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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등받이가 내장된 상의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등받이가 내장된 상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등받이를 포함하고 있는 상의의 사시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상의를 입고 땅바닥에 앉아있는 사람의 사시도.

제3도는 제1도의 선 3-3을 따라 절단한 부분단면도.

제4도는  상의의  안주머니를  도시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절단된  부위를  가지고  있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제5도는 늘여진 끈과 함께 제4도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제6도는 제5도의 선 6-6을 따라 절단한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상의                                      12 : 등주머니(back-pocket)

14 : 개구부                                   18 : 지지패드

20 : 하부등판                                22, 24 : 끈

26 : 버클(buckle)                           28 : 무릎패드

30 : 배면주머니                             100 : 상의 

114 : 등주머니                               118 : 지지패드

120 : 등판                                      122, 124 : 연장끈

126 : 버클                                     130, 132 : 하단고정끈

134, 136 : 상단고정끈                    140 : 외부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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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덮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등받이장치에  관한  것으로,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상의와  결합하여  사람의  등허리부분을 
지지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많은  옥외  활동중에서,  사람들은  땅위나  마루바닥,  등받이  없는 
의자나  벤취  또는  그와  비슷한  유형의  견고한  등받이가  없는  평탄한  표면에  똑바로  앉아  있어야 한
다.

예를들면, 운종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장시간 등받이 없는 벤취에 앉아 있곤 한다.

또한  사냥꾼이나  기타  야외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냥할때나  식사할때,  불옆에  앉아  있을때, 또
는 기타 여러가지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등받이 없는 곳에 앉아 있어어야만 하곤 한다.  많은 사람들
이  이와같은  자세는  요추부분에  지지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와같은 불
편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지난뒤, 사람들에게 나쁜 자세나 허리를 약하게 만들곤 하였다.

1986년  10월  10일  출원한  본  출원인의  동시  출원중인  특허출원서,  미국특허  일련번호  06/917,  497, 
"등받이(back  support)"에서  본  출원인은  착용자의  요추부위에  연결시킨  신축성  있는  패드장치로 형
성되어  있고,  앉아  있는  자세일때  착용자의  등쪽에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착용자의  무릎주위에 동여
지는 지지장치의 끝단에 부착된 끈을 보유하고 있는 등받이를 공지한 바 있다.

본  발명은  착용자의  요추에  맞물리게  부착되도록  일체로  형성된  등받이부재(back  support  member)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지지부의  끝단으로부터  수직으로  연장되어  있고,  착용자가  땅바닥이나 벤취
와  같은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있을때  착용자의  무릎위에  동여지게  되는  한쌍의  끈을  포함하고 
있는 상의에 대한 것이다.

각  끈은  조절할  수  있는  버클(buckle)로  고정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몸크기에  따라  끈의  길이를 조절
하여  고정시킬  수  있다.  끈은  사용자의  무릎을  덮어주는  무릎패드를  포함하고  있어서,  등받이를 착
용할때 무릎이 편안하도록 해준다.

본  발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견고한  등받이  없이도  오래시간  동안  안락하게  똑바로  앉아  있을  수 있
게하는 상의 (upper torso engaging garment)와 일체로 형성된 등받이장치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본  발명의  특별한  목적은  사람이  땅바닥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자세나  무릎을  꼬지  않고 무릎
을  세우고  앉아  있는  자세  그리고  등받이가  없는  의자,  벤취  또는  유사한  지지대에  앉아  있는 자세
인  상태로  옥외활동을  하는  동안  착용하는  일체로  된  등허리  지지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의를 제공하
려는 데에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다양한  크기의  사람에게  맞도록  조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앉은 위치에서
도 조절할 수 있는 신축성 있는 등받이를 포함하고 있는 상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제1도,  제2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상의와  일체로  형성된  등받이를  도시한  것이다.  상의(10)는 소매
없는  조끼로  도시되어  있으나  어떠한  형태의  상의라도  본  발명의  영역내에  포함되어  이용될  수 있다
면  적당하다.  도시된  바와같이,  상의(10)는  적절한  개구부(14)와  일시적인  주머니구조(16)를 보유하
는 일체로 형성된 등주머니(12)를 포함하고 있다.

실시예에  있어서,  안락함을  주기위해  두꺼운  쿠션을  포함하고  있는  지지패드(18)는  상의의 하단등판
(20)에 형성되어 있는 포켓(12)안에 영구적으로 꿰매어져 있다.

한쌍의  연장된  끈(22),  (24)은  지지패드(18)에  일체로  부착되어  있으며,  등판(20)의  측면으로부터 
늘어뜨려져서  도시된  바와같이  한쌍의  루우프를  형성해  준다.  각  끈(22),  (24)은  조절할  수  있고 끈
을  적절한  곳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있게  해주는  버클(26)을  포함하고  있다.  각  끈(22),  (24)은 적
절한  지지장치를  이용하여  각  끈(22),  (24)의  길이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놓여지는  무릎패드(28)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끈이  상의에  사용되지  않을때에  끈을  지지해  주는  배면주머니(30)를  설치하면  더욱  좋다. 끈
(22),  (24)은  끈을  사용할때  끈에  작용하는  신체의  힘을  견디기에  충분한  잘  휘어지는  비신축성  천 
또는 약간 신축성이 있는 천으로 만들어진다.

제2도를  참조하면  사용자가  일체로  형성된  지지패드(18)와  끈(22),  (24)을  포함하고  있는  본  발명의 
상의(10)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도시한 것이다.

사용시, 끈은 각 착용자에 맞도록 조절하여 도시된 바와같이 앉은 자세로 착용자의 무릎에 
동여맨다.  끈은  착용자의  등쪽  요추부분에  대하여  지지패드(18)를  끌어당겨  적당한  지지를  해주도록 
한다.  무릎패드(28)는  착용자의  무릎에  위치하게  한다.  사용하지  않을때에  끈은  간단하게  접어서 배
면주머니(30)에 넣어 둠으로써 상의를 정상의 방법으로 입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제4도,  제5도,  제6도는  상의(100)에  소매가  달려있는  본  발명의  두번째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한 것
이다.  일체로  형성된  지지패드(118)는  상의(100)내에  있는  등주머니(114)안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지지패드(118)는  상의(100)의  등판(120)위에  직접  꿰매어진  두꺼운  천이나  캔버스(canvas)로 형성되
며  착용자의  하단의  요추부분에  인접된  지점으로부터  착용자의  척추  중간지점에  인접한 제2지점쪽으
로 늘여진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한쌍의  연장끈(122),  (124)은  상의(100)위의  등판에  적절하게  부착된다. 끈
(122),  (124)은  조절할  수  있고  끈을  적당한  지점까지  늘이거나  줄일  수  있게  해주는  버클(12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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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다.

끈(100)는  직접  끈(122),  (124)에  인접하게  위치한  한쌍의  상단고정끈(130),  (132)과  상의(100)의 
착용자등의  대략  척추  중간지점에  위치한  지지패드(118)의  상단부에  인접하여  위치한  한쌍의  상단 
고정끈(134), (136)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배열로  인하여  사용자는  끈(122),  (124)을  하단고정끈(130),  (132)에  고정시킴으로써  상기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착용자의  무릎위에  루우프가  형성되게  해준다.  이것은  지지패드(118)를 사용
자의 등의 요추부분으로 당겨줌으로써 적절하게 지지해 주도록 한다.

사용자는  또한  선택적으로  끈(122),  (124)을  지지대가  설치되는  착용자의  등쪽  척추부분에  대하여 
지지패드(118)의 상단부를 끌어주는 상단고정끈(134), (136)에 고정시켜도 된다.

지지패드(118)의  상단부와  상단고정끈(134),  (136)은  지지표면에  대하여  착용자가  판단한  위치에 따
라  특히  유용하다.  예를들면,  무릎을  공기중에서  윗쪽으로  올린채  평탄한  땅바닥에  앉아  있는 착용
자의 경우, 상단지지부는 사용자에게 지지감과 안락함을 제공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상의(100)는  다양한  끈과  고정끈을  사용하지  않을때  넣어  보관할  수  있게  부착된  한쌍의 덮개(142)
를 보유하고 있는 외주머니(14)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한  실시예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첨부된  청구범위의  영역내에서  본  발명을  여러가지로 변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앉아  있는  위치에서  사용자의  등쪽부분을  지지하기  위하여  일체로  된  지지장치를  보유하며, 사용자
의  팔을  끼우기  위한  개구부와  배면판,  정면판을  포함하는  상의(10)는,  상기한  사용자의  등폭과 실
제  같은  길이를  갖는  이중단으로  되어  있는  신축성  있는  직사각형의  등받이부재(18)와,  상기한 상의
(10)의  상기한  등판과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상기한  등받이부재(18)와,  상기한  등받이부재(18)에 인
접하는  상기한  등판의  끝단에  부착,  연장되어  있는  끈(22),  (24)과,  루우프모양으로  형성되어져서, 
상기한  사용자가  앉아  있는  자세일때  상기한  사용자의  무릎위에  동여맬  수  있을만한  길이로  되어 있
는  상기한  끈(22),  (24)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기한  끈(22),  (24)의  상기한  사용자의  무릎의  힘이 
상기한  사용자의  등을  지지하고  오랜시간  동안  똑바로  안락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게  상기한  사용자의 
등쪽으로 상기한 등받이부재(18)을 끌어당겨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받이가 내장된 상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등받이부재(18)는 쿠션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받이가 내장된 상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한  등판은  등주머니(12)를  포함하고  있으며  쿠션패드는  상기한 등주머니(12)안
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받이가 내장된 상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끈(22),  (24)위에  경사지게  위치해  있는  무릎패드(28)를  포함하며  상기한 
무릎패드(28)는  상기한  끈(22),  (24)이  상기한  사용자의  무릎에  동여매질때  상기한  사용자의  무릎을 
덮을만한 크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받이가 내장된 상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끈에  부착된  조절가능한  버클(26)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용시 
상기한  끈의  길이를  개별의  사용자에  맞게  조절하게  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받이가  내장된 상
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각각의  연결부와  고정끈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한  연결부와  상기한 고정끈
은 상기한 등받이부재(118)에 인접하게 위치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받이가 내장된 상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등받이부재(118)는  착용자의  척추  중간부분에  인접한  지점의  상부의 제1부
분으로부터  착용자의  하단  요추지점에  인접한  지점의  하부  제2부분쪽으로  연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등받이가 내장된 상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한  사용자의  척추  중간지점에  인접한  상기한  등판(120)위에  있는 하단고정끈
(130),  (132)  윗쪽에  위치한  상단고정끈(13),  (136)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받이가 
내장된 상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한  상단고정끈(134),  (136)은  상기한  등받이부재(118)위의  상기한  상부 제1부
분에 인접하여 위치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받이가 내장된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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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때  상기한  끈을  보관하여  유지하기  위한  상기한  등판(120)위에 형성
된 외부주머니(140)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받이가 내장된 상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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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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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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