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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overload)이며, titanium과 연조직, 골조직과의 우
수한 생체적합성을 보이므로 감염에 의한 실패는 빈

1. 악구강 수복치료를 위한 치과 임플랜트 술식
의 필요성

도가 적다.
골유착성 임플랜트와 주위골은 반복되는 저작력에

완전 무치악 환자나 부분 무치악 환자의 보철학 수

견디는 하나의 기능적 단위이다.(24, 25) 골유착성 임플

복은 골유착성 임플랜트가 개발되기 전에는 국소의

랜트에 계속되는 저작력을 가한 후 방사선 소견에서

치나 총의치에 의한 통상적인 보철치료가 시행되었

관찰되는 것과 같이 임플랜트 주위의 치조골은 계속

다. 그러나 이러한 가철성 보철은 의치의지지, 유지

되는 기능적 적응을 한다. 이러한 개념을 Wolf’
s

및 안정이 충분하지 못하여 환자의 저작기능 회복에

law라고 하며 bone remodeling의 경과와 평형은

많은 문제점을 보여 왔다. 또한 구강 점막의 많은 부

기계적 기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Radiopacity가

위를 피개하여 이러한 보철물은 많은 환자가 거부하

증가하고 bone trabecule이 재배치되는 것을 나타

였다. 이의 해결방법으로 골유착성 임플랜트가 개발

낸다. 이리하여 trabecular bone을 따라 계면의 미

되어 저작 및 심미기능의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환자

세운동 없이 가해진 하중이 분산되는 평형이 이루어

(1, 2, 11)

에게 제공할 수 있다.

완전 무치악환자가 총의

진다. 여러 요소들이 이러한 평형을 이해하는데 매우

치장착시 70N의 최대 교합력을 보여주나 임플랜트

중요하다. 힘의 크기, 하중주기의 수, 골의 회복능력,

수복환자는 평균 280N(157-643N)의 교합력을 보여

임플랜트의 형태 등이다.(26, 27, 28) 이러한 요소 중 다

주어 자연치와 비슷한 교합압을 나타낸다.(12, 13) 또한

른 요소는 술자에 의한 조절이 불가능하나 임플랜트

저작효율도 총의치보다는 월등히 향상되어 환자가

의 형태는 변형되어 주어진 하중조건하에서 응력분

임플랜트 보철을 선호한다. 이러한 임플랜트 보철의

포를 양호하게 유도하여 골의 microfracture를 최

궁극적 성공은 골유착 부위가 장기간 파괴되지 않고

소하하고 remodeling을 촉진하여 형성된 골유착을

(3, 21, 22, 23)

안정된 상태로 잔존하여야 된다.

골유착성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32, 33)

임플랜트 실패의 두 가지 형태는 감염과 과하중
* 본 논문은 보건복지부 1996년도 G-7연구비(IIMP-95-G-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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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유착 치과임플랜트의 생역학

요점이 된다. 예를 들어 소위 Ritz의 방법에서는 근

임플랜트는 특수한 환경인 구강내에 식립되어 치

사함수 즉, 기저함수를 잡는데서 유한요소법에서 요

아의 역할을 대신하여 정하중 및 동하중을 계속 복합

구되는 특정 성직과 다르고, 유한차분법은(Finite

적으로 받게 되므로 생역학과 연관하여 많은 문제점

difference method)은 적분 원리와는 상관없이 미

들이 발생될 수 있다. Skalak은 골유착성 임플랜트

분을 차분(Difference)으로 바꾸어 수식화 하는 것이

는 악골과 직접 결합되어 있으므로, 기능시 초래되는

다. 유한요소법은 일반적으로 역학과 수리물리학 등

외력은 매식체를 통해 직접 악골에 전달되게 되며,

에서 경계치 문제 및 초기치 문제 등의 미분방정식의

이러한 외력은 자연치아의 치주인대와 같은 구조에

해를 구하는 근사해법인데, 이 방법에서는 다루는 영

의한 완압기전에 없어 기하학적인 임플랜트 배열 및

역 전체를 편리한 데로 유한개의 요소로 분할하고 요

설계가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강조하였다.(4) 수평력과

소 내에서 절점(node 또는 Nodal point)이라 불리는

수직력을 갖는 저락력은 주로 수직력에 의해 유도되

점들을 택한다. 미분방정식에서 미지의 변수는 적절

지만 하악의 수평운동과 치아교두의 경사에 의해 수

히 선정한 근사함수의 절점에서 정의된 변수의 값 및

평력이 발생하므로, 수직력 또는 수평력 하에서 고정

미지변수의 도함수 값들의 선형조합으로 표현된다.

체의 수와 배열에 따라 어느 정도의 교합력이 고정체

즉, 미지변수 값을 절점 값으로 표현한다. 변분법 또

에 분산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8)

는 가중잔여법을 이용하면 분할된 개개의 요소내에

이러한 발생된 응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전기

서 성립되는 주어진 미분방정식에 등가인 유한요소

저항 스트레인 게이지법, 브리틀 코팅법, 므와레 무

방정식이 구해진다. 각 요소의 유한요소방정식을 적

늬 분석법, 광탄성법, 유한요소법 등이 있다.

절히 조합하고 주어진 경계조건 및 초기조건을 대입
하여 변형하면 미분방정식과 경계조건 및 초기조건

3. 치과임플랜트의 유한 요소법적 응력분포 연구

에 등가인 전체 영역에 대한 유한요소방정식이 구해

주어진 하중에서 치아나 악골 및 임플랜트 고정체

진다. 이는 통상다원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가지면,

에 발생하는 응력을 연구하는 여러 방법은 각각의 특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그 해를 구하면 미지변수의

정 및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중 유한요

절점 값이 결정된다. 즉 미분방정식의 해를 정점에서

소법은 종래의 실험적 응력 측정법으로는 해결할 수

의 값으로 구한다.(9, 14, 15)

없는 불규칙하고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와 다양한 물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임플랜트의 가장 기본구조

성치로 이루어진 구조물에 대해 각각의 특성을 모두

인 고정체의 설계변화에 따라 하중이 가해졌을 때 악

응력분석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결과로 발생되

골 및 고정체의 응력분포를 연구하여 추후 임플랜트

는 응력의 크기 및 방향 그리고 변위를 공학적 수치

고정체의 설계시 저작하중에 가장 양호하게 반응하

해석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한요소

여 골유착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형태를 결정하는

법이란 공학 문제를 수치적으로 푸는 매우 조직적인

것이다.

(5, 6, 7)

방법의 하나이다.

유한요소법을 타 근사방법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Ⅱ. 연구 재료 및 방법

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유한요소법은 유한
요소(Finite element)라 불리는 물리적으로 혹은 편
의상 나누어진 요소 위에 정의된 특정성질의 기저함

1. 임플랜트 고정체의 형태설계

수(Basis function)를 주어진 문제에 맞는 어떤 적분

I-DEAS(SDRC Co.) software를 이용하여 3차원

형의 원리에 사용하여, 연속체 문제를 유한차원 문제

유한요소 모델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software가

로 수식화 하는 군사적 방법이다.(16, 18, 20)이 정의에서

SGI Indigo Ⅱ(250MHz, 64Mbyte main memory)

위의 두 가지 특징이 타 근사방법과 구별되게 하는

workstation 컴퓨터에 입력되어 계산되었다. 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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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트 고정체와 악골의 3차원적 응력분포를 관찰하기

정하였고 고정체는 악골의 중앙에 위치시켰다.(그림

위해 각각의 구조가 따로 설계되었다.

1)

모형은 현재 가장 많이 응용되는 기본 고정체를

다른 6개의 모형은 Model 1에서 기본 구조를 변경

(control, Model 1) vernier caliper와 사진의

시켜 설계하였으며(Table 1) 변형된 기본구조에 의해

digitation 및 설계도를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변화된 응력분포를 연구하였다.

control Model상의 형태와 실제 고정체와 가능한 일
치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thread portion은 장
축을 경계로 좌우 대칭으로 설계하였다. 실제로

2. 물성 및 설셰구조에 따른 유한요소법적 응력
분포 측정

thread에는 대칭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지만 응력분

골의 정확한 물성치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포는 이러한 가정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고 보고되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피질골과 해면골은

었다. 악골은 10㎜정도의 높이와 20㎜의 폭경으로

isotrophic, homogeneous, Linearly elastic 하며

설계되었다. 그리고 고정체 상부 2㎜와 하부 2㎜는

이러한 가정은 model의 다른 부분에도 적용되었다.

피질골에 위치되어 bicortical fixation을 부여하였

고정체와 지대원주, 지대원주나사는 titanium으로

다. 골과 고정체는 계면을 따라 고정된 결합으로 가

구성되었으며(19, 39, 40, 41, 42, 43, 44)(Table 3) 다음과 같

Table 1. Seven different implant design

Table 2. Node & element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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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terial properties

은 물성치를 대입하여계산하였다.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은 서로 다른 양상의 응력분

구조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아여 하악골의 하연을
고정 점으로 설정하였다.

포를 보이고 있다. 수평하중의 경우 임플랜트상단 머
리부분에 응력이 집중되고 있고 임플랜트방향을 따

Model에 가해지는 하중은 정하중을 사용하였다.

라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이는 수평하중의 경우 골

각 모형에 20㎏의 수직하중, 임플랜트에 20㎏의

에 골하단의 고정부를 중심으로 한 moment 하중으

수평하중, 그리고 20㎏의 30도 경사하중을 가하였

로 가해지는 하중은 고정부를 꼭지점으로 삼각형 형

다. 이 연구의 응력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ABAQUS

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플랜트의 상단부의

(29, 30)

(HKS Co.)를 사용하였다.

각 모형에서 Von

Miss Stress를 계산하여 각각 비교하였다. 색상의

shoulder 때문에 응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는
단면이 줄어서 나타나는 응력집중현상이다.

차이로써 응력분포가 도식되어 응렵집중이 발생되는

30도 하중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두 하중이 복

부위를 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post-processing

합되어 가해지는 경우이다. 그러나 응력의 분포를 보

program은 ABAQUS(HKS Co.)를 사용하였다.

면 수평하중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
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평하중의 경우에는 머리부분
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은 임플

Ⅲ. 연구 성적

랜트의 shoulder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이다. 수직하
중의 경우 응력이 아랫부분의 깎여진 지대나사부위

1. Model 1(그림 2-수직하중),(그림 3-수평하
중),(그림4-30도 하중)

와 임플랜트 머리부분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도
있으나 분포는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수직하중의 경우에는 임플랜트의 지름이 변화되기
전까지의 나사들은 거의 고르게 힘을 받고 있으며 응

2. Model 2

력의 최대치는 나사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발생하고

Model 2는 Model 1의 하단에 hole을 뚫은 모델이

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의 경우 부분적으로 깎인 나

다. 해석결과를 보면 수평하중의 경우 거의 차이가

사면에 압축력과 전단력이 함께 가해지기 때문이며,

없다. 그 이유는 수평하중의 경우 머리부분에 최대

제일 아랫부분의 경우 압축력에 의해서 응력이 높게

응력이 걸리고 hole의 응력분포에 거의 영향을 미치

나타나고 있다. 임플랜트 내부의 경우에는 지대나사

지 않는 경우이다. 수직하중의 경우에는 응력분포가

부위에 응력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대

나사가 줄어드는 부위와 hole의 제일 윗부분으로 더

나사가 있는 부위는 고르게 힘이 전단력 형태로 가해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서 최대 응력 값도 15%정도

지고 있어 응력이 작지만, 끝나는 부위에서는 힘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hole이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준

위에서 가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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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del 3

부까지 연장한 모델이다. 이 모델의 경우 Model 1보

Model 3은 임플랜트의 머리부분의 직경을 나사의

다 응력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Model 3보다

직경과 동일하게 줄인 모델이다. 해석결과를 보면 수

는 개선량이 적다. 그 이유는 최상부 나사 부위에 심

평하중에서 상당한 응력개선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한 응력집중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응력집중이 해소되
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응력의 분포도 많이 개

5. Model 5

선되어 최대응력이 발생하는 부위가 상당히 넓어졌

Model 5는 Model 1의 pitch height 700㎛으로

다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6) 또한 임플랜트의 경우

바꾼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나사부분

머리가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최대응력이 치우쳐져

에서는 응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shoulder에 응력

있었지만 Model 3의 경우에는 좌우 거의 동일한 분

집중이 발생하므로 증가된 pitch height는 응력분포

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머리부분에 가해지는 하중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그림 7)

이 순수한 굽힘력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Model 6
4. Model 4

Model 6의 경우 pitch height를 600㎛인 500㎛

Model 4는 shoulder부분을 없애고 나사를 최상

으로 감소시켰으며 전체적인 stress분포가 향상되었

Table 4. Model과 하중에 따른 변위와 von Mise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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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00㎛인 경우에는 stress가 나타나지 않으나

한 기본 물성을 isotropic, linear, elasticity를 가졌

500㎛인 경우에는 stress가 전체적으로 분포되는 양

다고 편의적으로 가정한다. 또한 골의 인장강도는

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pitch가 줄어들어

remodeling의 발생과 반비례하여 감소한다. 그 이

screw가 시작되는 깊이 1㎜이하의 부위 강성이 증가

유는 미성숙 Harversian canal의 공간이 강도를 감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screw가 형성된 부위

소시키며 미성숙 Harversian canal의 결정화가 충

에 stress가 증가한 만큼 상부 shoulder의 stress가

분히 발생되지 않아 강도를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실

감소하였다.

제의 골의 물성은 치유기간 및 부위에 따라 세분하여
연구하여 추후 유한요소의 연구 시에 보다 실제에 가

7. Model 7

까운 물성치의 대입이 요구된다.

Model 7에서 즉 pitch height가 500㎛이고

본 연구에서 임프랜트 고정체는 연결되지 않고 개

shoulder diameter가 3.75㎜이며 shoulder

개 단위로 하중을 받았으므로 다른 연구보다 수평하

height가 1㎜인 경우 가장 이상적인 응력분포를 나

중에서 골에 큰 응력 집중현상을 보였다. 추후 임프

타내었다. 즉 상부 cortical plate에 응력이 집중되지

랜트가 상부구조로 연결될 경우, 이러한 고정체의 설

않고 골의 전 부분에 고루 응력이 분포하였으며 상부

계변화가 어떻게 응력분포를 보이는지 계속적인 연

의 shoulder가 없어서 수직, 수평, 경사력에 모두 변

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48)

위가 적게 나타났다.(그림 8) 추후 인공치아 개발시
고정체의 형태는 이러한 설계가 바람직하다고 사료

Ⅴ. 결 론

된다.(Table 4)

본 연구에서 임프랜트 고정체에 다른 세 방향의 하

Ⅳ. 총괄 및 고안

중을 가하고, 임프랜트 및 골에 분포하는 응력을 연
구한 결과, 수직하중, 경사하중 및 수평하중의 순서

유한요소의 응력 분석을 위해 principle stress,

로 골에 응력 집중이 증가하였으며 고정체의 설계 중

shear stress 등이 이용될 수 있으나, 본 경우와 같

3.75㎜ shoulder diameter, 1㎜ shoulder height,

이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경사하중의 다른 방향의

0.5㎜ pitch height를 가진 임프랜트 고정체가 수직

하중에 따른 응력분포의 비교를 위하여 Von Mises

하중, 경사하중 및 수평하중에서 가장 양호한 응력분

(45, 46)

포를 보였으며 4.1㎜ shoulder diameter를 가진 임

stress가 사용되었다.

임프랜트와 골 계면과의 응력분포를 유한요소로
연구할 때 두 물체의 경계 부분을 마찰력이 없는 계

프랜트 고정체가 각각의 하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응
력분포를 보였다.

면으로 설계되어야 할지, 결합된 계면으로 설계되어
야 할지 논란이 많다. 그러나 발생된 응력은 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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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사진 부도설명

그림 1. 고정체 상부 2mm와 하부 2mm는 피질골에 위치되어 bicortical fixation을 부여하였다. 골과 고정체는
계면을 따라 고정된 결합으로 가정하였고 고정체는 악골의 중앙에 위치시켰다.
그림 2. 수직하중의 경우에는 임프랜트의 지름이 변화되기 전까지의 나사들은 거의 고르게 힘을 받고 있으며 응
력의 최대치는 나사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림 3. 수평하중의 경우 임프랜트 상단 머리부분에 응력이 집중되어 있고 임프랜트 방향을 따라 조금씩 감소하
고 있다.
그림 4. 30도 하중의 경우는 두 하중이 복합되어 가해지는 경우이다. 응력의 분포를 보면 수평하중의 경우와 거
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평하중의 경우에는 머리부분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
하고 있다.
그림 5. Model 2는 Model 1의 하단에 hole을 뚫은 모델이다. 수직하중의 경우에는 응력분포가 나사가 줄어드는
부위와 hole이 제일 윗부분으로 더 몰리고 있다.
그림 6. Model 3은 임프랜트의 머리부분의 직경을 나사의 직경과 동일하게 줄인 모델이다. 해석결과를 보면 수
평하중에서 상당한 응력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최대응력이 발생하는 부위가 상당히 넓어졌다.
그림 7. Model 5는 Model 1의 pitch height을 700㎛으로 바꾼 것이다. 나사부분에서는 응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shoulder에 응력집중이 발생하므로 증가된 pitch height는 응력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림 8. Model 7에서 즉 pitch height가 500㎛이고 shoulder diameter가 3.75mm이며 shoulder height가
1mm인 경우 가장 이상적인 응력분포를 나타내었다. 즉 상부 cortical plate에 응력이 집중되지 않고 골
의 전 부분에 고루 응력이 분포하였으며 상부의 shoulder가 없어서 수직, 수평, 경사력에 모두 변위가 적
게 나타났다.

— 618 —

사진부도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7

그림. 8

— 619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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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TRESS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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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 Of Prosthodontics,College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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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Stress or strain-induced bone remodeling is an important response in unctional adaptation of
bone around implants. The overload on the implants can cause the pathologic bone resorption and
results in the implant fail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ess magnitudes
and distributions at the bone/implant interface in seven different analysis.
Material and Mathods
Seven different implant designs were used in this study.

M : Model, OD : Outer diameter(㎜), ID : Inner diameter(㎜), L : Length(㎜), PH : Pitch height(㎜), SD
: Shoulder diameter(㎜), SD : Shoulder diatmeter(㎜), SH : Shoulder height(㎜), BH : Bottom hole. N : No,
Y : Yes
The bone models were 10mm high consisting of 2mm bicortical outer parts and 6mm cancellous inner
part. The gold crown with titanium abutment connected to the implants to stimulate the implant prothesis in
clinical situations. The total number of elements used in the largest FEM was 14410. The material
prioperity values assignd in this study were made on the basis of previous published data. The load of 20Kg
was given to each model at 0 o, 30 o, 90 o, direction. The finite element models wre generated and solved
by using a computer-aided engineering program(I-DEAS, Structural Research Dynamics(Co). This pakage
was installed on a SGI Indigo II 64-Mbyte main computer.

— 620 —

Results
The model under 0 o direction load showed even stress distribution arounde all implants and
small differences of maximum stress value at the bone/implant interface among different implant
designs Model 7 showed the best stress distribution, maximum Von Mises stress, 1.854 MPa
under this loading condition. Model 5 showed the worst stress distribution, maximum Von Mises
stress, 2.711 MPa under this loading condition. The stress distributions of models under 30 o
direction load are similar to those under 90 o direction load. Model 7 showed the best stress
distribution, maximum Von Mises stress, 11. 49 MPa under this loading condition. Model 2
showed the worst stress distribution, maximum Von Mises stress, 22.87 MPa under this loading
condition. The models under 90 o direction load showed the stress concenturation at the top parts
of implants and had vary different maximum stress value according to different implant design.
The results of maximum stresses at bone/implant interface under 90 o direction load are
summerized below :

Conclusions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 implant design of small soulder diameter(3.75mm) with flat
shoulder(1mm height) and small pitch height(0.5mm) showed the best stress distribution and
favorable maximum stress values at the bone/implant interface under 0 o, 30 o and 90 o,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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