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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고정체-지 주결합구조체의형태에따른교합부하의반응이다양하여본연구에서는하중위치및

결합구조체접촉비율에따라 3단계단형결합구조체와경사형에서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 3차원유한요소분
석을시행하 다.

2종의임플란트-지 주결합구조체에연결된상부치관을제작하여각치관에설정된하중위치에 200 N의
하중을부여하 다. 임플란트중심부위에서하중조건이멀어질수록피질골정에가해지는응력이증가되기에
하중조건은응력발생에 향을미치는주요요소이며다음으로결합구조형태에도 향을받았다.  
또한수직하중에비해 빗금경사하중이부여된경우계단형은경사형에비해유리한응력분포를보 다.
그리고지 주결합구조체가고정체의내벽에 해접촉이많아질수록골질에 한응력분산이유리한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고정체폭경에서벗어난빗김수직및경사하중은결합구조체의종류와관계없이피질골정에응

력을집중시키므로저작기능시교합접촉면을고정체의폭경내에위치하도록하는것이생체역학적으로바람

직할것으로사료되었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3:29(3):259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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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플란트보철물의장기적인성공을확보하기

위해서는임플란트주위치조골염증과지지골

흡수에 향을미칠수있는기계적생물학적요

인을정기적으로관철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

나골유착후치조골상실은임플란트주위에부

착된상피조직과연관되어있다하 고,1,2)또한

2단계임플란트결합체의고정체와지 주사이

의미세틈새는임플란트주위만성염증을초래

하여결국치조골흡수를유발한다고보고하

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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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에관한실험이나임상연구를통하여

역학적정보를얻기어려워연구자들은유한요

소분석법을활용하여고정체의나사선형태, 지
주의형태, 고정체와지 주의내부결합구조

등에 한응력을분석하여생물공학적으로안

정된구조를얻고자하 다.6-10)

또한 2006년Lazzara 등11)은좁은지 주가임플

란트-지 주미세틈새와치조정상골사이의거

리를증가시켜골흡수를감소시킨다는가설로

platform switching 개념을 도입하 다. Platform
switching 에 한유한요소분석모델에서Maeda
등12은골유착된 3차원유한요소모델에서 동일
한폭경에서더높은탄성에너지를보 다고한

반면에 Pessoa 등13)은지 주와고정체폭경의차

이가 0.5 mm인모델에서의미있는역학적정보
를제시하지못했다고하 다. 
또한 Perssoa 등14)과Rieger 등15)그리고Merz 등16)

은고정체와지 주의내부적연결상태가응력

의양상에 향을미치는주요소라하 다.
이러한보고에따라고정체지 주결합구조

를달리하고 platform switching 적용을다르게한
2가지모델에서하중위치를달리하 을경우임

플란트-골계면을따라발생하는응력분포를평
가하여다소의지견을얻었기에보고하는바이다.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1) 유한요소모델설계
본연구에서는하악제 1 구치부위에식립되

는임플란트를가정하여직경 5 mm, 길이 11 mm
를가지는 3종의내측연결구조체를갖는임플란
트유한요소모델을설계하 다

2종내측연결구조체의경우내부경사가없이
3단계단형구조를갖는 A형모델, 11�의경사를
가지는 B형모델을참고로하여 CAD/CAM을활
용하여유한요소모델을설계하 다. 

본모델링에서는치 골, 해면골, 임플란트고
정체, 지 주, 나사, 상부치관으로나누어구성하
다. 치 골은 3 mm의두께를갖도록처리하
고, 그내부는모두해면골로처리하 으며임플

란트고정체의길이는 11.6 mm, 폭경 4 mm로설
계하 다(Fig. 1). 내부연결구조체의경우그림
에서와같이고정체내부벽과의접촉이 50% 그
리고 90% 이뤄진 것으로 표면을 설계하 다.
(Fig. 2).

2) 하중조건
본실험에서는 4 가지하중(하중조건 1, 2, 3, 4)
을치관에적용시켰다. 하중조건 1은치관중심
에 200 N의수직하중이작용하도록하 고, 하중
조건 2는치관중심에서협측으로 1.5 mm 떨어진
곳에 200 N의수직하중이, 하중조건 3은치관중
심에서협측으로 3 mm 떨어진곳에 200 N의수
직하중이, 하중조건 4는치관상부에 30�경사로
200 N의분포하중이작용되도록하 다(Fig. 3). 

Fig. 1. Schematics of finite element model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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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조건
하악골의 양쪽 모서리 부분의 절단면부분의

Ux, UY, UZ 방향을모두구속하 고, 보철물과
임플란트및주변지지골에서변형이허용되도

록하 다. 임플란트고정체는골과완전히유착
(100%)된것으로가정하 다. 모형의물리적특
성은재료의기계적특성이균일하다는균질성,
재료의특성이 3방향으로모두동일하다는등방
성, 구조의변형이나변위는적용된힘에비례하

고변위정도에는 향을받지않는선형탄성을

갖는것으로가정하 다.  

4) 물성치
설계된모형의유한요소해석을수행하는데필

요한재료의물성치인탄성계수(Young's modulus;
E)와포와송의비(Poisson's ratio; υ)는선학들의자
료를참고하여이용하 다(Table I).
설계된모델은형상과물성에따라요소별로

Fig. 2. The CAD model for the internal connections of fixture & abutment
(50% and 90% contacts of internal connetction to the fixture).

A-type system                                                     B-type system 

Fig. 3. Schematic image of the loading conditions.

0 mm  1.5 mm   3 mm                                                                        0 mm   1.5 mm    3 mm

200 N Concentreated Load                                                     200 N Distributed Load (4)
1          2          3



262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9권 3호, 2013

변 욱∙정다운∙한인혜∙김성량∙이창희

분할 되었다. 요소는 4절점의 삼각뿔 형태인
Tetra Hedron 요소를사용하 다. 요소의크기는
기본 0.2 mm를사용하 다.

2. 응력 분석

본연구에서삼차원유한요소분석프로그램인

EMRC NISA DISPLAY Version 12 (Engineering
Mechanics Research Corporation, USA)를이용하여
산출되는여러가지응력값중에서등가응력(von
Mises stress)을기준으로각실험군에서응력분
포를비교하 다.  결과는전체응력의분포상태
와최 응력집중부를식별하기위해등가응력

을기준으로응력의크기에따라색도로표시하

다.
결합구조체의 형태에 따라 고정체를 제외한

협설절단면상치 골과해면골에분포되는응

력의양상을분석하 다.

결 과

1. 치관중심부에 수직하중 부여시 치조골상

응력분석(Fig. 4)

치관중심부에 200 N의수직하중을중심부에
부여하 을때A형모델에서피질골정을중심으
로응력이집중된후임플란트-골계면을통해해

면골전체로 분산되면서고정체첨부를중심으

로증가되는양상을보 으며, B형모델의경우
A형모델과달리 1단계로피질골정에집중되고
피질골정에서치 골및해면골경계부나사선

2개부위까지치 골상부의 향을받아증가하

다가피질골하부임플란트-골계면을따라감
소하 다가고정체하방인첨단에서는갑자기

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었다. 50% 및 90% 접
촉면적을비교한경우 A형 B형모두동일하게
응력집중및분포양상을보이고있었다.  

2. 치관중심으로 부터 1.5 mm 부위에 수직

하중 부여시 치조골상 응력분석(Fig. 5)

1.5 mm 협측빗김부위에하중을부여하 을

때하중이가해진부위에높은응력이집중되었

다. A형 모델은 최 14.419 MPa, B형 모델은
10.421 MPa로중심부에하중이작용하는모델에
비해피질골정의등가응력이 2배이상증가되고
피질골하방으로갈수록급격히응력이감소하

나고정체첨단에서는유사하 다(Table II). 나사
산경로를따른응력분포형태에A형모델은피
질골정부에집중되나B형의경우제나사선까지
분산되는 양상을보이고있었다. 

3. 치관중심으로 부터 3 mm 부위에 수직

하중 부여시 치조골상 응력분석(Fig. 6)

중심으로부터협측빗김 3 mm 부위에하중을
부여하 을때피질골정에발생한응력은 0 mm
나 1.5 mm에비해하중부여측에서최 응력이 3
배정도상승되는양상을보이고있었다. 협설절
단면피질골정의등가응력은 A형모델의경우
50% 접촉면적에서 25.514 MPa, 90%에서 22.278
MPa, B형모델의경우 50% 접촉면적에서 16.355
MPa, 90%에서 15.573 MPa를나타내나사형모델
에비해계단형모델에서높았고, 90% 접촉면적
에서는 50%에비해응력집중면적이다소줄어
들었다(Table II). 50% 및 90% 접촉면적을비교한

Table Ⅰ. Material properties in this study 

Materials
Young's Modulus Possion's 

(MPa) ratio

Cortical bone 10,000 0.30

Cancellous bone 5,000 0.30

Implant 115,000 0.35

Crown 66,600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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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A형과 B형모델의경우 50%나 90% 동일하
게중심부하중에비해빗금하중부위에응력이

집중하는양상을보이고있었다.
모든모델에서하중부여협측경부피질골정

에집중되는양상을나타내며피질골하방으로

갈수록응력이급격히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

있다. 

4. 치관중심으로 부터 4.5 mm 부위에 경사

하중 부여시 치조골상 응력분석(Fig. 7)

4.5 mm 협측빗김교두정부위에하중을부여
하 을때협설절단면의경우제1 구치의피질

골정 등가응력은 A형 모델의 경우 50%에서
20.324 MPa, 90%에서 20.169 MPa, B형모델의경
우 50%에서 21.271 MPa와 90%에서 20.169 MPa를
나타냈다(Table II).  

4.5 mm 부위에경사응력부여시모든모델에
서 3.0 mm에비해응력이부여된방향아래피

골정에높은응력이집중되고있으나, A형모델
의경우 3.0 mm에비해최 하중이낮으나 B형
모델의경우응력이증가되는양상을나타내고

있었다.   

고 찰

다양한 하중 조건에서 생체친화적인 응력을

분석하여임플란트의생물공학적형태를최적

화하기위해 1976년Weinstein17)이처음으로유한

요소법을이용하여분석한이래탄성매개변수

와임플란트기하학, 임플란트길이변수, 그리고
가성치주인 함입의효과, 나사산의효과, 치조
골질에따른응력차이등에 한임플란트에서

응력분산을시도하여왔다.15,18,-20)특히임플란트-
골계면은골유착의정도에따라분산되지않는

응력의집중에의해쉽게손상될수있기때문에

응력발생에 향을미치는공학적인요소를이

해하는것이필요하다.21,22)

Table Ⅱ. von Mises stress of the crestal cortical bone on the bucco-lingual section in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implant fixture-abutment connections                                                                         (Unit: MPa)

L.P.
section 50% 100%

model type l max min max min

0 mm A 7.072 0.007 7.0505 0.007

B 4.900 0.011 5.2793 0.010

1.5 mm A 14.419 0.007 14.319 0.007

B 10.421 0.009 9.9119 0.009

3.0 mm A 22.514 0.008 22.278 0.007

B 16.355 0.010 15.573 0.010

4.5 mm A 20.324 0.008 20.169 0.001

B 21.271 0.000 20.319 0.008

L P : loading position, A type model : Stepped type of internal connection, B type mode l: 11�tapered type of
internal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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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image of stress
distribution on surrounding bone
in Models, with A load applied at
an angle of 90 at the center of the
implant.

A type 50%                                                               90%

B type 50%                                                               90%

Fig. 5. Schematic image of stress
distribution on surrounding bone
in Models, with 2 load applied at
an angle of 90 at 1.5 mm from
the center of the implant.

A type 50%                                                               90%

B type 5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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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hematic image of stress
distribution on surrounding bone
in Models, with 3 load applied at
an angle of 90 at 3.0 mm from
the center of the implant.

A type 50%                                                               90%

B type 50%                                                               90%

Fig. 7. Schematic image of stress
distribution on surrounding bone
in Models, with 4 load applied at
an angle of 45 at 4.5 mm from
the center of the implant.

A type 50%                                                               90%

B type 5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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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본연구에서는치조골흡수의감소와

심미성을 확득을 위한 구조로 제안된 platform
switching형임플란트구조에계단형구조와경사
형구조의지 주결합체를유한요소모델로설계

한후치조골정, 치 골, 해면골의등가응력을평
가하 다. 
연구의결과로모든결합구조모델에서협설

절단면의경우 1차적으로피질골경부를중심으
로응력이집중된후 2차적으로임플란트-골계
면을통해해면골전체로응력이분산되는양상

을보이나결합구조의형태에따라다소다른형

태의응력분산을보이고있다.  특히고정체중앙
부위인부하가 가해진경우계단형구조인A형
은 경사형구조인 B형에비해최 응력부분에

서는다소차이가있으나피질골상부를중심으

로집중하는것을제외하고는해면골전체로균

등하게응력이분산되는양상을보 다. 이러한
점은결합구조체의형태가최 응력에다소

향을미치게된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Lum23)과 Clift 등24)은유한요소분석에서교합력

은주로임플란트계면을통하여균일하게분포

되는것보다는치 골정에주로분산되며 또한

지지골의질과양은임플란트에서골로의하중

전달에 향을미치며 부분의유한요소연구

에서스트레스집중은임플란트경부에서일어

나며높은교합력을가진사선하중하에서임플

란트주위골의탄성한계는증가되고결과적으

로피질골에미세파절을야기한다고하 다.
임플란트보철물의경우저작이일어날경우

교합접촉의부위에따라굽힘력이달라지기때

문에고정체중심부위에서벗어난부위에 200 N
의부하가작용하는경우어떠한형태의응력의

집중과분산이치조골에서발생되는가를관철

하는것이바람직하다. 200 N 부하를부여한이
유로는Mericske-Stern 등25)은임플란트에의한고

정성보철물의경우제1소구치와제1 구치에

서는 200 N, 제2 구치에서는 300 N의교합력을
보고하여본연구에서는제1 구치를기준으로

설계된모델이었던바이를참고하 다. 치관의

중심에 200 N을부여하 을때결합구조형태에

따라발생된피질골정의등가응력은계단형의

경우최 7.07 MPa, 경사형의 경우최 4.9 MPa
를나타나계단형이치 골정에서가장높은응

력을나타내고있었다.
1.5 mm 부위에서 200 N의빗김하중이가해졌
을경우 3 종류의구조형태와관계없이공히약 2
배정도의최 응력이증가했으며 3.0 mm의빗
김하중인경우 3배정도의최 응력이증가하는

양상을보여주고있다. 특히응력집중및분산
양상을비교하여볼때빗김하중이가해졌을경

우치 골정을중심으로하중이가해지는방향

에서분화구형의응력집중이발생되고있다. 이
러한점에서하중조건은응력발생에 향을미

치는최 요소라할수있다. 분화구같은형태로
응력이집중되는현상에 해있는데Duyck 등26)

은토끼의경골에매식한브레네마크임플란트

에부여된동적인방향의부하가작용되었을때

분화구같은골파괴가발생하 다고보고하 다.
이러한응력집중현상을고려해볼때구강내

에서과도하게작용되는이갈이증이과도하게

있거나질긴음식을선호하는한국인의경우에

저작의폭이넓어빗김하중이작용할가능이높

기때문에이러한생력학자료를참고하여빗김

하중에의한응력집중이과도하지않도록교합

면을설계하는것이임상적으로바람직할것으

로사료되었다. 
임플란트와이갈이의관련성에의한골파괴에

해 Quirynen 등27)은이갈이가주위골에점진적

골소실을유발하는요인이며, Balshi 등28)도최후

단계의임플란트실패의주원인은이갈이같은

부기능적요소에의해발생된다고하 다. 그러
나Lobbezoo 등29)은최신고찰을통하여이갈이와

임플란트실패사이의원인관계를규명할충분

한자료가부족하다고하 다. 따라서이러한골
유착이완전해일어난후발생된이갈이등에의

한부가능력에의한치 골파괴에 한역학적

인조사가추후있어야할것으로사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결합구조체의 고정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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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상태에따른차이를비교하기위하여 50%,
90%에서접촉률로가정하여그차이를비교분
석하 다.

50% 접촉률과 90% 접촉률을비교한결과중심
부위에수직하중이가해졌을경우최 응력이

7.07 : 7.05로차이가없으나경사형 B형의경우
4.9 : 5.2로미세하게 증가하는양상을보이나 1.5
mm 빗금하중의경우에는차이가켰다. 즉 A형
의경우 14.14에서 14,31, B형의경우 10.42 : 9.91로
미세한변화가있었고 3,0 mm 경우 50%와 90%의
경우응력발생과분포면에서 90%가다소감소
된양상으로나타났다.  해면골상응력분포의경
우협설간응력분포형태에유사한형태를나타

내고있으나응력분포상B형에비해A형의경우
치경부나사선까지집중되어있으나 B형에서는
2 나사선까지강한반구형의집중을 보이고있
었다.  

Yokoyama 등30)은교합력에 한임플란트로부

터경부치 골에전달되는응력은해멸골보다

고정체의첨단축보다높으며두골질의탄성률

의차이도 향을미친다고하 다.
이러한임플란트치 골경부에응력이집중

되는것을고려하여치 골에발생하는부하를

감소시키기위한방법으로 Hansson 등31)은나사

의크기그리고나사형태도양향을미친다고하

고임플란트경부에유지요소를부여하는것이

shear 강도를감소시키는데유용하다고하 다.  
최근임플란트경부의치조골흡수를방지하

면서치간유두의유도에의한심미성증진을방

법으로Gardner32)가 platform switching을제안한이
래 Lazzara 등11)은방사선분석에의한경부골높

이를 측정하여 새로운 개념으로써 platform
switching을설명하 고 Maeda 등12)은동일한고

정체에 4 mm 지 치연결체와 3.25 mm 지 치

연결체를고정한후유한요소법을이용한생역

학적분석을통하여 platform switching는경부응
력감소를위한장점이있는방법이라하 다. 이
러한점에서본연구에서도 3개의모델을설계할
때 platform switching을기본으로하 으나향후

platform switching와 flat top interface 간의비교하면
임상에필요한유익한정보를얻을것으로사료

되었다.
Holmes 등33)도골내임플란트에있어서교합력

의전달에 한골질의 향을평가하기위해유

한요소분석을사용하여두꺼운피질골과고

도의골에임플란트식립은미세한움직임을감

소시켰고스트레스집중을감소시켜고정체를

안정시키고조직의고정을증가시켰다고하

다. 이러한점에서본연구에서는피질골과해면
골의탄성계수를 10,000과 5,000 MPa로하여설계
상최적의조건을부여하 다.   

Spivey 등34) 골유착정도는응력발생에 향을

미치며골유착정도가낮은경우응력이크게나

타나다고하 으며, 83% 골유착은 100%에비해
peak 응력수치가 5% 증가한다고하 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50% 골유착을가정하여설계하
던바생물학적골구조에따른유한요소모델

개발이필요할것으로사료되었다. 
모든나사산모델에서빗김부위에하중이작

용하므로써제1 구치협측경부치 골주위로

응력이집중되는양상을나타내며치 골하방

으로갈수록응력이급격히감소하는경향을보

다. 그러나하중부위와결합접촉률에따라 차
이를보이고있었다. 
이러한점에서응력에 한반응으로치 골

의역할은매우중요한것으로사료된다.
본연구에서 3가지모델의치 골의두께를일

정하게 3 mm 설정하 다.  따라서피질골의두께
에 한동일한조건을부여하 기에 향을미

치는요소로작용하지는않았다. Clelland 등35)은

피질골을횡주형등방형유한요소로간주하는

경우 30% 응력의증가가있었고, 피질골의두께
를 3 mm 피질골골두께는 1.5 mm 에비해응력
을최소한 50% 정도감소시킨다고하 다.  
본연구에서 4.5 mm 빗금경사하중을부여한
경우 50% 접촉률에서A형의경우 3.0 mm에비해
치 골정에 한최 응력이감소한반면, B형
의경우증가하는양상을보 다. 따라서계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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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서는최 응력이하중부위변화에따라

크게변함이없으나경사형구조에서는수직하

중과경사간에큰차이를보이고있는데이러한

차이는계단형결합구조체의단계계적수평구

조가경사형빗금하중이가해진경우하중의수

평적요소에적응하기때문인것으로사료되어

경사형구조체를지닌지 주에금관을설계하

는경우이러한부위에편심위저작력이작용하

지않도않도록설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되었다. Barbier 등36)도장축과 비장축부하

에 한유한요소응력분석에서가장큰골개조

차이는유발된응력의수평요소에의해크게결

정된다고보고하여가능한한임플란트의구조

적설계시이러한수평적요소에의한골소실감

소를위한구조를제안하고있다. 
그러한제안의하나로 Chu 등8)은부하에의한

임플란트주위골응력감소는지 주폭경, 지
주연결체깊이에의해 향을받는다고하 고,
깊고폭경이좁은지 주고정체연결체는치조

골응력집중에생역학적장점을가진다고하

다. 그러나본연구에서모든모델의경우 3.0 mm
치 골에매식한동일한고정체나사형태에서

내부결합구조에 따른응력분석을시도하 던

바향후치 골두께및강도에따른차이, 최적
결합체구조를얻기위한설계를고안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사료되었다.    

결 론

본연구에서는 1종의계단형과 2종의경사형
임플란트-지 주결합구조체에연결된상부치

관을 제작하여 각 치관에 설정된 하중위치에

200 N의하중을각각부여한후임플란트지 주

결합구조체의형태,  접촉면적및 하중의위치에
따른지지골상응력분포을 3차원유한요소분석
에의해평가하여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1. 하중조건이임프란트중심부위에서멀어질
수록치조골에가해지는응력이증가하면서

하중조건은응력발생에 향을미치는주

요요소 다.  
2. 빗금경사하중이부여된경우계단형구조
체는경사형구조체에비해유리한응력분

포를보 다.  
3. 지 주결합구조체가고정체의내벽에 해

접촉이많을수록골질에 한응력분산이

유리한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고정체폭경에서벗어난빗김하

중은결합구조체의종류와관계없이피질골정

및치 골에응력을집중시키므로교합면접촉

시발생하는힘을생체역학적으로조정할수있

도록기능적교합면을고정체의폭경내에위치

하는것을고려하여야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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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Finite Element Stress Analysis of Bone Tissue According to 

the Implant Connection Type 

Ook Byun, Da-Un Jung, In-Hae Han, Seong-Ryang Kim, Chang-Hee Lee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the stress distribution produced by simulated different load under two types of
internal connection implant system (stepped and tapered type) by means of 3D finite element analysis,

The finite element model was designed with the parallel placement of the one fixtures (4.0 mm×11.5 mm) with
reverse buttress thread on the mandibular 1st molar.

Two models were loaded with 200 N magnitude in the vertical direction on the central position of the crown, the 1.5
mm and 3 mm buccal offset point from the central position of the fixture. The oblique load was applied at the angle of
30�on the crown surface.

Von Mises stress value was recorded and compared in the fixture-bone interface in the bucco-lingual dimen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loading conditions of two internal connection implant systems (stepped and  tapered type) were the main factor

affecting the equivalent bone strain, followed by the type of internal connections.  
2. The stepped model had more mechanical stability with the reduced max. stress compared to 11�tapered models

under the  distributed oblique loading. 
3. The more the contact of implant-abutment interface to the inner wall of implant fixture, the less stress concentration

was reduced. (J Dent Rehab App Sci 2013:29(3):259 - 271) 

Key words: Finite element analysis, Internal connection implant system, Oblique load, von Mises stress  

Correspondence to: Chang-Hee Lee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Chosun University
309 Philmunro Dongu, Gwangju, 501-759, Korea
Tel: +82-62-220-3820, Fax: +82-62-227-2363, E-mail: socine@hanmail.net   
Received: August 3, 2013, Last Revision: August 30, 2013, Accepted: September 25,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