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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ress distribution of condylar regions and edentulous mandible with

implant-supported cantilever prostheses on the certain conditions, such as amount of load, location of load, direction of

load, fixation or non-fixation on the condylar regions.

Three 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was used for this study. FEM model was created by using commercial

software, ANSYS(Swanson, Inc., U.S.A.). Fixed model which was fixed on the condylar regions was modeled with 74323

elements and 15387 nodes and spring model which was sprung on the condylar regions was modeled with 75020 elements

and 15887 nodes. Six Brånemark implants with 3.75 mm diameter and 13 mm length were incorporated in the models.

The placement was 4.4 mm from the midline for the first implant; the other two in each quardrant were 6.5 mm apart.

The stress distribution on each model through the designed mandible was evaluated under 500N vertical load, 250N

horizontal load linguobuccally, buccal 20 degree 250N oblique load and buccal 45 degree 250N oblique load . The load

points were at 0 mm, 10 mm, 20 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es from the center of the distal fixtu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stress distribution of condylar regions between two models showed conspicuous differences. Fixed model showed

conspicuous stress concentration on the condylar regions than spring model under vertical load only. On the other hand,

spring model showed conspicuous stress concentration on the condylar regions than fixed model under 250N horizontal

load linguobuccally, buccal 20 degree 250N oblique load and buccal 45 degree 250N oblique load.

2. Fixed model showed stress concentration on the posterior and mesial side of working and balancing condylar necks

but spring model showed stress concentration on the posterior and mesial side of working condylar neck and the

posterior and lateral side of balancing condylar neck under vertic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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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치아 결손에 의해 상실된 구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정성 국소의치 가철성 국소의치 총의치, ,

등의 여러 가지 전통적인 보철 수복 방법이 사용되

어 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보철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한 경우에도 가철성 보철물을,

기피하려는 환자들의 요구 때문에 치과 임플란트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되고 있다1)
.

스웨덴의 가 생체와 금속간의 직접적인Brånemark

결합 현상을 발견하고 골 유착이란 개념에 대해 보

고한 후 장기간의 기초 및 임상 시험을 통하여 1980

년대 이후 치근형 골 유착성 임플란트가 치과 수복

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2-5) 골 유착성 임플란트.

보철물이 구강내에서 장기간 성공적으로 유지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재료 자

3. Fixed model showed stress concentration on the posterior and lateral side of working condylar neck and the anterior

and mesial side of balancing condylar neck but spring model showed stress concentration on the anterior sides of

working and balancing condylar necks under horizontal load linguobuccally.

4. Fixed model showed stress concentration on the posterior side of working condylar neck and the posterior and lateral

side of balancing condylar neck but spring model showed stress concentration on the anterior side of working condylar

neck and the anterior and lateral side of balancing condylar neck under buccal 20 degree oblique load.

5. Fixed model showed stress concentration on the anterior and lateral side of working condylar neck and the posterior

and mesial side of balancing condylar neck but spring model showed stress concentration on the anterior side of

working condylar neck and the anterior and lateral side of balancing condylar neck under buccal 45 degree oblique

load..

6. The stress distribution of bone around implants between two models revealed difference slightly. In general, magnitude

of Von Mises stress was the greatest at the bone around the most distal implant and the progressive decrease more

and more mesially. Under vertical load, the stress values were similar between implant neck and superstructure

vertically, besides the greatest on the distal side horizontally.

7. Under horizontal load linguobuccally, buccal 20 degree oblique load and buccal 45 degree oblique load, the stress values

were the greatest on the implant neck vertically, and great on the labial and lingual sides horizontally.

After all, it was considered that spring model was an indispensable condition for the comprehension of the stress

distributions of condylar regions.

Key words : cantilever, three 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condyle, implant, fixed model, spr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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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생체 적합성 골 조직의 양과 질 외과 술식 및, ,

상부 보철물의 설계 등 여러 요소가 중요하지만 특

히 골 유착성 임플란트 보철물은 생체 기능성의 측

면에서 구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저작시 발생하

는 교합력에 대해 적절히 지지할 수 있도록 생체 역

학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6,7) 따라서 저작시 발생.

하는 하중으로 인한 응력 집중에 의해 임플란트 또

는 상부 구조물 및 주변 골 조직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개

발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국 내외적인 추세이다
8-10)

.

이와 더불어 기능 운동시 관절에 가해지는 힘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즉. ,

악관절이 기능 운동시 응력을 받는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저작시 교합력을 통해 분산되고,

악관절 조직은 힘을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는 주장

에 근거하여 와Roberts Tattersall
11)

, Roberts
12)는 악관

절이 응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악관,

절은 일생에 걸쳐 넓은 골 조직의 재형성이 이루어

지고 이 과정이 치열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

는 사실을 들어 Hylander
13,14)와 Roydhouse

15)는 악관

절이 응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 다른 논의로는 편측 저작시 어느 과두가 더 큰

응력을 받느냐에 관한 것인데, Page
16)

, Hekneby
17)는

작업측 과두가 더 큰 응력을 받는다고 했고 양측,

근육 힘의 비와 과두 응력의 비교 연구를 통해

Hylander
13,14)

, Roydhouse
15)

, Smith
18)는 균형측 과두가

더 큰 응력을 받는다고 했다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

고 있는 이유는 악관절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

은 다양하며 환자에서 관절에 작용하는 힘의 분포

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관절의 응력을 이해하는 것은 악관절 기

능 장애의 치료뿐만 아니라 인공 관절을 설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작 기능시 과두와 임플란트 및 주변 골 조직에

대한 응력 해석은 직접 구강내에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실질적으로 실행 및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인 해석 방법19,20)이 널리 이용되고 있

다 이러한 간접적인 해석 방법 중에서 최근 고성. ,

능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미세 부위까지 응력 해석

이 가능한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연구21-24)가 보고되

고 있다 그러나 유한요소법의 경우에는 해석 대상. ,

의 구조를 도형 상에서 유한 개의 요소로 분할하기

때문에 요소를 분할하는 크기 및 방법에 따라 해석

의 오차 값이 달라지고 특히 경계 조건을 어떻게 설

정하느냐에 따라 해석의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

다는 단점이 있다 국 내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많은.

연구에서도 초기의 해석 모델의 설정에 어려움과

이로 인한 결과의 한계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25-28) 즉 인체의 하악골로부터 직접적으로 모델링. ,

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으로 인해 컴퓨터 단,

층 촬영을 이용하여 하악골을 모델링한 경우가 많

다 최근에는 점차 많은 연구들이 가급적 많은 변수.

를 삽입함으로써 구강내 상태에 근접하려는 노력들

이 진행중이며 저작근의 작용을 적용시킨 모델을,

이용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29-31) 그러나 측. ,

두하악관절 부위의 가동성 요소를 표현한 경우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체의 하악골을 이용하,

여 하악골을 모델링하고 저작근의 작용을 고려하,

였으며 측두하악관절 부위에 인장 및 압축 비틀림, ,

을 허락하는 스프링 요소 를 사용하(spring element)

여 가동성을 부여한 경우와 측두하악관절 부위에

가동성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다양한 하,

중하에 임플란트 지지 캔틸레버 고정성 보철물을

하악에 장착시 과두와 임플란트 주변골의 응력 분

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측두하악관절 부위가 응력

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재료 및 방법

하악골의 모델링1.

하악골내 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사체의 하악골을 레진으로 포매한 후 경조직 절단

기를 이용하여 두께 의 절편을 제작하였다1 mm

본 연구에 사용된 사체의 하악골은 유치악(Fig. 1).

상태였으며 임플란트 수명을 위해 최소 두께, 1 mm

의 피질골이 필요하다는 보고32)를 참고하여 상부는

두께 이상의 피질골을 가진 평평한 형태로1 mm

설정하였으며 다른 부위는 사도 를 이용하, (tracing)

여 구현하였다 얻어진 사도를 일반 스캐너장비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옮긴 다음 프로그램인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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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ctioned human mandible

MDT(Mechanical 을Desk Top, Auto desk Inc., U.S.A.)

사용하여 절단 간격으로 배열한 후 와이어 프레임

상태의 기본 차원 형태를 얻었으며 이(wire frame) 3

를 기초로 차원 표면 하악골 모3 (surface mandible)

델을 완성하였다(Fig. 2).

임플란트와 상부 구조의 모델링2.

임플란트 고정체는 직경 길이 인3.75 mm, 13 mm

나사형 Brånemark implant(Nobel Biocare AB,

를 사용하였다 이를 버어니어Gothenburg, Sweden) .

켈리퍼스로 실측하여 고정체의 축방향 단면 치수를

얻었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원 고정체 모형MDT 3

을 완성하였다.

상부 구조는 전치부와 구치부에서 실제 발거된 치

아와 시술된 보철물을 참조하여 간격씩 단면1 mm

부위를 모눈종이에 도시하여 높이 의 기본 상8mm

부 구조를 얻었으며 이를 화하여 임플란트 지, CAD

지 캔틸레버 고정성 보철물 형태로 모델링 하였다.

측두하악관절과 근육 부위의 모델링3.

과두는 하악골 모델링 부위에서 표현하였으며 측

두골은 해석상 과두를 둘러싸고 있는 일부 부위만,

을 기존의 물성치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과두.

와 측두골 사이의 관절 원판은 간격 요소(gap

와 기능이 비슷하면서 보다 해석결과가 안element)

정적인 개의 절점 을 가지는 스프링 요소2 (node)

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spring element)

판단되어 이를 사용하였다
33,34)

.

Fig. 2. Surface model of human mandible

근육부위는 Nelson
35)

등, Starmans
36)
의 연구에 근

거하여 편측 구치 저작시 관여하는 저작근의 힘 방,

향 부착부위를 평행한 다수의 근 긴장 벡터들로 나,

타내었고 관절 원판에 부착되는 외측 익돌근 상두,

는 기능의 불확실성과 연구의 복잡함 때문에 생략

하였다 근육 힘의 양은(Fig. 3). (Xmi K) EMGmi=ㆍ ㆍ

로 표시되었는데 는 근육의 단면적 는Mir , Xmi , K

골격근의 상수 는 최대 반응에 대한(N/ ), EMGmi㎠

근육 수축의 은 근육 힘의 양이고scaled values, Mir ,

여기서 는 근육에 대한 이Xmi K weighting factorㆍ

고 값은 로서 양자의 곱으로, EMGmi scaling factor

표시되었다(Table. 1)
35,36)

.

해석 모델4.

모든 재료는 등방성 균질성 선형 탄성체로 모델, ,

링 하였으며 재료 성질은 다음과 같다, (Table. 2).

본 실험에 사용된 경계 조건은 하악골의 과두 부

위의 자유도 를 구속하는 경우(degree of freedom)

와 실제 과두 부위의 가동성을 고려하(fixed model)

여 스프링으로 측두골과 연결하여 모든 방향의 변

위를 허용하는 경우 로 나누어 해석하(spring model)

였다 그리고 저작시 양측 과두가 측두골 관절와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전제 조건을 설정하였다.

요소와 절점수는 측두하악관절 부위가 구속된 구

속형 모델의 경우 개의 요소와 개의 절, 74323 15387

점이 사용되었으며 측두하악관절 부위에 가동성을,

허용한 스프링 모델의 경우에는 개의 요소와75020

개의 절점이 사용되었다15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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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uscle attached model

Table 2. Material Properties

Material
Young’s

Modulus(MPa)

Poisson’s

Ratio( )ν

Type gold alloyⅢ 90,000 0.33

Cortical bone 14,000 0.30

Cancellous bone 1,500 0.30

Titanium 110,000 0.33

임플란트는 정중선으로 부터 떨어진 위4.4 mm

치에 첫 임플란트를 식립했고 다른 개는, 2 6.5 mm

Fig. 4. Load conditions.

이상의 위치에서는 응력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보고
37)
를 참고하여 각각 간격으로6.5 mm

편측 개씩 총 개를 식립하여 최후방 임플란트를3 6

임플란트 근심쪽으로 이동하면서 각각 임플란트1,

임플란트 으로 하였다 응력 분포를 비교2, 3 (Fig. 4).

분석하고자 각각의 임플란트별로 보철물의 최상부,

로부터 임플란트의 최하부점까지의 거리를 수직적

으로 개의 위치로 나누었으며 각 위치당 수평적12 ,

으로 개의 위치 협측 설측 근심 원심 로 나누어4 ( , , , )

총 개의 위치에서 응력을 측정하였고 이를 상부48 ,

구조 임플란트 경부 임플란트 고정체의 부위로, , 3

분류하여 관찰을 하였다.

Table 1. Muscle load sets for a unilateral molar clenching task.

Muscle group
Muscle group

weight(N)

Scaling Factors Unit vector coordinates-R

R/WS L/BS X Y Z

Superficial masseter 190.40 0.72 0.60 -0.207 +0.885 +0.419

Deep masseter 81.60 0.72 0.60 -0.546 +0.758 -0.358

Medial pterygoid 174.80 0.84 0.60 +0.486 +0.791 +0.372

Anterior temporalis 158.00 0.73 0.58 -0.149 +0.988 +0.044

Middle temporalis 95.60 0.66 0.67 -0.221 +0.837 -0.500

Posterior temporalis 75.60 0.59 0.39 -0.208 +0.474 -0.855

Lateral pterygoid 66.90 0.30 0.65 +0.630 -0.174 +0.757

R: Right, L: Left, WS: Working Side, BS: Balancing Side①

The X,Y,Z coordinates are the three dimensional coordinates of unit vectors representing muscle direction. all coordinates②

are referenced to a global Carthesian coordinates system , where the XY plane is the frontal plane in which the mandible

was originally imaged, XZ represent the orientation of the occlusal plane, and YZ plane lies orthogonally to both XY and

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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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조건은 정하중을 캔틸레버를 따라 최후방

임플란트의 교두 부위 에 하중점을 정(cusp) (0 mm)

하였고 이로부터 원심 위치에서 각, 10 mm, 20 mm

각 협측교두 중심에 하중점을 정하였다 하중 방향.

은 장축방향으로 수직 하중을 가한 경우1) 500N , 2)

설협 방향으로 도 수평 하중을 가한 경우90 250N ,

치아 장축으로부터 협측 도 경사 하중을3) 20 250N

가한 경우 치아 장축으로부터 협측 도 경사, 4) 45

하중을 가한 경우로 하였다250N (Fig. 4).

모든 임플란트는 골 유착되었으며 그 위에100%

상부 구조가 부착된 것으로 간주했다 본 실험의 유.

한요소 모형의 해석은 ANSYS(version 5.3, Swanson

유한요소 프로Analysis System Incorporation, U.S.A.)

그램을 이용하여 Enterprise 3500 Workstation(Sun

상에서 수치계산Microsystems, Inc., U.S.A.) (solution)

과 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post-processing) .

.Ⅲ 연구 성적

각 하중 조건하의 응력 분포를 과두 부위와 임플

란트 주변골 부위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과두 부위의 응력 분포 비교1.

압축력을 나타내는 최소 주응력을 각각 과두와

과두경부에 따라 비교하였다.

장축 방향으로 수직 하중을 가한 경우(1) 500N

구속형 모델에서 하중 위치시 작업측에서, 0 mm

최소 주응력은 과두 후방측 과 과두경부(-26.4 N/ )㎟

후내측 에 집중되었고 균형측에서도(-248.4 N/ ) ,㎟

과두 후방측 과 과두경부 후내측(-21.4 N/ ) (-239.5㎟

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후방N/ ) . 10 mm, 20㎟

위치에서 하중을 가한 경우에서도 유사한 응력mm

분포를 보였으며 최소 주응력량은 과두경부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과두에서는 일정한 양상

이 없었다(Fig.7,8).

스프링 모델에서 하중 위치시 작업측에서, 0 mm

최소 주응력은 과두 후내측 과 과두경(-61.8 N/ )㎟

부 후내측 에 집중되었고 균형측에서(-102.2 N/ ) ,㎟

는 과두 후외측 과 과두경부 후외측(-66.8 N/ )㎟

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후방(-95.6 N/ ) . 10㎟

위치에서 하중을 가한 경우에서는 유사한 응력mm

분포를 보였으나 후방 위치에서 하중을 가, 20 mm

한 경우에서는 작업측에서 최소 주응력은 과두 전

방측과 과두경부 후내측 에 집중되었고 균형측에,

서는 과두 외측과 과두경부 후외측에 집중되었다.

최소 주응력량은 과두와 과두경부 모두에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Fig.5-8).

상기 결과에서 수직 하중시 개의 모델간에 응, 2

력 분포와 응력량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Plate 1-6).

설협 방향으로 도 수평 하중을 가한 경(2) 90 250N

우

구속형 모델에서 하중 위치시 작업측에서, 0 mm

최소 주응력은 과두 후외측 과 과두경부(-8.7 N/ )㎟

후외측 에 집중되었고 균형측에서는 과(-8.2 N/ ) ,㎟

두 후내측 과 과두경부 전내측(-2.1 N/ ) (-13.4 N/ )㎟ ㎟

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후방. 10 mm, 20 mm

위치에서 하중을 가한 경우에서도 유사한 응력 분

포를 보였으나 작업측 과두경부의 응력 분포는 후

외측에서 전외측으로 이동되었다 최소 주응력량은.

과두경부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과두에

서는 일정한 양상이 없었다(Fig.7,8).

스프링 모델에서 하중 위치시 작업측에서, 0 mm

최소 주응력은 과두 중앙측 과 과두경(-67.2 N/ )㎟

부 전중앙측 에 집중되었고 균형측에(-211.0 N/ ) ,㎟

서도 과두 중앙측 과 과두경부 전중앙(-63.3 N/ )㎟

측 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후방(-196.6 N/ ) .㎟

위치에서 하중을 가한 경우에서도10 mm, 20 mm

유사한 응력 분포를 보였다 최소 주응력량은 과두.

와 과두경부 모두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5-8).

상기 결과에서 설협 방향으로 도 수평 하중을, 90

가한 경우 개의 모델간에 응력 분포와 응력량에2

있어 차이를 보였다(Plate 7-12).

치아 장축으로부터 협측 도 경사 하중을(3) 20 250N

가한 경우

구속형 모델에서 하중 위치시 작업측에서, 0 mm

최소 주응력은 과두 후방측 과 과두경부(-27.1 N/ )㎟

후중앙측 에 집중되었고 균형측에서는(-87.9 N/ ) ,㎟

과두 후방측 과 과두경부 후외측(-10.2 N/ ) (-85.5㎟

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후방N/ ) . 10 mm,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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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inimum principal stresses in the working
condylar neck on fixed and spring model
(N/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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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inimum principal stresses in the balan-
cing condylar neck on fixed and spring
model(N/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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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inimum principal stresses in the working
condylar head on fixed and spring
model(N/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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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inimum principal stresses in the balan-
cing condylar head on fixed and spring
model(N/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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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서 하중을 가한 경우 과두에서는 유사한mm

응력 분포를 보였으나 작업측 과두경부의 응력 분

포는 후중앙측에서 후내측방향으로 이동되었고 균,

형측 과두경부의 응력 분포는 후외측에서 후내측방

향으로 이동되었다 최소 주응력량은 과두경부와.

작업측 과두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균형

측 과두에서는 일정한 양상이 없었다(Fig.8).

스프링 모델에서 하중 위치시 작업측에서, 0 mm

최소 주응력은 과두 중앙측 과 과두경(-34.1 N/ )㎟

부 전중앙측 에 집중되었고 균형측에서(-91.2 N/ ) ,㎟

는 과두 중앙측 과 과두경부 전외측(-32.9 N/ )㎟

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후방(-107.3 N/ ) .㎟

위치에서 하중을 가한 경우에서도10 mm, 20 mm

유사한 응력 분포를 보였다 최소 주응력량은 작업.

측과 균형측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5-8).

상기 결과에서 치아 장축으로부터 협측 도 경, 20

사 하중을 가한 경우 개의 모델간에 응력 분포와2

응력량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Plate 13-18).

치아 장축으로부터 협측 도 경사 하중을(4) 45 250N

가한 경우

구속형 모델에서 하중 위치시 작업측에서, 0 mm

최소 주응력은 과두 후방측 과 과두경부(-19.9 N/ )㎟

전외측 에 집중되었고 균형측에서는 과(-37.2 N/ ) ,㎟

두 후방측 과 과두경부 후내측(-8.9 N/ ) (-46.2 N/ )㎟ ㎟

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후방. 10 mm, 20 mm

위치에서 하중을 가한 경우 유사한 응력 분포를 보

였으나 작업측 과두경부의 응력 분포는 전외측에서

후내측으로 이동되었다 최소 주응력량은 작업측.

과두와 균형측 과두경부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으나 균형측 과두에서는 일정한 양상이 없었다

(Fig.8).

스프링 모델에서 하중 위치시 작업측에서, 0 mm

최소 주응력은 과두 중앙측 과 과두경부(-51.3 N/ )㎟

전중앙측 에 집중되었고 균형측에서는(-151.9 N/ ) ,㎟

과두 중앙측 과 과두경부 전외측(-49.1 N/ ) (-167.3㎟

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후방N/ ) . 10 mm, 20㎟

위치에서 하중을 가한 경우에서도 유사한 응력mm

분포를 보였다 최소 주응력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차이는 미미했다 (Fig.5-8).

상기 결과에서 치아 장축으로부터 협측 도 경, 45

사 하중을 가한 경우 개의 모델간에 응력 분포와2

응력량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Plate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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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on Mises stress under 500 N vertical
load at 0 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 im ; impl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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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on Mises stress under 500 N vertical
load at 10 mm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m ; impl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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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on Mises stress under 500 N vertical
load at 20 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m ; impl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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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on Mises stress under 250 N linguo-
buccal load at 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m ; impl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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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Von Mises stress under 250 N linguo-
buccal load at 1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m ; impl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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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Von Mises stress under 250 N linguo-
buccal load at 2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m ; impl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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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주변골의 응력 분포 비교2.

영구 변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하는 등가응력

을 각각의 하중 조건에 따라 비교(von Mises stress)

하였다.

장축 방향으로 수직 하중을 가한 경우(1) 500N

구속형 모델 과 스프링 모델에서의 결과를 비교

할 때 응력 분포 양상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다만,

응력량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Fig.9-11, Plate

1-6).

하중 위치시 응력 분포 양상은 임플란트0 mm 1

에서 수직적으로는 보철물 상부에서 응력 집중이

최대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임플란트 경부에서 응,

력 집중이 발생하였고 수평적으로는 순면쪽에 응,

력 집중이 발생하였다 임플란트 와 에서 수직적. 2 3

으로는 임플란트 경부에서 응력 집중이 최대로 나

타났으며 그 다음 보철물 상부에서 응력 집중이 발,

생하였고 수평적으로는 임플란트 에서 개의 면에, 2 4

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임플란트 에서 설면쪽에, 3

응력 집중 현상이 발생하였다 등가응력은 임플란.

트 의 보철물 상부 에서 가장 응력량이1 (208.5 N/ )㎟

컸으며 임플란트 임플란트, 2(30.34 N/ ), 3(25.42 N/㎟

으로 갈수록 응력량은 현저히 감소했다) .㎟

후방 하중 위치시 응력 분포 양상10 mm, 20 mm

은 임플란트 에서 수직적으로는 임플란트 경1, 2, 3

부에서 응력 집중이 최대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보,

Fig. 15. Von Mises stress under 250 N buccal
20 degree load at 0 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m ; impl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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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 상부에서 응력 집중이 발생하였고 수평적으로

는 원심면쪽에 응력 집중이 발생하였다(Fig. 10, 11).

등가응력은 임플란트 의 임플란트 경부1 (342.3 N/ )㎟

에서 가장 응력량이 컸으며 임플란트, 2(212.2 N/ ),㎟

임플란트 으로 갈수록 응력량은 현저히3(101.1 N/ )㎟

감소했다.

설협 방향으로 도 수평 하중을 가한 경(2) 90 250N

우

구속형 모델과 스프링 모델에서의 결과를 비교할

때 응력 분포양상은유사하게나타났으며 다만응력,

량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Fig.12-14, Plate 7-12).

Fig. 16. Von Mises stress under 250 N buccal
20 degree load at 1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m ; impl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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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Von Mises stress under 250 N buccal
20 degree load at 20 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m ; impl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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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위치시 응력 분포 양상은 임플란트0 m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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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직적으로는 보철물 상부에서 응력 집중이

최대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임플란트 경부에서 응,

력 집중이 발생하였고 수평적으로는 순 설면쪽에, ,

응력 집중이 발생하였다 임플란트 와 에서는 수. 2 3

직적으로는 임플란트 경부에서 응력 집중이 최대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보철물 상부에서 응력 집중이,

발생하였고 수평적으로 순설면쪽에 응력 집중현, ,

상이 발생하였다 등가응력은 임플란트 의 보철물. 1

상부 에서 가장 응력량이 컸으며 임플(146.21 N/ ) ,㎟

란트 임플란트 으로 갈수2(88.50 N/ ), 3(43.52 N/ )㎟ ㎟

록 응력량은 현저히 감소했다.

Fig. 18. Von Mises stress under 250 N buccal
45 degree load at 0 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m ; impl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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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Von Mises stress under 250 N buccal
45 degree load at 10 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m ; impl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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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하중 위치시 응력 분포 양상10 mm, 20 mm

은 임플란트 에서 수직적으로는 임플란트 경1, 2, 3

부에서 응력 집중이 최대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보,

철물 상부에서 응력 집중이 발생하였고 수평적으로

는 순 설 원심면쪽에 응력 집중이 발생하였다, ,

등가응력은 임플란트 의 임플란트 경(Fig.13, 14). 1

부 에서 가장 응력량이 컸으며 임플란(281.5 N/ ) ,㎟

트 임플란트 으로 갈수록2(90.00 N/ ), 3(43.12 N/ )㎟ ㎟

응력량은 현저히 감소했다.

치아 장축으로부터 협측 도 경사 하중을(3) 20 250N

가한 경우

구속형 모델 과 스프링 모델에서의 결과를 비교

할 때 응력 분포 양상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다만,

응력량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Fig.15-17, Plate

13-18).

하중 위치시 응력 분포 양0 mm, 10 mm, 20 mm

상은 임플란트 에서 수직적으로는 임플란트1, 2, 3

경부에서 응력 집중이 최대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보철물 상부에서 응력 집중이 발생하였고 수평적,

으로 순 설면쪽에 응력 집중 현상이 발생하였다, .

등가응력은 임플란트 의 임플란트 경부1 (267.64 N/

에서 가장 응력량이 컸으며 임플란트) , 2(123.68㎟

임플란트 으로 갈수록 응력량은N/ ), 3(47.27 N/ )㎟ ㎟

현저히 감소했다.

Fig. 20. Von Mises stress under 250 N buccal
45 degree load at 20 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m ; impl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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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1.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500N
vertical load at 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fix model.

Plate 2.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500N
vertical load at 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spring
model.

Plate 3.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500N
vertical load at 1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fix model.

Plate 4.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500N
vertical load at 1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spring
model.

Plate 5.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500N
vertical load at 2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fix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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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6.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500N
vertical load at 2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spring
model.

Plate 7.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250N
linguobuccal load at 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fix model.

Plate 8.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250N
linguobuccal load at 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spring
model.

Plate 9.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250N
linguobuccal load at 1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fix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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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10.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250N
linguobuccal load at 1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spring
model.

Plate 11.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250N
linguobuccal load at 2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fix
model.

Plate 12.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250N
linguobuccal load at 2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spring
model.

Plate 13.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250N
buccal 20 degree load at 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fix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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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14.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250N
buccal 20 degree load at 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spring
model.

Plate 15.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250N
buccal 20 degree load at 1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fix
model.

Plate 16.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250N
buccal 20 degree load at 1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spring
model.

Plate 17.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250N
buccal 20 degree load at 2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fix
model.

Plate 18.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250N
buccal 20 degree load at 2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spr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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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19.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250N
buccal 45 degree load at 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fix
model.

Plate 20.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250N
buccal 45 degree load at 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spring
model.

Plate 21.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250N
buccal 45 degree load at 1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fix
model.

Plate 22.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250N
buccal 45 degree load at 1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spr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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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23.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250N
buccal 45 degree load at 2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fix
model.

Plate 24. The stress distribution under 250N
buccal 45 degree load at 20mm
along the cantilever prosthesis in
spr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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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장축으로부터 협측 도 경사 하중을(4) 45 250N

가한 경우

구속형 모델과 스프링 모델에서의 결과를 비교할

때 응력 분포 양상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다만 응,

력량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Fig.18-20, Plate

19-24).

하중 위치시 응력 분포 양0 mm, 10 mm, 20 mm

상은 임플란트 에서 수직적으로는 임플란트1, 2, 3

경부에서 응력 집중이 최대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보철물 상부에서 응력 집중이 발생하였고 수평적,

으로 순 설면쪽에 응력 집중 현상이 발생하였다, .

등가응력은 임플란트 의 임플란트 경부1 (284.12 N/

에서 가장 응력량이 컸으며 임플란트) , 2(107.04㎟

임플란트 으로 갈수록 응력량은N/ ), 3(45.30 N/ )㎟ ㎟

현저히 감소했다.

.Ⅳ 총괄 및 고찰

보철 치료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철물의 구강내 역학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많은 방법들이 소개.
19-22)되었으

나 어느 방법도 구강내 상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중 유한요소분석법은 구.

강내 응력 해석 방법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지만 이 방법 또한 모델링의 과정과 주변

조건들의 설정여부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진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유한요소법적.

연구가 가급적 많은 변수를 삽입함으로써 구강내

상태에 보다 근접하려는 노력을 진행중이다
29-31,50,51) 본 연구에서도 하악골을 재현함에 있어서.

정밀도를 기하기 위해 실제 사체를 이용하여 모델

링을 시행하였고 근육부위를 힘 벡터로 표현함으,

로써 저작시 하악골의 변형을 표현하려 했다 특히. ,

악관절 부착 부위를 스프링 으로 표현함으로(spring)

써 구강내 상태의 재현을 위해 노력하였다43)

과두 부위에 경계 조건을 주는 방법으로는 과두

부위의 모든 자유도를 구속시키는 완전 구속 조건

의 방법과 측두골과 과두 사이의 관절 원판을 특수

한 목적을 갖는 요소로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다 완.

전 구속 조건인 경우 경계 조건의 설정이 상대적으

로 간편하여 이미 발표된 여러 논문에서 그 사례
27,29,44,45)를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완전 구.

속 조건은 실제 과두 부위가 갖고 있는 가동성을 배

제하고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경계 조건을 부과하

여 얻어진 결과는 과두 부위 뿐만 아니라 하악골 전

체에 대하여 결과의 정밀성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측두골과,

과두 사이의 관절 원판을 특수 요소를 사용하여 모

델링 해야함을 지적하고 있다30,31) 관절 원판은 과.

두의 가동성을 가능하게 하는 부위이므로 하악골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입체 요소를 사용하여 모(solid)

델링하는 것보다는 미소 변위 뿐만 아니라 대 변위

를 허락하는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요소로는 간격 요소 가. (gap element)

대표적이다 간격 요소는 과두와 측두골 사이의 대.

변위 뿐만 아니라 미끄러짐까지 허용하는 요소로써

특히 두 물체의 접촉 부위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이다 하지만 두 물체가 힘을 받은 후 서로 이. ,

탈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되면 간격 요소의 결과값

을 안정적으로 계산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물체.

에 가하는 힘이 다양하고 복잡할 때는 간격 요소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스프링 요소. ,

는 간격 요소처럼 과두와 측두골 부(spring element)

위의 가동성을 허용해 주며 특정한 힘에 의해 과두

가 측두골을 이탈하려는 성향을 가질 때 과두와 측

두골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여 더욱 안정

적인 결과값을 얻게 해준다33,34) 따라서 본 실험에. ,

서는 힘의 방향이 가지이며 하중위치가 곳으로4 3

총 가지의 하중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프링12

요소를 사용하였다.

과Howell Manly
38)는 자연 치열을 가진 사람에서

구치부 교합력은 이고 전치부 교합력은383-880 N ,

이라고 하였으며 등176-229 N , Helkimo
39)은 700 N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과. , Lundgren

Laurell
40)은 을 초과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150 N .

또한 구강 내에서는 축 방향 교합력이 협설 방향이,

나 근원심 방향 교합력보다 훨씬 크다. Graf
41)와

등Graf
42)은 저작시 비율이 이라고 보고했5: 2.5: 1

다 이를 참고하여 저작시 발생하는 하중 방향에 따.

라 수직 방향으로 협측 도 협측 도 경500 N, 20 , 45

사 방향으로 의 하중을 가하고 질긴 음식을250 N ,

찢을 때를 가정하여 설협 방향으로 의 하중을250 N

가하여 구속형 모델과 스프링 모델상에서 다양한,

하중시 나타나는 응력 분포 양상을 과두 부위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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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란트 주변골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과두 부위의 응력 분포 비교1.

응력은 작업측 과두와 균형측 과두에서 발생하였

는데 최대 주응력은 양의 값인 인장력을 나타내고,

최소 주응력은 음의 값인 압축력을 나타내는데 악

관절의 편측 구치 저작시 과두에는 주로 압축 응력

이 나타나므로 최소 주응력이 중요하며31) 따라서,

작업측과 균형측의 최소 주응력을 비교 하였다.

수직 하중시 개의 모델간에 응력 분포와 응력량2

이 차이를 보였는 데 두 모델 비교시 구속형 모델에

서는 스프링 모델보다 과두 부위에 배 이상의 응2

력 집중을 보였다 이는 구속형 모(Fig5-8, Plate 1-6).

델의 과두가 구속되어 있어 저작시 하악골이 응력

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태로 변위하는 것이 불가능

함에 따라 큰 응력 집중이 관절부위에 야기된 것으

로 생각되며 스프링 모델에서는 하악골이 변위되,

어 상대적으로 응력이 분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유한요소를 사용하여 편측 구치부로 저작시 유발

되는 하악의 응력 분포에 관한 등Korioth
56)의 연구

에 의하면 하악 우측 제 대구치의 교합면에 수직인1

힘으로 편측 저작시 하악의 물리적 변형은 나선을,

그리며 상방 및 우측으로 변형된다고 했고 균형측,

과두의 변위가 작업측 과두보다 크며 작업측 과두

의 내 외측극은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반면 균

형측 과두의 내측극은 외측극에 비해 후방으로 이

동한다고 했다 응력 분포에서 작업측 과두는 압축.

력이 주로 내측에 위치한다고 하였고 균형측 과두

에서는 주로 중앙과 외측에 압축력이 나타난다고

했다 작업측과 균형측의 최소 주응력량에 있어서.

는 균형측이 더 크다고 하였으며 그 차이는 부위별

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내의 범위를 이루25 N/㎟

었다고 했다 측두 하악 관절은 층의 덮개로 모델. 2

링 했으며 첫 번째 덮개는 과두와 섬유성 연골부위

로 했고 두 번째 덮개는 측두골로 모델링 했다, .

본 연구도 선현들의 연구18,56)와 마찬가지로 편측

구치 저작시에서 보고된 근 긴장 벡터를 적용하여

응력을 분석하였는데 구속형 모델에서는 작업측,

균형측 모두에서 과두경부 후내측에 응력이 집중되

었고 스프링 모델에서는 작업측에서 과두경부 후,

내측 균형측에서 과두경부 후외측에 압축력이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등. Korioth
56)의 결과와 비교

할 때 스프링 모델의 결과와 유사하였는데 응력 분

포가 보다 후방쪽에 분포한 점이 차이가 있다 이는.

경계조건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즉 층의 덮게는. , 2

미소한 움직임을 허용하게 되는 데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다 많이 허용함으로써 후방부위

의 응력이 더 표현된 것 으로 생각된다.

작업측과 균형측 중에 어느 과두가 더 큰 응력을

받느냐에 관한 논란에서Page
16)와 Hekneby

17) 는 작

업측 과두가 더 큰 응력을 받는다고 했고,

Hylander
13,14)

, Roydhouse
15)

, Smith
18) 등,Korioth

56)은

균형측 과두가 더 큰 응력을 받는다고 했다. Korioth

등56)은 균형측의 응력을 가지 주응력을 사용하여3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균형측 과두가 더 큰 응력

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소 주응력은 작업측. ,

과두가 균형측 과두보다 더 큰 응력을 받는 부위가

많음을 볼 수 있으며 그 응력량의 차이는 이5 N/㎟

내의 범위를 이루었다 본 실험은 두 모델 모두에서.

작업측에서 더 큰 응력을 받았으며 그 최소 주응력,

량의 차이는 이내의 범위를 이루었다 최소10 N/ .㎟

주응력이 작업측에서 더 큰 값을 나타낸 점에서는

비교될 수 있으나 가지 주응력을 사용시 균형측, 3

이 더 큰 응력을 나타낸다는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

났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본 실험은 구속형 모델.

과 스프링 모델의 차이점을 주로 최소 주응력의 관

점에서 분석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며 향 후, 3

가지 주 응력과 하악골의 변위등을 포함한 연구들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설협 방향으로 도 수평 하중을 가한 경우 개90 , 2

의 모델간에 응력 분포와 응력량에 차이를 보였는

데 두 모델 비교시 스프링 모델이 구속형 모델보다

과두 부위에 배 이상의 응력 집중을 보였다10 (Fig.

이러한 결과는 구속형 모델의 경우5-8, Plate 7-12).

도 수평 하중시에 작업측 및 균형측이 구속 되어90

있어 수평력에 대해 과두의 구속 효과가 하악골 전

체에 응력의 분산을 유발하게 되며 스프링 모델에,

서는 하악골이 변위되어 하악골 전체에 응력분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수평 하중이 과두의 응

력 분포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등Smith
45)은 교합력이 수직적으로 가해지거나

전 후 도내로 가해지는 경우 양측 악관절은 안정20

적이고 대칭적인 힘의 분포를 보이지만 내 외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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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교합력은 양측 악관절에 과도하고 비 대칭적

인 힘을 가한다고 했고 그 이유는 저작근의 공간적

배열이 내 외측방향으로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본 연구에서도 수평 하중시 두 모델 모두에서.

작업측과 균형측에서의 응력은 서로 다르고 응력량

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최소 주응력량의 차이,

는 수직 하중시의 차이인 이내의 범위 보다10 N/㎟

큰 이내의 범위를 이루었다 이는 구속형 모20 N/ .㎟

델과 스프링 모델 모두에서 근 긴장 벡터가 주로 수

직 방향을 이룸으로써 수평 방향의 저작근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치아 장축으로부터 협측 도 경사 하중을 가한20

경우 개의 모델간에 응력 분포와 응력량에 있어2

차이를 보였는 데 두 모델 비교시 스프링 모델이 구

속형 모델보다 과두 부위에 약 배의 응력 집중을2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도 수(Fig. 5-8, Plate 13-18). 90

평 하중시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으나

값에 있어서는 훨씬 적게 나타나 협측 도 경사 하20

중시는 수직 하중시의 차이와 비슷한 약 배의 차2

이를 보였다 이는 협측 도 경사 하중의 하중 벡. 20

터는 수직 벡터가 수평 벡터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

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등Faulkner
46) 은 근전도 를 이용(Electromyograph)

한 편측 저작시 과두의 응력 분포에 관한 연구에서

제 대구치에 전후 도의 교합력을 주었을 때 균1 10

형측 과두의 응력은 작업측 과두의 응력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그 차이는 배 정도라고 했다2 .

Smith
18)는 생리적 연구를 통하여 편측 구치 저작시

교합력의 이상이 과두에 영향을 미치며 이중75% ,

가 균형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등80% . Hu
57)

은 컴퓨터 단층촬영을 이용한 차원 유한요소분석3

을 이용한 과두의 응력 분포 연구에서 작업측과 균

형측에서의 응력 분포 양상이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작업측과 균형측에서의 응력은 서

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구속형 모델에서는 작업측,

에서 스프링 모델에서는 균형측에서 더 큰 응력을,

받았으며 스프링 모델이 선학들의 연구,
18,46,56)와 보

다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응력량의 차이는. ,

이내의 범위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근전20%

도와 생리적 연구18,46)의 결과와는 차이가 나타났으

며 유한요소를 이용한 결과는 실제 구강내 상황을

재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이를 유발 한 것

으로 생각된다.

치아 장축으로부터 협측 도 경사 하중을 가한45

경우 개의 모델간에 응력 분포와 응력량에 있어2

차이를 보였는 데 두 모델 비교시 스프링 모델이 구

속형 모델보다 과두 부위에 약 배의 응력 집중을4

보였다 이는 협측 도 경사하(Fig. 5-8, Plate 19-24). 20

중시 나타난 결과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데

수직 방향 하중에서 수평 방향의 하중으로 이동되

면서 과두 부위의 가동성에 따른 효과가 더 크게 나

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구속형 모델과 스프링 모델에서 과두부

위의 응력 분포를 비교 하였는데 구속형 모델은 스,

프링 모델에 비해 수직 하중시 하악골의 과두 부위

에서 현저한 응력 집중을 보이고 설협 방향 협측, ,

도 협측 도와 같은 경사 하중인 경우는 수직20 , 45

하중의 경우와 다르게 스프링 모델의 관절 부위의

응력이 구속형 모델보다 현저히 크게 나타남을 보

였다 따라서 두 모델에서 나타난 결과는 서로 상. ,

이하며 관절 부위의 모델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됨을 알 수 있다.

임플란트 주변골 부위의 응력 분포 비교2.

응력 분석을 시행하고 나면 정상 응력(normal

주 응력 전단 응력stress), (principal stress), (shear

등가 응력 등의 다양한 응stress), (von Mises stress)

력 계산 결과값을 얻게된다 이중 주 응력은 전단.

응력이 없는 상태의 압축 인장 응력을 나타내는 것,

으로 구조물의 파괴강도를 비교할 때 측정되는 값

이고 전단 응력은 힘을 받는 면에 수직으로 발생되,

는 응력으로 유한요소에서는 파절의 방향을 파악할

때 사용한다 등가 응력은 내부 에너지 개념에 근거.

한 것으로 방향의 주 응력 요소 와3 ( xx, yy, zz)δ δ δ

가지의 전단 응력 요소 등의 요소3 ( xy, yz, xz) 6δ δ δ

를 통합한 개념이며 재료가 다축 방향의(multiaxis)

응력을 받을 경우에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한 개의 값 즉 축 응력으로 간주하여 그 값을1 (axis) ,

비교하여 영구 변형 여부를 판정할 때 이용하는 것

으로 본 연구에서도 하악골에서 임플란트가 다축

방향의 응력을 받기 때문에 이 값을 이용하였다.

구속형 모델과 스프링 모델에서의 결과를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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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응력 분포 양상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다만 응,

력량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Fig 9-20, Plate

와1-24). Korioth Hannam
58)은 차원 유한요소법을3

이용한 저작시 하악골의 변형 연구에서 하악골의,

탄성 변형 또는 굴곡 현상은 저작근들이 다수 부착,

되어 근력이 작용하는 하악지에서 발생하여 전방,

부로는 치궁에 후방부로는 과두에 전달되며 결국, ,

하악골 전체에 걸쳐 그 위치와 크기를 달리하며 분

포되고 관찰된다고 하였으며 에서, 0.46 mm 1.06

의 범주를 이룬다고 하였다 즉 각각의 점들은mm . ,

하악골 내에서도 그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과

크기로 변위되는데 이로 인하여 탄성 변형은 다양,

한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13-15) 악 구강계에서 치아.

와 각종 수복물의 기초 구조물로서 기능하는 하악

골은 외력에 의해 변형이 되는 탄성체이며 이 기초,

구조물의 변형은 그 위에 위치하는 수복물 등에 다

양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골 유착성 임플란트의 경.

우에는 자연 치아와 같은 다소의 가동성을 갖지 못

하며 어느 정도 변위를 허용하는 치근막과 같은 고

도로 분화된 계면간 조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하

악골의 기능적 탄성 변형시 임플란트와 골 간의 계

면에서는 완충 효과없이 변형과 응력이 전달되게

되고 따라서 하악골의 탄성 거동은 자연 치아간을, ,

연결하는 보철물이 장착된 경우보다 임플란트간에

연결된 보철물을 장착한 경우가 더 제한을 받게 된

다 즉 임플란트는 하악골의 탄성 변형을 제한하는. ,

구조로서 자연 치아보다 더 집중되고 증가된 응력

을 받게된다 김 등.
30)은 편측 치아 접촉위시 과두경

부의 내면에서 고도의 응력이 발생하였고 후방에서

근육의 작용으로 상방으로 끌어 올려지려는 힘이

피질골을 따라 전방으로 전달되어 정중선 부위의

변위를 유발하려고 할 때 개의 임플란트와 상부, 6

구조물에 의한 구속 효과로 인해 전방 부위의 변위

가 효과적으로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 실험.

에서는 측두하악관절 부위에 가동성을 부여한 경우

와 부여하지 않은 경우 모두에서 임플란트의 응력

분포 양상과 응력량에 있어서 차이가 거의 없었는

데 다양한 하중 조건을 가하더라도 하악골 전체라

는 관점에서 응력을 분석해보면 관절 부위 뿐만 아

니라 하악지 하악 정중부에도 응력이 분포됨을 알,

수있다 즉 개의 임플란트와 상부 구조물에 의한. , 6

구속 효과는 생각보다 크며 이러한 현상이 임플란,

트 주변의 응력 분포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를

나타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Rangert 등48) 과 와White Caputo
52)는 캔틸레버에

하중이 가해지면 캔틸레버에 가까운 임플란트에 압

축 응력이 발생하고 먼쪽에 위치한 임플란트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와. Borchers

Reichart
47) 장 등,

49) 은 대부분의 응력이 보철물의 연

결부와 최후방 임플란트의 경부에 집중된다고 하였

다 등. Henderson
53)은 캔틸레버 부위에 가해진 하중

의 이상이 최근접 지대치에 흡수되고 지대치50% ,

가 부가됨에 따라 최후방치에 가해지는 힘이 적어

진다고 하였다 등. Glantz
54)은 스트레인 게이지법을

이용한 연구에서 최후방치에 응력이 최대로 나타난

다고 하였고 장 등,
49)은 임플란트를 이용한 차원3

유한요소법적 연구를 통하여 최후방 임플란트의 원

심면에 최대의 응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과. Wylie

Caputo
55)는 캔틸레버에 가해지는 교합력은 근접되

는 개의 치아에 분산되고 그 이상의 고정 연결은3

응력감소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본 실험도 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선

학47-49,52-55)들의 연구와 유사한 데 수직 하중을 가했,

을 때 최후방 임플란트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하

중을 가할수록 최후방 임플란트의 응력 집중은 더

욱 커졌다 이는 주어지는 힘의 위치가 최후방 임플.

란트로부터 멀어지는 경우 금속 골격 구조에 발생

하는 모멘트의 크기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최후방 임플란트의 응력 분포 양상은.

축 방향으로는 압축 응력이 나타났으며 장축에서

점차 협측으로 하중의 방향이 바뀌면서 금속 골격

구조의 협측에서 인장 응력이 설측에서 압축 응력,

이 나타나는 굽힘 응력 분포를 보였다 특히 임플. ,

란트 경부에서 응력 집중이 나타났는데 하중을 설

협 방향으로 준 경우에는 협측에서 압축 응력이 설,

측에서 인장 응력이 나타났으며 임플란트 경부에서

설 협측 모두 응력 집중이 비슷하게 일어났다 최후.

방 임플란트 주위의 응력 분포 관찰시 수직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협측으로 도 도 경사 하중을 가20 , 45

한 경우보다 응력 분포 지역이 작고 집중되어 나타

났으며 설협 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경우는, 90

근접한 피질골로의 응력전달이 확산되어 나타났다.

이는 수직 하중시 최후방 임플란트는 수직 벡터의

하중을 받게 되며 경사 하중시는 수직 벡터와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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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로 하중이 분산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Skalak
5)은 최대 응력이 작용하는 부위는 캔틸레

버가 시작되는 부위이며 이 부분이 취약 부위이므,

로 금속 골격 구조의 보완이 필요한 부위라고 지적

했으며 본 실험에서도 최후방 임플란트의 금속 골,

격 구조와 캔틸레버형 금속 골격 구조가 만나는 경

계에서 응력 집중이 현저히 크게 나타나 유사한 결

과를 얻었다.

이상으로 구속형 모델과 스프링 모델에서 임플란

트 주변골의 응력 분포를 비교하면 두 모델에서 나,

타난 결과는 서로 유사하며 따라서 관절 부위의 모

델링이 임플란트 주변골의 응력 분포에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측두하악관절을 표현하므로 써 인체와

유사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골에 대한 생,

역학적 생물학적 하중 반응에 대한 지식의 한계로,

인하여 해석시 제한이 있었으며 유한요소 모형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가정 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으

므로 표준화된 모형상에서 응력의 분포 및 크기를

단순 수치적으로 비교한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본 실험 결과 유한요소 분석에서 경계. ,

조건이 매우 중요한 요건임을 알 수 있다 즉 실험. ,

결과와 같이 임플란트 주변골에서 다양한 하중 조

건에 따른 응력 해석시에는 측두하악관절이 큰 영

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과두 부위에서의 응력 해석,

시에는 큰 차이를 보이므로 측두하악관절을 표현한

모델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관절 부위의 부하,

를 이해하는 것이 악관절 기능 장애의 치료뿐만 아

니라 인공 관절을 설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른 종류의 응력 해석도 우. ,

선 모델링의 근접성이 매우 중요하며 더욱 발전된,

모델의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과두 부위를 구속한 경우와 가동성을 부여한 경

우에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차원 모델을 사용하여, 3

과두 부위와 임플란트 주변골에서의 응력 분포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과두에서의 응력 분포는 두 모델간에 현저한 차1.

이를 나타냈다 즉 구속형 모델에서는 스프링 모. ,

델보다 수직 하중시 과두 부위에 현저한 응력 집

중을 보였고 설협 방향의 수평 하중과 협측, 20

도 협측 도 경사 하중을 가한 경우는 수직 하, 45

중인 경우와 다르게 스프링 모델이 구속형 모델

보다 과두 부위에 현저한 응력 집중을 보였다.

작업측과 균형측의 응력 분포 관찰시 수직 하중2. ,

의 경우 구속형 모델은 작업측과 균형측에서 과

두경부 후내측에 응력 집중을 보였으나 스프링,

모델에서는 작업측에서 과두경부 후내측 균형측,

에서 과두경부 후외측에 응력 집중을 보였다.

설협 방향의 수평 하중시 구속형 모델은 작업측3.

에서 과두경부 후외측 균형측에서 과두경부 전,

내측에 응력 집중을 보였으나 스프링 모델은 작,

업측과 균형측에서 과두경부 전중앙측에 응력 집

중을 보였다.

협측 도 경사 하중을 가한 경우 구속형 모델은4. 20

작업측에서 과두경부 후중앙측 균형측에서 과두,

경부 후외측에 응력 집중을 보였으나 스프링 모,

델은 작업측에서 과두경부 전중앙측 균형측에서,

과두경부 전외측에 응력 집중을 보였다.

협측 도 경사 하중을 가한 경우 구속형 모델은5. 45

작업측에서 과두경부 전외측 균형측에서 과두경,

부 후내측에 응력 집중을 보였으나 스프링 모델,

은 작업측에서 과두경부 전중앙측 균형측에서,

과두경부 전외측에 응력 집중을 보였다.

임플란트 주변골에서의 응력 분포는 두 모델간6.

에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응력은 최, ,

후방 임플란트에서 가장 컸고 근심으로 갈수록,

감소했으며 하중의 위치를 후방으로 할수록 응,

력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수직 방향 하중을 가. ,

한 경우 수직적으로는 임플란트 경부과 상부 구,

조에서 유사한 응력을 나타냈으며 수평적으로는,

원심면에서 응력이 가장 컸다.

설협 협측 도 협측 도 경사 하중을 가한 경7. , 20 , 45

우 수직적으로는 임플란트 경부에서 응력이 가,

장 컸으며 수평적으로는 순면과 설면에서 응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측두하악관절 부위의,

가동성을 부여하여 응력을 해석하는 것이 관절부위

의 부하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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