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iginal Article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6권 1호, 2010 39

불량 적합 임플란트 보철물의 광탄성 응력 분석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보철학교실

임현필․허신옥․김홍주․박상원

　　

임플란트 보철물에 의도적으로 불량 적합을 부여하고, 수직 하중을 가한 후 주변골에 발생되는 응력의 분포를

광탄성 모델을 이용하여 비교 하는 것이다. 광탄성 레진블록 3개를 제작하고 각각에 3개의 Restore
Ⓡ

4.0 x 10 mm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대조군은 부적합이 없도록 제작하였고, 실험군은 각각의 금관을 절단하여 100㎛의 부적

합을 부여한 후 광탄성 응력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하중을 가하지 않으면 응력 집중을 보이지 않았으며, 하중을 가하더라도 그 부위만 응력 집중을

보였고, 중간에 하중을 가하면 전후방으로 응력이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의도적으로 부적합을 부여한 경우 하

중을 가하지 않더라도 나사를 조이면 고정체 주위에 응력이 발생했고, 하중을 가한 경우 하중을 가한 부위를 포함

하여 주변 임플란트에도 응력이 집중되었다. 특히, UCLA로 제작된 보철물이 원추형 중간 지대주를 사용한 경우

에 비해 더욱 응력이 집중되었는데, 치근단에서 시작하여 치축을 따라 치경부까지 집중되었다. 보철물의 적합도

가 좋지 않은 경우 하중을 가하지 않더라도 응력이 집중되며, 하중을 가할 경우 더욱 심한 응력 집중 양상을 보인

다는 점은 정확한 보철물 제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주요어: 임플란트 보철물의 적합도, 광탄성 응력분석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0:26(1):39~46)

서 론

골유착 개념이 임상적으로 적용된 이후 임플

란트 치과학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많은 장기

간의 성공적 치료 결과를 바탕으로 임플란트를

이용한 수복 치료는 보편화된 치료개념으로 자

리 잡고 있다.1 임플란트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

서는 고정체의 형태, 외과적 술식 및 치유과정,

골질의 조건, 보철물 적합도, 술 후 주기적 검사,

환자 구강위생 등이 필요하다. 즉, 바람직한 위

치에 적당한 길이와 직경의 임플란트가 매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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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골유착이 이루어진 후 심미적이고 기능적이

면서도 또한 수동적 적합(Passive fitness)을 이루

는 보철물 제작이 필수적이며 환자의 청결한 구

강 위생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상부구조물 적합도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으며, 골유착 유지를 위해서는 보

철물에 가해지는 교합력을 적절히 분산시켜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2
불량적합 상부 구조물로

인하여 인장력, 압축력 및 굽힘력이 계속 잔존하

게 되면, 나사의 헐거워짐 에서부터 골유착의 실

패에 이르는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3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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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림의 빈도를 문헌을 통해 살펴보면, Jemt와

Book 등은 무치악에 식립한 임플란트 보철물에

서 식립 2주후 첫 내원시 30.6%에서 나사 풀림이

발생했으며, 다시 조임 회전력을 가한 후 3개월

후에 그 중 6%에서 다시 나사 풀림이 발생했다

고 보고하였다. Binon 등에 의하면, 다수의 임플

란트를 식립한 경우도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데,

단일 임플란트 보철물의 26%에서 나사 풀림이

일어났으며, 전치부(28%)보다는 소구치부(31%)

에서 나사 풀림이 더 빈번하다고 보고하였다.
4

1994년 Kallus는 5년 경과된 전악 고정성 임플란

트 보철에서 유의할만한 나사 풀림을 24.1%의

증례에서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5

성공적인 골 유착을 얻은 환자에서 보철물 제

작 장착 후 발생되는 대부분의 보철적 실패의 가

장 큰 원인은 보철물의 불량한 적합성이다. 따라

서 장기적인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잘 적합 되는 보철물을 제작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6
임플란트 지지 수복물에

서는 수동적 적합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나사를

조일 때 응력이 임플란트와 골사이 계면에 집중

되어 보철물과 임플란트 고정체의 파절을 유발

하거나 골유착 파괴를 야기할 수 있다.
7
골유착

된 임플란트는 치조골과 직접 접촉하며, 기능 시

미세한 움직임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

시 교합력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응력은 직접 임

플란트에 전달되고, 대부분의 응력이 임플란트

지지 조직의 변연골 부위에 집중된다.
8
교합하중

에 대한 지지조직 내 응력분산과 이에 따른 골의

재형성과 같은 생체반응은 임플란트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임플란트의 성

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료계획 단계에서부터

임플란트 주위의 골 흡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

이며, 이를 위해서는 저작압에 의해 임플란트 주

위조직에 발생되는 응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임플란트 수복 후 발생하는 변연골의 초기

흡수는 주로 수술 후 치유기간이나 저작기능 후

일 년 이내에 나타나며, 원인으로는 수술시의 외

상, 과도한 교합력, 임플란트 주위염, 지대주와

임플란트 사이의 microgap, 생물학적 폭경, 치조

정 모듈(implant crestal module) 등이 있다.
9

Adell

등은 임플란트 식립 후, 초기에 발생하는 변연골

의 흡수는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교합력에 대한

임플란트 주위 골의 적응 과정으로써 일어난다

고 하였으며,10 Hermann 등은 임플란트 고정체와

지대주의 계면에서 근단부 측으로 약 2㎜ 까지

치조골의 흡수가 발생하며, 계면에서 임플란트

고정체와 지대주 간의 미세동요와 미세틈새가

치조골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11

임플란트 보철물은 임플란트 상부 구조를 고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나사 유지 형태

와 시멘트 고정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특

히 나사 유지 형태는 짧은 치관에서도 나사에 의

해서 유지력을 얻을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거 후 장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결

나사에 의해서 보철물이 고정되기 때문에 정밀

한 보철물 적합도가 요구된다. 보철물 적합도가

불량하게 되면 나사 풀림이 자주 발생하게 되며

특히 다수 보철물의 일부에서 나사 풀림이 발생

되면 나사에 고정되어 있는 나머지 임플란트 고

정체 부위에 하중이 집중될 수 밖에 없어 골유착

이 상실될 수 있고 고정체, 보철물, 연결 나사 등

구성요소들이 파절 되거나 변형되어 임플란트

치료가 실패할 수 있다. 나사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토크렌치를 사용하게 되며 각

임플란트 제조회사 마다 나사 풀림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나사 조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

한 토크량을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보철물의 일

부에 불량 적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러한 나사

조임 자체만으로도 응력이 임플란트 고정체 주

위에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골 유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잦은 나사 풀림이 발생된

다, 또한 강제적인 나사 조임에 의해 응력을 받

고 있는 상태의 주변골에 다시 교합 하중을 받게

되면 더 큰 응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3개의 임플란트 고정체를

이용한 보철물 제작 시 특정 부위에 의도적으로

불량 적합을 부여하고 연결 나사를 조여 나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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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 주변골에 발생되는 응력의 형태와 응력을

받고 있는 상태의 고정체 주변골에 다시 수직 하

중을 가하여 이때 발생하는 응력 분포를 광탄성

모델을 이용하여 비교 관찰 하는 것이다.

　

연구 재료 및 방법

1. 광탄성 모형 제작

21℃ 실온에서 10 cm x 2 cm x 2 cm의 광탄성

레진(PLM-1, Micro-Measurements, USA) 블록 3개

를 제작하고 각 레진 블록상에 제조회사에서 생

산된 각각 3개씩의 Restore
Ⓡ

4.0 x 10 mm 임플란

트(Restore
Ⓡ

, Lifecore Biomedical, Inc., USA)를 식

립하였다. 이때 모형재와 금속 임플란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잔류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물 속에서 고속 회전(20,000 rpm)하여 임플란트

매식부가 놓일 공간을 모형 상에 형성한 다음 임

플란트를 연결하였다. 나사의 중앙간격이 8 mm

간격이 되도록 위치시켰다.

2. 상부 보철물 제작 및 연결

모형 제작을 위한 인상의 채득은 임플란트 매

식체 부위에서 직접 인상용 코핑을 연결하는 방

법과 원추형 지대주(Conical Abutment
Ⓡ

, Lifecore

Biomedical, Inc., USA)를 임플란트 매식체에 연

결하고 인상용 코핑을 이용하여 개인트레이와

실리콘 인상재(Honigum
Ⓡ

Mono & Light, DMG,

Group Fixture Abutment Torque of screw fastening Location of misfit

Control Restore® UCLA 30 Ncm -

Group 1 Restore® Conical Abutment®
30 Ncm

(10 Ncm, gold cylinder)
mesial

Group 2 Restore
® UCLA 30 Ncm mesial

Table I. Experimental groups

Germany)로 인상을 채득하였다. 채득한 인상채

의 코핑에 아날로그를 연결하고 초경석고를 부

어 작업모형을 제작하였다.

먼저 제작된 2종류 모형에 UCLA 지대주를 연

결하고, 상부보철물을 귀금속합금(E-3
Ⓡ

, LG,

Korea)으로 주조하였고, 다른 모형은 원추형 지

대주를 연결하고, 플라스틱 슬리브를 이용하여

동일한 금속으로 주조하여 나사 유지형 임플란

트 지지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주조체의 내면을

검사하고 금관의 최적 접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부 조정을 실시하였다. 개별 수복용 금관에 대

한 광탄성 분석을 시행한 후 납착하여 고정성 국

소의치를 제작하였다. UCLA지대주로 제작된 보

철물과 원추형 지대주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30 Ncm의 토오크를 부여하여 연결하였고, 원추

형 지대주 상부의 보철물은 10 Ncm 토오크로 연

결 고정하였다.(Table I)

　

3. 부적합성과 하중의 부여

대조군은 부적합이 없도록 제작하여 광탄성

응력분석을 시행하였다. 제 1군과 제2군은 각각

의 금관을 절단하여 100㎛의 부적합을 부여하였

다. 이 공간의 설정은 Jemt와 Book의 연구를 참

고하여 나사 유지형 임플란트 보철물의 평균적

인 부적합도를 부여하였다.
12

100 ㎛의 부적합의

부여는 각각의 지대주를 연결한 후 두께 20 ㎛의

교합지(Accufilm
Ⓡ

II, PARKELL, USA)와 80 ㎛의

교합지(HANEL
Ⓡ

articulating paper, Whal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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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design : (a) Group 1 - conical abutment,

(b) Group 2 - UCLA abutment

Germany)를 협측과 설측에 삽입한 후 패턴레진

(Pattern ResinⓇ, GC corporation, Japan) 으로 인접

면을 연결하였다.

각 실험군에서 모든 나사를 조인 후에 보철물

의 중앙과 양측방 지대치위에 15 lb의 수직 하중

을 가해 관찰하였다. 각 하중을 가한 후에는 5분

간의 휴지기를 두어 잔류 응력이 사라지게 한 후

다시 하중을 가했다.

4. 광탄성 응력 분석

각 실험군에서 임플란트에 나타나는 무늬는

편광기(polariscope Model 031., Vishay Inc.,

Rayleigh, NC, USA)와 카메라(YASHICA Dental

Eye III
Ⓡ

, Kyocera, Japan)를 이용해 절단시편에

나타나는 무늬를 사진 촬영 후 현상하고 이를 스

캔 하여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비교 관찰하였다.

Fig. 2. Isochromatic fringe pattern around fixture without misfit: (a) non-loading, (b) mesial loading,

(c) central loading, (d) distal loading

결 과

1. 대조군의 보철물에서 하중에 따른 무늬관찰

정확한 적합도를 가진 보철물의 경우 하중이

없으면 임플란트 근단부에는 거의 응력이 나타

나지 않았다. 하중이 가해진 임플란트의 경우 직

접 하중이 가해진 부위를 제외하고는 응력 집중

이 없이 임플란트 주위에 하중이 고르게 분산되

었다.

2. 제 1군의 보철물에서 부적합도에 따른 무늬

관찰

원추형 지대주를 사용한 보철물에서 100 ㎛의

부적합을 부여한 경우에는 하중을 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접 두 임플란트의 치근단 부위에 응

력이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근심과 원심에 하중

을 가한 경우 중앙에 위치한 임플란트의 응력이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앙에 하중을 가

하면 중앙과 근원심 임플란트의 응력 집중을 보

였다.

3. 제 2군의 보철물에서 부적합도에 따른 무늬

관찰

UCLA 지대주를 사용하여 제작한 보철물에

100 ㎛의 부적합을 부여한 경우에도 하중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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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sochromatic fringe pattern around fixture of group 1 with mesial misfit: (a) non-loading,

(b) mesial loading, (c) central loading, (d) distal loading

Fig. 4. Isochromatic fringe pattern around fixture of group 2 with mesial misfit: (a) non-loading,

(b) mesial loading, (c) central loading, (d) distal loading

하지 않았을 때 모든 임플란트의 치근단 부위에

응력이 집중되었다. 근심에 하중을 가한 경우에

는 중앙과 원심부위에 응력이 집중되었으며, 원

심에 하중을 가한 경우 중앙과 근심부위에 응력

이 집중되었다. 또한 중앙에 하중을 가한 경우

중앙 임플란트의 치근단에서 시작하여 치축을

따라 치조정 부위까지 응력이 집중되었다.

총괄 및 고안

임플란트 보철물 장착 후 발생하는 합병증으

로는 임플란트 구성요소의 파절, 금속 상부구조

의 파절, 지대주와 나사의 풀림, 변연골 흡수, 골

유착의 소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합병증 중

에 지대 나사의 풀림에 대한 연구들에서 가장 중

요한 부분은 임플란트와 상부 지대치 사이의 정

밀한 적합성이라고 하였다. 임플란트 보철의 수

동적 적합이 장기적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생각

해 왔으며, 보철물의 적합성에 대해 강조해왔

다.
1,2

성공적인 골 유착을 얻은 환자에서 보철물

제작 장착 후 발생되는 대부분의 보철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보철물의 불량한 적합성이다. 따

라서 장기적인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을 위해서

는 수동적으로 잘 적합 되는 보철물을 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플란트 보철물은 수

동적으로 적합되지 않으면 나사를 조일 때 응력

이 임플란트와 골 사이의 계면에 집중되어 문제

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밀하게 제작되어야 한

다고 하였다.
7
이러한 보철물의 적합도를 개선하

기 위해 절단과 납착, 확대경의 사용, 방사선학

적 평가, one-screw test, spark erosion등의 방법 등

을 사용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보철물을 제작하

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13

임플란트 보철물은 나사 또는 시멘트로 유지

될 수 있으며, 나사 유지형은 특히 무치악 환자

들이나 악간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서 성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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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어왔다. 이러한 두 가지 유지 방법 중

한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우월하다는 근거는 아

직 없다.14-16 또한 Heckmann 등은 나사 유지형과

시멘트 유지형 보철물의 여러 가지 제작 방법에

따른 적합도 연구에서 두 가지 모두 같은 정도의

응력이 발생되었다고 하여 정확한 적합도의 보

철물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17

발생된 응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전기저항

스트레인 게이지법, 브리를 코팅법, 므화레 무늬

분석법, 광탄성 분석법, 유한 요소법 등이 있으

며, 광탄성 분석법은 여타 실험이 피 실험체의

한 점 한 점의 측정값을 얻는 것과는 달리, 시편

전체의 응력 분포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본 광탄성 실험에서는 타이타늄 임플

란트는 악골에 완전히 유착된 것으로 가정하였

고 치조골은 광탄성 물질(epoxyresin PL-1)로 균

질하게 처리하였는데, 이는 실제 인체와 동일하

게 설정되지 않아 산출된 결과도 실제와는 다를

수 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략적이고 전체

적인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정확한 적합도를 가진

대조군의 경우 하중을 가할 경우에도 가한 부위

에 응력이 증가할 뿐 다른 부위에는 응력 집중

양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100㎛의 부적합

을 부여한 제 1군과 제 2군에서 하중을 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임플란트 부위에 응력이 집

중되었으며, 하중을 가한 경우 하중을 가한 부위

를 포함하여 주변 임플란트에도 응력이 집중되

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이

부적합성을 가진 경우 나사를 조이면, 하중을 가

하지 않더라도 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의미

하며, 응력을 가할 때 연결된 보철물의 임플란트

모두에 응력을 발생시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제 2 군의 UCLA로 제작된

보철물이 원추형 중간 지대주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더욱 응력이 집중되었는데, 치근단에서 시

작하여 치축을 따라 치경부까지 집중되는 양상

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나사 유지형 보철물에서 의도

적으로 부여한 부적합성으로 인한 하중의 분포

양상과 집중도를 실험하였다. 실험의 결과에 의

하면 보철물의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경우 하중을

가하지 않더라도 응력이 집중되며, 하중을 가할

경우 더욱 심한 응력 집중 양상을 보인다는 점은

정확한 보철물 제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또

한 원추형 중간 지대주의 사용이 비교적 적은 응

력 집중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많은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불량적합 보철물에 따른 임플란트

지지조직에 발생하는 응력을 조사하기 위해 광

탄성모형을 제작하고 하중을 가한 후 임플란트

지지조직에 발행하는 응력의 정도와 분포를 광

탄성 분석법으로 관찰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대조군의 경우 하중을 가하지 않은 경우 응력

집중을 보이지 않았으며, 하중을 가하더라도 가

한 부위의 응력 집중을 보였고, 중간 임플란트에

하중을 가하면 전후방 임플란트로 응력이 분산

되는 양상을 보였다. 의도적으로 부적합을 부여

한 경우 하중을 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사를 조

이면 고정체 주위에 응력이 발생하였으며, 하중

을 가한 경우 하중을 가한 부위를 포함하여 주변

임플란트에도 응력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UCLA로 제작된 보철물이 원추형 중간 지

대주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더욱 응력이 집중되

었는데, 치근단에서 시작하여 치축을 따라 치경

부까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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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otoelastic Stress Analysis of Implant Prosthesis According to

Fitness of Superstructure

Hyun-Pil Lim, Shin-Ok Heo, Hong-Joo Kim, Sang-Won Park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o assess the stress distribution of implant prosthesis induced by intentional misfit using photoelastic model. Stress was

measured at the surrounding bone after applying vertical load to the implant. Three implants were placed in each of three

photoelastic resin blocks. No misfits were used for the control group, while for the experimental group 100μm misfit after

cutting the crown was used. The photoelastic stress analysis was performed. In control group, stress concentration was not

shown when the load was not applied, whereas stress concentration was shown only in the loaded part even when load

was applied and the stress was distributed in anterior-posterior direction when applying a load in the middle. When

intentional misfits were given, stress around the fixture was incurred when tightening the screw even if load was not

applied. If the load was applied, stress was concentrated around the implants including areas where the load was applied.

In particular, the prosthesis made of UCLA showed more stress concentration as compared with a conical abutment. In

the UCLA case, concentration was shown from the apex following through the axis to the cervical area. Prosthesis with

misfit makes the stress concentrated though the load was not applied and it induces even more severe stress concentration

when the load was applied. This founding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the correct prosthesis production.

Key words: implant fitness, photoelastic stre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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