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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어버드 스타일의 이어폰과 같은 조절식 이어 인서트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조절식 이어폰은 유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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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조절식 이어폰에 있어서,
상기 조절식 이어폰은:
-제 1 면과 제 2 면을 가진 하우징을 포함하고;
-하우징의 제 1 면에 부착된 탄성 쿠션을 포함하며, 이 탄성 쿠션은 콤팩트한 형상과 개구를 가지며;
-하우징의 제 1 면으로부터 돌출하는 하나 이상의 칸틸레버 암을 포함하며, 상기 칸틸레버 암의 적어도 일부분
은 탄성 쿠션의 개구 내에 위치되고;
-하우징 내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된 다이얼을 포함하며, 상기 다이얼의 적어도 일부분은 하우징의 제 2 면으로부
터 연장되고, 다이얼은 스레드를 포함하며; 및
-제 1 부분과 제 2 부분을 포함하는 액츄에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제 2 부분은 스레드를 가지고, 액츄에이터는
하우징 내에서 슬라이딩 이동가능하게 장착되며, 액츄에이터 스레드는 다이얼이 제 1 방향으로 회전되어 액츄에
이터의 제 1 부분이 칸틸레버 암과 접촉하게 하도록 다이얼 스레드와 작동가능하게 맞물리고;
액츄에이터의 제 1 부분은 액츄에이터가 암과 접촉함에 따라 칸틸레버 암이 탄성 쿠션 내로 굽혀지도록 구성되
며, 칸틸레버 암은 칸틸레버 암이 쿠션 내로 굽혀짐에 따라 탄성 쿠션이 확장된 형태를 가지게 하도록 구성되는
조절식 이어폰.
청구항 2
조절식 이어폰에 있어서,
상기 조절식 이어폰은:
-제 1 면과 제 2 면을 가진 하우징을 포함하고, 하우징의 제 1 면은 쿠션에 부착되도록 구성되며;
-하우징의 제 1 면으로부터 돌출하는 하나 이상의 칸틸레버 암을 포함하고, 상기 칸틸레버 암의 적어도 일부분
은 쿠션이 하우징에 부착될 때 쿠션의 개구 내에 위치될 수 있도록 구성되며;
-하우징 내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된 다이얼을 포함하고, 상기 다이얼의 적어도 일부분은 하우징의 제 2 면으로부
터 연장되며, 다이얼은 스레드를 포함하고; 및
-제 1 부분과 제 2 부분을 포함하는 액츄에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제 2 부분은 스레드를 가지고, 액츄에이터는
하우징 내에서 슬라이딩 이동가능하게 장착되며, 액츄에이터 스레드는 다이얼이 제 1 방향으로 회전되어 강성
액츄에이터의 제 1 부분이 칸틸레버 암과 접촉하게 하도록 다이얼 스레드와 작동가능하게 맞물리고;
액츄에이터의 제 1 부분은 액츄에이터가 암과 접촉함에 따라 칸틸레버 암이 굽혀지도록 구성되는 조절식
이어폰.
청구항 3
조절식 이어폰에 있어서,
상기 조절식 이어폰은:
-하우징을 포함하고;
-상기 하우징에 인접한 이어커낼 부분(ear canal portion)을 포함하며, 상기 이어커낼 부분은 제 1 형태를 가지
고; 및
-상기 이어커낼 부분이, 이어 커낼 부분에 적용되거나 이어 커낼 부분으로부터 제거되도록 하는 외부에서 가해
지는 힘없이 제 2 형태를 가지도록 상기 하우징에 작동가능하게 결합된 조절 조립체를 포함하며,
상기 조절 조립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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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브를 가지는 회전가능한 액츄에이터를 포함하는 확장 조립체를 포함하며; 및
-상기 확장 조립체에 연결되고 유저에게 접근가능한 컨트롤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컨트롤 부재는 확장 조립체
가 작동될때 이어 커낼 부분이 제 2 형태를 가지도록 확장 조립체를 작동시키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절식 이어폰.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확장 조립체는 하나 이상의 방향으로 철회되도록 구성되며, 이어커낼 부분은 확장 조립체가 철회될 때 제 1 형
태를 가지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절식 이어폰.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이어커낼 부분은 탄성 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절식 이어폰.
청구항 6
제 3항에 있어서,
컨트롤 부재는 회전식 다이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절식 이어폰.
청구항 7
제 3항에 있어서,
조절식 이어폰은 내측 단부와 외측 단부를 추가로 포함하며, 이어커낼 부분은 내측 단부에 인접하고 컨트롤 부
재는 외측 단부에 인접하며, 확장 조립체는 내측 단부에 인접한 이어커낼 부분에 결합된 액츄에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절식 이어폰.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 3항에 있어서,
확장 조립체는 로브를 가진 회전식 액츄에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절식 이어폰.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 3항에 있어서,
조절식 이어폰은 제 1 단부, 제 2 단부, 및 상기 제 1 단부에 위치된 전기 커넥터를 가진 코드를 추가로 포함하
고, 하우징은 상기 코드의 제 2 단부에 위치되며, 상기 코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연성 재료로 덮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절식 이어폰.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조절식 이어폰은 코드 클립을 추가로 포함하고, 코드는 코드의 제 1 단부에 인접한 제 1 부분과 코드의 제 2 단
부에 인접한 제 2 부분을 추가로 포함하며, 제 1 부분은 하나의 스트랜드를 포함하고 제 2 부분은 두 개의 스트
랜드를 포함하며, 코드 클립은 제 2 부분의 두 개의 스트랜드에 슬라이딩 이동가능하게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절식 이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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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코드 클립은 두 개의 구멍을 추가로 포함하며, 각각의 구멍은 코드의 제 2 부분의 두 개의 스트랜드 중 하나를
삽입가능하게 수용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절식 이어폰.
청구항 14
제 3항에 있어서,
조절식 이어폰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하우징 내에 음향 생성 트랜스듀서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절식 이어폰.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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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명 세 서
기 술 분 야
[0001]

본 출원서는 2007년 12월 31일 출원되었으며 발명의 명칭이 "ADJUSTABLE FIT EARBUD, CLOTH COVERED CORD AND
CORD CLIP ZIPPER"인 미국 가특허출원번호 61/009,690호를 우선권주장하며, 이 특허출원은 본 명세서에 참조문
헌으로서 통합된다.

[0002]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귀에 꽂는 조절식 이어 인서트(ear insert)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용
오디오 장치로부터 재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오디오 재생장치를 듣기 위한 이어폰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3]

이어폰은 일반적으로 유저(user)의 귀 가까이 고정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이들을 오디오 증폭기, 라디오, 또는
CD 또는 MP3 플레이어와 같이 휴대용 오디오 장치와 같은 신호 공급원에 연결하는 수단이 제공되는 한 쌍의 작
은 확성기이다.

[0004]

이어버드(earbud)는 이어커낼(ear canal) 내부에 또는 외부에 직접 위치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이어폰이다. 익
스터널-커낼

이어버드(external-canal

earbud)로

불리는

몇몇

이어버드는

이어커낼

외부에

위치되도록

설계된다. 이 이어버드는 보통 저렴하고 휴대성과 편의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음향 차단 기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여러 대형 헤드폰과 주어진 볼륨 레벨용 이어커낼 이어버드(하기에 기술됨)에 의해 제공
되는 동일한 범위의 다이나믹 사운드를 전달할 수 없다. 그 결과, 유저의 외부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소음을 걸
러내기 위하여 종종 상대적으로 큰 볼륨에서 사용된다. 오랜 기간 동안, 이어버드는 휴대용 오디오 장치와 함께
통상적인 타입의 이어폰 번들 제품이 되었다.
[0005]

인터널-커낼 이어버드는 이어커낼 내로 직접 삽입되는 이어버드이다. 상기 이어버드는 익스터널-커낼 이어버드
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며 또한 이어플러그(earplug)와 같이 외부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소음을 차단하도록 작
용한다. 인터널-커낼 이어버드에는 범용 타입과 맞춤형 타입의 두 가지 메인 타입이 있다. 범용 타입의 인터널커낼 이어폰은 다양한 이어커낼에 끼워지기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스톡 슬리브(stock sleeve) 크기를 제공
하는데, 이는 소음 차단을 위해 통상 실리콘 고무, 엘라스토머, 또는 폼(foam)으로 제조된다. 범용 타입의 인터
널-커낼 이어버드는 통상 일반적인 청취자를 위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나, 이 중 몇몇 이어버드는 매우 높
은 오디오 퀄리티를 제공한다.

[0006]

맞춤형 타입의 인터널-커낼 이어버드는 전문가용으로 적합하다. 이러한 이어커낼 주물제품(casting)은 대개 청
각전문가에 의해 채택된다. 제조업체들은 부가적인 편의성과 소음 차단 기능을 제공하는 맞춤형-몰딩 실리콘 고
무 또는 엘라스토머 플러그를 생산하기 위해 상기 주물제품을 사용한다.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맞춤형 타입의 인
터널-커낼 이어버드는 범용 타입의 인터널-커낼 이어버드보다 더 값비싸다.

[0007]

이에 따라, 개선된 인터널-커낼 이어버드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전술한 내용은 본 발명의 분야에 존재하는 결
점들 중 몇몇을 예시하고자 하는 것으로만 사용되는 것 일뿐, 청구항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미로서 사용되어서
는 안 된다.

발명의 내용
[0008]

다양한 구체예들에서 본 발명은 형태 조절식 이어폰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구체예에서, 이어폰은: (i)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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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 제 2 면을 가진 하우징을 포함하고; (ii)하우징의 제 1 면에 부착된 탄성 쿠션을 포함하며, 이 탄성 쿠션
은 콤팩트한 형상과 개구를 가지며; (iii)하우징의 제 1 면으로부터 돌출하는 하나 이상의 칸틸레버 암을 포함
하고, 상기 칸틸레버 암의 적어도 일부분은 탄성 쿠션의 개구 내에 위치되며; (iv)하우징 내에 회전가능하게 장
착된 다이얼을 포함하고, 상기 다이얼의 적어도 일부분은 하우징의 제 2 면으로부터 연장되며 다이얼은 스레드
를 포함하고; 및 (v)제 1 부분과 제 2 부분을 포함하는 액츄에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제 2 부분은 스레드를 가
진다. 액츄에이터는 하우징 내에서 슬라이딩 이동가능하게 장착되며, 액츄에이터 스레드는 다이얼이 제 1 방향
으로 회전되어 강성 액츄에이터의 제 1 부분이 칸틸레버 암과 접촉하게 하도록 다이얼 스레드와 작동가능하게
맞물린다. 또한, 액츄에이터의 제 1 부분은 액츄에이터가 암과 접촉함에 따라 칸틸레버 암이 탄성 쿠션 내로 굽
혀지도록 구성되며, 칸틸레버 암은 칸틸레버 암이 쿠션 내로 굽혀짐에 따라 탄성 쿠션이 확장된 형태를 가지게
하도록 구성된다.
[0009]

또 다른 구체예에서, 조절식 이어폰은: (i)제 1 면과 제 2 면을 가진 하우징을 포함하고, 하우징의 제 1 면은
쿠션에 부착되도록 구성되며; (ii)하우징의 제 1 면으로부터 돌출하는 하나 이상의 칸틸레버 암을 포함하고, 상
기 칸틸레버 암의 적어도 일부분은 쿠션이 하우징에 부착될 때 쿠션의 개구 내에 위치될 수 있도록 구성되며;
(iii)하우징 내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된 다이얼을 포함하고, 상기 다이얼의 적어도 일부분은 하우징의 제 2 면으
로부터 연장되며, 다이얼은 스레드를 포함하고; 및 (iv)제 1 부분과 제 2 부분을 포함하는 액츄에이터를 포함하
며, 상기 제 2 부분은 스레드를 가진다. 액츄에이터는 하우징 내에서 슬라이딩 이동가능하게 장착되며, 액츄에
이터 스레드는 다이얼이 제 1 방향으로 회전되어 강성 액츄에이터의 제 1 부분이 칸틸레버 암과 접촉하게 하도
록 다이얼 스레드와 작동가능하게 맞물린다. 또한 액츄에이터의 제 1 부분은 액츄에이터가 암과 접촉함에 따라
칸틸레버 암이 탄성 쿠션 내로 굽혀지도록 구성된다.

[0010]

또 다른 구체예에서, 상기 조절식 이어폰은: (i)하우징을 포함하고; (ii)상기 하우징에 인접한 이어커낼 부분을
포함하며, 이 이어커낼 부분은 제 1 형태를 가지고; (iii)상기 하우징에 작동가능하게 결합된 조절 조립체
(adjustment assembly)를 포함한다. 이 조절 조립체는: (i)제 1 부분과 적어도 제 2 부분 사이에서 하우징에 대
해 이동가능한 이동식 부재를 포함하고; (ii)이동식 부재를 수용하도록 구성된 확장 조립체(expansion
assembly)를 포함하며; 및 (iii)이동식 부재를 이동시키도록 구성된 컨트롤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컨트롤 부재
가 작동되어 이동식 부재가 제 1 위치로부터 적어도 제 2 위치로 이동하게 한다. 이동식 부재는 이동식 부재가
제 2 위치로 이동될 때 확장 조립체가 하나 이상의 방향으로 확장하게 하도록 구성된다. 이에 따라, 확장 조립
체는 확장 조립체가 확장될 때 이어커낼 부분이 적어도 제 2 형태를 가지게 하도록 구성된다.

[0011]

또 다른 구체예에서, 조절식 이어폰은: (i)한 형태를 가진 이어커낼 부분을 포함하고, 이어커낼 부분은 유저의
이어커낼 내에 위치되기 위해 작동가능하며; 및 (ii)이어커낼 부분이 유저의 귀 안에 위치될 때 유저에 의해 이
어커낼 부분의 형태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0012]

또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조절식 이어 인서트를 제공하는데, 상기 조절식 이어 인서트는: (i)유저의 이어
커낼 내에 삽입하기 위해 구성된 이어커낼 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이어커낼 부분은 제 1 형태를 가지고; 및
(ii)상기 이어커낼 부분 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위치된 조절 조립체를 포함하며, 상기 조절 조립체는 이어커낼
부분이 적어도 제 2 형태를 가지게 하도록 작동가능하다.

[0013]

또 다른 구체예에서, 조절식 이어 인서트는: (i)이어팁(eartip)을 가진 내측 단부를 포함하고, 상기 내측 단부
는 유저의 이어커낼 내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구성되며; 및 (ii)제어부를 가진 외측 단부를 포함하고, 상기 외측
단부는 이어커낼 외부에 유지되도록 구성되며, 이 제어부는 유저에 의해 이어팁을 확장시키거나 또는 수축시키
도록 접근가능하다.

[0014]

이 구체예들과 그 외의 다른 다양한 구체예들에서, 조절식 이어 인서트는 유저의 이어커낼 내에 삽입할 수 있으
며 그 뒤 유저에 의해 조절식 이어 인서트의 이어커낼 부분과 이어커낼 사이에 편안하게 끼어지도록(snug fit)
조절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어커낼 부분은 유저의 이어커낼에 대해 이어커낼 부분을 실질적으로 막
도록 조절될 수 있다. 조절식 이어 인서트가 이어폰인 경우, 이러한 편안한 끼어맞춤 또는 막음은 그 외의 다른
요인들 중에서 이어폰보다 외부 소음으로부터 개선된 소음 차단 기능을 제공하며 이어폰에 의해 재생된 음향을
개선시킨다. 조절식 이어 인서트가 이어플러그인 경우, 상기 편안한 끼어맞춤 또는 막음은 그 외의 다른 요인들
중에서 외부 소음으로부터 개선된 소음 차단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이어커낼 부분의 인-에어 조절기능(in-air
adjustability)은 다양한 유저들을 위하여 상이한 크기의 이어커낼 부분들이 필요없는 이어 인서트를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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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

본 발명의 다양한 구체예들의 특징들은 첨부된 청구항들에서 특별히 설명된다. 하지만, 다양한 구체예들은 그
구성 및 작동 방법에 있어서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로 하여 하기 설명에서 예로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도 1a는 한 구체예에 따른 유선 조절식 이어폰을 도시한 투시도이다.
도 1b는 한 구체예에 따른 무선 조절식 이어폰을 도시한 투시도이다.
도 2a-2b는 다양한 구체예들에 따른 조절식 이어폰의 여러 이어커낼 부분들의 수축된 형태와 확장된 형태를 보
여주는 다이어그램들이다.
도 3a-3d는 다양한 구체예들에 따른 조절식 이어폰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저 컨트롤 및 액츄에이터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조절식 이어폰의 몇몇 상부도들이다.
도 4는 조절식 이어폰의 구체예를 도시한 측면 횡단면도이다.
도 5a-5g는 도 4의 조절식 이어폰에 의해 가능해진 몇몇 이어커낼 부분 형태를 예시한다.
도 6은 도 4의 조절식 이어폰을 도시한 분해도이다.
도 7은 조절식 이어폰의 구체예를 도시한 측면 횡단면도이다.
도 8a-8g는 도 7의 조절식 이어폰에 의해 가능해진 몇몇 이어커낼 부분 형태를 예시한다.
도 9는 도 7의 조절식 이이폰을 도시한 분해도이다.
도 10은 조절식 이어폰의 한 구체예를 도시한 상부 횡단면도이다.
도 11a-11h는 도 10의 조절식 이어폰에 의해 가능해진 몇몇 이어커낼 부분 형태를 도시한다.
도 12는 도 10의 조절식 이어폰을 도시한 분해도이다.
도 13은 조절식 이어폰의 한 구체예를 도시한 상부 횡단면도이다.
도 14a-14c는 도 13의 조절식 이어폰에 의해 가능해진 몇몇 이어커낼 부분 형태를 도시한다.
도 15는 도 13의 조절식 이어폰을 도시한 분해도이다.
도 16은 유저의 이어커낼 내에 확장되고 삽입된 조절식 이어폰의 구체예를 도시한 횡단면도이다.
도 17a-17b는 조절식 이어폰의 하우징의 베이스 요소와 이어팁 쿠션의 구체예를 도시한 투시도이다.
도 18a는 오디오 장치 주위에 덮혀진 코드를 포함하는 이어폰 조립체를 도시한 투시도이다.
도 18b는 오디오 장치 주위에 덮혀진 코드를 포함하는 이어폰 조립체를 도시한 투시도이다.
도 19a는 도 18a와 도 18b의 이어폰 조립체로부터 조절식 이어폰을 도시한 투시도이다.
도 19b는 도 18a와 도 18b의 이어폰 조립체로부터 스프링 클립을 예시한 도면이다.
도 19c는 도 18a의 이어폰 조립체의 덮혀진 코드를 제자리에 고정하도록 사용된 도 19b의 스프링 클립을 예시한
도면이다.
도 20은 회전식 다이얼을 가진 조절식 이어폰의 구체예를 도시한 투시도이다.
도 21a는 도 21a의 조절식 이어폰을 도시한 분해도이다.
도 21b는 도 21a의 조절식 이어폰의 하우징의 일부분과 이어커낼 쿠션을 도시한 분해도이다.
도 22는 도 21a의 조절식 이어폰의 상부도이다.
도 23은 도 21a의 조절식 이어폰의 측면도이다.
도 24는 도 22에서 라인 24-24을 따라 절단한, 도 21a의 조절식 이어폰의 투시 횡단면도이다.
도 25는 도 22에서 라인 25-25를 따라 절단한, 도 21a의 조절식 이어폰의 상부 횡단면도인데, 여기에 도시된 이
어커낼 부분은 콤팩트한 제 1 형태를 가진다.
도 26은 도 22에서 라인 26-26을 따라 절단한, 도 21a의 조절식 이어폰의 상부 횡단면도인데, 여기에 도시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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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커낼 부분은 확장된 제 2 형태를 가진다.
도 27은 유저의 이어커낼 내에 확장되고 삽입된 도 21a의 조절식 이어폰을 도시한 측면 횡단면도이다.
도 28은 푸시 버튼을 가진 조절식 이어폰의 비-제한적인 한 구체예를 도시한 상부 횡단도면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6]

본 명세서에 개시된 장치들과 방법들의 구성 원리, 기능, 제작 및 용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특정의
대표 구체예들이 기술될 것이다. 첨부된 도면들에 이 구체예들 중 하나 이상의 예들이 예시된다. 해당 업계의
당업자는 본 명세서에서 특별히 기술되었으며 첨부된 도면에서 예시된 이러한 장치들과 방법들이 비-제한적인
대표 구체예들이고 본 발명의 다양한 구체예들의 범위는 오직 청구항에 의해서만 정의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
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 대표 구체예와 관련되어 기술되거나 또는 예시된 특징들은 그 외의 구체예들의 특
징들과 조합될 수 있다. 이러한 변형예들과 변경예들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다.

[0017]

하기 설명에서, 유사한 도면부호들은 몇몇 도면들에 걸쳐 유사하거나 또는 해당하는 부분들을 가리킨다. 또한,
하기 설명에서, 용어 "전방을 향해", "후방을 향해", "전방", "후방", "우측", "좌측", "상부방향으로", "하부
방향으로" 및 이와 유사한 용어들은 편의상 구분지은 것이며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기의 설명
은 본 발명의 여러 구체예들을 기술하기 위함이지 본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0018]

본 명세서에 기술된 다양한 구체예들은 이어커낼 내에 위치되도록 하는 장치들, 가령, 오디오 장치들에 사용할
수 있는 이어폰 조립체와 같은 장치에 관한 것이다. 도 18a와 도 18b에서, 이어폰 조립체(5)는 코드(10)와 한
쌍의 이어폰(100)을 포함한다. 코드(10)는 제 1 단부(11), 제 2 단부(12) 및 제 1 단부(11)에 위치된 전기 커넥
터(13)를 포함한다. 전기 커넥터(13)는 전기신호들이 코드(10)를 통해 각각의 이어폰(100)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어폰 조립체(5)를 오디오 장치(1)에 연결하는데, 전기신호들은 각각의 이어폰에서 트랜스듀서에 의해 가청 음
향(audible sound)으로 변환될 수 있다(도 24 및 도 27 참조). 해당 분야에서 공지된 바와 같이, 트랜스듀서는,
가청 음향을 생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목적을 위해 어떤 한 타입의 에너지 또는 물리적 성질을 다른 타
입의 에너지 또는 물리적 성질로 변환시키는, 대개 전기, 전자, 전자기계, 전자기, 광자 또는 태양광자 장치이
다. 용어 "트랜스듀서"는 음악 또는 소리를 나타내는 전압 변동을 기계적 콘 진동으로 변환시켜서 공기 분자들
을 진동시켜 음향을 생성하는 오디오 확성기를 언급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

[0019]

각각의 이어폰(100)은 코드의 제 2 단부(12)에 위치된다. 코드(10)는 코드(10)의 제 1 단부(11)에 인접한 제 1
부분(16)과 코드(10)의 제 2 단부(12)에 인접한 제 2 부분(17)을 추가로 포함한다. 제 1 부분(16)은 하나의 스
트랜드(strand)를 포함하며 제 2 부분(17)은 두 개의 이어폰(100)이 유저의 귀 안에 배치될 수 있도록 두 개의
스트랜드를 포함하는데, 제 2 부분(17)의 한 스트랜드는 유저의 헤드 각각의 측면 위에 배열된다.

[0020]

도 1a와 도 1b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른 유선(도 1a) 또는 무선(도 1b) 이어버드 스타일의
이어폰(각각 100, 50)은 이어팁 쿠션(121)을 포함하는데, 이 이어팁 쿠션(121)은 콤팩트한 형상 또는 제 1 형태
(122)로 유저의 이어커낼 내에 삽입될 수 있으며, 일단 이어커낼 내에 삽입되고 나면, 이어커낼의 모든 측면들
에 대해 편안하게 끼어지도록 확장된 형상 또는 제 2 형태(123)(도 26 참조)가 된다(예를 들어, 도 27 참조할
것). 이에 따른 맞춤형 끼어맞춤은 외부 음향들이 유저의 고막에 도달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개선된 차음 효과
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저가 이어커낼의 내부에 이어팁 또는 이어커낼 부분(120)에 의해 가해진 압력의 양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개선된 안락감을 제공한다. 또한, 이어커낼 부분(120)과 유저의 이어커낼 사이를 거의 공기
가 새지 않을 정도로 막음으로써, 유저의 고막에 도달하는 외부 소음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저의 고막과
1:1의 음향 커플링의 이어폰(120)의 사운드 트랜스듀서(도 24 및 도 27 참조)를 제공한다. 이어팁 쿠션(121)은
폼 재료로 제작될 수 있다. 유저의 귀로부터 제거되기 전에, 도 1a 또는 도 1b의 이어폰이 통상 이어폰의 콤팩
트한 형상 또는 제 1 형태(122)로 복귀될 것이지만, 이어팁 또는 이어커낼 부분(120)의 압축성 재료는 여전히
확장된 형상에 있으면서도 이어버드가 제거될 수 있게 한다.

[0021]

도 1a와 도 1b에서, 이어버드의 외측 표면 상의 제어부(180)를 돌리거나 또는 누름으로써 이어팁이 확장될 수
있다. 제어부(180)를 종축(L)에 대해 화살표(A 및/또는 B) 방향으로 돌림으로써 확장되며, 제어부(180) 상에 표
시된 제작자 로고(189)는 로고(189)가 실질적으로 똑바른 상태로 유지되고 제어부(180)를 회전시키지 않고 판독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의해 상기 제어부에 부착될 수 있다(하기에 기술됨).

[0022]

여러 구체예들에서, 도 20-27을 보면, 예를 들어 조절식 이어폰(100)과 같은, 조절가능한 이어폰은 하우징
(110), 이어커낼 부분(120) 및 조절 조립체(130)를 포함할 수 있다. 하우징은 제 1 면(111)과 제 2 면(11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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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다(도 21a 및 도 24). 이어커낼 부분(120)은 하우징의 제 1 면(111)에 인접하게 배치되어 제 1 면
(111)에 부착된다. 이어커낼 부분(120)은 통상 종축(L)을 형성하며(도 20 참조) 유저의 이어커낼 내에 배치되도
록 작동가능하다(도 27 참조). 초기에 유저의 이어커낼 내에 이어커낼 부분(120)을 용이하게 배치하기 위해 콤
팩트한 제 1 형태(122)를 가진 이어커낼 부분(120)이 도 20에 도시되어 있는데, 상기 이어커낼 부분(120)은 쿠
션(121)을 포함할 수 있다(도 21a 및 도 21b 참조). 쿠션(121)은 대개 확장 조립체(160)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개구(125)를 가지는데, 이는 하기에서 보다 상세하게 기술될 것이다. 또한, 쿠션(121)은 쿠션(121)이 하우징
(110)에 구속해제가능하게 부착될 수 있도록 하우징(110)의 돌출 링(118) 상에 수용되거나 또는 고정되게 설계
된 하우징 홈(127)을 포함한다(도 24). 쿠션(121)은 연신가능하고 탄성의 압축성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이 탄
성 재료는 폼, 메모리 폼, 독립-기포 폼(closed-cell foam), 연속-기포 폼(open-cell foam), 엘라스토머, 엘라
스토머 폼, 실리콘, 및/또는 고무를 포함할 수 있다. 쿠션(121)을 포함하는 이어커낼 부분(120)은 확장된 제 2
형태(123)(도 26 참조)를 가지도록 조절될 수 있다. 또한, 쿠션(121)을 포함하는 이어커낼 부분(120)은 중간 형
태, 또는 적어도 제 3 형태(도시되지 않음)를 가지도록 조절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어커낼 부분(120)의
형태는 제 1 형태(122)와 제 2 형태(123) 사이에 연속체(continuum) 형태를 포함하여 임의의 개수의 형태를 가
지도록 변경될 수 있다. 이어커낼 부분(120)의 형태를 조절하기 위하여, 유저의 이어커낼 내에 삽입한 뒤, 이어
커낼과 이어커낼 부분(120)의 실질적인 부분 사이에 편안하게 끼어맞춤 되도록 유저가 이어커낼 부분(120)의 형
태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편안한 끼어맞춤은 그 외의 다른 요인들 중에서 (이어폰(100)에 의해 재생되
는 소리 외에 외부 소음으로부터) 소음 차단과 (이어폰(100)에 의해 재생되는 소리를 위해) 음향 개선을 제공한
다. 또한, 이어커낼 부분(120)의 인-에어 조절기능은 다양한 유저들을 위하여 상이한 크기의 이어커낼 부분
(120) 또는 쿠션(121)이 필요없는 이어폰(100)을 제공하는데; 이는 즉 조절식 이어폰(100)은 이어커낼 부분의
조절기능에 의해 제공된 맞춤형 끼어맞춤으로 인해 하나로 모든 크기에 끼어맞춤되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0023]

다양한 구체예들에서, 도 20-27에서 볼 때, 조절식 이어폰(100)은 이어커낼 부분(120)이 유저의 이어커낼 내에
위치될 때 유저에 의해 이어커낼 부분(120)의 형태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이어커낼 부분
(120)의 형태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은 하나 이상의 구체예에서 조절 조립체(130)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조절
조립체(130)는 조절 조립체(130)가 작동되어 이어커낼 부분(120)이 적어도 제 2 형태(123)를 가지게 하도록 하
우징(110)에 및/또는 이어커낼 부분(120)에 작동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다.

[0024]

일반적으로, 여러 비-제한적 구체예들에 따르면, 조절 조립체(130)는 이동식 부재(140), 확장 조립체(160), 및
컨트롤 부재(180)를 포함할 수 있다. 이동식 부재(140)는 하우징(110)에 대하여 제 1 위치(도 25 참조)와 적어
도 제 2 위치(도 26 참조) 사이에서 이동될 수 있다. 확장 조립체(160)는 이동식 부재(140)를 수용하도록 구성
될 수 있고, 컨트롤 부재(180)는 하우징(110)에 대해 이동식 부재(140)를 이동시키도록 구성될 수 있다. 컨트롤
부재(180)가 작동되어 이동식 부재(140)가 제 1 위치(도 25 참조)로부터 제 2 위치(도 26 참조)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이동식 부재는 확장 조립체(160)가 이동식 부재가 제 2 위치(도 26 참조)로 이동될 때 하나 이상의 방
향으로 확장하게 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되어, 확장 조립체는 확장 조립체(160)가 확장될 때 이어커
낼 부분(120)이 적어도 제 2 형태(123)를 가지게 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확장 조립체(160)는 이
동식 부재가 제 1 위치(도 25)로 이동될 때 하나 이상의 방향으로 수축되어 그 결과 확장 조립체(160)가 수축될
때 이어커낼 부분이 제 1 형태(122)로 복귀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25]

보다 상세하게, 하나 이상의 비-제한적인 구체예에 따르면, 이동식 부재(140)는 밑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함
께 액츄에이터(도 21a와 도 24 참조)로서 작동하는 제 2 부분(142)과 제 1 부분(150)을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이동식 부재는 종축(L)을 따라 이동하며(도 20 참조) 이에 따라 이동될 때 이동식 부재(140)의 제 1 부분
(150)이 확장 부재(160)와 맞물릴 수 있도록 하우징에 대해 이동되도록 설계된다. 이러한 상대적인 움직임은 밑
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컨트롤 부재(180)를 조절하는 유저에 의해 이동식 부재 상에 가해지는 힘에 의해 야기된
다. 이 힘은 임의의 수의 기계적 메커니즘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동식 부재(140)는 스레드(143)에
서 이동식 부재(140)의 제 2 부분(142)과 컨트롤 부재(180) 사이에서의 스레드 맞물림으로부터 이동 힘(moving
force)을 수용한다(도 21a와 도 25참조). 이동식 부재(140)의 스레드(143)는 컨트롤 부재(180)가 회전되어 이동
식 부재가 하우징(110)에 대해 병진운동 하도록 하우징(110)에 대해 회전적으로 정지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다. 이러한 회전 안정성은 이동식 부재(140)의 제 1 부분(142) 상에 가이드 돌출부(guide protrusion, 146)(도
21a)에 의해 제공된다. 가이드 돌출부(146)는 이동식 부재(140)의 제 2 부분(142)이 병진운동 하지만 돌출부
(146)와 리세스(114) 사이의 경계면으로 인해 하우징(110)에 대해 실질적으로 회전되지 않도록 하우징(110)의
제 1 면(111)의 가이드 리세스(114) 내에 슬라이딩 이동가능하게 수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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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6]

또한, 도 21a, 도 24, 도 25 및 도 27에서 볼 때, 제 2 부분(142)은 트랜스듀서(190)를 지지하도록 구성된 공동
(141), 트랜스듀서(190)에 전기적으로 결합된 코드(10)의 한 부분(도 27 참조), 및 이동식 부재(140)의 제 1 부
분(150)을 포함할 수 있다. 제 2 부분(142)은 코드(10)를 공동(141) 내로 통과시키기 위하여 슬롯(149)을 포함
할 수 있다. 제 2 부분(142)은 로킹 홈(147)과 트랜스듀서 서포트(148)를 포함할 수 있다. 이동식 부재(140)의
제 1 부분(150)은 트랜스듀서(190)가 제자리에 고정되거나 또는 이동식 부재의 제 2 부분(142)과 제 1 부분
(150) 사이에 끼어지도록 제 2 부분(142)의 로킹 홈(147) 내로 삽입되고 돌려질 수 있도록 설계된 로킹 돌출부
(152)를 포함할 수 있다. 제 1 부분(150), 트랜스듀서(190), 및 제 2 부분(142)의 서포트(148) 사이의 마찰은
제 1 부분(150)의 돌출부(152)가 제 2 부분(142)의 로킹 홈(147)으로부터 자유로이 디커플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힘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제 1 부분(150)과 제 2 부분(142)을 포함하여 이동식 부재(140)는 하우징
(110)에 대해 단일의 강성 바디로서 이동하도록 설계된다. 이에 따라, 하나 이상의 구체예에서 두 개의 독립적
인 구성요소로서 도시되지만, 제 1 부분(150)과 제 2 부분(142)은 일체형이고 통합적인 구성요소일 수 있다.

[0027]

하나 이상의 비-제한적인 구체예에서, 이동식 부재(140)의 제 1 부분(150)은 제 1 부분(150)이 제 1 위치(도
25)로부터 적어도 제 2 위치(도 26)로 이동함에 따라 확장 조립체(160)를 작동시키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제 1
부분(150)은 밑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는 것처럼 작동 표면(155)(예를 들어, 도 24 참조)을 포함하는데, 이
작동 표면(155)은 작동 표면(155)이 확장 조립체(160)와 작동가능하게 맞물리도록 형태가 형성되고 위치될 수
있다. 이동식 부재(140)의 제 1 부분(150)은 종축(L)을 따라 배향된 음향 통로(151)(도 21a)를 포함할 수 있다.
음향 통로(151)는 한 채널을 제공하며 이 채널을 따라 트랜스듀서(190)에 의해 재생되는 음향이 쿠션(121)의 개
구(125)(도 21a-26) 내로 이어폰(100)의 내측 단부(101)(도 20)를 향해 자유로이 운동할 수 있다. 또한 제 1 부
분(150)은 탄성 O-링(154)을 고정하도록 구성된 O-링 홈(153)(도 21a)을 포함한다. O-링(154)은 하우징(110)의
제 1 면(111)에 대해 및/또는 확장 조립체(160)(도 25-26)에 대해 이동식 부재를 막는다. 이에 따라, 트랜스듀
서(190)에 의해 재생된 가청 음파는 이어폰(100)의 내측 단부(101) 및 이에 따라 이동식 부재(140)의 음향 통로
(151)를 거쳐 유저의 고막을 향해 이동하게 할 수 있다.

[0028]

하나 이상의 비-제한적인 구체예에 따르면, 도 21a-21b 및 도 25-26에서 볼 때, 확장 조립체(160)는 이동식 부
재(140)에 의해 작동될 때 하나 이상의 방향으로 확장되도록 설계된다. 확장 조립체(160)는 종축(L)에 대해 실
질적으로 횡단방향으로 확장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도 20 참조). 이는 한 세트의 칸틸레버 암(161)을 이용하여
구현된다. 칸틸레버 암(161)은 하우징의 제 1 면(111)으로부터 돌출하며, 탄성 쿠션(121)이 하우징에 부착될 때
쿠션(121)의 개구(125) 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위치된다. 쿠션(121) 내에 형성된 암 리세스(126)(도 21b)는 쿠
션(121)이 그 위에서 자유로이 회전하지 않도록 칸틸레버 암(161)을 수용한다. 칸틸레버 암(161)은 종축(L) 주
위로 균일한 거리에 위치되어 이동식 부재의 제 1 부분(150)을 수용하도록 구성된 개구(164)를 형성한다. 칸틸
레버 암(161)은 각각 내측 표면(163)과 외측 표면(162)을 포함한다. 내측 표면(163)은 종축(L)을 향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굽어져서 내측 표면(163)의 적어도 일부분은 이동식 부재(140)가 이어폰(100)의 내측 단부(101)를
향하여 전진될 때 이동식 부재의 작동 표면(155)과 접촉하게 될 것이다. 이동식 부재(140)가 이어폰(100)의 내
측 단부(101)를 향해 이동될 때, 이동식 부재(140)의 제 1 부분(150)의 작동 표면(155)은 내측 표면(163)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칸틸레버 암(161)과 접촉한다. 동일한 방향으로의 이동식 부재(140)의 추가적인 움직임은
내측 표면(163)을 누르게 되고, 이에 따라 칸틸레버 암(161)이 종축(L)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굽어지게 한
다(도 26 참조). 칸틸레버 암(161)은 탄성 쿠션(121)의 개구(125) 내에 삽입가능하게 수용되고, 칸틸레버 암은
이동식 부재(140)가 칸틸레버 암(161)과 접촉하여 칸틸레버 암(161)을 누름에 따라 쿠션(121) 내로 굽어진다.
이에 따라, 칸틸레버 암이 종축(L)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연속하여 굽어짐에 따라 쿠션(121)은 확장된 제
2 형태(123)를 가지게 한다(도 26 참조). 따라서, 이어커낼 부분(120)은 유저의 이어커낼 내에 삽입된 후 확장
될 수 있으며, 유저의 이어커낼에 대해 쿠션(121)을 실질적으로 막아서 편안한 끼어맞춤을 형성한다.

[0029]

확장 기능을 가진 확장 조립체(160)를 제공하여 복수의 칸틸레버 암(161)이 위에서 기술되었지만, 하나를 포함
하여 임의의 개수의 칸틸레버 암도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0030]

하나 이상의 비-제한적인 구체예에 따르면, 컨트롤 부재(180)는 이동식 부재(140)가 확장 조립체(160)가 하나
이상의 방향으로 확장되게 하기 위해 이동하도록 이동식 부재(140)를 작동시키도록 설계된다. 컨트롤 부재(18
0)는 임의의 개수의 형태로 이를 구현한다. 예를 들어, 제한하지 않고서, 컨트롤 부재(180)는 푸시 버튼, 회전
식 다이얼, 또는 압착식 부재 형태일 수 있다. 도 20-27에서, 예를 들어, 컨트롤 부재(180)는 하우징(110) 내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된 다이얼(182)이다. 다이얼(182)은 회전하지만 하우징(110)에 대해 병진운동하지는 않는다.
다이얼(182)은 다이얼(182)이 다이얼의 주변을 따라 돌출 링(184)(도 21a와 도 25)을 포함하기 때문에 하우징
(110)의 홈(117)과 슬라이딩 이동가능하게 맞물리도록 이동한다. 홈(117)은 제 2 면(112)의 립(113), 제 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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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및 하우징(110)의 코드 가이드(115) 사이에 형성된다(도 25 참조). 따라서, 다이얼(182)은 종축(L) 주위
로 회전가능하다. 또한, 다이얼의 적어도 일부분은 이어커낼 부분(120)이 유저의 이어커낼 내에 삽입되는 동안
다이얼이 유저에게 접근가능하도록 하우징(110)의 제 2 면(112)으로부터 연장될 수 있다(도 27 참조). 그립
(185)(도 21a) 또는 다이얼(182)의 또 다른 텍스쳐된 표면(textured surface)은 유저가 유저의 손가락으로 다이
얼을 회전시킬 때 개선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0031]

도 21a와 도 25에서, 다이얼(182)은 이동식 부재의 제 2 부분(142)를 삽입가능하게 수용하기 위해 공동(181)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다이얼은 공동(181)을 향해 다이얼의 내측에 형성된 스레드(183)를 포함할 수 있다. 스
레드(183)는 이동식 부재(140)의 제 2 부분(142)의 표면 상에 형성된 스레드(143)와 작동가능하게 맞물리도록
구성된다. 따라서 다이얼(182)이 회전되어 다이얼 스레드(183)를 회전시키고, 이에 따라 이동식 부재 스레드
(143)를 통해 이동식 부재(140)에 병진운동 힘이 가해진다. 이 병진운동 힘은 다이얼(182)이 회전되는 방향에
따라 이동식 부재를 이어폰(100)의 내측 단부(101)를 향해 전방으로 또는 외측 단부(102)를 향해 후방으로 이동
시키게 한다. 따라서, 액츄에이터 또는 이동식 부재 스레드(143)는 다이얼(182)이 제 1 방향으로 회전되어 강성
액츄에이터가 각각의 칸틸레버 암(161)과 접촉하거나 또는 각각의 칸틸레버 암(161)과 추가로 접촉하게 병진운
동 하도록 다이얼 스레드(183)와 작동가능하게 맞물린다.

[0032]

이어폰(100)의 그 외의 요소들에서, 하우징(110)은 트랜스듀서(190)를 포함하여 다수의 구성요소들을 수용하도
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코드(10)(도 18b 및 도 27)는 코드 가이드(115)의 코드 통로(116)를 통해 하우징
(110) 내에 수용된다(도 24 참조). 코드 가이드(115)는 귀의 어느 쪽 예를 들어 우측(도 21a에서 볼 수 있듯이
"R") 또는 좌측(도시되지는 않았지만 "L")에 유저가 이어폰(100)을 두어야 하는 지를 나타내는 표식(119)을 포
함할 수 있다. 코드(10)는 전기 커넥터(13)와 트랜스듀서(190) 사이에 전기 회로를 제공하며; 코드(10)의 일부
분은 트랜스듀서(190)에 전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고, 코드(10)의 내부 와이어는 트랜스듀서(190)에 납땜될 수
있다(도 27 참조). 트랜스듀서(190)는 코드(10)를 거쳐 전기 커넥터(13)로부터 트랜스듀서(190)에 의해 수용된
전기 신호들에 반응하여 가청 신호, 또는 가청 음향을 재생할 수 있다. 바람직하지 못한 응력이 트랜스듀서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10)는 코드의 제 2 단부(12)(도 18b)에서 매듭(도 27)을 형성하기 위해
묶여질 수 있다. 이 매듭은 이동식 부재(140)의 제 2 부분(142)의 공동(141) 내에 수용되며 슬롯(149)(도 24)의
폭보다 더 크도록 크기가 정해진다. 따라서, 유저가 코드(10)를 잡아당기면, 매듭은 슬롯(149)에서 제 2 부분
(142)에 대해 힘이 가해지고 매듭은 이렇게 잡아당김으로써 재생된 응력을 흡수하여 이에 따라 트랜스듀서가 불
필요한 응력 및/또는 변형으로부터 보호한다.

[0033]

또한, 이동식 부재(140)의 제 2 부분(142)은 이어폰(100)의 외측 단부(102) 가까이 외치된 제작자 로고 단편
(189)을 가질 수 있다(도 1a, 도 20, 도 21a 및 도 25 참조). 로고 단편(189)은 로고 단편(189)이 외측 단부
(102)에서 다이얼(182)을 통해 보일 수 있도록 제 2 부분(142)에 압축 끼어맞춤된다(press fit). 로고 단편
(182)은 예를 들어 도 27에 도시된 방향과 유사하게 코드(10)가 유저의 귀로부터 하부방향으로 걸려 있을 때,
원하는 위치, 예컨대, 거의 수평으로 유지된다. 로고 단편(189)은 로고 단편(189)이 제 2 부분(142)에서 회전하
지 않는 이동식 부재(140)에 고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에 유지된다. 로고(189)가 이동식 부재(140)와 함께
병진운동하는 동안 로고(189)는 다이얼(182)과 함께 회전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관찰자가 다이얼(182)의
회전에 상관없이 제작자 로고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회전하는 것이 방지된다.

[0034]

위에서 기술한 내용은 유저의 이어커낼 내에 삽입될 때 이어폰의 이어커낼 부분 또는 이어팁의 형태를 조절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구체예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구체예들이 가능하다. 도 2a-2e에 예시된 바와 같이, 이어팁(220)의 확장은 여러 방법들로 구현될 수 있다. 전
개되지 않을 때(unmodified) 이어팁(220)이 콤팩트한 형상(222)에 있는 제 1 구체예에서(도 2a 참조), 이어팁의
내부 및 외부 면(227, 228)은 함께 이어팁(220)의 재료를 압축할 수 있어서 이어팁을 확장 형상(223)으로 확장
하게 할 수 있다. 전개되지 않을 때 이어팁(320)이 확장 형상(323)에 있는 제 2 구체예에서(도 2b 참조), 이어
팁(320)의 내부 및 외부 면(327, 328)은 서로로부터 이어팁의 재료를 신장하도록 이격되어 끌어당겨질 수 있어
서 이어팁을 콤팩트한 형상(322)으로 변경되게 할 수 있다. 전개되지 않을 때 이어팁(420)이 콤팩트한 형상
(422)에 있는 제 3 구체예에서(도 2c 참조), 이어팁의 내부 및 외부 부분(428)은 압착될 수 있으며 이어팁의 재
료가 이어팁(420)의 나머지 부분들 내에 배열시켜 이 나머지 부분들이 확장 형상(423)으로 확장하게 할 수
있다. 전개되지 않을 때 이어팁이 콤팩트한 형상(522)에 있는 제 4 구체예에서(도 2d 참조), 이어팁 내측에 위
치된 이어버드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들(예를 들어, 위에서 기술되고 도 21a-21b 및 도 24-27에 도시된 것
과 같은, 칸틸레버 암(161))은 이어팁 상에서 외부방향으로 누를 수 있어서 이어팁이 확장 형상(523)으로 확장
되게 할 수 있다. 전개되지 않을 때 이어팁(620)이 확장 형상(623)에 있는 제 5 구체예에서(도 2e 참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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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620) 내측에 위치된 이어버드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들은 이어팁(620) 상에서 내부방향으로 당겨질 수
있어서 이어팁이 콤팩트한 형상(622)으로 변경되게 할 수 있다.
[0035]

도 3a-3d에 예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비-제한적인 여러 특징들에 따르면, 이어버드 또는 이어폰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저 컨트롤 및 액츄에이터 메커니즘들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3a에서, 이어폰(1400)
은 가압식 버튼 형태의 컨트롤 부재(1480)를 포함할 수 있는 조절 조립체(1430)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컨트롤
부재(1480)는, 이어폰(1400)이 너무 과도하게 유저의 이어커낼 내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도 유저가 핑거 그립
(1417)을 쥐며 버튼 또는 컨트롤 부재(1480)를 누르도록, 이어폰(1400)의 하우징(1410)으로부터 돌출하는 핑거
그립(1417)과 작동할 수 있다. 버튼 또는 컨트롤 부재(1480)를 누른 것을 떼면 하우징(1410)으로부터 연장된 이
어커낼 부분(1420)이 제 1 형태(1422)로부터 제 2 형태(1423)로 전이되게 할 수 있다. 대안으로, 도 3d에서, 이
어폰(1600)은 가압식 버튼 형태의 컨트롤 부재(1680)를 포함할 수 있는 조절 조립체(1630)를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도 3d의 이어폰(1600)에서는 도 3a에 도시된 핑거 그립들이 생략되어 있다. 버튼 또는 컨트롤 부재
(1680)를 누른 것을 떼면 하우징(1610)으로부터 연장된 이어커낼 부분(1620)이 제 1 형태(1622)로부터 제 2 형
태(1623)로 전이되게 할 수 있다.

[0036]

보다 상세하게, 컨트롤 부재(1780)로서 가압식 버튼을 포함하는 이이폰(1700)이 도 28에 도시된다. 컨트롤 부재
(1780)는

이동식

부재(1740)와

확장

조립체(1760)를

포함하는

조절

조립체(1730)의

일부분이다.

이어폰(1700)은, 이어폰(1700)이 너무 과도하게 유저의 이어커낼 내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도 유저가 핑거 그립
을 쥐며 버튼 또는 컨트롤 부재(1780)를 누르도록, 하우징(1710)으로부터 돌출하는 핑거 그립(1717)을 포함한다
는 점에서 위에서 기술된 이어폰(1400)과 유사하다. 버튼 또는 컨트롤 부재(1780)를 누른 것을 떼면 이동식 부
재(1740)가 이동하여 확장 조립체(1760)가 작동되게 한다. 따라서, 버튼 또는 컨트롤 부재(1780)를 누른 것을
떼면 하우징(1710)으로부터 연장된 이어커낼 부분(1720)이 제 1 형태(1722)로부터 제 2 형태(1723)로 전이되게
할 수 있다. 이동식 부재(1740), 확장 조립체(1760), 및 이어커낼 부분(1720)은 예를 들어 위에서 기술되고 도
25-26에 도시된 이동식 부재(140)와 확장 조립체(160)와 비슷하다. 컨트롤 부재(1780)는 버튼 또는 컨트롤 부재
(1780)가 초기에 눌러지기 전에 도 28에 도시된 제 1 위치에 이동식 부재(1740)를 고정시키도록 작동가능하고
그리고 버튼을 누른 뒤에는 확장 조립체(1760)가 확장되고 제 1 형태(1722)로부터 제 2 형태(1723)로 전이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동식 부재를 제 2 위치(도시되지 않음)에 고정시키도록 작동가능한 연장-철회 조립체(1783)를
포함한다. 연장-철회 조립체(1783)는 스핑과 캠 기구를 포함하는 종래의 철회식 볼펜과 사용될 수 있고, 예를
들어 발명의 명칭이 "RETRACTABLE PEN"이며 Schultz씨에게 허여된 미국특허번호 3,819,282호에 기술된 것과 유
사하며, 이들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문헌으로 통합된다.
[0037]

도 3b에서, 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이어폰(100)은 회전식 다이얼 형태의 컨트롤 부재(180)를 포함하는 조절
조립체(130)를 포함할 수 있다. 회전식 다이얼 또는 컨트롤 부재(180)는 하우징(110)으로부터 연장된 이어커낼
부분(120)이 제 1 형태(122)로부터 제 2 형태(123)로 전이되게 할 수 있다.

[0038]

유저 컨트롤 및 액츄에이터 메커니즘의 또 다른 비-제한적인 예가 도 3c를 참조하여 제공된다. 이어폰(1500)은
확장 조립체(1560)가 하우징으로부터 연장되는 이어커낼 부분(1520) 상에 외부를 향해 누르게끔 이동식 부재
(1540)를 회전시키도록 작동가능한 압착식 컨트롤 부재(1580)를 포함하는 조절 조립체(1530)를 포함할 수 있다.
컨트롤 부재(1580)를 압착함으로써 이어커낼 부분(1520)이 제 1 형태(1522)로부터 제 2 형태(1523)로 전이하게
된다.

[0039]

조절식 이어폰의 다양한 비-제한적인 구체예들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유저 컨트롤 또는 컨트롤 부재는
이어폰의 이어팁 또는 이어커낼 부분이 유저의 이어커낼 내에 위치되는 동안 유저에 의해 조종될 수 있다. 이러
한 컨트롤 부재의 조종에 반응하여, 이어커낼 부분은 이어커낼 부분이 이어커낼에 대해 편안하게 끼어지게끔 형
태를 변형시키도록 설계된다.

[0040]

본 명세서에서 그 외에 달리 지시되지 않는 한,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르면, 이어버드 또는 이어폰은 유저의
이어커낼 내에 배치되는, 이어팁, 또는 이어커낼 부분을 가진 내측 단부와 이어커낼 외부에 유지되고 이어팁 또
는 이어커낼 부분을 확장시키거나 또는 수축시키도록 유저에 의해 접근될 수 있는, 제어부 또는 컨트롤 부재를
가진 외측 단부를 가진다.

[0041]

여러 구체예에서, 도 4-6에서 볼 때, 조절식 이어폰(800)은 이어커낼 부분(820)이 유저의 이어커낼 내에 위치될
때 유저에 의해 제 1 형태(822)(도 4, 도 5c 및 도 5e)를 가진 이어커낼 부분(820)의 형태를 조절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이어커낼 부분(820)의 형태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은 조절 조립체(830)에 의해 하
나 이상의 구체예에서 제공될 수 있다. 조절 조립체(830)는, 조절 조립체(830)가 작동되어 이어커낼 부분(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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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 2 형태(823)(도 5d 및 도 5g)를 가지게 하며 이어커낼 부분(820)이 하나 이상의 중간 제 3 형태(824)(도
5f)를 가지게 할 수 있도록, 하우징(810)에 및/또는 이어커낼 부분(820)에 작동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다.
[0042]

적어도 도 4 및/또는 도 6에서 볼 수 있듯이, 조절 조립체(830)는 이동식 부재(840), 확장 조립체(860), 및 컨
트롤 부재(880)를 포함할 수 있다. 컨트롤 부재(880)는 회전식 조절 다이얼(882)을 포함할 수 있다. 이어커낼
부분(820)은 쿠션(821)을 포함할 수 있다. 트랜스듀서(890)와 제작자 로고 단편(889)이 하우징(810) 내에 적어
도 부분적으로 위치된다. 전기신호가 트랜스듀서(890)를 통과하여 트랜스듀서(890)로부터 가청 음향을 재생할
수 있도록 트랜스듀서(890)에 코드가 결합된다(도 4 참조).

[0043]

따라서,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르면, 도 4-6은 이어폰 또는 이어버드(800)를 나타내며, 이어버드(800)의 외측
단부(802)에 위치되고 내부 스레드(883)를 가지는 조절 다이얼(882)이 회전되어 이어버드(800)의 내측 단부
(801)에서 이어커낼 부분 또는 이어팁(820)에 결합된 이동식 부재 또는 액츄에이터(840)를 끌어당기고, 그 결과
이어팁(820)은 외측 단부(802)로부터 이어버드(800)의 내측 단부(801)로 형성되는 종축(L)을 따라 압축되어 이
어팁(820)이 축(L)으로부터 방사형으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확장되게 한다.

[0044]

여러 구체예에서, 도 7-9에서 볼 때, 조절식 이어폰(900)은 이어커낼 부분(920)이 유저의 이어커낼 내에 위치될
때 유저에 의해 제 1 형태(922, 922a, 또는 922b)(도 7과 도 8a, 도 8d, 도 8f)를 가진 이어커낼 부분(920)의
형태를 조절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이어커낼 부분(920)의 형태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은 조
절 조립체(930)에 의해 하나 이상의 구체예에서 제공될 수 있다. 조절 조립체(930)는, 조절 조립체(930)가 작동
되어 이어커낼 부분(920)이 제 2 형태(923, 923a, 또는 923b)(도 8a, 도 8e, 도 8g)를 가지게 하도록, 하우징
(910)에 및/또는 이어커낼 부분(920)에 작동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다. 도 7-8g에 도시된 제 1 형태와 제 2 형태
들(922, 922a 및 922b, 및 923, 923a, 및 923b)은 이어폰(900)의 상대적 크기, 형태 및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배열에 좌우되는데, 상기 다양한 구성요소들에는 확장 조립체(960), 이동식 부재(940), 및 이어커낼 부분(920)
이 포함되지만 이들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0045]

적어도 도 7 및/또는 도 9에서 볼 수 있듯이, 조절 조립체(930)는 이동식 부재(940), 확장 조립체(960), 및 컨
트롤 부재(980)를 포함할 수 있다. 컨트롤 부재(980)는 회전식 조절 다이얼(982)을 포함할 수 있다. 이어커낼
부분(920)은 쿠션(921)을 포함할 수 있다. 트랜스듀서(990)와 제작자 로고 단편(989)이 하우징(910) 내에 적어
도 부분적으로 위치된다. 전기신호가 트랜스듀서(990)를 통과하여 트랜스듀서(990)로부터 가청 음향을 재생할
수 있도록 트랜스듀서(990)에 코드가 결합된다(도 7 참조).

[0046]

따라서,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르면, 도 7-9는 이어버드(900)의 외측 단부(901)에 위치되고 내부 스레드(983)
를 가지는 조절 다이얼(982)이 회전되어 조절 조립체 또는 액츄에이터 조립체(930)의 이동식 부재 또는 제 1 요
소(940)를 이어버드(900)의 외측 단부(902)를 향해 끌어당긴다. 제 1 요소(940)는 제 1 요소(940)의 길이를 따
라 테이퍼구성되며 상대적으로 좁은 부분(956)과 상대적으로 넓은 부분(955)을 가진다. 액츄에이터 조립체(93
0)의 확장 조립체 또는 제 2 요소(960)는 제 1 요소(940)와 이어팁(920) 사이에 위치된다. 제 2 요소(960)는 위
에서 기술된 칸틸레버 암(161)을 포함하는 확장 조립체(160)와 비슷하다(예를 들어 도 21a-21b 및 도 24-26 참
조). 제 2 요소(960)는 제 2 요소(960)의 외측 단부로부터 내측 단부로 연장되는 복수의 부분(961)들을 가진다.
콤팩트한 형상에서, 제 2 요소(960)의 복수의 부분(961)들의 내측 표면(963)들은 제 1 요소(940)의 상대적으로
좁은 부분(956)들과 접촉된다. 제 1 요소(940)가 이어버드(900)의 외측 단부(902)를 향해 이동함에 따라, 제 1
요소(940)의 상대적으로 넓은 부분(955)은 제 2 요소(960)의 복수의 부분(961)들의 내측 표면(963)들과 접촉하
도록 당겨져서 제 2 요소(960)의 복수의 부분(961)들이 이어팁(920)을 외부방향으로 누르고 확장하게 한다.

[0047]

여러 구체예에서, 도 10-12에서 볼 때, 조절식 이어폰(1000)은 이어커낼 부분(1020)이 유저의 이어커낼 내에 위
치될 때 유저에 의해 제 1 형태(1022)(도 10, 도 11a-11b, 및 도 11e)를 가진 이어커낼 부분(1020)의 형태를
조절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이어커낼 부분의 형태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은 조절 조립체
(1030)에 의해 하나 이상의 구체예에서 제공될 수 있다. 조절 조립체(1030)는, 조절 조립체(1030)가 작동되어
이어커낼 부분(1020)이 적어도 제 2 형태(1023)(도 11a-11b 및 도 11f)를 가지게 하도록, 하우징(1010)에 및/
또는 이어커낼 부분(1020)에 작동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다.

[0048]

적어도 도 10 및/또는 도 12에서 볼 수 있듯이, 조절 조립체(1030)는 이동식 부재(1040), 확장 조립체(1060),
및 컨트롤 부재(1080)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일체형이고 통합적인 구성요소로 형성된다. 이어커낼 부분
(1020)은 쿠션(1021)을 포함할 수 있다. 트랜스듀서(1090)와 제작자 로고 단편(1089)이 하우징(1010) 내에 적어
도 부분적으로 위치된다. 전기신호가 트랜스듀서(1090)를 통과하여 트랜스듀서(1090)로부터 가청 음향을 재생할
수 있도록 트랜스듀서(1090)에 코드(도시되지 않음)가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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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9]

따라서,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르면, 도 10-12는 또 다른 이어버드(1000)를 보여주는데, 상기 이어버드(1000)
는 내부가 외부방향으로 연장되는 복수의 방사형 로브(1026)를 가진 이어커낼 부분 또는 이어팁(1020) 및 이에
상응하게 확장 조립체(1060)의 적어도 일부분을 형성하는 외부방향으로 연장되는 복수의 방사형 로브(1055)를
가진 이동시 부재 또는 액츄에이터(1040)를 가진다. 액츄에이터(1040)의 외측 단부는 유저에 의해 회전될 수 있
는 컨트롤 부재(1080)를 형성한다. 콤팩트한 형상에서, 액츄에이터(1040)의 로브(1055)는 이어팁(1020)의 로브
(1026)들 사이의 틈(1028) 내에 위치된다. 유저가 컨트롤 부재(1080)를 통해 액츄에이터(1040)를 회전시킬 때,
액츄에이터(1040)의 외부방향으로 연장되는 로브(1055)는 이어팁의 내부방향으로 연장되는 로브(1026)에 대해
눌러지고, 이어팁(1020)의 내측 표면 상에서 외부방향으로 가압되어 이어팁(1020)이 확장되게 한다. 예를 들어
확장 조립체(1060)의 네 개의 로브(1055)가 적어도 도 11c에 도시되며 두 개의 로브(1055a) 또는 확장 조립체
(1060a)가 적어도 도 11d에 도시된 것처럼, 확장 조립체 및/또는 액츄에이터의 외부방향으로 연장되는 로브의
개수는 가변적일 수 있다. 이에 상응하게 이어팁(1020)의 쿠션은 각각의 확장 조립체 로브의 개수에 대해 형성
되는데, 예를 들어 쿠션(1021)(도 11c)과 쿠션(1021a)(도 11d)은 각각 확장 조립체(1060)와 확장 조립체
(1060a)에 대해 형성될 수 있다. 도 10과 도 11a-11h에 도시된 이어팁(1020)의 제 1 형태와 제 2 형태들은 이어
폰(1000)의 상대적 크기, 형태 및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배열에 좌우된다.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로브의 개
수를 조절하는 것은 이어커낼 부분(1020)의 서로 다른 제 1 형태와 제 2 형태(각각 1022 및 1022a, 및 1023 및
1023a)를 제공할 수 있다.

[0050]

여러 구체예에서, 도 13-15에서 볼 때, 조절식 이어폰(1100)은 이어커낼 부분(1120)이 유저의 이어커낼 내에 위
치될 때 유저에 의해 제 1 형태(1122)(도 14a)를 가진 이어커낼 부분(1120)의 형태를 조절하기 위한 또 다른 수
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이어커낼 부분(1120)의 형태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은 조절 조립체(1130)에 의해 하나 이
상의 구체예에서 제공될 수 있다. 조절 조립체(1130)는, 조절 조립체(1130)가 작동되어 이어커낼 부분(1120)이
제 2 형태(1123)(도 14a)를 가지게 하도록, 하우징(1110)에 및/또는 이어커낼 부분(1120)에 작동가능하게 결합
될 수 있다.

[0051]

적어도 도 13 및/또는 도 15에서 볼 수 있듯이, 조절 조립체(1130)는 고정 요소(1140), 확장 조립체(1160), 및
컨트롤 부재(1180)를 포함할 수 있다. 이어커낼 부분(1120)은 쿠션(1121)을 포함할 수 있다. 트랜스듀서(1190)
와 제작자 로고 단편(1189)이 하우징(1110) 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위치된다. 전기신호가 트랜스듀서(1190)를
통과하여 트랜스듀서(1190)로부터 가청 음향을 재생할 수 있도록 트랜스듀서(1190)에 코드(도시되지 않음)가 결
합된다.

[0052]

따라서,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르면, 도 13-15는 또 다른 이어버드(100)를 보여준다. 이어팁(1120) 내의 조절
조립체 또는 액츄에이터 조립체(1130)는 확장 조립체인 코일 요소(1160)를 포함하는데, 이 코일 요소(1160)는
고정 요소(1140)의 외측 표면 주위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측 단부에서 고정 요소(1140)에 부착된다. 회전식 컨트
롤 부재(1180)는 코일 요소(1160)의 외측 단부에 부착된다. 콤팩트한 형상(도 14b 참조)에서, 코일 요소(1160)
는 고정 요소(1140)에 인접하게 배열되며 코일 요소(1160)가 고정 요소에 대해 더 타이트하게 둘러싸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1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반대방향으로 회전함으로써 코일 요소(116
0)의 직경이 확장되어 이어팁(1120)이 확장된다(도 14c 참조).

[0053]

도 16은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라서 제어부(1280)를 회전시키는 대신 제어부(1280)를 누름으로써 조절되는 대
표 이어버드(1200)를 도시한다. 조절 조립체 또는 액츄에이터 조립체(1230)는 이어버드의 외측 단부(1202)에서
버튼(1282)에 결합되고 이어팁(1220) 내에서 외측 단부(1202)로부터 내측 단부(1201)로 연장되는 복수의 강성
핑거(1261)를 가진다. 이 핑거(1261)들은 상대적으로 좁은 반경을 가진 부분과 함께 프로파일(1262)을
형성하며, 상기 상대적으로 좁은 반경을 가진 부분은 더 넓은 반경을 가진 부분으로 테이퍼구성된다. 또한 이어
버드(1200)는 핑거(1261) 주위에 링(1240)을 포함하며, 이 링(1240)은 이어버드(1200)의 외측 단부(1202)으로
내부방향으로 고정 거리에 위치된다. 버튼(1282)이 내부방향으로 눌려지거나 또는 외부방향으로 끌어당겨질 때,
핑거(1261)들의 테이퍼구성된 프로파일(1262)은 링(1240) 내에서 슬라이딩 이동되고, 핑거(1261)들의 외측 단부
는 반경방향으로 확장되거나 또는 수축되며, 이어팁(1220)도 확장되거나 또는 수축된다.

[0054]

도 16의 이어버드(1200)와 본 발명의 특징들에 따른 그 외의 이어버드 또는 이어폰들은 이어팁의 외측 표면이
확장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어팁의 내부 공동도 확장되게 한다. 확장된 공동은 이어폰으로부터 나온 소리가 공
명하도록 더 큰 용적을 제공하고 이어폰으로부터 더 좋은 저주파 응답을 생성한다.

[0055]

이어버드(1300)의 베이스 요소(1311)에 이어팁 요소(1321)을 부착시키도록 작동하는 스냅 링(1327)이 도 17에
도시된다. 스냅 링(1327)은 이어팁 요소(1321)의 제 1 단부 내에 위치된다. 이어버드(1300)의 베이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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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는 크기가 스냅 링(1327)에 상응하는 테이퍼구성된 부분 주위에 홈(1318)을 가진 테이퍼구성된 부분을 포
함한다. 이어팁(1320)의 제 1 단부가 베이스 요소 상으로 눌러짐에 따라 스냅 링(1327)은 홈(1318)에 도달할 때
까지 베이스 요소(1311)의 테이퍼구성된 부분 주위에서 탄성적으로 확장되는데, 그로 인해 스냅 링(1327)의 원
래 직경으로 다시 수축된다. 스냅 링(1327)의 원래 직경으로 복귀되려는 스냅 링(1327)의 탄성력으로 인해 스냅
링(1327)이 홈(1318) 내에 유지되며 이어팁(1320)이 이어버드(1300)로부터 미끄러져 빠지고 베이스 요소(1311)
에 대해 이어팁(1320)을 막는 것을 방지하도록 작용한다. 이어팁 요소(1321)와 베이스 요소(1311)는 위에서 기
술되고 도 21a에 도시된 조절식 이이폰(100)의 하우징(110)의 제 1 면(111)과 같이 이어폰의 하우징의 일부분을
형성할 수 있다.
[0056]

도 18a와 도 18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라 위에서 기술된 이어버드와 같은 이어폰 혹은 그 외의 다른
타입의 이어폰들과 사용될 수 있는 코드(11)를 도시한다. 이 코드는 직물, 폼, 또는 또 다른 연성 재료로 덮힌
다. 코드는 제 1 단부(11)에서 전기 커넥터(13)를 가지며 제 2 단부(12)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어폰(100)
을 가진다. 제 1 단부(11)에서의 커넥터(13)는 오디오 장치(1)에 결합될 수 있다. 오디오 장치(1)가 사용중이지
않을 때는 코드가 오디오 장치(1) 주위에 덮혀져 쿠션(도 18a)을 형성할 수 있어서 서류가방, 배낭 또는 그 외
의 캐리어 내에 헐겁게 배치될 때 오디오 장치(1)가 손상되는 것이 방지된다. 코드의 제 2 단부에서 이어폰
(100)은 코드가 오디오 장치(1) 주위로부터 풀리는 것이 방지하기 위해 코드의 또 다른 섹션 밑에 끼워질 수 있
다.

[0057]

도 18a, 도 18b, 도 19b, 및 도 19c는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라서 코드 클립(15)을 예시한다. 이어폰 코
드(11)는 코드(11)가 하나의 스트랜드로서 구성되는 코드(11)의 제 1 단부(11)에 인접한 제 1 부분(16)을 포함
할 수 있다. 코드의 제 2 단부(12)에서 한 쌍의 이어폰(100)과 코드(11)의 제 1 부분(16) 사이에 코드(11)의 제
2 부분(17)이 있는데, 이는 이어폰이 귀 안에 삽입될 때 헤드의 마주보는 측면들을 따라 배열되는 두 개의 스트
랜드로서 구성된다. 제 2 부분(17)의 두 개의 스트랜드는 도 18a, 도 18b, 도 19b 및 도 19c에서 볼 수 있듯이
코드 클립(15) 내에 두 개의 상응하는 구멍을 관통할 수 있다. 이어폰(100)이 사용중에 있을 때는, 코드 클립
(15)은 코드(11)의 제 1 부분(16)을 향해 슬라이딩 이동될 수 있어서, 이어폰이 분리되어 유저의 귀에 배치되게
할 수 있다. 이어폰(100)이 사용중이지 않을 때는 코드 클립(15)은 코드(11)의 제 2 단부(12)를 향해 슬라이딩
이동될 수 있어서 이어폰(100)을 함께 고정시키고 이어폰(100)이 분리된 채로 있을 때보다 코드(11)를 더 용이
하게 취급할 수 있다. 코드 클립(15)은 스프링 클립(14)을 추가로 포함하는데, 이 스프링 클립(14)은 코드가 오
디오 장치(1) 주위에 덮혀져 있을 때 코드(11)의 제 2 단부(12)를 코드의 제 1 단부(11)에 더 가까운 코드의 한
부분에 클립고정하고 코드(11)가 오디오 장치(1) 주위로부터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0058]

다양한 구체예들이 본 명세서에 기술되었지만, 이 구체예들에 대한 다수의 변형예들과 변경예들도 구현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조절식 이어폰은 조절식 이어플러그 또는 그 외의 다른 조절식 이어 인서트로 변환될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이렇게 조절식 이어플러그로 변환되는 것은 예를 들어 전기 구성요소들을 제거함으로
써 그리고 소리가 이동되는 음향 통로를 제거함으로써, 그리하여 유저의 이어커낼 내에 배치될 때 조절가능한
형태가 이어플러그에 제공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기술한 조절식 이어폰의 일반적인 구성요소들
은 플라스틱(코드의 적어도 일부분들, 이어팁 쿠션, 및 트랜스듀서 제외)으로 제조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다면
금속 또는 그 외의 재료들도 사용될 수 있다. 전술한 설명사항들과 하기 청구항들은 이러한 변형예들과 변경사
항들을 모두 다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0059]

어떠한 특허, 문헌, 또는 그 외의 개시물들은 전체적으로도 또는 부분적으로도 본 명세서에 의해 통합될 수 있
는데 오직 기존의 정의된 사항, 언급된 사항, 또는 이 명세서에 설명된 그 외의 사항들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에
서 통합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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