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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

면서 보청기, 치과용 임플란트, 스텐트 등 노인층이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2009년 국내 제조

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치과용 임플란트가 32.7% 

차지하였다.[1]

치아 결손 시 고정성 의치나 가철성 의치 같은 

보철치료 방법은 기능과 외모적인 측면에서 장점

이 있으나, 인접 치아를 삭제해야 하고 의치의 유지

와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시술 후 장착감

이 좋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에서는 골내 임플란트가 단일 치

아의 수복으로부터 악안면 외상이나 종양 수술 

후 전악 결손부의 재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람의 얼굴에는 광대뼈 밑에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존재하며 이 부분이 치아 상실로 인해 밑으

로 처지면서 주저앉으면 위턱의 잇몸 뼈가 앏아지

게 된다. 상악동 안에는 내막이라는 아주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으며 그 막이 찢어 지게 되면 

상악동 안에 이식해 놓은 그 뼈가 모여 있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축농증이나 

비염같은 심한 염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악

동 거상술은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더 많이 시술되

고 있고 시술 후 치아의 기능이 90% 이상 복구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10mm 이상의 

뼈가 필요하며 우리 몽골리안의 상악 뼈, 상악구치

부의 뼈 양이 일반적으로 7mm 내외를 보인다. 다소 

뼈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독 우리나라에서 

상악동거상술을 이용한 임플란트 식립이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상악동 거상술 시행 시 점막을 거상함에 있어 

술자의 외과적 술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해부

학적인 한계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시술 결과

를 나타내어 수술에 필요한 수술시간을 획기적으

로 줄이고자 전동식 점막 거상시스템을 제안하여 

임플란트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동식 점막 거상시스템의 3D 

model을 바탕으로 구동과 관련된 동적 안정성을 

동역학 해석을 통해 분석하고 구동메커니즘에 대

한 설계 검증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새로운 

상악동 점막 거상 시스템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구조설계를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시스템 모델링

Fig. 1 3D modeling of membrane sinus lift system

상악동 점막 거상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는 

Fig.1 과 같으며 술자가 잡고 시술을 할 수 있는 

손잡이 부분은 구동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다. 모터

의 회전 운동을 왕복 직선운동으로 바꿔주는 주요 

메커니즘은 다양한 형태의 기어로 구성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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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mm 전진하는 구동 메커니즘은 Fig.2와 같이 

스프링 및 댐퍼로 설계되었다.

Fig. 2 Driving mechanism of membrane sinus lift system

3. 시스템 동적 해석

상용 설계프로그램에 설계된 상악동 점막 거상

시스템의 주요 핵심 구동부에 대한 설계 검증 및 

동적 안정성 분석을 위해서 Fig.3 과 같이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RecurDyn에서 해석을 수행을 하

였다. 

solid contact spring damp-

ing Coefficient .

Fig. 3 Constraint condition of membrane sinus lift 
system

4. 해석 결과

상악동 점막 거상시스템의 주요 핵심 구동부인 

기어부의 구동에 필요한 최대 토크는 Fig. 4와 같이

875.49mmN이며, 구동 시에 요구되는 최대 마찰력

은 Fig.5와 같이 0.87N으로 산출 되었다. 

해석을 통해 구동에 필요한 모터의 스펙은 

BLDC 모터 기준으로 20w용량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Driving Torque of gear mechanism

Fig. 5 Friction Torque of gear mechanism

5. 결론

상악동 점막 거상시스템의 주요 메커니즘과 외

형부에 디자인을 3D modeling 을 통해 설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동과 관련된 동적 안정성을 분석

하기 위해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를 

통해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하는 모터의 구동 토크 

및 마찰력을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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