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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 학교치과 학치과보철학교실

김희은∙조인호

하악제 1 구치에티타늄과지르코니아소재의기성지 주와맞춤형지 주를이용해지르코니아크라운

으로수복한경우를 3차원유한요소법을통해응력분포를분석해보고, 피로파절강도및파절형태를고찰해
보았다.
정상교합자의 CT scan을재구성한하악골모형상에제 1 구치임플란트지지지르코니아크라운으로수복

한 6가지유한요소모형을제작하고, 협측교두중앙에수직과 30도각도로 100 N의하중을가하는조건으로응
력분포를분석하 다. 현재임상적으로사용되고있는 4가지지 주를이용하여, 군당 10개의시편을제작하고,
ISO 14801에따라피로파절실험을실시하 다.
지 주나고정체의재질에따른응력분포의차이는없었고형태에따른응력크기의차이만보 다. 맞춤형
지 주군이전반적으로낮은크라운응력을나타내었으며, 지 주일체형지르코니아임플란트는계면골조직

의응력이가장낮게나타났다. 피로수명의평균값은 7군이가장높았고, 1군, 2군, 3군의순서로낮게나타났으
며(P<0.05), 기성지 주군은피로수명의편차가적게나타났다. 
구치부의임플란트수복시에는맞춤형지 주의사용이상부보철물의파절저항성향상에유리하며, 심미적
요구도가높은경우에는고정체와의접합부를티타늄으로제작한지르코니아맞춤형지 주의사용을고려해

볼만하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3:29(3):209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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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플란트보철시이용되는기성지 주는모

든환자의구강상태에이상적으로적용되기에

는여러가지한계점이있다. 식립위치가부적절
하거나불량한치관-임플란트비율, 너무얇거나

두꺼운임플란트주위조직은기성지 주에의

한보철수복을어렵게만든다. 맞춤형지 주는

상부보철물의형태를이상적으로제작할수있

어보철물의파절을방지하며, 개개인의치은형
태에맞추어변연형성이가능하므로잔존시멘

트에의한부작용이나식편압입등을예방할수



있고, 위생관리가용이하여임플란트주위조직
건강에유리하다는장점이있다.1,2) 또한임플란

트보철물의심미성에 한관심이높아지면서

심미적요소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임플란
트보철물의심미성은임플란트주위의치주조

직의상태나보철물에사용되는재료에따라

향을받는다. 통상적으로사용되는티타늄임플
란트지 주는연조직두께가얇거나치은열구

가얕은경우에치은부위에회색빛음 을남기

고, 치은퇴축발생시에치은연에서티타늄이노
출되어비심미적인결과를보일수있다.2-4)이러

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하여치아색상과유사

하고생체적합성이우수한알루미나를고 집

시켜소결한도재지 주가개발되어사용되었

다. 그러나, 알루미나세라믹이가지는취성으로
인해기능중에지 주파절등에의한실패가보

고되면서주로교합력이낮은전치부로사용이

한정되었다. 최근에는치아와유사한색상을지
니고있고, 조직친화성을보이며부식과마모저
항성이우수하고, 굴곡강도와파절인성이높은
지르코니아가일반치과보철이나임플란트의

재료로서각광을받고있다.5,6)

지르코니아는 산화 지르코니움(zirconium
oxide)을통틀어이르는것으로, 1789년에발견되
어 주로 가공 산업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다가,
1969년이후의학분야에서인공고관절에광범
위하게사용되었고, 치과분야에서는근관용포
스트, 임플란트지 주, 교정용브라켓등에사용
되기시작했다. 하지만높은강도때문에가공이
어려워도재수복물로는사용되지않았는데최

근에는 CAD/CAM (computer-aided design and
computer-aided manufacturing)을이용한가공기술
이 발달됨에 따라, 지르코니아 블럭을 CAD/
CAM 시스템으로절삭, 가공하여고정성보철물
과임플란트지 주에도사용하고있다.7-9) 지르

코니아임플란트지 주는 3가지동소체의다형
재인지르코니아에소량의금속산화물을첨가

하여상을안정화하고입자의크기를나노수준

으로 작게 제작하여 강화시킨 yittria-stabilized

zirconium oxide가주로사용되고있다.10)

Glauser 등11)은단일치아수복에서평균 49.2 개
월동안지르코니아지 주의파절이없었으며,
Yildirim 등12)은전부도재관으로수복한증례에서

5년이상지 주의파절없이사용하 음을보고

하 다. 그러나, 지르코니아지 주는제조과정

에서흠이생기거나두께가얇아지는부위가발

생할수있고, 이로인해파절저항성이저하될수
있으므로13)지 주의제조과정이나보철물제작

을위한절삭, 연마과정에서균열의시작점이되
는흠이나결함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를기울

여야한다.
교합력에 한골의생역학적반응은임플란

트의수명에큰 향을준다. 교합력은인종, 성
별, 연령, 치아의위치에따라달라지지만일반적
으로측절치에서가장낮고, 제 1 구치에서최

값을갖는다. 따라서, 거의모든단일치아수
복시임플란트의파절은구치부에서주로발생

된다. 교합력의크기는많은연구에서다양하게
보고되었는데하악구치부는평균저작력은 490
N 정도이고, 최 저작압은 610 N 정도로보고되
었다.14,15)

임플란트구조물을파절시키는가장일반적

인요인은금속의피로에의한것이며,15,16)반복적

인과하중이가해지면구조물은결국피로파절

에이르게된다. 하중은보철물과임플란트를통
해골에전달되기때문에, 적절한치료계획과보
철과정은골과임플란트의적절한응력분산을

위해매우중요하다. 또한지 주의형태나모양

에따라임플란트내부의하중전달기전이달라

질수있고그에따라악골에발생하는응력에

향을미칠수있다.17)

본연구는하악제 1 구치의임플란트단일치

수복시티타늄과지르코니아소재의기성지

주와맞춤형지 주및고정체를이용해시멘트

유지형지르코니아크라운으로수복한경우를 3
차원유한요소법을통해응력분포를분석해보

고, 각지 주의형태와재질에따른피로파절

강도및파절형태를고찰해보고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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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ne                                        (b) Fixture                          (c) Whole model                            (d) Cross-sectioned

Fig. 1. Three dimensional models for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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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재료 및 방법

1. 유한요소 분석

하악제 1 구치부위에임플란트를식립하고

단일치아를수복한상황을가정하 으며, 정상
교합자의 CT scan을재구성하여, 협설폭경 16.0
mm, 골높이 27.5 mm, 근원심 20.0 mm의하악제
1 구치부위의하악골모형을제작하 고, 실험
의편의를위해인접치는제외하 다(Fig. 1a). 
분석모형은총 6가지로제작하 다. 하악제 1
구치에직경 4.5 mm, 길이 10 mm의내부연결
형티타늄고정체(GSII fixture, Osstem Co., Seoul,
Korea)를식립한모형에(Fig. 1b), 1군은기성티타
늄지 주(Transfer Abutment, Osstem Co., Seoul,
Korea)를, 2군은 맞춤형 티타늄 지 주(Custom
FitTM Abutment, Osstem Co., Seoul, Korea)를, 3군은
기성 지르코니아 지 주(ZioCera Abutment,
Osstem Co., Seoul, Korea)를, 4군은 2군과동일한
형태의지 주를지르코니아재질로디자인한

맞춤형지르코니아지 주를연결한모형으로

제작하 다. 또한지르코니아고정체의응력분
포를알아보기위하여 5군은 1군과동일한외형
을가진고정체-지 주일체형지르코니아임플

란트로디자인하 으며, 6군은 3군과동일한지
주에 고정체를 지르코니아로 디자인하 다.
각실험군에하악제 1 구치의평균크기인교

합면근원심폭경 11.0 mm, 협설폭경 10.5 mm, 치
관길이 7.5 mm의지르코니아크라운을장착한
유한요소모형을제작하 다(Fig. 1c, 1d).18)

요소의크기는골에서고정체와접촉하는부

위는 0.1 mm, 외곽부위는 0.4 mm, 고정체와먼부
위골하방은 1.0 mm이내의크기로부여하 고,
고정체에서는 지 주와 접촉하는 부위는 0.07
mm, 골과접촉하는부위는 0.1 mm로부여하
다. 지 주, 나사, 크라운부위는각각의접촉부
에서 0.1 - 0.5 mm의크기로하 다.선학들의연
구를참고하여각재료의물성치를가정하여19-21)

본연구에사용된각재료의물성치인탄성계수

(E, Young's modulus)와포와송비(Poisson's ratio)는
다음표와같다(Table I). 재료의물리적특성은재
료의 기계적 특성이 균일하다는 균질성(homo-
geneity), 재료의특성이 3방향으로모두동일하다
는등방성(isotropy), 구조의변형이나변위는적
용된힘에선형비례하고재료의소성(plasticity)
은고려하지않는다는조건하에선형탄성(linear
elasticity)을갖는것으로가정하 다.
하중은실제교합력이작용하는양상을최



한재현하여하악의측방운동이나치아교두의

사면에의한힘의수평요소를함께고려하기위

해, 모든실험모형에서치아의협측교두의협측
에서설측으로 30도기울어진 100 N의경사하중
을가한경우와기본적인수직방향의교합력만

을고려하여치아의기능교두인협측교두에 100
N의수직하중을가한경우를재현하 다. 
골의두절단면은완전히고정된상태로가정

하고, 피질골과해면골및고정체는절점을공유

하고고정체와지 주및지 주나사는접촉하

는조건으로, 지 주와크라운은시멘트공간을

부여하지않고절점을공유하는것으로경계를

설정하 다. 
ANSA v12.0 (Beta CAE Systems, Thessaloniki,

Greece)를사용하여유한요소 meshing을시행하
으며, 응력해석은 PAM-MEDYSA v2011 (ESI,

Paris, France), 해석결과는 VISUAL-Viewer v8.0
(ESI, Paris, France)를이용하여처리하 다. 

2. 피로파절 실험

유한요소분석시이용된실험군중현재임상

에서널리사용되고있는지 주인 1, 2, 3군과, 4
군과동일한형태이면서나사연결부를티타늄

으로제작한지르코니아맞춤형지 주인 7군을
피로파절실험의 상으로하 다. 2군및 7군과
같은맞춤형지 주는하악제 1 구치가결손된

모형상에임플란트를식립하고지르코니아크

라운수복을위해지 치형성이완료된형태에

맞추어제작하 다. 각실험군의구성은 Table II
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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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Ⅰ. Material properties of each component

Young's modulus Poisson's 

(GPa) ratio

Cortical bone 13.7 0.30

Trabecular bone 1.37 0.30

Titanium 113 0.34

Zirconia 205 0.31

Zirconia crown 210 0.23

Resin 8 0.30

Table Ⅱ. Implant systems for fatigue fracture specimens

Group Abutment Type Fixture

1 Transfer Abutment Prefabricated GSII fixture

(Osstem Co., Seoul, Korea) titanium abutment (Osstem Co., Seoul, Korea)

2 Custom FitTM Abutment CAD/CAM customized GSII fixture

(Osstem Co., Seoul, Korea) titanium abutment (Osstem Co., Seoul, Korea)

3 ZioCera Abutment Prefabricated GSII fixture

(Osstem Co., Seoul, Korea) zirconia abutment (Osstem Co., Seoul, Korea)

7 MYPLANTTM zirconia CAD/CAM customized GSII fixture

hybrid abutment zirconia abutment (Osstem Co., Seoul, Korea)

(Raphabio,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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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의 지 주는 토크게이지(HTG2-200Nc,
IMADA, Toyohashi, Japan)를이용하여 30 Ncm로
직경 4.5 mm, 길이 10 mm의티타늄고정체(GSII
fixture, Osstem Co., Seoul, Korea)에연결하 고, 각
군당10개의시편을제작하 다.
치과용 임플란트 피로실험에 관한 ISO14801
규정에의거하여임플란트를피로시험기에장

착하 을때임플란트장축에 30도경사로하중
을받을수있도록고정용 jig를제작하여시편을
고정한후, 피로시험기(Instron 8870, Instron, Nor-
wood, USA)에장착하고, 실온에서최 하중을

600 N으로, 최소하중은최 하중의 10%에해당
하는 60 N으로하여 14 Hz sine wave 형태로제어
하여피로시험을실시하 다. 모든피로시험은
시편구조물에균열및파절이발생될때까지수

행하여각시편의피로수명을측정하 고, 피로
파절의위치나형태를기록하 다. 
파절이발생한시편은표면이물질제거를위

해 5분간초음파세척후, 주사전자현미경(JSM-
6700F, JEOL, Tokyo, Japan)을이용하여지 주및

고정체의파절양상과파절의형태및진행을관

찰하 다. 파절면을25배촬 하여전체파절면을

관찰하 으며, 파절의기시부와종착부의특징적
인부위는2000 - 4000배확 하여관찰하 다. 
각군간의차이를검증하기위해서일원분산

분석(one-way ANOVA test)을 95%유의수준으로
시행하 고, 사후분석은 Tukey HSD test를이용
하 으며, SPSS ver.18.0 (SPSS Inc. Chicago, USA)
을이용하여통계처리하 다.

결 과

1. 유한요소 분석

1) 30도경사하중
하중방향이고정체상단위쪽을지나가기때

문에, 지 주는전체적으로설측방향으로굽힘

변형이발생하 다. 이에따라지 주의협측에

는인장, 설측은압축하중이함께작용하며, 고정
체의경우지 주의압축에의해전단하중을받

았다.
각군의 von-Mises 응력의최 값은다음과같

았다(Table III).

Table Ⅲ. Maximum value of von-Mises stress under 30 degree oblique load (unit: MPa)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Group 6

Trabecular bone 3.547 3.597 3.602 3.545 5.991 5.097

Cortical bone 22.056 21.899 23.753 22.102 17.968 24.505

Fixture 318.941 348.262 233.752 345.182 246.244 140.185

Abutment 163.315 151.368 127.266 164.218 128.295

Screw 229.434 240.008 289.810 240.972 293.232

Crown 24.809 24.918 25.288 24.980 24.833 25.288

Resin 2.813 2.680 1.291 1.525 1.298



(1) 지 주의응력분석

모든군에서지 주와고정체가만나는설측

부위에서최 응력이발생하 다. 지 주와접

촉하는부위에서는고정체가지지하면서굽힘

변형을억제하므로고정체와접촉이끝나는지

점을지지점삼아지 주는굽힘변형을하 다

(Fig. 2). 지 주의 von Mises 응력은 3군이가장작
게나타났고형태가동일하나재질이다른 2군과
4군, 3군과 6군은거의유사한응력크기를보
다. 최 주응력은주( ) 인장방향의최 응력

을나타내는데, 지 주는설측으로굽힘변형을

하기때문에, 최 주응력은협측에서가장크게

나타났으며, 3군이가장작았고, 형태가동일한
군끼리거의같은응력값을보 다.

(2) 고정체의응력분석
각군의고정체의 von Mises 응력은고정체와
지 주의설측결합부에서가장큰응력을보

다(Fig. 2). 3군에서가장작은 von Mises 응력이발
생하 고, 형태가같은 2군와 4군의경우, 2군에
서지 주의강성이적어지 주의변형이더크

기때문에고정체를미는정도가더커져서, 지
주의경우와반 로고정체에서는 2군에다소더
큰응력이발생하 다. 3군과 6군의경우, 6군의
고정체가강성이큰지르코니아이므로고정체

자체의응력은 3군에서더작게발생하 다.

(3) 골의응력분석
골조직의 von-Mises 응력분포는모든군에서
피질골부위에응력이집중되는양상을보 다.
해면골의응력수준은모든군에서피질골에비

해매우낮게측정되었다. 골에서는고정체의미
는힘에따라전체적인굽힘변형이발생하 다.
5군의경우에는고정체가국부적인변형이없이
피질골에서부터해면골에이르기까지전체적

으로굽힘변형을하기때문에응력분포가더넓

어져서가장작은응력을보 다. 5군을제외한
나머지실험군에서는고정체의국부변형이작

아응력이작고, 강성이클수록골을미는힘이
강해지게되어서, 고정체의응력크기와반 로

2군의응력이작게측정되었다.

(4) 크라운의응력분석
2군과 4군은하중이가해지는위치에서최
응력이발생하 고다른군의경우에는설측하

단에서가장큰응력이발생하 다(Fig. 3a, 3c).
2군과 4군의경우, 가해지는하중에의해발생한
응력이얇은두께로인해서설측하단으로흐르

지 못하고 직접 지 주로 흐르는 형상이었다

(Fig. 3b). 나머지다른군들은크라운에가해지는
하중에의해크라운의설측하단에굽힘에의한

압축응력이발생하 지만, 2군과 4군은발생하
지않았다. 2군과 4군은거의모든지 주와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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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ribution of von-Mises stress of each abutment under 30 degree  obliqu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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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ss-section (b) Cervical 1/3

Fig. 3. Distribution of von-Mises stress of each crown under 30 degree oblique load.

(c) Occlusal 1/3

면에서다른군에비해낮은응력값을보 다. 2
군과 4군, 3군과 6군을비교해보면지 주재질

차이에의한효과가크라운에는나타나지않기

때문에, 거의동일한결과를보여주었다.

2) 수직하중
지 주는전체적으로협측방향으로굽힘변

형이발생하 다. 그러나고정체의위쪽방향으
로하중이가해지면서큰굽힘모멘트가가해지

는경사하중과달리, 고정체의중심을기준으로
작은굽힘모멘트가가해지며, 협측에는하중방
향으로큰압축력이작용하는것이경사하중과

다른점이었다. 따라서굽힘에의한변형이주변
형이었던경사하중과달리굽힘하중과압축하

중이복합적으로가해졌다. 또한굽힘하중이작
고, 압축력이크기때문에, 인장부위에서는굽힘
에의한효과가더작게나타났다.

(1) 지 주의응력분석

경사하중과방향만다를뿐굽힘변형에의해

응력이발생하는기전은동일하므로, 고정체와
접촉하는부위에서최 응력이발생하 다. 2군
과 4군을비교해보면, 고정체와의접촉면적이
넓은 2군에서는응력이분산되어약간작게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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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3군과 6군을비교해보면, 6군은고정체가
지르코니아로되어있어, 고정체의높은강성에
의한지 주의응력집중과, 굽힘부위의급격한
변형이경사하중과동일하게발생하 므로, 경
사하중과동일하게거의같은응력값을보 다.

(2) 고정체의응력분석
모든군에서지 주와의협측결합부에응력

집중을보 다. 수치상으로는 5군이가장응력이
높은것으로보이지만이는지 주-고정체일체
형이라는특징때문에지 주부위의응력을고

정체응력값으로간주하고비교하 기때문이

었다. 5군을제외한고정체의응력크기를보았
을때에는 6군이가장높게나타났다. 

(3) 골의응력분석
경사하중과마찬가지로피질골에응력이집중

되었으며해면골의응력수준은매우낮았다. 골
조직의굽힘변형은, 지 주의압축에서비롯되

므로, 압축력에의한효과가가장많이나타나는
3군에서가장큰응력이발생하 다. 5군은고정
체의변형이전체적으로발생하기때문에골에

가해지는하중도보다넓게가해지게되어골의

응력이낮게측정되었다.

(4) 크라운의응력분석
크라운의경우, 2군과 4군은하중이가해지는
위치에서최 응력이발생하 고, 다른군은협
측하단에서가장큰응력이발생하 다. 경사하
중의경우와마찬가지로, 2군과 4군은응력이직
접지 주로흐르면서크라운에는상 적으로

적은응력이가해졌다. 2군과 4군, 3군과 6군의
경우와같이지 주나고정체의재질에따른차

이가크라운에는나타나지않았기때문에, 거의
동일한결과를보여주었다.

2. 피로 파절

각시편별피로수명및파절부위와유형은

Table IV과같았으며, 피로수명의평균값은 7군
이가장높았으며, 1군, 2군, 3군의순으로낮은평
균값을보 다. 통계처리결과군간의유의한
차이가있었고, 7군의피로수명이다른군에비
해유의하게높았다(P<0.05). 7군의경우평균피
로수명은가장높았지만편차가큰반면 1군과 3
군은편차가작았다.

1군과 7군의모든시편에서는고정체에균열
이나파절이일어났고, 2군의 9개의시편에서고
정체균열및파절이, 한개의시편에서지 주

나사파절이일어났다. 3군의모든시편에서는지
주에서균열및파절이일어났으며, 통계적으
로유의한차이를보 다(P<0.05).
파절면의주사전자현미경관찰결과모든군

에서금속피로의전형적인특징을나타내었다.
균열시작부에서균열이벌어지면서시작된평

평한파단면은티타늄의소성변형에의해생긴

불규칙하고거친파단면과취성에의해생성된

평평한파단면이혼재하면서다수의해안선무

늬(beach marks)들로관찰되었으며, 최종파단부
는다른부위에비해예리한각을갖는평평한파

절면을보 다. 2군의경우에는다른군들보다
연성파절의특징이적게나타났으며, 3군에서는
지 주나사의파절면에서광범위하고불규칙

한연성파절면이관찰되었다(Fig. 4).

고 찰

임플란트보철물이장기적으로성공하기위해

서는구성물질의생체친화성뿐만아니라구강

내에서교합시에발생하는응력이생체허용범

위내에있도록보철물설계를하는것이중요하

다. 최근에는심미적수복재료를이용한임플란
트수복이널리이용되고있다. 그러나심미적재
료들은특유의취성때문에응력집중이발생하

면파절의위험성이높아진다. 지르코니아는굴
곡강도 900 - 1,400 MPa, 탄성계수 210 GPa, 파괴
인성 10 MPa/m0.5이며,22)지 주의재질로사용하

기 충분하다고 보고되었다.10) 비록 지르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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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Ⅳ. Results of fatigue lives for implant systems with different abutment (unit: cycle)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7

1 10,053 9,914 7,268 58,309

(Fixture crack) (Fixture crack) (Abutment crack) (Fixture crack)

2 8,748 18,257 6,887 49,329

(Fixture crack) (Fixture crack) (Abutment crack) (Fixture crack)

3 10,148 30,120 6,624 13,168

(Fixture fracture) (Fixture crack) (Abutment fracture) (Fixture crack)

4 19,132 13,104 10,022 20,750

(Fixture crack) (screw fracture) (Ab-Fixture crack) (Fixture crack)

5 10,430 6,378 7,161 26,971

(Fixture crack) (Fixture crack) (Abutment crack) (Fixture crack)

6 8,562 3,311 2,305 17,775

(Fixture crack) (Fixture crack) (Abutment crack) (Fixture crack)

7 11,879 7,053 7,436 36,412

(Fixture crack) (Fixture crack) (Abutment crack) (Fixture crack)

8 11,617 8,041 7,236 47,050

(Fixture crack) (Fixture crack) (Abutment crack) (Fixture crack)

9 10,887 5.302 5,526 23,194

(Fixture crack) (Fixture crack) (Abutment fracture) (Fixture crack)

10 15,318 7,443 4,913 12,638

(Fixture crack) (Fixture crack) (Abutment crack) (Fixture crack)

Average 11,677 ± 3,237 10,892 ± 7,984 6,538 ± 2,002 30,560 ± 16,258

Fig. 4. SEM fractographs
(Left;×25, Right;×2000,×4000).



지 주가티타늄지 주에비해현저히낮은피

로수명을보인다고보고되었지만,23)지르코니아

지 주의파절저항성이전치부최 교합력보

다높다24,25)는여러연구결과에따라지르코니아

지 주를이용한심미적수복은주로전치부에

시행되고있다. 최근에는심미적요구도가높아
짐에따라구치부에서도지르코니아지 주의

적용범위가넓어지고있다. 따라서비교적큰교
합력하에서도지 주에가해지는응력집중을

막고임플란트구조체에효율적으로분산되면

서골조직의응력허용범위를넘지않는생역학

적설계가필수적이다.25,26)

치의학분야에서행하여지는역학적연구방법

은광탄성법, Strain gauge법, Holograph법, 유한요
소법등이있다. 본연구에서이용된유한요소법
은생역학분야에서널리사용되는방법으로

상물체를역학적인모델로이상화하여실제의

복잡한구조물내부에서, 주어진점에서의응력
(stress)과변형(strain)을계산하는방법이다.27) Shin
등28)은유한요소법에의한응력분석에서지 주

의형상에따라응력분포가다르며, 지 주와고

정체의결합부에서지 주와고정체가접촉하

는면적이넓어질수록임플란트내에서적절한

응력분산이이루어진다고보고하 다. 본연구
에서도지 주의재질은다르나형상이동일하

고, 같은재질의고정체에연결된 2군과 4군에서
응력분포가거의동일하게측정되었다. 이는미
소변형가정을사용한선형응력해석에서는응

력의크기가물성과상관없이오직형상에의해

서결정되기때문이다. 그러나, 기하비선형해법
을사용한해석에서는응력은변형의양에따라

달라지게된다. 2군의경우 4군에비해변형이많
아, 고정체에보다많은부위가지지되었기때문
에응력이 4군에비해보다많이분산되어지
주에다소작은응력이발생하 다. 3군과 6군은
형상은동일하지만, 6군의지 주는상 적으로

강성이큰지르코니아고정체로인해지 주가

보다넓은부위의고정체에접촉되게되어지 주

의von Mises응력이6군에서다소작게나타났다.

Rangert 등15)은지 주재질로탄성이높은재료

를제안하 고, 고정체와지 주의계면디자인

이연결체의강성에 향을주며, 나사연결부의
높은휨탄성이응력을감소시킬수도있다고하

다. 본연구의유한요소분석결과도비슷한양
상을보 는데지 주에서응력은주로굽힘변

형이발생하는지지점윗부위의형상에따라결

정되었다. 이부위의폭이가장커, 굽힘강성이
가장큰 3군이골에서가장큰응력을보 으며,
굽힘강성이작은다른군은보다작은응력을보

다. 교합력에의해발생되는응력은임플란트
구조물에의해골에전달되는양상과크기가달

라졌다. 지 주와고정체에상 적으로많은응

력이분포하게되면골에가해지는응력은적어

지게된다. 따라서골조직의응력허용범위를고
려하여임플란트구조물의형태를결정하여야

한다. 
Rangert 등15)은임플란트보철물에교합력이비

수직하중으로작용하면굽힘모멘트를야기하

여임플란트에높은응력을발생시킨다고하

고, Holmglen 등29)은경사하중을부가할때가수

직압을부가할때보다응력은더크고, 피질골에
집중된다고하 다. 본연구에서도기능교두에
수직하중을가한경우에는고정체의중심을기

준으로작은굽힘모멘트가가해지며, 협측하중
방향으로압축력이작용하여임플란트보철물

의장축에따라고르게분산되는경향을보 으

나, 기능교두에 30도각도로경사하중이가해진
경우에는전체적으로설측방향으로굽힘변형

이발생하게되어협측에는인장, 설측은압축하
중이함께작용하게되었다. 또한고정체의경우
지 주의압축에의해전단하중을받아지 주

와고정체의연결부위에서응력이집중되었다.
따라서임플란트보철물을설계할때에는임플

란트장축방향으로하중이가해질수있도록교

두각도를부여하여야한다. 
Lum과 Osier30)는유한요소를이용한연구에서

응력이일반적으로임플란트의주위의피질골

에서집중됨을보고하 고, Caglar 등31)에의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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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에서 기성 지 주와 맞춤형 지 주의 응력분석 및 피로파절에 관한 연구

고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의 응력분포에서도

거의유사하게피질골에의응력집중이보고되

었다. 이는임플란트에서의골흡수가 부분치

조정부위의피질골에서시작되는것을설명해

주는이론적근거가된다. 본연구에서도피질골
에응력이집중되었고해면골부위의응력수준

은피질골에비해아주낮게측정되었다. 경사하
중시지 주와고정체의설측연결부주위에주

로집중된응력은지 주에서고정체를설측으

로미는형태의하중이가해지는상황에서, 고정
체에비해상 적으로매우약한강성을가지는

골이고정체를지지해주지못하면서고정체가

골쪽으로 리고, 지 주는아래쪽으로움직이

는전단하중을받았기때문이었다. 따라서지
주의강성이가장커고정체를미는정도가가장

작은 3군에서가장큰피질골응력이발생하
다. 5군의경우, 전체가일체형으로되어있어다
른군과는달리전체단면에의해강성이결정되

기때문에 5군의골조직응력의수준이매우낮
게측정되었다. 
지르코니아임플란트는기술적인문제로주로

지 주/고정체일체형으로제작되고있다. 골조
직의응력분산의측면에서는유리하다고볼수

있겠지만임상에서여러증례에적용하기엔한

계가있어널리이용되고있지는않는실정이다.
본연구에서지 주/고정체일체형과분리형지
르코니아임플란트의유한요소모형을제작하고

분석한것은, 지르코니아가공기술이날로발전
하고있어, 앞으로티타늄처럼여러형태의고정
체제작이가능할것으로예상하 기때문이었

다. 피로파절실험에서는현재임상에서주로사
용되고있는티타늄고정체에국한하여각지

주의피로수명을고찰하 다. 일반적으로임플
란트시스템의기계적강도는부품의강도, 두께,
형상, 연결방식, 전하중, 적합도등에 향을받

는다.32) 반복하중에의한피로실패는 Att 등33)의

보고에서처럼지 주파절, 지 주나사의풀림

과파절, 고정체파절등다양한실패양상을보
인다. Gibbs 등34)은자연치열최 교합력을 720 N

이라고보고하 고, Haraldson 등35)은임플란트수

복물의 최 교합력을 144.4 N, 평균 저작력을
50.1 N이라고보고하 으며, Bonakdarchiana 등14)

은제 1 구치의최 저작력이평균 64.4 kg이라
고보고하 다. 본연구에서는하악제 1 구치

의최 교합력에준하여최 하중을 600 N, 최
소하중을최 하중의 10 %인 60 N으로동적하중
을가하 다. 그결과기성지르코니아지 주인

3군은지르코니아의취성때문에지 주의파절

이주로일어났으며, 특히두께가얇은고정체와
의접합부에파절이집중되면서가장낮은피로

수명을보 다. Aboushelib 등36)이임상에서파절

된지르코니아지 주를분석한결과에서도주

사전자현미경상에지르코니아지 주내면의

나사체결부에마찰및마모흔이보 고 부분

이곳에서파절이시작된다고하 다. 이부위에
서지 주의피로파절이일어나는것은지 주

와고정체의접합부에서응력집중이일어나는

유한요소분석결과와도부합된다. 3군을제외한
다른군에서는 부분고정체에서파절이일어

났으며, 고정체와의접합부를티타늄으로제작
한 7군맞춤형지르코니아지 주는가장높은

피로수명을보 다. 이는내부연결형맞춤형지
르코니아지 주제작시에metallic core가필요하
다고강조한 Canullo 등37)의보고와교합력이큰

환자의전치부임플란트수복시 pressable metal
ceramic 지 주의사용을추천한Kim 등38)의연구

결과와유사했다. 그러나 7군이높은피로수명을
보이기는하 지만, 편차가다소크게나타났다.
같은맞춤형지 주이면서티타늄재질의 2군은
1, 3군에비해서는큰편차를보 으나 7군보다
는편차가적었다. 이는지 주의제작과정의오

차가반 된것으로보인다. 기성품인 1군과 3군
은맞춤형에비해낮은피로수명을보 지만편

차가적어품질의신뢰도는높게나타났다. 1, 2, 7
군은지 주의고정체접합부가티타늄으로되

어있기때문에응력이집중되더라도지 주가

파절되지않고주로고정체에서파절이일어났

다. 이는본피로파절실험에사용된고정체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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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결형구조를갖기때문으로사료된다. 이전
연구에서도내부연결형고정체는고정체내부

에지 주가연결되는접합부위가얇은원통형

이어서낮은피로수명을보이며,39)내부연결형은

지 주에서받은외력이지 주나사부의체결

력과고정체 collar부위의마찰을통해골로전달
되기때문에이부위에서최 응력이발생된다27)

고보고된바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항복강도 또는 파괴강도 이상의

하중이가해질때순간적으로발생되는파절을

정적순간파절(static fracture)이라하고, 항복강도
이하의낮은응력조건하에서발생하는파절을

동적파절(dynamic fracture)이라고한다. 동적파절
의 표적인예가피로파절이다. 피로파절은변
동응력, 인장응력, 소성변형이동시에작용하게
되어일어나게된다. 금속재료에소성변형이계
속되면결국파괴가일어나는데, 최종파절이발
생되기전에많은소성변형이발생되는파절을

연성파절이라고하고, 유리처럼소성변형이거
의없이발생되는파절을취성파절이라한다. 통
상적으로연성파절은거친파단면을나타내고,
취성파절은매끈한파단면을나타낸다.40) 본연

구에서 고정체 파절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결과, 모든군에서다수의해안선무늬를
갖는연성파절의특징과파절의종단부에는벽

개면을갖는취성파절의특징이모두나타났으

며, 이는티타늄의전형적인피로파절면을나타
내는것이었다. 2군에서연성파절의특징이적게
나타났는데이는비교적강한하중에의해티타

늄이많은소성변형없이파절에이르 다고추

측해볼수있다. 
크라운의파절저항성및지 주-고정체의피
로수명을모두고려하면, 교합력이큰구치부의
심미적임플란트수복을위해지르코니아지

주의선택이필요할경우, 기성지르코니아지
주보다는나사연결부를티타늄으로제작한맞

춤형지르코니아지 주를선택하는것이유리

할것으로보인다. 유한요소분석결과, 맞춤형
지 주는상부크라운의응력집중을막고지

주로응력이바로전달되는결과를보 기때문

이다. 반면, 기성지 주의크라운은경사하중에

서는설측변연에서, 수직하중에서는협측변연
에서응력이집중되는결과를보 으므로기성

지 주를이용한지르코니아크라운수복시에

는변연부위의크라운두께가얇아지지않도록

설계하는것도중요하다고사료된다. 

결 론

1. 하악제 1 구치단일치아수복시지 주나

고정체의 재질에 따른 응력분포의 차이는

보이지않았고형태에따른응력크기의차

이만보 다.
2. 맞춤형지 주를장착한군이다른군에비

해전반적으로크라운부위의응력이낮게

나타났으며, 이는하중이크라운에서지
주로직접전달되어나타나는현상으로사

료되었다.
3. 지 주일체형지르코니아임플란트는강성

이크고굽힘변형이전체적으로발생하므

로계면골조직의전반적인응력은가장낮

게나타났다.
4. 피로수명의평균값은 7군이가장높았고, 1
군, 2군, 3군의 순서로 낮게 나타났으며
(P<0.05), 기성지 주의경우피로수명간의

편차가적게나타났다.
5. 기성지르코니아지 주는나사연결부에서

피로파절이일어났고, 다른군에비해낮은
피로수명을보 으나, 나사연결부를티타늄
으로 제작한 맞춤형 지르코니아 지 주는

높은피로수명을보 다(P<0.05).
이상의결과로볼때교합력이큰구치부의임

플란트수복시에는맞춤형지 주의사용이상

부보철물의파절저항성향상에유리하며, 특히
심미적요구도가높은경우에는고정체와의접

합부를티타늄으로제작한지르코니아맞춤형

지 주의사용을고려해볼만하다. 또한기존
티타늄임플란트구조물이심미적지르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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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에서 기성 지 주와 맞춤형 지 주의 응력분석 및 피로파절에 관한 연구

로 체되더라도골조직에가해지는응력분포

는유사할것이라생각되며, 다양한형태의지르
코니아고정체및지 주의생역학에관한더많

은연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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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Stress Analysis and Fatigue Failure of Prefabricated and 

Customized Abutments of Dental Implants

Hee-Eun Kim, In-Ho Cho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Dankook University, Korea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stress distributions of prefabricated, customized abutments and fixtures according to
their material and shape by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And to investigate the fatigue life and fracture
characteristics. 

Mandibular models were fabricated by reconstruction of the CT scan of patients with normal occlusion. A total of six
finite element models were designed, a load of 100 N was applied on the buccal cusps vertically, and 30 degree
obliquely. 10 specimens each were fabricated for the more clinically widely used 4 type abutments and were loaded
according to ISO 14801. 

Differences in stress distribution patterns were not found according to the materials of the abutments and fixtures. But
a slight difference in the stress level was detected. Customized abutment groups showed lower crown stress levels. One-
piece zirconia implant showed the lowest bone stress levels. In the fatigue test, highest values were measured in group 7.
Prefabricated abutments showed less variation of fatigue life (P<0.05). 

Use of customized abutments can improve the fracture resistance of restorations. Especially, use of customized
zirconia abutments reinforced by titanium screw connecting parts is recommended. (J Dent Rehab App Sci
2013:29(3):209 - 223) 

Key words: CAD/CAM, Customized abutment, Fatigue failure, Finite element analysis, Zirc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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