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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귀의 외부 홈에 끼워지는 부위,  즉,  보청기의 귀덮개에 관한 것으로서,  그  귀덮개는 예를 
들면,  보청기  뒤의  유연한  음향  튜브의  끝과  같이  귀의  홈에  넣는  보청기  또는  귀안에  넣는  보청기 
및  부착물과  같이  그  자체가  귀덮개가  될  수  있다.  귀덮개는  종종  사람의  귀  홈에  맞도록  성형되고 
압축성  및  탄성의  슬리이브를  갖고  있어  착용시  안락감을  향상시켜  준다.  상기  슬리이브는  본 발명
의 귀덮개와 같이 하나 또는 몇개의 귀덮개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맞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지속적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줄  수  있는  귀덮개를  가진  보청기를  제공하려는  문제는  오랫동안  연구 
과제였다.  그  예로써,  미합중국  특허  제1,753,817호(아버)를  보면,  사람  귀의  홈  자국을  내기  위한 
틀(impression)이  귀덮개(오디오폰  캡(Audiophone  cap)으로  불려짐)를  주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비
록  보청기를  맞추는데  소비하는  시간낭비가  두번씩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
러한  절차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단점으로는  그  귀덮개가  단단하고  착용감이  안좋으며  귀  홈 
바깥으로 빠져나가려는 경향이 있었다.

영국  특허  출원  제2,091,063호(블랙스톤)에는  완충  물질층을  사용하는  것,  양호하게  주조된 귀덮개
(플래스틱  주조  성분으로  불려짐)의  외부  표면과  귀  홈의  내부  표면  사이의  작은  틈을  밀봉함으로써 
어떠한  잡음과  공명  현상도  제거할  수  있도록  높은  마찰  계수를  제공하는  완충  재료(cushioning 
materal)가  개시되어  있다.  그  주조된  귀덮개의  형상은  귀의  외부  홈과  비슷하며,  다만  완충물질의 
박층은 양호한 착용감을 제공하지 않는 제품으로 사용된다.

미합중국  특허  제4,375,016호(하라다)의  제14∼18도는  슬리이브  형태의  완충  재료  층을  도시하는데, 
이것은  귀덮개의  말단에  설치하여  종래의  주조  제품을  사용할  필요없이  우수한  설치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슬리이브는  미합중국  특허  등록  제29,487호에  나타낸  특징을  갖는  압축성  발포체로 
성형된  것이다.  발포체는  귀의  홈  직경  보다  작은  직경으로  압축될  수  있다.  발포체가  천천히  원래 
형태로  되돌아갈  때에는,  제17도  및  제18도(칼럼  4의  41∼56줄)에  나타낸  바와  같은  양호한  형태로 
귀  홈을  밀봉한다.  그러나,  하라다의  특허는  만일  귀덮개가  우연히  귀  홈으로부터  움직이게 된다거
나  또는  단순히  당겨질  때  그  슬리이브를  귀  홈에  어떻게  남겨두는지는  개시하지  않고  있다.  상기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  오히려  하라다의  특허는  귀  홈에서  대기압으로  초과음압이  새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라다의  특허에서  인용하여  재발행된  특허(가드너,  주니어)에는  보청기에  관한  것은  없지만, 보청
기에 1∼60초까지 60%  압축 상태에서 40%  압축 상태의 리카버리,  즉,  복원 속도와 0.2에서 1.3p.  s. 
i(제1항에서)까지의  40%  압축  상태에서  평형  압력을  가진  발포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고농도  유기 
가소제(plasticizer)를  내포하는  탄성의  가소화된  중합체  발포체로  구성되는  귀마개(earplug)를 설
명하였다.  이  물질의  원통형  플러그는  경량의  헤드폰  셋트의  환형  팁  부위를  카버하는  것으로써 사
용되고  동축으로  구멍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하라다의  특허에서  처럼,  가드너의  특허도  역시  환형 
팁  부위가  우연히  움직이게  된다거나  단순히  당겨질때  귀의  홈에서  그  플러그가  이탈되는  것은 어떻
게 방지되는가는 나타내지 않고 있다.

상기의  접근에도  불구하고,  사용시에  편안하게  고정되고  원할때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귀덮개를 
제공한다는  견지에서  볼때  효과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또한,  보청기  기술에서  계속되는  문제점, 
즉,  귀지(earwax)에  의해  음향  튜브가  막히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없다.  전문  보청기  수리업자의 
거의  절반이  귀지를  제거하거나  또는  귀지를  닦아내려는  사용자에  의해서  생긴  손상을  수리하고 있
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영국  특허출원  제GB2,155,276A호(브랜더외  다수),  독일연방공화국  공개  공보 
제2,818,273호(좀머),  EPO  특허출원  제85103722.6호(공개  공보  번호  제0,159,751호)(모저외  다수)에 
개시되어 왔다.

본 발명의 한 양상에 따르면 본 발명은 사용자가 보청기 손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 위험성을 최
소한도로  줄이면서  귀덮개의  청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보청기에  그  사용자가  사용  후  가능한 부
착물을  제공한다.  더욱이,  이러한  처분  가능한  슬리이브를  채용한  보청기는  착용자가  좀더  양호한 
음질을 들을 수 있게 해준다. 신규한 처분 가능 부착물은 귀 안의 보청기, 귀 뒤의 보청기, 또는 귀 
홈의  보청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슬리이브를  포함한다.  이  신규한  슬리이브는  다음과  같은  특성 
즉,  (1)  사용에  용이하고,  (2)  교체하기에  용이하고,  (3)  일치성으로  인해  착용감이  좋고,  신뢰성 
있게  제위치에서  유지되고,  (4)  제조가  용이하고,  (5)  청각  전문가에  의해  거의  모든  사용자에게 편
리하게 설치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한  세트의  슬리이브를  선택함으로써  청각  전문가는  각  사용자에게  가능한 최
적의 청각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른  양상에서  보면,  본  발명은  음향  튜브를  통해  그  음향  튜브의  크기에  가까운  종방향  중심 통로
가  형성된  슬리이브가  톺붙여져서  연장하는  귀덮개가  있는  보청기를  제공한다.  슬리이브는  지연성 
복원  성질이  있는  연성의  중합체  발포체(soft  polymeric  foam)로  구성된다.  즉,  고압축될  시에,  그 
슬리이브는  천천히  대략  완전히  복원되고,  발포체가  복원될  시에  귀  홈에  접합되도록  착용자의  외부 
귀홈으로 자유롭게 삽입할 수 있도록 압축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지연되는  복원  성질은  상기  인용한  하라다의  특허중  제14∼18도에  있는  보청기의 발포
체  슬리이브에  속해  있다.  하라다  특허의  복원  성질과  달리,  본  발명의  슬리이브는  착용자가  다룰 
수  있고  본  발명의  보청기는  슬리이브를  귀덮개에  부착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이렇게  부착될 
시에,  상기  슬리이브의  중심  종방향  통로로  인해  착용자의  귀에  음향  튜브가  연결된다.  부착  수단은 
적어도  1  내지  1/2배의  풀아웃트  값이  홀딩값을  제공해야만  하고,  그  각각의  단어는  다음에 정의되
어  있다.  홀딩값  대  풀아웃트  값이  대략  낮은  속도에서,  중합체  발포체  슬리이브는  만일  귀덮개가 
우연히  움직이게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겨진다면  그  슬리이브가  사람의  귀  홈에  남겨질  위험이 
있다.

새로운  슬리이브의  외부  표면은  사용자의  귀  홈으로  보다  양호하게  삽입될  수  있도록  말단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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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쪽으로  다수  경사를  이루면  대략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  그  슬리이브는  블록의  단면을  절삭하거나 
또는  주조를  하여  성형될  수  있다.  만일  슬리이브가  주조된다면,  그  외부  표면은  내부  표면보다 고
밀도의  셀  구조로된  스킨(skin)을  갖는다.  이  스킨은  발포체에  침투하는  귀지를  최소화할  수  있고, 
발포체에 대한 방수를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발포체의 청결도를 증가시킨다.

귀  홈에서  신규의  보청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슬리이브의  발포체를  압축하도록  축방향으로 
귀덮개를 먼저 흔듬으로써, 그것이 제거되는 동안 귀의 벽에 대한 마찰력을 감소시킨다.

음향 튜브외에도,  귀의 홈  또는 보청기의 귀덮개는 보통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기 구멍으로 형성되
고,  그  경우에  슬리이브에는  귀  홈의  내부  근처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기  구멍과  연결되는  공기 
구멍이 형성될 수 있다.  공기 구멍이 보청기 뒤에 사용될때,  그 공기 구멍은 대기에서 노출될 수 있
다.  공기  구멍은  새로운  슬리이브의  중합체  발포체의  외면에  형성된  둥금  홈(flutes),  통상  2,  3개 
또는  4개로서  상기  외면  주위에  대칭적으로  위치하는  둥근홈에  의해  제공된다.  슬리이브의  외부 표
면이  대략  원통형일때,  각  홈은  폭  2∼3mm의  반원통형이  바람직하고,  원통형  표면  밑에 1.0∼1.5mm
로 뻗어 있다.

사용자가  간단히  슬리이브를  바꿀  수  있도록  슬리이브를  처리  가능하게  부착하기  위한  수단은 지연
성  복원  발포체가  잘  맞춰지고  상기  발포체가  견고하게  고착되는  관(duct)을  포함하고  있다. 슬리이
브가 관을 포함할 시에,  그  슬리이브의 종방향 중심 통로는 관에 의해 제공된다.  또한,  관은 사용자
의  외부  귀홈에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긁힘이나  사용자의  귀를  자극할  염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
연한  성질이  있는  양호하게  주조할  수  있는  플래스틱을  구성된다.  가요성의  플래스틱  관이  주조될 
수  있는  최적의  물질은  가소성의  폴리(염화비닐)와  같은  충진  또는  비충진된  반결정화  중합체  또는 
천연  고무,  클로리네이트  이소프렌(chlorinated  isoprene),  실리콘  고무, 스티렌-다인스(styrene-
dienes)의  블록  코폴리머(copolymer)와  같은  가교  특성  및  합성  탄성  중합체를  포함한다.  관의 재료
는  40A와  40D  사이의  쇼어  듀로머터(Shore  durometer)값을  갖는다.  발포체는  접착  시멘트  층에  의해 
관에 고착될 수 있으나, 관에 바람직하게 주조됨으로써 그 자체의 접착물의 역할을 한다.

관  및  귀덮개에는  횡방향  나사에  대하여  안내되도록  경사진  자력으로  일렬로  맞추어지는  교배 나사
가  성형될  수  있다.  이것은  사용자들이  사용한  슬리이브를  떼어내고  새로운  슬리이브를  견고하게 부
착시키는  것을  쉽게  해준다.  관이  가요성  플래스틱으로  구성될때,  양호하게  나사가  나  있는  관의 부
위는  보다  단단하다.  관의  나사산이  발포체의  선단  너머로  연자되면  이들  나사산은  발포체의  압축에 
의해서는 간섭받지 않는다.

또한,  총검  또는  볼-소켓  부착물을  제공하기  위한  귀덮개와  관을  성험함으로써  보다  쉬운  부착  및 
제거가 가능하다.

발포체  슬리이브용  양호한  지연  복원성  발포체는  3M상의  이용  가능한  어테뉴테크(Attenutech) 6300
귀마개의  발포체가  있다.  이러한  귀마개는  탄력이  있고,  홈을  메우도록  복귀되기  전에  압축된 플러
그를  외부  귀홈에  삽입시키기  위한  알맞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압축한  상태에서  서서히  복원된다. 
또한,  귀마개는  어떠한  플래스틱물을  포함하지  않는  폴리우레탄  발포체로부터  성형된다.  또한, 가드
너  특허의  지연  복원성  발포체는  유용하지만  이동하며  플래스틱  물질을  성질에서  휘발성이  나오는 
잠재된 문제점으로 인해 덜 양호하다.

새로운  슬리이브의  압축  가능하고,  유연한  중합체  발포체는  적어도  4초  이상  45초  이상, 이상적으로
는  15∼35초의  지연성  복원값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슬리이브가  관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중심통로의  벽을  덮고  있는  임퍼비어스(impervious)  스킨을  성형하도록  주조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중심통로의  벽이  이물질을  통하지  못하게하는  스킨  또는  관으로  제공되든,  또는 그렇지않
든  이러한  벽은  슬리이브의  말단에서  플레어(flared)됨으로써  귀지에  의해  차단이  되는  위험을 최소
화하게 된다.

제1도  및  제2도를  보면,  홈이  있는  보청기의  플래스틱  케이싱(10)은  귀덮개(11)를  갖고  있고,  그 귀
덮개의  외부표면에는  수나사산(12)이  형성되어  있다.  슬리이브(13)는  지연  복원성  발포체(retared 
recovery  foam)(14)와,  상기  슬리이브(13)의  중심  통로를  제공하는  종방향  통로에  형성된  내부의 가
요성의  연장된  플라스틱관(16)으로  구성된다.  접착  시멘트(18)의  대략  원통형의  층은  그  발포체를 
관에  고착시킨다.  관(16)을  관통한  종방향  통로에는  귀덮개의  수나사산(12)과  맞물리는 암나사산
(20)이  형성된다.  슬리이브(13)가  귀덮개(11)에  조여지면  그  관(16)의  플랜지(21)는  보청기의 케이
싱(10)에  대해  놓여지게  된다.  슬리이브의  말단에서,  발포체(14)는  그곳에  축적될  수  있는  사용자의 
귀로부터  나온  귀지가  슬리이브(13)의  중심통로를  관통해서  귀덮개(11)를  관통한  내부통로(24)에 연
결된  음향튜브의  부위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도록  플레어드  개구(22)를  구비하고  있다.  어셈블리가 
사람의  귀홈에  삽입된  후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발포체가  압축될때,  그  압축력으로는  그 플레어
드  개구(22)를  모두  차단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발포체가  관(16)의  말단으로만  약간  연장하기 때
문이다.

발포체(14)의  외부표면은  발포체가  사용자의  귀홈으로  압축될때,  케이싱(10)(그중  둘은  도시되지 않
음)에 있는 일련의 원통형 고익 통기구멍(28)으로 환형 채널(27)을 통해 통하는 2개의 세로홈
(flute)을  제외하면  거의  원통형이고,  그  중심은  대략  수나사산(12)  축의  원통동심에  놓여있다. 발
포체(14)의  원통형  표면(25)은  사용자가  외부  귀홈에  삽입을  양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말단쪽을 안
쪽으로 가늘어지게 하고 있다.

제3도는  보청기  뒤에  있는  귀덮개(31)를  나타내며,  그  말단에는  자력으로  정렬되어  경사진 수나사
(32)가  형성되어  있다.  지연  복원성  발포체(34),  유연하고  긴  플래스틱관(36),  및  그  관에  발포체를 
고착시키는  접착  시멘트(38)의  대략  원통형층으로  구성되는  슬리이브(33)에는  귀덮개(31)가  이탈 가
능하게  고착되어  있다.  관의  다른  끝에서,  그  종방향  통로에는  귀덮개(31)의  수나사산(32)과 결합하
는 암나사산(37)이 형성되어 있다.

제4도는  보청기  뒤에  있는  귀덮개(41)를  나타내며,  그  말단에는  볼(42)  형태의  돌기가  있다.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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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성  발포체(44),  유연하고  긴  플래스틱  관(46),  및  이  관에  발포체를  고착시키는 접착시멘트(3
8)의  대략  원통형  층으로  구성되는  슬리이브(34)가  귀덮개(41)에  이탈가능하게  고착되어  있다. 관
(46)을  관통한  종방향  통로에는  슬리이브(43)가  용이하게  부착  또는  이탈되도록  해주는  볼(42)이 소
켓(47)과  함께  형성되어  있다.  관(46)의  종방향  통로의  말단(49)은  부착이  잘되도록  원추형으로 되
어 있다.

제5도의  보청기  위에는  귀덮개(51)가  있으며,  그  말단의  외부  표면에는  큰  직경대  작은  직경의  비가 
약  2  :  1이  되는  수나사(52)가  형성되어  있다.  원통형  중심통로(55)가  형성된  지연  복원성 발포체
(54)로  구성되는  슬리이브(53)는  귀덮개(51)에  이탈가능하게  부착되어  있다.  발포체의  탄력성으로 
인해,  슬리이브는  그  선단면(proximal  surface)(56)(통로(55)의  축방향에  직각으로  뻗은)이 귀덮개
의  말단면(distal  face)(57)과  접촉할때  까지  그  귀덮개(51)의  수나사산(52)에  자력으로  결합된다. 
차이가  큰(major)  직경  대  작은(minor)  직경의  비가  제공됨으로  해서,  특히  수나사산이  거칠고 날카
로운  경우  착용자의  귀로부터  귀덮개가  제거될  때  사용자의  귀에  슬리이브가  남겨질  위험이  없게 된
다.

제6도의  보청기  뒤에는  음향  튜브용  배출구를  제공하도록  중심  통로(65)를  갖는  경사진 돌출부(62)
가  형성된  귀덮개(61)가  구비되어  있다.  지연  복원성  발포체(64),  유연하고  긴  플래스틱관(66)  및 
그  관에  발포체를  고착시키는  접착  시멘트(68)의  대략  원통형  층으로  구성되는  슬리이브가 귀덮개
(6)에  이탈  가능하게  부착되어  있다.  관을  관통한  종방향통로(67)의  선단의  내부표면이 돌출부(62)
와  만나도록  경사져  있다.  슬리이브(63)의  선단면에  있는  압력  감지  접착층(69)의  환형층은  그 돌기
부(62)  주변  귀덮개의  매끈한  말단면과  접촉한다.  따라서,  귀덮개의  슬리이브를  느슨하게 고착시킨
다.

양호한  압력감지  접착층(65)은  3M사의  2중  피복압력-감지  접착필름  테이프인  아크릴  시스템  번호 
444의 스카치A-60이다.

제7도의  보청기는  암나사산(72)이  형성된  귀덮개(71)를  구비하고  있다.  지연  복원성  발포체(74), 유
연하고  긴  플래스틱  관(76),  그  관에  발포체를  고착시키는  접착  시멘트(78)의  층과  단단한  플래스틱 
어댑터(79)로  구성되는  슬리이브(73)는  귀덮개(71)에  이탈가능하게  부착되어  있다.  관(76)과 어댑터
(79)는  플래스틱용제에  의해  서로  결합되어  있다.  어댑터의  선단에는  귀덮개(71)의  암나사산(72)과 
결합되는 수나사산(77)이 형성되어 있다.

[홀딩(Holding)값]

각기  직경이  8.74mm(0.344inch)인  다수의  구멍이  두께가  1.6cm인  알루미늄  블록에  뚫려있다.  접착 
시멘트로  구멍을  코팅한  후에,  테스트될  슬리이브는  삽입되도록  압축된  후,  그  접착  시멘트에  대해 
팽창하게  된다.  접착  시멘트를  가공하기  위해  적어도  하루  동안  실온  분위기(23℃,  상대습도  48%)로 
유지한  후에,  그  인장  테스터의  죠오(인스트론(Instron)  모델  1122)는  슬리이브의  돌출한  관에 
또는,  만일  관이  없다면,  슬리이브가  설치되는  귀덮개의  부위에  조여진다.  따라서,  어셈블리는 37℃
로  따뜻해지고,  3분  동안  그  온도를  유지하고나서,  관을  당기거나  약  25.4(cm/min)의  속도로 발포체
바깥으로 귀덮개를 당기는데 필요한 축방향 힘을 측정함으로써 실온에서 즉시 테스트된다.

[풀아웃트(Pullout)값]

이  테스트는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된다.  즉,  알루미늄 블록
의  구멍은  0.8  마이크로  미터(32  마이크로인치)의  피이크  대  골(peak-to-valley)의  거칠기로 다듬게
되고,  어떠한  접착제도  그  구멍에는  도포되지  않는다.  적어도  3분  동안  유지한  후에,  그  인장 테스
터는 구멍에서 슬리이브를 당기는데 필요한 축방향 힘을 측정한다.

[지연성 복원값(retarded recovery value)]

8.0mm  큐브(Cube)는  발포체로부터  절단되고나서  23℃,  48%의  상대습도에서  24시간  동안  유지하고, 
상기  조건하에서  테스트된다.  그  큐브가  알루미늄  판에  있을  때,  그것은  직경이  19mm인  알루미늄 피
스톤을  사용하는  1.6mm로  압축된  후,  즉시  느슨해지는데  그것이  6.4mm  높이로  복원되는데  필요한 시
간이 발포체의 지연성 복원값이다.

[실시예 1]

다수의  슬리이브는  제7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한  에테뉴텍(Attenutech)  6300  귀마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비플래스틱  폴리우레탄  발포체를  사용해서  만들어졌으며,  그  발포체는  27초의  지연된 
복원값을  갖는다.  1974년도  ANSI  명세서  S  3.19에  따라  테스트될때,  그  발포체는  29dB의  잡음 감소
비가  생기게  된다.  가요성  플래스틱  관(76)은  가소화된  폴리(염화비닐)로  주조되고,  발포체는  3M 사
이  플래스틱  접착제  제4475를  사용하여  관에  접착된다.  단단한  플래스틱  어댑터(79)는  폴리 카보네
이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 둘의 주요치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발포체(74) 

최대 외부 직경                                         12.7mm

길이                                                         15.9mm

관(76)

길이                                                          12.7mm

외부직경                                                      3.1mm

내부직경                                                       1.9mm

각  슬리이브의  발포체에는  때때로  그  발포체의  최대  바깥둘레에  중심이  맞춰지고  직경이 4.8mm(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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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인  대칭으로  배열된  2,  3  또는  4개의  플루트  즉,  홈을  동시에  형성할때,  다이  펀치에  의해 직
경이 3.2mm인 중심 통로가 형성된다.

홈이  없는  슬리이브를  포함하여  일련의  상기  슬리이브들은  어느  수준의  구멍이  요구되더라도  청각 
전문가가 잠재적인 사용자의 80∼90%에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보청기와  함께  상기  슬리이브를  착용하였고,  그들중  대부분이  착용감이 나아
졌으며 음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실시예 2]

다수의  슬리이브는  제1실시예에서  사용된것  같은  동일  발포체를  사용하여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거의  제작되었다.  다이펀치를  사용함으로써,  그  발포체에는  직경이  2.4mm인  중심통로가  형성되어 있
고  홈은  제1실시예와  같은  일부  슬리이브에  동시에  형성되어  있다.  각각의  슬리이브는  다음과  같은 
단단한  플래스틱(지.  이,  사의  울텀(ultem))으로  성형된  귀덮개(51)의  수나사(52)에  저력으로 조여
지게 된다.

즉,

나사의 큰 직경                                       4.6mm

나사의 작은 직경                                    2.8mm

나사의 피치                                            0.55 나사산(thread) /mm

크라운의 폭                                             0.25mm

말단면의 나사각도                                    105°

선단면의 나사각도                                     95°

[실시예 3]

다수의  슬리이브는  테스트할  목적으로  관(66)이  발포체(64)의  선단  너머로  연장되어  있다는  것 외에
는 제6도에 도시된 것과 같이 제작되었다.  그  발포체 및  관은 제1실시예에서 사용된 동일 물질로 만
들어졌다.

[테스트]

NT=테스트되지 않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음향튜브를  포함하는  귀덮개(11)를  구비한  보청기에서  사용되는  슬리이브에  있어서,  외표면을  갖는 
대략  원통형인  몸체와;  상기  몸체를  관통하는  중앙통로와;  상기  몸체의  외부  표면에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홈(26)을  구비하고,  지연  복원성  발포체(retarded  recovery  foam)(14)로  만들어진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보청기용 슬리이브.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귀덮개에  슬리이브를  분리가능하게  부착하기  위한  수단을  또한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보청기용 슬리이브.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귀덮개에는  말단  나사산(12)(distal  screw  thread)이  형성되고,  상기 슬리이
브에는  귀덮개의  나사산과  결합되는  선단  나사산(20)(proximal  screw  thread)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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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보청기용 슬리이브.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포체는  고압축성으로서  느리지만  거의  완전한  복원률을  가지고,  사용자 귀
의 외부홈에 자유롭게 삽입할 수  있고,  상기 발포체가 복원될 때  상기 귀홈에 끼워지도록 압축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청기용 슬리이브.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원통형  몸체의  중심통로에  고착된  주조가능하면서  가용성인  플래스틱관(16)을  또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청기용 슬리이브.

청구항 6 

음향튜브를  포함하는  귀덮개(11)를  구비한  보청기용의  사용자  분리형  슬리이브(13)에  있어서, 종방
향의  통로와  함께  형성되는  가요성의  관(16)과,  사용자의  귀에  보청기의  음향  튜브를  연결하기  위해 
상기  종방향의  통로를  이용하여  귀덮개에  상기  관을  분리  가능하게  부착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관
상에서  밀착  결합되어  견고하게  고착되고,  외표면을  갖고,  고압축성으로서,  복원  속도는  느리지만 
거의  완전한  복원력을  갖고,  사용자  귀의  외부홈  속에  자유롭게  삽입가능하며,  형태가  복원될  때 귀
홈에  끼워지도록  압축될  수  있는  연성  중합체  발포체(14)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청기용 
슬리이브.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관은  음향튜브의  크기에  가까우며,  상기  음향튜브의  말단과  상기  슬리이브의 선단
에 상호 결합되는 나사산 부분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청기용 슬리이브.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슬리이브의  외부표면에  적어도  하나의  홈(26)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청기용 슬리이브.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슬리이브의  외부표면은  내부표면보다  고밀도의  셀  구조의  스킨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청기용 슬리이브.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포체는  4초  내지  45초의  지연성  복원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청기
용 슬리이브.

청구항 11 

음향튜브를  포함하는  귀덮개(11)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사용자  분리형의  슬리이브(13)와; 적
어도  풀아웃값(pull  out  value)의  1∼1/2배인  홀딩값을  갖고  귀덮개와  슬리이브  상에  배치되며, 상
기  귀덮개에  슬리이브를  분리가능하게  부착하기  위한  부착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청
기.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부착수단은  관  및  귀덮개를  형성된  나사산(12,  20)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청기.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슬리이브의  외부표면에는  사용자의  귀와  통하는  적어도  하나의  홈(26)이 형
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청기.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귀덮개의  말단에는  음향튜브  주변으로  뻗은  환형채널(27)과  일련의 공기구멍
(28)이  형성되고,  각각의  구멍은  환형채널로  개방되고,  적어도  하나의  홈은  환형채널을  통해 공기구
멍과 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청기.

청구항 15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슬리이브의  외부표면은  내부표면보다  고밀도의  셀  구조의  스킨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청기용 슬리이브.

청구항 16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발포체는  4초  내지  45초의  지연성  복원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청기
용 슬리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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