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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회석에 의해 그 표면이 부분적으로 피복된 이산화티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을 혼입한 치과용 수지소재를 
제공한다. 이 치과용 수지소재에 있어서는, 이산화티탄으로서 아나타제형, 루틸형 또는 브루카이트형 이산화티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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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이산화티탄의 혼입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산화티탄을 부분적으로 피복하는 인회석은 분말형태의 
이산화티탄을 유사체액에 침지해서 사람의 체온과 같이 약36℃의 온도로 유지하여 교반하는 것에 의해 생성된다. 이 경
우, 이산화티탄의 표면에 생성되는 인회석은 2밀리 이하의 두께의 판상결정으로서 이산화티탄 표면의 0.001∼10%를 
피복하도록 생성되는 것이 긴요하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아크릴계 수지 조성물로 이루어지는 치관(齒冠), 의치(義齒), 교정상(矯正床), 마우스피스등 치과용 제품의 
탈취성, 오염방지성, 제균성(除菌性) 및 세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산화티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보다 자세히는, 치과용 제품 소재의 아크릴계 수지 조성물에 이겨서 속에 넣어 상기 수지 조성물에 의해 제작한 치과용 
제품의 탈취성, 오염방지성, 제균성 및 세정성을 높이는 데 적합한 이산화티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조성물로 이루어지는 
배합제
    

(配合劑), 치과용 제품의 표면에 도포하여 이 치과용 제품의 탈취성, 오염 방지성, 제균성 및 세정성을 높이는 데 적합
한 이산화티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조성물로 이루어지는 도포제(塗布劑) 및 치과용 제품을 세정하는 데 적합한 이산화
티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조성물로 이루어지는 세정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 치과치료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의치상(義齒床), 교정상등의 가철성보철물(可撤性補綴物)이 사용되었지만 이것
들의 보철물은 구강내에서 서서히 프라그가 부착되어 오염되기 때문에 그 세정을 일상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브러싱에 의한 기계적 세정, 의치세정제에 의한 세정등이 실행되어졌다.

이것들의 세정방법으로는 의치표면의 더러움은 제거할 수 있지만, 의치상에 흡착한 더러움이나 색소등의 제거는 곤란하
다. 이 때문에, 탈취성분, 오염방지성분등을 배합한 치과용수지조성물을 의치상, 교정상, 의치보수재, 마우스피스등에 
도포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치과용 수지조성물은, 예컨대, 금속을 담근 티타니아미 분말을 혼합하여 티타니아의 광전기화학적 살균작
용을 이용한, 지속성과 안전성이 높은 살균성의 경화성 수지조성물이 제안되어 있다.(특개평 제5-32516호 공보) 또
한, 소취성 치과용 수지로서, 예컨대, (메타)아크릴산 에스터계 단량체와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탄(Ti0 2 )및 중합개시제
를 함유한 소취성 치과용 수지조성물이 제안되어 있다.

(특개평 제1O-273412호 공보) 이 치과용 수지조성물로 제작한 치과재료는 구강내에서 흡착한 유해성분을 빛을 조사
하여 분해 무취화하는 분해능력을 보유하여, 상기 치과재료를 이용, 제작하여 의치등을 세정할 때에 형광등 또는 태양
광선을 쪼이는 것에 의해 종래의 세정제로서는 제거할 수 없었던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얻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이산화티탄을 배합한 살균성의 경화성수지조성물, 소취성 치과용 수지조성물등은, 어느것이나 이산화티
탄의 빛촉매활성작용을 이용한 것이지만, 이것들의 수지조성물은 이산화티탄의 빛촉매활성작용에 의해 수지 그 자체가 
분해되어 강도의 열화가 일어나 변색되거나 변질되기도 하고 장기간의 사용에 견디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치과용 아크릴계 수지재료는 흡수성, 흡유성이 있기 때문에 구강내에서의 사용에 의해 아래와 같은 문제를 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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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냄새가 스며 들어 불쾌감이 난다.

2)색소가 침착하여 심미성이 나빠진다.

3)치석, 음식물 잔재등이 부착된다.

4)불결물에 의해 세균류를 번식시킨다.

이것들의 문제는, 상기의 치과용 수지소재에 단지 이산화티탄을 배합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상
술한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치과용 수지소재의 개발이 요청되어 왔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주된 목적은 상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산화티탄의 광촉매활성작용에 의한 살균성과 소취성(消臭性)
을 유효하게 발휘시키는 동시에 수지의 분해, 강도의 열화(劣化), 변색, 변질등을 억제할 수 있는 치과용 수지소재, 치
과용 수지제품, 배합제, 도포용제 및 세정제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본 발명자등은, 수산인회석, 인산칼슘등의 인회석에는 치과용 아크릴계 수지의 열화방지 
기능 및 음식물 잔재등의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기능이 있어, 한쪽 이산화티탄에는 그 광촉매활성작용에 의한 살균 및 
소취 기능이 있는 것에 착안하여, 치과용 제품의 사용에 있어 구강내에서는 인회석가 이산화티탄에 기인하는 수지의 열
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역할을 다하고, 세정시에는 이산화티탄이 빛의 조사로써 그 광촉매활성화 
작용에 의해서 인회석에 흡착된 오염물질을 살균하는 동시에 분해 무취화 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한 치과용 제품의 탈취, 
오염방지용 조성물을 개발했다.
    

그리고, 본 발명은, 하기의 치과용 수지소재, 배합제, 도포용제 및 세정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인회석에 의해 그 표면이 부분적으로 피복된 이산화티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을 혼입한 치과용 수지소재.

2) 인회석에 의해 그 표면이 부분적으로 피복된 이산화티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을 매립한 치과용 수지소재.

3) 인회석에 의해 그 표면이 부분적으로 피복된 이산화티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치과용 수지소재에 혼입하여 사용
되는 배합제.

4) 인회석에 의해 그 표면이 부분적으로 피복된 이산화티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치과용 수지제품의 표면에 도포하
여 사용되는 도포용제.

5) 이산화티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여 치과용 제품의 세정에 사용되는 세정제.

6) 인회석에 의해 그 표면이 부분적으로 피복된 이산화티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여 치과용 제품의 제품의 세정에 사용
되는 세정제.

7) 산, 과산화물, 효소 또는 그 혼합물로 이루어지는 조정제(調整劑)를 분산시킨 수용액 속에 인회석에 위해 그 표면이 
부분적으로 피복된 이산화티탄을 혼합한 치과용 수지제품의 세정용 용제.

본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서는 상기의 치과용 수지소재, 치과용수지제품, 배합제, 도포용제 및 세정제 등에 사용하는 이
산화티탄으로서 아나타제형, 루틸형 또는 부루카이트형 이산화티탄 또는 이들 이산화티탄의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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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산화티탄을 부분적으로 피복하는 인회석은 분말상태의 이산화티탄을 유사체액에 침지해서 사람의 체온과 같이 
약 36℃의 온도로 유지하여 교반하는 것에 의해 생성된다. 이 경우, 이산화티탄의 표면에 생성되는 인회석은 2밀리 이
하의 두께의 판상 결정으로서 이산화티탄 표면의 0.001∼10%를 피복하도록 생성되는 것이 긴요하다.

또한, 치과용 수지소재의 제작에 있어서는 치과용 아크릴계 수지등의 치과용 수지에 대하는 인회석에 의해 그 표면이 
부분적으로 피복한 이산화티탄의 혼입량을 0.001∼20중량%, 바람직하게는 0.01∼20중량%에 조정했을때 알맞은 결
과가 얻어진다.

또한, 상기의 세정용 용제에 사용하는 조정제는 인산, 필인산나트륨 또는 과산화수소인 것이 바람직하고, 인산은 0.01
∼100중량%, 바람직히는 0.01∼10중량%, 필이난나트륨은 0.001∼20중량%, 바람직하게는 0.01∼10중량%, 과산화
수소는 0.1∼36중량%, 바람직하게는 2.0∼7중량%에 조정했을때 소망의 결과가 얻어진다.

또, 본 발명의 치과용 수지소재는 치관, 의치, 마우스피스등의 제작에 최적이며, 필요에 의해 사람의 치아의 수복용재(
修復用材), 보철물용재, 의치안정제, 모형재, 교정재등에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세정제는 형광등 
또는 태양광선의 빛조사 아래에서의 세정에 이용했을때, 피세정 수지제품의 제균, 탈취기능을 발휘하여 상기 수지제품
을 변질 도는 변색시키는 일 없이 아주 미려하게 세정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본 발명의 치과용 수지소재는, 아타파이트에 위해 그 표면이 부분적으로 피복된 이산화티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는 조
성물을, 의치상, 마우스피스등의 치과용제품, 사람의 치아의 보존수복용재, 보철물용재, 의치안정제, 모형재, 교정재등
의 소재로 이용되는 아크릴계 수지에 혼입한 것으로, 상기 아크릴계 수지소재로서는 (메타) 아크릴산 에스터계 단량(單
量)체, 알킬(메타)아크리레트가 있고, 필요에 따라 이것들의 아크릴계 수지에, 예를 들어, 포리메칠메타크리레트등의 
유기필러, 실리카분말등의 무기필러, 하이드로퀴논등의 중합금지제, 산화안정제, 자외선흡수제, 안료, 염료, 용매, 분산
제, 섬유등을 함유시켜도 좋다.
    

상기 본 발명에 의한 치과용 수지소재에 있어서는, 인회석로서 수산인회석(Ca10 (OH)2 (PO4 )6 ), 인산칼륨이 이용된다. 
또한, 이산화티탄으로서는 아나타제형, 루틸형 또는 부루카이트형 이산화티탄 또는 이것들의 혼합물의 미세분말이 이용
되고, 그 입자지름은 10㎛ 이하, 바람직하게는 0.1㎛ 이하이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상기 미세분말을 생체적합성을 
가진 금속에 담지(擔持)시켜도 좋다.

    
본 발명의 실시에 따라, 상기의 인회석은 이산화티탄을 유사체액에 침지해서 사람의 체온과 같은 약 36℃를 유지한 상
태로 섞는 것에 의해 이산화티탄의 표면에 생성시킬 수 있다. 생성되는 인회석은 흡착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2mm이하
의 두께의 판상결정인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이산화티탄의 표면을 전부 피복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피복하는 것이 긴요
하다. 본 발명자등이 행한 실험에 의하면, 이산화티탄 표면의 0.001∼20%, 바람직하게는 0.001∼10%가 상기의 인회
석에 위해서 피복되었을때 최선의 결과가 얻어졌다.
    

인회석에 의해 부분적으로 피복된 이산화티탄의 상기 수지소재에 대한 혼합율은 0.001∼20중량%, 바람직하게는 0.0
01∼5중량%에 조정되는 것이 긴요하고, 0.001중량% 이하일 때에는 인회석의 유효성이 없어지고, 20중량% 이상일 
때에는 수지강도의 열화나 장착막의 불쾌감이 생겨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조정(調整)한 본 발명의 치과용 수지소재는 구강내에 사용하는 치과용 제품의 일부를 깍아 그 부분에 
매립하거나, 상기 치과용 제품의 표면에 솔 또는 붓으로 도포하거나, 혹은 얇은 막으로 하여 상기 치과용 제품을 적당한 
곳에 붙여도 좋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사용중인 친숙해진 치아를 만드는 일 없이 본 발명의 치과용 수지소재를 유효
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조정한 본 발명의 치과용 수지소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의치, 치관, 마우스피스등의 치과용 제품은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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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쪼이면서 수도물에 의해 씻을 뿐이고 인회석에 흡착한 오염물질이나 유해성분이 상기 제품에 포함된 이산화티탄의 
광촉매작용에 의해서 제거되어 깨끗히 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치과용 수지소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치과용 
제품에 의하면, 냄새가 스며들어 일어나는 불쾌감의 해소, 색소의 침착방지, 치석, 음식물잔재등의 부착방지, 세균류의 
제거를 장기간에 걸쳐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이산화티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는 치과용 제품의 세정제 또는 인회석에 의해 그 표면이 부분적으로 
피복된 이산화티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는 치과용 제품의 세정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실시에 따라서는 이들 
세정제에 산, 과산화물 또는 효소 혹은 이들 성분의 혼합물을 첨가하여 그 분말을 분산시킨 수용액을 조정한다. 이와 같
이 조장한 용액중에 종래의 아크릴계 수지를 이용하여 제작한 치과용 제품을 침지해서 빛을 조사하면서 세정하거나 상
기 용액을 상기 치과용 제품의 표면에 도포하여 빛을 조사하면서 세정함으로서, 종래의 세정제로서는 제거할 수 없는 
프라그등의 오염물질을 간단히 씻어낼 수 있는 동시에 불쾌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상기의 조정제에 사용하는 산으로서는, 인산, 필인산염, 포리인산염, 트리풀리인산염, 초산, 구연산, 주석산, 사과
산, 기산, 굴콘산, 규산, 호박산, 슈우산, 솔빈산, 염산, 황산, 유산, 잎산, 낙산등이 적합하다. 그리고, 인산 또는 필인산
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산은 0.001∼100중량%, 바람직하게는 0.01∼10중량%, 필인산나트륨은 0.001∼20중
량%, 바람직하게는 0.01∼10중량%로 조정했을때, 소망의 결과가 얻어진다. 더욱이, 상기의 과산화물로서 과산화수소
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산화수소의 첨가량을 0.1∼36중량%, 바람직하게는 2.0∼7중량%로 조정했을때 소망의 결과
가 얻어진다.
    

또한, 상기의 세정시에 있어서의 빛조사의 광원으로서는 태양광, 형광등, 발광다이오드, UV라이트, 블랙라이트, 반도체 
레이져, 백열등, 석영램프, 수은등, 크세논램프, 메탈배이드램프, 발열등, 할로겐램프, 냉음극램프를 사용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의치상의 전면과 근처 가장자리부에 본 발명의 치과용 수지소재를 매립한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2는 마우스피스의 내면에 본 발명의 치과용 수지소재를 매립한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3은 본 발명의 치과용 수지소재를 매립한 인레이(inlay)를 와동(窩洞)에 시멘트붙임을 한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4는 본 발명의 치과용 수지소재를 매립한 오페이킹부에 수지를 고정한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5는 사용중인 부분 의치상에 본 발명의 치과용 수지소재를 매립한 예를 도시하고 있다.

    실시예

다음에, 상술한 본 발명의 치과용 수지소재와 세정제를 사용한 실시예를 소개한다.

실시예1 :

    
아크릴계 수지의 분말(GC사 제품:애크런) 100에 대하여 인회석에 의하여 그 표면이 부분적으로 피복된 이산화티탄의 
분말을 0.001∼1.0중량% 첨가하여 조정한 치과용 수지소재를 도1에 도시한 의치상의 부호4의 장소에 매립하고, 상기 
아크릴계 수지의 분말 100에 대하여 인회석에 의해 그 표면이 부분적으로 피복된 이산화티탄의 분말을 0.001∼20중량
% 첨가하여 조정한 치과용 수지소재를 도1에 도시한 의치상의 부호 1, 2 및 3의 장소에 매립했다. 또한, 이 실시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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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이산화티탄은 입자의 직경이 10nm(쇼와전공 제품)의 것을 이용하고, 인회석은 입자의 직경 0.5㎛로 조정한 
것을 이용했다.
    

그리고, 상기의 의치상을 신선한 물로 세정한 결과, 음식물잔재나 더러움이 제거되고 또 음식물잔재가 부착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도1의 부호 1, 2 및 3의 장소에는 부합의치나 장착되어 있는 수지의 빛깔이나 부착물이 떨어지기 쉽게 
되었다.

실시예2 :

아크릴계 수지의 분말(GC사 제품:애크런) 100에 대하여 인회석에 의해 그 표면이 부분적으로 피복된 이산화티탄의 분
말을 0.001∼20중량% 첨가하여 조정한 치과용 수지소재를 도2에 도시한 마우스피스의 혀측 사선부에 매립했다. 그 결
과, 마우스피스의 이송곳니면에 부착된 침착물과 냄새가 제거되었다.

실시예3 :

가열중합경질수지(이보크라사 제품) 100에 대하여 인회석에 의해 그 표면이 부분적으로 피복된 이산화티탄의 분말을 
0.001∼1.0중량% 첨가 혼합하여 조정한 치과용 수지소재를 도3에 도시한 사람의 치아의 와동(1)에 매립한 인레이(2)
를 시멘트붙임 하였다. 그 결과, 인접 치아나 이경부 근처의 청소가 용이하게 되었다.

실시예4 :

실시예3에 사용한 치과용 수지소재를 도4에 도시한 수지제전장관(樹脂製前裝冠)의 사선부(수지 오페이킹)에 매립했다. 
그 결과, 금속부와 수지로 만든 치아의 사이에서의 색소의 침착이 많아졌다.

실시예5 :

도5에 도시된 사용중인 부분 의치상의 혀측 사선부에 홈을 만들어, 그 부분에 실시예1에 사용한 치과용 수지소재를 매
립했다. 그 결과, 혀측면에 음식물 잔재가 부착되지 않게 되었다.

실시예6 :

    
이 실시예에 있어서는 클리어레진의 분말(미츠비시화성사 제품)에 인회석에 의해 그 표면이 부분적으로 피복된 이산화
티탄의 분말을 (1)1중량% 첨가 혼합한 것, (2)5중량% 혼합 첨가한 것, (3)클리어레진의 분말에 이산화티탄만을 첨가 
혼합한 것, 및 (4)클리어레진의 분말만의 것을 조정하여 이것들의 소재를 간장과 코코아의 혼합액에 1개월 담궈 그 변
화를 조사했다. 그 결과, (1), (2), (3)의 소재에는 냄새나 더러움이 거의 생기지 않았다. 이것에 반하여 (4)의 소재는 
변색되어 냄새가 났다.
    

실시예7 :

이 실시예에 있어서는, 하기의 표1에 도시된 빛조사의 수용액을 사용하여 구강내에 사용한 수지제의 의치를 세정했다. 
이 경우, 이산화티탄(1g)을 달벳코 PBS(±)(1리터중)에 1시간 침지해서 이산화티탄의 표면에 두께 1nm이하의 인회
석를 석출시킨 것을 이용했다. 도포의 경우는 각 용액에 증점제(增粘劑)로서 라포나이트를 0.9중량% 첨가했다.

그리고, 상기한 바와 같이 조정한 치과용 수지소재를 각 용액중에 침지해서 이 용액을 도포하여 빛을 조사하면서 세정
하였다. 그 결과를 표1에 도시하였다. 이 표1에 있어서, X는 냄새도 더러움도 떨어지지 않음을 나타내고, △는 더러움
이 떨어지지 않음을 나타내고, ○는 냄새와 통상의 더러움이 떨어짐을 나타내며, ◎는 냄새와 담배의 댓진, 치석, 지독
한 더러움이 떨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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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표 1]
광촉매 H2 O2 (%) 결 과

도포 블랙라이트(흑등) 태양광
1시간 1시간 4시간 12시간 12시간

TiO2 아나타제 5nm 0.001% 0.01% 0.05% 0 △ ○ ○ ○ ○
3 ○ ○ ○ ◎ ○
6 ○ ◎ ◎ ◎ ○

TiO2 아나타제 5nm 0.06% 0.1% 1.0% 0 △ ◎ ◎ ◎ ○
3 ◎ ◎ ◎ ◎ ○
6 ◎ ◎ ◎ ◎ ◎

TiO2 아나타제 5nm 2.0% 5.0% 10.0% 0 ○ ○ ○ ◎ ○
3 ◎ ○ ○ ○ ○
6 ◎ ◎ ◎ ◎ ◎

인회석코팅TiO2 0.001% 0.05% 2.0% 0 ○ ○ ◎ ◎ ○
3 ◎ ◎ ◎ ◎ ○
6 ◎ ◎ ◎ ◎ ◎

없음 0 × × × × ×
3 × × × × ×
6 × × × × ×

시판품 - × △ × × ×

실시예8 :

이 실시예에 있어서는, 하기의 표2에 도시된 빛조사의 인산수용액을 이용하여 구강내에서 사용한 수지제의 의치를 세정
하였다. 이 경우, 이산화티탄(1g)을 달벳코 PBS(+)(1리터중)에 1시간동안 담드어 이산화티탄의 표면에 두께 1nm이
하의 인회석를 석출시킨 것을 이용했다. 도포의 경우는 각 용액에 증점제로서 래버러토리나이트를 0.9중량% 첨가했다.

그리고, 상기한 바와 같이 조정한 치과용 수지소재를 각 용액중에 침지해서 상기 용액을 도포하여 빛조사 아래에서 세
정했다. 그 결과를 표2에 도시했다. 이 표2에 있어서, X는 냄새도 더러움도 떨어지지 않음을 나타내고, △는 더러움이 
떨어지지 않음을 나타내고, ○는 냄새와 통상의 더러움이 떨어짐을 나타내며, ◎는 냄새와 담배의 댓진, 치석, 지독한 
더러움이 떨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상술한 실시에 기초하여, 본 발명의 치과용 수지소재를 사용한 경우, 혹 본 발명의 세정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회석의 
오염물질 흡착작용과 이산화티탄의 광촉매활성화작용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구강내의 이물의 세정을 용이하게 하여 2차 
카리에스를 방지하여, 청소불량인 경우가 많은 부분을 청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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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광촉매 인산(%) 결 과

도포 블랙라이트(흑등) 태 양 광
1시간 1시간 3시간 6시간 1시간 3시간 6시간

TiO2아나타제 5nm 0.001% 0.01% 0.05% 0 △ △ ○ ○ ○ ○ ○
1 ○ ○ ◎ ◎ ○ ◎ ◎
5 ◎ ◎ ◎ ◎ ○ ◎ ◎

TiO2아나타제 5nm 0.06% 0.1% 1.0% 0 △ △ ○ ○ ○ ○ ○
1 ◎ ◎ ◎ ◎ ○ ◎ ◎
5 ◎ ◎ ◎ ◎ ◎ ◎ ◎

TiO2아나타제 5nm 2.0% 5.0% 10.0% 0 △ △ ○ ○ ○ ○ ○
1 ◎ ◎ ○ ◎ ○ ◎ ◎
5 ◎ ◎ ◎ ◎ ◎ ◎ ◎

인회석코팅TiO20.001% 0.05% 2.0% 0 ○ ○ ○ ○ ○ ○ ○
1 ◎ ◎ ◎ ◎ ○ ◎ ◎
5 ◎ ◎ ◎ ◎ ◎ ◎ ◎

없음 0 × × × × × × ×
1 △ △ △ ○ △ △ ○
5 △ ○ ○ ○ ○ ○ ○

시판품 - × △ × × × × ×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회석에 의해 그 표면이 부분적으로 피복된 이산화티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을 혼입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과용 수지소재.

청구항 2.

인회석에 의해 그 표면이 부분적으로 피복된 이산화티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을 매립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과용 수지제품.

청구항 3.

인회석에 의해 그 표면이 부분적으로 피복된 이산화티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여 치과용 수지소재에 혼입하여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합제.

청구항 4.

인회석에 의해 그 표면이 부분적으로 피복된 이산화티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여 치과용 수지제품의 표면에 도포하여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포용제.

청구항 5.

이산화티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여 치과용 제품의 세정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정제.

청구항 6.

인회석에 의해 그 표면이 부분적으로 피복된 이산화티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여 치과용 제품의 세정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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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산, 과산화물, 효소 또는 그 혼입물로 이루어지는 조정제를 분산시킨 수용액 속에 인회석에 의해 그 표면이 부분적으로 
피복된 이산화티탄을 혼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과용 수지제품의 세정용 용제.

도면
도면 1

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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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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