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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접힐 수 있는 장치

요약

접힐 수 있는 장치, 예를 들어 부양 장치는 접히지 않는 형태 및 접히는 형태를 가진다. 장치는 접히는 형태를 이루도록 자

체적으로 접힘으로써 감기는 형태이고 접히지 않는 형태를 향하도록 하는 스프링을 포함한다. 스프링은 가요성 재료의 패

널(11)의 주변을 따라 형성된 포켓내에 있는 장치의 주변을 따라 또는 장치의 외주변에 위치한다. 포켓내에 위치된 것은

팽창되어 부력을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팽창 블래더(20)이다. 팽창가능한 블래더를 포함하는 부가적인 또는 다른 포켓은

가요성 패널의 중앙부에 위치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장치, 예를 들면 부양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주변 스프링 기구의 사용을 통해서 접힐 수 있는 장

치, 예를 들면 부양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장치, 예를 들면 부양 장치들은 부표(floats), 뗏목, 구명정, 생명 보호선 등의 형태로 공지되어 있다. 종래에 공지된 장치는

일반적으로 공기 압력 만을 통하여 그 형상을 유지하며 일반적으로 공기가 빠졌을 때 접혀진다. 또한 본 기술분야에 공지

된 것은 예를 들면 금속, 플라스틱, 또는 유리섬유로 제조된 접힐 수 있는 스프링의 사용을 통해서 접힐 수 있다.

접힐 수 있는 스프링은 한 조각의 직물 또는 다른 패널의 엣지를 따라 제공된 직물 슬리브내에 유지되거나 고정된다. 접힐

수 있는 스프링은 하나의 연속 루프로서 제공될 수 있거나, 연속 루프를 형성하도록 단부에서 연결된 재료의 스트립 또는

스트립들 일 수 있다. 플라스틱 및 유리섬유와 같은 다른 재료들도 기술되어 있지만, 이들 접힐 수 있는 스프링은 통상적으

로 가요성의 감길 수 있는 강철로 제조된다. 접힐 수 있는 스프링은 보통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감길 수 있도록 허용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가요적이다. 따라서, 각각의 접힐 수 있는 스프링은 두 개의 형태, 보통의 감기지 않은 형태 또는 팽창된 형

태 및 감긴 또는 접힌 형태를 예상할 수 있으며, 감긴 또는 접힌 형태에서 스프링은 감기지 않은(또는 팽창된) 형태보다 매

우 작은 크기로 접힌다. 스프링은 각각의 직물 슬리브내에 유지되지만 직물 슬리브에 연결되지는 않는다. 선택적으로, 슬

리브는 제 위치에 유지하도록 스프링에 기계적으로 체결, 뜨기(stirching), 용융 또는 접착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접힐 수 있는 장치, 예를 들면 부양 장치는 코일형 스프링 및 가요성 패널을 포함한다. 가요성 패널의 외측 엣지를 따라 주

변 슬리브가 있으며, 주변 슬리브에 코일형 스프링과 하나 이상의 팽창가능한 블래더(bladder)가 배치된다. 코일형 스프링

(coilable spring)은 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도록 처리된 강철로 제작되거나 코일형 스프링은 방수 재료로 제조될 수 있

다. 가요성 패널은 나일론과 같은 수중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어떠한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별법으로, 가요성 패널은 다

중 재료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변 슬리브는 나일론으로 제조될 수 있으며, 중앙부는 메시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팽창가능한 블래더는 예를 들면 파열을 방지하는, 임의의 적합한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각각의 블래더는 밸브와 같이 블

래더를 팽창시키거나 공기를 빼는 수단을 포함한다. 장치, 예를 들면 부양 장치는 또한 필로우 섹션(pillow section)을 포

함하여 사용자의 머리를 지지하는 부력을 제공한다. 필로우 섹션은 팽창가능한 블래더를 포함하여 필로우를 형성한다. 스

프링은 가요성 패널의 주변 슬리브내에 배치될 수 있거나, 가요성 패널의 외측 엣지에 기계적으로 부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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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접힐 수 있는 장치, 예를 들면 부양 장치의 일 실시예의 평면도이며,

도 2는 도 1의 Ⅱ-Ⅱ 선을 따른 도 1의 접힐 수 있는 장치, 예를 들면 부양 장치의 단면도이며,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사용된 바와 같은 코일형 스프링의 단부와 슬리브가 연결된 도면이며,

도 4는 본 발명의 접힐 수 있는 장치, 예를 들면 부양 장치의 다른 실시예의 평면도이며,

도 5는 본 발명의 접힐 수 있는 장치, 예를 들면 부양 장치의 또 다른 실시예의 평면도이며,

도 6은 도 5의 Ⅵ-Ⅵ 선을 따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단면도이며,

도 7은 본 발명의 접힐 수 있는 장치, 예를 들면 부양 장치의 또 다른 실시예의 평면도이다.

실시예

도 1 내지 도 7에는 접힐 수 있는 장치, 예를 들면 부양 장치의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접힐 수 있는 장치, 예를 들면 부양

장치의 각각의 실시예는 코일형 금속 또는 플라스틱 스프링(18)을 포함한다. 코일형 스프링(18)은 다른 재료, 예를 들면 강

하고 가요적인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스프링(18)은 상부에서 접혀져 더욱 소형화되도록 감을 수 있다. 스프링이 감겨지

지 않은 상태에서, 코일형 스프링(18)은 원형 또는 타원형 또는 어떠한 원하는 형상일 수 있다. 스프링이 물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코일형 스프링은 예를 들면, 방수 재료로 제조되거나 방수가 아닌 어떠한 재료를 보호하도록 코팅될 수 있다.

코일형 스프링(18)은 단일 연속 요소일 수 있거나 하나 이상의 스프링 요소의 단부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 슬리브와 같은

연결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코일형 스프링(18)은 어떠한 적합한 형상 및 치수일 수 있다. 코일형 스프링(18)은 또한 감겨

진 형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감겨지지 않는 형상으로 복귀되도록 형상을 기억한다.

코일형 스프링(8)을 가로질러 펼쳐진 것은 가요성 패널(11)이다. 가요성 패널(11)은 하나의 재료의 연속체일 수 있거나 수

개의 상이한 타입의 재료로 구성될 수 있다. 패널(11)은 중앙부(14)와 주변부(15)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가요성 패널

의 중앙부(14)는 물이 통과하여 유동할 수 있도록 하는 메시(mesh) 또는 액체에 대한 투과성 또는 반투과성의 다른 재료

인 반면, 주변 엣지는 나일론 또는 폴리에스터와 같이 액체에 대해 불투과성이다. 장치, 예를 들면 부양 장치의 엣지에서,

재료는 장치(10)의 주변 둘레에 슬리브(12)를 형성하는 이중 두께를 가진다. 하나 이상의 팽창가능한 블래더(one or more

inflatable bladders)(20)는 슬리브(12) 내에 배치되어 있다. 하나의 팽창가능한 블래더(20)는 장치(10)의 전체 주변을 둘

러쌀 수 있거나 두 개이상의 팽창가능한 블래더(20)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여기서 각각의 팽창가능한 블래더(20)는 팽창

가능한 블래더(20)를 팽창시키고 공기를 빼는 수단을 가진다. 본 발명의 도시된 실시예에서, 하나의 팽창가능한 블래더

(20)는 사용자의 머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위치되며 또한 그에 따른 특정 치수를 가진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슬리브(12)는

블래더(20)가 더욱 넓게 팽창할 수 있도록 장치(10)의 주변의 작은 부분을 따라 보다 넓게 형성된다. 이는 사용자의 머리가

사용자의 몸의 나머지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방지한다. 팽창가능한 블래더(20)의 크기는 상당히 변화될 수 있으며 패널

(11)에 배치된 사용자의 몸무게를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만 넓으면 된다. 팽창가능한 블래더(20)는 예를 들면 팽창

될 때 직경이 3인치일 수 있다. 팽창가능한 블래더(20)는 임의의 재료로 제조될 수 있으며 파열 방지용(resistant to

punctures) 재료일 수 있다. 코일형 스프링(18)은 또한 주변 슬리브(12)내에 위치될 수 있다. 하나의 팽창가능한 블래더

(20)가 선택된 경우, 코일형 스프링(18)은 팽창가능한 블래더(20) 내부 또는 외부에 배치될 수 있다. 다중 팽창가능한 블래

더(20)가 사용되는 경우, 코일형 스프링(18)은 주변 슬리브(12)의 엣지를 따라 팽창가능한 블래더(20) 외부에 있을 수 있

다. 이와 달리, 코일형 스프링(18)은 장치(10)의 외측 엣지를 따라 주변 슬리브(12) 외부에 위치될 수 있다. 코일형 스프링

(18)은 체결, 뜨기(stirching), 용융 또는 접착과 같은 기계적 수단을 통하여 가요성 패널(11)에 부착될 수 있다.

장치(10)의 일 실시예는 확대된 형태로 도 1 및 도 2에 도시된다. 가요성 패널(11)의 주변 슬리브(12)는 나일론일 수 있으

며 가요성 패널(11)의 중앙부(14)는 메시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중앙부(14)에 있는 메시 재료가 액체에 대한 투과성이기

때문에, 블래더(20)가 팽창된 형태로 장치(10)가 수중에 배치될 때, 중앙부에 배치되어 있는 사용자의 몸의 대부분이 수면

아래 위치할 수 있다. 블래더(20)와 필로우(16)에 의해 제공된 부력은 사용자의 몸의 나머지를 수면 위로 유지시킨다. 필로

우(16)는 주변 슬리브(12)의 부분이며 이중 직물 층을 포함하여 직물 층들 사이에 팽창가능한 블래더(20)를 수용한다. 이

러한 특별한 실시예에서, 두 개의 팽창가능한 블래더(20)는 장치(10)의 주변 슬리브(12)에 배치되어 있으며 하나는 필로우

부(16)에 배치되고, 각각의 블래더는 팽창가능한 블래더(20)를 팽창시키는 수단을 포함한다. 팽창 수단은 예를 들면 장치

(10)의 하부측의 밸브(도시안됨)일 수 있다. 장치(10)의 주변 슬리브(12)에 있는 팽창가능한 블래더(20)는 팽창될 때 직경

이 약 3인치로 팽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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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형 스프링(18)은 가요성의 접힐 수 있는 강철로 제조되고 장치(10)의 정상 사용중 물과의 접촉에 의해 코일형 스프링

(18)이 부식되고 녹스는 것을 방지하도록 PVC 층(22)으로 코팅된다. 다른 일 실시예에서, 코일형 스프링(18)은 플라스틱

또는 유리섬유로 제작될 수 있다. 코일형 스프링(18)은 또한 감겨진 형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풀려진 형태로 개방되

는 형상을 기억한다. 코일형 스프링(18)은 단일 요소일 수 있거나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요소들의 단부를

연결하기 위한 슬리브(24)를 포함할 수 있으며, 도 3에서 슬리브(24)내의 코일형 스프링(18)의 단부가 명확성을 위해 점선

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4에 도시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접힐 수 있는 장치(110)는 패널(111)을 가로지르는 팽창가능한 블래더(126)를

포함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블래더(126)가 사용자의 몸의 더 많은 부분을 수면 위로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메시 중

앙부(114)에 배치되어 있는 사용자 몸의 일 부분은 수면 아래 위치될 수 있다.

도 5 및 도 6은 장치(210)가 코일형 스프링(218)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보여주는데, 코일형 스프링은 기

계적 커플링의 사용을 통해 가요성 패널(211)의 슬리브(212)의 주변 외부에 부착된다. 이러한 특별한 실시예에서, 루프

(228)는 가요성 패널(211)의 슬리브(212)에 코일형 스프링(218)을 부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 7에 도시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접힐 수 있는 장치(310)는 주변 슬리브(312)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필로우부

(316)를 포함한다. 필로우부(316)는 팽창가능한 블래더(322)를 포함하는데, 이는 블래더(322)를 팽창시키고 공기를 빼는

밸브(도시안됨)를 포함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주변 슬리브(312)에 배치되어 있는 팽창가능한 블래더는 연속 루프일 필

요가 없다. 예를 들면, 주변 슬리브(312)에 있는 팽창가능한 블래더(320)는 접힐 수 있는 장치(310)의 거의 주변 둘레로

연장할 수 있지만, 완전히 주변둘레로 연장하지 않는다. 이 같은 일 실시예에서, 슬리브(312)에 배치된 팽창가능한 블래더

(320)는 양단부에서 패쇄되어 있고 중앙부(314) 둘레로 주변 슬리브(312)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지만 필로우부(316)를

둘러쌀 필요는 없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필로우부(316)에 있는 팽창가능한 블래더(322)는 충분한 부력을 제공하여 적어

도 사용자의 머리를 지지하고 주변 슬리브(312)에 있는 팽창가능한 블래더(320)는 충분한 부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몸

무게를 지지한다. 어떠한 실시예에서도, 팽창가능한 블래더는 충분한 부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머리 무게 이외에도 사용

자의 임의의 무게(예를 들면 사용자의 어깨)를 지지한다.

사용자의 몸 무게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부력은 원하는 효과에 따라 다양한 실시예에 대해 상이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더욱 상세하게는, 팽창가능한 블래더 및/또는 필로우의 크기를 미리 선택함으로써, 사용자의 몸이 얼마나 수중에 있

느냐 또는 물 밖에 있느냐(물론 다양한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를 제어할 수 있다. 게다가, 팽창된(또는 감기지 않은) 형태

일 때 패널의 팽팽함 또는 느슨함 뿐만 아니라 패널의 탄력성도 사용자의 몸이 얼마나 수중에 있느냐 또는 물 밖에 있느냐

를 제어할 수 있다. 요약하면, 팽창가능한 블래더 및 필로우의 크기, 패널의 팽팽함/느슨함, 및 패널의 탄력성은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사용자의 몸이 얼마나 수중에 있느냐 또는 물 밖에 있느냐를 제어할 수 있다.

더욱이, 도 7에 도시된 접힐 수 있는 장치, 예를 들면 부양 장치의 실시예에서, 중앙부(314)는 중앙부의 일 부분만이 액체

에 대해 투과성이 되도록 하는 다중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중앙부(314)를 가로질러 연장되는 메시 재료는 패널(11)이 팽

창된 형태로 있을 때 팽팽하거나 느슨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메시 재료 층은 필로우부(316)를 커버할 수 있어 필로우부(316)와 중앙부(314)의 어울리는 장식을 제공한다.

위의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들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지만, 많은 변형이 본 발명의 사상으로부터 이탈하지 않

고 이루어질 수 있다. 첨부된 청구범위는 본 발명의 진정한 범위 및 사상내에 있는 이 같은 변형을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중앙부와 주변 슬리브를 가지며 액체에 대해 투과성인 패널;

상기 패널에 결합되고 감겨진 형태와 감겨지지 않은 형태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스프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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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변 슬리브의 적어도 일 부분에 원주방향으로 배치되어 그 내부에 봉입되며, 상기 패널에 놓여진 사용자의 몸 무게

를 지지하도록 구성되는 팽창가능한 블래더를 포함하는,

접힐 수 있는 장치(collapsible device).

청구항 2.

중앙부와 주변부를 가지는 패널;

상기 패널에 결합되는 코일형 스프링; 및

상기 코일형 스프링의 적어도 일 부분으로부터 오프셋되어, 상기 패널에 결합되고 상기 패널에 놓여있는 사용자의 몸 무게

를 지지하도록 구성되는 팽창가능한 블래더를 포함하는,

접힐 수 있는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팽창가능한 블래더는 상기 주변부에 의해 한정된 주변 슬리브의 내부에 봉입되어 있는,

접힐 수 있는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코일형 스프링은 상기 주변 스프링의 적어도 일 부분의 내부에 배치되는,

접힐 수 있는 장치.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코일형 스프링은 상기 팽창가능한 블래더의 적어도 일 부분의 내부에 배치되는,

접힐 수 있는 장치.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코일형 스프링은 상기 주변부에 결합되는,

접힐 수 있는 장치.

등록특허 10-0646300

- 5 -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부를 통하여 연장하는 슬리브를 더 포함하며, 상기 팽창가능한 블래더는 상기 중앙부를 통하여 연장하는 상기 슬

리브의 적어도 일 부분의 내부에 배치되는,

접힐 수 있는 장치.

청구항 8.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팽창가능한 블래더는 제 1 팽창가능한 블래더이며,

제 2 팽창가능한 블래더를 봉입하도록 구성된 필로우 섹션을 더 포함하는,

접힐 수 있는 장치.

청구항 9.

중앙부와 주변 슬리브를 가지는 패널;

상기 패널에 결합되는 코일형 스프링; 및

상기 주변 슬리브의 적어도 일 부분에 원주방향으로 배치되어 그 내부에 봉입되는 팽창가능한 블래더를 포함하는,

접힐 수 있는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스프링은 감겨진 형태와 감겨지지 않은 형태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접힐 수 있는 장치.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팽창가능한 블래더는 사용자의 몸 무게를 지지하도록 구성되는,

접힐 수 있는 장치.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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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코일형 스프링은 상기 주변 슬리브의 적어도 일 부분의 내부에 배치되는,

접힐 수 있는 장치.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코일형 스프링은 상기 팽창가능한 블래더의 적어도 일 부분의 내부에 배치되는,

접힐 수 있는 장치.

청구항 14.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코일형 스프링은 상기 주변 슬리브의 외부와 상기 패널의 주변의 외부에 결합되는,

접힐 수 있는 장치.

청구항 15.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팽창가능한 블래더의 적어도 일 부분을 봉입하도록 구성되는 필로우 섹션을 더 포함하는,

접힐 수 있는 장치.

청구항 16.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팽창가능한 블래더는 제 1 팽창가능한 블래더이며,

제 2 팽창가능한 블래더를 봉입하도록 구성되는 필로우 섹션을 더 포함하는,

접힐 수 있는 장치.

청구항 17.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패널은 물이 상기 중앙부를 통하여 유동하도록 구성되는,

접힐 수 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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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중앙부와 주변 슬리브를 가지는 패널;

상기 패널에 결합되는 코일형 스프링; 및

상기 주변 슬리브의 적어도 일 부분에 원주방향으로 배치되어 그 내부에 봉입되며, 상기 패널의 대향 측부에 배치되어 있

는 제 1 팽창가능한 블래더와 제 2 팽창가능한 블래더를 포함하는 다수의 팽창가능한 블래더를 포함하는,

접힐 수 있는 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코일형 스프링은 상기 주변 슬리브의 적어도 일 부분의 내부에 배치되는,

접힐 수 있는 장치.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코일형 스프링은 상기 주변 슬리브의 외부와 상기 패널의 주변의 외부에 결합되는,

접힐 수 있는 장치.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팽창가능한 블래더 중 하나를 봉입하도록 구성되는 필로우 섹션을 더 포함하는,

접힐 수 있는 장치.

청구항 22.

중앙부와 주변 슬리브를 가지는 패널;

감기는 형태와 감기지 않는 형태 사이에서 움직이며, 상기 주변 슬리브의 적어도 일 부분의 내부에 배치되는 스프링; 및

그 자체의 주변을 가지며, 상기 주변의 적어도 일 부분이 상기 스프링으로부터 오프셋되는 팽창가능한 블래더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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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루프를 형성하도록 구성되고, 감기는 형태와 감기지 않는 형태 사이에서 움직이며 상기 폐쇄 루프의 적어도 일 부분

의 내부에 내부 면적을 한정하는 스프링과, 그리고

상기 내부 면적내에서 상기 스프링에 결합되고 상기 내부 면적 내부에 원주방향으로 배치되는 팽창가능한 블래더를 포함

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팽창가능한 블래더는 제 2 내부 면적을 한정하며,

상기 제 2 내부 면적의 내부에 결합되는 패널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패널은 액체에 대해 투과성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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