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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양호한 클리닝 효율과 안정된 사용이 가능한 신규한 칫솔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1>
명은 다양한 사용 상황에서 최  클리닝 효율에 적합한 형상으로 된 몸체부를 가지고 그리고 수동식 칫솔
질로 치아로 부터 플러그를 제거하는데 효율이 상당히 좋도록 정렬 배치된 강모를 가진 칫솔에 관한 것이
다.

배경기술

구강 위생 분야는 구강 건강의 개선이라는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다양한 치약, 구강 <2>
세척제, 치실, 워터 린스 장치, 및 칫솔이 시판되고 있으며 그 각각은 적절하고 규칙적으로 사용할 시 구
강 위생에 특정한 정도로까지 공헌하게 된다.

그런데 적절한 사용 및 규칙적인 사용이라는 면에서 종종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치약이 이전<3>
보다 더 개량되었고 구강 세척제가 상쾌한 입내음을 보장하지만, 구강 공동의 양호한 위생을 위해서는 치
아로부터, 잇몸선(gumline)에서, 및 치아들로 부터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이다. 또한, 구강 공
동의 최내측 도달부도 일정한 문제가 발생되는 장소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항을 충족시키는 치솔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4>

-치아의 크라운의 정상부와 전방 평면부를 포함한 유효한 표면 지 에 클리닝을 제공해야함.<5>

-혀의 정상적인 클리닝 동작이 닿지않아 찌꺼기가 축적되는 장소에 잇몸선에 클리닝을 제공해야<6>
함.

-치아 사이에 유효한 클리닝을 제공해야함.<7>

-구강 공동부의 심하게 굴곡진 영역에도 용이하게 도달되어야함.<8>

-넓은 표면지 의 칫솔질을 허용하면서, 개별적으로도 치아와 치아 표면에 직접적인 힘이 가해져<9>
야함.

-칫솔 사용에 편안감과 안정감을 제공해야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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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야함.<11>

종래기술<12>

상기 상태가 개선되도록 시도되었으며 사용자에 의한 치솔질을 보다 편안하고 유효성이 있게 하<13>
는 다양한 칫솔 요소가 종래 기술에서 공지되어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특정 칫솔은 치아 배면에 닿게
하기  위한  치과  기구와  유사하게  된  각이진  헤드부를  제공하고  있다.  조절가능한  각이진  헤드는  GB 
216,735호에 개시되어 있다. 기타의 칫솔은 전체적인 칫솔질 효율이 개선되는 파상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다른  형태  또는  다른  길이(bristle  types  or  lengths)의  강모를  사용한다.  이러한  각  효과(angled 
effect)를  위해  다른  길이로  된  강모를  제공하는  것에는  예를들어  제콥스(Jacobs)의  미국  특허 제
1,794,711호, 로베이(Robey)의 제2,618,003호, 및 스코프(Scopp)의 제3,742,549호를 참조하라. 누이트스
(Nuyts)의 GB  216,735호 및 US  1,676,703호는 그 도면에서 활용 단부가 보다 긴 길이로 된 강모 터프
(tuft)를 개시하고 있다.

페르돈(Ferdon)의  미국  특허  제1,527,853호,  핀케(Finke)의  제1,497,495호,  및 카트라이트<14>
(Cartwright)의 제1,456,535호는 각각 등고선식으로된 강모 배열을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배열물이 있을 수 있지만, 구강 위생에 필요한 특징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칫솔<15>
에 한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양호한 클리닝 효율과 안정된 사용이 가능한 신규한 칫솔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16>
명은 다양한 사용 상황에서 최  클리닝 효율에 적합한 형상으로된 몸체부를 가지고 그리고 수동식 칫솔
질로 치아로 부터 플러그를 제거하는데 효율이 상당히 좋도록 정렬배치된 강모를 가진 칫솔에 관한 것이
다.

본 발명에 따른 칫솔 몸체의 손잡이와 헤드부분은 다양한 처리공정으로 형성된다. 몸체에는 사용<17>
자에게 견고한 파지부를 제공하는 독특한 인체공학적 손잡이부가 형성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칫솔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헤드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칫<18>
솔의 헤드는 압력하에서 가요성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공된 통상 알려진 것보다 체로 더 얇고 길이가 긴 
지지 바아로 형성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브러시 헤드는 협소한 부분으로 경사지고 임의로는 다시 넓어
지는 형태이다. 다른 양호한 실시예에서는 헤드가 파동식 외관으로 형성된다. 특정한 실시예에서는 헤드 
자체가 상방향으로 곡선진 팁(tip) 부분을 가진다. 또한 헤드는 잇몸 마사지에 유효한 고무로된 하부 부
분을 가질수도 있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에서의 칫솔 헤드는, 상이한 활용지 에 해 헤드를 분리시
키도록 형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칫솔에는 독특하게 선택된 강모 배열이 제공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는 횡방향 <19>
열의 강모 바아와 횡방향 열의 강모 터프(bristle tufts)가 교호식으로 배치되어 표면 지 에 상당한 플
라그  제거를  제공한다.  이점에  해서는  본원의  참고  문헌인  1994년  8월  9일자로 콜게이트-팔모리브
(Colgate-Palmolive)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335,389호에 개재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상기 명세서
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강모 바아 터프는 개별성 터프의 열로 체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본 발
명의 칫솔의 효율이 사라지게 된다. 다른 양호한 실시예에서는 강모가 브러시 헤드의 주변부 둘레에 외방
향으로 돌출되어 잇몸선에 닿게됨과 동시에 잇몸선을 클리닝시킨다. 이로인해 칫솔질 방향 또는 기술과는 
거의 무관하게 클리닝 동작이 일정해진다. 또한 본원의 참고문헌으로 인용된 1994년 8월 30일자 허여된 
콜게이트-팔모리브(Colgate-Palmolive)의 미국특허 제5,341,537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의 체로 집 팩 또는 고형상 언형 클리닝 수단은 개별적으로 치아를 클리닝하<20>
기 위해 브러시 헤드의 이용 단부상의 제 1 강모 지 의 중앙에 형성된다. 또한, 잇몸 마사지부가 칫솔의 
이러한 단부에 합체될 수 있다. 특정한 양호한 실시예에서, 클리닝 수단은 스코프(scoop) 형태로 형상져 
축적된 찌꺼기를 제거한다. 본원은 또한 특정된 배치로 이루어진 강모 길이에 변화를 부여하여 기 하지 
못한 잇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서, 강모량 자체가 변경되어 놀랄만한 결과를 발휘한다. 보다 많은 강모를 가진 <21>
터프를 전체적으로 더 많이 제공함으로서, 헤드 사이즈가 낮아 클리닝 파워가 향상되어진다. 본 발명을 
실시할  시에  신규한  고무  강모  바아는  보통의  강모에  의해  느슨하게된  찌꺼기를  제거하는 스퀴즈
(squeegee) 동작을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칫솔 손잡이와 헤드 부분의 측면도.<22>

도 2 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칫솔 손잡이와 헤드 부분의 저면도.<23>

도 3 은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칫솔 손잡이와 헤드 부분의 상면도.<24>

도 4 는 본 발명의 고무질 손잡이 실시예의 저면도.<25>

도 5 는 본 발명의 고무질 손잡이 실시예의 상면도.<26>

도 6 은 본 발명의 고무질 손잡이 실시예의 측면도.<27>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양호한 각이진 헤드 실시예의 측면도.<28>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양호한 곡선진 헤드 실시예의 측면도.<29>

도 9 는 본 발명에 따른 상승 헤드 실시예의 측면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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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은 부분적으로 상승된 헤드 실시예의 측면도.<31>

도 11 은 상승되고 각이진 헤드 실시예의 측면도.<32>

도 12 는 자유형상 헤드 실시예의 측면도.<33>

도 13 은 테이퍼진 헤드 헤드 실시예의 상면도.<34>

도 14 는 라운드진 모서리를 가진 테이퍼진 헤드 실시예의 상면도.<35>

도 15 는 라운드진 팁 부분을 가진 테이퍼진 헤드 실시예의 상면도.<36>

도 16 은 본 발명에 따른 강모 배열의 사시도.<37>

도 17 은 본 발명에 따른 강모 배열의 사시도.<38>

도 18 은 본 발명에 따른 강모 배열의 사시도.<39>

도 19 는 본 발명에 따른 헤드-강모 조합배열의 측면도.<40>

도 20 은 본 발명에 따른 강모 및 헤드 배열의 사시도.<41>

도 21 은 본 발명에 따른 고무질 헤드-강모 조합배열의 측면도.<42>

도 22 는 본 발명에 따른 헤드-강모 조합배열의 측면도.<43>

도 23 은 본 발명에 따른 헤드-강모 조합배열의 측면도.<44>

도 24 는 본 발명에 따른 잇몸 자극재를 가진 강모 및 헤드 배열의 사시도.<45>

도 25 는 도 27 에 보다 상세한 헤드 배열이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완성된 칫솔의 실시예의 측<46>
벽 사시도.

도 26 은 본 발명에 따른 강모 배열의 부분 사시도.<47>

도 27 은 본 발명에 따른 강모 배열의 상부평면도.<48>

도 28 은 본 발명에 따른 강모 배열의 상부평면도.<49>

실시예

본 발명에 다른 칫솔은 사용이 상당히 편안하면서 훌륭한 클리닝 효율이 얻어지게 조합되어진 것<50>
이다. 이러한 편안한 배열은 신규한 손잡이 형태로 가능하게 되며, 반면에 상기 효율은 이하에 상세하게 
설명되는 신규한 헤드 및 강모 구조로 발생되는 것이다. 일부 도면에서, 유사 요소는 동일한 도면번호로 
표기 하였다.

칫솔 손잡이는 인체공학적인 면에서는 긴 길이 이어야 한다. 일상 생활에서 볼수있는 바로서, 칫<51>
솔질은 샤워실과 같이 습윤한 상태에서 행해지고, 부분이 습윤시 미끄러질수 있는 강성 프라스틱재로 
형성된 현재의 칫솔에 미끄럼 방지성이 제공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끄럼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그러나, 
칫솔 손잡이를 완전하게 콘트롤하지 못하면서 구강 공동 내에서의 칫솔을 격렬하게 사용하게 되면 부적절
한 위치에 있는 강모로 인해 잇몸이 찔리어 무한정한 상처를 발생시킬 수 있다. 구강 공동부는 매우 민감
한 곳이고 그곳의 상처는 특히 이러한 상처의 반복적인 손상시에는 상당한 고통을 받게된다.

도 1 은 미끄럼 문제를 해결한 본 발명의 일면을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칫솔 몸체(30)는 손<52>
잡이 부분(32), 파지 부분(34), 목 부분(36), 및 헤드 부분(38)으로 형성된다. 몸체는 적절한 열가소성 
물질로 주조 또는 사출성형으로 종래 공지된 기술에 의해 다양한 크기중 어느 한 크기로 형성된다.

손잡이 부분(32)은 체로 직선적이고, 일반적인 칫솔 지지 에 칫솔을 보관하는데 사용된다. 파<53>
지 부분(34)은 손잡이 몸체로 부터 다수개 양호하게는 적어도 세개 돌출부(42)를 가진 제 1 파지 부분
(40)으로 형성된다.

사용자의 엄지 손가락은 돌출부 사이에 형성된 적어도 한개의 만입부(44) 내에 견고하게 놓여 진<54>
다. 이로써 브러시의 강모 업 위치를 유지하여 미끄러질 염려 없이 치아면에 브러시를 견고하게 적용할 
수 있다. 칫솔이 강모 다운 위치에서 사용되어 하부 치아를 클리닝할때는, 다수개의 만입부가 손가락 안
착부를 제공하고 그리고 다수개의 돌출부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손가락 붙임부를 제공하게 된다. 칫솔은 
칫솔질을 하는 동안에 역전될 수 있으나(예를들면, 손잡이 위치가 변경되지는 않지만 브러시 방향이 치아
의 향 세트를 클리닝하기 위해서 역전되어짐) 파지성의 손실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제 2 파지 부분(46)도 또한 파지 지 (34)에 형성되지만, 제 1 파지 부분(40)으로 부터의 <55>
파지 지 의 몸체의 향측에 형성된다. 제 2 파지 부분(46)은 적어도 두개의 만입 곡선부(48, 50)로 형
성된다. 만입 곡선부(48, 50)의 근방에는 하부 돌출부(52)가 형성된다. 하부 돌출부(52)는 상부 돌출부
(42)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하고 미끄럼이 없는 측면 동작을 갖도록 손가락 붙임부를 제공한다.

목 부분(36)은 각이진 부분(54)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각은 헤드가 구강내에 보다 적절하게 위치<56>
되게 하여 강모가 치아에 하여 바르게 면되게 한다.

헤드 부분(38)은 종래의 칫솔 보다 체로 더 얇게 형성된다. 이러한 얇은 헤드 부분을 구강 공<57>
동 내에서의 기동성을 더해주고 그 안에 도달되기 어려운 위치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하부 헤드 프로필
을 생성하기도 한다. 지지 비임(60)(도 2 에 도시)은 전체 헤드 부분 높이의 증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헤
드(38)용 가요성 지지부를 제공한다.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브러시 몸체의 하측부를 명확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목 부분(36)은 손잡<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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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32) 또는 파지 부분(34) 보다 체로 더 얇게 형성된다. 목 부분은 헤드 지지 비임(60)을 형성하
는 포인트(58)까지 테이퍼진다. 도 3 은 그 상부 부분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 는 본 발명의 브러시 손
잡이의 하부 부분의 특정된 양호한 실시예를 설명한 도면이다. 손잡이 부분은 손잡이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탄성 하부 파지재료(62)로 형성된다. 탄성 파지재료는 얇은 층으로 형성되는 고무, 고무 유사류
(예를들면"산토프레인(Santoprene")), 또는 적절한 변형성 열가소성 물질 이다. 탄성재는 양호한 방식에 
따라 적절한 접착제로 부착시킬 수 있으나, 사출성형 공정에 의해 강성 플라스틱과 결합시킬 수 있다.

도 5 는 도 4 의 브러시 손잡이의 상부 부분을 설명한 도면이다. 탄성 상부 파지 물질(64)은 결<59>
합 손가락용 고정 파지 붙임부와 훌륭한 마찰부를 제공하는 만입부(44)의 전진 부분 내에 형성된다.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고무성 손잡이의 측면을 설명한 도면이다. 탄성 상부 파지물질(64)은 만<60>
입부(44)의 전진 부분에 가시적으로 부착된다. 탄성 하부 파지물질(62)은 하부 파지부분에 부착된다. 상
기 조합물은 미관을 수려하게 하면서 습윤한 상태하에서의 견고한 파지부를 제공한다. 상기와 같이 고정
되는 편안한 파지부는 실수로 발생될 수 있는 칫솔질 상해를 방지파는 부가적인 잇점이 있으면서, 동시에 
칫솔질을 보다 즐겁고 양호하게 한다.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각이진 헤드 부분의 측면도이다. 각이진 헤드는 구강 공동의 후방부분에 <61>
더 크게 접근이 가능한 상승 강모 또는 하부 헤드 프로필의 어느하나를 제공한다. 각진 헤드 부분(66)은 
다른 방향 평면헤드 부분에 형성된 각도(68)로 접속된다. 지지 바아(70)는 헤드용 지지부를 제공하는 각
도로 연장되고 그리고 더 큰 각도 모션에 해 저항성을 갖는다.

도 8 은 비평면 헤드부분의 실시예를 설명한 도면이다. 헤드는, 헤드 부분에 의해 필요한 틈새가 <62>
다시 감소되고 또한 비가요성 헤드 부분에 의한 직접적인 잇몸 충격의 발생도 감소시킬 수 잇는 곡선진 
부분(72)으고 형성된다. 상기 곡선은 헤드가 민감한 잇몸조직에 비파괴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충격이게 한
다.

도 9 는 헤드면에 해 볼록한 상승 부분(74)을 가진 헤드의 실시예를 설명한 도면이다. 상승 부<63>
분은 강모가 외방향으로 연장되게 하고, 부가적인 굴곡 지지성을 제공하고, 그리고 등고선식 외관을 강모
에게 제공한다.

도 10 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 도면이다. 헤드의 일 부분(76A)은 엘리베이터형이다. 이것<64>
은 더 큰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 단부에 헤드 틈새를 감소시키는 역활을 한다.

도 11 은 엘리베이터식 각이진 헤드 이용 단부(76B)의 조합체를 설명한 도면이다.<65>

도 12 는 잇몸과 접된 저 프로필 헤드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자유롭게 형성된 헤드는 가요성이<66>
고, 최근접 면적을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헤드가 닿게되는 구강 점막에 상처를 거의 발생치 않는다. 자
유 형성 헤드는 외부 둘레부(78)로 형성되고, 내부 채널(80)에 임의로 형성된 지지 비임(82)에 의해 지지
를 받는다.

도 13 은 협소한 포인트(82)를 가진 양호한 테이퍼진 헤드 실시예를 설명하는 상면도이다. 테이<67>
퍼진 헤드는 임의 각도로 부터 구강 공동의 도달 곤란한 부분으로의 훌륭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팁은 
완전 크기 팁보다 더 자유롭게 선회 및 회전할 수 있다. 이것은 적절한 방향으로 중앙집중하는 칫솔질 힘
의 예기치 않는 부가적인 잇점을 가지게 한다.

도 14 는 펼쳐지는 곡선측(84)을 가진 도 13 의 양호한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것은 구강 <68>
공동으로의 접근이 체로 양호한 테이퍼진 헤드이게 하는 큰 헤드 표면 지 를 제공한다.

도 15 는 라운드진 단부 부분(86)을 가진 헤드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이러한 라운드<69>
진 단부 부분은 라운드진 패턴의 강모를 지지하고 입안에 특정 지 에 칫솔질 힘이 집중되게 한다. 만입
부(88)는 테이퍼진 측부(90)로 부터의 라운드진 단부 부분을 경계지게 한다.

도 16 은 본 발명의 제 1 양호한 강모 배열을 설명한 도면이다. 상술된 바와같이 브러시 헤드는 <70>
구강 공동으로의 용이한 접근이 제공되는 협소하고 얇은(높이방향)현상이다. 헤드의 가장 양호한 두께는 
약 3mm 이다.

특정한 강모 배열은 헤드의 사용 단부(손잡이의 목 부분으로 부터 가장 원격진 단부)에 제공되는 <71>
크게 경사진 터프 또는 강모 바아(86)에 의해 특징지워 진다. 크게 경사진 터프(86)는 임의로는 략 2 
내지 8도, 양호하게는 약 3도 각으로 외방향으로 경사진다. 기울어진 터프(86)는 치아 배면 뒤에 닿게되
고 종래 브러시에 의해서는 남겨지는 프라그 및 음식 찌끼물의 제거를 도와준다.

다수개의 양호하게는 세개 내지 여덟개 보다 양호하게는 다섯개의 큰 잇몸선 터프(88)가 헤드의 <72>
각 측면 모서리를 둘러싸게 된다. 이러한 잇몸선 터프는 임의로는 강모의 개별 터프의 형태 또는 가장 양
호하게는 강모 바아 타입 배열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둘레 잇몸선 터프(88)는 구강 형태의 신장된 터프
이고 고무 또는 고무형 물질로 제조된다.

브러시 헤드의 내부는 교호하는 강모 바아(90)와 상호 인접한 터프(92)로 형성된다. 강모 바아<73>
(90)와 상호 인접한 퍼프(92)는 브러시 헤드의 종축선에 한 횡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 양호한 실시예
에서, 강모 바아(90)는 강모 터프(92)보다 짧고, 치아 사이에 상호 인접한 공간을 강모 터프(92)가 결합
하게 하며 강모 바아(90)는 치아면으로 부터의 찌꺼기를 스퀴즈하게 한다. 강모 바아(90)는 표준 강모 물
질, 또는 고무질 물질로 제조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의 독특한 조합은 콤팩트한 헤드 공간에 상당한 클
리닝 힘을 주게된다. 헤드의 둘레에는 잇몸선 강모 바아(88)가 제공되고, 이러한 바아(88)는 도 17 에 도
시한 바와같은 개별적인 터프로 체될 수 있다.

이론상  이러한  클리닝  힘은  부분적으로는  강모  사이의  개방  공간이  작아짐으로써  생성된다. <74>
특히, 소공간에서 특정한 활동을 하는 강모의 상당한 중앙집중은 종래의 강모 터프의 넓은 개방 배치보다 
훨씬 더 유효하다고 믿어진다. 양호하게, 헤드위에 다수의 강모 터프 또는 바아는 하부(30)에 있다.

도 17 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강모 바아(94)는, 상호 인접한 강모 터프<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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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와 교호하며, 강모 재료 또는 필라멘트로된, 또는 고무 유형류, 고무, 또는 열가소성 물질로된 집 
팩 또는 고형 벽으로 형성된다. 바아(94)는 다시 바아(94)가 치아면으로 부터 찌꺼기를 제거하도록 그리
고 상호 인접된 터프(96)가 치아 사이를 지나가도록 터프 보다 짧게된다. 바아(94)와 터프(96)는 브러시 
헤드의 종축선에 해 체로 수직적인 방향으로 향해진다. 바아(94)와 터프(96)는 찌꺼기 제거를 도와주
는 약간 원호진 곡선으로 형성된다. 헤드의 둘레에는 약간 외방향으로 각이진 잇몸선 터프(98)가 제공된
다. 잇몸선 터프는 2 내지 5 양호하게는 약 3도 정도로 외방향으로 각이진다. 이러한 터프는 잇몸선과 수
직 치아면 사이로 부터의 찌꺼기를 클리닝하는 역활을 한다.

헤드는 둘레에 강모(102)를 가지는 라운드진 팁(100)으로 형성된다. 둘레 강모는 양호하게 약간 <76>
다시말하면 2 - 5도 정도 양호하게는 약 3도 외방향으로 각이진다. 또한 라운드진 팁에는 중앙 집 팩 
또는 고형물 터프(104)가 제공되며, 이는 임의로는 잇몸 마사지로 체될 수 있다. 가운드진 팁 터프 배
열물(102)은 치아를 둘러싸고, 반면에 중앙 터프(104)는 치아 사이를 잇몸선에서 클리닝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는 테이퍼진 헤드가 라운드진 팁과 만나는 장소인 만입부(106)가 두개의 별개<77>
의 활용 부분을 명확히 한정한다. 전방 팁 부분은 특정 지 를 파워 클리닝하는 역활을 하고 반면에 헤드 
부분의 나머지 부분은 보다 너 넓은 브러시 스타일로 치아를 클리닝하고 표면과 잇몸과 보다 더 일반적인 
스타일로 치아 사이를 클리닝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활용 또는 동작 세그먼트를 가진 칫솔이 이전에 가
능한 것 보다 훨씬 더 완벽한 클리닝을 수행함으로써 상업성이 큰 더 훌륭한 도구를 제공한다. 개량된 손
잡이의 파지 성능과 연합되면, 전체 칫솔은 구강병에 한 사용자의 구강 위생 병기로서의 가치성을 부가
하게 된다.

도 18 은 본 발명의 특정한 유용 실시예의 사시도이다. 헤드는 상승 부분(108)으로 형성된다. 상<78>
승 헤드 부분(108)의 둘레에는 약 2 내지 5도 양호하게는 약 또는 정확히 3도로 약간 외방향으로 각이진 
강모(110)가 제공된다. 이러한 강모는 치아 주위로 컵을 형성하도록 작용하여 치아를 효율적으로 클리닝
한다. 상승 헤드 부분의 내부에는 치아면을 클리닝하는 집 팩으로 짧고 소프트한 강모 번들(112)이 제
공된다. 이러한 상승 팁은 증가되는 칫솔질 힘과 잇몸 손상 가능성이 없는 클리닝 파워가 모여지게 한다.

도 19 는 상승 헤드 부분(108)을 설명하는 도 18 의 측면도이다. 지지 바아(112)는 가요성과 비<79>
틀림 사용 압력에 한 지지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찌꺼기를 이격지게 스퀴즈하는 강모 바아(114)는, 치
아가 잇몸선과 만나는 홈 지 인, 실내를 클리닝하는 잇몸선 강모(116)보다 짧다.

도 20 은 파형 헤드를 설명하는 실시예의 사시도이다. 납작하거나 또는 곡선진 신에, 상기 헤<80>
드에는 납작한 사인파 단면형상을 칫솔에 제공하는 다수개의 릿지(115)와 골짜기(117)가 형성된다. 팁 부
분(118)은 최종 상승 부분위에 있고 또한 양호하게 략 6도 상방향으로 각이진다. 제로 내지 10도의 엘
리베이터식 기울기가 최적하다. 또한, 각이진 잇몸선 강모(124)로 그 최외측 단부에서 종결되는 열로서, 
상호 인접한 강모(138)의 횡단 열과 교호하는 강모 바아(114)의 횡단 열이 주어진다.

이러한 실시예의 강모 배열은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내부 말굽 형상 강모 바아 스코프 또는 터<81>
프(120)을 가진다. 내부 스코프는 상승 팁 부분(118)의 중간에 위치하고 상승 팁(118)은 내부 터프(120)
과의 결합부에서 동작하여 치아의 표면을 유효하게 클리닝한다. 상승 팁 부분(118)은 반원호형 외부 터프 
배열체(122)를 가진 전진 방향 둘레부를 구비한다. 외부 터프 배열체는 치아 주위로 컵모양을 형성하여 
그 수직 페시아(fascia)를 클리닝한다.

도 21 은 본 실시예로 부터 발생되는 향상된 감촉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는 도 20 의 측면도이<82>
다. 잇몸선 강모 터프(124)과 강모 바아(114)는, 립플식 헤드 디자인으로 칫솔에 일정한 상쾌한 느낌을 
부여하는 물질로 동일 높이로 형성된다. 종래의 칫솔서는 헤드에 높이가 다른 강모를 배치시켜 상기 립플 
효과를 얻었다. 높이가 다른 강모는 가요성 모듈이 다르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균일하게 굽어지지 않는
다.

이러한 사실은 현저하고 불편한 강모 겹침을 초래한다. 본원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모든 강모는 <83>
동일 높이이고 모두 균일한 안정감을 가져 칫솔질 성능을 향상시킨다. 더우기, 이러한 디자인에 소요되는 
제조가는, 강모 모두가 원래 강모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로 있고 다른 길이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체
로 낮게된다. 이러한 실시예에는 가장 양호한 탄성 고무층(127)이 제공된다. 이러한 층은 잇몸을 보호하
고 자극기/마사지기 로서 역활을 한다.

도 22 는 양호한 팁 디자인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상승 팁(18)에는 균일한 길이의 강모(130)가 <84>
제공되고, 사용 단부(132)는 신장된 팁 강모를 가진 종래의 강모와 비교하여 볼 때 낮은 높이이다. 이리
한 개량된 디자인은 치아 배면 뒤를 사용자가 닦을수 있게하고, 더우기 동일 높이의 강모는 보다 균일하
게 양호하게 마모되어 칫솔 수명을 연장시킨다.

도 23 은 곡선진 헤드(136)위에서 레벨식으로 활용되는 강모 단부(134)를 가진 다른 실시예를 설<85>
명한 도면이다. 팁(138)에 강모는, 예를들어 입안에 치열교정 장치가 있는 경우에 곤란한 접근을 위해 상
당히 낮은 프로필을 주는 헤드 강모보다 더 짧다.

도 24 는 매우 양호한 강모 배열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강모 바아(136)와 상호 인접한 터프(13<86>
8)는 터프(138) 보다 높이가 더 작은 바아(136)를 가지고 스테그식으로 설치된다. 잇몸선 강모 터프(14
0)는 양호하게 1 내지 15도 가장 양호하게는 약 12도 로 약간 외방향으로 각이진다. 전진 방향 팁 부분은 
고무 또는 고무유형 물질 또는 농후한 강모질으로 형성된 중앙 잇몸 자극기(142)로 형성된다. 전진 방향 
팁 부분에는 잇몸 자극기(142)를 둘러싸는 각이진 강모(144)의 원형 배열물이 제공된다. 원형 배열 강모
는 2 내지 5도 양호하게는 약 3 또는 정확하게는 3도의 각도로 양호하게 약간 외방향으로 각이진다.

칫솔질중에,  고무  잇몸  마사지기는  잇몸을  자극하고  그리고  자극적으로  치아를  닦는  역활을 <87>
한다.

도 25 는 본 발명에 따른 완전 브러시의 측면 사시도이고 보다 완전하게는 도 26 과 도 27 에 도<88>
시되었다. 이러한 요소의 독특한 조합은 브러시가 종래 브러시에 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고기능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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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효과인 것이게 한다.

도 26 은 양호한 본 발명에 따른 칫솔 헤드 부분을 도시한 도면이다. 강모 바아(154)는 치아면으<89>
로 부터의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찌꺼기가 잇몸선으로 부터 벗어나게 하는 약간 원호진 형상을 
갖는 형태의 것이다. 상호 인접한 강모 터프(156)는 약간 원호진 형태로 형성되어 동일 기능을 수행한다. 
고형 또는 집 팩 브러싱 수단(160)은 브러시의 팁 부분에 중앙에 위치된다. 이것은 치의 자극기, 고무 
바아, 또는 집 팩 또는 고형 강모 터프이다. 고형 또는 집 팩브러싱 수단은 약 3도 를 벗어나 각이진 
팁 주변 강모(162)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얇은 헤드(164)는 명확한 가시성이 있는 것이다.

도 27 은 잇몸선 터프(158)까지 이어지는 상호 인접한 터프(156)와 강모 바아(154)의 원호형 열<90>
을 설명하는 양호한 실시예의 상부 평면도이다. 팁 둘레 강모(162)는 강모 터프의 최전방 원호열과 연결
되어 집 팩 또는 고형 브러싱 수단(172)을 에워싼다.

도 28 은 잇몸선으로 부터 이격지고 그 표면으로부터 찌꺼기를 스퀴즈하며 개별적인 치아로 부터 <91>
찌꺼기를 클리닝하는 역활을 하는 전방 "U" 또는 "말굽"형상 강모 바아 스코프(174)를 설명하는 양호한 
실시예의 상부 평면도이다.

본 발명에 따르는 브러시는 현재 이용가능한 다양한 기술의 어느 하나로 제조 가능한 것이다. 상<92>
술된 바와같은 몸체 자체는 단일 또는 다단계 공정으로 사출성형될 수 있는 것이다. 특정 강모가 종래와 
같이 스테플에 의해 부착될 수 있으나,  강모 바아,  스코프 및 다른 집 팩 강모는 일반적으로 접합
(fusion), 열성형, 또는 사출성형 작업과 같이 스테플을 사용하지 않는 신규한 기술을 사용하여 부착시켜
야 한다. 현재로는 접합 기술이 바람직하다. 브러시 몸체를 미리 성형하여 연화시키고, 이어서 강모 터프
를 용융시켜 연화시킨 브러시 몸체에 접합하는 접합 기술이 유용하다.

다음의 특허들이 사출성형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데 공지된 것들이고, 그 각각은 본원의 참고문<93>
헌으로서 인용된다: 1984년 2월 7일 허여된 미국 특허 제4,430,039호; 1986년 4월 8일 허여된 미국 특허 
제4,580,845호; 1992년 9월 1일 허여된 미국 특허 제5,143,425호; 1995년 2월 21일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390,984호.

열성형, 접합, 용접, 및 그와 같은 류의 다음의 특허들이 몸체에 강모를 부착하는데 다른 유용한 <94>
기술로서, 본원의 참고문헌으로서 인용된다: 1978년 8월 29일 허여된 미국 특허 제4,109,965호; 1986년 
10월 18일 허여된 미국 특허 제4,619,485호; 1987년 1월 20일 허여된 미국 특허 제4,637,660호; 1987년 3
월 3일 허여된 미국 특히 제4,646,381호; 1990년 1월 9일 허여된 미국 특허 제4,892,698호; 1991년 9월 3
일 허여된 미국 특허 제5,045,267호; 1991년 1월 29일 허여된 미국 특허 제4,988,146호; 및 1993년 7월 6
일 허여된 미국 특허 제5,224,763호.

스테플을 사용하지 않는 부착으로 인해 물이 모여지고 박테리아와 병원균이 성장하는 홀이 브러<95>
시 몸체에 없게 된다. 강모를 사출성형부에 공급하여 긴 하게 끼우기 위해서는 강모 둘레에 브러시 몸체
를 사출 성형시키는 것이 양호하다. 고무 파지부는 몸체 위에서 사출성형될 수 있다.

본원에 의해 수용되는 다른 변경은 콤팩트한 헤드 버전을 구비하며 여기서 헤드는 2.25mm보다 길<96>
지않고 헤드는 체로 짧게 형성된다. 또한, 약 2.5 내지 3.5mm 의 헤드를 가진 완전 헤드 변경도 시도되
어 진다. 강모의 길이, 스톡, 경성, 및 두께의 변경 모두는 본원에서 시도되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종축선을 따르는 접속된 손잡이 부분과 헤드 부분을 가진 칫솔에 관한 것<97>
으로서, 헤드 부분은 손잡이로 부터의 원격진 제 1 영역과, 손잡이로 부터 인접된 제 2 영역과, 헤드를 
둘러싸는 둘레부를 가진 것이다. 상기 헤드는 브러싱 수단을 구비하고, 손잡이 부분은 열가소성 물질로 
형성된다. 브러싱 수단은, 손잡이로 부터 원격진 제 1 영역에 제 1 브러시 지 와, 손잡이로 부터 인접된 
제 2 영역에 제 2 브러시 지 를 구비하며, 제 1 브러시 지 는 내부 집 팩 브러시 지 를 둘러싸는 외
부 브러시 둘레 영역을 가지고, 제 2 브러시 지 는 종축선에 해 체로 횡단하는 방향으로된 강모의 
개별성 터프와 교호하는 강모 바아 터프와, 측면 외향 연장된 잇몸선 강모 또는 바아에 강모 단부의 개별
성 터프로된 열을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헤드 부분은 손잡이로 부터 원격진 제 1 영역과, 손잡이에 인접한 제 2 영역과, 헤드를 둘러싸는 
둘레부를 가지고, 헤드는 브러싱 수단을 구비하며, 손잡이 부분은 열가소성 물질로 형성되는, 헤드 부분
과 종축선을 따른 접속 손잡이 부분을 가진 칫솔에 있어서,

상기 브러싱 수단은 외부 브러시 둘레 영역과 내부 집 팩 브러시 지 를 가지고, 손잡이로 부
터 원격진 제 1 영역에 제 1 브러시 지 와; 종축선에 해 횡단하는 방향으로 있는 교호식 바아와 터프
를 가지고, 상기 손잡이에 인접한 제 2 영역에 제 2 브러시 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내부 집 브러시는 강모로된 U형 스코핑 터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내부 집 브러시는 고무 또는 고무 유사류로된 U형 스코핑 바아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내부 집 브러시는 강모로된 반원형 스코핑 터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15-6

1019970706599



칫솔.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내부 집 브러시는 고무 또는 고무 유사류로된 반원형 스코핑 바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내부 집 브러시는 강모로된 원형 터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내부 집 브러시는 고무 또는 고무 유사류로된 원형 바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내부 집 브러시는 강모로된 말굽형 터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내부 집 브러시는 고무 또는 고무 유사류로된 말굽형 바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횡단 강모 바아와 상호 인접한 터프는 원호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
솔.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제 1 브러시 지 에 외부 브러시 둘레 영역에는 반원형 브러시 배열부가 제공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반원형 브러시 배열부는 다수개의 강모 터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반원형 브러시 배열부는 반원형 고무 또는 고무류 바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다수개의 강모 터프는 약 3도로 외방향으로 각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
솔.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반원형 고무 또는 고무류 바아는 약 3도로 외방향으로 각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칫솔.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헤드의 둘레에는 약간 외방향으로 각이진 다수개의 강모 터프 또는 강모 바아
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강모는 다수개의 강모 터프의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다수개의 브러시는 고무 또는 고무류 물질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강모 터프는 타원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고무 또는 고무류 바아 물질은 타원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강모 바아는 상호 인접한 강모 터프 보다 짧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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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헤드에 강모 터프 또는 바아의 수는 30 개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23 

제 1  항에 있어서, 집 팩 브러시 지 는 강모의 중앙 집 팩 터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24 

제 1 항에 있어서, 집 팩 브러시 지 는 중앙 고형 고무 또는 고무류 바아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칫솔.

청구항 25 

제 1 항에 있어서, 집 팩 브러시 지 는 잇몸 마사지기 인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2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영역에 내부 집 팩 지 가 집되게 팩되고 짧고 소프트한 강모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27 

제 1 항에 있어서, 제 1 브러시 지 와 제 2 브러시 지 가 가시적으로 식별되는 이용 부분을 제
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28 

제 1 항에 있어서, 헤드에는 라운드진 팁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29 

제 1 항에 있어서, 헤드에는 파형 프로필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30 

제 1 항에 있어서, 헤드는 바닥부를 가지고, 바닥부에는 탄성층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탄성층은 고무 또는 변형성 열가소성 물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32 

제 1 항에 있어서, 헤드에는 약 3mm 두께의 열가소성 물질로된 층이 형성되고, 손잡이에 접속되
는 헤드 밴드와 일체로 형성된 지지 바아를 가지고, 상기 지지 바아는 헤드 아래 포인트로 테이퍼짐으로
써, 헤드 부분용 지지부가 제공되며; 헤드에는 수평부로 부터 변위되는 부분이 제공되고; 헤드는 사용 단
부 부분이 있는 단부 부분으로 협소하게 테이퍼지고; 그리고 헤드에는 라운드진 단부 부분이 형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헤드 변위부에는 말단 팁에 상방향 각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34 

제 32 항에 있어서, 헤드 변위부에는 말단 팁에 상방향 곡선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
솔.

청구항 35 

제 32 항에 있어서, 헤드 변위부에는 말단 팁에 엘리베이터식 부분 곡선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칫솔.

청구항 36 

제 32 항에 있어서, 헤드 변위부는 종축선을 따른 파형 프로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37 

제 32 항에 있어서, 헤드는 바닥부를 가지고, 바닥부에는 탄성층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청구항 38 

브러싱 수단을 가진 헤드 부분과 열가소성 물질로 형성된 종축선을 따른 접속 손잡이 부분을 포
함하는 칫솔에 있어서: 손잡이는 만입부를 형성하는 다수개의 상부 돌출부를 가진 제 1 파지 부분과, 제 
1 파지 부분으로 부터 손잡이의 향측에 형성된 제 2 파지 부분으로 형성되고, 상기 제 2 파지 부분은 
하부 돌출부를 형성하는 다른 하나에 인접하여 적어도 2개의 만입 곡선부를 형성하고; 헤드는 5mm 이하의 
열가소성 물질로된 층으로 형성되고, 헤드는 헤드아 일체로 형성되고 손잡이에 접속되는 지지 바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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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므로써, 헤드 부분을 위한 지지부를 제공하고; 헤드 부분은 손잡이로 부터 원격진 제 1 영역과, 손잡
이에 인접한 제 2 영역과, 헤드를 둘러싸는 둘레부를 가지고, 브러싱 수단은 외부 브러시 둘레 영역과 내
부 집 팩 브러시 지 를 가지고, 손잡이로 부터 원격진 제 1 영역에 제 1 브러시 지 와; 종축선에 
해 횡단하는 방향으로 있는 교호식 바아와 터프를 가지고, 상기 손잡이에 인접한 제 2 영역에 제 2 브러
시 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칫솔.

요약

본원은 견고한 파지부, 보다 유효한 강모 배열, 그리고 특정형상의 헤드를 가진 개선된 칫솔에 
관한 것이다. 손잡이에는 향 파지 부분이 형성되고, 사용자에게 매우 견고하고 안정된 느낌을 부여하는 
상부 또는 하부 면 사용자 손에 견고하게 잡혀진다. 칫솔은 구강 공동에 최 한 접근되는 협소하고 얇
은 헤드와, 칫솔질에 의해 치아로 부터 플라그를 제거하는데 극히 유용한 신규한 강모 배열부를 가진다. 
일예를 들면, 브러시 헤드는 협소한 부분으로 테이퍼지고 다음에 임의로는 다시 스커트처럼 펼쳐진다. 다
른 실시예에서, 헤드에는 파형 프로필이 형성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브러시 헤드에는 또한 상방향으로 곡
선진 또는 각이진 팁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헤드에는 고무로된 하부 부분을 가질수 있어 잇몸 마사지, 
잇몸 자극기 및 가시적인 다른 활용가능한 지 를 가진 헤드로 유효하게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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