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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로커아암을 가진 전동 러닝머신.

요약

본 고안은 일종의 러닝머신의 팔구조에 관한 것으로, 이 러닝머신은 주골격, 받침판, 앞지탱대와 뒤지탱대 등 기본부

품으로 구성되며, 그중 주골격의 적당한 곳에 전자통제판을 설치하고, 다시 양측에 손잡이를 설치하며, 받침판 위에 

모터구동부품과 배합하여 한번 달릴 때마다 돌아가는 띠를 둘러 원위치로 돌아오는 운행을 진행한다.

그런 후 러닝머신의 어느 한 적당한 곳에 사용자가 두 손으로 잡고 동시에 앞, 뒤로 저어 운동할 수 있는 한 쌍의 팔구

조를 설치한다. 이 팔구조는 서로 대응되게 동일한 구조로 설계되며 하나의 기초회전막대와 잡는 부분을 가진 잡는 

팔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기초회전막대의 한쪽은 주골격 혹은 받침대의 상호 대응축에 가설되고, 다른 한쪽은 잡는 

팔의 대응되는 부분에 상호 가설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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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선호되는 실시예를 도시한 개략도.

도 2는 도 1의 사시도.

도 3은 본 고안의 선호되는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개략도.

도 4는 도 3의 사시도.

*부호설명*

10 : 전동러닝머신 12 : 직립프레임

14 : 기저프레임 20 : 전자제어판

24 : 피봇 30 : 로커아암

32 : 연결막대 34 : 회전아암

36 : 핸들 40 : 유압실린더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로커아암(rocker arm)을 가진 전동 러닝머신에 관련되고, 특히 상기 전동러닝머신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팔들이 이동하는 회전곡선을 로커아암이 따르고 그 결과 동시운동을 형성하는 장치에 관련된다.

사용자의 양쪽 팔들을 따라 전방 및 후방으로 회전운동할 수 있고 직립프레임, 기저프레임 또는 핸드레일에 조립되는

두 개의 로커아암들이 종래기술을 따르는 다수의 전동 러닝머신에 제공된다. 심지어 저항요소가 상기 로커아암들에 

구성되어 사용자는 보행중에 팔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다. 상기 로커아암들이 미국특허 제 US 5 460 586호, 제 5 527

245 호, 제 5 688 209호, 제 5 431 612호, 제 5 207 622호, 제 5 860 894호, 제 5 709 632 호 등에 공개된다.

상기 문헌들에 공개된 로커아암들은 한 개의 피봇회전부분과 상호작용하고 단일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에, 상기 로커

아암들은 포물선형태로 회전운동한다. 상기 피봇회전운동부분은 분명히 인체의 운동모드에 부적합하여, 사용자가 상

기 로커 아암들을 붙잡고 운동하는 동안 사용자는 불편함을 느낀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의 목적은 상기 문제점을 제거하고, 목적한 운동효과에 도달하도록 사용자의 손들이 형성하는 회전곡선들과 

일치하는 운동경로를 가진 로커아암이 전동러닝머신에 제공되는 것이다.

본 고안의 또 다른 목적은 로커아암들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하여 ( 예를 들어, 균형추, 소형의 유압실린더 유니트 등

과 같은 )저항요소를 가진 로커아암이 전동러닝머신에 제공되는 것이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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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본 고안의 제 1 실시예를 참고할 때, 전동 러닝머신(10)은 직립프레임(12), 기저프레임(14), 전

방의 지지레그(16) 및 후방의 지지레그(18)를 포함한다. 전자제어판(20)이 직립프레임(12)위에 장착되고, 직립프레

임의 측부에 핸드레일(22)이 구성된다.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연속구조의 벨트가 제위치에서 회전운동하도록 기저

프레임주위를 순환한다. 또한 상기 직립프레임(12)에 구성된 두 개의 로커아암(30)들이 전방 및 후방으로 회전운동하

도록 사용자의 양쪽 손들에 고정될 수 있다. 동일한 구조를 가진 양쪽의 로커아암(30)들이 핸들(36)들을 가진 회전아

암(34) 및 연결막대(32)를 포함한다. 피봇(24)에 의해 상기 연결막대(32)의 하단부가 직립프레임(12)과 피봇회전운

동하도록 연결되고, 상기 연결막대(32)의 상단부가 피봇연결부에 의해 회전아암(34)과 피봇회전운동하도록 연결된다

.

회전아암(34) 및 연결막대(32)의 피봇연결부에 의해 사용자의 양쪽 손들이 형성하는 회전곡선이 로커아암(30)의 운

동경로와 일치한다.

팔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저항을 형성하기 위해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적어도 한 개의 균형추가 회전아암(34) 

또는 핸들(36)위에 고정될 수 있다.

고안의 효과

도 3 및 도 4를 참고할 때, 또 다른 운동저항을 형성하기 위해 양쪽의 로커아암(30)들에 소형의 유압실린더(40)가 장

착된다. 상기 유압실린더(40)의 샤프트(42) 및 연결막대(32)사이에 연결링크(38)가 피봇회전운동하도록 연결된다. 

상기 유압실린더(40)의 하단부가 직립프레임(12)에 피봇회전운동하도록 연결된다. 따라서 연결막대(32)가 상기 피봇

(24)위에서 회전운동할 때, 목적한 운동저항이 구해진다. 본 고안을 따르는 상기 실시예에 관한 다수의 변형예 및 수

정예가 본 고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실시될 수 있다. 본 고안은 청구범위에 의해 제한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직립프레임(12), 기저프레임(14), 기저프레임의 전방에 배열된 지지레그(16) 및 기저프레임의 후방에 배열된 지지레

그(18)를 가지고, 상기 직립프레임(12)위에 장착된 전자제어판(20)을 가지며, 상기 직립프레임(12)의 측부에 장착된 

핸드레일(22)을 가지고, 상기 기저프레임의 주위를 순환운동하고 제위치에서 회전운동하는 연속구조의 벨트를 가진 

전동러닝머신에 있어서,

상기 직립프레임(12)에 장착되고 전방 및 후방으로 회전운동하며 사용자의 양쪽 손들에 고정되는 두 개의 로커아암

들(30)이 제공되고, 동일한 구조를 가진 상기 로커아암들이 핸들(36)을 가진 회전아암(34) 및 연결막대(32)를 가지고

, 피봇(24)에 의해 상기 연결막대(32)의 하단부가 상기 직립프레임(12)과 피봇연결되며, 사용자의 양쪽 손들이 형성

하는 회전곡선을 로커아암(30)의 운동경로와 일치시키고 상기 연결막대(32) 및 회전아암(34)을 피봇연결시키는 피봇

연결부에 의해 상기 연결막대(32)의 상단부가 상기 회전아암(34)과 피봇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커아암을 가

진 전동러닝머신.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연결막대의 하단부들이 기저프레임의 양측부에서 피봇들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커아암

을 가진 전동러닝머신.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팔근육을 강화하고 운동저항을 형성하는 한 개이상의 균형추가 상기 회전아암에 고정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로커아암을 가진 전동러닝머신.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피봇위를 상기 연결막대가 회전운동할 때 운동저항을 발생시키는 유압실린더가 상기 연결막

대에 피봇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커아암을 가진 전동러닝머신.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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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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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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