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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어깨나 머리는 물론, 허리나 등에 해서도 적절한 마사지를 용이하게 행할 수 있는 마사지기에 관한 것
으로서, 마사지 기구를 내장하여 인체환부에 자극을 주는 치료부(10)를 구비한 헤드부(1)와, 이 헤드부
(1)로부터 좌우로 각각 연장된 한 쌍의 원호상(圓弧狀) 하우징(2)과, 각 하우징에 부설(付設)되어 좌우방
향으로 신장이 자유로워서, 각각 치료면 방향으로 굽힐 수 있는 아암(4,4)과, 상기 각 아암(4,4) 선단에 
설치된  그립부(3,3)로  이루어지고,  좌우  그립부(3,3)와  헤드부(1)  사이가  좌우로  동일하게  되어 

있으므로, 헤드부(1)의 치료부(10)를 등이나 허리에 이르는 환부에 적절히 닿게 할 수 있다.

표도

도1

색인어

마사지기, 치료부, 헤드부, 하우징, 아암, 그립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도시하는 정면도,

도 2는 도 1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3의 (a)(b)(c)는 도 1의 실시예에서 아암(arm)의 신장상태를 도시하는 정면도,

도 4는 도 1의 실시예를 사용하는 상태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5는 다른 종래예를 도시하는 사시도.

<도면부호의 설명>

1... 헤드부(head part)                  2... 하우징(housing)

3... 그립부(grip part)                  4... 아암(arm)

10... 치료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마사지 기구를 구비한 헤드부(head part)로부터 손으로 잡기 위한 그립부(grip part)가 연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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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수지형(手持型) 마사지기에 관한 것이다.

실개평 5-20730에 수지식(手持式) 안마기가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안마기는, 중간부에 지압부(指壓部)를 구비한 봉(棒)과 봉의 일단(一端)에 설치된 끈으로 구성되
어 있어, 사람이 등을 치료하는 경우, 한 손으로 끈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끈이 붙어 있지 않은 봉의 
단부를 잡음으로써, 지압부를 치료면에 위치시키고 끈과 봉에 힘을 가함으로써 치료하는 것이다.

이 안마기의 경우, 끈이 봉에 하여 자유롭게 회동(回動)하기 때문에, 봉의 중간에 있는 지압부를 치료
부에 정확히 위치시키는 것이 곤란하고, 또 치료하기 위하여 끈과 봉에 힘을 가하면, 위치시킬 때 힘의 
균형(balance)이 흐트러지기 쉬워서 지압부가 치료부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환부가 
허리나 등인 경우, 마사지 자극을 주도록 하면 치료부가 환부에 닿은 상태를 유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도 5는 다른 종래예를 도시하는 것으로서, 솔레노이드(solenoid)를 이용한 타격식 마사지 기구를 내장한 
헤드부(head  part,  1)가  일단(一端)에  설치된  봉상(棒狀)하우징(2)의  타단부(他端部)가  그립부(grip 
part, 3)로 되어 있는 이 마사지기에서는, 하우징(2)으로부터 헤드부(1)에 걸쳐서 구부러질 수 있는 아암
(arm, 4)은 미끄럼(slide)이 자유롭게 수납되어 있음과 동시에, 아암(4)의 선단에는 그립부(3')가 설치되
어 있어서, 아암(4)을 하우징(2)으로부터 인출시키면, 한 쪽 손으로 그립부(3)를, 다른 쪽 손으로 그립부
(3')를 잡을 수 있게 되므로 등이나 허리에 헤드부(1)의 치료부(10,10)를 닿도록 하는 상태를 용이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아암(4)을 구비한 것에 있어서는, 하우징(2)과 아암(4)에 있어서 강성(탄성)이 다르기 때문
에, 등이나 허리에 헤드부(1)의 치료부(10,10)를 적절히 닿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여 균일한 마사지가 불
가능하고, 효과적인 마사지를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 사용상 편리성의 문제를 남겨 놓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어깨나 머리는 물론, 허리나 등에 하여도 
적절한 마사지를 용이하게 행할 수 있는 마사지기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관한 마사지기는, 마시지 기구를 내장하여 인체환부에 자극을 주는 치료부를 구비한 헤드부와, 
이 헤드부로부터 좌우에 각각 연설(延設)된 한 쌍의 하우징과, 헤드부로부터 하우징의 연설(延設)방향으
로 신장이 자유롭게 각 하우징에 부설되고, 탄성을 갖고 있어 각각 인체환부측으로 굽힐 수 있는 한 쌍의 
아암과, 각 아암의 선단에 설치된 그립부를 구비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각 하우징에 부설(付設)되어 좌우방향으로 신장(伸長)이 자유로운 아암의 그립을 잡아 아암을 인
출하고, 이 탄성을 갖는 아암을 인체환부측으로 굽혀서, 치료부를 등, 허리에 이르는 인체환부에 정확히 
위치시킬 수 있다. 또, 아암을 인체환부측으로 굽힐 수 있기 때문에, 체격이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인체
환부에 충분히 힘을 전달할 수 있다.

또,  헤드부를  구비한  하우징이  원호상(圓弧狀)이므로,  한층  치료부를  인체환부에  정확히  위치시키기 
쉽고, 또 아암에 힘을 가하기가 용이하므로 인체환부에 한층 충분한 힘을 전달할 수 있다.

여기서 치료부는, 그 인체부와의 접촉면을 등이나 넓적다리 등의 곡면상(曲面狀)의 표면에 따르도록 요면
상(凹面狀)으로 형성하면 좋다. 이와 같이 해놓으면, 치료부를 하우징의 연설방향으로 미끄러뜨려 이동시
키기 쉬워져서, 광범위한 치료를 행하기가 쉬워진다. 치료부를 반경 200∼600mm의 요면(凹面)으로 해놓으
면, 치료부를 등이나 허리, 넓적다리 등의 목표하는 환부부분에 맞추는 것이 용이해진다.

또, 치료부인 인체와의 접촉면은, 하우징 연설방향의 길이가 하우징 연설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의 길이보
다 길게 함으로써(150∼250mm), 치료부를 등이나 허리, 넓적다리 등의 환부에 적절히 닿게 할 수 있다.

마사지 기구가 편심분동(偏心分銅)과 이 편심분동을 회전시키는 모터(motor)로 구성된 경우에, 모터 및 
편심분동의 회전축은 치료부의 인체환부와의 접촉면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함으로써, 치료면과 평행한 평
면방향으로 치료부를 진동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등ㆍ허리에 이르는 광범위한 환부를 한번에 치료하기 
위한 마사지 기구를 소형화 할 수 있다.

또, 상기 모터를 탄성체를 경유하여 고정해두면 하우징을 통해 그립부로 전달되는 진동을 작게 할 수 있
다.

또, 마사지 기구로의 급전용(給電用) 전원코드는 하우징의 단부(端部)로부터 외부로 인출함과 동시에, 이 
인출방향을 치료부의 인체환부와의 접촉면과 직교하는 방향과 평행하게 해두기 때문에, 전원코드는 사용
시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하, 본 발명을 일실시예에 기초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도 1 및 도 2에 있어서, 도면중 1은 마사지 기구
를 내장하고 있는 헤드부이고, 헤드부(1)의 일면(一面)에는 인체환부에 접촉시키는, 예를 들어 고무 등의 
탄성부재로 형성된 치료부(10)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헤드부(1)의 좌우에 경질(硬質)의 합성수지재로
서 원호상인 하우징(20,20)이 연장되어 있고, 각 하우징(20)의 단부에는 그립부(3)가 배치되어 있다. 또, 
도시예에서는 헤드부(1)의 외각(外殼)과 양 하우징(20,20)을 일체의 하우징(2)에 의해 형성하고 있다.

상기 마사지 기구는 탄성체(15)를 통하여 헤드부(1)에 고정된 모터(11)와, 이 모터(11)의 출력축에 고착
된 편심분동(12)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치료부(10)를 인체환부에 맞닿게 한 상태에서 모터(11)를 구동
하면, 편심분동(12)의 회전에 따른 진동자극이 인체환부에 부여된다. 또, 모터(11) 및 편심분동(12)의 회
전축은, 치료부(10)에 있어서 인체환부에 맞닿는 면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상기 진동자극은 
인체에 하여 가볍게 어루만져서 마사지 받는 느낌을 갖게 한다. 또, 모터(11)는 상술한 바와 같이 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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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15)를 통하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립부(3)측에 전달되는 진동은 적어, 장시간 사용하여도 그립부
(3)를 잡는 손이 저린다거나 피곤하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되어 있다.

상기 탄성체(15)로서, 도시예에서는 코일스프링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외에 고무(rubber) 등의 엘라스토
머(elastomer)라도 좋은데, 중요한 점은 마사지 기구가 발생시키는 진동의 충격흡수기(shock absorber)로 
기능하는 것이면 좋다는 것이다.

하우징(2)의 양단에 배치된 그립부(3,3)는, 하우징(2)에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각 하우징(20,20)에 하
여 개별적으로 미끄럼(slide)이 자유롭게 장착된 아암(4,4)의 단부에 고정되는 것으로서, 도 1에 도시된 
하우징(2)의 양단부에 각각 그립부(3)가 덮여 있는 상태 외에,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느 한 쪽의 
아암(4)을 잡아 늘리는 상태나 양 쪽의 아암(4)을 동시에 잡아 늘리는 상태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때 그
립부(3)는 아암(4)의 신장에 따라 그 위치가 변화한다. 즉, 아암(4,4)은 하우징(20,20)에 형성된 더브테
일홈(dovetail groove)에 삽입되어 미끄러지고, 하우징(20,20)의 연설방향으로 신장이 자유롭게 되어 있
는 것이다. 또, 아암(4,4)은, 탄성을 갖고 있어서 인체환부측에 있는 원호상 하우징의 내측(內側)방향으
로 굽히게 할 수 있다.

등이나 허리를 마사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양 아암(4,4)을 인출한 상태에서 
그립부(3,3)를 잡고, 등 쪽으로 두른 헤드부(1)의 치료부(10)를 등이나 허리의 환부에 닿게 하면 된다. 
무리없는 자세에서 치료부(10)를 환부에 닿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료부(10)를 환부에 적절히 닿게 
할 수 있다. 또, 헤드부(1)와 좌우의 그립부(3,3) 사이는 좌우로 동일한 구성이기 때문에, 치료부(10)가 
환부의 한 쪽에만 강하게 닿는 것 같은 일이 없어서 균일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으며, 아암(4,4)은 폴리
프로필렌(PP) 등 비교적 탄성이 있는 성형재료로서 치료면 방향으로 굽힐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치료부
의 위치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더욱이 도면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암(4,4)을 굽힘으로써 
등의 폭이나 허리의 폭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도, 무리없이 마사지를 행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여기서 나타낸 치료부(10)는 좌우방향에 있어서 만곡(彎曲)한 요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
료부(10)를 등이나 허리, 넓적다리에 이르는 목표 환부에 맞추기 쉽고, 더욱이 환부의 넓은 범위를 동시
에 치료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인 등이나 허리에 한 마사지를 적확(的確)히 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체표면에 따라 치료부(10)를 이동시키는 것도 용이하다. 또, 상기 치료부(10)의 요
면은 그 반경(R)을 200∼600mm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치료부의 폭을 150∼250mm로 하여, 이 
폭과  직교하는  방향보다  길게  구성함으로써,  등ㆍ허리에  이르는  환부에  치료부를  적절히  닿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모터(11)로의 급전(給電)을 위한 전원코드(9)는, 한 쪽의 하우징(20) 단부로부터 외부로 인출되
어 있지만, 이 인출방향은 치료부(10)의 인체환부와의 접촉면과 직교하는 방향(M)과 평행하게 되어, 사용
시에 전원코드(9)가 인체에 닿지 않게 되어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있어서는 마사지 기구를 내장하여 인체환부에 자극을 주는 치료부를 구비한 
헤드부와, 이 헤드부로부터 좌우로 각각 연장된 한 쌍의 하우징과, 각 하우징에 부설되어 좌우방향으로 
신장이 자유롭고, 탄성을 갖고 있어 각각 인체환부측으로 굽힐 수 있는 아암과, 상기 각 아암 선단에 설
치된 그립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의 그립부와 헤드부 사이가 좌우로 동일하게 되어 있으며, 더
욱이 아암이 탄성을 갖고 신장될 수 있으므로 헤드부의 치료부를 등이나 허리에 이르는 환부에 적절히 닿
게 할 수 있고, 효과적인 마사지를 확실하면서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상기 치료부의 인체환부와의 접촉면이 요면으로 되어 있으면, 치료부를 인체환부에 닿은 상태에서 하
우징의 연설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쉽고, 광범위한 치료가 쉽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치료부를 등이나 허리, 
넓적다리 등의 목표 환부부분에 맞추는 것이 한층 용이해진다.

치료부와 인체의 접촉면 좌우방향 길이를, 좌우방향과 직교하는 방향보다 길게 함으로써, 등ㆍ허리에 이
르는 환부에 치료부를 적절히 닿게 할 수 있다.

마사지 기구가 편심분동과 이 편심분동을 회전시키는 모터로 구성되는 경우, 모터 및 편심분동의 회전축
을 치료부의 인체환부와의 접촉면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함으로써, 치료면과 평행한 평면방향으로 치료부
를 진동시킬 수 있다.  이에 의해,  넓은 환부를 한번에 치료하기 위한 마사지 기구를 소형으로 할 수 
있다. 더욱이 모터를 탄성체를 개재하여 고정해 놓으면, 하우징을 통하여 그립부로 전달되는 진동을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

또, 마사지 기구로의 급전용 전원코드는 하우징의 단부에서 외부로 인출함과 동시에, 이 인출방향을 치료
부의 인체환부와의 접촉면과 직교하는 방향과 평행하게 함으로써, 사용시 전원코드가 장애로 되지 않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마사지 기구를 내장하여 인체환부에 자극을 주는 치료부를 구비한 헤드부와, 이 헤드부로부터 좌우로 연
설(延設)된 한 쌍의 하우징과, 상기 헤드부로부터 상기 하우징의 연설방향으로 신장이 자유롭게 각 하우
징에 부설(付設)되어 탄성을 갖고 각각 인체 환부측으로 휘게 할 수 있는 한 쌍의 아암과, 각 아암의 선
단에 설치된 그립부(grip part)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사지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원호상(圓弧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시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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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치료부는 인체환부와의 접촉면이 인체환부에 따르도록 요면상(凹面狀)으로 되어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사지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치료부의 인체와의 접촉면은, 상기 하우징 연설방향의 길이가, 이 하우징 연설방향
과 직교하는 방향의 길이보다 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사지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사지 기구는 편심 분동(分銅)과 이 편심 분동을 회전시키는 모터로 구성되고, 이 
모터는 탄성체를 개재하여 상기 헤드부에 고정되며, 이 모터 및 상기 편심 분동의 회전축이 상기 치료부
의 인체환부와의 접촉면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사지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사지 기구의 급전용(給電用) 전원코드는, 상기 하우징의 단부(端部)로부터 외부
로 인출됨과 동시에, 이 인출방향이 상기 치료부의 인체환부와의 접촉면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사지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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