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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고안은 부정교합치를 교정하기 위하여 치열에 끼워 맞춤되는 교정틀을 고정하는 고정구에 관한 것으로
서, 이는 부정교합치를 교정하기 위하여 치열에 끼워맞춤되는 교정틀을 고정하는 고정구를 마련하고 그 
고정구를 이용하여 교정틀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함으로서 부정교합치가 정교하고 바르게 교정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의 구성은 부정교합치를 교정하기 위하여 치열에 끼워마춤 되는 교정
틀을 고정하도록 하부에는 뼈에 식립되는 스크류부가 형성되고 그 스크류부의 상부에는 잇몸의 연조직에 
식립되는 평활부가 형성되며 상기 평활부의 상부에는 상면에 와이어슬롯이 형성되고 그 와이어슬롯의 하
부에는 탄성끈결착홈이 형성된 고정구를 마련하여서 된 것이다.

대표도

도2

색인어

임플랜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도 1b는 종래의 보철치료를 위한 고정구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의 교정틀 고정구 사시도  

도 3은 본 고안의 교정틀 고정구 단면도

도 4는 본 고안의 교정틀 고정구 사용 상태도

도 5는 본 고안의 교정틀 고정구가 잇몸에 식립된 상태의 개략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20 : 고정구                  21 : 스크류부

22 :  평활부                 23 :  헤드부

23a : 와이어슬롯             23b : 탄성끈결착홈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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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안은 부정교합치(덧니,옥니, 뻐드렁니, 벌어진니, 등)를 교정하기 위하여 치열에 끼워 맞춤되는 교
정틀(Orthodontic)을 고정하는 고정구(Implant)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하부에 교정틀을 관통
하며 뼈에 식립되는 스크류부가 형성되고 그 스크류부의 상부에는 잇몸의 연조직에 식립되는 평활부가 형
성되며 상기 평활부의 상부에는 탄성부재를 결착하는 탄성부재홈과 와이어를 고정하는 와이어슬롯이 형성
된 헤드부를 형성시켜서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실치의 보철치료를 위한 다양한 임플랜트(Implant) 인공 매식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개발
이 있어 왔으나 교정 치료시 고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공 매식물에 대한 연구 개발은 매우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보철용 임플랜트 구강 외과 수술용 나사를 교정 치료시 고정 목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식립 부위가 다르고 교정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갖는 임플랜트(이하 고정구라 칭함)(10)는 도 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나사못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뼈(44) 부분에 식립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잇몸(43)과는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도 1b에 나타낸 고정구(10a)는 하부 전체가 스크류부(11a)로 이루어져 있고 상부 일측에는 와이어고정
구(12a)가 마련된 캡(13a)이 필요에 따라 분해결합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상기 스크류부(11a)는 잇
몸(43)과 뼈(44)에 식립되는 식립부이고, 캡(13a)은 와이어(45)가 결착되는 와이어고정구(12a)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마련된 상기 고정구(10a)는 캡(13a)의 일측에 와이어고정구(12a)가 별도로 마련되어고 또 상기 
캡(13a)과 스크류부(11a)가 분해결합 가능하게 마련되기 때문에 구조상 복잡하고 비싼 문제점이 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고안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부정교합치를 교
정하기 위하여 치열에 끼워맞춤되는 교정틀을 고정하는 고정구를 마련하고 그 고정구를 이용하여 교정틀
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함으로서 부정교합치가 정교하고 바르게 교정되도록 함에 있다.

또 본 고안의 다른 목적은 교정틀을 고정하는 고정구의 하부에 스크류부를 형성시키고 그 스크류부의 상
부에 평활부를 형성시키며 상기 평활부의 상부에는 탄성부재결착홈과 와이어슬롯이 형성된 헤드부를 마련
하여 교정틀을 고정함에 있어서 잇몸의 보호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의  치열  교정틀에  대한  특징적인  기술적  구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고안은 부정교합치를 교정하기 위하여 치열에 끼워마춤 되는 교정틀을 고정하도록 하부에는 뼈에 식립
되는 스크류부가 형성되고 그 스크류부의 상부에는 잇몸의 연조직에 식립되는 평활부가 형성되며 상기 평
활부의 상부에는 와이어가 고정되고 탄성부재가 결착되는 헤드부가 형성되고, 상기 헤드부는 상면에 와이
어슬롯이 형성되고 그 와이어슬롯의 하부에는 탄성부재결착홈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본 고안의 교정틀 고정구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고안의 교정틀 고정구 사시도이고, 도 3은 본 고안의 교정틀 고정구 단면도이며, 도 4는 본 고
안의 교정틀 고정구 사용 상태도로써,

본 고안은 부정교합치(41)를 교정하기 위하여 치열(40)에 끼워마춤 되는 교정틀(42)을 고정하도록 하부에
는 교정틀(42)과 잇몸(43)을 관통하여 뼈(44)에 식립되는 스크류부(21)가 형성되고 그 스크류부(21)의 상
부에는 잇몸(43)의 연조직에 식립되는 원통형의 평활부(22)가 형성되며 상기 평활부(22)의 상부에는 와이
어가 고정되고 탄성부재가 결착되는 헤드부(23)가 형성된 고정구(20)가 마련되는데,

상기 고정구(20)의 헤드부(23) 상면에는 일자형의 와이어슬롯(23a)이 형성되고 그 와이어슬롯(23a)의 하
부에는 원주면을 따라 탄성부재결착홈(23b)이 소정의 깊이로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은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교정틀(42)을 부정교합치(41)가 있는 치열(40)에 
끼워맞춤 한 다음 그 끼워맞춤 된 교정틀(42)이 위치이동되지않고 안전하고 견고하게 끼워맞춤 된 상태 
그대를 유지하도록 고정구(20)를 이용하여 고정 설치한다. 

이와 같이 고정구(20)를 이용하여 교정틀(42)이 고정되면 부정교합치(41)는 상기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
된 교정틀(42)에 의하여 정교하고 바르게 고정되는 것이다.

단 상기 고정구(20)는 교정틀(42)을 고정할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브라켓과 와이어를 이용하여 부정
교합치(41)를 교정할때에도 사용할 수 있데, 이때에는 상기 브라켓에 설치되는 와이어가 고정구(20)의 헤
드부(23) 상면에 형성된 와이어슬롯(23a)에 끼워져 결합되고 상기 와이어슬롯(23a)의 하부에 원주면을 따
라 형성된 탄성끈결착홈(23b)에는 일측단부가 브라켓과 결착된 탄성끈이 결착된다.

이상과 같은 작용을 하는 본 고안의 고정구(20)는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크류부(21)는 뼈(44)에 식
립되면 빠져나오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고 평활부(22)는 잇몸(43)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
다.

    고안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고안은 부정교합치를 교정하기 위하여 치열에 끼워맞춤되는 교정틀을 고정하도록 하부에 
스크류부를 형성시키고 그 스크류부의 상부에 평활부를 형성시키며 상기 평활부의 상부에는 탄성끈결착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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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와이어슬롯이 형성된 헤드부가 형성된 고정구를 마련하여 그 고정구로 교정틀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
정함으로서 부정교합치가 정교하고 바르게 교정되는 특유의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부정교합치를 교정하기 위하여 치열에 끼워마춤 되는 교정틀을 고정하도록 하부에는 뼈에 식립되는 스크
류부(21)가 형성되고 그 스크류부의 상부에는 잇몸(43)의 연조직에 식립되는 평활부(22)가 형성되며 상기 
평활부의 상부에는 와이어가 고정되고 탄성부재가 결착되는 헤드부(23)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
정틀 고정구.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23)는 상면에 와이어슬롯(23a)이 형성되고 그 와이어슬롯의 하부에는 탄성
부재결착홈(23b)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정틀 고정구.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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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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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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