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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개선된 인체공학적 의자

(57) 요약

인체공학적 의자(10)는 네 개의 바아 연결 메커니즘을 포함하는데, 프레임(frame, 100)은 강성의 전면 지지부(130)와, 시

트(30)가 전면지지부(130)에 피벗가능하게 연결되는 강성의 후면지지부(120)가 제공되어진다. 등받이 조립체(20,200)는

프레임의 후면지지부(120)의 상부단부에서 피벗가능하게 연결되어지는 상부지지부를 가진다. 연결부재(linkage

member)는 제 1 단부에서 시트부재의 후면지지부(120)에 피벗가능하게 연결되어지고, 제 2 단부에서 등받이의 하부지지

부에 연결되어진다. 이러한 신규한 배열은 하부의 프레임 부재에 대한 등받이의 후면방향으로의 기울임 움직임이 시트부

재의 후면부분의 상승(elevation)의 원인이 되는 것을 허용하고, 발이 바닥 위에 남아있고 사용자의 넓적다리 상의 압력을

경감하게 하나, 회전은 일반적으로 균일한 게이즈 라인(gaze line)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엉덩이의 피벗축과 매우 일치하

게 발생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베이스(base, 15)와,

상기 베이스(15)에 부착된 가스실린더(gas cylinder, 17)와,

피벗지점(P30)에서 구멍(aperture, 131)과 피벗지점(P20)에서 구멍(aperture, 121)을 가지며, 상기 가스실린더(17)에 강

성적으로 부착되어지는 프레임(frame, 100)과,

상기 피벗지점(P30)의 구멍(131) 둘레에서만 피벗가능하게(pivotable) 되어지도록 상기 프레임(100)에 장착되어지며, 피

벗지점(P32)을 포함하는 후면단부(rear end, 333)를 가지는 시트 조립체(seat assembly, 300)를 포함하는 시트(seat,

30)와,

수직한 위치와 기울어진 위치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고 수직하게 배치되어진 등받이 조립체(backrest assembly, 200)를

포함하는 등받이(back, 200)를 포함하는데, 상기 등받이 조립체(200)는 상부부분과 하부부분 그리고 중간부분을 가지며,

상기 상부부분과 중간부분은 등받이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며, 상기 하부부분은 피벗지점(P34)에 부착되어지고 상기 중간

부분은 피벗지점(P20)의 상기 구멍(121)에 회전가능하게 연결되어지는, 등받이(back, 200)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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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피벗지점(P32)과 피벗지점(P34)에 피벗가능하게 장착되어지며, 상기 등받이 조립체(200)가 상기 기울어진 위치에

있을 때보다는 상기 등받이 조립체(200)가 상기 수직위치에 있을 때에 상기 피벗지점(P32)과 피벗지점(P34) 사이의 높이

가 더 크게 되는 연결부재(link member, 64,21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받이(back, 20)와 시트(seat, 30)를

가지는 의자(chair, 10)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피벗부위(P20,P30,P32,P34)에서, 바닥지지부재(floor support member, 60)를 포함하는 상기 프레임

(10)과, 시트 받침대(seat rest, 62)를 포함하는 상기 시트 조립체(seat assembly, 300)와, 등받침대(back rest, 66)를 포

함하는 상기 등받이 조립체(backrest assembly, 200)와 그리고 상기 연결부재(64)들은 네 개의 바아 메커니즘(four-bar

mechanism)으로 형성되어지고 배치되어져서, 상기 등받이 조립체(200)가 기대지는 동안, 상기 의자(10)에 의해서 지지

되어지는 사용자 무게의 증가된 부분은 상기 시트 조립체(300)로부터 상기 등받이 조립체(200)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의자(10)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부재(link member, 216)는 피벗지점(P34)에서 상기 등받이 조립체(200)에 연결되는 연결부

재(216)의 연결위치 아래쪽의 위치에서, 상기 시트 조립체(300)의 후면단부(333)에 연결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

자(10)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100)의 전면 지지부(front support, 130)는 상기 프레임(100)의 위쪽방향으로 연장구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100)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100)의 후면 지지부(rear support, 120)는 상기 프레임(100)의 아래쪽 방향으로 연장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100)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100)은 설치섹션(mounting section, 101)의 대향된 단부들(104)에 연결되어지고 상기 전

면 지지부(130)와 후면 지지부(120)를 형성하는, 한쌍의 이격된 지지부재(support member, 11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의자(10)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설치섹션(mounting section, 101)은 상기 의자(10)의 베이스(15)에 연결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10)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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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등받이 조립체(backrest assembly, 200)는 한쌍의 이격된 수직재(upright, 201)를 가지는 골격

프레임(skeletal frame)과, 그리고 후면 지지부(120)의 단부에서 피벗지점(P20)의 구멍(aperture, 121)에 피벗되게 연결

되어진 바깥쪽 단부(210)를 가지는 하부 가로지르는 부재(lower transverse member, 208)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의자(10)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캐리어(carrier, 220)는 상기 한쌍의 이격된 수직재(201)와 하부 가로지르는 부재(208)에 부착되어지

고, 상기 캐리어(220)는 여기에 부착된 직물망(29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10)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골격 프레임(skeletal frame) 상에 배치되어지고 사용자의 등(back)의 허리부위에서 상기 캐리어(220)

의 등받이를 가로질러 수평하게 배치되어지는 허리부재(lumbar member, 250)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며, 상기 허리부재

(250)는 사용자의 등(back)을 지지하는 요망 압력위치(pressure location)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의자(10)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허리부재(lumbar member, 250)는 상기 등받이 조립체(backrest assembly, 200)의 기울임에

관계없이 높이조절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10)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등받이 조립체(backrest assembly, 200)는 의자가 어떠한 기울임 위치에 있을 때라도 사용자의

등(back)에 순응하는 지지대(support)를 제공하도록 골격 프레임(skeletal frame) 상에 장착된 캐리어(carrier, 220) 내

에 배치된 탄성재료의 직물망(mesh fabric, 29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10)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시트 조립체(seat assembly, 300)는 시트쿠션조립체(seat cushion assembly, 500)를 포함하며

상기 등받이 조립체(200)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수평방향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성된 시트팬(seat pan, 301)을

포함하며, 사용자는 더 큰 편안함을 위하여 상기 시트 조립체(300)를 상기 등받이 조립체(200)에 대해서 요망위치에 구성

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10)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100)은 설치섹션(mounting section, 101)과, 상기 설치섹션(101)에 의해서 지탱되는 한쌍

의 이격되고 전방으로 연장구성되는 시트의 전면지지부(130)와, 그리고 등받이 조립체(200)를 지지하기 이하여 상기 설치

섹션(101)에 의해서 지탱되어지고 후방으로 연장구성되는 한쌍의 이격된 후면지지부(12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의자(10)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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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시트의 전면지지부(130)와 상기 각각의 후면지지부(120)는 상기 설치섹션(101)에 고정적

으로 결속된 단일의 지지부재(11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10)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의자(10)는 의자(10)의 왼쪽 측면과 오른쪽 측면 상에서 한쌍의 높이조절가능한 팔걸이 조립체

(armrest assembly, 40)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10)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시트조립체(seat assembly, 300)는 등받이(20)가 완전한 수직위치에 있을 때, 상기 의자(10)의 후

방을 향하여 아랫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10)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등받이 조립체(backrest assembly, 200)의 완전한 수직위치에서, 상기 시트 조립체(300)는 수평

으로부터 약 10도 내지 20도 사이의 범위내의 각도에서 의자(10)의 후방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10)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등받이 조립체(backrest assembly, 200)의 완전한 수직위치에서, 상기 시트 조립체(300)는 수평

으로부터 약 15.7도의 각도에서 의자(10)의 후방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10)

청구항 20.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등받이 조립체(backrest assembly, 200)의 완전한 수직위치에서, 상기 시트 조립체(300)는 수평

으로부터 약 6도 내지 10도 사이의 범위내의 각도에서 의자(10)의 후방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10)

청구항 21.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등받이 조립체(backrest assembly, 200)의 완전한 수직위치에서, 상기 시트 조립체(300)는 수평

으로부터 약 8.7도의 각도에서 의자(10)의 후방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10)

청구항 22.

제 1 항에 있어서, 피벗위치(P30)와 피벗위치(P32) 사이의 거리는 약 10 인치 내지 15 인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의자(10)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피벗위치(P30)와 피벗위치(P32) 사이의 거리는 약 12.889 인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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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피벗위치(P30)와 피벗위치(P20) 사이의 수평거리는 약 12 인치 내지 17 인치 사이의 범위 내에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10)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피벗위치(P30)와 피벗위치(P20)사이의 수평거리는 약 14.5 인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10)

청구항 26.

제 1 항에 있어서, 피벗위치(P32)와 피벗위치(P34)사이의 거리는 약 1.5 인치 내지 2.5 인치 사이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10)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피벗위치(P32)와 피벗위치(P34) 사이의 거리는 약 2.01 인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10)

청구항 28.

제 1 항에 있어서, 피벗위치(P20)과 피벗위치(P34)사이의 거리는 약 3 인치 내지 6 인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10)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피벗위치(P20)와 피벗위치(P34)사이의 거리는 약 4.7 인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3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시트 조립체(300)의 후면단부(333)와 상기 등받이 조립체(200)의 사이에서 연결되어지는 하나이

상의 인장스프링(extension spring, 75)을 포함하여서, 상기 등받이 조립체(200)가 수직위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의자(10)

청구항 31.

베이스부재,

시트부재,

등받이 부재, 그리고

상기 시트부재와 등받이 부재를 상기 베이스부재에 연결하는 연결조립체를 포함하며, 상기 등받이 부재에 대한 상기 시트

부재의 피벗움직임이 사용자의 고관절(hip joint)과 일렬로 정렬되는 피벗축 둘레에서 발생하면서, 상기 연결조립체는 상

기 시트부재의 후면부분이 상승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상기 등받이 부재가 아랫방향으로 그리고 뒤쪽방향으로 기울어지

도록 구성되어지고 배치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울일 수 있는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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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 부재는 상기 시트부재의 앞쪽부분에 피벗가능하게 연결된 전방으로 연장구성된 부분과,

사용자의 엉덩이 피벗축 둘레에서 그리고 상기 시트부재의 위쪽에 위치되어진 후면단부의 위쪽으로 연장구성된 부분을 포

함하며, 상기 위쪽방향으로 연장된 부분은 상기 등받이 부재의 부위에 피벗가능하게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이상의 연

결부재는 상기 시트부재의 뒤쪽부분에 상기 등받이 부재의 하부부위를 피벗가능하게 연결하며, 사용자에 의해 뒤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상기 등받이가 아랫방향과 뒤쪽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동안 시트가 위쪽방향으로 기울어지도록 상기 베이

스부재에 대한 상기 연결부재의 기울임 움직임의 원인이 되고, 상기 시트가 엉덩이 피벗축 둘레에서 피벗하도록 하는 원인

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울일 수 있는 의자

청구항 33.

제 1 항 또는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시트부재는 강성 시트팬(seat pan), 폼 층(foam layer), 플레넘(plenum)을 한정하

는 다수의 이격된 폼 라이저(foam riser), 상기 폼 라이저 위에 놓이는 탄성부재(elastomeric member), 탄성층 위에 놓이

는 공기 투과가능층과 그리고 상기 층들을 덮는 직물(fabric)의 조립체로 구성되는 쿠션(cushion)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기울일 수 있는 의자

청구항 34.

제 1 항 또는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시트부재의 대향된 측면들 상에서 상기 베이스 부재 상에 배치된 한쌍의 팔걸이 조

립체(armrest assembly)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며, 상기 팔걸이 조립체는 상기 의자의 기울임 과정동안 상기 시트부재 또

는 상기 등받이 부재의 기울임 각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세로 남아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울일 수 있는 의자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팔걸이(armrest)는 등받이의 대응되는 측면 가장자리 부분에 인접한 축 둘레에서 회전가

능하며, 상기 축은 상기 팔걸이 상에 놓이는 팔뚝을 가지는 사용자의 팔꿈치와 일렬로 정렬되기 위하여 위치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울일 수 있는 의자

청구항 36.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등받이 부재는 캐리어(carrier)가 부착되어지는 골격 프레임(skeletal frame)을 포함하며, 상기

캐리어는 사용자의 등(back)과의 접촉을 위하여 그 속에 배치된 직물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울일 수 있는 의자

청구항 37.

제 1 항 또는 제 31 항에 있어서, 사용자의 등(back)의 허리부부에서 상기 등받이 부재를 수평적으로 가로질러 위치된 높

이조절가능 허리부재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며, 상기 허리부재는 사용자에 의해서 높이조절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

울일 수 있는 의자

청구항 38.

제 34 항에 있어서, 사용자의 팔뚝이 위치되어지는 각도를 조절하도록 수평한 평면에서 옆으로 회전하도록 적용되어진 한

쌍의 높이조절이 가능한 팔걸이부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울일 수 있는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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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9.

제 1 항 또는 제 31 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 의자 등받이의 최대 기울임 정도를 선택적으로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조절

가능한 경사제한 수단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울일 수 있는 의자

청구항 40.

중앙 지지 베이스 부재와,

상기 베이스 부재 상에 장착된 한쌍의 이격된 시트 및 등받이를 지지하는 지지부재와,

상기 시트를 지지하는 지지부재의 전방단부에서 피벗가능하게 연결되어진 시트 플레이트를 포함하는 시트 부재와,

상기 시트 플레이트에 대해서 수평한 평면에서 미끄러지게 조절가능한 시트팬과,

상기 등받이를 지지하는 지지부재의 후방단부에 피벗가능하게 연결되어지는 하나이상의 가로지르는 부재를 가지는 한쌍

의 이격된 수직재를 포함하는 등받이 부재와, 그리고

제 1 및 제 2 피벗단부를 가지는 하나이상의 연결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단부들 중 하나는 상기 등받이 수직재 상의 피벗지

점에서 연결되어지고 그 대향된 단부에서 상기 시트플레이트의 후방부분에 연결되어지며, 상기 제 2 피벗지점은 상기 가

로지르는 부재와 제 1 연결단부의 피벗이 상기 제 2 연결단부의 피벗 둘레에서 위치되어지는 것보다 상기 수지재 상에서

더 낮은 위치에 있으며, 상기 등받이 부재의 후방으로 기울임에 의해 상기 후방 시트부위는 상승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울일 수 있는 의자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사무환경에서 사용되기에 적합한 형태의 의자에 관한 것이며, 더욱 상세하게는 다수의 인체공학적

그리고 종래의 기술과 비교해서 다른 우수한 장점들이 제공되는 여러 가지 구조적 및 작동특성을 가진 사무용 안락의자

(reclining office chair)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수십년에 걸쳐서, 사용에 있어서 편안하고 장시간의 사용에도 사용자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는 사무환경에서 사용되기 위

한 의자에 대한 설계가 시도되어져 왔다. 하나의 간단한 형태에서, 의자는 쉽게 회전하기 위한 스위벌 베이스(swivel

base)가 제공되어질 수 있고, 의자가 흔들리는(rock) 것을 허용하는 제어장치(control mechanism)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간단한 의자가 가지는 단점은 의자의 시트(seat)와 등받이(back)의 결합된 흔들림 움직임(rocking

movement)은 바닥으로부터 사용자의 발을 자연적으로 들리게 하며, 이는 안정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의

다리에서 혈액흐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용자의 허벅다리의 전면상에 상방향 힘을 위치시킬 수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종래의 의자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자의 시트와 등받이의 동시움직임(synchronous movement)

을 위하여 제공되는 의자컨트롤(chair control)이 개시되어졌다. 사무용 의자가 관련되는 곳에서, “동시움직임

(synchronous movement)”이란 연합된 또는 독립된 등받이 조정(back adjustment)과 시트조정(seat adjustment)의 배

열을 의미하며, 다시 말해서 등받이 경사의 조정은 근본적으로 좌석표면의 조정결과로 또한 될 수 있다. 동시성 의자컨트

롤의 실례는 Olson에게 등록되고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국 특허 제5,318,345호에서 개시되어 있다. 전술한

Olson 컨트롤로서, 의자등받이는 사전결정된 기댐 비율(rate of recline)에서 기울어지도록 창작되었으며, 시트는 더 작은

비율에서 동시에 기울어진다. 따라서 사용자의 발은 등받이가 기대지게 될 때 바닥으로부터 들리지 않는 결과가 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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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용자 다리의 혈액흐름은 시트의 전방단부의 실질적인 상향움직임에 의해 방해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컨트롤의 다른

장점은, 바람직하지 못한 “셔츠 끌어당김(shirt pull)”이 경사축의 전략적인 위치에 의해 최소화되는 것이다. 동시움직임

의자 컨트롤의 다른 실례는 몇 가지만 언급하면 미국 특허 제5,366,274호와 제5,860,701에서 개시되어 있다.

미국 특허 제6,125,521호에서는, 사용자의 고관절(hip joint)의 축에 대해 일반적으로 피벗하는 시트와 등받침(backrest)

을 가진 의자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개시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자의 단점은 의자의 등받이가 기대게 될 때, 시

트의 후면부 또한 아랫방향으로 경사지게 되고 사용자의 게이즈 각도(gaze angle)를 변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의자에서는 팔걸이(arm) 또한 의자등받이와 함께 기울어지고, 따라서 사용자의 팔은 작업표면으로부터 이

격되게 위치되어진다. 미국 특허 제5,979,984호에서, 시트는 앞뒤로 미끄러지게 배열되어지며, 시트의 후면부분은 등받이

가 기대지게 됨에 따라 아랫방향으로 움직인다.

상당한 인체공학적 장점을 제공하는 최근에 창작된 사무용 의자의 구체화된 다른 특징은 의자 등받이를 위한 경사 리미터

(tilt limiter)이다. 의자 컨트롤에 설치된 이러한 메커니즘으로서, 사용자는 사전결정된 각도에서 등받이의 기댐정도를 선

택적으로 세팅할 수 있고, 따라서 의자가 사용되어짐에 따라 편안함이 추가되어진다. 이러한 경사 리미터 메커니즘의 실례

는 Kurtz에 등록되고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국 특허 제6,102,477호에 개시되어진다. 이러한 특별한 메커니즘은

사전결정된 전체 범위 내에서 무한하게 변할 수 있는 경사각도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점이 있다. 이 메커니즘은 또한 매우

효율적인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인체공학적으로 창작된 의자의 다른 특징은 높이와 피벗 조절가능한 암패드(arm pad)의 제공이다. 이러한 특

징은,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사용자가 키보드작업을 할 때, 반복되는 스트레스 부상을 최소화하도록 특히 사용자에게

팔, 팔뚝, 팔목 그리고 어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지를 제공하는 특별한 장점이 있다. 가스실린더(gas cylinder)를 사용한

이러한 조절가능한 암패드의 실례는 Neil에게 등록된 미국 특허 제5,908,221호에 개시되어 있다.

현재 인체공학적으로 창작된 사무용의자의 다른 특징은 사용자의 아랫등(lower back) 부위 내에 미리 선택된 의자등받이

인장을 제공하기 위한 조절가능한 허리지지 메커니즘(lumbar support mechanism)을 포함한다. 조절가능한 허리지지는

의자사용자에게 수행되어질 특정의 업무에 따라 아랫등 상에 편안한 정도의 압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메커니

즘은 예를 들어 미국특허 제5,797,652호에 개시되어 있다.

인체공학적으로 창작된 특정 사무용 의자, 특히 최근 생산품의 또 다른 특징은 의자 시트 또는/및 등받이의 구조에 직물망

(fabric mesh)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료는 의자사용자의 인체를 위한 강화된 공기순환과 인체로부터 결과적인 열

전달의 장점을 표면상 제공하며, 이는 의자의 편안함을 개선할 수 있다. 사무용 의자의 이러한 직물망의 사용의 실례는

Stumpf 등에게 등록된 전술한 미국특허 제6,125,521호에 개시되어 있다.

인체공학적으로 창작된 특정 의자의 다른 특징은 의자사용자의 엉덩이 부위로부터 효과적인 열전달의 가능성과, 앉게 되

는 동안 사용자에게 적절한 지지와 함께 편안함을 이와 동시에 제공하는 가능성을 가진 가지는 시트쿠션(seat cushion)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가진 공지된 시트쿠션은 예를 들어 미국특허 제6,179,706호에서 개시된 형태의 수동

(passive) 또는 능동(active) 공기흐름 순환특성을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의자 모듈구조의 모든 영역에서 간단하지만 개선된 기능적 및 미적인 특성을 포함하며, 사용에 있어서 등받이와

시트의 동시 기울임과, 기울임 제한 컨트롤, 개별적인 의자조절, 팔걸이 조절, 조절가능한 허리지지, 쿠션공기흐름, 망 부

착 및 모듈 베이스프레임 조립체를 포함하는 전적으로 재설계된 인체공학적 의자(ergonomic chair)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구성요소의 다양한 부-특성(subfeature)들은 다음의 개별적인 특허출원의 주제이며, 모두 공통적으로 양

도되었으며, 그 모든 개시내용은 여기서 참조로서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다.

다중위치 경사제한 메커니즘(multi-position tilting limiting mechanism)

미국출원 제09/882,500호, 출원일 2001.6.15.

의자시트의 수평 조절메커니즘을 위한 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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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출원 제09/881,896호, 출원일 2001.6.15. 그리고

조절가능한 의자시트 잠금 메커니즘

연속출원 제10/077,313호, 출원일 2002.2.15.

높이 및 피벗조절가능 의자 암(arm)

미국출원 제09/881,818호, 출원일 2001.6.15. 그리고

수직 및 수평 조절가능 의자팔걸이

연속출원 제10/077,073호, 출원일 2002.2.15.

의자용 허리지지대(Lumbar Support for a Chair)

미국출원 제09/881,795호, 출원일 2001.6.15.

인체지지부재(Body Support Member)

미국출원 제09/882,503호, 출원일 2001.6.15.

의자등받이 구조(Chair Back Construction)

미국출원 제09/882,140호, 출원일 2001.6.15. 그리고

의자등받이 구조

연속출원 제10/077,540호, 출원일 2002.2.15.

모듈구조의 의자(Chair of Modular Construction)

미국출원 제09/881,897호, 출원일 2001.6.15.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특징들은 종래의 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개선된 전체적인 의자를 제공하도록 결합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본 발명은 기대게 되는 동안 등받이가 특별하고 편안한 균형을 제공하며 기대지게 되면서, 시트의 후면

부가 상승하는 원인이 되는 네 개의 바아 연결시스템(four bar linkage system)을 가진 기대는 의자(reclining chair)를 제

공한다. 아주 간단하고 경제적으로 제작된 경사제한 컨트롤(tilt limit control)은, 레버의 수동움직임(manual movement)

에 의해 몇 개의 기댐위치 중 하나로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의자등받이 경사각도를 제한한다. 이러한 의자 시트쿠션의 수평

위치는 의자사용자가 선호적인 수평시트 쿠션위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간단하지만 확실한 잠금장치의 사용에 의해 실

행되어질 수 있다. 높이 및 피벗조절가능 의자의 암(arm)들은 특정의 작업에 적합한 편리한 조절을 제공하는 버튼의 누름

또는 간단한 회전에 의해 간단하고 확실하게 조절되어질 수 있다. 허리지지대(lumbar support)는 등받이 프레임에 인장을

제공함에 의해 쉽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조절메커니즘에 있어서 나사(screw) 또는 조절마디(adjustment knob)는 필

요하지 않으며, 또한 사용자의 등과 허리지지대의 직접적인 접촉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모듈 쿠션시트는 공기순환과 응

력 그리고 압력관리를 위하여 독특하게 통풍되는 젤층(gel layer)과 편안한 열적 공기흐름층(air flow layer)을 포함한다.

의자의 등받이는 직물망(fabric mesh) 구조이고, 우수한 편리성을 위하여 새로운 부착시스템을 포함한다. 의자의 베이스

및 등받이들은 조립을 용이하게 하고 의자구조에 강성(rigidity)을 주는 모듈구조이고, 여기에는 개방 골격프레임 구조

(open skeletal frame structure)가 미적인 호소를 더하면서 의자구조의 간단함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주된 목적은, 특정의 선택된 기댐위치(reclination position)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무게와 덩치의 사용자가 의자

에서 연속적으로 균형 잡을 수 있으며, 따라서 “편안함”과 “적합함”을 강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울일 수 있는 의자

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하부 프레임부재가 강성 전면지지부(rigid front support) 및 전면지지부에 피벗되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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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트부재를 가진 강성 후면지지부(rigid rear support)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4개의 바 연결배열을 가진 인체

공학적 의자의 제공에 의하여 종래의 기술에 비해 개선된다. 등받이는 하부프레임 부재의 후면지지부의 상단부에서 연결

된 제 1 피벗지점(pivot point)을 가진다. 연결부재(link member)는 제 1 단부에서 시트부재의 후면지지부에 피벗되게 연

결되고, 제 2 단부에서 등받이 위의 제 2 하부 피벗지점에 연결된다. 이러한 신규한 배열은 발이 바닥에 닿아있는 것을 허

용하고 사용자의 넓적다리(thigh) 상의 압력을 경감하고 시트부재의 후면부분이 동시에 상승되는 원인이 되면서 하부프레

임부재에 대하여 등받이의 기울임 움직임이 후방으로 되는 것을 허용하게 한다. 이러한 것은 대체적으로 사용자의 엉덩이

에 있는 의자 시트 및 등받이의 순간 회전축을 발생하는 연결메커니즘(linkage mechanism)에 의해 실행되어지며, 시트와

등받이의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못한 “셔츠 끌어당김(shirt pull)”을 감소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배열은 사용자에게 더욱

반응하고, 기울임을 통한 정확한 등받이 지지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전술한 특징 및 장점 그리고 다른 신규한 특징과 장점들은 첨부도면과 관련하여 다음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더

욱 잘 이해되어질 것이다.

실시예

첨부 도면들 그리고 도 1 및 도 2와 관련하여, 본 발명의 다수의 원리에 따라서 제작되어진 개선된 인체공학적 의자

(ergonomic chair)가 도시되고 있으며, 이는 도면부호 (10)으로 일반적으로 표현되어진다. 의자(10)는 주된 구성요소로서

등받이(back, 20)와 시트(seat, 30)를 포함한다. 상부 팔걸이(408)를 가지는 적절한 팔걸이 조립체(armrest assembly,

40)가 제공되어질 수도 있다. 의자(10)는 종래의 방법에서 다리바퀴(caster, 16)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스파이더 베이스

(base, 15) 상에서 지지되어질 수 있다.

도 10 내지 도 12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의자(10)는 등받이(20)와 시트(30)가 동시에 움직이도록 제작되어진다. 모듈식

의자제작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참조로서 포함되어지고, 전술한 미국 동시계속출원인 제09/881,897호에서 더욱 상세하

게 기술되어진다. 의자(10)는 가스실린더(17)의 상부단부를 수용한다. 상기 가스실린더(17)는 독일의 Stabilus GmbH로

부터 이용가능한 2단 형태(two-stage type)로 되는 것이 선호된다. 이러한 가스실린더(17)는 종래의 기술에서 널리 알려

진 방법으로 의자(10)의 조절가능성과 높이를 위한 가스실린더(17)를 작동하는 수동으로 피벗가능한 레버암(lever arm,

18)에 의해 작동되어지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장점은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레버암(18)을 움직이는 것은 둘 중 하나

의 방향으로 가스실린더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단지 설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비록 의자(10)는 사용자가 의자에 앉게 되더라도 위,아래,좌,우,전,후로 기술되고 청구

되어지나, 이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항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 나아가, 다수의 구성요소들이 동일하

지만 배열에 있어서 대칭되는 형상이기 때문에, 동일한 구성요소의 도면부호는 필요시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의 좌측 또는

우측에 대하여 “L”또는 “R”로서 기술되도록 사용되어질 것이다.

본 발명의 의자(10)는 모듈구조로 형성되어진다. 도 3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의자는 중앙 베이스(central base) 또는

지지모듈(support module)인 프레임(frame, 100)을 가진다. 상기 프레임(frame, 100)은 가로지르게 연장구성된 설치섹

션(mounting section, 101)을 가진다. 상기 설치섹션(101)은 시트 및 등받이 프레임을 지지하는 긴 지지부재(support

member, 110)를 수용하는 지지대(support)를 형성한다. 팔걸이 조립체(armrest module, 40)는 도시되지 않은 볼트나 숨

은 너트에 의해서 중앙 베이스(central base) 또는 지지모듈(support module)인 프레임(frame, 100)의 단부에서 부착되

어진다. 각각의 팔걸이 조립체(40)의 하향 곡선단부 부분(402)은 설치섹션(101) 상에서 위치되어지고, 시트 및 등받이 프

레임을 지지하는 긴 지지부재(110)의 각각의 단부를 지나서 연장구성된다.

팔걸이 조립체(40)는, 이하에서 상세하게 기술되어지는 바와 같이, 팔걸이(armrest, 408)가 부착되어질 수 있는 상부단부

부분(401)을 가진다.

도 3은 상부(102) 및 하부(103) 그리고 대향된 단부들(104)을 도시하고 있는 중앙 베이스(central base) 또는 지지모듈

(support module)인 프레임(frame, 100)의 정면도이다. 상기 하부(103)에는, 피스톤/실린더 장치인 가스실린더(17)를 위

하여 허브(hub)의 상부에 상기 프레임을 안전하게 결속하기 위한 허브(hub, 105)가 있다.

상기 시트 및 등받이 프레임을 지지하기 위한 각각의 긴 지지부재(110)는 시트부재를 지지하는 전면 지지부(front

support, 130)와 등받이 프레임을 지지하는 후면 지지부(rear support, 120)를 가지고 있다. 도면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후면 지지부(120)는 전면 지지부(130)로부터 상당한 거리로 이격되어진다. 사기 후면 지지부(120) 및 전면 지지

부(130)들은 도시되지 않은 적절한 피벗핀(pivot pin)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각각의 구멍(aperture, 121,131)들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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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 6, 10 및 16a에서 잘 도시된 바와 같이, 장치 내에서 골격프레임(skeletal frame)이 되는 등받이 조립체(backrest

assembly, 200)는 바깥쪽으로 벌어진 U자 형상 프레임 형태로 된 한쌍의 이격된 수직재(upright, 201)와 하부의 연결 만

곡부분(bight segment, 206)을 포함한다(도 9). 상부 가로지르는 부재(upper transverse member, 207)와 하부 가로지

르는 부재(lower transverse member, 208)는 강성을 제공하도록 수직재(201)에 양자 모두 고정적으로 연결되어진다. 상

기 하부 가로지르는 부재(208)는, 수직재(201)의 나사산 돌기부(threaded boss, 203) 속으로 제공되는 나사산 패스너

(threaded fastener, 202)에 의해서 제 위치를 유지하는 적절한 C자 형상의 부재(209)에 의해서 각각 수직재(201)에 부착

되어진다. 상기 C자 형상의 부재(209)는 하부 가로지르는 부재(208)를 수직재(201)의 전방으로 이격시키도록 제공된다.

상기 하부 가로지르는 부재(208)와 수직재(201)의 상단부 조립체(upper end assembly, 205)는 직물망(mesh fabric,

290)이 위치되어지는 캐리어(carrier, 220)를 수용하고 지지한다. 상기 수직재(201)는 아래에서 설명되어지는 바와 같이,

조절가능한 허리부재(lumbar member, 250)를 지지하도록 구성되어진다.

등받이 조립체(200)의 하부 가로지르는 부재(208) 상의 우측 및 좌측 바깥쪽 단부(210)는, 피벗핀(pivot pin)들과 베어링

슬리브(bearing sleeve)를 거쳐서 지지부재(support member, 110) 내의 구멍(121)과 상기 단부(21)의 개구부(opening,

211)를 통해서, 시트 및 등받이 프레임을 지지하는 제 1 및 제 2 긴 지지부재(110)들 중 대응되는 하나의 후면 지지부

(120)에 피벗부착(pivotal attachment)을 제공한다.

중앙에 위치된 하부의 연결만곡 부분(206)은, 그 전면 단부에서 전방으로 연장되는 브라켓(bracket, 212a)에 의해서 형성

되는 크레비스 장치(clevis arrangement, 212)를 가지며, 상기 브라켓 상에는 피벗핀을 수용하기 위한 개구부(214)를 가

지는 한쌍의 이격된 탭(tab, 213)이 형성된다. 브라켓(212a)의 전방단부는 아래에서 기술되어지는 바와 같이 경사제한 메

커니즘(tilt limit mechanism)과 상호작동하는 스톱플레이트 배열부재 또는 돌출부(215)를 가진다(도 15와 26 참조).

도 29, 30, 31a 그리고 31b에서는, 시트 조립체(seat assembly, 300)가 상세하게 도시되어지며, 시트플레이트(seat

plate, 330), 시트팬(seat pan, 301) 그리고 패스너(303)를 일반적으로 포함한다. 시트 조립체(300)의 상세는 아래에서 설

명되어지며, 상기에서 언급된 “잠금메커니즘을 가진 조절가능한 의자시트”의 명칭으로 미국특허출원 제10/077,313호로

연속출원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시트 조립체(300)는 피벗핀 구멍(pivot pin aperture, 332)이 있는 전면단부(front end, 331)와 포켓 또는

하우징 스타일의 후면단부(rear end, 333)가 있는 시트플레이트(330)를 가진다. 도시되지 않은 피벗핀들과 같은 피벗부착

수단은 시트 및 등받이 프레임을 지지하는 긴 지지부재(110) 내의 개구부(132)를 통하여 그리고 구멍(332) 속으로 지나가

며, 상기 각각의 시트 및 등받이 프레임을 지지하는 긴 지지부재(110)의 전면 지지부(130)에 시트플레이트(330)의 전면단

부(331)를 결합하도록 사용되어진다.

하우징 형태의 구조체는 시트플레이트(330)의 후면단부(333)에서 제공되어지고, 하우징의 하부를 형성하도록 시트플레

이트(330)의 폭을 가로질러 부분적으로 연장되는 낮은쪽 하부벽체부분(347)을 포함하는 종속적인 외부벽(outer wall,

346)을 가진다. 도시되지는 않은 피벗핀들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과하는 구멍(aperture, 349)이 제공되는 한쌍의

내부벽체(348)들은 외부벽체(346)로부터 안쪽방향으로 이격되어진다. 크레비스 및 돌출부재(215)를 수용하기 위한 큰 개

구부(345)는 내부벽체(348)들 사이에 위치되어진다. 시트플레이트(330)의 가장 후면부의 상부에서는, 통과하는 구멍

(351)이 있는 탭과 같은 돌출부(tab-like projection, 350)가 있다. 한쌍의 이격된 피벗연결과 같은 연결부재(link

member, 216)들이 시트플레이트(330)의 후면단부(333)에서 하우징 부분 내에 위치되어지고, 다음에서 더욱 상세하게 기

술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각각의 피벗연결의 낮은쪽 단부(217)는 구멍(349)에서 핀을 통하여 후면 시트플레이트의 낮은쪽

단부에 피벗가능하게 부착되어지고, 상부 단부는 등받침 조립체(200) 상의 크레비스(clevis)의 하나의 탭(tab, 213)에 부

착되어진다(도 7a,10,26a 참조).

시트플레이트(330)의 하우징 섹션의 후면단부(333)는 크레비스 배열(212)에 피벗결합(pivot coupling)을 위하여 제작되

어진다. 피벗결합은 측면적으로 이격된 연결부재(link member, 216)를 포함하는데, 연결부재들 각각은 내부에 이격된 내

부벽(348) 상에 하우징 구조(346)의 각각의 측면상으로 피벗결합을 위한 제 1 낮은쪽 단부(217) 및 U자형 볼트의 구멍/탭

(213)의 각각의 측면 상에 피벗결합을 위한 제 2 상부단부(218)를 포함한다.

도 7a에 도시된 피벗핀(219)은 크레비스(clevis)의 탭부재(213) 내의 개구부(214)를 통하여 연장되고, 각각의 연결부재

(216)의 제 2 단부(218) 내의 개구부를 통하여 지나간다. 핀(219)은 연결(link) 움직임을 한정하기 위한 내부벽(248) 상에

서 이격되고 한정된 표면영역(352) 속으로 연장되어진다. 도 9a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각각의 내부벽의 상부표면(352)

은 핀(219)의 단부를 지지하고, 연결부재(216)의 움직임을 위하여 안내경로(guide path) 및 제한멈춤(limit stop)을 제공

한다. 각각의 연결부재(216)의 제 1 또는 낮은쪽 단부(217)는 각각의 이격된 내부벽(348)의 하부벽체 부근에서 위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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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구멍(349)을 통하여 지나가게 되는 도시되지 않은 핀을 경유하여 내부벽(348)의 하부부분에 피벗가능하게 연결되어진

다. 의자가 사용자에 의해 무게가 제공되지 않을 때 또는 무게가 제공되더라도 기대지지 않을 때, 연결부재(216)의 상부단

부(218)는 표면(351)의 상부 단부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등받이(back, 20)가 기대지거나 기울어지면서, 핀(219)은 하부

를 향하여 표면(352)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연결부 또한 구멍(349)에서 시트(seat, 330)에 핀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는

시트플레이트(330)의 후면단부(333)가 상승하고 전면 단부(331)둘레를 회전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등받이(20)가 기대지게 되는 동안, 의자(10)의 시트(30) 및 등받이(20)의 상대적인 움직임은 도 10 내지 도 12의 측면도에

서 도시되어진다. 이러한 도면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의자의 시트플레이트(330)는 피벗지점 P30에서 핀(135)을 통하

여 이들 중 하나만 도시된 지지부재(110)의 전방 단부에 피벗가능하게 연결되어지고, 후면 피벗지점 P32에서 연결부재

(216)의 하부단부(217)에 이중 하나만 도시된 구멍(349)에서 피벗가능하게 연결되어진다. 차례대로 각각의 연결부재

(216)는 상부단부(218)에서 지점 P34에서 등받이 조립체(200)상의 크레비스(212)에 피벗가능하게 연결되어진다. 등받이

조립체(200)는 또한 지점 P20에서 지지부재(110)의 두개의 측면적으로 이격된 후면 지지부(120)에 피벗가능하게 연결되

어진다.

도 10a의 치수적 개요도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의자의 등받이(20)가 완전히 수직위치에 있을 때, 하나의 선호적인 형태

의 시트플레이트(330) 및 시트는 후면으로 기울어지고 각도가 약 10도와 20도 사이에 있을 수 있지만 수평으로부터 대략

15.7도의 각도를 형성한다. 피벗지점 P30과 P31 사이의 선호적인 거리는 약 12.889 인치이고, 연결부(link, 42)의 피벗지

점 P31과 P34 사이의 거리는 대략 2.01 인치이지만, 다만 이러한 거리들은 각각 약 10 내지 15 인치 사이 그리고 약 1.5

내지 2.5 인치 사이의 범위에 있을 수 있다. 나아가, 피벗지점 P20과 P34 사이의 선호적인 거리는 대략 4.71 인치이며, 반

면에 피벗지점 P30과 P20 사이의 수평거리는 약 14.5 인치이다. 피벗지점 P20 및 P34 사이의 거리는 약 3 내지 6 인치 사

이에 있을 수 있지만, 피벗지점 P30과 P20 사이의 거리는 약 12 내지 17 인치 사이에 있을 수 있다.

도 10 내지 도 12에서 도시된 세 단계의 등받이 경사(back tilt)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등받이(20)가 후방으로 기대지게

됨에 따라 연결부재(216)는 반시계 회전방향으로 움직이며 시트플레이트의 후면단부(333)가 핀(135)에 대해 피벗하게 되

는 전면단부(331)에 대해 상승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도 12a의 개략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등받이(20)가 완전히 기대지

게 된 위치에서, 시트플레이트(330) (및 쿠션)은 수평으로부터 약 15.7도(도 10a) 내지 도 8.7도의 경사각도로 감소되는

것이 선호되지만, 모든 피벗지점들 사이의 상기에서 기술된 거리들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감소된 경사각은 6도 내지 10도

의 범위에 있을 수 있다. 시트플레이트(330) 즉 시트(30)와 등받이(20)의 이러한 동시움직임은 사용자가 다양한 업무관련

작업을 수행함에 따른 피로를 회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의자사용자의 특별히 편안한 경사움직임을 제공한다. 라이드 움

직임(ride movement)은 이러한 간단한 시트등받이-시트받이 네 개의 바아 메커니즘(bar mechanism)에 의해 수행되어

지고, 이는 후력(back force) 또는/및 자기무게(self weight)를 발휘하는 사용자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 후력(back force)은 시트의 뒷부분 내의 들림(lift)을 유도하고, 반대로 기대지는 동안에는 반대로 동시형태의 움직

임이 된다.

의자의 연결메커니즘은 라이드 안정성(ride stability)을 회복하고, 메커니즘에서 후력 반응에 변함에 의해서 넓은 범위의

사용자에게 적합한 바람직한 라이드 품질을 획득한다. 후력 반응(back force reaction)은 의자메커니즘 상에 자신의 후력

또는/및 자기무게를 부여하는 사용자로부터 얻어진다. 연결길이에 비례하고 회전자유힌지 예를 들어 피벗의 위치를 선택

함에 의해서, 후력 반응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하도록 창작되어진다. 모든 위치에서 라이드(ride) 움직임을 특징짓

는 이러한 연속적인 힘의 균형절차는 평형된 라이드(ride)를 확립하고 유지한다. 그 결과,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등받이 경

사 인장노브(tension knob)를 조절하고 기대지게 되는 동안 편안한 균형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필요는 이러한 더욱 적

합하고 동적인 특징에 의해 대체되어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자설계는 불필요한 의식적인 특징의 조절노력이 관련됨이

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호환성이 한걸음 더 제공되게 된다.

메커니즘 구성은 의자 회전의 즉각적인 중앙위치를 결정한다. 앉은 자세와 위치의 변화결과에 따라 형상이 변함에 따라,

라이드 범위내의 모든 위치에서 의자설계는 사용자의 회전중심, 다시 말해서 고관절(hip joint)과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즉

각적인 회전중심의 자취를 허용한다(도 13). 이러한 특징은 의자회전의 즉각적인 중심이 자취, 즉 궤도를 따라 움직이도록

세팅되어지는 곳에서 수많은 사용자에게 동일한 성능을 위하여 보정되어진다. 라이드에서 이러한 특질을 유지함에 의해

서, 복부, 등 그리고 다른 골격근들은 완전한 라이드 범위내에서 모두 제거되어진다. 더욱 균일한 발의 반응은 라이드 내에

서 유지되어지고, 나아가 라이드 특질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토르소-레그 각도(torso-legs angle)의 개방(opening)은 혈

액순환(fluid circulation) 및 다른 인체공학적 요소를 강화한다.

도 13 및 도 14에서는 등받이(20)가 기대지게 됨에 따라 시트(30)의 후면부가 상승하게 되는 네 개의 바아 메커니즘이 채

택된 시트 및 등받이의 동시 기울임 특성의 개요도가 도시되고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사용자의 무게에 즉각적으로 반응

하고 등받이 기댐의 범위에 걸쳐서 정확한 등받이 지지를 제공하도록 창작되어진다. 이러한 기능은 표기된 바와 같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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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엉덩이의 피벗축과 아주 밀접하게 일치하는 즉각적인 중심지점 C에 대해 의자(10)의 기댐을 허용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용자의 “셔츠 끌어당김(shirt pull)”을 회피한다. 또한, 등받이의 기댐동안 시트(30)의 전면이 상승되지 않기 때문

에, 사용자의 허벅지의 전면 하부에 추가적인 압력이 제공되지 않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일정한 게이즈 각도(gaze angle)

가 기댐과정 동안 유지되어진다.

상기에서 언급한 본 발명의 장점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자(10)는 네 개의 기본부재 및 네 개의 회전가능한 자유피벗을 개

략적으로 포함한다. 기본부재(basic member)는 바닥지지부재(floor supported member, 60), 시트받침대(seat rest, 62)

, 연결부재(linking member, 64) 그리고 등받침대(backrest, 66)를 포함한다. 상기 바닥지지부재(60)는 단부에서 종결되

며 피벗지점 P30을 한정하고 시트받침대(62)가 앞쪽부분에서 피벗가능하게 연결되어지는, 위쪽으로 방향화된 부분(68)을

가진다. 바닥지지부재(60)는 또한 단부에서 종결되며 피벗지점 P20을 한정하고 등받침대(66)의 피벗가능하게 연결되어지

는 위쪽으로 방향화된 부분(70)을 가진다. 등받침대(66)의 낮은쪽 부분은 P32에서 연결부재(64)의 다른 낮은쪽 단부에 피

벗가능하게 연결되어진다.

의자(10)의 운동학은 도 14에서 도시되어진다. 힘 F가 등받침대(66) 상에 제공되어짐에 따라, 등받침대 경사각 β는 증가

하고, 눈위치(eye location)는 ΔH1의 양으로 뒤쪽으로 이동되고, 눈높이(eye elevation)는 ΔV3의 양만큼 감소된다. 등받

이 경사각 β의 변화는 상부 및 하부 등받이 피벗 P20 및 P34에 의한 움직임을 각각 연결부재(64)에 전달한다. 움직임의 결

과가 연결부재(64) 내에 세팅되어짐에 따라, 후위 시트피벗 P32는 회전 및 병진의 복합움직임에서 피벗 P34와 동등하게

움직인다. 시트 받침대(62)가 피벗 P30에 대하여 회전하기 때문에, 들림(lift) ΔV2는 앞쪽 가장자리의 ΔV1에 대하여 ΔV2

- ΔV1의 양만큼 시트받침대(62)의 후면부분의 원인이 되고, 따라서 시트받침대 각도 α가 도입된다. 등받이가 기대지는 동

안, 의자에 의해 지지되는 사용자 무게의 증가된 부분은 시트지지대로부터 등받이 지지대로 전달되어지나, 시트지지대를

들어올리는 메커니즘의 기계적인 장점은 감소되어진다. 따라서 사용자는 어떠한 기댐위치에서도 정적인 균형위치를 느끼

게 되고, 새로운 위치로 움직이기 위하여 적은 노력만이 필요하게 된다.

사용자가 의자에 앉게 됨에 따라서, 후력 F 및/또는 무게 W는 의자 메커니즘 상에 발휘되고, 따라서 사전에 창작되어진 라

이드 특징을 가지면서 자가-평형 움직임(self-equilibrating motion)내에 세팅한다. 이러한 힘들은 적절한 후력반응 그리

고 발휘된 힘에 의해 요구되는 정도까지 그 기하학을 재형상화하는 의자에 의해서만 평형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함으

로써, 도 13, 14에 나타나는 움직임 반응 변수들은 공지된 비율로 변하게 되고, 라이드 특질을 달성하는데 관련된다. 창작

된 라이드 범위는 약 90도 내지 120도의 등받이 각도에 있다.

라이드 특징을 정밀조정하고, 정적인 전체 강성(stiffness)을 제공하기 위하여, 메커니즘은 스프링을 포함한 외부소재가

구비되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외부장치의 추가는 바람직하고 사전창작된 특성으로 라이드 특징을 더욱 보정하나, 동시에

다른 모든 기능적인 특징들이 손상되지 않게 유지한다. 따라서 의자(10)가 사용되지 않을 때 등받이(20)가 완전히 수직한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자 연결메커니즘을 보조하기 위하여, 도 7a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장스프링(extension spring, 75)이 피벗샤프트(219)와 시트플레이트(330)의 후면 가장자리 부분(350) 사이에 연결되

어질 수 있다. 또한 피벗샤프트(219)는 본질적으로 피벗지점 P34를 한정하고, 인장스프링(75)에 의해 등받이 조립체(200)

상에 발휘되는 회복력의 원인이 되어진다.

도 10a, 12a, 13 및 14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이 의자(10)의 개략적인 연결부의 설명과 관련하여, 의자 상의 각각의 부분들

은 개요적인 연결부 상에서 숫자화된 바와 같은 부분들에 상응한다.

의자 연결개요도  

110 60 지지부재

330 62 시트플레이트

216 64 연결부재

201 66 수직재

130 68 부재60상의 전면지지부

120 70 부재60상의 후면지지부

212 72 수직재66의 하부부분

346,348,349 70 시트플레이트62의 하향부분

도 26 내지 도 28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경제적인 시트 등받이 경사제한 컨트롤 모듈(seat back tilt limit control module,

150)이 시트의 등받이(20)의 허용가능한 정도의 경사를 조절하기 위하여 경사제한모듈에 부착된 레버핸들(lever handle,

155)을 사용하는 시트조립체(300)와 관련되어있다. 도 27에서 도시되어지는 바와 같이, 시트플레이트(330)는 하부면

(335) 상에 스톱플레이트(154)와 레버핸들(155)이 핸들, 스톱플레이트 및 스터브(stub) 내의 일렬로 된 구멍(157)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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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기 스터브 속으로 나사모양으로 삽입되어질 수 있는 쇼울더 볼트(shoulder bolt)와 와셔(156)에 의해 부착될 수 있는

나사산 스터브(threaded stub, 152)를 가진다. 레버핸들(155)은 의자(10)의 어느 한쪽 측면으로부터 스톱플레이트(154)

에 부착되어질 수 있고, 여기서는 좌측면 상에서 도시되어 있다. 도 16에서 더욱 상세하게 도시되어지는 바와 같이, 스톱플

레이트(154)는 등받이 조립체(200)의 하부에서 크레비스(212) 단부에 의해 지지되는 결속부재(engaging member, 215)

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일련의 서로 다른 반경의 단을 가진 바깥쪽 가장자리(158)를 가진다. 선호적인 실시예에서, 결속부

재(215)는 코(nose)와 같은 돌출부의 형태로 되어있다.

스톱플레이트(154)의 바깥쪽 가장자리(158)는 도 28에서 도시되어지는 바와 같이 특정의 단(step) (159,160,161)을 가지

고, 각각은 서로에 대해 구멍(157)에 의해 규정되는 중심축으로부터 서로 다른 거리에 있다. 스프링 편향된 플런저(spring

biased plunger)의 형태로 된 잠금장치(locking mean, 163)는 시트플레이트(330) 바닥 상의 보스(164) 내에 설치되어있

고, 시트플레이트(330)의 상부부분에서 발견되는 디텐트(detent, 165,166,167)와 결속한다. 스톱플레이트(154)의 바깥

쪽 가장자리(158)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반경의 가장자리를 가지는 평탄한 캠(smooth cam)이 되어질 수 있다. 디텐트의

개수는 고정된 의자 등받이 경사위치의 개수를 결정한다.

인덱싱 디텐트(165,166,167)들은 오목한 형상이며 서로 인접한다. 스프링-하중식 플런저(spring-loaded plunger)는 스

프링-하중식 볼(163)의 형태이기 때문에, 스프링을 누르고 레버(156)를 회전함에 의해서 플런저는 하나의 오목한 디텐트

로부터 다른 것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스톱플레이트(154)는 플런저가 특정의 선택된 디텐트

에서 위치되어지는 것을 허용하고, 플런지를 해제하는 것에 의해서 스톱플레이트는 선택된 경사위치에서 등받이 프레임을

보유하는 원인이 된다.

돌출부(projection, 215)는 후면지지부(120)와 바깥쪽 단부(210)에서 형성된 피벗축 P20 아래에 있기 때문에, 등받이 조

립체(200)는 축 P20에 대해 피벗하는 것과 같이 돌출부(215)는 시트 스톱플레이트(154)를 향하여 내부로 움직이고 따라

서 핸들 또는 레버(155)를 움직이는 것에 의해 경사메커니즘의 조절을 허용한다. 핸들 내의 리세스(recess)와 연관되는 다

수의 적합한 스프링 핑거(168)를 경유하여 핸들(155)은 스톱플레이트(154)에 대한 회전으로부터 고정된다. 레버(155) 및

스톱플레이트(154)가 회전할 때, 이는 바깥쪽 가장자리 상의 여러 단(step, 159,160,161)이 돌출부(215)와 선택적인 결속

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경사제한 모듈의 상세한 내용은, 여기서 참조로서 완전히 포함되어 있으며 2001.6.15.자로 동

시출원되고 공통적으로 양도된 미국특허 제09/882,550호 (“다중위치 경사제한 메커니즘”)에서 개시되고 청구되어지고

있다.

도 15, 16a, 16b, 17로 돌아와서, 의자(10)의 완전한 등받이 조립체(200)는 사시도로 도시되어 있으며, 더욱 상세하게 기

술될 캐리어 조립체(carrier assembly)와 허리지지 구조체의 신규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기술에 비해서 경제적인 장점을 제공하는 의자(10)의 다른 신규하고 아주 기능적인 특징은 의자의 등받이

(20)의 구조이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등받이(20)는 종래기술에서 공지된 개방직물(open weave)의 형태로 되는 것이

선호되는 망섬유(fabric mesh, 290)의 판넬을 포함한다. 망섬유(290)의 구조는 다양한 직물형상을 가질 수도 있다. 장점

적인 것으로 판명된 하나의 형상은 도 21a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멀티필라멘트사(multi-filament yarn)의 수직가닥

(vertical strand, 291)과 수평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 292)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에서 모노필라멘트(292)는

가닥(291)을 교차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또한 서로 십자교차하며 따라서 제자리에 가닥(291)을 잠근다.

선호적인 망직물(mesh weave)은 도 21b 및 도 21c에서 각각 정면도과 배면도를 도시한다. 이러한 형식에서, 수평 모노필

라멘트 또는 웨프트(weft) 재료(295)는 수직 모노필라멘트 날실(296)과 일치하여 간단하게 섞어 짜여져 있다. 도시된 실

시예에서, 날실(warp)은 서로 인접한 위치에서는 웨프트를 교차하지 않는다. 웨프트를 교차하는 각각의 날실을 위한 이러

한 형태에서는, 반복되기 전에 이들 사이에는 동일한 웨프트를 가로지르지 않는 7개의 날실이 있게 된다. 따라서, 날실

“0”과 “8”은 웨프트 (C)를 가로지르고, 날실 (1)과 (9)는 웨프트 (D)를 가로지른다. 날실재료는 하이트렐 모노필라멘트

730 다니얼(Hytrel monofilament of 730 Denier)로 제작되는 것이 선호된다. 이는 의자의 등받이에 상대적으로 “윤이 나

는(shiny)" 외관과 구조를 제공한다. 웨프트(weft, 295)는 폴리머 방적사(polymer yarn)와 하이드렐의 양을 포함하는 멀

티필라멘트이다. 멀티필라멘트는 적절한 합성수지(synthetic resin)이고 의자 등받이의 전면 표면에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제공한다. 이러한 패턴으로 인하여, 다른 패턴의 개방메쉬(open mesh)와 비교하여 더욱 잘 마무리되고 만

족스러운 미적외관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가장자리 둘레에 메쉬(290)를 지지하기 위하여, 전술한 캐리어(carrier, 220)가 사용되어진다. 메쉬(290)에 캐리

어(220)의 물리적인 연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행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신뢰할 만한 연결은 Timothy

P.Coffied에 의해 2000.9.6.자로 동시출원된 미국특허 출원 제09/656,491호 “하중지지직물을 위한 접착스트립(Bonding

Strip for Load Bearing Fabric)”에서 개시되어진다. 도 15,20,22,23은 메쉬(290)의 가장자리 부분의 대향된 측면상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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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두개의 반등분(halve, 221,222)으로 구성된 캐리어(carrier, 220)를 도시하고 있다. 두개의 반등분(221,222)은 하나

의 형태로 내부 그루브(groove, 224)로 형성되어질 수 있다. 상기 반등분(halve)들은 접착제(226)와 함께 고정구(fixture,

225) 내에 배치되어진다. 접착제는 직물(290)의 날실과 웨프트(weft)를 통하여 연장되고 그루브(224)에 의해 형성된 포

켓(pocket) 속으로 연장되고, 양생되어지면 고강도와 내구성(durability)의 기계적인 상호연결을 발생하고, 캐리어(200)

의 두개의 반등분(221,222)을 서로 고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같이 도시되지 않은 추가

적인 특징은 부분들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 반등분(221,222)들이 도 24와 25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선호적인 형태로 대략 도일한 크기로서 도시되어지지만, 설치된 캐리어에 더욱 만족할 만한 미적외관을 제공하

면서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크게 되어진다.

캐리어(220)는 일반적으로 탄성, 연장가능(stretchable) 재료의 사각형 반-강성(semi-rigid) 부재로서 형성되어진다. 본

발명과 도 2,6,20,16a,24에서 언급되어지는 바와 같이, 메쉬(290)를 가진 캐리어(220)를 지지하기 위하여, 주된 등받이

프레임 수직재(upright, 201) 각각은 구형 단부조립체 부분(205)을 가지며, 이는 캐리어(220)의 상부우측과 상부좌측 코

너 내에 형성된 원형 구멍(227)내에 수용되어지는 “스냅맞춤(snap-fit)”이다. 이러한 조인트(joint)는 의자의 등받이(20)

가 사용자의 어깨위치에 편안하게 순응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캐리어의 상부가장자리(231)가 구부려지는 것을 허용한다.

등받이는 하부 가로지르는 부재(208)의 아래에서 형성된 다섯 개의 바깥쪽으로 달려있는 일련의 탭(tab, 238)에 의해서

하부 가로지르는 부재(208)에 하부가장자리(232)를 따라 안전 결속되어질 수 있고, 이러한 탭은 하부가장자리(232) 내에

형성된 보충 리세스(recess, 223) 속으로 맞추어진다. 상부 볼 및 소켓 연결의 상세는 도 24의 단면에서 도시되어질 수 있

지만, 하부 부착구조는 도 25에서 상세하게 도시되어질 수 있다. 조립체에서, 하부 가장자리(232)는 탭에 우선 조립되어지

고, 인장이 캐리어(220)에 제공되어지고, 상부개구부(227)는 수직재(201)의 구형 단부(205) 속으로 스냅되어진다.

기술된 바와 같이 의자 등받이 구조는 상당한 경제적인 장점을 제공하는 것이 이해되어질 수 있다. 개방메쉬(open mesh,

290)의 사용은 의자의 등받이(20)가 사용자의 등과 순응하여 휘어질 뿐만 아니라 쉬게 되는 것을 허용한다. 등받이(20)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제작되고 조립되어질 수 있다. 나아가 등받이 부재는, 캐리어와 메쉬를 인장상태로 유지하고 등받이 표

면의 유연성(flexibility) 및 형태를 유지하는 캐리어를 위한 충분한 강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받이 조립체(200) 상에

위치되어진다. 하부 가로지르는 부재(208)가 휘어지고 C부재(209)를 통하여 수직재(201)의 앞쪽으로 셋팅되어지기 때문

에, 캐리어의 하부단부(232)는 수직재(201)의 앞쪽으로 이격되어지는 쿠션형상을 취하고, 따라서 사용자는 등받이 프레임

을 결코 느끼지 않는다.

도시된 바와 같이, 직물망(mesh fabric)에 압축인장(compressing tension)을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캐리어(220)는 상부

에서 하부로 약간 곡선의 형상을 가진다. 사용자의 등이 다양한 위치에서 직물과 접촉하게 되고 의자 내의 우발적인 움직

임 동안이다. 곡선형상은 또한 도 4a와 4b의 측면도에서 잘 도시되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허리부위내의 지지를 제공하도

록 의도되어진다.

나아가, 이러한 인장구조의 주된 장점은 특유의 조절가능한 허리지지대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등받이조립체(200)는

한쌍의 이격된 슬라이드 부재(253)와 함께 각각의 맞은편 단부 상에 그립핑 수단(gripping means, 252)을 가지는 가로지

르는 허리부재(250)를 포함한다. 상기 그립핑 수단(252)의 단면은 도 20에서 도시되어질 수 있으며, 여기서 캐리어는 한

쌍의 대향된 리세스(254)로서 제공되어지며 이곳으로 그립핑수단(252)의 대향된 돌출부(255)들은 미끄러지면서 수용되

어지고, 캐리어는 돌출부(255) 사이에서 가두어진다. 따라서 허리지지튜브(251)는 캐리어(220)의 맞은편 가장자리 상에

서 미끄러질 수 있다.

도 18은 도 15의 선 18-18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취해진 지지튜브의 단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여기서, 슬라이드 부재(slide

member, 253)들은 수직 지지대(201)와 결속하도록 형성되어진다. 도 16b와 19에서 도시되어지는 바와 같이, 슬라이드

부재(253)의 결속배열은 수직재(201) 내에 형성된 간단한 수직그루브(256)를 포함하고, 슬라이브 부재 상에 중앙 리브

(257)를 결속한다. 특히 도 17과 관련하여, 그립핑 수단(252)에 의해 캐리어(220)의 가장자리 상에서 미끄러지는 것과 슬

라이드 부재(253)에 의해서 수직재(201) 상에서 미끄러지는 것과 같이 허리지지튜브(251)는 상부 및 하부 위치 사이에서

수직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는 의자사용자가 간단한 수동조작에 의해서 허리지지튜브(251)의 수직높

이를 조절하는 것을 허용한다. 상기 허리지지튜브(251)는 나사, 조절노브(adjustment knob)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필요

로 하지 않고 캐리어(220) 및 직물망(290)의 인장에 의해서 수직재(201)에 적절한 연결을 유지한다. 이러한 인장모드에

서, 허리지지튜브(251)는 캐리어(220) 및 메쉬의 직물망(290)이 사용자의 허리부위의 의자수직재의 전방으로 힘을 받는

원인이 되나, 사용자의 등과의 허리지지튜브(251)의 직접적인 접촉은 회피되어진다. 이러한 조립체의 상세한 기술은 전술

한 2001.6.15.자로 동시출원되고 여기에서 참조에 의해 포함된 미국특허출원 제09/881,795호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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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지지튜브(251)가 캐리어(220)와 수직재(201) 사이에서 아래 또는 위로 미끄러지는 것과 같이, 수직적으로 조절가능

한 허리부재(250)는 캐리어(220)의 선형곡률(lineal curvature)을 변하게 하는 의도이다. 캐리어형상을 변화함으로써, 사

용자의 등(back) 위에 높은 압력의 접촉지점은 위치되어지지 않지만, 다소 팽팽하지만 유연한 메쉬가 의자가 기대지게 되

더라도 선호적인 지지와 편안함을 위하여 적절하게 위치되어진다.

인체공학적 의자의 사용을 위하여 개발된 선호적인 시트(30)의 다른 특징에 있어서, 수평시트 조절과 특이한 쿠션배열의

여러 가지 면(aspect)은 도 29 내지 도 31과 관련하여 상세히 기술되어진다. 시트플레이트(330)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기술되어졌고, 시트플레이트(330)는 부착되어지는 시트쿠션조립체(seat cushion assembly, 500)를 가지는 시트 팬(seat

pan, 301)과 상호협동하도록 의도되어진다.

시트팬(301)은 일체형 부재로서 몰드(mold)되어질 수 있는 합성수지와 같은 특정의 적절한 재료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

시트팬(301)은 상부부분(304)과 하부부분(305)을 포함한다. 상부부분은 다음에서 기술될 시트쿠션조립체(500)로써 덮혀

지고, 의자(10)의 시팅표면(seating surface)을 형성한다. 시트팬은 또한 하부부분(305)으로부터 매달린 네 개의 이격된 L

형 핑거(306,307,308,309), 패스너 수용개구부(310), 패스너 수용개구부 주위의 림(rim, 318), 그리고 두개의 접합소재

(abutment element, 312,313)를 포함한다. 시트팬(301)은 또한 전면부분(314)과 후면부분(315)을 포함한다. 연결부재

(216)의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하여 큰 개구부(316)는 시트팬의 후면부분(315) 내에 위치되어진다. 개구부와 보스(boss,

317)와 같은 주변의 패스너 개구부들은 시트쿠션조립체(500)를 시트팬(301)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진다. 나아가

시트팬은 상부부분 내에 리브(318)와 같은 다수의 강화리브(strengthening rib)를 포함한다. 두개의 매달린 범프(bump,

319,320)들은 패스너 수용개구부(310)의 측면에 있다. 패스너 수용개구부(310)와 두개의 범프(319,320)들은 빔(beam,

321) 상에서 형성되어진다. 시트팬(301)의 재료가 합성수지이기 때문에, 빔(321)은 탄성적이고 따라서 특정의 제공된 힘

에 반응하여 구부려진다. 이러한 힘은 패스너 수용개구부를 통하여 수용되는 패스너(303)로부터 뿐만 아니라 두개의 범프

(319,320) 상에 힘을 제공할 수 있는 시트플레이트(330)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접합소재(312,313)들

은 유연성을 더하기 위하여 각각의 빔(322,323)의 단부에서 형성되어질 수도 있다.

시트플레이트(330)는 알루미늄과 같은 특정의 적절한 강한 재료(strong material)의 일체화된 유니트로서 형성되어질 수

있다. 나타난 바와 같이, 시트플레이트는 전면단부(331), 후면단부(333), 상부부분(334)과 하부부분(335)을 포함한다. 시

트플레이트는 도 29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큰 헤드 개구부와 좁은 몸체개구부를 가진 네 개의 가이드 슬롯(guide slot,

336,337,338,339)을 포함하며, 고정된 시트플레이트(330)에 대하여 수평방향으로 움직이는 시트팬(301)을 억제하고 유

도하기 위하여, 이들은 각각 시트팬(301)의 L형 핑거(306,307,308,309)들과 상호협동한다.

시트팬(301)은 또한 긴 패스너 수용개구부(340)와 두개의 접합제한 슬롯(abutment limit slot, 341,342)을 포함한다. 이

러한 것은 접합소재(312,313)의 움직임을 제한함에 의하여 시트팬의 수평움직임을 제한한다. 시트플레이트의 후면부분은

크레비스(212)와 연결부재(216)를 수용하는 큰 개구부(345)이다. 긴 패스너 수용개구부(340)의 한쪽 면 상에는 상부부분

내의 한 세트의 리세스(recess, 336,337)가 있다. 리세스 세트들의 쌍들은 시트팬의 하부부분 상에서 매달린 한쌍의 범프

(319,320)를 가진 디텐트(detent)를 형성한다. 제한슬롯(limit slot, 341,342)은 각각 접합소재(312,313)를 수용하고, L형

핑거들이 가이드 슬롯으로부터 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트팬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토크제한 패스너(303)는 시트조

절을 위하여 제공되어진다. 패스너(303)의 디자인은 한번 삽입되어지면 쉽게 제거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패스너의 상세들

은 상기에서 언급되고 미국에서 동시계속출원된 “잠금장치를 가지고 조절가능한 의자시트(Adjustable Chair Seat With

Locking Mechanism)”의 제10/077313호에서 기술되어있다.

작동에 있어서, 시트팬(301), 시트플레이트(330) 그리고 패스너(303)들은 모두 공지된 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되어진다. 조

립은 간단하고 용이하다. 시트팬(301)과 시트플레이트(330)들은 가이드 슬롯(336 내지 339)의 단부에서 L형 핑거(306

내지 309)들이 확대된 개구부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이 허용되도록 배열되어지고, 접합소재(312,313)가 제한슬롯

(341,342) 속으로 눌러지도록 된다. 따라서 패스너(303)는 그 사이에 끼워진 시트플레이트(330)를 가진 시트팬(301)의

패스너 수용개구부(310) 속으로 나사결합(thread)되어진다. 시트팬과 패스너가 결속(engage)되어지면 이들은 분리되지

않는다. 다만, 패스너(303)는 핸들을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함에 의해서 간단히 느슨하게 하거나 단단하게

되어질 수 있다. 패스너가 느슨하게 되어질 때, 시트팬은 사용자의 편안함을 위한 시트플레이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평

적으로 조절되어질 수 있다. 범프(319,320) 및 리세스(336,337)로 인하여, 의자사용자에 의하여 쉽게 느껴지고 들리게 되

는 디텐트가 형성되어지고 이는 조절절차에 도움이 된다. 조절이 완전히 되어질 때, 패스너는 시트팬과 시트플레이트를 함

께 압착(squeeze)하도록 회전하는 카운터(counter)이다.

인체공학적 의자(ergonomic chair)의 다른 개선내용은 더욱 효과적인 시트 쿠션조립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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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2는 본 발명의 의자(10)의 사용을 위하여 선호되는 시트쿠션조립체(500)의 일 실시예를 도시하는 분해도이다. 상기

시트쿠션조립체(500)는 개포형(open-celled) 또는 폐포형(closed-celled) 폴리우레판 폼(polyurethane foam)과 같이,

그러한 시트쿠션 내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로 형성될 수 있는 폼바디(foam body, 521)로 구성되어진다. 폼바디

(512)는 상부표면(513)과 폼바디(512) 내의 실질적으로 중앙에 배치된 다수의 수직 칼럼(column, 515)을 가진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칼럼(515)의 위쪽 표면이 상부표면(513)에 실질적으로 평행한 곡선표면을 한정하도록 칼럼(515)은 위쪽방향

으로 연장된다. 도 32에서 도시된 실시예에서, 칼럼(515)은 폼바디(512)와 일체적으로 형성되어진다. 폼바디(512)와 칼럼

(515)이 만들어지는 폼재료(foam material)는 어느 범위까지 탄성적으로 변형하게 된다. 칼럼(515)은 조립체(500)의 다

른 구조적 재료가 존재하지 않을 때, 각각의 칼럼(515)이 의자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는 압축력에 반응하여 다른 칼럼(515)

에 실질적으로 독립하게 변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되어진다.

수직 칼럼(575)은 이들 사이에서 플레넘(plenum) 또는 공기저장소(518)를 서로 한정하는 다수의 공극(air space, 516)을

형성하도록 구조화된다. 다수의 채널(channel, 520)들은 폼바디(512) 내에 배치되어지고, 폼바디(512)의 주변을 향하여

공기저장소(518)로부터 연장된다. 도시된 시트쿠션의 선호적인 실시예에서, 채널(520)들은 폼바디(512)의 앞쪽 면과 옆

쪽 면으로 향하게 된다.

수직 칼럼(515)의 설계 매개변수는 개수, 평면간격(planar spacing), 깊이, 가로세로비(aspect ratio) 그리고 재료밀도와

강성을 포함한다. 크기와 형상에 따라서, 수직칼럼의 수는 약 40 내지 80 인 것이 선호된다. 칼럼은 그 하부단부에서 약

1.0 내지 2.0 인치 범위의 직경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선호된다. 칼럼은 그 상부 단부에서 0.9 내지 2.0 인치 범위의 직경을

가질 수 있다. 칼럼의 높이는 약 4인치까지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약 0.5 내지 1.5 인치의 범위에 있는 것이 가장 선호된다.

시트쿠션(512) 내의 칼럼(515)은 서로 다른 크기와 형상이 될 수 있다. 공기채널(520)의 수는 그 크기에 의존한다. 채널

(520)의 총 부피량은 공기저장소(518)의 부피량의 함수가 될 것이다.

시트쿠션 조립체(500)는 위쪽으로 연장되는 칼럼 또는 라이저(riser, 515)가 겹쳐진 탄성층(elastomeric layer, 530)을

추가로 구성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탄성층(530)의 둘레(531)는 폼바디(512)의 상부표면(513)에서 맞춤가장자리(514)

내에 위치되어진다. 탄성층(530)은 상부표면(532)과 하부표면(534)을 구성한다. 탄성층(530)의 하부표면(534)은 공기저

장소(518)의 상부표면을 규정한다. 탄성층(530)은 현저한 탄성 및 흐름 성질을 가지는 재료를 포함한다. 탄성층(530)을

위한 적절한 재료는, 예를 들어 젤라틴 시트와 폴리머 막(polymeric membrane), 또는 가변 점탄성성질(variable

viscoelastic property)을 가진 다른 젤라틴 재료를 포함한다. 하나의 적절한 재료는 이탈리아 Royal Medica에 의해 상표

LEVAGELⓡ 로서 판맨되는 젤(gel)을 포함한다. 이러한 재료에 대한 정보는 www.royalmedica.it에서 얻을 수 있다. 탄

성층(530)과 위쪽으로 연장되는 라이저 또는 칼럼(515)들은 탄성 강성값(elastic stiffness value)과 소산 강성값

(dissipative stiffness value)에 의해 각각 특징적으로 된다. 본 발명의 선호적인 실시예에서, 수직 칼럼(515)의 소산강성

에 대한 탄성강성의 비율은 탄성층(530)의 소산강성에 대한 탄성강성의 비율보다 크다.

선택된 재료와 요구되는 시트쿠션의 성질에 의존하여, 탄성층(530)은 약 0.2 내지 0.4 인치의 선호적인 범위내의 두께를

가질 수 있다. 탄성층(530)의 영역은 상부표면(513)의 영역 보다 작을 수 있고, 약 30% 내지 55%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가장 선호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탄성층(530)은 약 0.25 인치의 두께이며, 392 제곱인치의 상부표면(513)의 총 영역에

대하여 210 제곱인치의 영역을 가진다.

사용에 있어서, 시트쿠션조립체(500)의 폼바디(512)는 시트 조립체(300) 상에서 단단하게 고정된 딱딱한 시트팬(301)에

의해서 지지되어진다. 상기 시트팬(301)은 시트팬(301)에 결속되는 내부 팬(526)을 포함한다.

사용자가 본 발명의 시트쿠션 상에 앉게 될 때, 사용자의 무게는 수직압축력과 사용자/시트쿠션 접촉면(interface)에 가로

지르는 전단력(shear force)으로서 전달되어진다. 이러한 힘들은 탄성층(530)을 통해서 수직 칼럼(515)으로 전달되어진

다. 탄성층(530)과 수직 칼럼(515)은, 요구되는 기계적 품질을 얻기 위하여 자가-제한 기계적인 반응을 실행하도록 서로

에 대해 상호협동적으로 기능한다.

제공된 힘들의 재분포(redistribution)는 탄성층(530) 위쪽에 배치된 공기-투과가능 층(535)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질 수

있다. 공기-투과가능 층(535)은 특정의 두께와 점탄성성질을 가지는 개포(open-cell) 또는 비-견직(non-woven) 점탄성

재료를 포함할 수 있고, 공기-투과가능 층(535)은 그러한 힘들이 점 탄성층(530)에 도달하기 전에 제공된 힘들을 추가적

으로 분산하는 기능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중간 폼층(foam layer, 531)은 공기-투과가능 층(535)과 탄성층(530) 사이에

위치되어질 수 있다. 도시되지 않은 덮개직물(cover fabric)은 전체 시팅구조의 위쪽에 놓일 수 있다. 층(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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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30,535) 및 덮개직물은 접착제와 같은 것으로서 서로 미리 접착되어질 수 있다. 대안적으로, 층들은 서로의 위쪽에

간단하게 적층되어질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되는 동안 제공되는 전단력에 반응하여 서로에 대해 층들의 미

끄러짐(slippage)을 방지하기 위하여, 층들 사이에 충분한 양의 마찰이 있게 된다.

본 발명의 구조는 탄성층(530)까지 각각의 층들 사이의 접촉면을 가로질러서 사용자/시트 접촉면에서 발산되는 전단력을

전달하게 된다. 탄성층(530)은 제공되는 전단력에 반응하여 점성적으로 변형하게 되고, 따라서 소산수단(dissipative

means)에 의해 사용자의 무게의 전단성분(shear component)을 중화하게 되어서 사용자의 피부가 전단성분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사용자의 조직은 수직방향에서 압축응력만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전단응력의 이러한 감소는

피부궤양(pressure ulcer)의 전개를 위한 잠재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러한 조직들의 인접부에서 혈관작용과의 바람직

하지 못한 장애를 감소한다. 나아가, 특이한 배열과 공기압력(air pressure)은 의자 내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열 증대

(heat build-up)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고, 시원하고 통풍이 잘되는 메쉬시트(mesh seat)에 걸쳐서 장점을 가진다.

사용자가 본 발명의 시트쿠션에서 떠나게 될 때, 폼바디(512)의 복원성, 수직칼럼(515) 그리고 탄성층(530)들은 쿠션의

전단 및 압축 변형메커니즘의 완전한 회복을 허용한다. 외부공기가 외부커버, 공기투과가능 층, 공기저장소와 채널로 들어

가는 선택적 중간폼 층, 그리고 개포형 폼이 사용되어진다면 폼바디(512) 내의 개포(open cell)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면서, 수동 공기펌프(passive air pump)는 감압한다. 상기 탄성층(530)은 사용자에 의해 압축력과 전단력이 적용되

기 이전에 원래의 형상으로 또한 회복되어진다.

선호적인 시트쿠션 조립체와 이에 따른 장점들은 “의자시트 수평조절 메커니즘을 위한 잠금장치(Locking Device for

Chair Seat Horizontal Adjustment Mechanism)”의 명칭으로 2001.6.15.자로 동시계속 출원되고, 여기서 참조로서 완전

하게 포함된 미국특허 제09/882,503호에 더욱 특별하게 기재되어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개선된 인체공학적 의자(ergonomic chair)의 다른 특징은 수직적으로 조절가능하고 팔걸이

(armrest, 408)가 수평평면으로 일반적으로 회전가능한 개선된 팔걸이 조립체(40)를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의 개시내용은 간단하게 구성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수직 그리고 수평적으로도 조절을 허용하는 팔걸이 조립체에 집

중하고 있다. 도 33 내지 도 37에서, 팔걸이 조립체(40)는 개방형 상부단부 부분(401)과 곡선의 하부단부 부분(402) 그리

고 상부단부 부분으로부터 아랫방향으로 연장된 길이방향으로 연장되는 개구부(403)를 가지는 직립한 지지대(400)를 포

함한다. 상기 개구부(403) 내에는, 마주보게 배치된 라이너 랙(liner rack, 404,405)이 설치되어 있고, 이들 각각은 길이방

향으로 연장구성된 다수의 노치를 가진다. 도 34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길이방향은 일반적으로 수직이다.

가이드 튜브(guide tube, 407)는 지지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지 개구부(403) 내에 위치되

어진다. 가이드튜브의 상대적인 움직임이 팔걸이의 수직 조절의 원인이 되도록 팔걸이(408)는 가이드 튜브에 설치되어진

다.

움직일 수 있는 가이드 튜브 내에는 로드(rod, 409) 형태의 긴 소재가 있고, 로드는 단지 회전가능한 가이드 튜브 내에 설

치되어진다. 다음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로드(409)는 가이드 튜브(407)에 대하여 수직하거나 또는 수평적으로 미끄러

지지 않는다. 라이너 랙(404,405)의 대향된 노치(notch, 406)를 선택적으로 결속하고 해제하는 로드와 회전가능한 잠금소

재(locking element, 410)는 긴 로드(409)에 설치되어진다. 로드와 결속하고 로드가 회전하는 원인이 되는 활성너트

(activating nut, 412)는 로드의 상부 단부부분(411)에 설치되어지고, 너트의 결속표면은 상승 또는 하향위치(도 35는 상

승위치) 사이에서 움직인다. 스프링(413)은 활성너트와 가이드 튜브 사이에서 설치되어지고, 로드가 잠금위치로 회전하고

유지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승된 위치로 활성너트가 치우쳐진다. 활성너트는 팔걸이 베이스(415)에 피벗가능하

게 설치되어지는 것에 의해 직립한 지지대에 작동가능하게 연결되어지는 레버(lever, 414)에 의해 움직여진다. 캡(cap,

416)은 가이드 튜브에 또한 설치되어지고, 베이스가 캡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수평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팔

걸이 베이스에 작동가능하게 연결되어진다.

직립지지대(400)는 일반적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연장된 일반적으로 원통형 형상을 가진다. 직립지지대의 하부 단부부분

(402)은, 의자(10)의 중앙베이스 또는 지지모듈인 프레임(100)에 부착되어지는 것을 허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수평위치로

휘어진다. 알루미늄과 같은 특정의 적절한 재료로 지지대는 만들어진다.

덮개(shroud)로서 종종 언급되어지는 제 2 원통형 소재(417)는 직립한 지지대의 둘레에 형성되어진다. 덮개는 직립지지

대의 바깥쪽 표면을 따라서 미끄러지고, 팔걸이 조립체에 호소적인 미적외관을 제공한다. 덮개(417)의 상부부분(41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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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수평 고리모양 지지표면(419), 수직 고리모양 지지표면(420) 그리고 제 2 수평 고리모양 지지표면(421)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지표면은 팔걸이 베이스(415)의 상응하는 지지표면을 결속한다. 덮개는 패스너 수용개구부(423,424)를 가지는

상부 플랜지(422)를 또한 포함한다.

언급된 바와 같이, 직립지지대(400) 내에는 두개의 대향되어 배치된 라이너 랙(liner rack, 404,405)이 있으며, 각각의 라

이너 랙은 다수의 노치(406)들을 포함한다. 라이너 랙은 직립지지대 내의 개구부(427,428)와 결속되는 작은 탭(tab,

425,426)을 가진다. 노치에 더하여, 라이너 랙은 수직적으로 미끄러지는 가이드 튜브(407)를 위하여 지지표면(429,430)

을 또한 포함한다.

가이드 튜브는 형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원통이고, 중앙개구부(431)를 포함한다(도 36 내지 도 40). 가이드 튜브는 두개

의 패스너 개구부(433,434), 스프링(413)을 수용하기 위한 고리모양 그루브(435), 그리고 두개의 대향적으로 배치된 키이

(key, 436,437)를 포함하는 상부 단부부분(432)을 포함한다. 가이드 튜브의 상향 이동(travel)을 제한하기 위한 그루브

(439,440)와 같은 그루브들이 가이드 튜브의 바깥쪽 표면을 따라서 구성된다. 가이드튜브의 아랫부분(441)을 향하여, 두

개의 원주적으로 연장되는 슬롯(442,443)이 있다. 슬롯 각각은 약 45도의 원호(arc)에 대하여 연장된다. 아래에서 설명되

는 바와 같이, 잠금소재(410)는 노치(406)와 결속을 만들기 위하여 슬롯을 통하여 연장된다. 결속이 만들어질 때, 가이드

튜브(407)와 부착된 팔걸이(408)들은 지지대(400)에 대해 고정되어진다. 슬롯(442,443)은 또한 잠금소재가 45도의 원호

(arc)를 통하여 노치와의 결속을 벗어나서 회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가이드튜브가 지지개구부(403) 내에서

수직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을 허용하는 지지대로부터 가이드튜브가 해제되어진다. 이러한 방법에서, 팔걸이(armrest)는

수직하게 조절되어질 수 있다.

활성너트(412)는 가이드튜브(407)에 설치되어있다(도 33,34,36,38). 활성너트는 스프링 보유표면(445)과 키이슬롯(key

slot)들을 가지며 고리모양 플랜지(444)를 포함하고, 가이드튜브의 키이(key, 436,437)를 조절하기 위하여 하나의 키이슬

롯(446)은 도 10에서 도시되어진다. 활성너트는 레버(414)와 중앙의 나사모양 개구부(448)를 결속하기 위한 상부표면

(447)을 또한 포함한다. 나사모양 개구부는 로드가 회전하는 원인이 되는 로드(409)와 결속된다.

길게된 로드(49)는 가이드튜브 내에 설치되어진다(도 38,39,41). 로드는 단지 회전움직임만을 위하여 설치도어지고, 가이

드튜브에 관하여 수평적으로 미끄러지지 않는다. 로드의 상부 단부부분(411)은 활성너트의 내부 나사산과 결속되는 외부

나사산(449)이다. 로드의 낮은쪽 부분에서는 잠금소재(410)를 결속하기 위한 스냅맞춤 커넥터(450)가 있다. 잠금소재는

대향되어 연장되는 암(arm, 451,452)과 중앙개구부(453)를 가진다. 잠금소재의 중앙개구부는 로드의 스냅맞춤 커넥터를

수용하며, 변형되고 연결을 만들기 위한 위치로 뒤로 스냅된다.

스프링(413)은 가이드튜브(407)의 상부 단부부분(432)에서 고리모양 그루브(435) 내에 설치되어진다. 스프링의 상부 단

부는 고리모양 플랜지(444)의 표면(445)에 대하여 지지되어진다. 키이와 키이슬롯으로 인하여, 활성너트는 도 35에서 도

시된 바와 같이 선형방법으로 상승위치와 하향위치 사이를 움직인다. 활성너트가 하향위치로 움직이게 될 때, 스프링은 압

축되어지고 상승위치로 회복되려는 경향이 있는 활성너트에 대한 편향력(biasing force)을 형성한다.

도 42 내지 도 44와 관련하여, 팔걸이 베이스(415)는 더욱 상세하게 도시도어진다. 상기 팔걸이 베이스는 도 33과 도 48의

작동레버(operating lever, 414)의 터치패드(touch pad, 455)를 조절하기 위하여 연장된 단부부분에서 큰 달걀형 개구부

(454)를 가지는 일체형 소재이다. 팔걸이 베이스의 대향된 단부에서는 하부지지표면(456)과 덮개에 대한 회전을 위하여

수직지지표면(458)을 형성하는 아랫방향으로 돌출된 플랜지(457)를 포함하는 컵모양의 구조로 되어있다. 팔걸이 베이스

는 컵 상부표면(459)을 또한 포함한다. 상부표면(459)은 각각 곡선의 구성으로 된 두 세트의 리세스(recess, 460,461)를

포함한다. 이러한 리세스는 아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캡(416)을 가진 디텐트(detent)를 형성한다. 컵 하부는 중앙부분

(462)과 두개의 단부부분(463,464)을 가지는 개구부를 또한 포함한다. 단부부분들은 슬롯의 단부가 패스너에 기대게 될

때까지 베이스가 피벗하는 것을 허용하는 두개의 패스너(465,466)를 조절하는 곡선의 슬롯이다(도 4). 중앙부분(462)은

레버가 활성너트(412)의 상부표면(447)을 결속하는 것을 허용한다.

캡(416)은 패스너(465,466)를 수용하기 위한 두개의 측면 개구부(467,468)와 레버가 지나가기 위한 중앙개구부(469)를

포함한다(도 45 내지 도 47). 측면개구부들은 단부부분 슬롯(463,464)들과 일렬로 된다. 캡은 두 세트의 탄성적으로 설치

된 탭(470,471)을 또한 포함한다. 탭은 일련의 디텐트를 형성하기 위하여 팔걸이 베이스 상의 두 세트의 곡선의 리세스

(recess, 460,461)와 일렬로 되고 결속된다. 이러한 것은 단부부분 슬롯(463,464)의 원호(arc)와 각각의 개구부

(467,468)를 둘러싸는 매달린 쇼울더(shoulder, 472,473)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45도 원호(arc) 내에서 하나의 디텐트로

부터 다른 것으로의 팔걸이 베이스의 수평적인 움직임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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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걸이 베이스의 한쪽 단부에서의 달걀형 개구부(454)로부터 팔걸이 베이스의 다른 단부부분에서의 중앙개구부(462)로

연장되는 레버(414)는 팔걸이 베이스(415)에 설치되어있다. 도 48의 터치패드(455)는 레버의 연장된 단부에 있지만, 다른

단부에서는 활성너트(412)의 상부표면(447)과 접촉하게 하는 도 35와 도 48의 매달린 돌출부(474)가 있다. 레버는 피벗

지점(475)에 대하여 피벗되도록 설치되어지고, 터치패드(455)상의 상방향 힘은 돌출부(474)가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는 원

인이 된다. 레버돌출부의 아랫방향 움직임은 활성너트가 그 상승된 위치에서 하향위치로 움직이는 원인이 되고, 노치

(406)로부터 잠금소재(410)를 로드(rod, 409)가 회전하고 해제하는 원인이 된다.

도 49와 도 50과 관련하여, 잠금소재(410)의 피벗움직임은 명확하게 도시되어있다. 도 49에서, 팔걸이는 노치(406)와 결

속된 잠금소재로써 잠궈진다. 레버가 활성이 되어질 때, 잠금소재는 도 50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노치와의 결속에서 벗

어나서 피벗되어진다.

팔걸이 조립체는 구조적으로 간단하게 되고 형성과 조립하기에 쉽고 사용하기에 용이한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작동에 있

어서 팔걸이, 가이드튜브 그리고 직립한 지지대와 노치된 라이너 랙(liner rack)에 연결된 덮개의 상대적인 수직위치는 의

자의 시트에 대한 팔걸이의 높이를 결정한다. 팔걸이는 한쌍의 노치와 결속하는 잠금소재에 의해써 일반적으로 잠궈진다.

레버 터치패드를 누르는 것은 돌출부단부가 활성너트의 상부표면 상에서 아래로 되는 것의 원인이 된다. 너트는 회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나사산 모양으로 결속된 로드가 회전하는 원인이 되면서 눌러진다. 로드의 회전은 잠금소재가 한쌍의 노치와

의 결속으로부터 벗어나서 45도로 회전하는 원인이 된다. 이때 팔걸이는 수동적으로 상향 또는 하향으로 조절되어질 수 있

다. 레버 상에 힘(force)이 해제되어진다면, 가이드튜브에 설치된 스프링은 활성너트가 상승된 위치로 회복하는 원인이 된

다. 이러한 활성너트의 선형움직임은 잠금소재가 새로운 한쌍의 노치들과 결속하는 원인이 되는 로드와 잠금소재의 반대

방향 회전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것이 발생할 때, 팔걸이는 새로운 위치내에서 잠궈진다.

수평방향으로 팔걸이를 조절하는 것은 약 45도의 원호(arc)내에서 바깥쪽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피벗되게 하는 팔걸이의

움직임만을 필요로 한다. 캡의 탄성적으로 설치된 탭은 한쌍의 리세스로부터 팔걸이 베이스의 다른 쌍으로 움직인다. 이러

한 디텐트 메커니즘은 팔걸이가 6개의 분리된 위치 사이에서 피벗되는 것을 허용한다. 팔걸이 상의 힘이 한쌍의 리세스와

의 결합으로부터 탄성탭을 움직이는데 충분할 때 움직임이 발생한다.

기술된 것은 수직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도 조절가능한 간단한 구조와 신뢰할만한 팔걸이조립체이다. 이러한 조절은 상

기 팔걸이조립체의 간단한 조작부분을 통하여 용이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첨부도면 도 51,52,53과 관련하여, 본 발명의 수많은 원리에 따라 제작된 다른 인체공학적 의자는 전면 사시도에서 도시되

어지고, 도면부호 (610)에 의해 일반적으로 표기되어진다. 의자(610)는 그 주된 구성요소로서 시트(612)와 등받이(614)

를 포함한다. 상부패드(618)를 가지는 적절한 암(arm, 616)이 제공되어질 수 있다. 종래의 방법에서, 의자(610)는 캐스터

(caster, 622) 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스파이더 베이스(base, 620) 상에서 지지되어질 수 있다.

도 54 내지 도 60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의자(610)는 시트(612)와 등받이(614)의 동시움직임을 가지도록 제작되어진

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한 쌍의 주된 시트 및 등받이를 지지하는 지지부재(624)들은 가스실린더(628)의 상부단부를 마

찰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허브(626)를 가지는 중앙지지모듈인 프레임(625)에 강성적으로 부착되어진다. 가스실린더(628)

는 독일의 Stablis GmbH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단 형식(two-stage type)으로 되는 것이 선호된다. 이러한 가스실린더

(628)는 당해분야에서 공지된 방법으로 의자(610)의 높이와 조절성(adjustability)을 위하여 가스실린더(628)를 작동하는

수동적으로 피벗가능한 레버(630)에 의해 작동가능하다. 의자 팔걸이(616)는 지지부재(624)에 강성적으로 연결되어진다.

시트팬(632)은 그 전단부에서 지지부재(624)의 전방단부로 피벗가능하게 연결되어진다. 등받이 조립체(634)는 또한 지지

부재(624)의 상부후면부에 피벗가능하게 연결되어진다. 선호적인 실시예에서 의자의 등받이(614)는 캐리어(638)에 의해

그 둘레부 주위에서 지지되어지는 직물망(636) 구조로 된다. 조절가능한 허리부재(640)는 캐리어(638)에 미끄러지게 연

결되고 등받이 조립체(634)에 대해 지지한다.

등받이(614)가 기대지는 동안, 의자(610)의 시트(612)와 등받이(614)의 상대적인 위치는 도 62 내지 도 65의 측면도에서

도시되어진다. 이러한 도면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의자 시트팬(632)은 피벗지점 P12에서 하나만이 도시되어진 지지부

재(624)에 피벗가능하게 연결되어지고, 후면 피벗지점 P32에서 단지 하나만이 도시된 한 쌍의 연결부재(642)에 피벗가능

하게 연결되어진다. 차례대로 각각의 연결부재(642)는 지점 P34에서 등받이 조립체(634)의 전방 연장부(extension)에 피

벗가능하게 연결되어진다. 등받이 조립체(634)는 지점 P14에서 두개의 지지부재(624)로 또한 피벗가능하게 연결되어진

다. 도 63의 치수적인 개략도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의자의 등받이(614)가 완전히 수직한 위치에 있을 때, 하나의 선호

적인 형태에 있는 시트팬(632)은 후면으로 기울어지고 수평으로부터 약 15.7도의 각도를 형성하나, 이러한 각도는 약 10

도 내지 20도의 범위에 있을 수 있다. 피벗지점 P12와 P32 사이의 거리는 약 12.889 인치이고, 연결재(642)의 피벗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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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와 P34 사이의 거리는 대략 2.01 인치이지만, 이러한 거리들은 각각 약 10 내지 15인치, 그리고 약 1.5 내지 2.5 인치

의 범위에 있을 수 있다. 나아가, 피벗지점 P14와 P34 사이의 거리는 대략 4.71 인치에 있지만, 피벗지점 P12와 P14 사이

의 거리는 약 12 내지 17 인치 사이의 범위에 있을 수 있다. 도 62 내지 도 65에서 도시된 3단 등받이 경사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등받이(614)가 후방으로 기대지게 되면서, 연결부재(642)는 시트팬(632)의 후면이 전면에 대하여 상승하는 원

인이 되도록 반시계 회전방향으로 움직인다. 도 66에서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등받이(614)의 완전히 기대진 위치

에서, 시트팬은 수평에서 15.7도(도 63)로부터 8.7도로 기울임 각도를 선호적으로 감소하지만, 앞선 기술된 모든 피벗지

점들 사이의 거리들은 일정하게 남아있다. 감소된 기울임 각도는 약 6도 내지 10도 의 범위에 있을 수 있다. 시트팬(632)

과 등받이(614)의 이러한 동시움직임은 사용자가 다양한 작업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피로감을 회피하는데 도움이 되면서,

예외적이게 편안한 의자(610) 사용자의 기댐 움직임을 제공한다.

도 67과 도 68에서는 등받이가가 기대짐에 따라 시트의 후면이 상승하는 것을 허용하는 네 개의 바아 메커니즘을 채택한

시트 및 등받이의 동시 기울임 특징(synchronous seat and back tilt feature)에 대한 개략도를 도시하고 있다. 이러한 메

커니즘은 사용자가 시트(seat) 상에 발휘하는 후력(back force) 또는/및 자기무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창작되어진

다. 이러한 기능은 사용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셔츠 끌어당김(shirt pull)”을 회피하고 사용자의 엉덩이의 피벗축과 매우

인접하게 일치하는 회전지점 C에 대하여 의자(610)의 기대짐을 허용한다. 시트의 후면이 등받이가 기대지는 동안 상승하

기 때문에, 과도한 압력은 사용자의 넓적다리에서 완화되고, 또한 상대적으로 일정한 게이즈 각도(gaze angle)는 기대지

는 동안 유지되어진다. 이러한 것은 사용자의 다리에서 적절한 혈액흐름(fluid circulation)을 제공하고 부어오르는(swell)

것을 회피한다. 전술한 장점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자(610)는 네 개의 기본부재와 네 개의 회전적으로 자유 피벗들을 포함

한다. 기본부재들은 바닥지지부재(floor supported member, 660), 시트받침대(seat rest), 연결부재(linking member,

664) 그리고 등받침대(backrest, 666)를 포함한다. 상기 바닥지지부재(660)는 단부에서 종결되고 시트받침대(662)가 그

전방단부에서 피벗가능하게 연결되어지는 피벗지점 P12를 한정하는 위쪽으로 방향화된 부분(668)을 가진다. 바닥지지부

재(660)는 또한 단부에서 종결되고 등받침대(666)가 피벗가능하게 연결되어지는 피벗지점 P14를 한정하는 위쪽으로 방

향화된 부분(670)을 가진다. 등받침대(666)의 아래쪽 부분(672)은 지점 P34에서 연결부재(664)에 피벗가능하게 연결되

어지고, 시트받침대(662)의 아래로 연장되는 부분(674)은 지점 P32에서 연결부재(664)의 다른 단부에 피벗가능하게 연결

되어진다.

의자(610)의 운동학은 도 68에서 도시되어진다. 힘 F가 등받침대(666)에 제공되어짐으로써, 등받이 경사각 β의 변화는 각

각 상부 및 하부 등받이 피벗 P14와 P34에 의해서 연결부재(664)로 움직임을 전달한다. 연결부재(664)에서 세팅된 움직

임의 결과로서, 후면 시트피벗 P32는 복합 회전 및 이동움직임 내의 피벗 P34와 조정되게 움직인다. 시트받침대(662)가

피벗 P12에 대해 회전함으로써, 들림(lift) ΔV2는 시트받침대(662)의 후면부분에서 ΔV2-ΔV1의 양으로 전면가장자리

ΔV1에 대한 원인이 되고, 따라서 시트받침대 각도 α를 도입하게 된다. 의자에 앉게되는 사용자는 들림(lift)의 결과로서 무

게감소효과를 느낄 수 있다. 명백한 무게감소는 가벼움으로서 느껴지게 되고, 편안함 느낌을 주게 된다.

도 6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의자(610)가 사용되지 않을 때 등받이(614)가 완전히 수직한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자

연결메커니즘을 보조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장스프링(extension spring, 680)은 피벗샤프트(682)와 시트팬

(632)의 후면가장자리 부분(684)의 사이에 연결되어질 수 있다. 피벗샤프트는 피벗지점 P34를 실질적으로 한정하고, 인

장스프링(680)에 의해 등받이 조립체(634) 상에 발휘되어지는 회복력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따라 제작된 의자(10,610)들은 구성요소들의 동시적인 움직임 연결구조의 덕분에 사용자의 편안함에 있어서 상

당한 장점을 제공하고, 특히 장기간의 시간동안 사용되어질 때 상당한 장점이 있다. 의자들은 또한 제작하고 조립하는데

비용에 있어서도 효과적이다.

본 발명은 선호적인 실시예와 관련되어 기술되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당업자에게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에서 벗어

남이 없이 많은 변경과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 내에 있는 이러한 모든 변화와 수

정을 포함하기 위하여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의도되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제작되고 개선된 모듈구성요소 전부를 포함한 인체공학적 의자를 좌측전면에서 도시하는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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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분해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중앙지지 모듈을 더욱 상세하게 도시하는 분해사시도

도 4a는 도 1의 조립된 의자를 도시하는 좌측면도

도 4b는 도 1의 조립된 의자를 도시하는 우측면도

도 5는 정면도

도 6은 배면도

도 7은 평면도

도 7a는 쿠션조립체가 제거된 의자시트(chair seat)를 도시하는 부분 평면도

도 8은 도 1의 조립된 의자를 도시하는 저면도

도 9는 의자베이스(chair base)가 제거된 저면도

도 10은 완전히 수직한 위치에 있는 의자를 도시하는 부분 좌측면도

도 10a는 완전히 수직한 위치에서 의자등받이를 가진 의자 구성요소들 사이의 선호적인 치수적 관계를 도시하는 측면개략

도

도 11은 부분적으로 기대진 위치에 있는 의자를 도시하는 부분 좌측면도

도 12는 완전히 기대진 위치에 있는 의자를 도시하는 부분 좌측면도

도 12a는 의자등받이가 완전히 기대진 위치에 있을 때 의자 구성요소들 사이의 선호적인 치수적 관계를 도시하는 측면 개

략도

도 13은 의자의 연결배열(linkage arrangement)을 도시하는 측면개략도

도 14는 의자의 운동학(kinematics)을 도시하는 측면 개략도

도 15는 본 발명의 선호적인 의자등받이 조립체를 도시하는 사시도

도 16a는 본 발명의 선호적인 의자등받이 조립체를 도시하는 분해사시도

도 16b는 등받침대(backrest)가 없는 등받이 프레임의 조립된 모습을 도시하는 사시도

도 17은 조절가능한 허리지지대의 선호적인 형상의 조절가능성을 도시하는 의자등받이 조립체의 사시도

도 18은 도 15의 선 18-18을 따라 실질적으로 취해진 단면도

도 19는 도 18의 원형부분을 도시하는 확대도

도 20은 도 15의 선 20-20을 따라 실질적으로 취해진 메쉬캐리어(mesh carrier)의 허리부재의 관계를 도시하는 부분 단

면도

도 21a는 본 발명의 사용을 위한 메쉬배열의 한 형태를 도시하는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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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b는 본 발명의 사용을 위한 메쉬배열의 제 2 선호적인 실시예를 도시하는 확대 정면도

도 21c는 도 21b의 메쉬를 도시하는 확대 배면도

도 22는 캐리어(carrier)에 메쉬조립체의 한 형태를 도시하는 확대된 분해도

도 23은 캐리어에 메쉬를 결속하는 접착성 부착방법을 도시하는 도 22와 유사하게 도시된 모습

도 24는 등받이 프레임의 상부에 설치된 캐리어를 도시하는 확대된 부분 단면도

도 25는 등받이 프레임의 하부에 설치된 캐리어를 도시하는 확대된 부분 단면도

도 26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베이스(base), 암(arm) 그리고 시트가 제거된 경사제한 메커니즘의 일부 상세를 도시하는

확대된 부분 저면도

도 26a는 더욱 명확하게 링크(link)와 경사제한 메커니즘의 상세를 도시하는, 도 26의 선 26a-26a에 따라 취해진 단면도

도 27은 경사제한 메커니즘(tilt limit mechanism)을 더욱 상세하게 도시하는 저면 확대사시도

도 28은 경사제한 메커니즘의 스톱 플레이트(stop plate)를 도시하는 확대사시도

도 29는 시트 플레이트(seat plate)를 도시하는 상부 사시도

도 30은 도 29의 선 30-30에 따라 취해진 시트 플레이트의 단면도

도 31a는 조립 시트플레이트와 시트 팬(seat pan)으로 위쪽으로 올려보는 분해사시도

도 31b는 조립 시트 팬과 시트플레이트로 아래로 내려보는 분해 사시도

도 32는 본 발명의 선호적인 시트쿠션 조립체를 도시하는 분해사시도

도 33은 본 발명의 사용을 위하여 암 조립체의 선호적인 형태를 도시하는 정면도

도 34는 도 33의 선 34-34를 따라 취해진 선호적인 암 조립체의 단면도

도 35는 도 34의 점선원형 부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팔걸이(armrest)가 잠금위치에 있는 암 조립체의 부분에 대한 확대

단면도

도 36은 가이드 튜브(guide tube)의 정면도(elevation view)

도 37은 도 36의 선 37-37을 따라 취해진 평면 단면도

도 38은 도 36의 선 38-38을 따라 취해진 정면 단면도

도 39는 도 36의 선 39-39를 따라 취해진 평면 단면도

도 40은 가이드 튜브의 상부와 액티베이터 너트(activator nut)를 도시하는 확대 분해 투상도(isometric view)

도 41은 로드(rod)의 확대된 정면도

도 42는 팔걸이 베이스의 아래로 내려보는 투상도

도 43은 팔걸이 베이스의 위로 쳐다보는 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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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4는 도 42의 선 44-44를 따라 취해진 정면 단면도

도 45는 캡의 상부 평면도

도 46은 캡의 정면도

도 47은 캡의 하부 평면도

도 48은 레버(lever)의 확대된 투상도

도 49는 팔걸이가 잠금위치에 있는 것을 보여주며 도 33의 선 49-49를 따라 취해진 평면 단면도

도 50은 팔걸이가 비-잠금위치에 있는 것을 도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 49와 유사하게 도시된 모습

도 51은 본 발명의 원리와 개선된 모듈 구성요소의 전부를 포함하여 제작된 다른 인체공학적 의자를 좌측 전면에서 도시하

는 사시도

도 52는 도 51에서 도시된 의자를 우측전면에서 도시하는 사시도

도 53은 도 51에서 도시된 의자를 도시하는 확대사시도

도 54는 도 51에서 도시된 의자의 우측면도

도 55는 도 51에서 도시된 의자의 좌측면도

도 56은 도 51에서 도시된 의자의 정면도

도 57은 도 51에서 도시된 의자의 배면도

도 58은 도 51에서 도시된 의자의 평면도

도 59는 도 51에서 도시된 의자의 저면도

도 60은 의자 베이스가 제거되고 도 59와 같이 도시된 저면도

도 61은 쿠션이 제거되고 도 51에서 도시된 의자의 시트를 도시하는 부분 평면도

도 62는 완전히 수직한 위치에 있고 도 51에서 도시된 의자를 도시하는 부분 좌측면도

도 63은 완전히 수직한 위치에 있는 의자 등받이를 가진 의자 구성요소들 사이의 선호적인 치수적 관계를 도시하며 도 51

에서 도시된 의자의 측면 개략도

도 64는 부분적으로 기대진 위치에 있으며 도 51에서 도시된 의자의 부분 좌측면도

도 65는 완전히 기대진 위치에 있으며 도 51에서 도시된 의자의 부분 좌측면도

도 66은 의자등받이가 완전히 기대진 위치에 있을 때 의자 구성요소들 사이의 선호적인 치수적 관계를 보여주는 도 51에

서 도시된 의자의 측면 개략도

도 67은 의자의 연결배열(linkage arrangement)을 보여주는 도 51에서 도시된 의자의 측면 개략도

도 68은 의자의 운동학(kinematics)을 보여주는 도 51에서 도시된 의자의 측면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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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의자 20 : 등받이(back)

30 : 시트 40 : 팔걸이 조립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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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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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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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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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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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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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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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a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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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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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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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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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b

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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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도면19

도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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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1a

도면21b

도면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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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2

도면23

도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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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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