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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임 란트 오버덴쳐에서 어태치먼트 종류에

따른 응력분포

단국 학교 치과 학 치과보철학 교실

성채련․조인호

하악 완 무치악 환자에서 이공 사이에 2개의 임 란트를 식립한 후 4종류의 어태치먼트를 사용한 하악 오버

덴쳐를 제작하여 유한요소 모델을 만들고 여기에 3가지 하 조건을 가하여 유한요소 해석 로그램인 ANSYS

10.0을 이용하여 어태치먼트 종류에 따른 임 란트 주 골과 보철물 임 란트와 골 사이 계면에 발생하는

최 응력의 크기와 응력 분포양상을 분석하 다.

하악골체의 체 인 골격구조에서 치아 부분은 오버덴쳐로 모델을 형성하 고 오버덴쳐와 하악골 사이에

2mm 두께의 막을 삽입하 다. 임 란트 오버덴쳐의 유한요소 모델은 ball and socket, Locator, magnet, bar의 각각

4가지 형태를 제작하 다. 고정체의 식립 치는 양측 이공 방이고, 경계 조건 고정 은 하악각 부 와 모형

의 최후방 들을 고정 으로 설정하 다.

하 조건은 오버덴쳐의 좌측 제 2소구치에서 제 2 구치 편측 부 에 170N의 하 을, 좌․우측 제 2소구치에

서 제 2 구치 양측 부 에 170N의 하 을, 90°수직 방향, 45°경사, 그리고 0° 수평 방향으로 가하 다.

결과 분석시 모든 하 방향에서 응력의 크기는 bar에서 임 란트나 오버덴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계면

에서의 응력은 모든 어태치먼트에서 비슷한 응력분포가 나타났다. Ball and socket, Locator, magnet에서는 유의성

을 보이지 않았다. 응력의 분포도에서는 4종류의 어태치먼트 모두 임 란트 치경부에서 응력이 집 된 양상을

보 으며 bar타입에서는 bar의 앙에 응력이 크게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어태치먼트의 종류에 따라 응력분포의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태치먼트의

선정 시 응력집 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설계와 선택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주요어: 임 란트, 어태치먼트, 유한요소 분석, 응력 분포 ( 한치과턱 기능교합학회지 2009:25(4):37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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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속히 증가하고 고령화 시 가 됨에 따라

무치악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1-3)
. 악골이 심하게

흡수된 무치악 환자에서 통상 인 총의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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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안정, 지지를 얻기 힘들고 작시 많은 불편

감을 호소하게 되며 지속 인 치조골 흡수를 경

험하게 된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해부학 상태,

심미 , 생 , 경제 인 면을 함께 고려하여

임 란트 지지 오버덴쳐가 한 구강 회복 방

법이 될 수 있다
4)
. 하악 무치악에 2개의 임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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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이용한 오버덴쳐는 1987년 Naert 등5)이 처

음 소개한 이래 매우 높은 장기 임 란트 성공

률이 보고되고 있다.

Zarb
6)
는 하악 무치악 환자에게 이공 사이에 2

개의 임 란트를 식립하여 의치를 장착하는 것

은 고령자인 무치악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다고 하 고, Trakas 등7)도 독립된 ball 어태치먼

트가 하악골의 휨을 허용하므로 응력 분산에 있

어서 연결시키는 형태의 어태치먼트보다 유리하

다고 하 다. 따라서 임 란트를 식립하고 임

란트와 막에서 지지를 얻는 형태의 보철물은

환자의 작력이 크지 않고, 경제 제한이 있는

경우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다.

임 란트 지지 오버덴쳐는 임 란트의 수와

식립 치에 따라 임 란트와 조직지지의 양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유지방법으로는 ball and

socket, magnet, Locator bar 등으로 구별되며

하악의 해부학 상태 환자의 요구도에 따라

합한 것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하악 임 란트 오버덴쳐에서 어태치먼트 종류

가 응력분포 양상에 미치는 향을 비교 연구하

기 한 방법으로 유한요소 응력분석
8,9)
, 탄성

응력분석
10,11)
, 스트 인 게이지

12)
등이 있다.

임 란트 지지 오버덴쳐의 응력분산에 한

연구에서 Meijer 등13,14)은 유한요소 분석법을 이

용해 무치악 오버덴쳐에서 bar와 스터드(stud) 어

태치먼트의 비교 2-4개의 임 란트에 의해 지

지되는 오버덴쳐에서 하악골의 높이가 응력분포

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다. Giulio 등
15)

은 하악의 완 무치악에 2개의 임 란트로 bar

유지장치로 수복한 경우와 ball and socket 유지장

치로 수복한 경우의 응력을 유한요소법으로 비

교 분석시 임 란트 주변골에서는 ball and socket

유지 장치보다 bar 유지장치에서 더 큰 응력이

발생하 다고 하 다.

Kenney와 Richards
10)
, Labaig 등

16)
Federick과

Caputo17)는 탄성 분석법을 이용하 고

Ichigawa 등
12)
은 스트 인 게이지를 이용하 으

며 Mericske-Stern 등
18)
은 piezo-electric transducer

를 이용하여 임 란트 지지 오버덴쳐의 응력분

산에 한 연구를 분석 보고한 바 있다.

임 란트 보철물의 응력분석의 필요성에 해

Lavelle
19)
는 보철물에 발생하는 임 란트의 변형

률이나 응력이 하부 골조직의 형태와 임 란트-

골 계면에서의 골흡수, 개조, 침착 등의 주원인

이 되며 Brochers와Reichart20), Cook 등21)의 연구

에서도 임 란트의 치경부에서의 골 조직 내 응

력 발생에 해 그 임상 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임 란트와 의치를 연결하는 어태치먼트는 의

치의 유지 안정과 작 기능시 발생되는 교합

력을 임 란트를 통해 주 골조직에 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임 란트를 이용한 보철

물이 장기간 성공 으로 사용되기 해서는 임

란트 주 지지골과 보철물의 하 지지 능력

한계 내에서 응력이 히 분산될 수 있도록 보

철물 설계를 하는 것이 생역학 측면에서 요

하다10,12,22).

본 연구의 목 은 상하악 완 무치악 환자에

서 하악의 이공사이에 식립된 2개의 임 란트를

이용한 하악 오버덴쳐에서 4 종류의 어태치먼트

가 임 란트 주 골과 보철물 임 란트와 골

사이의 계면에 발생시키는 응력의 양상과 크기

를 3차원 유한요소분석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

하기 한 것이다.

연구 재료 방법

1. 하악골체의 유한요소해석(FEA) 모델의 형태

하악골의 형태는 한국인 남성의 평균 인 크

기의 하악골체(mandibular body)의 CT 이미지

(Digital Korea
®
, KISTI, Korea)를 바탕으로 설계

하 고, 내측은 해면골, 외측은 피질골로 나 어

10배의 탄성계수의 차이가 나게 하 다
20)
. 피질

골은 압축 는 인장강도가 매우 높아 하 지지

능력이 우수하다
23)
. 피질골과 해면골은 모형의

단순화를 해 골모형에 균질성, 등방성, 선형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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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orphology of mandible before

implant insertion

(a) complete union morphology

(b) partial separate morphology

성을 부여하 다.

하악골체의 체 인 골격구조에서 치아 부분

을 오버덴쳐로 나 어 모델을 형성하 고, 오버

덴쳐와 하악골 사이에 2mm 두께로 막을 삽입

하 다(Fig. 1).

2. 임 란트 오버덴쳐의 유한요소 모델

해석에 사용될 임 란트 오버덴쳐의 모델은

ball and socket, Locator, magnet bar의 각각 4가

지 형태를 제작하 다(Fig. 2, Table I).

사용된 어태치먼트의 개별 규격은 제조회사의

제품을 실측하여 얻었다. 고정체의 식립 치는

Skalak
24)
의 보고를 참고하여 양측 이공 방에

국내 Osstem 회사의 직경 4.1mm, 길이 13mm US

Attachment type Material Manufacturer

ball and socket O-ring, titanium Osstem Implant Co., Ltd., Korea

Locator titanium, nylon Zest Anchors Inc., U.S.A

magnet magnetic assembly, keeper Aichi Steel Co., Ltd., Japan

bar
TypeⅢ gold alloy,

plastic hader bar clip
Attachments International Inc., U.S.A

Table Ⅰ. The types of overdenture attachment used in this study

Fig. 2. The types of attachment

(a) ball and socket (b) Locator

(c) magnet (d) bar

Ⅱ
®
임 란트 2개를 좌우 칭으로 심간 거리

가 20mm가 되도록 같은 높이로 평행하게 식립

하 다. 상부 보철물의 설계에서는 bar 오버덴쳐

의 경우 American Dental Association이 추천한 제

Ⅲ형 합 으로 제작한 bar로 연결하고 그 상부

에 클립이 얹 지는 bar 어태치먼트 형태로 설계

하 다.

3. 재료의 물성

각 구성 성분들의 탄성율과 Poisson’s ratio 등

은 이 의 다른 연구들에서 사용한 물성치를 이

용하 다. 임 란트 고정체와 지 주는 titanium

합 으로 하고 bar는 제 Ⅲ형 합 의 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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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Elastic modulus

(Mpa)

Poisson’s

ratio

Titanium alloy

Type Ⅲ gold alloy

Stainless steel

Rubber

Nylon

Polyethylene

Mucosa

Overdenture

Cortical bone

Cancellous bone

110,000

100,000

215,000

0.005

2.7

1080

1

4500

13,700

1,370

0.33

0.3

0.283

0.45

0.41

0.42

0.37

0.35

0.3

0.3

Table Ⅱ.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Fig. 3. Loading conditions :

(a) bilateral 90° (b) bilateral 45°

(c) bilateral 0° (d) unilateral 90°

(e) unilateral 45° (f) unilateral 0°

주었다. ball and socket의 O-ring은 rubber로,

Locator 의 replacement male은 nylon, bar의 clip

부분은 polyethylene의 물성을 용하 다.

Magnet의 magnetic assembly와 bar의 나사 부분

은 stainless steel의 물성을, magnetic keeper screw

는 iron의 물성을 용하 다.

인체 모델은 피질골과 해면골, 막, 오버덴쳐

로 구성하 고 각각의 물성을 Table Ⅱ에 정리하

여 다른 물성치와 같이 용하 다. 오버덴쳐의

경우 진의 물성값을 용하 다.

4. 유한요소해석 구속 하 조건

유한요소 해석 로그램인 ANSYS 10.0

(Swanson analysis system Inc.,USA)에서 제공하는

3D-20 node solid element model을 이용하여 mesh

를 수행하 다. 해석하는 상 모델의 node 개수

는 임 란트 피개의치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평균 으로 35만개의 node 수를 가지고

25만개의 element를 갖게 하 다.

경계 조건은 악골의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해서 하악골 모델 면을 X, Y, Z

축 3 방향으로 모두 구속하 고, 보철물과 임

란트 주변 골조직에서는 변형이 허용되도록

하 다.

턱 부분을 기 으로 하여 윗면을 고정하

고 하 은 이 연구들의 보고를 참고하여
11)
오

버덴쳐의 좌측 제 2소구치에서 제 2 구치 부

의 3개치아에 170N 힘이 동일하게 나 어지도록

편측하 을 가하 고, 좌·우측 제 2소구치에서

제 2 구치 부 의 6개 치아에 170N 힘이 동일

하게 나 어지도록 양측하 을 가하여 임 란트

오버덴쳐 종류에 따라 90
o
, 45

o
, 0° 힘의 방향으로

각각 총 6번의 유한요소 해석이 수행되었다 (Fig.

3). 임 란트 주 골과 보철물인 오버덴쳐 임

란트와 골 사이의 계면에 발생하는 응력 다

축 방향 응력을 단축 방향 응력으로 간주하는 계

산값을 얻어 상호 비교 목 으로 사용할 수 있는

von Mises stress 응력을 기 으로 각 실험군에서

의 응력 분포를 비교 분석하 다. 결과는 체

응력의 분포 상태와 최 응력 집 부를 식별하

기 해 등가응력을 기 으로 응력의 크기에 따

라 색도로 표시하 다.

연구 결과

1. 편측부 하 에 따른 응력의 비교분석

(Fig. 4~12, Table III)

Table Ⅲ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하 방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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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ress distribution on implant under 90o

unilateral loading

(a) ball and socket (b) Locator

(c) magnet (d) bar

Fig. 5. Stress distribution on overdenture

under 90o unilateral loading

(a) ball and socket (b) Locator

(c) magnet (d) bar

Fig. 6. Stress distribution on interface under

90° unilateral loading

(a) ball and socket (b) Locator

(c) magnet (d) bar

Fig. 7. Stress distribution on implant under 45°

unilateral loading

(a) ball and socket (b) Locator

(c) magnet (d) bar

Fig. 8. Stress distribution on overdenture under

45° unilateral loading

(a) ball and socket (b) Locator

(c) magnet (d) bar

Fig. 9. Stress distribution on interface under

45° unilateral loading

(a) ball and socket (b) Locator

(c) magnet (d)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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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tress distribution on implant under 0°

unilateral loading

(a) ball and socket (b) Locator

(c) magnet (d) bar

Fig. 11. Stress distribution on overdenture

under 0° unilateral loading

(a) ball and socket (b) Locator

(c) magnet (d) bar

bar 타입이 임 란트나 오버덴쳐에서 가장 응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면에서의 응력은

체로 고른 응력분포가 나타났다.

편측 90° 하 방향에서 임 란트에 나타나는

응력은 bar 타입의 최 응력이 233Mpa로 다른

어태치먼트에 비해 2～3배 큰 최 응력을 보

으며, 45° 하 방향에서는 360Mpa로 다른 어태

치먼트에 비해 3～4배의 최 응력을 보 다. 0°

하 방향에서는 388Mpa로 다른 어태치먼트에

비해 2～4배 최 응력을 나타냈다.

Fig. 12. Stress distribution on interface under

0° unilateral loading

(a) ball and socket (b) Locator

(c) magnet (d) bar

골과 임 란트 계면에 나타나는 응력은 0°,

45°, 90° 모든 응력방향에서 30에서 60Mpa 범

로 고르게 나타났다.

오버덴쳐에 나타나는 최 응력은 0°, 45°, 90°

편측 하 방향에서 bar 타입의 임 란트가 각각

최 응력 115Mpa, 138Mpa, 100Mpa을 보 으며,

Locator타입은 25Mpa에서 46Mpa 범 로 가장 작

게 나타났다.

2. 양측부 하 에 따른 응력의 비교·분석

(Fig.13~21, Table IV)

Table Ⅳ에서 나타나듯이 양측부 하 에 따

른 응력을 비교 분석시 양측 90° 하 방향에서

임 란트에 나타나는 최 응력은 bar 218Mpa에

서는 편측하 233Mpa과 비슷하며 ball and

socket 68Mpa에 비해 3배 이상의 최 응력을 보

다. 45°, 0° 하 방향에서는 bar어태치먼트는

406Mpa, 402Mpa로 증가하 으나 다른 어태치먼

트에서는 90° 하 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오버덴쳐에 가해지는 최 응력은 편측하 과

비교시 bar 타입에서 크게 낮아졌다. 양측부

90° 하 오버덴쳐에 가해지는 최 응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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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ing
condition

Attachment
type

The maximum stress
on implant(Mpa)

The maximum stress on
overdenture(Mpa)

The maximum stress
on interface(Mpa)

90°

ball and socket 85 67 53

Locator 135 46 45

magnet 111 71 33

bar 233 100 30

45°

ball and socket 88 79 30

Locator 114 38 43

magnet 127 66 26

bar 360 138 48

0°

ball and socket 83 48 56

Locator 73 25 39

magnet 158 40 30

bar 388 115 39

Table Ⅲ. Maximum stress under 90°/45°/0° unilateral loading

Fig. 13. Stress distribution on implant under

90° bilateral loading

(a) ball and socket (b) Locator

(c) magnet (d) bar

Locator 22Mpa, bar 26Mpa, magnet 45Mpa, ball

and socket 52Mpa 순으로 나타났다.

양측부 45° 하 이 오버덴쳐에 가해지는 최

응력의 경우 Locator 24Mpa, magnet 42Mpa,

Fig. 14. Stress distribution on overdenture

under 90° bilateral loading

(a) ball and socket (b) Locator

(c) magnet (d) bar

bar 51Mpa, ball and socket 59Mpa 순으로 90°, 0°

시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Bar 타입에서만 편측하 에 비해 양측하 에

서 90° 하 은 100Mpa에서 26Mpa로, 45° 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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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tress distribution on interface under

90° bilateral loading

(a) ball and socket (b) Locator

(c) magnet (d) bar

Fig. 16. Stress distribution on implant under

45° bilateral loading

(a) ball and socket (b) Locator

(c) magnet (d) bar

Fig. 17. Stress distribution on overdenture

under 45° bilateral loading

(a) ball and socket (b) Locator

(c) magnet (d) bar

Fig. 18. Stress distribution on interface under

45° bilateral loading

(a) ball and socket (b) Locator

(c) magnet (d) bar

Fig. 19. Stress distribution on implant under 0°

bilateral loading

(a) ball and socket (b) Locator

(c) magnet (d) bar

138Mpa에서 51Mpa로, 0° 수평하 은 115Mpa에

서 47Mpa로 크게 낮아졌다.

골과 임 란트 계면에 가해지는 응력은 모든

응력방향 0°, 45°, 90°에서 30Mpa부터 60 Mpa 범

로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모든 하 방향에서 bar 타입이 임 란트나 오

버덴쳐에서 가장 응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계면

상에서의 응력은 체로 고른 응력분포를 나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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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Stress distribution on overdenture

under 0° bilateral loading

(a) ball and socket (b) Locator

(c) magnet (d) bar

Loading
direction

Attachment
type

The maximum stress
on implant(Mpa)

The maximum stress on
overdenture(Mpa)

The maximum stress
on interface(Mpa)

90°

ball and socket 68 52 51

Locator 79 22 26

magnet 93 45 27

bar 218 26 34

45°

ball and socket 53 59 13

Locator 69 24 24

magnet 57 42 15

bar 406 51 54

0°

ball and socket 59 26 47

Locator 35 10 26

magnet 90 48 38

bar 402 47 43

Table Ⅳ. Maximum stress under 90°/45°/0° bilateral loading

Fig. 21. Stress distribution on interface under

0° bilateral loading

(a) ball and socket (b) Locator

(c) magnet (d)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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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고찰

실제 환자의 악골은 피질골과 해면골로 이루

어져 있으며 피질골은 고도로 석회화가 되어있

는 치 골로서 압축 는 인장강도가 매우 높아

하 지지 능력이 우수하며 치조골능 피질골에

응력집 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22)
.

변연골 부 의 응력값이 가장 큰 이유는 첫째

표면만 감싸고 있는 치 골의 도가 높아서 해

면골에서의 미세한 지렛 운동의 심이 되기

때문이고 둘째 건강한 자연치는 측방압을 받을

때 56～108㎛ 정도 움직이고 치근단 2/3 지 을

축으로 선회하여 변연골에 가해지는 응력을 치

근단 쪽으로 분산시키지만, 임 란트는 같은 힘

을 받을 때 10～50㎛ 정도만 움직이며 응력분산

효과도 기 때문이다
25-27)
.

Pillar 등
28)
은 150㎛ 이상의 미세동요는 임 란

트에 인 한 골 형성을 방해하며 임 란트와 골

의 계면이 섬유성 결합조직으로 형성된다고 하

고, 임 란트 치유기간 과도한 부하가 가해

지게 되면 임 란트와 골 계면이 골이 아닌 섬유

성 조직으로 치환된다고 하 다
10,29)
. 따라서 임

란트 보철물은 응력이 히 분산될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구치부의 평균 최 교합력은 216～740N
30)
이

고, 건강한 자연 치아의 경우 제 1 구치는 평균

490N이며, 치부 교합력은 구치부 교합력의 1/3

에 해당한다고 보고하 다
31)
. 총의치의 경우 자

연치열에 비해 1/4～1/6 정도의 수치인 70～130N

으로 보고하 다32,33).

임 란트 오버덴쳐 환자의 교합력에 한 연

구에서 Mericske-Stern 등
34)
은 상악 임 란트 오

버덴쳐의 교합력이 50～230N이었다고 하 으며,

Haraldson 등
33)
은 하악 임 란트 오버덴쳐의 평

균 작력을 38.7N으로 최 교합력을 131.5N으

로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용된 170N의 하 은 이 의 연

구를 참고
11)
로 하 으며 하 조건은 오버덴쳐의

좌측 제 2소구치에서 제 2 구치 부 의 편측 3

개 치아에 170N 힘이 동일하게 나 어지도록 하

을 가하 고, 좌·우측 제 2소구치에서 제 2

구치 양측 부 는 170N 힘이 6개의 치아에 동일

하게 나 어지도록 하 을 90° 수직, 45° 경사,

0° 수평 방향으로 가하 다.

수직하 시 힘의 방향은 치아의 방향이 모두

일정한 방향으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교합면에

직각으로 력 방향으로 가하 고, 경사하 에

서 힘의 방향은 수직 방향에 비해 45° 에서 아

래의 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가하 다. 수평하 에서는 수직

방향에 90°가 되는 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

로 어내는 방향으로 작시 의 운동을 고려

하여 설측에서 측 방향으로 힘을 가하 다.

Koolstra 등
35)
의 연구에 의하면 교합력은 수평

력: 수직력: 경사력의 비율이 1: 3.5: 7이고 치

부에서는 후방에서 방으로 35° 기울어진 경사

력이 교합력의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 다.

임 란트 오버덴쳐에서 교합력은 수직 근심

방요소를 지니며 이 수직 요소가 가장 우

세하다고 하 다. 이러한 교합력은 어태치먼트

시스템을 통하여 임 란트 주 골로 달되거나

일부는 잔존치조제로 달되며, 잔존 치조제의

지지 정도는 어태치먼트 시스템의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임 란트 오버덴쳐에서 어태

치먼트 시스템은 의치의 유지와 안정 뿐만 아니

라 임 란트로 달되는 과부하 방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36)
.

본 연구에서 편측부 90° 수직 하 에서 임

란트 상에 나타나는 최 응력은 ball and socket

85Mpa, magnet 111Mpa, Locator 135Mpa, bar

233Mpa로 bar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

치악에서 임 란트의 응력분포는 임 란트 치경

부를 둘러싸는 변연골에 집 된다고 하 는데
37,38)
bar의 경우 지지골에 삽입되는 고정체와 bar

의 연결지 에서 최 응력이 집 된 것으로 보

다. 이는 임 란트의 비교 격한 기하학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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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구조의 크기 변화를 좀 더 완만하게 할 필요

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Misch
23)
는 임 란트 수복에서 부분의 응력

은 피질골에 집 되며 기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 피질골의 향력이 부분이라고 하

고 한 해면골에 나타난 응력은 피질골의 1/10

정도로 낮게 나타나 그 응력치는 물리 , 임상

으로 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하 다.

양측 90° 수직 하 에서 임 란트에 나타나는

최 응력은 ball and socket 68Mpa, magnet

79Mpa, Locator 93Mpa, bar 218Mpa 순으로 나타

났다. 치 골의 최 인장강도는 133Mpa 이고

압축강도가 193Mpa 으로 보았을 때 bar에서 가

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bar는 가장 안

정한 응력형태를 보인 ball and socket에 비해 3배

이상의 응력 집 상이 나타났으며, 편측하

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응력편차가 더욱 두드러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편측 45° 경사 하 에서 임 란트에 나타나는

최 응력은 ball and socket 88Mpa, magnet

114Mpa, Locator 127Mpa로 90
o
방향으로 하 을

주었을 때와 비교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bar에서는 360Mpa로 90
o
방향으로 하 을 주었

을 때 233Mpa에 비해 약 50% 이상 응력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Koolstra 등35)의

연구와 일치했다.

양측 45° 경사 하 에서 임 란트에 나타나는

최 응력은 bar의 경우 406Mpa로 나타나는데

제 III형 합 의 인장강도
39)
가 약 400Mpa이라 했

을 때 임 란트가 의 하 상태를 견디기 힘든

구조로 단되며 이는 연결 bar의 잦은 의

한 원인이 되리라 사료된다. 반면에 ball and

socket 53Mpa, magnet 57Mpa, Locator 69Mpa는

편측하 의 경우보다 약간 낮은 응력분포 양상

을 보 다. 특히 경사하 의 경우 수직 하 을

가했을 때보다 피질골에 발생하는 최 등가응

력은 매우 높은 수치를 보 다.

Rangert 등
40)
은 임 란트 지지 보철물에 작용

되는 교합력이 비수직 하 으로 작용하면 굽

힘 모멘트를 야기하여 임 란트에 높은 응력을

발생시켜 생물학 으로 불리한 반응을 야기한다

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측방하 하에서 유효응력이 수

직하 에서의 유효응력보다 1.5배 이상 증가하

여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편측 0° 수평하 에서 임 란트상에 나타나는

최 응력은 45
o
, 90

o
하 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

타났다. Bar는 388MPa로 가장 취약한 응력분포

를 보 으며 Locator 73Mpa, ball and socket

83Mpa, magnet 158Mpa 순으로 나타났다. 양측 0°

수평하 에서 임 란트에 나타나는 최 응력은

bar에서의 402Mpa로 양측 45o 방향으로 하 을

가했을 경우 처럼, 응력을 견디기 힘든 구조로

나타났다. Ball and socket 59Mpa, magnet 90Mpa,

Locator 35Mpa로 나머지 임 란트의 경우와

체 으로 유사하나, 응력이 상당히 감소한 형태

를 보여주었다 .

지지골에서의 응력 양상은 하 조건에 계

없이 고정체 상부와 골 을 이루는 피질골에

응력이 집 되는 양상을 보이며 그 하부 해면골

에서는 그리 큰 응력이 집 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Lum과 Osier
41)
의 연구와 같은 결

과를 보여주었다.

Je 등42)은 골질이나 임 란트의 후방 분포가

불량한 경우 는 합치가 자연치인 경우 등의

생역학 조건이 불리할수록 완압형의 어태치먼

트를 사용하는 것이 임 란트나 잔존 치조제에

발생하는 응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

법이라고 하 으며, Ichikawa 등
12)
은 magnet, ball

어태치먼트, 기존의 총의치에서 스트 인 게이

지로 분석한 결과 임 란트 주 의 교합압이 주

로 임 란트의 원심에 집 되었으며 주로 인장

력의 성향을 띄웠다고 하 다. 한 Meijer 등
13,14)
은 상부보철물의 설계차가 임 란트 하 과

하악 변형에 향을 다고 하 으며 Thayer와

Caputo43)는 어태치먼트의 유지력이 클수록 오버

덴쳐 지 치에 응력이 크게 발생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편측 90° 수직 하 에서 오버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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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나는 최 응력은 Locator 46Mpa, ball and

socket 67Mpa, magnet 71Mpa, bar 100Mpa 순으로

나타났으며, bar 타입의 최 응력이 Locator에

비해 약 2배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측 90° 수직 하 에서는 오버덴쳐에 나타나

는 최 응력이 Locator 22Mpa, bar 26Mpa,

magnet 45Mpa, ball and socket 52Mpa 순으로 나

타나 편측하 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특이한

은 양측 방향의 bar 타입에서 최 응력이

히 낮아졌다. 즉, 편측하 의 경우, bar에서는

100Mpa로 4가지 어태치먼트 에서 가장 큰 응

력이 나타나는 반면, 양측하 의 경우는 bar에서

는 26Mpa로 다른 어태치먼트 magnet, ball and

socket에 비해 1/2 수 으로 안정화되었다.

편측 45° 경사 하 에서 오버덴쳐에 나타나는

최 응력의 경우, Locator 36Mpa, magnet 66Mpa,

ball and socket 79Mpa, bar 138Mpa 순으로 나타났

으며, 90
o
하 과 비교하 을 때 bar에 서 최

응력은 약 38% 증가하 고, Locator에 비하여는

3배 가까이 큰 최 응력이 나타났다.

양측 45° 경사하 에서는 오버덴쳐에 나타나

는 최 응력의 경우, Locator 24Mpa, magnet

42Mpa, bar 51Mpa, ball and socket 59Mpa 순으로

나타났다. 편측 45° 경사하 의 경우와 비교시

bar에 나타나는 최 응력은 60% 정도 낮아졌다.

편측 0° 수평하 에서는 오버덴쳐에 나타나는

최 응력의 경우, Locator 25Mpa, magnet 40Mpa,

ball and socket 48Mpa, bar 115Mpa 순으로 나타나

bar에 나타나는 최 응력이 Locator에 나타나는

응력에 비해 4.6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 0° 수평하 에서는 오버덴쳐에 나타나는

최 응력의 경우 Locator 10MPa, ball and socket

26MPa, bar 47MPa, magnet 48MPa로 나타났으며

체 으로 편측하 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나

bar의 경우는 1/2 수 으로 최 응력이 감소하

다. 임 란트에 의해 지지되는 오버덴쳐는

작압이 의치상에 가해지면 임 란트에 달되고

이는 주 골조직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 하

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응력의 크기를 평가하는

것이 요하리라 사료된다.

편측 90° 수직하 에서 임 란트와 지지골 사

이의 계면력은 bar 30Mpa, magnet 33Mpa, Locator

45Mpa, ball and socket 53Mpa에 해 bar가 ball

and socket의 약 1/2배 최 응력이 나타나 가장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90
o
하 에서의 계면에

나타나는 응력은 임 란트와 지지골 사이의

단응력과 한 연 이 되는 요소로서 임 란

트의 미세동요(micromotion)에 직 인 향을

주었다.

양측 90° 수직하 에서 임 란트와 지지골 사

이의 계면에서의 최 응력은 Locator 26Mpa,

magnet 27Mpa, bar 34Mpa, ball and socket 51Mpa

순이며, 편측하 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편측 45° 경사하 에서 임 란트와 지지골 사

이의 계면력은 bar의 경우가 48Mpa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magnet 26Mpa, ball and socket

30Mpa, Locator 43Mpa 순으로 최 응력이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양측 45° 경사하 에서 임 란트와 지지골 사

이의 계면에서의 최 응력은 ball and socket

13Mpa, magnet 15Mpa, Locator 24Mpa, bar 54Mpa

이며, 편측하 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

내었으나 반 으로 계면 응력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편측 0° 수평하 에서 임 란트와 지지골 사

이의 계면력은 magnet 30Mpa, bar 39Mpa, Locator

39Mpa, ball and socket 56Mpa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 하 방향 조건과 비교하 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측 0° 수평하 에서 임 란트와 지지골 사

이의 계면에서의 최 응력은 Locator 26Mpa,

magnet 38Mpa, bar 43Mpa, ball and socket 47Mpa

순이며 편측하 의 경우와 유사하 다.

본 연구에서 bar타입의 오버덴쳐에서, 거의 모

든 경우에 의치의 정 부에 응력 분포가 집 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으로 bar 오버덴쳐의

정 부에서 이 잦은 이유를 유추해 볼 수도



하악 임 란트 오버덴쳐에서 어태치먼트 종류에 따른 응력분포

한치과턱 기능교합학회지 25권 4호, 2009 387

있었다.

Evans
44)
는 임 란트에 가해지는 작압이 골

과 임 란트 계면에서 탄성 한계 이상의 응력을

유발한다면 골내 미세 이 발생한다고 하 으

며 특히 경사하 의 경우 수직 하 을 가했을 때

보다 피질골에 발생하는 최 등가 응력은 매우

높은 수치를 보 다고 하 다. 피질골의 인장강

도는 72～76Mpa, 압축강도는 140～170Mpa, 탄성

한계는 약 60Mpa이고 해면골의 인장강도는 2

2～28Mpa이므로 인장력을 받는 부 에서 응력

이 29Mpa을 넘지 않으면 골내 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 으며 실제 나타나는 임 란트와

골 계면에서의 응력은 이들의 혼합으로 나타나

는 경우가 많았다
28)
.

Meijer
13,14)
, Misch

23)
, Skalak

24)
, Brunski

45)
, Hertel

과 Kalk
46)
, Rieger 등

47)
도 임 란트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응력의 양상이나 분포에 한 연구에

서 임 란트의 궁극 인 수명이 보철물의 교합

을 비롯한 유지 형태, 치 등의 상부 보철물의

설계 원칙에 달려 있음을 보고 하 다. 응력 분

포의 양상은 악골 모형이나 보철물의 설계, 실험

재료의 물성, 각 구조물 등의 연결 는 결합조

건, 하 의 치 등 연구재료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 다.

Sadowsky와 Caputo48)는 하악 임 란트 지지형

오버덴쳐에서 이상 인 응력의 분산을 해서는

의치의 후방 연장의 긴 한 이 매우 요하

다고 하 다.

따라서 임 란트를 식립하고 임 란트와 막

에서 지지를 얻는 형태의 보철물은 환자의 작

력이 크지 않고, 경제 제한이 있는 경우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다.

임 란트 지지 오버덴쳐에서 최 응력이 집

되어 이 우려될 경우 의치상을 최 한 확

장하여 막과 긴 하게 되게 제작하도록

하여, 교합시에 발생하는 응력이 임 란트 주

지지골과 보철물의 하 지지 능력 한계 내에서

히 분산될 수 있도록 보철물을 설계하는 것

이 생역학 측면에서 요하리라 여겨진다. 어

태치먼트 선택시 임 란트 지지골에 응력집 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어태치먼트의 설계

와 선택을 한 임상 지침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하악 완 무치악 환자에서 하악의 이공 사이

에 2개의 임 란트를 식립하고 4종류의 어태치

먼트가 장착된 오버덴쳐의 유한요소 모델을 이

용하여 좌측 구치부 편측 부 와 좌·우측 구치부

양측 부 에 90°수직 인 힘과 45°경사 인 힘,

0°수평 인 힘을 가해 임 란트 주 골과 보철

물 임 란트와 골 사이의 계면에 나타나는 응

력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임 란트에 나타나는 응력은 모든 응력방향

0°, 45°, 90°에서 bar타입이 ball and socket,

Locator, magnet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났다.

90° 하 방향에서는 218Mpa로 다른 임 란트

에 비해 2～3배의 최 응력을, 45° 하 방향

에서는 360Mpa로 다른 임 란트에 비해 3～4

배의 최 응력을 보 다. 0° 하 방향에서는

388Mpa로 다른 임 란트에 비해 2～4배 최

응력을 나타냈다. 가장 큰 최 응력은 편측

45°하 방향에서 bar타입의 임 란트에서

406Mpa로 나타났다.

2. 오버덴쳐의 경우 편측 0°, 45° 하 방향에서

bar 어태치먼트가 각각 최 응력 115Mpa,

138Mpa을 보 고 양측 90° 하 방향에서는

bar에서 편측 하 에 비해 최 응력이

100Mpa에서 26Mpa로 히 낮아졌다 .

3. 골과 임 란트 계면에 나타나는 응력은 모든

응력방향 0°, 45°, 90°에서 30Mpa에서 60Mpa

범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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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Attachment Type on the Distribution

of Occlusal Force in Implant Supported Overdentures

Chai-Ryun Sung, D.D.S.,M.S.D., In-Ho Cho, D.D.S., M.S.D., Ph.D.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College of Dentistry, Dankook University

Statement of problem: Implant supported overdenture is accepted widely as a way to restore edentulous ridge providing

better retention and support of dentures. Various types of attachment for overdenture have been developed.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attachment type in implant overdentures on the

biomechanical stress distribution in the surrounding bone, prosthesis and interface between implant and bone.

Material and methods: Finite element analysis method was used. Average CT image of mandibular body(Digital Korea®,

KISTI, Korea) was used to produce a mandibular model. Overdentures were placed instead of mandibular teeth and 2mm

of mucosa was inserted between the overdenture and mandible. Two implants(USII
®
, Osstem, Korea) were placed at both

cuspid area and 4 types of overdenture were fabricated ; ball and socket , Locator , magnet and bar type. Load was applied

on the from second premolar to second molar tooth area. 6 times of finite element analyse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the force 90°, 45°, 0° and unilateral or bilateral force applied. The stress at interface between implants

and bone, and prosthesis and the bone around implants ware compared using von Mises stress. The results were explained

with color coded graphs based on the equivalent stress to distinguish the force distribution pattern and the site of maximum

stress concentration.

Results: Unilateral loading showed that connection area between implant fixture and bar generated maximum stress in

bar type overdentures. Bar type produced 100 Mpa which means the most among 4 types of attachments. Bilateral loading,

however, showed that bar type was more stable than other implants(magnet, ball and socket). 26 Mpa of bar type was

about a half of other types on overdenture under 90° bilateral loading.

Conclusions: In any directions of stress, bar type was proved to be the most vulnerable type in both implants and

overdentures. Interface stres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stress distributio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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