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40680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A61C 8/00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4년07월21일

10-0440680

2004년07월07일

(21) 출원번호 10-2002-0002286 (65) 공개번호 10-2003-0061625

(22) 출원일자 2002년01월15일 (43) 공개일자 2003년07월22일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내이

대구 중구 봉산동 185-8 내이치과병원 3층

장상건

대구 중구 봉산동 185-8

(72) 발명자 장상건

대구 중구 봉산동 185-8

(74) 대리인 유동호

심사관 : 최성근

(54) 인공치아 구조

요약

본 발명은 인공치아 구조에 관한 것으로, 발명의 주된 목적은 인공치근에 구멍을 형성하고, 지대치에 포스트부를 형

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치근에 포스트부를 형성하고, 지대치에 구멍을 형성하여 이들을 결합하였을 때 록킹 테이퍼(

Locking Taper)방식으로서, 같은 치수일 때 더 견고하고, 더 작은 치수의 인공치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며, 구강 내의

주요 해부학적인 구조를 피하면서 식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은 치조골에 식립하는 인공치근(10)과, 이 인공치근에 조립하

는 지대치(20)와, 이 지대치에 조립하는 보철물(30)로 이루어지는 인공치아 구조에 있어서, 상기한 인공치근(10)은 

내부에 길이 방향의 구멍을 가지지 않는 원통형으로 형성하되, 그 상단은 외주면을 따라 형성한 환테홈(13)과, 그 아

래로 제1테이퍼부(14)와, 제2테이퍼부(15)로 이루어지는 포스트부(11)를 형성하며, 상기 포스트부(11)의 아래로 다

단의 원판핀(16)들을 돌출시킨 식립부(12)를 형성한 것으로 하고, 상기한 지대치(20)는 중단에 만곡진 확장부(21)를 

가지는 원통형으로 하되, 그 저면측에 상기 인공치근(10)의 포스트부(11)가 삽입될 수 있도록 테이퍼 내경부(22)로 

이루어진 구멍(23)을 가지고, 상측에는 확장부(21)를 포함하는 보철물 결합부(25)를 형성한 후, 상기 결합부의 상단

면에 결합구멍(24)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상기한 보철물(30)은 상기의 지대치 상측에 결합하되, 통상의 보철재 내부 

중앙에 결합구멍(24)에 상응하는 지대 치 포스트(31)를 갖는 것으로 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치아, 인공치아, 임플란트, 지대치, 보철물, 록킹 테이퍼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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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인공치아 구조를 보인 조립 상태의 단면도

도 2는 또 다른 종래의 인공치아 구조를 보인 조립 상태의 단면도

도 3은 도 2의 분해 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인공치아 구조를 보인 조립 상태의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인공치아 구조를 보인 분해 상태의 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인공치근의 다른 실시예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지대치의 다른 실시예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0 : 인공치근

20 : 지대치

30 : 보철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공치아 구조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치조골에 식립하는 인공치근(Implant)과, 이 인공치근에 조립

하는 지대치(Abutment), 그리고 더 나가서 상기 지대치 표면에 씌워 조립하게 되는 보철물(Crown)까지의 조립 구조

를 개선하여 인공치아의 강도를 높이고, 시술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아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

어지도록 하고자 하는데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인공치아 시스템이라 하면, 치조골에 인공치근을 삽입하여 뼈에 골융합시킨 뒤, 이 인공치근에 인공치아의 지지물이 

되는 지대치를 결합하고, 이 지대치에 보철물을 씌워 완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공치아는 치아 하나를 독립적으로 

식립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식립된 인공치아는 독립적으로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손상(또는 발치)

된 치아를 위해 그 옆의 온전한 자연치아를 깍아내지 않아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틀니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으

며, 수명이 오래 간다는 것 외에도 심미감이 월등한 점 등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을 가진다.

먼저, 현재까지 알려진 인공치아를 보면, 스크류 방식(Screw Type)과 비스크류 방식(Non Screw Type)으로 대별될

수 있다.

먼저 도 1에 도시된 인공치아 구조는 가장 일찍이 제안되어 현재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크류 방식의 시스템으로

서, 미국특허 4,330,891, 4,763,788, 4,824,372, 5,064,375, 5,064,425, 5,069,622, 5,080,589, 5,098,293, 5,125,

841, 5,145,371, 5,154,612, 5,269,685 호 등이 부여되어 있으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상기 도면에서 보듯이 이 스크류 방식은 고정탭(self tapping)이 형성된 스크류(I1)가 외주에 형성되어 치조골(S)에 

삽입 및 골융합되는 인공치근(I)과, 그 내주에 나사결합되는 지대치 스크류(A1)에 의해 인공치근(I)에 고정되는 지대

치(A), 다시 보철물의 고정용 스크류(A2)에 의해 지대치(A)에 결합되는 보철물 접속체(E)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부호 A0은 인공치근(I)이 치조골(S)과 골융합될 때까지 그 인공치근(I)의 나사구멍을 차폐하여 치조골내 인공치근의 

골융합을 돕고, 음식물찌꺼기등이 인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 스크류이며, 점선은 치조골과 수술부위가 아물

어 치료된 후 가공 및 설치될 보철물(C)이다.

이와 같은 스크류 방식의 임플란트 시스템은 소요 부품의 수가 매우 많아 제조 및 유지 원가가 비싸고 시술이 복잡함

으로서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고, 환자에게 전가되는 수가가 너무 비싸지는 단점이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부품간의 결합이 나사(A1, A2)의 결합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교합력 등 지지 가능한 최대 외력은

결국 나사산의 외경(width)의 크기 및 인공치근의 폭(width)과 길이(length)에 달려있어 그 지지력이 작으며, 지지력

이 견디지 못할 경우에는 스크류 풀림등의 발생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스크류 방식의 임플란트 시스템은 구강 내에서 기능적인 교합기능을 수행할 때 압축력에는 비교적 강하나 이

를 당기는 인장력이 커지면 사용에 의한 스크류 풀림이 발생되기 쉽게 된다.

또한 인공치근/지대치 상호접속 상태가 불량해짐으로써 발생되는 틈새는 세 균이 침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위생상

의 문제이 야기되고, 주위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 치조골이 흡수되는 원인이 된다.

상기와 같은 스크류 방식의 임플란트 시스템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 비-스크류 방식의 임플란트 

시스템인데 도 2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부품간의 결합을 표면 마찰력에 기초한 록킹 테이퍼(locking tap

er) 방식에 의하고 있다.

도 2의 구성은 록킹 테이퍼 방식의 대표적인 구성으로서, 바이콘(Bicon)이라는 상품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구성은 치조골(S) 내에 삽입되는 인공치근(I)의 내부에 상방을 향해 확대되는 테이퍼면을 가지는 구멍(Well)(I2)을

형성하고 지대치(A)의 하부에 이에 대응하는 테이퍼를 가지는 포스트부(A3)를 연장하여 구멍(I2)과 포스트부(A3)의 

표면간의 마찰력에 의해 지대치(A)를 인공치근(I)에 결합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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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치(A)의 상방부에는 확장되는 플래어(flare)부(A4)를 가지며 양측이 절개되어 경사면(A5)을 형성하는 대략 양측

절두 원추형의 헤드가 구비된다.

이와 같은 종래의 시스템들은 공통적으로 치조골(S)에 대한 결합은 인공치근(I)이 담당하고, 보철물(C)을 지지하는 

지대치(A)는 이 인공치근(I)에 결합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교합력 등의 외력은 보철물(C)을 통해 지대치(I)에 전달되므로 결국 이들 시스템들의 강도는 지대치(A)와 인

공치근(I) 간의 결합력과 인공치근(I) 자체의 강도에 좌우된다.

상대적으로 직경이 작은 나사(A1, A2)의 나사산에 의해 결합이 유지되는 도 1의 스크류 방식에 비교할 때, 도 2 의 록

킹 테이퍼 방식은 결합력이 월등히 높고 풀림등의 문제는 없으나, 그 최대 강도는 결합 부위의 최소직경에 좌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즉, 인공치근(I)을 지대치(A)에 조립하고자 할 때, 상기 인공치근(I)의 중앙에 형성한 구멍(I2) 속으로 지대치(A)의 포

스트부(A3)를 끼워 넣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스트부(A3)의 목치수(a)와, 이 목치수를 뺀 인

공치근(I)의 테두리 치수(b)가 너무 작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어금니 등 큰 교합력을 요구하는 치아의 경우는 파단이 발생되기 쉬우며, 이러한 지지 강도의 문제가 종래의 

임플란트 시스템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도 2에서 보인 인공치아의 경우, 인공치근의 직경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치조골의 두께가 최소 7.5mm는 되어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된다. 그리고 이와 이의 사이가 좁거나 치조골의 두께가 더 얇은 부위는 더 작은 인공치아를 필

요로하게 되며, 아무리 작더라도 도 2의 인공치근에서 포스트부(A3)의 목치수는 2.0mm 이상이 되어야 잘 부러지지 

않는데, 상기와 같은 종래의 구성으로는 치수를 더 줄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 범위가 한정될 수 밖에 없고, 

또 더 작은 치수로 만들면 부러지기 쉽기 때문에 사용이 꺼려지는 문제가 있다.

한편, 도 1 내지 도 3에 소개된 바와 같은 종래의 인공치근에 있어서는 인공치근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임의의 각도로 

꺾어진 형태를 갖출 수 없었다.

즉, 인공치근을 치조골에 식립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상악골 또는 하악골의 해부학적인 구조( 하 치조관, 이공, 상악

동을 구성하는 피질골)들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이 해부학적인 구조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각

도로 꺾인 형태의 인공치근이 필요하나, 종래의 인공치근은 중앙에 구멍이 존재하므로 꺾인 형태의 인공치근을 형성

할 수 없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 보완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 발명의 주된 목적은 인공치근에 

구멍을 형성하고, 지대치에 포스트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치근에 포스트부를 형성하고, 지대치에 구멍을 형

성하여 이들을 결합하였을 때 록킹 테이퍼(Locking Taper)방식으로서, 같은 치수일 때 더 견고하고, 더 작은 치수의 

인공치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며, 구강 내의 주요 해부학적인 구조를 피하면서 식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은 치조골에 식립하는 인공치근과, 이 인공치근에 조립하는 지

대치와, 이 지대치에 조립하는 보철물로 이루어지는 인공치아 구조에 있어서, 상기한 인공치근은 내부에 길이 방향의

구멍을 가지지 않는 원통형으로 형성하되, 그 상단은 외주면을 따라 형성한 환테홈과, 그 아래로 제1테이퍼부와, 제2

테이퍼부로 이루어지는 포스트부를 형성하며, 상기 포스 트부의 아래로 다단의 원판핀들을 돌출시킨 식립부를 형성한

것으로 하고,

상기한 지대치는 중단에 만곡진 확장부를 가지는 원통형으로 하되, 그 저면측에 상기 인공치근의 포스트부가 삽입될 

수 있도록 테이퍼 내경부로 이루어진 구멍을 가지고, 상측에는 확장부를 포함하는 보철물 결합부를 형성한 후, 상기 

결합부의 상단면에 결합구멍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상기한 보철물은 상기의 지대치 상측에 결합하되, 통상의 보철재

내부 중앙에 결합구멍에 상응하는 지대치 포스트를 갖는 것으로 하여 구성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상세한 구성 및 작용을 첨부 도면에 따라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인공치아 구조를 보인 것으로 조립상태의 단면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인공치아를 분해한 상태의 

단면도이다.

도면에서 보듯이 본 발명의 인공치아는 인공치근(10)과 지대치(20)로 구성하되,

상기 인공치근(10)은 내부에 길이 방향의 구멍을 가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상단부는 원주면을 따라 형성한

환테홈(13), 그 아래로 제1테이퍼부(14), 그 아래의 제2테이퍼부(15)를 가지는 포스트부(11)로 하고, 상기 포스트부(

11)의 아래로는 다단의 원판핀(16)들이 돌출된 식립부(12)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상기한 지대치(20)는 중단에 만곡진 확장부(21)를 가지는 원통형으로 하되, 그 저면측에 상기 인공치근(10)의 포

스트부(11)가 삽입될 수 있도록 테이퍼 내경부(22)로 이루어진 구멍(23)을 가지고, 상측에는 확장부(21)를 포함하는 

보철물 결합부(25)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본 발명에 따른 상기 인공치근(10)의 실시예를 도 5에서 볼 수 있다.

도 5의 인공치근(10)은 포스트부(11)의 최상단의 최소 직경이 약 2mm, 높이가 약 3.5mm이고, 그 아래의 식립부(12)

는 최상부 원판핀(16)의 최대 직경이 약 4mm, 높이가 약 8mm인 것이며, 호칭치수가 4*8 이다.

참고로 이러한 호칭치수별 종류는 비교적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약 7~8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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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포스트부(11)의 환테홈(13)은 상단면으로부터 0.5mm 내려간 위치에서 약 0.3mm의 폭과 약 0.3mm의 깊이

로 형성된다.

이 환테홈(13)은 지대치(20)를 조립하였을 때, 면접촉 상태를 향상시켜 조립상태를 호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즉, 테

이퍼진 지대치의 구멍(23)과 포스트부(11)는 서로 면접촉을 하게 되는데, 가공 상태가 완벽하지 못하여 전체 외주면 

중 일부분만 닿고 어느 한쪽 부분이 닿지 않을 경우, 환테홈(13)을 가진 부분에서 미세하게 휘어지면서 면접촉 상태가

호전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한 포스트부(11)의 제1테이퍼부(14)는 기울기를 약 1.5°를 유지한다. 즉, 환테홈(13)이 있는 최상단의 직경을 

가장 작은 치수로 하여 그 아래로 갈수록 굵어지므로, 최상단의 최소 직경이 약 2mm일 때, 제2테이퍼부(15) 직전의 

직경은 약 2.183mm가 된다.

제2테이퍼부(15)는 상기 제1테이퍼부로부터 약 0.5mm의 높이 구간, 기울기 약 3°내외로 형성하여 다음에 설명할 

지대치(20)의 구멍(23)에 끼워 졌을 때 내경부(22)의 입구 테두리가 제1테이퍼부(14)에 비하여 살짝 더 밀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식립부(12)의 원판핀(16)은 약 7개를 갖는데, 최상층의 제1원판핀(16a)은 높이 1.3mm, 직경 4mm가 되고, 그 

아래의 제2원판핀(16b)으로부터 제7원판핀(16g)까지의 간격은 각각 1.1mm가 된다.

그리고 제1원판핀(16a)으로부터 제4원판핀(16d)까지는 최대 직경이 같고, 그 아래의 제5원판핀(16e) 내지 제7원판

핀(16g)은 내려 갈수록 직경이 작아지는데, 이와 같이 직경이 작아지도록 하는 이유는 자연치아의 외형을 따르도록 

준수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으며, 최하단의 제7원판핀(16)의 직경은 약 3mm가 된다.

제1원판핀(16a)의 그 상면이 약 45°의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 우산모양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제2원판핀(16b) 내지 

제7원판핀(16g)도 우산모양으로 하되, 그 상면이 약 20°의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최하단의 제7원판핀(16g) 저면에는 볼록한 융기부(17)를 갖는데, 이는 치조골에 인공치근용 구멍을 뚫을 때 사용

하는 리머(Reamer)의 끝단 날 부분과 일치하도록 하여 필요없는 치조골 삭제 작업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

한편, 본 발명의 인공치근(10)은 상기 포스트부(11)를 식립부(12)로부터 임의의 각도로 기울어진 형태를 갖도록 제작

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종래의 인공치근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부에 구멍을 가지기 때문에 임의의 각도로 

꺾인 상태로 제작할 수 없었음)

이는 포스트부(11)와 식립부(12)의 각 형태는 상기 실시예와 같이 하되, 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스트부(11)가 식

립부(12)에 대해 약 10°∼ 20°로 기울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는 구강내의 주요 해부학적인 구조, 즉, 하 치조관, 이공, 사악동을 구성하는 피질골을 피하여 식립부(12)는 경사진 

상태로 식립하여도 포스트부(11)가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유효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상기 지대치(20)의 일 실시예를 도 5에서 볼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치수와 다른 모양의 지대

치가 다수 있다.

상기와 같은 지대치(20)는 중단에 항아리 모양의 만곡진 확장부(21)를 가지는 원통형으로 하되, 그 저면측에 상기 인

공치근(10)의 포스트부(11)가 삽입될 수 있도록 테이퍼 내경부(22)로 이루어진 구멍(23)을 가지고, 상측에는 상기 확

장부(21)를 포함하는 보철물 결합부(25)를 가지는 것이다.

이 지대치(20)가 상기 실시예의 인공치근(10)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스트부(11)가 끼워질 테이퍼 내경부(22)

의 테이퍼 역시 약 1.5°를 갖는 것이 공통된 사항이다.

상기의 확장부(21) 위로 보철물이 결합될 것이며, 이 구멍(23)의 내경에는 산(酸) 부식에 의한 표면처리가 되어 있다.

한편, 인공치근이 치조골 속에 식립되고, 그 인공치근과와 지대치가 결합된 상태에서 치조골이 재생되면, 이 지대치의

최 하단부위가 인공치근의 포스트와 함께 치조골 속에 묻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견고해진다.

그리고 이 지대치(20)의 하부 구멍(23)이 인공치근(10)의 포스트부(11)와 결합했을 때, 최소 직경은 지대치 하단의 

직경이 되는 바, 이 직경은 종래의 지대치가 갖는 직경보다 크기 때문에 보철물을 씌우게 되면 지지력이 더 향상되고,

심미감도 좋아진다.

예컨대, 상악의 전치부 회복시 자연치아의 노출부 하단 두께는 약 7.0m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 하부 인공치아 연결

후, 보철물의 치경부 두께를 최대한 자연치아에 적합하도록 하려면 가능한 자연치아의 노출부 하단 두께와 유사할 수

록 좋은데, 본 발명의 지대치는 인공치근의 바깥으로 감싸도록 조립되기 때문에 그 하단이 종래에 비해 굵으며, 따라

서 자연치아의 치경부 모양과 거의 같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의 지대치(20)는 도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즉, 보철물 결합부(25)의 상단면에도 결합구멍(24)을 형성하여 보철물(30)의 결합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때의 결합구멍(24)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록킹 테이퍼(Locking Taper)방식으로 체결될 것이므로 그 내경부의 

테이퍼 역시 약 1.5°를 갖는 것이 좋다.

이 결합구멍(24)에 끼워질 지대치 포스트(31)는 보철물의 패스(Path)와 합성수지를 위한 레진크라운(Resin Crown)

의 결합을 하기 위한 것이며, 이 결합구멍(24)에 의하면 평상시 보철물을 영구 접착제(Cement)의 사용 없이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치과용 접착제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인공치아 구조에 따르면 종래와 같이 인공치근에 구멍을 형성하고, 지대치에 포스트부를 형성하는 것이 아

니라 인공치근의 상단에 제1테이퍼부 및 제2테이퍼부를 가지는 포스트부를 형성하고, 지대치의 저면에 테이퍼 내경

부를 갖는 구멍을 형성하여 조립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같은 직경의 인공치근과 대비 하였을 때 지지강도가 월등히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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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며, 지지강도가 크기 때문에 인공치근의 최소직경을 더욱 더 작게 할 수 있고, 특히 식립부에 대하여 포스트부를 

임의의 각도로 꺾어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지대치는 인공치근이 갖는 포스트부의 외경을 감싸는 형태로 조립되기 때문에 치경부의 두께가 굵어 가능한 자

연치아의 치경부와 같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좋으며, 더 나가서 상측에도 보철물 결합을 위한 록킹 테이퍼 방식의

결합구멍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보철물의 조립이 한층 더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치과용 영구접착제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어 좋은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치조골에 식립하는 인공치근(10)과, 이 인공치근에 조립하는 지대치(20)와, 이 지대치에 조립하는 보철물(30)로 이루

어지는 인공치아 구조에 있어서,

상기한 인공치근(10)은 내부에 길이 방향의 구멍을 가지지 않는 원통형으로 형성하되, 그 상단은 외주면을 따라 형성

한 환테홈(13)과, 그 아래로 제1테이퍼부(14)와, 제2테이퍼부(15)로 이루어지는 포스트부(11)를 형성하며, 상기 포스

트부(11)의 아래로 다단의 원판핀(16)들을 돌출시킨 식립부(12)를 형성한 것으로 하고,

상기한 지대치(20)는 원통형으로 하되, 그 저면측에 상기 인공치근(10)의 포스트부(11)가 삽입될 수 있도록 테이퍼 

내경부(22)로 이루어진 구멍(23)을 가지고, 상측에는 확장부(21)를 포함하는 보철물 결합부(25)를 형성한 것으로 하

며,

상기한 보철물(30)은 상기의 지대치 상측에 결합하되, 통상의 보철재 내부 중앙에 결합구멍(24)에 상응하는 지대치 

포스트(31)를 갖는 것으로 하여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치아 구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한 인공치근(10)의 제1테이퍼부(14) 및 상기 지대치(20)의 테이퍼 내경부(22)는 원통형의 중심선에 대해 약 0.5

° ~ 2.5° 의 기울기를 가진 테이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치아 구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한 인공치근(10)의 포스트부(11)는 그 중심이 식립부(12)의 중심에 대하여 약 10°∼20° 기울어진 상태로 형

성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치아 구조.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한 지대치(20)는 그 상단면에 보철물의 지대치 포스트(31)를 결합할 수 있는 결합구멍(24)을 형성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치아 구조.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한 지대치(20)의 결합구멍(24)과 지대치 포스트(31)의 외주면은 원통형의 중심선에 대해 약 0.5° ~ 2.5° 의 

기울기를 가진 테이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치아 구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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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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