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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통풍 신발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고안의 명칭]

발통풍 신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고안의 분리 사시도.

제2도는 본 고안의 단면도로써,

제2(a)도는 앞부분 종단면도.

제2(b)도는 뒷부분 종단면도.

제2(c)도는 뒷부분의 횡단면도.

제2(d)도는 중간부분 공기 흡입 배출구의 단면도.

제3(a)도는 통기공이 겉창 뒷면에 뚫린 상태의 배면도.

제3(b)도는 제3(a)도의 종단면도.

제4도는 본 고안의 요부를 장화에 실시한 예시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b : 뚜껑부                                       4b : 사각 천공부

4c : 스폰치덮개                                 5a,5b,5c,5d : 공기통로

6a : 볼                                              6b : 스프링

6 :공기흡입배출기                             7 : 측방 배출공

8 : 후방배출공                                  9 : 고무파이프

10 : 배기로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

본 고안은 발통풍 신발에 대한 것이다.

종래에 착화시 신발 내부에서 발생되는 땀고 폐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갑피에 통기공을 
뚫고 바닥창 내부에 공기 흡입공을 개설하거나 공기배출구 장치로 공간부를 형성함으로서 내부의 폐공기
를 발바닥과 접해 있는 바닥창 위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는 구조상 복잡성에 따른 제작상의 난
점이 따르고 장기간 사용시에는 장치된 공기배출 장치의 고장으로 인해 통풍성이 저하되는 폐단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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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고안은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바닥중 악취와 무좀 발생율이 많은 앞발가락 부위에 접해있는 
신발창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통공을 뚫아 일치시킨 후 뒷면과 측면의 외부와 관통된 공기 통로로 
유도하여 바닥창 특히 착화시 앞발가락 부위에서 생기는 폐공기를 원할하게 배출시킴으로써 신발 안창이 
착화시에도 항상 건조 상태를 유지시켜 악취제거와 무좀 방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첨부도면
에 의거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갑피(1) 내부에 안창(2) 텍숀(3), 중창(4) 및 바닥창(5)으로 접착 구성되고, 안창, 텍숀, 중창의 발가락
이  접해지는  부위에  다수의  통공(2a)(3a)(4a)을  뚫어  일치시킨  공지의  것에  있어서  뒷축부분의 
텍숀창(3)에는 뚜껑부(3b)와 중창(4)에는 사각천공부(4b)를 내어 여기에 스폰지 덮개(4c)를 삽입하고 바
닥창에는 통공들과 관통되도록 공기통로(5a)(5b)(5c)(5d)를 형성하되 뒷축 중간 부위마다 볼(6a)과 스프
링(6b)으로 된 공기흡입 배출기(6)를 삽입하고 측방과 후방에 뚫린 배출공(7)(8)고 연통시키거나 고무파
이프(9)로 형성된 배기로(10)로 연결한 구조이다.

도면중 미설명 부호 "11"은 발가락, "12"는 발, "13"은 연결구를 표시한다.

이와 같이 된 본 고안은 각종 신발에 해당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갑피(1)에 신발창을 차례로 접착시키
면  안창(2)의  통공(2a)과  텍숀(3)의  통공(3a),  중창(4)의  통공(4a)  및  바닥창(5)의 
공기통로(5a)(5b)(5c)(5d)가 제2(a)도와 같이 일치된다.

일치된 각 통공들은 무좀 발생률이 높은 발가락(11) 부위에 위치하게 되며, 따라서 착화시 신발 안창의 
앞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폐공기를 각 통공과 공기통로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이다.

즉 착화시 발(12)의 누르는 힘에 의해 신발창 내부의 공기는 일치된 각 통공으로 빠짐과 동시에 각 통공
들과 관통된 바닥창의 공기통로(5a)(5b)(5c)(5d)로 유도되면서 공기통로 뒷축 중간부위마다 삽입되여 있
는  공기배출기(6)의  볼(6a)을  제2(d)에서  점선과  같이  스프링(6b)을  수축시키며  빠져나와  제2(c)도, 
제3(b)도와 같이 공기통로와 연통된 측방과 후방에 뚫려 있는 배출공(7)(8)을 통해 외부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발바닥 부위에서 발생된 폐공기를 완전히 뒤로 뺄 수 있으므로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무좀을 철
저히 예방하고 땀이 차지 않게 되여 착화시 경쾌한 촉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기배출기의 스프링(6b)은 발을 떼는 순간 복원탄력이 발생해 볼을 제위치로 환원시켜 놓는다.

신발을 씻을 때에는 공기통로에 들어가는 물을 빨리 말리기 위해 안창(2)을 들어낸 후 텐숀(3) 뒷축 부
분의 뚜껑(3b)을 열고 중창(4)의 4각천공부(4b)에 삽입되어 있는 스폰지덮개(4c)를 빼낸 뒤에 배출기(6)
를 밖으로 뽑아내고 신발을 씻어 말린 후 재조립이 가능하며 배출기의 교환도 용이하게 한 것이다.

또한 제5도는 장화와 같이 목 긴 경우에 본 고안을 실시한 예시도로서 각 통공(2a)(4a)을 통해 공기통로
로 유도된 폐공기가 공기배출기(6)와 고무파이프(9)로 형성된 배기로(10)를 통해 위로 빠져 외부로 배출
되는 것인 바, 목이 긴 장화 착화시에도 발가락 부위에서 생기는 폐공기를 완전하게 뒤로 빼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된 본 고안은 발가락 부위의 폐공기를 뒤로 완전히 빼낼수 있게 간단한 구조로 구성하여 발가
락 부위에서 생기는 악취와 무좀을 철저히 방지하고 간단한 조작으로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시켜 경쾌
한 촉감으로 착용감이 상쾌한 실용성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갑피  내부에  접착된  신발창의  다수  통공들이  일치된  공지의  것에  있어서  뒷축부분의  텍숀창에는 
뚜껑부(3b)와 중창에는 4각천공부(4b)를 대어 여기에 스폰지덮개(4c)를 삽입하고 바닥창에는 각 통공들
과 관통되도록 공기통로(5a)(5b)(5c)(5d)  를 형성하되 뒷축 중간부위마다 볼(6a)과 스프링(6b)으로 된 
공기 흡입배출기(6)를 삽입하고 측방과 후방에 뚫린 배출공(7)(8)과 연통한 신발의 구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공기통로를 고무파이프(9)로 형성된 배기로(10)와 연결한 장화의 통풍 구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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