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실용신안 20-0304058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실용신안공보(Y1)

(51) 。Int. Cl. 7

A45D 8/36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3년02월14일
20-0304058
2003년01월30일

(21) 출원번호 20-2002-0025442     
(22) 출원일자 2002년08월26일     

(73) 실용신안권자 김창욱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30-36

(72) 고안자 김창욱
서울시강남구역삼동704-23203호

심사관 : 황원택

기술평가청구 : 없음

(54) 동물 귀 머리띠

요약

본 고안은 곰 귀 모양의 둥근 귀나 토끼 귀 모양의 긴 타원형의 귀 모양이 부착된 머리띠에 관한 것으로서, 좀더 상세하
게는 입체적인 둥근 귀나 긴 타원형의 귀 형상을 부착하여 이루어지는 장식 머리띠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에 따르면, 소재에 따라 다양한 입체적인 둥근 귀(1)(6(A,B))와 긴 타원형의 귀(12) 형상을 기존 머리띠(4)
(10(13))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그 자체가 다양한 종류의 동물 귀 장식 머리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용하고 효과적인 고안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머리띠, 곰, 토끼, 동물, 장식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 본 고안의 부분단면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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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 (가) (나)는 본 고안의 중요부분 단면도

도 3 - 본 고안의 응용 사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6(A,B) : 둥근 귀 장식 3 : 구멍

4, 10, 13 : 머리띠 2, 5(가,나), 7, 11 : 스프링 골격

8, 9 : 점착부 12 : 긴 타원형의 귀 장식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곰 귀 모양의 둥근 귀가 부착된 머리띠에 관한 것으로서,

좀더 상세하게는 입체적인 둥근 귀 형상을 부착하여 이루어지는 장식 머리띠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종이나 다른 일반적인 천으로 간단하게 둥근 귀 모양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입체감이 없는 너무 흔한 일반적인 
것이어서 시각적으로 색다른 장식 미를 표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입체적인 둥근 귀의 형태 유지를 위해 솜이나 스폰지를 이용하여 속 안을 채운 구조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탄력성
이 없어 형태 유지에 일시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체적인 둥근 귀 형상(1)(6(A,B))으로 중심과 위치(2)(3)를 잡고 
탄성을 갖는 머리띠(4)(10)에 유착하여 이루어지는 점착부(9)와 상기 점착부 내측에 형성되는 머리띠 구멍(3)에 스
프링 골격(2)(5(가,나))(7)을 접착 고정(7)(8)하여 둥근 귀(1)(6(A,B))형태를 탄력 있게 유지되게 이루어지는 것
임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고안은 소재에 따라 다양한 입체적인 둥근 귀(1)(6(A,B))를 기존 머리띠(4)(10)에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제작이 손쉬워 대량 제작이 가능하여 특히 그 자체가 다양한 종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으로 유용하고 효과적인 고안이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본 고안에 따르면, 기존의 일반 머리띠에 입체적인 둥근 귀 장식을 결합한 귀여운 장식 머리띠가 제공된다.

이하,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에 의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둥근 곰 귀 형상을 장착한 머리띠를 도시한 것으로,

기존의 일반 머리띠(4)(10)에 결합되는 여러 형태의 입체적인 둥근 곰 귀(1)(6(A,B))장식을 도 2의 5(가,나)에 도
시한 바와 같이, 같은 재질로 이어진 스프링(가)과 스프링 내경에 맞는 철사를 결합한(나) 골격 중 선택하여 입체적인 
둥근 곰 귀(1)(6(A,B))를 부착 할 수 있으며, 스프링 골격은 입체적인 둥근 곰 귀(1)(6(A,B)) 장식의 소재에 따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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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사용되는 스프링 골격5(가)(나)는 녹이 나지 않고 강도와 탄성이 좋은 스텐레스 소재가 적합하다.

둥근 곰 귀(1)(6(A,B)) 장식은 도 1에 도시한 귀의 안쪽이 도출 된(A)와 귀의 안쪽이 들어간(B)의 여러 형상을 부드
러운 털 소재에서 프라스틱류로 표현이 가능하며, 상기 둥근 귀(1)(6(A,B))장식은 안쪽이 비어 있어 형광이나 점멸성 
소재의 사용에도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모든 머리띠의 둥근 귀(1)(6(A,B))장식 표현에 적용할 수 있다.

    고안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고안에 의하면, 머리띠에 둥근 귀 형상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소재에 따라 다양하고 입체적
인 둥근 귀(1)(6(A,B))장식을 기존 머리띠에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제작이 손쉬워 대량 제작이 가능하여 특히 
그 자체가 다양한 종류의 둥근 귀 장식 머리띠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도 3에 도시한 토끼 귀와 같이 긴 타원형의 귀 
모양(12)에 적용하기 위해서 스프링 골격(11)의 길이를 조절하고, 모양의 변화를 위해 휘어지게 할 수도 있으며, 도 
2의 스프링(가-1)(나-1)의 길이와 탄성을 조절하여 탄력성을 갖게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양쪽에 대칭 되는 구멍(3)에 입체적인 곰 귀 모양의 둥근 귀(1)(6(A,B))장식이나 토끼 귀 모양의 긴 타원형의 장식(
12)을 스프링 골격(2)(11)을 접착 고정(7)(8)(11)되어진 머리띠(4)(10)(13)에 있어서, 상기 머리띠에 입체적인 
둥근 귀(1)(6(A,B))나 긴 타원형의 귀(12) 장식 형태가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 머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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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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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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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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