델은 골 소주로 응력이 확산되어 이와는 다른 응력 분포를 나타
내는 것을 볼 수 있고,골 밀도가 줄어듦에 따라 골 소주에 집중되는 응력의 값이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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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전체 치아 모델의 응력선도

그림 3.11은 해석을 수행한 모든 모델의 치아의 둘레를 따라 측정한 응력 값을 그
래프로 나타낸 것이다.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각 모델간의 응력
의 분포는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하악골과 치아의 경계를 이루는 양 끝단에
서 응력의 집중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주어진 외력이 좌(左)에서 우(右)로의 수평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발생 응력도

치아 좌측면의 인장 응력에서 치아 우측면의 압축 응력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333...333...222임임임플플플란란란트트트 모모모델델델의의의 해해해석석석 결결결과과과
치아를 대신하여 하악골에 임플란트를 매식한 모델에 대하여는 기본 모델,균질

화 모델,D1 모델 세 가지에 대한 해석만이 수행되었다.
그림 3.12,3.13,3.14는 각 모델 별로 임플란트 주위를 따라 측정한 주응력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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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하악골의 구조에 따라 응력의 분포도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나사의 산과 골의 형상에 의해 주응력 값이 주기를 그리며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2임플란트 모델에 대한 응력선도(homo)

각 모델사이의 응력은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전체적인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그림 3.15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망상골에서의 응력
분포는 모델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임플란트의 상부에서 응력이 집중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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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임플란트 모델에 대한 응력선도(base)

그림 3.14임플란트 모델에 대한 응력선도(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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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전체 임플란트 모델의 응력선도

외력이 주어진 방향인 왼쪽에서의 응력이 오른쪽 보다는 현저히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고,나사의 골과 산을 따라 응력 값도 같은 주기를 그리며 함께 변화되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임플란트의 좌측 상부에서는 즉,그래프의 초기에는 기본 모델과 D1모델이 비슷

한 응력 값을 갖고 있지만,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값이 상이해지게 된다.기본
모델의 경우,다른 두 모델과 달리 응력 값이 다소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이는 다른 모델의 하악골이 균일한 물질로 가정되어 규칙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데에 반하여,기본 모델은 실제와 마찬가지로 하악골이 불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균질화 모델의 임플란트 하단 부 근처에서 응력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모델들과 달리 치밀골과 망상골을 구별하여 나타낸 이 모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임플란트 하단부에서 치밀골과의 간격이 좁아지므로 주위보다 큰 응력
이 발생되게 된다.또 우측의 상부에서는 치밀골과 망상골이 만나는 경계부에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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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만일 균질화 모델의 결과만을 본다면 치밀골에서만 응력이 집중이 되고,망상골

에서는 낮은 수준의 응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겠지만,실제와 더 유
사한 기본 모델과 비교해보면 조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기본모델의 경우,다
소 불규칙하나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응력 분포를 보였다.
치아 모델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치밀골 부에서는 3～4배 큰 응력이,망상골 부

에서는 2～8배 큰 응력이 발생된 것이 관찰되었다.특히,망상골의 골 소주를 모델링
한 기본 모델의 경우에 더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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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치치치주주주인인인대대대의의의 탄탄탄성성성계계계수수수

444...111치치치아아아 모모모델델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사람 사체에서 획득한 하악골에서 저속 다이아몬드 휠 톱(Isomet,BuehlerCo.,

LakeBluff,Illinois,U.S.A)을 이용하여 치아 장축에 평행하게 하악 제1소구치가
포함되는 10㎝ 두께의 하악골 시편을 채취하였다.미세 전산 단층촬영 시스템을 이
용하여 2차원 단면 영상을 촬영하고,Bionix(CANTIBio,Inc.)프로그램을 통해 3차
원 영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Hypermesh(Altairengineering,Inc.)를 이용하여 유한
요소모델을 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자들이 가정한 2차원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차원과 3차원 모델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유한요소해석에는 상용 소프트
웨어인 ANSYS(ANSYS,Inc.)를 사용하였다.3차원 구조를 하고 있는 치아 및 주위
골을 2차원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이 사용되었다.
가정 1. 불규칙한 망상골(cancellousbone)을 표현하기 위하여 3차원 형상의

축 방향의 중앙 단면 형상을 사용한다.
가정 2. 사용된 평면 요소(planeelement)들은 평면 변형(planestrain)상태

로 가정한다.
가정 3. 하악골의 아래쪽이 완전 고정된 상태로 가정한다.

2차원과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은 요소의 크기와 수렴성을 고려하여 모델링 하였
으며,2차원 모델은 27,621개의 4-절점 4각형 요소를 사용하였고,3차원 요소는
122,698개의 4-절점 4면체 요소를 사용하였다.에나멜은 이방성으로 모델링하였으
며,치아를 구성하는 물질들과 골(骨)에 대한 물성치를 표 4.1에,치아의 전체적인 형
상을 그림 4.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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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치아 모델

표 4.1치아와 하악골의 물성치

E(㎫) ν Reference

Enamel
EX=80000 0.3 Rees& Jacobsen15
EY=Z=20000

Dentin 15000 0.31 Rees& Jacobsen15

Pulp N/A N/A

Corticalbone 13800 0.26 Vincent17

Cancellousbone 345 0.31 Wilson18

Periodontal
ligament(PDL) 0.5～ 50 0.49

치아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에나멜(enamel)은 Rees22와 Jacobsen15과 같이
EX=80㎬,EY=EZ=20㎬의 이방성으로 모델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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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차원 치아 모델

그림 4.2는 하악골을 포함한 치아 모델을 도시한 것으로,미세 전산 단층
(micro-CT)영상을 Bionix(CANTIBio,In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으로 재구
성하고 Hypermesh(Altairengineering,Inc.)를 통해서 유한요소모델로 다시 구성한
모델 이다.
2차원의 치아 모델은 치수의 유,무에 따른 치주인대의 탄성계수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2가지 모델로 나누었고,이것을 다시 에나멜의 등방성과 이방성에
대한 모델과 망상골의 상태에 따른 D1(MischCE19의 분류에 따라 망상골을 치밀골
로 대체한)모델과 균질화(homo)모델로 구분하여 해석하였다(그림 4.3).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모델과의 상대비교를 통해 2차원 모델의 타당성을 조사 하

였다.3차원 모델은 치수의 유,무 모델로 구성하였고,2차원 모델과 동일한 D1,균
질화(homo)모델로 구분하였다(그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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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모델

Withpulp Pulp의 有,無 Withoutpulp

Anisotropic Enamel의 등,이방성 Isotropic

D1 Homo D1 Homo

그림 4.32차원 모델의 구성

그림 4.3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Isotropic:에나멜을 등방성으로 가정한 모델.
Anisotropic:에나멜을 이방성으로 가정한 모델.
D1:MischCE19의 분류에 따라 망상골을 치밀골로 대체한 모델.
Homo:망상골을 균질체로 가정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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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모델
Withpulp Pulp의 유(有),무(無) Withoutpulp

D1model Homomodel

그림 4.43차원 모델의 구성

444...222치치치아아아모모모델델델의의의 경경경계계계 및및및 하하하중중중 조조조건건건
본 연구의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Tanne& Sakuda23의 연구와 Piction24의 실험결

과 및 Rees22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용한 조건과 동일한 경계조
건과 하중조건을 사용하였다(그림 4.5).

Loadingcondition
Verticalload 2㎏(19.6N)
Horizontalload 250g(2.45N)

그림 4.5경계조건과 하중조건

Tanne와 Sakuda23는 실험에서 소구치의 구강 첨두부와 잇몸 끝 사이의 순(脣)
측 중간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250g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 설(舌)측 부분의 변위를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그림 4.7),Picton24의 연구에서는 소구치 구
강 첨두에 2kg를 인가하였을 때 수직방향의 변위량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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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또한 Rees22는 하악골 첫 번째 소구치의 2차원 평면 변형 모델에서 치수
를 포함한 모델의 치주인대의 탄성계수를 0.07～1000㎫까지 바꿔가면서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의 변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탄성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유한요소해석을 통하

여 탄성특성이 나타나는 0.5～50㎫까지 단계적으로 탄성계수를 바꿔가면서 수직방
향 및 수평방향의 변위를 측정하였다.

Force

(load)
Strain

Gauge

그림 4.6Picton24의 실험방법

Force

(load)

Load

meter

Load

transducer

Carrier

Amp.

Pen

recorder

Strain-

pressure

Amp.

Strain

Gauge

그림 4.7TanneandSakuda23의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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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해해해석석석 결결결과과과

444...333...111222차차차원원원 모모모델델델의의의 해해해석석석 결결결과과과
Tanne& Sakuda23와 Piction24의 실험을 이용하여 Rees22가 2차원 유한요소해석

을 수행한 결과 수직방향의 변형량(22.2㎛)및 수평방향의 변형량(22.1㎛)에 대한 치
주인대 탄성계수가 50㎫ 임을 보고하였다.
표 4.3과 표 4.4는 2차원 모델의 해석결과이다.표 4.3은 에나멜의 물성치를 이방

성으로 적용했을 때 치주인대의 탄성계수의 변화에 대한 치아의 변위량을 나타낸
표이다.해석은 치주인대의 탄성계수를 0.5～50㎫까지 단계별로 변화시키며 변위량
을 계산하였다.
Tanne& Sakuda23의 실험에서 250g의 수평하중 적용시 평균 24.2㎛(14.5㎛～

32.6㎛)의 변형량을 얻었고,Piction24의 실험에서 2kg의 수직하중 적용시 평균 24.7
㎛,표준편차 11㎛의 수직 변형량을 측정하였다.본 연구의 해석결과도 Rees22의 해
석결과와 동일하게 균질화 모델에서 50㎫정도의 비슷한 탄성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각각의 정확한 탄성계수는 수직하중에 대한 것이 23㎫이였고,수평하중에 대
한 것은 61㎫로 나타났다.균질화 모델의 경우와는 반대로 D1모델의 경우는 Rees22

의 실험과는 다른 결과 값이 나타났고,또한 치수의 유,무에 따라 결과 값이 차이를
보였다.
치수를 포함한 모델에서 D1모델의 경우 5～7㎫의 탄성계수를 보였고,정확한 수

직하중에 대한 탄성계수는 5㎫,수평하중에 대한 탄성계수는 7㎫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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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차원 이방성 모델의 탄성계수와 변형량
(a)치수를 포함한 모델

E(㎫)

Displacementandelasticmodulus
[2DAnisotropic(㎛)]

Withpulp
D1 Homo

Vertical Hori Vertical Horizontal
555000 10.848 14.502 222000...111555666 222555...555333666
10 17.081 22.066 32.725 43.377
5 24.152 27.231 42.788 55.886
1 78.587 51.572 101.73 102.83
0.5 144.58 74.358 168.39 138.02

Exactelasticmodulusanddisplacement
E(㎫) 5 7 23 61

Displacement(㎛) 24.152 24.499 24.866 24.223

(b)치수를 제거한 모델

E(㎫)

Displacementandelasticmodulus
[2DAnisotropic(㎛)]
Withoutpulp

D1 Homo
Vertical Horizontal Vertical Horizontal

50 8.7387 10.282 17.395 20.267
10 13.654 17.602 28.105 38.263
5 19.298 22.327 36.271 50.524
1 63.295 44.443 84.619 96.165
0.5 117.78 66.014 140.77 130.82

Exactelasticmodulusanddisplacement
E(㎫) 3 4 15 30

Displacement(㎛) 26.703 24.210 24.584 24.521

또한 치수를 제외한 모델에서는 D1모델에서 수직하중에 대한 탄성계수는 3㎫,
수평하중에 대한 탄성계수는 4㎫를 나타내었고,균질화 모델에서 수직하중에 대한
탄성계수는 15㎫,수평하중에 대한 탄성계수는 30㎫를 나타내었다.
표 4.3은 에나멜의 물성치를 등방성으로 적용했을 때의 치주인대의 탄성계수의

변화에 대한 치아의 변위량을 나타낸 표이다.표 4.2와 마찬가지로 치수의 유,무와
D1모델과 균질화 모델의 해석 결과 Rees22의 실험과는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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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차원 등방성 모델의 탄성계수와 변형량
(a)치수를 포함한 모델

E(㎫)

Displacementandelasticmodulus
[2DIsotropic(㎛)]
Withpulp

D1 Homo
Vertical Horizontal Vertical Horizontal

50 8.5366 14.139 17.924 24.949
10 14.758 21.770 30.497 42.873
5 21.845 27.028 40.577 55.491
1 76.416 51.572 99.323 102.75
0.5 142.44 74.378 166.24 138.01

Exactelasticmodulusanddisplacement
E(㎫) 4 7 18 56

Displacement(㎛) 25.336 24.248 24.597 24.182
(b)치수를 제거한 모델

E(㎫)

Displacementandelasticmodulus
[2DIsotropic(㎛)]
Withoutpulp

D1 Homo
Vertical Horizontal Vertical Horizontal

50 6.5268 10.274 15.187 20.265
10 11.440 17.579 25.895 38.261
5 17.084 22.296 34.060 50.521
1 61.081 44.403 82.407 96.163
0.5 115.56 653978 138.56 130.81

Exactelasticmodulusanddisplacement
E(㎫) 3 4 12 30

Displacement(㎛) 24.489 24.176 24.225 24.518

444...333...222333차차차원원원 모모모델델델의의의 해해해석석석 결결결과과과
표 4.4는 3차원 이방성 모델의 변위량에 따른 탄성계수 해석 결과를 기술하고 있

다.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수가 있는 모델의 경우,D1모델의 탄성계수는 수
직하중일 때 0.6㎫,수평하중일 때 0.2㎫이고,균질화 모델의 경우 수직하중일 때 0.9
㎫,수평하중일 때 0.25㎫이다.또한 치수가 없는 모델에서의 D1모델은 수직하중일
때 0.6㎫,수평하중일 때 0.17㎫,균질화 모델의 경우 수직하중일 때 0.7㎫,수평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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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 0.2㎫이다.
치주인대의 2차원 유한요소해석 결과(3～61㎫)와 비교하면 3차원 유한요소해석

결과(0.17～0.9㎫)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표 4.43차원 이방성 모델의 탄성계수와 변형량
(a)치수를 포한함 모델

E(㎫)

Displacementandelasticmodulus
[3DAnisotropic(㎛)]

Withpulp
D1 Homo

Vertical Horizontal Vertical Horizontal
50 4.1677 7.3259 9.8747 10.580
10 5.3258 739267 12.144 11.566
5 6.1548 8.3539 13.810 12.158
1 16.195 11.103 23.837 15.115
0.5 26.946 14.365 35.590 18.373

Exactelasticmodulusanddisplacement
E(㎫) 0.6 000...222 0.9 000...222555

Displacement(㎛) 24.142 24.028 25.155 24.745
(b)치수를 제거한 모델

E(㎫)

Displacementandelasticmodulus
[3DAnisotropic(㎛)]
Withoutpulp

D1 Homo
Vertical Horizontal Vertical Horizontal

50 4.1215 7.9373 5.3270 10.504
10 2.2590 8.5649 6.9529 11.464
5 6.4900 8.9785 8.4962 12.031
1 15.904 11.436 18.555 14.691
0.5 27.511 14.225 30.347 17.474

Exactelasticmodulusanddisplacement
E(㎫) 0.6 000...111777 0.7 000...222

Displacement(㎛) 23.652 24.669 23.641 25.404

Tanne& Sakuda23의 실험에서 치주인대의 수평방향에 대한 탄성계수는 0.65㎫
로 나타났고,본 연구에서는 0.17～0.25㎫정도로 Rees22가 제시한 50㎫에 비해 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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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數)가 근접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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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해해해석석석 결결결과과과의의의 비비비교교교

치주인대의 탄성계수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비교하였다.각각의 그룹은
2차원 이방성과 등방성,그리고 3차원 이방성으로 이루어져있다.치주인대의 탄성계
수를 0.5～50㎫로 변화시켜가며 그에 따른 변위량을 구하여 Tanne&Sakuda23의 실
험과 Piction24의 실험에 보고된 변형량을 기준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고,해
석한 결과와 가장 가까운 탄성계수를 계산하여 Rees22의 2차원 모델의 타당성을 검
증하였다.

444...444...111222차차차원원원 이이이방방방성성성 모모모델델델의의의 탄탄탄성성성계계계수수수 비비비교교교
2차원의 경우 Rees22가 사용한 균질화 모델과 유사한 모델을 구성하여 해석한 결

과 대략 50㎫정도에서 Tanne& Sakuda23의 실험값인 평균 24.2㎛의 변형량에 근접
함을 알 수 있었다.또한 작은 변형량에도 탄성계수의 값이 크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해석을 통해 구한 정확한 탄성계수의 값은 균질화 모델에서 치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수직하중일 때 23㎫,수평하중일 때 61㎫로 그 차이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치수가 제외된 모델에서는 수직하중일 때 12㎫,수평하중일 때 30㎫로 치
수를 포함한 모델에 비해 작은 탄성계수를 보였고,수직과 수평의 탄성계수의 차이
또한 작았다.
D1모델의 경우는 치수를 포함한 모델이 균질화 모델과 마찬가지로 치수를 제거

한 모델에 비해 탄성계수가 약간 크게 나타났고 수직과 수평의 하중에 대한 탄성계
수 차이도 치수를 제거한 모델이 작게 나타났다.또한 균질화 모델의 탄성계수보다
비교적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444...444...222222차차차원원원 등등등방방방성성성 모모모델델델의의의 탄탄탄성성성계계계수수수 비비비교교교
등방성의 물성치를 적용한 2차원 모델과 이방성의 물성치를 적용한 모델의 차이

를 비교하기 위해 해석하였다(그림 4.8).전체적으로 등방성 모델이 이방성 모델보다
작은 탄성계수를 가지긴 하였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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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 tic  modulus  of periodontal ligamentElas tic  modulus  of periodontal ligamentElas tic  modulus  of periodontal ligamentElas tic  modulus  of periodontal ligament
in the two-dimens ional modelin the two-dimens ional modelin the two-dimens ional modelin the two-dimens io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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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2차원 모델에 대한 치주인대 탄성계수의 비교(homo)

444...444...333333차차차원원원 모모모델델델의의의 탄탄탄성성성계계계수수수 비비비교교교
보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3차원 모델을 구성하였고,구성된 3차원 모델은 D1모델

과 균질화 모델을 서로 비교하고,2차원 유한요소모델의 해석결과와도 비교함으로써
2차원 모델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4.9의 실험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치수를 포함한 모델과 치수를 포함하

지 않은 모델의 탄성계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고,모델간의 탄성계수 차이
도 크지 않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따라서 3차원의 유한요소해석에 사용할 모델
은 물성치 적용과 모델 구성이 용이하고,이에 따라 해석시간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
는 D1모델이 탄성 거동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용이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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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 modulus of periodontal ligamentElastic modulus of periodontal ligamentElastic modulus of periodontal ligamentElastic modulus of periodontal ligament
in the three-dimensional modelin the three-dimensional modelin the three-dimensional modelin the three-dimensio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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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3차원 모델에 대한 치주인대 탄성계수의 비교

해석 결과를 보면 3차원에서는 Hojjatie와 Anusavice25,Rubin26등이 가정했던 것
과 같이 치수의 포함 유,무가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
고,반면에 2차원의 모델에서는 치수의 포함 유,무가 탄성계수의 크기에 영향을 주
는 것을 알 수 있었다.뿐만 아니라 모델(D1,균질화 모델)에 따라서 탄성계수의 차
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2차원의 모델의 경우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할
경우 모델을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3차원 모델의 경우는 치수의 유,무와 관계
없이,모델(D1,균질화 모델)에 관계없이 탄성계수의 크기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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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본 논문은 서양인과 다른 한국인 치아의 조직 해부학적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파괴적이며 비효율적인 실험에서 벗어나 미세 전산 단층 촬영과 상용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여 치아를 최대한 실제와 가깝도록 입체적으로 재현하였고,각 치아
조직의 정확한 경계면이 독립적으로 분리되는 모델을 구현하였으며,이를 통하여 치
아의 상아질,법랑질,치수 및 전체 치아의 길이와 부피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양인의 영구치와 한국인의 영구치의 길이가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으며 G.V.Black에 의해 제시된 평균 치수표의 값으로 한국인 치아에 적용하는 데
는 무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망상골의 구조와 밀도가 치과용 임플란트와 하악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망상골의 구조와 밀도를 서로 달리한 6개의 모델을 구성하여 해석을 수행하
였다.모델은 사체에서 채취한 하악골을 포함한 치아 시편을 미세 전산 단층 촬영을
통하여 형상 정보를 얻고,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해석은 실제 치아를 포함하고
있는 치아 모델과 임플란트 시술을 가정하여 만들어진 임플란트 모델로 나뉘어 수
행되었다.

1.망상골의 구조와 밀도를 달리한 모델들 간의 응력 분포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2.그러나 망상골이 균일하게 모델링된 모델과 비교하여,골 소주를 포함한 모델
의 경우,보다 실제적인 응력의 분포를 볼 수 있었고,골 밀도가 감소하면서 더
큰 응력의 수준을 보였다.
3.치아 모델의 경우,경계조건에 의한 치밀골 하단의 응력 집중을 제외하면 치아
와 치밀골의 경계부에서 응력의 집중 현상을 보였고,임플란트 모델의 경우에서
는 임플란트 상부에서 응력이 집중되었다.
4.하악골 모델에 원래의 치아 대신 임플란트를 삽입하였을 때,그 주변에서 발생
하는 응력 값은 2-8배 정도 되었다.이 과도한 응력의 발생은 임플란트 시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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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흡수로 인한 실패의 요인이 되며 보다 응력을 분산 시킬 수 있는 임플란트의
설계가 요구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망상골의 복잡한 구조표현이 용이하지 않음을 이유로 망상골
을 물성치가 낮은 균질한 물질로 가정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그러나 이러한 방
법은 응력 집중 등 실제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망상골의 조직을
표현한 모델이 필요 하다.
치주인대의 탄성계수는 2차원 모델의 경우 에나멜의 등방성,이방성과 치수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3차원의 모델의 경우 2차원 모델에 비
해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유한요소기법을 이용하여 치아의 탄성거동을 해석
할 때에는 치주 인대의 적절한 탄성계수를 적용하여야 하겠고,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3차원의 정확한 망상골 미세구조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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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ChangSoo
Dept.ofBiomedical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eeth wereobtained from human cadaversand scanned with micro-CT.
Three-dimensionalfiniteelementmodelswerereconstructedfrom CT images.
Thisstudyanalysedthedentalmorphologyandexaminedtheeffectofcancellous
bonemicrostructureonstressdistributionwithinapremolartoothandadental
implantagainstmasticationforcebythemicro-finiteelementmethod(FEM).
Thestudyindicatedthatthemicrostructureofcancellousboneshouldbe

consideredinfiniteelementanalysistoproducereasonableresultsandthus
implantsystemswithhighsuccessrate.
Theelasticmodulusoftheperiodontalligamentwasanalyzed by finite

elementmethod and compared with thatofexperimentmodel.This study
indicatedthatthemodelwithoutpulpwasmoresuitablethanthatwithpulpin
twodimensionalfiniteelementanalysis.

Keywords:Micro-CT,Morphology,FiniteElementMethod(FEM),Periodontal
lig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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