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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환

심사관 : 김종혁

(54) 안면 및 호흡계 보호용 보호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착용자와, 착용자 주위의 환경을 보호하는 휴대용 보호 시스템을 제공한다. 보호 시스템은, 안면 보호구가 머

리 받침대에 결합되어 착용자의 머리에 안면 보호구를 지지할 수 있다. 안면 보호구와 착용자의 안면은 머리 받침대에 지

지된 전지식 송풍기에 의해 채워지는 호흡 영역을 실질적으로 형성한다. 백 모양의 입구 필터 요소는 호흡 영역으로 여과

된 공기를 제공하도록 송풍기를 둘러싸며, 배출 필터 요소는 안면 보호구와 조작 가능하게 결합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사용자의 호흡계를 보호하고, 사용자를 충격 및 비산물로부터 보호하며, 착용자의 호기(呼氣)로부터 환경을 보

호하도록 설계된 보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 발명은 경량의, 정압/부압 호흡기 및 보호 장치

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에는, 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진료 요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결

핵,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및 헤르페스와 같은 전염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적절한 보호 장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요인이 고려된다. 예컨대, 환자를 안심시키고 환자에게 관심을 표시하는 데에는 진료 요원과

아픈 환자 사이의 시각적 교류뿐만 아니라 언어 교류도 중요한 것이다. 또한, 위급 상황에서는, 착용하기 쉽고 안면 조정

또는 두개골 조정이 필요없는 보호 시스템이 시간을 절약한다. 또한, 보호 장치는 장시간 착용하기에 편안한 것이어야 한

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보다 이전에 공지된 마스크 및 호흡기를 포함한 차단 및 차폐 보호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

공하지만, 착용하여 적절히 조절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들 시스템은 심지어 짧은 착용 시간에도 불구하고 착용하기에 불

편할 수 있다. 더욱이, 많은 장치는 착용자 안면의 일부 또는 전부, 특히 입을 가린다.

  환기를 채용한 보호 시스템 또는 환기 시스템이 알려져 있다. 〔크냅(Knab)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055,172호는,

의사의 보호 헬멧 및 보호 가운을 통하여 공기를 흡인하고 그 공기가 실내로 복귀하기 전에 여과하는 진공 시스템을 사용

하고 있다. 장치를 사용자에게 고정시켜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동성의 결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실내

의 오염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동성의 문제는 〔더 에스테파니우안(Der

Estephaniuan)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019,508호에서 해결되고 있다. 이 특허는 의사가 착용하는 "배낭(back

pack)"식의 자립 장치를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배낭을 착용하면, 사용자에게 평형, 불편 및 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를 주위 공기에 있는 오염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정압 호흡기가 산업 용도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들 호흡기의 사용은 정부 기관에 의하여 수시로 규제된다. 이들 장

치는 사용자에게 여과된 공기를 공급한다. 압축 공기 라인 또는 송풍기를 사용하여, 공기를 호흡기의 안면 부분 또는 안전

용 헬멧(hard-hat helmet)으로 공급한다. 〔브라운(Braun)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462,399호는 "헬멧 내 필터

(filter in helmet)" 개념을 개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안면 밀폐 수단을 사용하여 장치를 안면에 대하여 밀폐한다. 〔버

그(Berg)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280,491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공기 배출 구멍이 마련되어 공기가 장치의 밖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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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흐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장치는 "정압 호흡기(Positive Pressure Respirators)"라는 제품명으로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에 소재하는) 3M의 브로셔에도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장치의 목적은 착용자를 주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공

기가 주위 환경으로 배출되기 전에 정압 시스템으로부터 착용자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눈, 코, 귀 및 입을 포함한 안면을 보호하는 것은 〔파올로치오(Paoluccio)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965,887호에 개

시되어 있다. 이 장치는 관련된 안경에 의해 적소에 유지되는 대략 원통형의 투명한 안면 보호구(face shield)를 사용한다.

상기 특허도 안면 보호구를 안전용 헬멧 또는 다른 형태의 헤드기어(head gear)에 결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착용자

를 추가로 보호하도록 안면 보호구의 바닥에 부착되는 연장된 스커트(extended skirt)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

호 장치를 착용함으로써 발생된 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체 불투과성 스컬캡(skullcap)의 상부 및 바닥에 개구가 마련된

다. 착용자의 호흡계는 보호되지 않는다.

  착용자의 머리 및/또는 안면을 에워싸서 보호하기 위한 보호용 차폐 및 차단 시스템은 조절 가능한 멜빵(harness)을 채

용하여 안전용 헬멧 및/또는 안면-차단용 보호 장치를 착용자의 머리에 고정한다. 이들 멜빵은 머리를 둘러싸는 수평한 머

리 밴드와 두관 위에서 측방으로 연장되는 머리 밴드를 합체한다. 보호 장치는 멜빵으로부터 현수되어 있거나 그 멜빵에

장착되어 있다. 헬멧 시스템을 착용자의 머리에 고정하는 데에 사용된 통상의 멜빵은 미국 특허 제3,955,570호〔허터

(Hutter)에게 허여〕, 제4,280,491호〔버그 등에게 허여〕, 제4,901,716호〔스택하우스(Stackhouse) 등에게 허여〕, 제

5,125,402호〔그린노우 (Greenough)에게 허여〕에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멜빵은 산업과 건설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허터 또는 스택하우스 등에게 허여된 특허에 개시된) 래칫 장치를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작은 표면적에 걸쳐서 머

리에 압력을 가하는 머리 밴드를 조일 수 있다. 헬멧의 우발적인 이동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압력은 불편을 가할 수 있으며,

멜빵은 머리카락을 흐트리며, 머리 및/또는 이마에는 압력 자국이 남을 수 있다.

  〔할스테드(Halstead)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381,560호에는 (신장 가능한 폴리스티렌과 같은) 플라스틱 라이너

에 부착된 발포 패드(foam pad)를 포함한 헤드기어용 설치 및 유지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라이너는 조절 가능한

나일론 스트랩에 의해 두개골에 고정되고, 이 스트랩은 머리의 후두골 돌기(occipital protuberance)에 "편안하게 결합되

도록(snugly engage)" 배치될 수 있다. 헬멧의 목적은 낙하 시에 자전거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다른 용례 또

는 용도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밸브가 통상적으로 호흡계 보호 장치에 부착되어, 흡입 사이클 중에 오염 공기가 호흡 영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이는 〔야펀티치(Japuntich)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325,892호에 개시되어 있다. 상기 스택하우스 등의 특허에

개시된 바와 같이, 일방향 밸브가 청정실 장치에 사용되어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경량이고, 착탈이 용이하고, 쾌적하며, 파노라마 시야를 제공하고, 깨끗한 흡입 공기를 공급하며, 내쉰 공기를 여과하는

보호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본 발명은 입상 에어로졸, 혈액 방울 및 기타 체액으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하는 신규의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보호 장치

는 형성된 수분을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냉각 여과된 공기를 공급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장치는 착용자가 일하는 주위

환경을 착용자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로 인하여, 건강 관리가 필요한 환자 및 다른 사람은 착용자의 관심과 배

려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보호 장치는 가스 및 증기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건강 관리 분야에서 사용

하는 것 이외에도, 본 발명의 보호 장치는 식품업계, 제약업계, 반도체 업계 및 다른 업계에 사용될 수 있다. 보호 장치는 휴

대용일 수도 있고, 공기 공급원에 매어지거나 고정될 수도 있다.

  보호 시스템은 머리 받침대(head cradle)와, 이 머리 받침대에 결합되는 실질적으로 투명한 렌즈형의 안면 보호 차폐 부

재를 포함한다. 안면 보호 차폐 부재는 비산물 및/또는 충격에 대한 내성이 있을 수 있다.

  머리 받침대는 만곡되어 있으며, 사용자 머리의 상부 및 후부에 대략 합치된다. 머리 받침대는 보호 장치, 이 경우에는 안

면 보호구를 착용자의 머리에 지지하는 지지 부재이다. 머리 받침대는 매우 다양한 머리 크기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머리 받침대의 전부 또는 일부는 탄성적이어서, 머리를 부드럽게 압축식으로 확실히 파지하는 스프링 효과를 제공한다. 압

축 효과는 기본적으로 두 지점 사이에서 발생되는데, 즉 착용자의 이마와 상보적인 형상의 보호 장치의 부분(즉, 대략 착용

자의 이마 부위)과 보호 장치가 사용 중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후두골 돌기 아래에 있는 머리 받침대의 자유단(즉, 일반적으

로 후두골 돌기 아래의 착용자 머리의 후부) 사이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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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장치는 머리 멜빵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머리 받침대는 안전용 헬멧 용도에서와 같이 머리 멜빵

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

  안면 보호구와 착용자의 안면이, 머리 받침대에 조작 가능하게 지지된 송풍기 또는 기류 발생기에 의해 채워지는 호흡 영

역을 실질적으로 정한다. 가압 공기 공급원이 송풍기에 연결될 수도 있고, 송풍기 대신에 사용될 수도 있다.

  송풍기는 여러 상이한 동력원에 의하여 동력이 공급될 수 있지만, 전력이 바람직하다. 전지 또는 태양전지판(solar

array)과 같은 전류 생성기가 바람직하다. 직접적인 유선 전압이 사용될 수도 있다.

  송풍기에 필터가 결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필터는 송풍기와 동력원을 에워싼다. 백 모양(bag-like)의

필터가 송풍기를 에워싸고 있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필터의 개념과 배치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강제 공기 시스템에도 사용

될 수 있지만, 소형화와 중량을 고려해야 하는 용례에 특히 적합하다.

  필터와 입구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입구 근처에 스페이서(spacer)가 지지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송풍기 및 필터의 특

징적 구성은 통상의 안전용 헬멧 멜빵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고, 현재에 이용 가능한 보호 시스템을 개량하는 데 사용될 수

도 있다.

  본 발명의 보호 시스템은 확산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확산기는 전면, 후면, 공기 입구, 공기 출구 및 복수의 내부 격벽

(baffles)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산기는 공기 흐름 경로를 정한다. 후면은 사람의 이마와 대략 상보적인 형상인

것이 바람직하며, 공기 불투과성 밴드를 수반할 수 있다. 안면 보호구는 확산기에 결합되고, 머리 받침대는 확산기로부터

대략 후방으로 연장된다. 송풍기 또는 기류 발생기가 확산기에 결합되어, 확산기를 통과하는 기류를 발생시킨다.

  안면 보호구는 공기가 호흡 영역으로부터 배출되기 전에 공기를 여과하는 출구 필터 시일(exit filter seal)을 수반할 수

있다. 출구 필터 시일은 일반적으로 유연성이 있으며, 안면 보호구의 둘레에 조작 가능하게 결합되고, 그 둘레를 따라 배치

된다. 출구 필터 시일은 사람 머리의 경계에 결합 및 합치되게 되어 있다. 시스템이 착용되는 경우, 안면 보호구, 안면의 피

부 및 출구 필터 시일은 깨끗한 공기로 채워지는 호흡 영역을 함께 형성한다.

  본 발명의 보호 장치는 경량이고, 착탈이 용이하고, 착용이 쾌적하며, 파노라마 시야를 제공하고, 내쉰 공기를 여과하며,

여과된 흡입 공기를 공급한다. 이 보호 장치는 수염을 기른 사람들과 안경을 쓴 사람들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보호 장치

는 진료 요원 및 환자를 상호 보호하고, 착용자로부터의 오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치와, 그 요부는 기존의 강제 공기 장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비용으로 제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병원, 클리

닉, 산업 설비 및 사무실 설비에 보다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보호 시스템의 일실시예의 측면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의 측부 사시도이고,

  도 3은 안면 보호구에 이용하기에 적합한 본 발명의 머리 받침대, 안면 보호구, 및 송풍기/필터 백의 요부를 도시한 도면

이고,

  도 4는 착용 중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5는 멜빵와 환기모가 있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6은 내부 격벽 구조체를 포함한 본 발명의 확산기의 저면도이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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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명확화를 위하여 특정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본 발명을 그렇게 선

택된 특정 용어에 한정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그렇게 선택된 각각의 용어는 유사하게 작동하는 모든 기술적 균등물을 포함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안면(face)"이라는 용어는 그것의 관용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의도되는데, 즉 이마로

부터 턱에 이르기까지 귀에 대하여 측방향으로 연장되지만, 귀를 포함하지는 않는 사람 머리의 앞면 부분을 의미한다. 안

면은 턱, 입, 코, 뺨, 눈,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마를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머리(head)"라는 용어는 그것의 관용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의도되지만, 목과 어깨

부분도 포함할 수 있다.

  전방 및 후방, 좌측 및 우측, 상부 및 하부, 상방 및 하방, 수평 및 수직에 대한 본 명세서의 어떠한 기준도 단지 설명의 편

의를 위한 것이며, 본 발명 또는 그것의 구소 요소를 어떤 하나의 위치적, 공간적 정향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

한 용어는 그것의 관용적 의미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은 비산물 또는 충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보호 장치는 정압 또는 부압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착용자의 호흡계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착용자의 호기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비착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

  도면은 본 발명의 보호성 안면 차단 및 호흡 시스템(20)과, 이 시스템의 요부 및 구성 요소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시스템

(20)은 건강 관리 업계에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하지만, 시스템(20)은 사람을 주위 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유리한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황, 예컨대 제약 업게, 화학 업계 및 전자 업계와 같은 많은 다른 산업 분야에 사용될 수도 있다.

  도 1을 참고하면, 본 발명은 머리 받침대(24)에 결합된 안면 보호구(22)를 구비하는 보호 시스템(20)을 제공한다. 안면

보호구(22)는 비산물 및/또는 충격에 대한 저항성을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안면 보호구(22)는 투명하여, 넓은 시야

를 제공한다. 파노라마 시야를 제공하는 안면 보호구(22)가 바람직하다.

  안면 보호구(22)는 원하는 수준의 비산물 및 충격에 대한 저항성을 제공하는 임의의 적합한 재료, 임의의 크기 또는 형상

으로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가 바람직한 재료이다. 그러나, 당업자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 발명에서는 다양한 형상 및 크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실시예

에서, 안면 보호구(22)는 사람의 안면과 대략 합치되고, 그 안면의 크기를 초과하도록 형성된다. 안면 보호구(22) 또는 렌

즈는 머리 받침대에 이동 가능하게 또는 힌지식으로 결합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안면 보호구는 힌지식으로 결합된 2개

이상의 부품으로 형성될 수 있어서, 예컨대 보호 시스템을 벗지 않고 무언가를 마실 수 있게 착용자는 안면 보호구(22)의

(예컨대) 하부를 개방할 수 있다.

  도 1 및 도 2를 참고하면, 안면 보호구(22)는 머리 받침대(24)에 부착되어 있다. 머리 받침대(24)는 일반적으로 만곡형,

아치형 또는 주걱 형상이다. 머리 받침대(24)는 접착제, 나사 또는 스프링을 포함한 여러 수단에 의하여 안면 보호구에 고

정될 수 있다. 머리 받침대는 자유단(25)과, 대략 안면 보호구(22)에 대한 결합부와 상기 자유단(25) 사이에서 연장되는 길

이부(27)로 구성된다. 머리 받침대(24)는 착용자의 머리에 대략 합치되는 형상을 갖고, 착용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조인다.

  머리 받침대(24)는 탄성 재료로 제조된다. 머리 받침대의 길이부(27)의 일부 또는 전부는 탄성적일 수 있다. 바람직한 실

시예에서는, 재료가 투명 폴리에스테르이다. 다른 적합한 재료로는 폴리올레핀 및 ABS와 같은 플라스틱과, 스프링 강과

같은 금속을 포함한다. 스프링 또는 다른 유사한 구조물을 사용함으로써 탄성을 개선할 수 있다. 머리 받침대(24)는, 사용

시에 자유단(25)이 착용자 머리의 후두골 돌기의 바닥과 대략 맞물릴 수 있도록 충분히 탄성적이다.

  계속해서 도 2를 참고하면, 머리 받침대(24)에는 보강 스트립(30)이 부가될 수 있다. 보강 스트립(30)은 탄성적인 것이

바람직하며, 스프링 강과 같은 많은 적절한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사용 시에, 머리 받침대(24)는 착용자의 머리에 대해 부드러운 압축력을 가한다. 이 압력은 일반적으로 머리 받침대(24)

의 자유단(25)과, 장치가 착용자의 이마와 접촉하는 장소의 대략 부근에 있는 보호 장치의 일부에 의해 발생된다. 바람직

한 실시예에서, 가해진 압력은 안면 보호구(22)를 착용자 안면의 전방에서 적소에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만, 착용자의 머리

에 실질적인 압축 흔적을 남길 정도로 크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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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받침대(24)는 예컨대 용접 용도와 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머리 받침대(24)는 용접 보호구에

부착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머리 받침대(24) 대신에 멜빵(29)을 사용할 수도 있다. 멜빵(29)은 상업적으로 시판되는 임의

의 적합한 멜빵일 수 있으며, 공기 불투과성 밴드(51)를 수반할 수 있다.

  도 3을 참고하면, 보호 장치(20)가 안전용 헬멧(34)과 같은 추가의 장비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머리 받침대(24)는 머리

멜빵(32)을 포함할 수 있다. 머리 멜빵(32)은 안면 보호구(22)를 착용자의 머리에 안정시키며, 추가의 장비에 맞물려서 보

호 장치(20)를 상기 장비에 접속할 수 있다. 머리 멜빵(32)은 추가의 장비의 일부 또는 머리 받침대(24)의 일부일 수 있다.

  도 4를 참고하면, 안면 보호구(22)와 착용자의 안면은 실질적으로 호흡 영역을 정한다. 도 5(화살표는 기류를 나타냄)와,

도 4를 계속 참고하면, 상기 호흡 영역은 송풍기와 같은 기류 발생기(36)에 의하여 채워질 수 있으며, 이 기류 발생기는 머

리 받침대(24)에 조작 가능하게 지지되거나 확산기(44)와 조작 가능하게 접속된다. 기류 발생기(36)는 입구(41) 및 출구

(39)가 있는 흡입구(37)를 구비한다. 기류 발생기(36)에 의해 발생된 기류는 선택적으로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송풍

기가 작동하는 경우, 보호 장치를 착용하는 사용자의 보호하기 위한 산업 규격을 만족할 수 있도록, 유량은 약 50 리터/분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대략 110 내지 170 리터/분 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적합한 기류 발생기(36)의 예로는 모델

W-2949 모터/송풍기(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에 소재하는 미네소타 마이닝 앤드 매뉴팩춰링 컴파니로부터 판매되며,

이하에서는 "3M"이라 지칭함)가 있다. 가압 공기 공급원이 기류 발생기(36) 대신에 보호 장치에 부착될 수도 있고, 상기

기류 발생기와 함께 보호 장치에 부착될 수도 있다.

  필터(38)가 흡입구(37)에 접속되어 호흡 영역에 여과 공기를 공급한다. 바람직하게는, 필터(38)는 미세 섬유 층 등의 내

부 필터 층을 둘러싸는 직물층(scrim layer)과 같은 외부 보호층으로 구성된 다층 재료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필터

(38)는 유연한 포위 부재(encompassing member)이다. 백 모양의 필터(38)는 적어도 송풍기의 입구(41)를 실질적으로 에

워싼다. 적합한 필터 재료의 예가 〔브라운(Braun)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620,545호 및 제5,639,700호에 개시

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는 3M에게 양도되었다. 필터의 가요성은 심지어는 실질적인 강성에 근접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다

양한 강성을 가질 수 있다. 필터 요소는 공기 흡입구(37) 또는 공기 입구(41)와 관련하여 선택된 구성 또는 위치로 자가 지

지될 수 있도록 보다 단단한 부분을 포함할 수도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프레임을 제공할 수도 있다. 하나 이상의 필

터 요소가 사용될 수도 있다. (3M에서 판매하는) SERIES 2000 필터와 같은 기타의 비포위 필터(nonencompassing

filter)가 본 발명에 적합하다.

  흡입구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포트일 수도 있고,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투과성 또는 불투과성 지지 구조체일 수도

있다.

  송풍기(36)는 전지로 구동되거나 다른 공급원에 의하여 구동될 수 있다. 기류 발생기(36)는 전기 동력식인 것이 바람직하

며, 전지 또는 태양전지판과 같은 전류 생성기가 공기 흡입구와 조작 가능하게 결합된다. 직접적인 유선 전압이 사용될 수

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동력 공급원(40)은 필터(38) 내에 내장된다.

  가감 저항기, 슬라이드, 토글 또는 터치식 온/오프 스위치와 같은 적절한 제어 수단이 송풍기에 설치될 수 있다.

  도 2를 참고하면, 필터(38)가 흡입구(37)로부터 간격을 두고 있도록, 입구(41) 근처에는 스페이서(42)가 조작 가능하게

지지될 수 있다.

  도 6을 참고하면, 본 발명의 휴대용 보호 시스템은 공기 입구(45), 공기 출구(46), 및 복수의 내부 격벽(48)을 갖춘 확산

기(44)를 구비할 수 있다. 확산기(44)는 공기 흐름 경로를 정한다. 공기 출구(46) 근처의 확산기(44)의 표면(26)은 사람의

이마와 대략 상보적인 형상이다. 공기 불투과성 밴드(51)가 확산기 및/또는 머리 받침대(24) 또는 안면 보호구(22)에 마련

되어 보호 장치와 착용자 사이의 밀봉을 지원할 수 있다. 확산기(44)는 안면 보호구(22)에 결합되어 있다. 머리 받침대(24)

는 상기 확산기(44)로부터 대략 후방으로 연장된다.

  도 4를 참고하면, 안면 보호구(22)는 공기가 호흡 영역으로부터 배출되기 전에 공기를 여과하는 출구 필터 시일(50)을 수

반할 수 있다. 출구 필터 시일(50)은 일반적으로 유연성이 있으며, 이 필터 시일은 안면 보호구(22)의 외주의 전부 또는 일

부에 조작 가능하게 결합되고, 그 부분을 따라 배치될 수 있다. 출구 필터는 사람 안면의 경계와 대략 결합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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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 필터 시일(50)은 안면 보호구와 착용자의 안면 사이의 공간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거나 채우며, 이에 의하여 안면 보

호구(22), 착용자 안면의 피부 및 출구 필터 시일(50)에 의하여 정해지는 호흡 영역을 형성한다. 출구 필터 시일(50)은 여

과되지 않은 주위 공기가 내측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공기가 시일을 통하여 호흡 영역으로부터 배출될 수

있게 한다. 출구 필터 시일(50)을 구성하는 적합한 재료는 (듀폰에서 판매하는) TYVEK 또는 다른 일반적으로 유사한 직

조 웹(web) 또는 부직포 웹을 포함한다. 3 데니어의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구성된 카드식으로 열접합된

부직포 웹이 적합하지만, 선택된 재료가 오염된 공기 또는 주변 공기가 호흡 영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 대략 유

사한 직조 또는 부직포 웹, 또는 발포 재료가 사용될 수도 있다. 출구 필터 시일(50)은 예컨대 3M의 테이프 #924를 이용하

여 안면 보호구(22)의 주변을 따라 접착식으로 또는 기계식으로 부착될 수 있다. 출구 필터 시일(50)은 여과된 호기가 필요

하거나 바람직한 보호 장치에 사용된다.

  하나 이상의 출구 필터 시일(50)이 사용될 수 있고, 출구 또는 호기 필터의 유연성은 변화될 수 있다.

  본 발명에 필터 환기모(60)가 사용될 수도 있다. 사용 시에, 필터 환기모(60)는 안면 보호구(22)의 에지로부터 느슨하게

걸려 있어서, 안면 보호구(22)와 사용자의 머리 사이의 공간, 특히 안면 보호구(22)와 사용자의 안면 둘레 사이의 공간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거나 덮는다. 이것은 호흡 영역을 정한다. 환기모(60)는 일회용으로 설계되어 쓰고 버릴 수 있는데, 즉

사용 후에 제거되어 다른 환기모로 대체될 수 있다. 환기모(60)는 출구 필터 시일(50)과 함께 사용될 수도 있고, 그 필터 시

일 대신에 사용될 수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람의 이마와 상보적인 형상의 표면과, 공기 입구, 공기 출구 및 하나 이상의 내부 격벽으로 구성되어 공기 흐름 경로를

정하는 확산기와,

  상기 확산기에 연결된 투명한 안면 보호구와,

  상기 확산기로부터 연장되는 머리 받침대와,

  상기 확산기에 연결되어 상기 확산기를 통하는 기류를 생성하는 송풍기와,

  상기 확산기에 조작 가능하게 연결된 필터

  를 포함하는 보호 장치로서,

  상기 머리 받침대는 자유단과, 이 자유단과 안면 보호구 사이에서 연장되는 길이부를 구비하고, 길이부의 일부는 아치형

이며, 이에 의하여 사용 시에 머리 받침대의 일부는 착용자 머리의 상부 및 후두부와 합치되고, 머리 받침대는 착용자의 후

두골 돌기를 향하여 연장되고, 상기 자유단은 후두골 돌기의 아래 영역에서 착용자의 머리 또는 목에 기대어 맞물리게 되

어 있으며, 상기 송풍기에는 입구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송풍기는 동력원에 조작 가능하게 연결되는 것인 보호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안면 보호구의 외주에 조작 가능하게 연결되고 그 외주를 따라 배치되는 유연한 출구 시일을 더 포함하

며, 이 출구 시일은 사람 머리의 경계에 결합 및 합치되게 되어 있으며, 이에 의하여 안면 보호구, 안면의 피부 및 출구 시일

에 의해 정해지는 호흡 영역을 형성하는 것인 보호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출구 시일은 안면 보호구에 접속된 부직포 웹으로 구성되는 것인 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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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출구 시일은 안면 보호구에 부착된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부직포 웹으로 구성되는

것인 보호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송풍기는 100 내지 170 리터/분의 기류를 제공하는 것인 보호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는 송풍기의 입구를 둘러싸는 유연한 포위 필터인 것인 보호 장치.

청구항 7.

  머리 받침대와, 이 머리 받침대에 부착된 안면 보호구를 포함하는 보호 장치로서,

  상기 머리 받침대는 자유단과, 이 자유단과 안면 보호구의 사이에서 연장되는 길이부를 구비하고, 상기 길이부의 일부 또

는 전부는 만곡되어 있으며, 머리 받침대의 곡선은 사용자의 상부 및 후두부 영역에 합치되게 되어 있고, 상기 자유단은 사

용자의 후두골 돌기 아래의 영역에서 사용자의 머리 또는 목에 기대어 맞물리게 되어 있는 것인 보호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안면 보호구는 투명한 것인 보호 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필터를 더 포함하는 것인 보호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는 부직포 웹으로 구성되는 것인 보호 장치.

청구항 11.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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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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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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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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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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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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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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