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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teElementStressAnalysisofthe
ImplantFixtureaccordingtothethread
configurationandtheloadingcondition

 

Thepurposeofthisstudywastocomparethev-shapethreadwith
thesquareshapethreadoffixturein theview ofstressdistribution
patternusingfiniteelementstressanalysis.
Thefiniteelementmodelwasdesignedwiththeparallelplacement

oftwostandardfixtures(4.0mm diameter 11.5mm length)onthe
region ofmandibular1stand 2nd molars.Threedimensionalfinite
elementmodelwascreatedwith thecomponentsoftheimplantand
surroundingbone.
Thisstudysimulatedloadsof200N atthecentralfossainaaxial

direction (load A),200 N atthe buccaloffsetload thatis2 mm
apartfrom centralfossain aaxialdirection (loadB),200N atthe
buccaloffsetloadthatwas4mm apartfrom centralfossainaaxial
direction (load C).Theseforcesofload A',B',C'wereapplied toa
15 inward oblique direction atthatsame site with 200 N.Von
Misesstressvalueswere recorded and compared in the supporting
bone,fixture,andabutment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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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followingresultshavebeenmadebasedonthisstudy:

1.Thehigheststressconcentrationoccurredatthecervicalregionof
theimplantfixture.

2.Von Misesstressvalueofoff-siteregion washigherthan thatof
centralfossaregion.

3.Squareshapethreadtypeshowedmoreevenstressdistributionin
theverticalandobliqueforcethanV-shapethreadtype.

4.Stressdistribution wasthemosteffective in the case ofbuccal
offsetload (2,4 mm distancefrom centralfossa)in thesquare
shapethreadtype.

5.V-shapethreadtyperevealedhighervon Misesstressvaluethan
squareshapethreadtypeinallenvironmentalcondition.

Theresultsfrom numericalanalysesconcluded thatsquareshape
thread type had the lower destructive stress and more stress
distribution between the fixture and bone interface than V-shape
thread type.Therefore,square shape thread type wasregarded as
optimalthreadconfigurationinbiomechanical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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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저작운동 시 하중이 가해지면 자연치의 치주인대는 완충 역할을 하게 되나,
임플란트의 경우는 인접골 주위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과다한 하중이 잘못된
방향으로 작용되는 경우 골과 임플란트 사이 계면에 미세파절,임플란트 파절 및
느슨함,원치 않는 골의 흡수 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26).
따라서 임플란트와 골계면은 분산되지 않는 높은 응력에 의해 쉽게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응력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생역학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2,4).이러한 요소 중 나사산 형태도 응력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간주되
어 나사산 설계에 생체역학적 개념과 원리를 접목시켜 임상적인 성공을 증진시키
는 고자9) 나사산 형태로 삼각형 나사산 (Nobel Biocare, 3I, Paragon,
Lifecore), 얇은 사각형 나사산 (IMTEC Sendax MDI) 및 사각형 나사산
(Bio-Horizons)등이 보급되고 있지만 어떠한 나사산이 골반응에 따른 응력분산에
보다 유리한 것인 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다23).
나사의 기하학적 형태는 나사 pitch,깊이,형태를 포함하며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에 따라 임플란트에서 응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나사산 모양,
screw pitch,임플란트 직경 및 경사 각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한요소분석법은 임플란트와 치밀골과의 접촉부위 및 해면골에 접촉하는 임플

란트 계면의 응력 분포를 평가해 보기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또한
임플란트 설계시 특성에 따른 적합성 평가에도 응용되고 있다10,11).
따라서 본 연구는 삼각형의 나사산과 사각형의 나사산을 지닌 두개의 임플란트

고정체에 연결 고정된 상부 보철물을 제작하여 임플란트 고정체의 나사산 모양과
하중의 경사 각도에 따라 골융합 임플란트 주위로의 악골에서 응력분포가 달라지
는 양상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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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연연연구구구재재재료료료
1)실험모형
본 연구의 모델은 하악골의 제 1,2대구치 부분을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

여 수복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제 1,2 대구치를 포함한 전체 30mm의
section을 채득하여 에폭시 레진에 매몰한 후 1mm 간격의 절단두께로 자른 다
음 전산화 단층 촬영하여 실제와 같은 삼차원적 구조재현을 위한 기초로 삼았다.
본 모델링에서는 지지골,해면골,임플란트 고정체,지대주,나사,상부치관,

나사 입구를 채운 콤포지트 레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Fig.1).하악골의 길이
는 근원심으로 50mm 폭경을 갖도록 하였으며 치밀골은 2mm의 두께를 갖도
록 처리하였고,그 내부는 모두 해면골로 처리하였으며 하악 제 1,2대구치의
크기는 근원심 11mm,협설 10.5mm,높이 7.5mm로 설정하였다(Fi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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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한요소 모델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하악 제 1,2대구치 각각 직경 4mm의 나사형 임플란트 2개

가 평행하게 식립되도록 모형을 제작하였고 나사형 임플란트의 나사산 단면은 삼
각형태를 지닌 것과 사각 형태를 지닌 것으로 나누었다 (Fig.3).

3)하중조건
본 실험에서는 여섯 가지의 하중을 적용시켰다.
하중조건 A는 치관 중심에 200N의 수직하중이 작용하도록 하였고,하중조건

B는 치관 중심에서 협측으로 2mm 떨어진 곳에 200N의 수직하중이 작용하도
록 하였으며,하중조건 C는 치관 중심에서 협측으로 4mm 떨어진 곳에 200N
의 수직하중이 작용되도록 하였다 (Fig.4).
하중조건 A'는 치관의 중심에 협측방향에서 15의 각도로 200N 경사하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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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졌고,하중조건 B'는 치관 중심에서 협측으로 2mm 떨어진 곳에 15 각도
로 경사하중이 가해졌고,하중조건 C'는 치관 중심에서 협측으로 4mm 떨어진
곳에 15 각도로 경사하중이 가해졌다 (Fig.5).

4)경계조건 (boundarycondition)
하악골의 양쪽 모서리 부분의 절단면부분을 Ux,UY,UZ방향을 모두 구속하였

고,보철물과 임플란트 및 주변 골 조직에서 변형이 허용되도록 하였다.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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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체는 골과 완전히 골 유착된 것으로 가정하였다.모형의 물리적 특성은 재료
의 기계적 특성이 균일하다는 균질성(homogenecity),재료의 특성이 3방향으로
모두 동일하다는 등방성(isotropy),구조의 변형이나 변위는 적용된 힘에 비례하
고 변위 정도에는 무관심하다는 선형탄성(linearelasticity)을 갖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5)물성치
설계된 모형의 유한요소해석(finiteelementanalysis)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료의 물성치인 탄성계수(Young's modulus;E)와 포와송의 비(Poisson's
ratio; υ)는 선학들의 자료를 참고하여 이용하였다 (Table1).

Materials Young'sModulus(MPa) Possion'sratio
Coticalbone 13,000 0.30
Cancellousbone 9,500 0.30
Implant 115,000 0.35
Goldscrew 98,000 0.45
Resin 9,700 0.35
Crown 66,600 0.33

응응응력력력 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 삼차원 유한요소분석 프로그램인 EMRC NISA DISPLAY

Version 12(EngineeringMechanicsResearch Corporation,USA)를 이
용하여 산출되는 여러 가지 응력값 중에서 등가응력(vonMisesstress)을 기준
으로 각 실험군에서의 응력 분포를 비교 분석하였다.결과는 전체응력의 분포상
태와 최대응력 집중부를 식별하기 위해 등가응력을 기준으로 응력의 크기에 따라
색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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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성성성적적적

피피피질질질골골골을을을 통통통해해해서서서 본본본 전전전체체체 모모모형형형의의의 응응응력력력분분분석석석
모형에서 고정체를 제외한 피질골 표면에 발생한 응력을 분석하였다.
200N의 수직하중이 치관 중심에 가해진 하중조건에서,두 나사산 모두 지지

골과 고정체의 계면을 통해 피질골 전체로 응력이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
히 사각나사산의 경우 삼각나사산에 비해 응력의 분산이 우수해 피질골 전체로
넓게 퍼지는 양상을 보였다.반면 같은 크기의 수직하중을 중심에서 협측으로 2
mm 떨어진 부위 및 4mm 떨어진 부위에 가했을 경우에는 피질골로 분산되는
응력분포를 관찰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200N의 15 경사하중을 가한 하중조건에서는 치관중심에서 협측으

로 2mm 벗어난 지점에 하중을 주는 경우가 치관중심 및 4mm 벗어난 지점에
하중을 가한 경우에 비해 응력의 분산양상이 뚜렷하였고 특히 사각나사산의 경우
2mm 벗어난 지점의 하중조건에서 피질골 전체로 퍼지는 응력분산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임임플플플란란란트트트 고고고정정정체체체에에에서서서의의의 응응응력력력분분분석석석
수직하중을 가한 하중조건에서는 고정체 나사산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중앙부위

에서 벗어날수록 치경부에 보다 높은 응력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고 하중의 반
대편인 설측 치경부에도 응력이 함께 집중되었다.
나사산 형태에 따른 비교를 보면 사각나사산의 경우가 삼각나사산에 비교하여

최대 응력이 더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치경부에 응력을 더 적게 받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중심에서 벗어난 부하를 받을수록 고정체와 그 주위 지지

골에는 유해한 힘이 발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치경부의 나사풀림이나 지지골과
임플란트 계면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나사



- 7 -

산의 비교에서도 사각나사산이 응력 분산에서 보다 유리한 형태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직하중에서와 동일한 크기의 15 경사하중을 가한 조건에서는 두 나사산의 고
정체 모두 2mm 지점,4mm 지점,중심와 순으로 커지는 응력값을 나타났으며
특히 사각나사산의 경우 삼각나사산과 비교하여 4 mm 지점의 하중감소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경사하중이 주어진 조건에서도 분산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0mm 2mm 4mm
V-thread 23.01 70.23 123.6
S-thread 20.27 61.04 104.0

°
0mm 2mm 4mm

V-thread 69.0 22.99 55.54
S-thread 59.41 22.19 29.28

연연연결결결된된된 두두두 고고고정정정체체체의의의 근근근원원원심심심 단단단면면면에에에서서서 본본본 응응응력력력분분분석석석
치관중심에 수직력의 하중을 준 경우,전방 고정체의 근심부 및 후방 고정체의

원심부 지지골과 고정체의 계면을 타고 해면골로 퍼지는 응력 분산양상을 보였으
나 2mm와 4mm 지점의 하중조건에서는 고정체 자체의 최대 응력값이 큰 반
면 해면골로의 분산양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
15 경사하중을 준 경우,치관중심에 가해진 하중조건과 4mm 지점의 하중조

건에서는 해면골로의 응력분산을 관찰할 수 없었으나 2mm 지점의 하중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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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고정체에서 해면골로 넓게 퍼지는 응력분산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사각나사산의 경우 고정체의 apex를 통한 응력분산 뿐 아니라 각 고정체

사이로 응력이 연결되어 분산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정체의 연결효과
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각각각 고고고정정정체체체를를를 포포포함함함한한한 지지지지지지골골골의의의 협협협설설설단단단면면면을을을 통통통해해해 본본본 응응응력력력분분분석석석
두 나사산 모두 수직력이 가해진 경우,중심에서 벗어날수록 하중의 위치와 같

은 쪽의 치경부에 큰 응력이 집중되는 양상과 함께 반대쪽인 설측 치경부에도 힘
의 생역학적 원리에 따른 하중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15 경사하중이 가해진 경우,중심와 및 4mm 지점의 하중조건에서는 힘이

가해진 쪽과 반대측인 설측에 큰 힘이 걸린 반면 2mm 떨어진 지점에서는 응력
집중도 감소하고 반대편인 설측의 응력도 크게 감소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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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안안안

3차원 유한요소분석을 통하여 임플란트 고정체의 나사산 형태와 하중방향 및
하중위치의 조건에 따른 지지골,고정체,지대주,지대나사에 작용하는 응력을 분
석 하였다.

피피피질질질골골골을을을 통통통해해해서서서 본본본 전전전체체체 모모모형형형의의의 응응응력력력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으로 나사산의 형태를 두가지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Geng9,11)등은 2차원 유한요소 분석을 통한 나사산 형태에 관한 실험에서 삼

각나사산과 넓은 사각나사산이 응력분산에서 가장 적절한 형태라고 하였으며,
Rieger20)등은 원통형 임플란트에서 표준형 삼각나사산보다 사각나사산 형태가
압축응력 분산에 더 적절하며 전단응력의 전이도 더 적다고 하였다.
Fig.6,7에서 보듯이 피질골에서의 응력분포 양상을 볼 때 치관중심에 수직하

중이 가해지는 조건 일때는 삼각나사선에 비해 사각나사선이 보다 넓은 영역으로
응력이 분포되었으며 vonMisesstressvalue의 최대응력 또한 더 낮게 기록되
어졌다.이는 사각나사선이 생역학적으로 보다 유리한 디자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치관중심에 하중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방향이 경사진 경우에는

삼각나사산과 사각나사산의 형태가 응력 분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15
의 경사하중이 가해질 때는 위치에 따른 응력분산을 볼 때 중심와에서 2mm 협
측으로 벗어난 경우가 다른 위치에 비해서 피질골 전체에 분포하는 응력이 훨씬
고르게 나타났으며 피질골 상부에 가해지는 응력도 더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15 경사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2mm 벗어난 위치가 교합면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벡터로 작용되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낳는 것으로 추정되어진
다.여기서는 임플란트 고정체의 형태나 디자인보다는 치축의 중심에 수직인 하
중이 가해지도록 상부 보철물을 설계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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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고정정정체체체에에에서서서의의의 응응응력력력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 임플란트 고정체에 집중된 응력을 비교해보면 가해지는 하중의 방

향이나 하중조건에 상관없이 최대 응력수치는 삼각나사산보다 사각나사산에서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각나사산은 삼각나사산과 비교하여 4mm 지점
의 하중감소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경사하중에 대해서도 분산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Chun5)등은 유한요소 분석에서 디자인 매개변수를 이용한 응력분석
을 통해 경사하중이 가해진 경우 수직하중에서보다 유효응력 수치가 두 배 더 높
았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악골의 흡수 및 임플란트와 하악골사이 계면에서의
결합력을 더 감소시킨다고 예측하였다.또한 유한요소분석을 통해 다른 디자인
보다 사각나사산을 갖는 디자인이 가장 좋은 응력분산을 나타내어 임플란트 고정
체의 나사산 형태에 적합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Weinberg등26)은 자연치는 수직 교합력이 치근단 1/3부위에 위치하는 회전

중심을 갖는 결과적인 힘의 선을 만들어내는데 비해서 임플란트는 미세운동이 존
재하지 않아 치조정 높이에 회전중심을 가지며,대부분의 힘의 분산은 임플란트
의 면을 따라 분산된다기 보다는 치조정에 집중된다고 하였다.Fig.8,Fig.9
에서 보듯이 하중조건에 관계없이 응력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고정체의
상부가 치조정에 위치하여 회전중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수직하중이 가해지는 경우,하중위치가 중심에서 벗어날수록 치경부에 보

다 높은 응력이 집중됨을 알 수 있었다.이는 offsetload를 받을수록 골과 고정
체에 유해한 힘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치경부의 나사풀림이나 골임플란트 계면
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연연연결결결된된된 두두두 고고고정정정체체체의의의 근근근원원원심심심단단단면면면에에에서서서 본본본 응응응력력력분분분석석석
Geng9,11)등은 해면골에서 임플란트 고정체와의 계면에서의 응력분포는 나사

산의 형태에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사각나사산이 좀 더 큰 디자인과
삼각나사선의 형태를 갖는 디자인이 유리하다고 하였다.
Fig.10에서 보듯이 치관중심에 수직하중을 준 경우 전방 고정체의 근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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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고정체의 원심부로 계면을 타고 해면골로 응력이 퍼짐을 보였으나,벗어난
지점에 가해지는 수직하중 조건에서는 해면골에 응력이 분산되는 것을 거의 볼
수 없었다.특히 사각나사산의 경우에 고정체의 apex를 통한 응력분산 뿐 아니라
고정체 사이로 응력이 연결되어 분산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연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사하중이 주어진 조건에서는,치관중심에서 2mm벗어난 위치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교합면 형태 및 경사하중의 각도를 고려해 볼 때 이는
결과적으로 치관의 장축에 평행한 벡터를 형성하므로 응력분포 면에서 보다 유리
한 양상을 보인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찰해 보면 교합력 부여 시 고정체의 장축과 수직이

되는 하중이 가해지는 것이 응력분산에 있어서 보다 바람직하며,고정체 나사산
의 디자인에 있어서 사각나사선이 모든 하중조건에서 보다 나은 응력분산을 보였
으므로 골과 임플란트의 계면에 안정적이며 추천할만하다고 사료된다.

연연연결결결된된된 두두두 고고고정정정체체체의의의 협협협설설설단단단면면면에에에서서서 본본본 응응응력력력분분분석석석
 Clift등6)은 하중을 가하기 전 9-18MPa범위에서 정적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임플란트 neck주위의 단단한 치밀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협설 단면을 통
해서 보듯이,치관중심에서 벗어난 수직 하중조건이 주어질 때는 다른 구성성분
보다 고정체의 상부가 위치하는 치조정 부위에 보다 많은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반대측 치경부에까지 응력이 작용하였다.이는 비수직 하중이 작용
하여 굽힘모멘트를 발생시켜 생물학적으로 불리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
며 임플란트 식립 후에 치밀골과의 완전한 결합을 달성하지 못하면 생리적인 하
중에서 neck에서의 흡수와 localfatiguefailure의 결과를 낳게 된다6)는 결과
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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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삼각형의 나사산과 사각형의 나사산을 지닌 두개의 임플란트 고
정체에 연결 고정된 상부 보철물을 제작하여 임플란트 고정체의 나사산 모양과
하중의 경사 각도에 따른 악골에서 응력분포 양상을 3차원 유한요소분석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수직하중을 가한 결과,두 나사산 모두 하중의 위치가 치관중심에서 벗어날수
록 응력이 치경부 쪽에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더 높은 최대 von
Misesstress수치를 보였다.

2.수직하중과 비교시 15 경사하중을 준 경우,두 나사산 모두 치경부 최대하중
이 치관중심보다 벗어난 하중위치에서 더 감소하였고 응력 분산은 증가하였
다.

3.15 경사하중에서,치관중심에서 2mm 벗어난 지점인 경우 응력분산이 더
크며 치경부 최대응력도 감소하여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4.삼각나사산의 고정체가 사각나사산 보다 모든 하중조건에서 높은 치경부 최대
응력값을 나타내었다.

5.수직하중에 대한 응력 비교시,삼각나사산은 고정체에 집중되나 사각나사산은
고정체의 apex를 통해 해면골로 넓게 분산되는 양상을 보여 수직력에 보다
유리한 양상을 보였다.

6.15 경사하중에 대한 응력 비교시,4mm 위치에 하중을 가했을 때 고정체의
최대응력값이 삼각나사산보다 사각나사산에서 더욱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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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주위 지지골에 전달되는 응력은 성공에 증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
며 유한요소는 이러한 응력이 치밀골 및 임플란트 첨부에서 해면골로 분산되는
것을 예견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고정체 나사산의 형태 및 하중 위치 및 방향에 따라

응력이 발생되는 양상이 다양하였으므로 앞으로 성공적인 임상을 위한 힘의 중심
위치와 방향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 22 -

참참참 고고고 문문문 헌헌헌

1.Barbier,L.VanderSloten,J.Krzesinski,G.Schepers,E.Vander
Perre,G.."Finiteelementanalysisofnon-axialversusaxialloading
oforalimplants in the mandible ofthe dog."
:847-58,1998.

2.Bidez,MW.Misch,CE.."Forcetransferinimplantdentistry:basic
conceptsandprinciples." . :264,1992.

3.Brnemark,PI.Hansson,BO.Adell,R.Breine,U.Lindstrom,J.
Hallen,O.."Osseointegrated implants in the treatmentofthe
edentulous jaw :experience from a ten yearperiod."

,1977.
4.Brunski,JB.."In vivoboneresponsetobiomechanicalloadingat
the bone/dental-implant interface." :99,
1999.

5.Chun,H.J.Cheong,J.H.Heo,S.J.."Evaluationofdesignparameters
ofosseointegrated dentalimplants using finite elementanalysis."

:565-574,2002.
6.Clift,SE.Fisher,J.Watson,CJ.."Finiteelementstressandstrain
analysis of the bone surrounding a dental implant: effect of
variationsinbonemodulus." :233-41,
1992.

7.Dixon,D.L.Breeding,L.C.Peter,J.McKay,M.L.."Comparison
ofscrew loosening,rotation,anddeflection amongthreeimplant
designs." :270,1995.

8.Duyck,J.Ronold,H.J.Van Oosterwyck,H.Naert,I.Vaqnder



- 23 -

Sloten,J.Ellingsen,J.E.."Theinfluenceofstaticand dynamic
loading on marginal bone reactions around osseointegrated
implants:ananimalexperimentalstudy." :207-218,2001.

9.Geng,JP.Ma,QS.Liu,GR.."Finiteelementanalysisofthread-form
configurations in a stepped screw implant."

:233-239,2004.
10.Geng,JP.Tan,KBC.Liu,GR..“Applicationsoffiniteelement

analysisinimplantdentistry,areview ofliteratures.”
:585,2001.

11.Geng,JP.Xu,W.Tan,KBC.Liu,GR..“Finiteelementanalysis
of a stepped screw osseointegrated dental implant.”

,2004.
12.Hansson,S..“Theimplantneck:smoothorprovidedwithretention

elements. Abiomechanical approach.”
:394-405,1999.

13.Hansson,S.Werke,M..“Theimplantthreadasaretentionelement
in corticalbone:the effectofthread size and thread profile:a
finiteelementstudy.” :1247-1258,2003.

14.Holmes,DC.Loftus,JT..“Influence ofbone quality on stress
distribution forendosseousimplant.” :104,
1997.

15.Hoshaw,S.J.Brunski,J.B.Cochran,G.V.B..“Mechanicalloading
of branemark implants affects interfacial bone modeling and
remodeling.” :345,
1994.

16.Lewinstein,I.Banks-sills,L.Eliasi,R..“Finiteelementanalysis
ofa new system forsupporting an implant-retained cantilever



- 24 -

prosthesis.” :355,
1995.

17.Mohanmmed,H.Atmaram,GH.Schoen,FJ..“Dentalimplantdesign:
acriticalreview.” :393,1979.

18.Patra,AK.DePaolo,JM.D'Souza,KS.DeTolla,D.Meenaghan,
MA..“Guidelinesforanalysisand redesign ofdentalimplants.”

:355,1998.
19.Rieger,MR.Adams,WK.Kinzel,GL..“Finiteelementsurveyof

elevenendosseousimplants.” :457,1990.
20.Rieger,MR.Fareed,K.Adams,WK.Tanquist,RA..“Bonestress

distribution for three endosseous implants.”
:223,1989.

21.Roberts,W.E.Hohlt,W.F.Analoui,M..“Implant-anchoredspace
closure as a viable alternative to fixed prostheses.” In:
Davidovitch,Z.Norton,L.A..“BiologicalMechanisms ofTooth
Movementand CraniofacialAdaption.”

617-621,1996.
22.Siegele,D..“Numericalinvestigationsoftheinfluenceofimplant

shape in stress distibution in the jaw bone.”
:333,1989.

23.Strong, JT. Misch,CE.Bidez,MW. Nalluri, P..“Functional
surface area: thread-form parameter optimization for implant
bodydesign.” :4,1998.

24.Valen,M..“The relationship between endostealimplantdesign
andfunction:maximum stressdistributionwithcomputer-formed
three-dimensionalFlexi-cup blades.” :49,
1983.



- 25 -

25.VanOosterwyck,H.Duyck,J.Vander,S.VanderPerre,G.De
Cooman,M.Lievens,S.Puers,R.Naert,I..“Theinfluenceof
bone mechanical properties and implant fixation upon bone
loading around oralimplants.” :407,
1998.

26. Weinberg, L.A.. “The biomechanics of force distribution in
implant-supported prostheses.”

:19,1993.


	I. 서  론
	Ⅱ. 연구 재료 및 방법
	Ⅲ. 연구 성적
	Ⅳ. 총괄 및 고안
	Ⅴ. 결  론
	참 고 문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