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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보호커버(4)에 끼워진 헤드레스트나 시트백 쿠션과 같은 쿠션에 케이스, 예를 들면 통합 플레이 스테이션, 

DVD 판독기나 플레이 스테이션을 위한 간단한 스크린, 확성기나 다른 것과 같은 케이스(5)를 조립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방법은 상기 쿠션(2)에 상기 커버(4)를 장착하기 전에 상기 보호커버(4)에 직접 상기 케이스(5)를 고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케이스, 스크린, 비디오, 플레이 스테이션, 보호커버, 쿠션, 로드, 케이블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쿠션, 예를 들면 헤드레스트(headrest)나 시트백 케이스 쿠션(seat back cushion)에 통합 플레이 스테이션

(integral play station), DVD 판독기나 플레이 스테이션을 위한 간단한 스크린, 확성기나 그밖의 것을 조립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 보호커버에 끼워진 쿠션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의 실시을 위해 상기 케이스에 

끼워지는 보호커버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자동차, 기차, 심지어 비행기의 헤드레스트나 시트백의 상단부들은 종종 비디오 케이스들, 예를 들면 통합 플레이 스

테이션, 간단한 플레이 스테이션 스크린, DVD 판독기를 위한 LCD 스크린, 또는 다른 것들이 끼워져, 사람들이 상기 

시트 뒤에 안착하여 예를 들면, 영화를 보거나, 특히 라이오 링크를 통해 상업성 정보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심지

어 인터넷 접속까지도 가능하게 해 준다.

상기의 쿠션들은 섬유, 가죽이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보호커버 내부에 블럭(block)의 합성 발포체로 구성된다.

이런 쿠션들은 결국 상기 비디오 케이스를 수용하기 위해 적절하게 조립되어 준비된다; 특히, 쿠션들은 상기 케이스

의 끼움 하우징(embedding housing)과 통합 고정 스탠드(integral fastening stand)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은, 특히 통합 고정 수단을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과 상기 비디오 케이스를 수용하고 질적 완성

을 얻기 위해 필요한 보호커버의 특별한 작업성때문에, 상기 쿠션들의 제조를 어렵게 만든다. 모든 케이스들에 있어

서, 수용 쿠션들은 상기 케이스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되거나 특히 변형되어야만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수용 쿠션에 이런 케이스의 조립을 단순화하고 이런 쿠션들의 장치를 규격화하는 것이 가능한 수단을 제공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보호커버에 상기 케이스를 직접 고정시키는데 있고, 이후 수용 쿠션에 상기 커버를 장착시키

는데 있다.

분명히, 본 쿠션은 상기 케이스에 끼워진 상기 커버를 받아들이기 전에 원래의 보호커버 내부에 이미 배치될 수 있다.

<<케이스>>라는 용어가 여기서 사용되었고 이하의 상세한 설명에서 전기적인 콘솔의 형태로 일체 성형된 구조물이나

전기적인 콘솔 및 상기 콘솔의 이동가능한 끼움 용기로 구성되어 두부분으로 성형된 구조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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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상기 케이스는 상기 커버의 내부 표면에 대향되게 위치된 상기 케이스와 부가 고정 구조물 사이에 보

호커버를 에워쌈으로써 고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보호커 버 내에 적절한 형태와 넓이를 가진 개구

(opening)를 형성하는데 있고, 이후 상기 커버의 내부 표면에 대향되게 위치된 상기 케이스와 상기 부가 고정 구조물 

사이에 상기 개구의 주변 테두리를 둘러쌈으로써 이 커버에 상기 케이스를 고정시키는데 있다.

상기 케이스는 프레임의 형태인 된 부가 고정 구조물에 강제로 끼워질 수 있다. 또한, 상기 케이스는 적절한 기계적 

수단에 의해 이 부가 구조물에 상호 연결될 수 있다. 당업자는 상기 케이스의 외곽에 위치되어 상기 케이스에 클램핑 

수단으로 끼워진 프레임의 형태인 부가 구조물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당업자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케이스와 상기 

구조물 사이에 보호커버를 둘러싸는 동안, 상기 보호커버의 내부 표면에 부가 고정 구조물을 고정시키고, 이후 상기 

부가 구조물에 상기 케이스를 고정시킬 수 있다.

실시예의 변형에 따라, 당업자는 접착이나 다른 것에 의해 상기 케이스의 외곽, 특히 이 케이스로부터 돌출된 칼라(co

llar)에 보호커버 안에 만들어진 개구의 상기 주변 테두리를 직접 고정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에서 기술한 방법의 실시를 위해 케이스, 특히 비디오 케이스에 고정되는 쿠션의 상기 커버, 예를

들면 헤드레스트나 시트백 쿠션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이 보호커버는 상기 커버에 미리 형성된 개구의 주변 테두리에 상기 커버를 고정시기 위해 상기 커버

의 내부 표면에 대향되게 배열된 부가 구조물과 함께 작용하는 케이스에 끼워진다.

상기 케이스는 평면이나 실질적으로 그 전면의 평면에 연장된 돌출 칼라를 포함하고, 이 칼라는 상기 커버에 형성된 

개구의 주변 테두리를 둘러싸는 프레임의 형태인 부가 구조물과 함께 작용한다.

상기 부가 구조물은 평면 프레임이나 관형 프레임의 형태인 될 수 있다. 후자의 케이스에 있어서, 부가 구조물은 그 

전면 테두리에 돌출 칼라를 포함한다; 또한, 이 프레임의 후면 테두리는 상기 케이스의 전원 케이블을 끼워 넣는 개구

가 형성된 바닥까지 연장될 수 있다.

상기 케이스는 걸림수단이나 부가 기계적 수단, 예를 들면 스크류나 클램핑 클립에 의해 부가 구조물과 상호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후술되는 변형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이에 한정되지 않고 잘 기술될 것이고, 단지 예시 목

적으로 제시되어 첨부된 도면에 도시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시트 헤드레스트의 케이스의 본 발명에 따른 어셈블리를 보여주는 측단 개략도이다;

도 2는 상기 비디오 케이스의 수용을 위해 보호커버 안에 만든 컷아웃(cut-out)을 보여주는 전면도이다;

도 3은 조립전, 도 1의 어셈블리의 다른 구성요소를 보여주는 개략도이다;

도 4는 헤드레스트 쿠션에 상기 커버를 장착하기 전, 보호커버에 상기 비디오 케이스의 고정을 보여주는 개략도이다;

도 5 내지 10은 보호커버에 상기 케이스의 다른 가능한 조립모드를 예시한 부분 개략도이다.

실시예

도 1은, 측단면도로서, 시트백의 상부에 그 고정(anchoring)을 허용하는 로드들(3)에 끼워지는 합성 발포체(2)의 쿠

션으로 구성된 헤드레스트(1)를 보여주고 있다. 상기 고정 로드(3)는 폼 쿠션(foam cushion, 2)에 통합된, 도시하진 

않았지만, 지지스탠드(support stand)에 일반적으로 고정된다.

상기 폼 쿠션(2)은 케이스(5), 특히 비디오 케이스에 고정되는 적절한 재질, 예를 들면 섬유, 가죽이나 플라스틱 재질

의 보호커버 내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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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케이스(5)는 헤드레스트(1)의 후면에 배열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케이스(5)는 전기적 콘솔의 형태로 

일체 성형된 구조물로 구성된다. 또한, 그것은 2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즉, 하나는 전기적인 콘솔의 형태로 다른 하

나는 상기 콘솔의 끼움 용기의 형태로; 후자의 케이스에 있어서, 콘솔 용기 어셈블리는 보호커버에 일직선으로 고정

되거나 단지 끼움 용기를 먼저 고정시키고 나중에 전기적인 콘솔이 부가될 수 있다.

이 케이스(5)는 통합 플레이 스테이션의 형태로 될 수 있다; 그것은 전기적인 콘솔, 특히 DVD 판독기, 플레이 스테이

션이나 다른 것에 연결된 단순한 스크린, 예를 들면 LCD스크린이 될 수 있다.

상기 커버 구조물(4)은 상기 쿠션(2)의 외곽을 가능한 잘 일치시키도록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상기 쿠션(2)에

그 배치를 허용하는 하부 개구(7)를 포 함하고, 그 개구(7)는 이동가능한 덮개부재들, 예를 들면 탄성체, 자동고리 밴

드나 단순한 클램핑 스트링(clamping string)과 결합된다.

본 발명에 따라, 상기 비디오 케이스(5)는 상기 쿠션(2)에 상기 커버를 위치시키기 전에 상기 보호커버(4)에 부착된다

.

상기 케이스(5)의 전면은 연장된 상태이거나 실제로 상기 커버의 외면의 연장된 상태이고, 그 후면은 폼 쿠션(2)의 후

면에 대향되게 가압되고 적용된 압력에 관해 그 정도로 약간 변형될 수 있다.

당업자는 폼 쿠션(2)은 그 자체의 원래 보호커버 내부이든 아니든, 규격품이든 또는 준 규격품이든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요하다면, 단순한 홈(recess)이 상기 케이스(5)의 두께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이 쿠션의 후면에 

형성될 수 있다.

어째든, 상기 케이스(5)는 상기 쿠션(2)에 대향되게 가압된 상기 커버(4)를 팽팽하게 함으로써 소정위치에 고정된다.

비디오 케이스에 제공된 적절한 케이블(들)(8)이 상기 커버(40의 하단부에 형성된 개구(7)를 통과한다; 이후, 케이블

들은 상기 헤드레스트의 고정 로드들(3)중 하나를 따라 끼워지고, 그 다음 전원과 접속하기 위해 상기 시트백에 들어

간다. 상기 케이스(5)가 간단한 스크린을 구성한다면, 이 스크린은 케이블이나 라디오 링크에 의해 전기적인 콘솔(예

를 들면, DVD 판독기처럼)과 연결될 수 있다.

상기 케이스(5)는 다른 적절한 수단에 의해 상기 커버(4)에 고정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당업자는 상기 커버(4) 내에 개구나 컷아웃(10)을 형성하고, 그것의 형태나 면적은 상기 케이스의 형

태나 면적에 적합해야 한다; 그리고, 당업자는 상기 커버(4)의 내부 표면의 측면에 위치한 상기 케이스(5)와 부가 고

정 구조물(12) 사이에 상기 개구(10)의 주변 테두리(11)를 에워쌈으로써 이 케이스를 고정시킨다.

이 특별한 고정타입이 도 2 내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상기 도면들에 도시된 상기 케이스(5)는 전면(14), 후면(15) 및 4측벽(16)에 의해 전체적으로 평행6면체의 형태로 케

이스를 구성한다. 이러한 4벽(16)은 주변 구조물을 함께 형성한다.

상기 케이스(5)는 게다가 상기 전면(14)의 연장되어 돌출된 주변 테두리, 또는 돌출 칼라(17)를 포함한다.; 이 주변 테

두리(17)는 수직이거나 실제로 측벽들(16)에 수직으로 연장한다.

도 2는 상기 케이스(5)를 수용하기 위해 상기 커버(4) 안에 만들어진 개구(10)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당업자는 점

선(18)으로 도시된 상기 케이스의 총 용기 공간 조건을 알 수 있다. 개구(10)는 상기 각도를 늘이는 4컷팅라인(four c

utting lines)과 결합된 상기 케이스의 총 공간 조건보다 작은 크기의 용기 컷아웃(19)에 대응한다.

그리하여, 당업자는 상기 케이스(5)와 상기 부가 고정 구조물(12) 사이에 에워싸지는 개구(10)의 주변 테두리(11)를 

함께 형성하는 4개의 플랩부재(flap material, 22)를 얻게 된다.

도 1, 3 및 4에서, 이 부가 구조물(12)은, 여기서는 평행6면체 형태로, 관형 프레임(24)을 구성하고, 상기 프레임의 총

면적은 상기 케이스(5)의 4측벽(16)에 위해 형성된 주변 구조물의 면적보다 아주 약간 크게 형성된다.

여기서, 이 프레임(24)의 전면 테두리는 돌출 주변 칼라(25)를 포함한다; 즉, 그 후면 테두리는 바닥 요소(26)까지 연

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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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당업자는 상기 케이스(5)의 전원 케이블(8)을 통과시키는 부가 구조물(12)의 바닥(26)에 형성된 오리피스(27

)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상기 다른 부분들은 내외측에 각각 상기 커버(4)의 개구(10) 반대편에 상기 케이스(5)와 부가 구조물(12)을 위치시킴

으로써 조립된다.

이후, 그것은 편리한 어셈블리를 얻기 위해 상기 커버의 개구(10)의 주변 테두리(11)를 되는 동안 상기 부가 구조물(1

2) 안에 상기 케이스(5)를 끼우는 것을 충족시킨다.

상기 커버의 개구(10)의 주변 테두리(11)를 형성한 상기 리브부재들(leaves)이나 플랩부재들(22)은, 한편으로는 양 

평행6면제 프레임들(16, 24) 사이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기 테두리(17)와 상기 칼라(25) 사이에 각각 상기 케

이스(5)와 상기 부가 구조물(12)에 의해 에워싸진다. 이 에워쌈(enclosing) 또는 이 죔(pinching) 시스템은 정확하게 

상기 보호커버(4)에 상기 케이스(5)를 유지하도록 해준다.

상기 케이스(5)의 바닥(15)은 접촉되거나 부가 구조물(12)의 바닥 요소(26)에 거의 접촉된다.

분명히, 이 조립동안, 당업자는 상기 커버(4) 안에 그 통합을 위해 부가 구 조물(12)의 상기 오리피스(27)를 통해 상기

전원 케이블(8)을 끼워 넣어 처리한다.

상기 부가 구조물(12)과 상기 커버(4)를 가진 상기 케이스(5)의 어셈블리는 강제 끼움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질 수 있

다.

또한, 이 어셈블리는 적절한 걸림부재들에 위해 만들어 질 수 있고, 이 걸림부재의 가능한 실시예는 도 5의 도면부호 

28, 또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다가 부가 상호연결 부재들, 예를 들면 스크류나 클램핑 클립(29)에 의해 개략

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6에서, 상기 스크류들이나 상기 클램핑 클립들(29)은 각각 상기 케이스(5)와 상기 부가 구조물(12)의 상기 바닥 요

소들(15, 26)을 조립한다; 또한, 당업자는 이런식으로 양 프레임들(16, 24)을 결합시키거나 더욱이 양 돌출부를 결합

시킬 수도 있다.

도 7에 도시된 실시예의 변형에 있어서, 부가 구조물은 단순한 관형 평행6면체 프레임(12′)의 형태로 될 수 있다. 거

기에 다시, 상기 다른 구성요소들은 단순한 강제 끼움, 어떤 적절한 걸림수단이나 부가 상호연결 요소들, 예를 들면 스

크류들, 클립들이나 다른 것들에 의해 조립될 수 있다.

또한, 당업자는 상기 케이스(5)에 상기 프레임을 클램핑하는 수단과 결합되는 죔 스트랩(tightening strap)과 유사한 

개방 프레임(open frame)을 이용할 수 있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가 구조물은 상기 케이스(5)의 주변 테두리(17)와의 관계에서 상기 커버(4)를 둘러싸는 

평면 프레임(12″)의 형태로 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한 실시예에서,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가 구조물(12''')은 상기 부가 구조물(12''')과 상기 케이스(5)

사이에 상호연결 전에 상기 커버(4)의 내부 표면에 고정될 수 있다.이 케이스에는, 상기 커버(4)의 개구(10)의 주변 

테두리(11)가, 예를 들면 접착에 의해, 적절한 접착수단이나 열융합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부가 구조물(12''')에 고정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부가 구조물(12''')과 상기 케이스(5) 사이에 상호연결은 상기에서 나열되고 제시된 어떤 적절한 수단에 

위해 실현될 수 있다.

상기 케이스(5)와 상기 부가 구조물(12''') 사이의 상호연결동안 상기 보호커버(4)는 상기 다른 요소들의 조립을 최적

화하기 위해 죄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가능한 실시예에서, 도 10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커버의 개구(10)의 상기 주변 테두리(11)는 

상기 케이스(5)의 칼라(17)에 접착이나 다른 것에 의해 직접 고정될 수 있다; 그후, 이는 부가 구조물(12)의 존재없이 

고정이 가능하게 해준다.

적용된 본 기술에 따라, 취급방법이 용이해지면, 상기 케이스(5)는 상기 커버를 취급한 후 상기 커버(4)에 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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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기 보호커버(4)가 상기 케이스(5)에 끼워지게 되면, 상기 커버는 상기 헤드레스트 쿠션(2)에 아주 일반적으로 

장착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케이스는 상기 시트백의 상단부를 장착하기 위해 시트백 커버에 유사하게 장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조립 원리는 확성기들, 리모트 컨트롤 서포트나 그런 타입의 다른 장치들의 보호커버에 적용하기 위

해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헤드레스트나 시트백 쿠션과 같은 쿠션(2)에 통합 플레이 스테이션, DVD 판독기나 플레이 스테이션을 위한 간단한 

스크린, 확성기나 다른 것 등의 케이스(5)를 조립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호커버(4)에 상기 케이스(5)를 고정시키

고 이후 상기 쿠션(2)에 상기 커버(4)를 장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스 조립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커버(4)의 내부 표면에 대향되게 위치된 상기 케이스(5)와 부가 고정 구조물(12, 12′, 12″, 12''')의 사이에 상

기 커버(4)를 에워쌈으로써 상기 쿠션(2)의 상기 보호커버(4)에 상기 케이스(5)를 고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

이스 조립방법.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커버(4) 내에 적절한 형태와 면적을 가진 개구(10)를 형성하고, 이후 상기 커버(4)의 내부 표면에 대향되게 

위치된 상기 케이스(5)와 상기 부가 고정 구조물(12, 12′, 12″, 12''')의 사이에 상기 개구(10)의 상기 주변 테두리(

11)를 둘러쌈으로써 상기 커버(4)에 상기 케이스(5)를 고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스 조립방법.

청구항 4.
제 2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프레임의 형태인 부가 구조물(12, 12′, 12″, 12''') 안에 상기 케이스(5)를 끼움으로써 상기 커버(4)에 상기 케이스(

5)를 고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스 조립방법.

청구항 5.
제 1항 내지 제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커버(4)의 내부 표면에 부가 고정 구조물(12''')을 고정시키고, 이후 상기 케이스(5)와 상기 구조물(12''') 사

이에 상기 보호커버(4)를 바람직하게 에워싸는 동안 상기 부가 구조물(12''')에 상기 케이스를 고정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케이스 조립방법.

청구항 6.
제 2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5)의 외곽에 놓이고 상기 케이스(5)에 클램핑 수단을 끼우는 프레임의 형태인 부가 구조물(12′)에 의해

상기 보호커버(4)에 상기 케이스(5)를 고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스 조립방법.

청구항 7.
제 2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프레임의 형태인 상기 부가 고정 구조물(12, 12′, 12″) 안에 상기 케이스(5)를 강제로 끼움으로써 상기 보호커버(4

)에 상기 케이스(5)를 고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스 조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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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5)의 외곽, 특히 이 케이스로부터 돌출된 칼라(17)에 상기 커버(4) 내에 만들어진 개구(10)의 주변 테두

리(11)를 직접 고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스 조립방법.

청구항 9.
제 1항 내지 제 8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의 실시를 위해 케이스(5)에 고정되는 헤드레스트나 시트백 쿠션과 같

은 쿠션(2)을 위한 커버.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커버(4) 내에 형성된 개구(10)의 주변 테두리(11)에 상기 케이스(5)를 고정시키기 위해 상기 커버(4)의 내부 표

면에 대향되게 펼쳐진 부가 고정 구조물(12, 12′, 12″, 12''')과 함께 작용하여 상기 케이스(5)에 끼워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보호커버.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평면이나 실질적으로 그 전면(14)의 평면에 연장하는 돌출 칼라(17)에 끼워지는 케이스(5)를 포함하고, 상기 칼라(17

)는 상기 커버(4) 내에 형성된 개구(10)의 주변 테두리(11)를 둘러싸기 위해 프레임의 형태인 부가 구조물(12, 12′, 

12″, 12''')과 함께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커버.

청구항 12.
제 10항 또는 제 11항에 있어서,

평면 프레임의 형태인 부가 구조물(12″)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커버.

청구항 13.
제 10항 또는 제 11항에 있어서,

관형 프레임의 형태인 부가 구조물(12, 12′, 12''')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커버.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그 전면에 돌출 칼라(25)에 끼워진 프레임의 형태인 부가 구조물(12, 12''')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커버.

청구항 15.
제 13 항 또는 제 14항에 있어서,

그 후면 테두리에 바닥(26)에 끼워지는 프레임의 형태인 부가 구조물(12, 12''')을 포함하고, 상기 바닥(26)에는 상기 

케이스(5)를 공급하는 케이블을 끼워 넣는 개구(27)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커버.

청구항 16.
제 9항 내지 제 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걸림수단(28)에 의해 부가 구조물(12, 12′, 12″, 12''')에 상호 연결되는 케이스(5)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커버.

청구항 17.
제 9항 내지 제 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스크류들이나 클램핑 클립들과 같은 적절한 부가 고정 부재들에 의해 상기 부가 구조물(12, 12′, 12″, 12''')에 상호

연결되는 케이스(5)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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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주변 테두리(11)에 개구(10)를 포함하고, 상기 주변 테두리(11)는 상기 케이스(5)의 외곽, 특히 이 케이스로부터

돌출된 칼라(17)에 접착이나 다른 것에 의해 직접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커버.

청구항 19.
제 9항 내지 제 18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보호커버를 구비한 헤드레스트나 시트백 쿠션과 같은 쿠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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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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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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