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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finite element analysis technique has been widely used for structural and mechanical understandings of human body in 

the dentistry field. This research proposed an effective finite element modeling method based on CT images, and parametric studies 

were performed for the occlusal simulation. The analyses were performed considering linear material behaviors and nonlinear 

geometrical effect, and validat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In addition, the skull models with two different molar relations such 

as Class Ⅰ and full-CUSP Class Ⅱ were generated and the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the proposed analytical method. As 

result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andibular movement and occlusal force of both two models showed similar tendency in 

human occlusal force. However, stress was evenly distributed from teeth to facial bone in the skull model with Class Ⅰ, while stress 

concentration was appeared in the model with full-CUSP Class Ⅱ due to the changes of occlusal surfaces of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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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의 식습 이 부드러운 음식 주로 변함에 따라 턱 

의 크기가 차 작아지는 형태로 인간은 진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치아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윗니와 아랫니가 제 로 

맞물리지 않는 부정교합이나 턱이나 코끝에 비해 입이 튀어 

나오는 돌출 입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한 치료방법  하나로 최근에는 발치 교정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나, 치료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구조 인 문제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발치와 치아 재배열로 

인한 교합면 변화는 작운동을 방해할 수 있으며, 교합력이 

두개골로 달되는 데에 큰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련 

연구의 필요성이 두된다. 

최근 치의학 분야에서도 인체에 한 구조 이고 역학 인 

이해를 하여 유한요소해석 기법이 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임상실험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석연구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Kim 

등(2012)은 CT(computed tomography)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여 하악골과 하악 치아의 유한요소모델을 구축하고, 변수 

연구를 통해 작 시뮬 이션을 구 하 다. 한 작 시 

발생하는 응력분포  변형률을 악하여 실험결과와 비교분석 

하 다. De Oliveira 등(2006)은 하 조건을 부여하여 교합면 

차이에 따른 치아의 변형을 분석하 다. 이때 실험으로는 

구 하기 어려운 미세한 교합면의 조정과 치아의 변형 측정을 

하여 상·하악 유한요소모델을 구축하고, 구조해석을 수행 

하 다. Ichim 등(2006)은 ferrule의 높이와 치근골  간의 

상 계를 악하기 하여, 우측 상악 치인 11번 

치아의 유한요소모델을 구 하 다. 한 다양한 경계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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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neration of 3D skull model in SCAN-IP

부여하여 변수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치아의 

내구성과 응력분포를 악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치아  악골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구조거동을 

측하고자 하 으나, 체 두개골 모델의 교합 시뮬 이션을 

구 한 연구는 비교  다. 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치료  

진단에 용하기 해서는 실제 발치 교정 이후 나타나는 교합 

형태를 반 하여 해석모델을 구 하고 그 구조거동을 악 

하는 것이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CT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유한요소모델링 

기법을 제안하고, 해석결과를 스트 인 게이지를 통한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 다. 한 제안된 기법을 이용하여 

상악 제 1 소구치를 제거한 발치 공간에 인 치아 3개(제 2 

소구치, 제 1 구치, 제 2 구치)가 완 히 이동한 Full- 

CUSP Ⅱ  교합과 정상 Ⅰ  교합형태를 갖는 두개골 모델의 

구조해석을 수행하 으며, 해석결과를 통해 두 모델의 치아  

두개골에 발생하는 구조거동을 악하여 비교․분석하 다.

2. 본    론

이 장에서는 치아  두개골의 3차원 유한요소모델 상세와 

해석기법에 해 설명하고, 스트 인 게이지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통해 해석결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 정상 Ⅰ 과 

Full-CUSP Ⅱ  교합 모델의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려고 한다.

2.1 3차원 유한요소모델링

38세 성인남성의 정상교합 상태 두개골 CT(0.75mm 

thickness) 이미지로부터 총 964개의 dicom 일을 출력하고, 

SCAN-IP(simpleware ltd, exeter, united kingdom)를 

통해 3차원 솔리드 모델을 구축하 다(Fig. 1). 이때 두개골 

해부도를 참고해서 이미지의 명암 조   필터링 작업을 

수행하여, 근육, 피부, 잇몸 등 비구조  부분을 제거한 뒤 

치아와 피질골, 골해면질 모델을 각각 구성하 다. 한 

피질골 모델의 하악 구 형태에 맞추어 평균 2.3mm 두께의 

악  모델을 구축하 다. 치주인 의 경우 그 범 가 매우 

미소할 뿐만 아니라 가는 섬유로 이루어진 물질이므로 CT 

이미지 상에서 모델로 구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치주인 의 두께는 0.27mm로 일정하고, 손상없이 치근을 

완 히 둘러싸고 있는 형태라는 가정 하에, 치아 모델의 바깥 

면을 0.27mm만큼 offset시킨 후 치근부만을 남기는 방식으로 

치주인  모델을 완성시켰다. 의 솔리드 모델을 기반으로 

Fig. 2와 같이 4면체 요소로 이루어진 정상교합 상태의 

두개골 유한요소모델을 구 하 으며, 이때 각 트의 요소 

개수  크기는 Table 1과 같다.

Fig. 2 3D skull finite element model

Part Number of elements Length of element edge

Teeth 587,766 0.2~0.7mm

Periodontal 

ligament
66,844 0.3~1.0mm

Cortical bone 1,817,511 0.3~3.0mm

Cancellous 

bone
882,036 0.6~2.5mm

Temporo-

mandibular 

joint

1,925 0.8~3.0mm

Table 1 Size and number of elements of each part

각 트에는 De Santis 등(2002)과 Minch(2013)의 

연구에 근거하여 탄성계수  포아송 비를 부여한 선형 

재료모델을 용하 으며, 그 상세는 Table 2와 같다. 특히, 

실제 치아는 크게 상아질, 법랑질, 백악질로 이루어져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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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Elastic 

modulus

Poisson’s 

ratio

Teeth 20GPa 0.3

Periodontal 

ligament
0.75MPa 0.45

Cortical 

bone
14.5GPa 0.323

Cancellous 

bone
1.37GPa 0.3

Temporo-

mandibular 

joint

10.0GPa 0.3

Table 2 Material properties used in the model

Fig. 3 Loading and restraints prescriptions

Toms 등(2003)과 Kim 등(2016)의 논문을 참고하여 치아 

부피의 부분을 차지하는 상아질의 재료 물성치를 치아 

트에 부여하 다.

교합 시 실제 두개골의 거동을 효과 으로 시뮬 이션하기 

하여 유한요소모델에 Fig. 3과 같은 하 조건  경계 

조건을 부여하 다. 씹기의 주역할을 하는 교근의 치와 

이동방향을 고려하여, 하악골의 칭된 두 이 쪽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하 조건을 용했다. 교합 시 하악골은 양쪽 

악 구를 심으로 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 모델과 

같이 개구 거리가 비교  작은 경우에는 하악골을 수직으로 

움직일 때 더 실제와 가까운 구조거동이 나타났다. 이는 Seol 

(2014)과 Kim 등(2016)의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계조건의 경우, 실제 두개골이 경추에 연결되어 몸통에 

고정되기 때문에 후두공 주변부에 x, y, z방향 모두 고정단 

조건을 부여하 다. 변수해석 결과, 경계조건의 선정부 가 

무 작은 경우 하악골이 이동함에 따라 두개골 모델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부 가 무 큰 경우 

뇌기 부에 과응력이 발생하 다. 따라서 해석 시 모델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두개골의 응력분포가 치의학 으로 

합리 으로 나타나는 범  내에서 경계조건을 설정했다. 

상악 구  하악 구와 악  모델 사이 각각의 

면을 구속하여, 시뮬 이션  악 의 거동에 따라 

상악, 하악모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하 다. 한 상·하악 

치아 사이 교합면은 Wierszycki 등(2006)의 논문에 근거한 

마찰계수 0.2를 용했다. 상용 로그램 ABAQUS version 

6.10-3(dassault systemes, velizy-villacoublay, france)을 

이용하여 기하비선형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2.2 실험을 통한 해석결과 검증

실험수행을 해 해석모델과 같은 CT 이미지를 기반으로 

경화성 수지(TSR-821, E=1.8GPa, =0.3)를 이용한 

복제 두개골  치아 실험체를 제작하 으며, 이때 치주인 와 

악 은 실리콘 인상재(Examix Fine, GC, E=1.7MPa, 

=0.375)로 재 하 다. 통상 인체의 거동에 련된 

해석모델은 인체실험 혹은 사체실험 등으로 검증하는 것이 

일반 이지만, 본 연구의 경우 실제 사람에게 측정 장치를 

용하는 것에 제약이 있으며, 사체의 두개골을 실험에 용할 

지라도 악 이나 치주인  등의 조직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인체의 물성치와는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Choy 등(2001)과 Cho 등(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치의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실험재료를 사용해서 실험체를 제작하게 

되었다.

Fig. 4와 같이 UTM(universal testing machine) 

인스트론에 두개골 실험체를 고정하고, 교근의 주행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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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lusal 

force [N]

Location

MP FZ TZ

Experimental 

result

100 -303 -166 -111

300 -803 -658 -390

Analytical 

result

100 -46 -24 -21

300 -130 -94 -53

Table 4 Strains obtained from the experiments and the 

analyses [µmm/mm]

Fig. 6 Full-CUSP in palmer notation system 

(a) Class Ⅰ

  

(b) Full-CUSP Class Ⅱ

Fig. 7 Comparison of teeth arrangement 

하악골에 일반 인 교합력 범 의 힘 100N, 300N의 교합력을 

부여하 다. 한 교합운동 시 주요 부 에서 발생하는 

변형률을 측정하기 해 Lim(2012)의 논문을 참고하여 

Fig. 5에 표시한 치조골  안면골의 세 군데 지 에 스트 인 

게이지를 부착하 다. 부착지 의 명칭과 정의는 Table 3과 

같다.

Fig. 4 Test set-up

Fig. 5 Marks for strain gauges on skull

Location Definition

MP Palatal surface of upper first molar

FZ
Midpoint of fronto-zygomatic suture on the 

lateral orbital rim

TZ Zygomatic process of temporal bone

Table 3 Definition of marks for strain gauges on skull

Table 4는 실험에서 스트 인 게이지를 통해 측정된 변형률과 

해석모델의 같은 지 에서 나타나는 변형률을 비교한 것이다. 

실험 결과, 변형률은 100N이 가력되었을 때 -303~-111 

µmm/mm, 300N을 가력한 경우 -803~-390µmm/mm로 

측정되었다. 가력하 에 계없이 변형률의 크기는 MP 지 에서 

가장 크며, TZ 지 에서 가장 작았다. 해석결과에서는 교합력을 

100N 가했을 때 -46~-21µmm/mm, 300N인 경우 

-130~-53µmm/mm의 변형률이 측정되었으며, 측정지 에 

따른 변형률 크기가 실험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모든 측정지 에서 해석치가 실험치에 비하여 약 

6~7배정도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험재료와 해석에 

입력된 재료모델의 탄성계수 차이에 의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해석결과를 검증하는 데에 있어 인체실험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복제 두개골 실험체를 제작하 으며, 이때 사용된 

경화 수지의 탄성계수는 해석모델에 사용된 재료 물성치에 

비해 약 8배 정도 작다. 따라서 같은 힘을 가했을지라도 

실험에서 측정된 변형률이 6~7배 정도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결과 으로 이 변형률 차이가 탄성계수의 차이와 

거의 일치하며, 실험과 해석의 경향성이 매우 유사하므로 본 

해석모델은 타당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3 Full-CUSP Ⅱ  교합모델

앞서 만든 정상교합모델의 우측 상악 제 1 소구치인 14번 

치아모델을 제거한 뒤, 인 치아인 제 2 소구치(15번)  제 

1 구치(16번), 제 2 구치(17번)를 발치한 공간에 완 히 

이동시켜 Full-CUSP Ⅱ  교합모델을 구 하 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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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orce-displacement curves predicted from the 

FE models 

Class Ⅰ Full-CUSP Class Ⅱ

Table 5 Comparison of stress(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이때 치아모델의 이동으로 인해 치조골에 생기는 빈 공간은 

치근의 형태가 남지 않도록 주변 치조골 형태에 맞추어 

요소를 채워 모델링하 다. 완성된 모델의 총 요소 개수는 

3,339,053개이다. Fig. 7은 정상 Ⅰ  교합모델과 Full- 

CUSP Ⅱ  교합모델의 우측 치열을 비교한 것으로 (a)의 

정상 Ⅰ  교합모델에 비해 (b)의 Full-CUSP Ⅱ  교합모델이 

치아가 하나 고, 치아배열도 조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델의 형태를 제외한 트 구성과 재료 물성치, 하 조건  

경계조건 등은 정상 Ⅰ  교합모델과 동일하게 용하여 

기하비선형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2.4 정상 Ⅰ  교합모델과 Full-CUSP Ⅱ  교합모델의 

해석결과 비교분석

해석 결과, 교합력과 하악골 이동거리 간의 계는 Fig. 

8과 같이 나타난다. 해석 수행 시 displacement-control 

방식으로 하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하악골이 이동함에 

따라 고정단으로 지정한 후두공 주변부 지 에서 발생하는 

반력의 합으로 교합력을 추정하 다. 그래  기에는 Full- 

CUSP Ⅱ  교합 시 정상 Ⅰ  교합에 비해 더 큰 교합력이 

나타났다. 이는 Full-CUSP Ⅱ  교합모델의 치열이 

부정교합에 가깝기 때문에, 하악골이 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부 아랫니가 윗니에 먼  닿아 집 하 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하악골 이동거리가 1mm 이상인 경우 정상 

Ⅰ  교합모델에서 발생하는 교합력이 Full-CUSP Ⅱ  

교합모델에 비해 약 5~15%정도 크게 나타났으며, 하악골 

이동거리가 길수록 그 차이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상·하악 치아의 교합이 완 히 이루어지면, 정교합 시 발생하는 

교합력이 부정교합인 경우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Kwon 등(2006)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사람의 평균 교합력은 

약 250N으로 Fig. 8의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지 이다. 

즉 실제 교합력 범 에서는 그래 에서 볼 수 있듯, 정상 

Ⅰ 과 Full-CUSP Ⅱ  교합모델의 거동이 매우 유사할 

것으로 측된다.

Table 5는 정상 Ⅰ  교합모델과 Full-CUSP Ⅱ  교합 

모델의 응력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먼  (a)의 체 두개골 

벨에서 보면 정상 Ⅰ  교합모델은 좌우측의 응력분포가 

비교  칭 으로 나타나는 반면, Full-CUSP Ⅱ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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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에 비해 치아가 한 개 부족한 우측에서 응력이 더 게 

발생하 다. 우측 치조골 부분만을 확 한 (b)에서는 정상 

Ⅰ  교합모델의 경우 상·하악 치조골에 균등하게 응력이 

발생하지만, Full-CUSP Ⅱ  교합 시에는 하악 제 2 

구치(47번) 주변부 치조골에만 응력이 집 되는 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c)는 (b)에서 치조골  

치주인  모델을 제거하고 치아 부분만 비교한 것으로 Full- 

CUSP Ⅱ  교합모델의 상악 치근 부분에 응력이 집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d)의 상·하악 교합면의 응력분포를 

통해 유추했을 때, 정교합에 비해 윗니와 아랫니가 제 로 

맞물리지 않아 편심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교합면을 

살펴보면 정상 Ⅰ  교합모델의 경우 상·하악 제 2 구치의 

distal 부분을 제외하고는 치아 반에 고른 응력분포가 

나타나지만, Full-CUSP Ⅱ  교합모델은 치아머리  치근 

일부에만 응력이 발생한다. 이는 치아의 부재  재배열로 

인해 교합면이 달라짐에 따른 결과라고 단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T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치아  두개골의 

유한요소모델링 기법을 제안하고, 다양한 변수해석을 통해 

교합 시뮬 이션을 구 하여 기하비선형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한 해석결과를 스트 인 게이지를 통한 실험결과로 검증 

하 다. 제안된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정상 Ⅰ 과 Full- 

CUSP Ⅱ  교합상태의 두개골 모델을 구 하 으며, 두 

모델에 동일한 물성치  하 조건, 경계조건을 부여하여 

구조거동을 악하고 비교․분석하 다.

해석 결과, 교합력과 하악골 이동거리 간의 계를 통해 

교합운동 기에는 부정교합에 가까운 Full-CUSP Ⅱ  

교합모델에서 발생하는 교합력이 더 크게 나타나지만, 완 히 

교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정상 Ⅰ  교합모델에서 발생하는 

교합력이 약 5~15%정도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실제 교합력 범 에서는 두 모델 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측되었다. 반면 두 모델의 응력분포에는 차이가 

있었다. 체 두개골 벨에서 정상 Ⅰ  교합모델은 양측의 

응력분포가 비교  칭 으로 나타났으나, Full-CUSP 

Ⅱ 의 경우 좌측에 비해 우측의 응력이 더 게 발생했다. 

한 우측 치조골  치아 부분에서 정상 Ⅰ  교합모델은 

상·하악 치조골  치아 반에 균등하게 응력이 발생하지만, 

Full-CUSP Ⅱ  교합 시에는 하악 제 2 구치(47번) 

주변부 치조골과 상악 치근에만 응력이 집 되는 상이 

나타났다. 이는 발치 교정 치료 후 교합면 변화로 인해 부정 

교합에 가까운 교합형태가 나타날 때, 편심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일부 치아에 집 하 이 발생하여 

치아의 피로도 증가  손상의 험이 있을 것이라 단된다. 

그러나 이를 제 로 분석하기 해서는 여러 발치 교정 상태의 

두개골 모델을 통한 변수해석이 필요하며, 실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치아  두개골의 유한요소모델링 

기법과 교합 시뮬 이션의 구  방법은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 으로 구조거동을 측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부정교합, 돌출 입 등의 치료  진단뿐만 아니라 교합면의 

조정이 요한 임 란트, 교정장치 등의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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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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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열로 인하여 교합면이 달라지면서 생긴 결과라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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