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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elastic stress analysis is useful in dentistry for evaluating stress distribution.

So, three dimensional photoelasticity was used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ess distribution when com

plete dentures supported by shape memory implants occluded in centric, lateral and 

protrusive relationships.

In this study, shape memory implants whose shape could be changed by thermal 

change after insertion were embedded mandibular photoelastic epoxy resin models.

Constructed complete dentures were mounted on the whip-mix articulators to main

tain centric position. Mounted dentures were loaded in a pure vertical direction with

0.7.g on the center of upper jaw member of articulator in each case. Stresses were 

frozen into epoxy edentulous models at 130°C in the stress freezing furnace.

The stress-frozen epoxy models were sliced with high speed steel into 6 mm 

thickness.

The slices were examined with a circular polariscop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centric relation of conventional dentures, the stresses were the highest value 

at the cuspid area, and anterior region showed higher stresses than the posterior 

region.

2. In centric relation of dentures supported by shape memory implant, all the region 

except anterior portion showed high stress.

3. In lateral functional position, working side showed higher stresses than the balan

cing side.

4. In protrusive position, stress distribution was almost symmetrical and the stresses 

were concentrated at the cusgpregion.



I ■■서 론

치과보철학은 치아 및 주위조직을 상실한 환자에서 

발생되는 저작기능, 심미성, 발음기능등의 결손을 
회복하여 주는데 그 목적이 있디-. 소수의 치아를 

상실한 경우는 고정성 보철물로써 이상적인 치료에 

접근할 수 있지만， 다수 또는 전체치아를 상실한 
경우는 외과적 술식 및 가철성 보철물로 수복하여도 

저작능률，안정성，편안감에는 다소의 결함이 발생 
하는 경우가 많다.

무치악 환자를 위한 총의치 장착에 따라 예견되는 
치조제의 흡수정도가 보철물의 예후를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이다.

잔존 치조제의 홉수는 치조제의 외형과 골의 성질 
등의 해부학적 요인과， 영양상태， 내분비 물질에 

의한 신진대사 요인, 치조제에 직접 작용하는 외력과 
의치의 재료， 적용된 교합원리， 의치제작기술등의 
보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At- 

wood11 는 말하였고， Ortman2)은 연령증가에 따른 
골다공증，퇴행성 위축등의 골자체의 병변이나 장애， 
외력, 응력등에 의한 치조골 반응，영양장애，의치 
의상태，연령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Campbell등3.4사 7.8)은 총의치 장착으로 인한 교합 
력이 잔존치조골에 응력을 분산시키게 되며, 이는 
지지골의 변성과 흡수를 초래한다고 하여 잔존치조골 
흡수와 응력과의 관계를 강조하였디-.

이에따라 잔존치조제에 분산되는 응력을 줄여 잔 
존치조골의 흡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의치 제작과 
관련된 인공치의 형태，의차상 재료，인공치 배열 및 
교합，보철제작기술의 개선둥의 연구가 활발히 계 
속되고 있으나6.9m ’12.13.14’15.16)，아직까지도 일반적 

인 방법으로 제작된 보철물은 만족할 만한 저작능률, 

안정성, 편안감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809년 Mag- 

gioli가 골내에 이물질을 이식한 이래 꾸준한 노력 
의 일환으로 임프란트가 발달되 어 보철술식의 새로운 
양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 f

1948년 Goldberg등17〕에 의하여 골막하 임£ 란트가 
성공적으로 시술된 후 나선형，나사형，핀형，판상

형 이 소개되었고 근래에는 Branemark둥18’19.20)이 개 
발한 골일체성 임프란트가 개발되어 단일치아 수복 
에서 부터 총의치에 이르기까지 사용범위도 다양하게 

되었다.

하악의치를 지지하는 임프란트 주위의 지지조직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Bodine21)과 新國俊彦22)등은 
이식된 임프란트 금속주위의 골흡수는 거의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며，Hernandez23)는 임프란트에 의해 지 
지되는 의치와 통법에 의해 제작된 의치의 교합력을 

비교해 본 결과 임프란트 의치가 2~2.5베 높은 수 

직교합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 Knowlton24) 

도 이와 비슷한 연구를 발표하여 임프란트에 의한 
의치제작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임프란트의 성공에 관여하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역학적 측면을 다수의 학자가 강 

조한 바 있다. 즉 Skalak25)는 기계적 응력이 임프 
란트에서 인접골로 전달되는 양상을 중요시하여 장 

기간에 걸쳐 피로용량을 초과하는 응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Babbush26)는 잘못된 응력 및 
강도계산에 따라 제작된 초기 임프란트의 부정확한 
설계가 골흡수를 초래하였다고 언급하였다. Brunski 

27)는 성공적인 임프란트의 척도로써, 임프란트에서 
생체조직으로 전달되는 생물역학적 응력과 조직에 

서의 응력수용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Lavelle28)는 임프란트의 성공은 인접골과의 
경계면에서 응력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라 하여 넓은 
골접촉과 이상적인 교합력 분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임프란트.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종래의 판상형 임프란트는 보철물 사용에 따른 
침하현상의 단점을 나타내 었으나 1985년 Fukuyo29)는 
일정한 온도에서 특정한 형태를 가지도록 기억시켜 
외력으로 그 구조를 변형시킨 뒤， 일정한 온도로 

가열하여 기억된 원래의 형태로 복귀하는 특성을 
가진 형상기억 임프란트를 개발하였는 데  이 임프 
란트는 치조골내에 이식후 40~45°C로 가열하면， 
판상의 첨단부가 협설측으로 각각 30씩 이개됨으로써 
침하량이 기존 사용하던 판상형 임프란트 보다 약 
50%정도 감소하게 되 었다.

일반적으로 통법 총의치의 교합형태에 따른 응력



분석은 여러 연구방법을 통하여 많이 이루어 졌다고 
사료되나 임프란트 의치에 대한 응력분석은 초보적 

연구단계라 생각할 수 있다.

응력분 석은 연구방법으로는，electrical strain gau- 

ges법，brittle coating법, Moir’e fringe analysis, 

유한요소법, 광탄성 응력분석법등이 응용되고 있으 
며 그중 광탄성 응력분석법은 1935년 Zak30)가 2차 
원적 분석법으로 치조골내에서 교정력에 대한 연구로 
처음 치의학에 응용한 이후 보 철 학 보 존 학  
35.36)，치주학3« ，교정학38\ 임프란트치과학39'40)등 치 

과전반에 걸쳐 응력 분석의 연구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총의치 교합에 관하여는 의치의 유지 및 안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예로부터 많은 연구13게 가  
이룩되어져 왔으며 근년에 와서는 생체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저자는 지지와 유지 및 안정성에서 보통의 
총의치 보다 탁월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 진 
임프란트 의치를 판상형 형상기억 임프란트를 이용 
하여 제작하고 여러가지 교합형태에 따른 임프란트 
주위의 응력분포 상태의 분석뿐만 아니라 통법으로 
제작된 총의치의 중심위 교합시의 응력분석을 정적인 

가력상태에서 3차원적 광탄성 응력동결법에 의한

slice해석을 통하여 연구해 봄으로써 휴미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다음과 같이 S 고하는 바이디、

I I .  실 험 방 법  및 내용

1. 실험대상 및 총의치 제작
1) 무치악 rubber mold(H3-402, Nissn dental 

products Inc.) 에 파라핀왁스를 녹여 부■어 하악 왁 
스모형을 3개 제작하였다.

2) 제작된 왁스모형에 미리 열을 가해 협설측으로 

각각 30°씨 이개된 일동흥업(주) 제품의 형상기억 
합금 임프란트를 식립하였디-. 견치부위에 임프란! !  

head부위가 위치하도록 하여 좌우 견치에 근원심 
길이가 9丽인 9-L형을(Fig- 1) 그리고 제 1, 2 대 구치 
부위에 head가 위치 하도록 임 프란트 head가 2개 이 며 
근원심 길이가 24mm인 24-L형(Fig- 2) 을 죄-우 구 
치부에 각각 식림하였다. (Fig. 3)

3) silicone rubber(KE-12 신월화학) 로 임프란트 
head를 고정시킨 후 왁스를 제거하고 임프란트 
neck하부에는 light body 고무인상재(Kerr Co.)로 . 
치주인대의 역활을 하는 엷은 막을 형성하고 epoxy 

resin (Araldite CT200 CIBAᅳ GEIGY Ltd. stress 

optical constant ; 1.8psi/fringe/inch) 을 120°C 에서

Fig. 2. 24—L type .



Fig. 4. Casted

완전용해시켜 경화제와 중량비 3 ： 1이 되도록 혼합 
하고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왁스제거후 형성된 

mold내에 주입하였다.

4) 주입된 epoxy resin모형을 고온 응력동결로 
안에 넣고 상온에서 120°C 까지 시간당 5°C 씩 서서히 

올린 다음 약30시간 정도 고온 경화시켜 응력동결로 
안에서 상온까지 시간당 5°C씩 서냉시켰다。

5) 상온까지 냉각된 epoxy resin모형의 임프란트 
head를 서로 연필하는 중간구조물을 제작하였다 
(Fig. 4).

6)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임프란트가 식림된 모 
형을 2개 더 제작하였다.

7) 통법의 총의치에서의 중심교합실험을 위하여 
무치악 rubber mold를 이용하여 epoxy resin모형을 
1개 더 제작하였다.

8) 상하 모형에 통법의 총의치를 제작하였다. 임 
프란트가 식림된 하악3개의 모형은 임프란Sfhead를 
서로 연결하는 중간구조물을 제작하여 hfekd에 고정 
시킨 후 총의치를 제작하였으며 사용한 인공치.는

meso-structure

임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보통 사용되는 해 
부학적 형태의 교합면을 가진 resin치(Trubyte，In- 

dustria Brasileira) 를 사용하였으며 전치부는 약lmm 

정도의 수직피개와 수평피개를 주었다.

2.  하중조건 및 응력동결

1) 중심교합
Whip-mix교합기에 미 리 indentation을 채득한 re- 

mounting jig을 사용하여 상악의치 및 epoxy resin 

모형을 부착한 早 하악의치 및 epoxy resin모형을 
중심교합 상태로 부착했다. 이때 과두간 거리는 me- 

dium(lOOmm) 수평과로 각도는 30ᄋ，측방과로 각도는 
15°로 고정하였다.

모형을 부작한 후 incisal guide pin을 제거하고 
교합기의 upper jaw member의 중심부에 0.7kg의 
하중을가하여 응력동결로에 넣고 시간당 5 t 씩 서서 
히 상승시켜 120oC 에서 30시간 유지한 후 상온까지 
서냉시켜 응력을 동결시켰다.



2) 측방교합
중심교합대와 같은 방법으로 의치를 Whip-mix교 

합기에 부착한 후 같은 조건으로 교합기를 조절하고 

측방교합이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incisal guide pin이 
incisal guide table에서 3mm정도 떨어지게 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upper jaw member의 중 
심부에 0.7kg의 하중을 가하여 중심교합때와 같은 
방법으로 응력을 동결시켰다.

3) 전방교합
Whip-mix교합기를 중심교합때와 같은 상태가 되 

도록 조절한 후 상 • 하악 전치들이 절단교합을 이 
루는 상태가 되도록 하고 incisal guide pin이 incisal 

guide table에서 3丽정도 떨어지게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후 중심교합 때와 같은 하중을 가하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응력을 동결시켰다.

3. 시편제작
응력을 동결시킨 모형을 임프란트 head 부위를 

중심으로 좌 • 우 제 1,2대구치，견치，그리고 전치 
부등 7개의 slice를 채취하였다.

slice는 금속절단용 톱(high speed steel) 을 사용 

하여 가능한.치조정곡선에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였 
으며 절단면은 sandpaper로 연마하여 활면이 되도

1 lower right 2nd molar area

2 lower right 1st molar area

3 lower right cuspid area

4 lower incisal area

5 lower left cuspid area

6 lower left 1st molar area

7 lower left 2nd molar area

록하여 두께는 약 6腿가 되도록 하였고 slice에는 

파라핀용액 을 발라 투명 도를 증가시 켜 무늬 관찰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하악 무치악 모형에서 채취한 slice의 번호에 해 
당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다(Fig. 5)

4) 실험장치
본 실험에서는 Fig. 6과 같은 circular polariscope 

(PA 300 Ricken keike fine instrument Co. LTD) 를
사용하여 응력이 동결된 모형에서 얻은 slice의 무 
늬모양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광원(L) 에서 나온 광파는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 
내에서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횡파이.다. 이 광파가 

편광판(P! ) 을 지나게 되면 단일 방향의 진동만을 
통과시키게 되고 나아가서 1/4파장판(Q!) 을 지나게 

되면 축주위를' 회전하면서 나가는 원편광이 된다. 

시편(T) 을 지나면서 원편광은 이중 굴절 현상에 의해 
속도가 서로 달라지면서 위상차를 일으키게 된다. 

이 위상차에 의해서 무늬를 나타내게 된다.

암시야에서 나타난 무늬는 black인 경우 0차를 

나타내고 red와 blue사이가 1차， 2nd red 와 2nd 

green 사이가 2차，3rd red와 3rd green 사이가 3 

차를 나타내게 된다(Fig. 7).

Fig. 5. Region of slice specimen



각 slice의 측정부위는 판상형 임프란트의 기저부를 
중심으로 무늬를 관찰하였다(table 1).

통법의 총의치 중심교합에서는 견치부위에서 가장 
큰 응력분포를 보였으며 전치부，제1대구치，제2대 
구치의 순서로 응력분포상태를 나타내었고 좌우는 
거의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Fig. 8).

임프란트를 식립한 slice에서는, 중심교합의 경우 제1 

대구치부위，견치부위，제2대구치, 전치부의 순서로 
응력분포상태를 나타내었으나 큰 무늬차이는 부이지 
않았으며 역시 좌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tf(Fig.

1 2 3 4 5 6 7
slice number

8. Maximum fringe orders in C.

L ： Light source 

C : Lens 

F ： Filter 

P, : Polarizer 

P2 : Analizer

Qi, Q2 • Quater wave plate 

丁 : Test piece

C H  r U 1 M  C t  t  声

Fig. 6. Circular Polariscope

Table 1. Fringe orders in various occlusal positions

Fig. 7. Fringe orders under stress

III. 실험결과

1 2 3 4 5 6 7

c 0.8 1.2 3.0 1.8 3.0 1.1 0.8

IC 2.5 3.0 2.8 0.3 2.7 3.0 2.5

IL 2.5 2.7 3.0 0.5 3.0 3.2 4.0

IP 2.7 3.0 3.2 0.6 3.2 3.0 2.7

C : Centric occlusion of routine denture.

IC: Centric occlusion of denture supported by shape 

memory implants.

IL: Lateral position of denture supported by shape 

memory implants.

IP: Protrusive position of denture supported by shape 

memory im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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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ing side working side

1 2 3 4 5 6 7 ᅳ

slice number

Fig. 12. Comparision of maximum fringe orders 

in C. and IC.

나타내었으나，후자의 경우는 구치부위나 견치부위 
에서 모두 높은 응력을 보였다(Fig. 12).

IV. 총괄 및 고안

총의치에서 잔존치조골의 양과 형태는 의치의 지 

지, 유지 및 안정성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그러므로 오래 전부터 잔존 치조골을 보호하기 위 
하여 많은 학자들은4 7 식이조절，무교두 인공치 

설계, 인상채득방법，그리고 환자의 주기적인 재내원 
요청등 여러방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여 보 
았지만，Jozefowicz50)는 무치악 지지조직의 변화는 
필연코 계속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의치는 잔존 치조골에 응력을 분산시켜 지지골의 
변성을 초래하며3’4̂  이는 특히 하악이 더.민감하다.

1 2 3 - 1  5 6 7
slice number

Fig. 10. Maximum fringe orders in IL.

측방교합시는 작업측이 균형측보다 약간 높은 응 
력분포를 보였으며 작업측의 제2대구치부위에서 가 
장 높은 응력분포를 나타내었고 전치부는 거의 응 
력을 받지 않았다(Fig. 10).

전방교합은 견치부위에서 가장 높은 응력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좌우측은 거의 대칭인 분포를 보였고 
구치부위로 갈수록 응력은 적게 받았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치부는 응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1).

임프란트가 식림된 경우, 판상형 임프란트의 기 

저부를 중심으로 응력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주위조 
직은 거의 응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 :  

통법 으로 제작된 총의 치 와 임프란트 지 지 총 의  

중심교합에서 통법의 의치는 견치부위에서 가4 슴은  
응력을 보였으며 전치부에서도 비교적 높은■ 응력을

slice number

Fig. 9. Maximum fringe orders in IC.

slice number

Fig. 11. Maximum fringe orders in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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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eufeld52)는 무치악 하악골은 지지구조 면적이 
상악골에 비해 상당히 적고 구조적으로 과도한 기 

능력에 견디기가 어려우므로 상악골에 비해 더 잘 
홉수가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치조골을 보호하여 의치의 유지와 안정 

성을 증가시키 기 위한 부단한 노력 이 예로부터 있어 
왔 지 만 에 죠 ⑨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 

다.

TakahashiM)는 유한 요소법을 이용하여 후방지대 
치로 판상형 임프란트를 사용한 계속가공의치와 통 
상의 계속가공의치의 응력을 비교 연구한 결과，임 

프란트 계속가공의치가 응력분산이 훨씬 우수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와같은 임프란트 술식의 발달로 
그외 여러 보철학적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다.

임프란트의 성패는 수술방법이나 설계 또는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이러한 사항들 
보다는 주로 보철물에 가해지는 교합력과의 관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식림된 임프란트의 유지력에 비해 
과다한 교합력이 가해질 때 임프란트 주위에 골흡 

수가 일어나 임프란트는 동요 탈락하게 된다. 그러 
므로 임프란트가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기능을■수행 

하기 위해서는 교합력과 임프란트의 유지 력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55\

이와같은 맥락에서 볼 때，총의치를 지지하는 무 
치악에서의 응력분포 상태를 분석 연구함으로써 교 

합력 조절과 잔존치조골의 보존문제에 좀 더 과학 

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임프란트가 식립되지 않은 의치의 중심교합에서는 

견치부위가 가장 높은 응력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전 
치부위가 구치부위보다 대체로 높은 응력분포를 보 
였다. 이는 Craig341, 김32>등의 전치부위에서는 응력 
을 적게 받는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나 Lopuck12), 

Sharry^, 조31>등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고 있다. 

이들은 결과를 의치교합경사면이 조직경사면과 상호 
작용하여서 하악에 torquing을 야기함으로써 나타나 
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또한 fissu-

ratum과 같은 병소부가 구치부위보다 S 치부위를 
중심한 전치부에 다발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

임프란트가 식립된 의치의 중심교합경우 전치부 

에서는 거의 하중을 받지 않았으며 제1대구치부위 
에서 응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프란트 head를 연결한 중간구조물의 설계 및 총 
의치 제작시 전치부는 limn의 수평피개를 주었으므로 

이 부위에는 하중이 거의 전달되지 않는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좌 • 우측은 비슷한 대칭성의 응력 
분포를 보이고 있어 이는 다른 연 구 ^고 예 미 와 도  

일치하고 있다.

측방교합에 서 는 작업측이 평 형측보다 약간 높은 

응력 분포를 보였다. 이 는 통법 으로 제 작된 총의치 
측방교합에서 조31\ Craig34，의 결과와는 상반되나 김 
32)，Koran57), Alvi58)의 연구와는 비슷하였으나 작업 
측과 평형측의 응력차이는 다른 연구결과는 달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임프란트 head를 연결한 

중간구조물을 통해 응력이 분산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전치부는 아주 약간의 하중을 받는 결과로 나 
타났다.

전방운동시는 중간구조물의 역활로 인하여 전치 
부위는 거의 하중을 받지 않았으며 견치부위가 누 
치부위 보다 약간 높은 응력을 보였다. 또 좌 • 우측은 

비슷한 응력분포를 보여 통법의 총의치에서의 Koran 

57)，Craig345, 조31>김32> 둥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임프란트 의치의 교합에서는 임프란트 head를 연 

결한 중간구조물을 통해 임프란트 기저부로 교합력이 
전달되므로 같은 하중을 주더라도 임프란트 주위에는 

통법의 총의치에서 보다 더 많은 집중적인 응력분 
포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Johne59)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임프란트 post는 서로 연결된 구조를 갖도록 
함으로써 응력분산을 넓게해서 임프란트 보존에 유 
리한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Hayashi60), Fa- 

rah와 Craig61)의 보고에서 처럼 치근의 형태에 따라 
응력분산이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임프란트 형태의 

적절한 설계를 통하여 임프란트 기저부에 집중되는 
응력을 이상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임프란트 지지 의치와 통법의 의치에서，통법의 
의치에서는 응력 이 잔존 치조골 전부위로. 분산되나



임프란트 지지의치는 판상형 임프란트 기저부를 통 
하여 분산되므로, 같은 하중하에서도 임프란트 지지 
의치의 임프란트 주위가 훨씬 더 높은 무늬차수를 

보여，골흡수가 많이 일어나지 않은 정상적인 치조 
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응력분산의 관점에서 볼 때， 
통법의 의치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Lopuck12)등의 주장에서 처럼 의치제작 
에서는 여러가지 원칙을 잘 지켜 잔존 치조골의 흡 
수를 최소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므로，건강한 

치조골을 계속 보존할 수 있게 하는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 론

저자는 광탄성 재료인 epoxy resin을 사용하여 

형상 기억합금 임프란트를 식립한 무치악 실험모형에 
임프란트 head를 연결한 중간구조물을 제작하고 그 

위에 통법에 따라 총의치를 제작하였고 동시에 대 
조군으로 통상의 무치악 실험모형에 통법의 총의치를 

제작한 후 주어진 하중상태에서 응력을 동결함으로써 
총의치 교합형태에 따른 응력분포 상태를 3차원적 

광탄성 응력분석법을 이용하여 연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통법의 총의치 중심교합에서는 견치부위에서 가 

장 높은 응력상태를 보였으며 전치부가 구치부 
보다 더 높은 응력분포를 보였다.

2. 임프란트 지지 의치 중심교합에서는 전치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높은 응력상태를 보였으며 좌 
우측은 거의 대칭적인 응력분포를 나타내었디-。

3. 임프란트 지지 의치 측방교합시는 작업측이 평 
형측 보다 조금 더 높은 응력분포를 나타내었다.

4. 임프란트 지지 의치 전방교합시는 견치에서 가장 
높은 응력을 보였으며 좌우측은 거의 대칭적인 

상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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