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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완충성과 경량성이 양호한 개량 신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구성을 보인 분해 사시도.

제2도는 본 발명의 단면 구성도.

제3도는 제2도의 A-A선 단면도.

제4도는 제2도의 B-B선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신발갑피2 : 중창

3 : 하면판4,5 : 융출관

4',5' : 공실6 : 상면판

7 : 환상 요입부8 : 에어 쿳션실

9 : 보조 에어실10 : 깔창

11 : 밑창12 : 공기 취입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기존 운동화류의 신발창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에어쿳션 효과를 높이고 착화시의 장식성
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본 발명의 특징은 신발의 중창 구조를 투명과 유색 재질의 상호 매칭 결합에 의
한 조화미를 살리면서 착화시에 요구되는 각종 물리적 특성을 고루 갖추게 배려하므로서 신발의 상품 가
치를 일신한데 특징이 있다.

종래에도 신발의 바닥 구조에 완충성을 부여하기 위한 에어백을 뒤축 부위에 부분적으로 내설한 완충 신
발이 공지된바 있으나 이들 구조는 완충성 즉 에어쿳션 효과가 신발 뒷축 부분에만 국한되어 밭바닥 전체
에 대한 완충성이 미흡하고, 특히 이들 신발창의 구조는 그 외관미에 있어서 중창의 재질을 이색층(異色
層)으로 배착시킨 단순한 평면적 구조에 지나지 않아 신발 전체로서의 외관 장식미가 미흡한 단점이 있었
다.

본 발명은 이에 착안하여 그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면서 신발 전체로서 요구되는 사용 효과상의 기능적인 
면과 장식 효과로서 요구되는 외관미를 대폭 개선한데 특징이 있는 것으로 이를 첨부도면에 의하여 상세
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통상의 신발갑피(1) 측의 깥판(10)과 밑창(1) 사이에 개재하는 중창(2)을 구성함에 있어서 폴리우레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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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EVA등 탄성 강도가 양호한 재질을 이용하여 상면판(6)은 투명 재질로 형성하고, 하면판(3)은 유색재질
로 형성한 이중판으로 구성하되, 상면판(6)은 주연부의 후측부에 환상 요입부(7)을 요설하여 내부측에 에
어 쿳션실(8)을 형성하고 하면판(3)은 상단면이 막히고 내부가 공실(4')(5')로 된 다수의 융출관(4)(5)을 
후반부는 굵은 규격으로 융설하고 전방에는 약간 가능면서 점점 높이가 낮아지게 융설한다.

그리고 상기 상면판(6)과 하면판(3)은 각기 독립 분리 상태에서 사출공법으로 성형한 다음 환상 요입부
(7)는 상면판(3)에 접지하고 각 융출관(4)(5)의 상단은 상면판(6) 내면에 접지한 상태에서 고주파 프레싱 
접착을 이행하므로서 이들 중창(2)의 내측에는 에어 쿳션실(8)이 형성되게 하고 외주연에는 공기 보호막
을 이루는 보조 에어실(9)이 환설되게 한 것이다.

상기 구성중 상,하면판(6)(3)은 고주파 접착후 에어 쿳션실(8)에 별도로 공기를 취입하여 일정한 공기압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바 취입 방법은 별도의 공기 취입관(12)을 상면판(6) 일측에 미리 관출하여 두
었다가 차후에 공기를 취입하고 나서 취입관(12)을 용합(溶合)하여 절단하는 공지의 주입 방식을 채용한
다.

상기 구성의 본 발명은 신발갑피(1) 측의 깔판(10)과 밑창(11) 사이에 중창(2)을 접착하여 재화(裁靴)하
게 되는데 제2도와 같이 중창(2)구성이 투명 재질의 상면판(6)을 불투명 유색재질의 하면판(3)과 고주파 
접착 방식에 의해 접착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어서 우선 외관미에서 볼때 투명한 상면판(6) 속에서 상향
으로 융기되어 보이는 융출관(4)(5)들이 아름다운 조형미를 표출하게 되어 상품 가치가 훨씬 돋보이고 기
능적인 면에서는 환상 요환부(7) 내측에 형성된 에어 쿳션실(8)이 일정한 공기압을 가지고 있어 신발의 
착화시 밭바닥 전체가 부드럽고 탄력성이 양호한 완충력을 받게 되어 보행감이 경쾌하고 보행시의 피로감
을 대폭경감할 수가 있으며 특히 동적기에는 에어실의 보온 효과 때문에 항상 따뜻한 착화감을 유지하게 
된다.

이때 뒷굽측의 융출관(5)은 룩은 규격으로 융설되어 있어 뒷축에 미치는 인체 하중을 충분하게 지지시키
면서 적정한 신축 탄성을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에어 쿳션실(8)은 신발창의 주면에 연접된 상태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고주파 접착선인 환상 요입
부(7)의 가장자리에서 또 하나의 보조 에어실(9)이 둥글게 환설되어 있으므로 이 보조 에어실(9)은 에어 
쿳션실(8)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보호벽의 기능을 하여 못이나 가지와 같은 외부 장애물의 침입으로부터 
에어 쿳션실(8) 자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되며 전체적으로 내장된 에어백 장치의 기능에 의해 신발의 
경량성이 좋아져 가볍고 경쾌한 신발이 된다.

이상과 같이된 본 발명은, 첫째 : 에어 쿳션실(8)이 전체적으로 중창 내부에 형성되어 신발의 쿳션 탄력
성이 현저히 확장 강화된 효과가 있고, 둘째; 에어 쿳션실(8)의 주면에는 보조 에어실(9)이 환설되어 상
기 에어 쿳션실(8)에 대한 보호막의 역할을 하여 쿳션 신발의 내구성을 일층 향상시키며, 셋째 : 투명 재
질의 상면판(6)측에 유익된 하면판(3) 측의 융출관(4)(5)들이 제품 완성후 신발 외부에서 충분히 투시되
어 보이므로서 신발의 외관 장식성이 월등히 개선되고, 넷째: 에어 쿳션실(8)과 보조 에어실(9)이 전체적
으로 형성되므로 인해 신발의 경량성이 양호하여 훨씬 더 가벼운 신발이라는 장점을 지닌 것이어서 고품
위 신발로서 그 실효성이 현저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폴리 우레탄이나 EVA 등 탄력성 합성수지 재질로서 신발 중창을 형성함에 있어서, 중창(2)의 구성을 투명 
재질의 상면판(6)과 불투명 유색 재질의 하면판(3)으로 분할 성형하되 상면판(6)에는 환상 요입부(7)를 
주면에 형성하고 하면판(3)에는 다수의 융출관(4)(5)을 돌설하여 이들을 환상 용입부(7)와 융출관(4)(5) 
상측단 측에서 고주파 접착시키므로서 내측에 에어 쿳션실(8)에 보조 에어실(9)을 각각 형성하여 발바닥 
전체에 걸친 에어 쿳션 효과와 에어 쿳션실 보호막 기능을 갖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완충성과 경량성이 
양호한 개량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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