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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패터닝을 부여한 임플란트 주변골에서의
하중 분포에 관한 유한요소분석법적 연구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및 구강과학연구소

허배녕․김대곤․박찬진․조리라
골조직이 자라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마이크로패터닝을 부여하면 강하고 지속적인 골유착을 이룰 수
있는 생역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패터닝을 통해 골조직과 접촉하는 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하
중을 적절히 분산시킬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패터닝의 형태와 크기에 따른 응력의 분산에 대해 연구
하였다. 나사 하나에서의 하중을 연구하기 위해 2차원 유한요소분석법을 이용하였다. 임플란트는 무한히 긴 피질
골에 100% 접촉하며 골-임플란트 계면은 고정된 것으로 경계조건을 설정한 후 마이크로패터닝의 위치와 수에 따
라 5군으로 나누어 축력을 가한 후 최대응력과 응력의 분산양상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마이크로패터닝을 부여
하면 일반적인 나사에 비해 응력을 보다 넓게 분산시켰으며 나사의 하방에 마이크로패터닝을 부여한 것이 상방에
부여한 것보다 더 고르게 응력을 분산시켰다. 3개의 마이크로패터닝을 부여한 군이 2개의 마이크로패터닝을 부여
한 군에 비해 응력을 넓게 분산시켰으나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마이크로패터닝
을 부여하면 응력의 분산효과가 있으며 특히 나사 하방에 부여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냄을 알 수 있었다.
(대한치과턱관절기능교합학회지 2008:24(1):67-76)

서 론
임플란트는 연조직의 개재 없이 임플란트 표
면과 골조직이 직접 유착하고, 기능력이 가해질
때도 안정적인 결합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골
유착의 개념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지난 수십년
동안 발전을 거듭해 왔고, 현재는 치아 결손시
우선으로 고려되는 치료방법으로 각광받고 있
다. 하지만 임플란트의 골유착이 어떤 기구
(mechanism)를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거의 없고 이론에 한정되어 있
다. Albrektsson 은 임플란트의 골유착은 임플란
1

2

트 표면의 불규칙한 성상에 대해 골조직이 자라
들어와 형성되는 기계적 결합(bio-mechanical
interlocking)과 칼슘 포스페이트와 같은 생활성
물질과 골조직이 반응하여 형성되는 생화학적
결합(biochemical bonding)의 두 가지 기구
(mechanism)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생화학적 결합은 현재까지는 이론으로만
제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그 역할이 골유
착의 초기에 한정되는 조기 골치유에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생체 내에 매식된 임플란트는 초
기의 골치유와 골유착 형성 외에도 생체 내에서
반영구적으로 안정적인 계면을 유지하여야 하므

교신저자 : 조리라
210-702,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123,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E-mail: lila@kangnung.ac.kr
원고접수일: 2007년 12월 23일, 원고수정일: 2008년 1월 8일, 원고채택일: 2008년 3월 25일
대한치과턱관절기능교합학회지 24권 1호, 2008

67

허배녕․김대곤․박찬진․조리라

로 생화학적 결합을 이용하는 임플란트라도 기
계적 결합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강력한 골유
착을 이루어 줄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가 기계적 결합을 이루려면 골조직을
기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형태를 가져야 하는
데, 이러한 유지 형태를 형성하는 기술로 마이크
로패터닝(micropatterning)을 들 수 있다. 마이크
로패터닝은 마이크로 미터 단위로 기질 표면에
텍스처(texture)를 가하는 기술로 다른 표면의 특
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조절된 표면을
얻을 수 있다. 마이크로패터닝의 방법으로는 사
진 석판술(photolithography), 레이저 증발법(laser
ablation), 기계 절삭(machining)이 있다. 하지만
사진 석판술은 산 식각을 이용하므로 재현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실제적으로 복잡한 3차원 구조
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레이
저 증발법은 기질이 표면에서 기화할 때 융기
(ridge)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크기와 형태를 갖는
마이크로패턴의 부여가 어렵고, 탄소에 의한 표
면의 오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패턴을 부여한 임플란트의 연
구에서 Chehroudi 등 은 마이크로패턴이 부여된
임플란트의 표면에서 상피 조직의 하방성장이
억제된다고 보고하였고, Brunette 등 은 마이크로
패턴이 부여된 임플란트의 표면에서 섬유아세포
와 골아세포 유사 세포의 이동과 형태가 영향을
받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10 μm
내외의 크기를 갖는 마이크로패턴을 이용하였
고, 이를 통해 세포 단위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
었으나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조직
단위의 반응을 유도하지 못하였다.
골조직이 자라 들어갈 수 있는 유효 수준에 대
해 고려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주로 정형외
과 임플란트에서 세공을 통해 연구되어왔다.
Hubert 등 은 광화된 골조직이 자라 들어갈 수 있
는 유효 직경은 100 μm라고 주장했고, Bobyn 등
은 50 μm 이하의 기공에도 골조직이 자라 들어
간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최근 잘 조절된 레이저
처리 모형을 이용하여 50-125 μm의 기공 속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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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관(haversian canal)이 자라 들어간 연구 결
과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
하여 고려하였을 때 실제적으로 골조직이 임플
란트 표면으로 자라들어가 기계적인 결합을 형
성하기 위해서는 50-125 μm의 세공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한편 나사의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응력을 분
석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응력을 해
석하는 방법으로는 수학적 계산법, 광탄성 분석,
유한요소분석 등이 있다. 이 중 생역학적 분석법
인 유한요소분석법은 해석 대상이 되는 구조물
을 작은 단위 요소로 분할하고, 요소를 대표하는
절점에서 경계조건을 이용해 수식을 형성한 후,
구조물 전체에 대한 연립 대수 방정식을 만들어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임플
란트에 가해지는 정적 및 동적 하중상태의 복잡
한 모형을 분석할 수 있다. 다양한 나사 형태에
대한 유한요소분석에서 사각형의 나선이 임플란
트의 장축으로 힘을 분산시킨다는 의견도 있으
며, 역-버트레스(reverse buttress) 형의 나선이
힘의 분산에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나선의 깊이에 따라 응력 분산 양태가 달라진다
는 결과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
은 유한요소분석을 위한 임플란트와 주변골에
대한 가정에서의 결과로 임플란트의 경부 주위
피질골 부위에 응력이 집중되므로 나사 형태에
따른 주변골에서의 응력 분산에 초점을 맞춘 적
절한 비교 분석이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2차원 유한요소분
석법을 이용하여 골조직이 자라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마이크로패턴이 부여된 나사산을 갖는
임플란트가 주변골의 응력 분산에 미치는 영향
을 나선 단위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1. 유한요소모형의 설계
유한요소분석을 위한 모델링은 워크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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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nodes and elements
Models

No. of nodes

No. of elements

Conventional thread

21969

7125

2 micropatterns at the upper flank of the thread

22632

7352

2 micropatterns at the lower flank of the thread

22632

7352

2 micropatterns at the upper & lower flanks of the thread

23701

7699

3 micropatterns at the upper & lower flanks of the thread

25510

8290

상에서 표면작업을 하였고, 유한요
는 HyperMesh(DECS, East Lansing,
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각 요소
는 절점(node)의 사각형 요소로 설정하
였다 유한요소분석에 있어서 요소와 절점 수의
차이에 따른 해석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각각의
모형에서 요소와 절점의 수를 가능한 유사하게
설정하였다 (Table 1).
상용화된 나사형 임플란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workstation)
(mesh)
MI, USA)
(element) 4
.

소 격자

의 나선폭과 0.62mm의 나선 깊이, 60°의
나사산 각도를 갖는 V형 나선을 일반적인 나사
형태의 기준 모형으로 이용하였고, 주변골에 대
패한 하중 분포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마이크로
패턴을 부여한 나사 형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
였다 (Fig. 1).
임플란트와 주변골은 무한히 견고(stiff)하지만,
골조직은 균질적(homogenous)이고, 동질적
(isotropic)이며, 선형 탄성(linearly elastic)의 상태
0.6mm

a. Conventional thread b. 2 micropatterns at the upper
flank of the thread

c. 2 micropatterns at the
lower flank of the thread

d. 2 micropatterns at the upper & lower flanks e. 3 micropatterns at the upper & lower
of the thread
flanks of the thread
Fig. 1. Configurations of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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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Young's modulus
Cortical bone
Implant

Pa*

0.30

11

Pa*

0.35

1.37×10
1.15×10

*

Poisson's ratio

10

2

Pa : pascal, 1 Pa = 1 N/m

를 가정하였고, 임플란트와 주변골의 물성(탄성
계수 및 Poisson's ratio)은 선학의 연구들을 참고
로 결정하였다 (Table 2).
나선 형태에 대한 최적의 비교를 위해 일반적
인 유한요소 모형과는 다른 형태의 가정을 하였
다. 임플란트는 직경 3.75 mm의 무한한 길이를
갖는 나사형 임플란트로 축방향의 회전 대칭
(axisymmetry)을 가정하였다. 또한 임플란트는 주
변골에 완전히 매식되었고, 100% 골 침착이 이
루어진 것으로 가정하였다. 주변골은 직경 10.5
mm의 무한한 길이를 갖는 원통형 피질골을 가
정하였다. 골-임플란트 계면은 완전히 고정된 경
계조건을 가져서 압축력, 인장응력, 전단응력 등
이 모두 전달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하중은 무
한히 큰 축 방향의 하중이 무한히 긴 임플란트의
각 나선 단위에 나뉘어 가해지는 것으로 가정하
였고, 나선 단위의 주변골에서 발생되는 응력을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이차원 유한요소분석 프로그램은 Abaqus
Unified FEA product suite(Simulia, Providence, RI,
USA)를 사용하였다. 하중의 응력 분산에 대한
유한 요소 분석에는 압축응력(maximal compressive stress), 인장응력(minimal tensile stress),
유효응력(von Mises stress) 등이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하중이 가해졌을 때 마이크로패턴을 부
여한 나사 형태에 따른 주변골에서의 응력 분포
를 비교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유
효응력 값의 결과만을 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응력의 분포상태와 최대 응력 집중
부를 식별하고, 가시화하기 위하여 응력의 크기
에 따라 색도에 변화를 준 응력등고선식(stress
contour plot)을 이용하였다.
결 과
각 모형에서 발생된 최대 유효응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Table 3). 응력등고선식은 제작된
모형에 하중을 가하였을 때 나타나는 전체응력
의 분포상태를 가장 낮은 응력 분포를 나타내는
청색에서 가장 높은 응력 분포를 나타내는 적색
까지 12가지의 색으로 표현하였다(Fig. 2-6).
최대 유효응력은 일반적인 나사 형태와 비교

Table 3. Maximum von Mises stresses
Models

Maximum von Mises Stress

Conventional thread

11.2554 MPa

2 micro-patterns at the upper flank of the thread

9.47184 MPa

2 micro-patterns at the lower flank of the thread

13.6421 MPa

2 micro-patterns at the upper & lower flanks of the thread

13.53 MPa

3 micro-patterns at the upper & lower flanks of the thread

54.2403 MPa

6

1 MPa = 10 pas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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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rface area
Models

Surface area

Conventional thread

100 %

2 micropatterns at the upper flank of the thread

106 %

2 micropatterns at the lower flank of the thread

106 %

2 micropatterns at the upper & lower flanks of the thread

113 %

3 micropatterns at the upper & lower flanks of the thread

115 %

하여 나사산 상방에 마이크로패턴을 부여한 형
태에서만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 다른 형태의 마
이크로패턴을 부여한 형태에서는 높게 나타났
다. 또한 나사산 하방에 마이크로패턴을 부여한
나사 형태에서 나사산 상방에 마이크로패턴을
부여한 형태에 비해 최대 유효응력의 크기가 높
게 관찰되었고, 나사산 상방과 하방의 마이크로
패턴이 2개인 나사 형태에 비해 나사산 상방과
하방에 마이크로패턴이 3개인 나사 형태에서 최
대 유효응력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응력등고선식에서는 일반적인 나사 형태에 비
해 마이크로패턴을 부여한 나사 형태에서 응력
이 양호하게 분산되었다. 또한 마이크로패턴을
부여한 나사 형태에서는 나사산 상방에 마이크
로 패턴을 부여한 나사 형태에서 가장 응력이 양
호하게 분산되지 못했고, 나사산 하방에 마이크
로 패턴을 부여한 나사 형태, 나사산 상방과 하

방에 2개의 마이크로패턴을 부여한 나사 형태,
나사산 상방과 나사산 하방에 3개의 마이크로패
턴을 부여한 나사 형태 순으로 응력이 양호하게
분산되었다.

Fig. 2. The stress contour of conventional
thread.

Fig. 4. The stress contour of 2 micro-patterns
at the lower flank of the th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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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stress contour of 2 micro-patterns
at the upper flank of the thread.

71

허배녕․김대곤․박찬진․조리라

Fig. 5. The stress contour of 2 micro-patterns
at the upper & lower flanks of the
thread.

Fig. 6. The stress contour of 3 micro-patterns
at the upper & lower flanks of the
thread.

총괄 및 고안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패턴을 부여한 나선
형태에 대한 최적의 비교를 위해 일반적인 유한
요소 모형과는 다른 형태의 가정을 하였다.
첫째로 임플란트의 골유착이 완성되어 임플란
트-골 계면이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경계
조건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면 압축력, 인장응
력, 회전전단응력이 모두 주변골로 전달되며 고
정되지 않은 자유 접촉으로 가정하면 압축력만
이 전달된다. 이러한 경계조건에 따라 응력의
양과 변위가 발생하는 부위가 달라지는데, 논문
마다 경계 조건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어 다양한
논문에 대한 수평적 비교가 어렵다. 또한 실제적
으로 골유착이 임플란트 전체 면에 걸쳐 나타나
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부에서부터 일정한
정도로만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는 모형도 있는
데 이는 골조직의 지지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
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임플란트-골
조직 계면 설정에도 이견이 있으며 임플란트-골
조직의 접촉 정도를 설정할 때도 계단형 알고리
즘(stepwise algorithm)을 차용하는 연구도 있다.
또한 임플란트의 표면에 대한 다양한 처리가 일
반화되면서 임플란트의 거친 표면(rough surface)
이나 생화학적 골유착이 발생하는 표면은 고정
성 경계조건으로, 기계절삭형 표면(machined
surface)은 자유접촉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와 골 계면이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둘째로 임플란트 주변골을 피질골로만 이루어
진 것으로 가정하였다. 임플란트 주변의 골조직
형태는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 사각형 또는
원통형으로 묘사할 수도 있고, 미세-컴퓨터
단층촬영(micro-CT)을 사용하여 골조직의 형태
를 재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 응력 분산 결
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고되었다. 또
한 골질이 다르다고 가정하면 탄성계수와 같은
물성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차이는
골과 티타늄의 차이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다.
골조직과 티타늄의 탄성계수가 크게 차이가 나
기 때문에 주변골에 정상적인 응력이 전달되지
않는 현상(stress shielding)을 초래할 뿐 아니라
유한요소분석 결과에 큰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피질골과 해면골은 균질하지 않은 구성을 가진
실제 골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긴 하지만
해면골을 도입하면 본질적으로 응력은 임플란트
경부 주위 피질골 부위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
문에 비교하고자 하는 임플란트의 나선 혹은 형
태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또한 피질
골 두께와 골조직의 등방성(isotrophy) 또한 큰 영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주변골은 피질골 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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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하중은 무한한 크기를 갖는 축 방향의
하중이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의 나사 형태에 따른
주변골에서의 응력 분산 양상에 초점을 맞추었
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무한한 길이를 갖고, 이에
대해 무한한 크기의 하중이 임플란트의 각 나선
단위에 나뉘어 가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
문이다. 또한 2차원 유한요소분석 이용하였고,
축 방향의 회전 대칭을 가정하였으므로 경사
(oblique) 하중은 원뿔형 하중으로 작용하므로 축
방향의 하중을 가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나사 형태에 마이
크로패턴을 부여함으로써 골조직과의 접촉 면적
을 6-15% 증가시켰고(Table 4), 이를 통해 골조직
과의 계면에 가해지는 응력을 효과적으로 분산
할 것을 가정하였다.
마이크로패턴이 부여된 나사 형태에서 최대
유효응력의 크기는 일반적인 나사 형태에 비해
나사산 상방에 2개의 마이크로패턴을 부여한 나
사 형태에서만 더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 다른
마이크로패턴을 부여한 나사 형태에서는 더 높
게 나타났다. 이는 응력등고선식에서 보이는 것
처럼 마이크로패턴을 부여한 나사 형태에서 전
반적인 응력의 크기는 감소하였고, 높은 응력을
나타내는 범위가 좁게 나타나는 등 응력의 분산
은 양호하게 나타났지만, 마이크로패턴 부위의
첨점이나 나사산의 기저부와 같이 나사산의 일
부에 응력이 높게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
마이크로패턴의 형태에 따른 최대 유효응력
크기는 나사산 상방에 마이크로 패턴을 부여한
나사 형태에서 나사산 상방과 하방에 마이크로
패턴을 부여한 나사 형태와 나사산 하방에 마이
크로패턴을 부여한 나사 형태에 비해 낮게 나타
났다. 하지만 나사산 상방에 마이크로패턴을 부
여한 나사 형태에서 전반적인 응력의 크기는 높
게 나타났고, 높은 응력을 나타내는 범위가 넓게
나타나는 등 응력의 분산은 양호하지 못하였다.
나사산 상방과 하방의 마이크로패턴의 수가 2
개에서 3개로 증가하면서 최대 유효응력이 높게
대한치과턱관절기능교합학회지 24권 1호, 2008

증가하였다. 이는 응력의 분산 양상은 양호하였
지만, 나사산의 기저부에서 응력이 높게 집중되
기 때문이었다. 응력이 높게 집중되는 부위에서
는 기능력이 임플란트에 가해질 경우 미세손상
(microdamage)을 야기할 수 있다. 미세손상이 축
적되고 가중되어 골 조직 고유의 치유 가능한 생
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골 소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응력의 집중 양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마이크로 패턴의
첨점 부위를 둥글게 처리하여 응력이 마이크로
패턴의 첨점 부위에 집중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사산 상방과 하방에 3개의 마이
크로패턴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나사산 상방과
하방에 2개의 마이크로패턴을 부여하는 것이 주
변골로의 응력 분산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에 Groovy implant(Nobel Biocare™,
Göteborg, Sweden) 등 마이크로패턴을 나사산에
부여한 임플란트가 출시되고 있다. 이는 50-125
μm의 마이크로패턴을 나사산에 부여하였기 때
문에 골조직이 임플란트로 자라 들어가 골조직
을 기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50-125 μm의 마이크로패턴을 형성함으로써
사진 석판술이나 레이저 증발법이 아닌 기계 절
삭을 통해 정확한 마이크로패턴의 형성이 가능
하였다. 하지만 Groovy implant는 나사산 하방에
마이크로패턴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나사산 상
방에 마이크로패턴을 부여한 나사 형태에 비해
주변골로의 응력 분산이 양호하였지만, 나사산
상방과 하방에 마이크로패턴을 부여한 나사 형
태에 비해 주변골로의 응력 분산이 더 양호한 결
과를 나타낸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주변골에 더욱 양호한 응력을 분산하는 마이크
로패턴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결 론
유한요소분석법을 이용하여 나사산에 형성된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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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마이크로패턴이 응력 분산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 분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일반적인 나사 형태와 비교하여 나사산에 마
이크로패턴을 부여한 나사형태에서 응력이 주
변골에 양호하게 분산되었다.
2. 나사산의 상방에 마이크로패턴을 부여한 것에
비해 나사산 하방에 마이크로패턴을 부여하였
을 때 더욱 양호한 응력의 분산이 발생했다.
3. 나사산에 부여된 마이크로패턴이 2개에서 3개
로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응력이 분산이 양호
해졌지만, 응력이 높게 집중하는 부위가 발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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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te Element Analysis of Stress Distribution around the
Micro-Patterned Implants
Bae-Young Hur, Dae-Gon Kim, Chan-Jin Park, Lee-Ra Cho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and Research Institute of Oral Science, College of Dentistry,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Implant requires long lasting, strong osseointegration using bio-mechanical interlocking by bone ingrowth. In regarding
the size level for bone ingrowth, the micro-patterning would enhance bone response. Micro-patterning can increase the area
contacting the bone tissues. Therefore, it may distribute the load to the surrounding bone tissue, more effectively.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load distributing effect with the shape and number of micro-patterning.
For the optimal comparison of threads, the assumptions different from general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were made.
It was assumed that the implant was axisymmetric and infinitely long. The implant was assumed to be completely
embedded in the infinitely long cortical bone and to have 100% bone apposition. The implant-bone interface had completely
fixed boundary conditions and received an infinitely big axial load.
The condition of threads were as follows. The reference model 1 had conventional thread. Model 2 had 2 micro-patterns
on the upper flank of the thread. Model 3 had 2 micro-patterns on the lower flank of the thread. Model 4 had 2
micro-patterns on the upper and lower flanks of the thread. Model 5 had 3 micro patterns on the upper and lower flanks
of the threa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thread with micro-patterns distributed stress better than the conventional thread.
2. The thread with micro-patterns on the lower flank distributed stress better than that with micro-patterns on the upper
flank.
3. The thread with 3 micro-patterns distributed stress better than that with 2 micro-patterns, However, an area with stress
concentration occurred.

Key words : bone ingrowth, finite element analysis, implant, load distribution, micro-patt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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