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공고문
계약명

접착식 원터치 습식 화재대피마스크

관련 지식재산
권

1.접착식 원터치 습식 화재 대피 마스크(특허10-2019-0044633)

관련 연구과제
명
추정 기술료*

기술의 개요 및
특징

▶ 통상 :
정액기술료 20,000,000원(VAT별도)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2.00%(VAT별도)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 시 분진, 먼지, 유독 가스 등의 인체에 유해한 요소들이 많이 발생되고, 호흡기를 통
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화재 대피 시 마스크의 사용이 필요하다.
종래의 마스크는 귀걸이 끈 또는 머리 등에 고정하는 고정 끈이 구비되고, 사용자는 이러한 끈의 길이를 조
절하여 마스크가 안면 부위에 밀착되도록 착용해야 했다.
하지만, 화재 대피 중인 사용자가 일일이 끈 길이를 조절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마
스크의 착용 중에 양손이 자유롭지 못하여 화재 대피 중 발생 가능한 각종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에 어
려움이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화재 대피용 마스크의 경우 쉽게 포장 보관이 가능한 건식 마스크 형태로 제공되어 있었
기에, 화재 중 발생되는 분진, 먼지, 유독 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본 발명과 관련된 종래의 선행기술로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14-0126888호(2014.11.06, 공개
일)가 있으며, 상기 선행문헌에는 안면 접착기능을 갖는 밀폐 마스크에 관하여 개시되어 있다.
다만, 종래의 마스크의 경우, 귀걸이 끈 등을 이용하지 않는 대신에 접착물질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부착시
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 건식 마스크로서 분진, 먼지, 유독 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단
점이 있었다.

기술이전범위
활용분야

본 발명에 의하면, 화재 시 얼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대피 골든 타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건식 마스크와 습식 마스크의 장점을 모두 구비한 접
착식 화재대피 마스크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는 마스크를 꺼낸 후 마스크를 양쪽으로 당겨주기
만 하면 내장된 워터 팩이 터져 습식 마스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로써, 사용자는 마스크의 워터패
킹부를 터트린 후 마스크를 안면에 접착시킴으로써 대피 중에 양손이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
고 발광 테두리가 적용하여 대피 중에 사용자의 위치를 외부에 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배기구
가 추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로써 원활한 호흡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기술실시기업
선정
평가 항목**

▶
▶
▶
▶

경영현황(자기자본 이익률, 배추율, 해당분야 수주실적)
기술현황(기술개발 투자실적,기술력 및 기술자 보유 수준)
장비현황(해당분야 보유 장비 등)
제시 기술료 수준 등

*상기의 기술료 조건은 추정가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제시한 평가 항목 외 필요에 따라 일부 항목이 추가될 수 있으며, 기술이전신청서 외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할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