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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부착한 전기 콘센트

요약

여러 개의 개별스위치와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갖는 전기콘센트는, 발생될지도 모르는 불의의 전기재해를 효과적으

로 방지하고 좁은 생활공간에서 전기연장 코드를 깔끔하게 정돈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전기콘센트는 평면에서 또는

수직면에서, 또는 평면과 수직 양면에서 동시에 회전이 가능한 세 종류의 소켓이 마련되어 있다. 평면과 수직 양면에

서 회전이 가능한 전기콘센트는 원반형 소켓 (11)과 원통형 소켓(31)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개의 원반형 소켓(11)은 

상부 원반부분(51), 일정길이를 가진 하부 원통형 몸체부분(52), 한 쌍의 외측 스탑퍼 (53)로 구성되어 있다. 각개의 

원통형 소켓은 원반형 소켓(11)을 삽입하기 위한 공동부분(61), 원반형 소켓의 평평한 받침면(56)과 맞닿는 환형 테

두리(62), 한 쌍의 안쪽 스탑퍼(63)와, 회전을 제한하기 위하여 서로 맞닿는 양 측면에 위치한 한 쌍의 축(64)으로 구

성되어 있다. 상부 원반부분 (51) 상면에 설치되는 안전 장치인 보호커버 (57)는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발생할 수도 있는 전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플러그 삽입구(54)는 탄성부품(59)의 탄성력에 의해 자동으로 차단

된다. 원반형 소켓과 원통형 소켓의 조립이 전기 콘센트에 가해진다.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여러 가지 형상의 장식용 

전기콘센트에 적용하여 벽에도 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표도

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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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전원 조절장치를 보여주는 평면도이다.

도 2는 본 고안의 첫 번째 구성체인 전원 조절장치의 외형을 보여주는 개요도이다.

도 3은 본 고안의 내부 회로를 설명하는 개요도이다.

도 4는 본 고안의 두 번째 구성체는 전원 조절장치를 보여주는 개요도이다.

도 5는 본 고안에 두 번째 구성체에 따른 전기 회로도이다.

도 6은 본 고안의 세 번째 구성체로 개별 칸막이 스위치와 공통 뚜껑을 구비한 전원조절 장치를 보여주는 개요도이다.

도 7은 본 고안의 세 번째 구성체의 한 예로 개별 스위치와 개별뚜껑이 부착된 전원 조절장치를 보여주는 개요도이다.

도 8은 본 고안의 세 번째 구성체의 또 다른 한 예로 개별 스위치와 공통 뚜껑을 구비한 전원 조절장치를 보여주는 개

요도이다.

도 9는 본 고안의 네 번째 구성체로 개별 스위치 부분이 함몰된 전원 조절장치를 보여주는 개요도이다.

도 10은 도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취선 10-10을 따라 자른 개별 스위치의 함몰된 부분의 단면도이다.

도 11은 본 고안의 네 번째 구성체로 개별 스위치와 연장된 암 코드가 구비된 전원 조절장치의 한 예를 보여주는 개요

도이다.

도 12는 본 고안의 네 번째 구성체로 개별 스위치 뚜껑과, 개별 스위치와 연장된 암 코드가 구비된 전원 조절장치의 

또 다른 한 예를 보여 주는 개요도이다.

도 13은 본 고안의 네 번째 구성체로 연장된 암 코드와 함몰부에 개별 스위치가 구비된 전원 조절장치의 또 다른 한 

예를 보여 주는 개요도이다.

도 14는 본 고안의 다섯 번째 구성체로 상면(평면)에서 회전이 가능한 여러 개의 소켓과 개별 스위치를 갖는 전기콘

센트를 보여주는 개요도이다.

도 15는 본 고안의 여섯 번째 구성체로, 상면에서 측면으로 회전이 가능한 여러 개의 소켓과 개별 스위치를 갖는 전기

콘센트를 보여주는 개요도이다.

도 16은 본 고안의 일곱 번째 구성체로, 상면(평면)에서도 회전하고, 또 상면에서 측면으로 (수직면에서) 회전이 가능

한 여러 개의 소켓과 개별 스위치를 갖는 전기콘센트를 보여주는 개요도이다.

도 17은 본 고안의 여덟 번째 구성체로, 상면에서만 회전하는 여러 개의 소켓과, 상면(평면)에서도 회전하고, 또 상면

에서 측면으로도 (수직면에서) 회전이 가능한 여러 개의 소켓의 조합과 개별 스위치를 갖는 전기 콘센트를 보여주는 

개요도이다.

도 18은 본 고안의 다섯 번째 구성체를 보여주는 전개도이다.

도 19는 본 고안의 여섯 번째 구성체를 보여주는 전개도이다.

도 20은 본 고안의 일곱 번째 구성체를 보여주는 전개도이다.

도 21a는 본 고안의 다섯번째, 일곱번째, 여덟번째 구성체인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갖는 전기 콘센트에 설치하는 원

반형 소켓이다.

도 21b는 원반형 소켓의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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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a는 원반형 소켓 상면에 설치된 안전장치이다.

도 22b는 안전장치의 후면도이다.

도 22c는 원반형 소켓에 설치된 안전장치의 설명도이다.

도 22d는 탄성부분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고안된 안전장치이다.

도 22e는 탄성부분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고안된 안전장치의 후면도이다.

도 23a는, 본 고안의 일곱번째, 여덟번째 구성체인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갖는 전기 콘센트에 설치하는 원통형 소켓

이다.

도 23b는 원통형 소켓의 단면도이다.

도 23c는 원반형 소켓이 원통형 소켓 안에 설치된 것을 보여주는 설명도이다.

도 24a는 상면과 측면 사이의 일정위치에 원통형 소켓을 정지, 유지시키는 정유장치(retaining device)이다.

도 24b는 정유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25부터 도35까지는 본 고안의 구성체인 회전이 가능한 소켓과 개별 스위치를 갖는 전기 콘센트에 여러 가지 모양

의 장식을 응용한 것이다.

도 25는 회전이 가능한 소켓과 연장된 암 코드를 갖춘 콤팩트 전기 콘센트이 다.

도 26은 연장된 암 코드와 콤팩트 상자모양을 갖춘 장식용 전기콘센트이다.

도 27은 연장된 암 코드와 타원형 또는 쥐 형상을 한 장식용 전기콘센트이다.

도 28은 연장된 암 코드와 하트 형상의 장식용의 전기콘센트이다.

도 29는 연장된 암 코드와 국화 형상의 장식용 전기콘센트이다.

도 30은 연장된 암 코드와 해바라기 형상의 장식용 전기콘센트이다.

도 31은 연장된 암 코드와 바나나 모양의 장식용의 전기콘센트이다.

도 32는 연장된 암 코드와 생선 모양의 장식용의 전기콘센트이다.

도 33은 연장된 암 코드와 햄버거 모양의 장식용 전기콘센트이다.

도 34a는 연장된 암 코드와 무당벌레 모양의 장식용 전기콘센트이다.

도 34b는 열린 뚜껑 상태를 보여주는 무당벌레 모양의 장식용 전기콘센트이다.

도 35는 연장된 암 코드와 거북이 모양의 장식용 전기콘센트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원반형 소켓 31 : 원통형 소켓

51 : 상부 원반부분 52 : 하부 원통형 몸체 부분

53 ; 외측 스탑퍼 54 : 플러그 삽입구

55 : 접지 삽입구 56 : 평평한 받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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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동공부분 62 : 환형 테두리

50 : 슬라이딩 포켓 58 : 슬라이딩 홈

57 : 보호커버 59 : 탄성부분

66 : 정유장치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개별적으로 회전이 가능한 소켓과 각각의 스위치가 부착된 전기 콘센트에 관련된 것이다. 더 상세하게는, 

각개의 소켓이 상면에서만 회전하던가, 또는 상면에서 측면으로 회전하던가, 또는 상면에서도 회전하고 동시에 상면

에서 측면으로도 회전이 가능하여, 사용자 주변의 전기코드를 깔끔하게 정돈하여서, 위험한 잠재적 방전사고를 줄이

기 위한 장치이다. 또한,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부착한 전기콘센트를 이용하여 벽에 걸 수 있는 다양한 장식용 전기 콘

센트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벽에 설치된 전원 콘센트는 가전제품, 전자제품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을 연결하여 사용한다. 대부

분 벽에 설치된 표준 전기 콘센트는 한곳에 한 개 또는 두 개만의 소켓이 마련되어 있어, 한곳에서 가전제품을 단지 한

개 또는 두 개밖에 사용할 수 없다.

종종 소켓에 연결해야 할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의 수가 벽에 설치된 전원 콘센트 수를 초과하거나, 또는 벽에 설치

된 전원 콘센트가 가전제품을 놓을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설치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만일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기

기와 같은 두 개 이상의 전자제품을 한곳의 소켓에 연결할 때는 별도로 다수소켓이 부착된 콘센트가 필요하게 된다.

도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플러그 (10) 가 벽 콘센트에 삽입되면, 특정 가전제품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

기가 각개의 소켓(20)으로 공급된다. 플러그가 전력 조절장치의 콘센트에 연결되어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

는 가전제품으로도 전력이 즉시 공급되고, 전력은 계속적으로 가전제품으로 공급되어, 전력이 낭비된다. 이런 경우, 

해로운 전자파가 발생되며, 가전제품의 오작동의 원인이 된다.

더욱이,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의 전원을 끄고자 할 때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삽입

한 상태로 전원을 끄기를 원하여도,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반드시 콘센트에서 빼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종래 콘센트의 스위치(30)는 가전제품 모두를 한꺼번에 켜기도 할 수 있고 끄기도 할 수 있다. 사

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을 끌 때에도 스위치(30)를 꺼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용하지 않는 가전 제품의 

플러그는 전원 조절장치의 소켓(20)에서 빼어내야만 한다.

이때, 스위치(30)를 끄면, 모든 소켓(20)들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되어 전원 조절기에 삽입되어 있던 모든 가전 제품

들의 작동이 중지된다. 더욱이, 스위치(30)를 켜면, 사용자의 사용의지에 관계없이 전원 조절장치에 삽입되어 있는 모

든 가전 제품에 전력이 공급된다. 따라서, 전력손실이 증가하고, 잠재적 사고 원인인 해로운 전자파가 불필요하게 발

생된다.

안전을 고려할 때,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잠재적 전기재해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로 한다. 만약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어린아이가 전기 콘센트에다 외부물질, 즉, 못, 머리핀, 클립, 쇠붙이 등을 집어넣으면, 그 아이는 위험한 전기 재

해에 노출될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고안은 여러 가지 형태의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스위치들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작동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스위치를 밟는다든지, 무의식적으로 짚는다면, 전원이 꺼지거나 혹은 켜지게 되어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만약, 

컴퓨터가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 작업자는 자신의 작업을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

서, 본 고안에는 보호용 장비로 전기 콘센트의 덮개가 마련된 것이다.

또 다른 안전장치로는,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한 전기재해를 방지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주변의 전기코드를 잘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갖춘 전기 콘센트의 도입이다. 회전이 가능한 소켓은 상면에서 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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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는 소켓, 또는 상면에서 측면으로 회전하는 소켓, 또는 상면에서도 회전하고 동시에 상면에서 측면으로도 회전이

가능한 소켓들이 있다.

현재에는, 종래 전기콘센트는 모두 단순한 외형 디자인의 긴 사각형 모양으로 주 전원 스위치와 같은 단순기능만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단순한 외형 디자인으로는 콘센트 소비자의 매력을 끌지 못 할 것이다. 만일, 사용자가 방구석에서 

먼지 낀 전기 콘센트를 본다면, 불유쾌하게 생각할 것이다.

세월이 변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깔끔한 것을 보기 원한다. 만일, 사람이 벽이나, 방구

석에 있는 먼지가 끼고 실증 나는 콘센트보다, 화려하게 잘 장식되고, 매력적인 전기 콘센트를 보면, 순간적으로 흐뭇

한 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매혹적이고 귀여운 모양을 갖는 전기콘센트에 소켓을 적용하여 만들었다. 전기 콘센트를 여러 가지 모양으

로 화려하게 잘 장식하고, 미적인 형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동물형상, 즉 거북이, 오징어, 조개, 돌고래, 호랑이, 쥐, 

생선의 모양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전기콘센트는, 딱정벌레, 무당벌레와 같은 곤충 모양으로도 설계가 가능하다. 햄

버거, 달걀, 우유병, 맥주병, 또는 자동차와 같은 모양은 물론이고, 국화, 해바라기 등과 같은 꽃 모양으로도 설계가 가

능하다.

날씬하고 유행을 따른 전기 콘센트는 장식용으로 벽에 걸 수도 있고, 길게 연장된 전기 코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전

제품에 연결시킬 수 있다. 장식용 전기 콘센트는 안전을 고려하여 뚜껑이나 덮개를 구비할 수 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콘센트에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구비하였다. 전기 콘센트는 상부 뚜껑, 하부 

뚜껑, 전기코드, 리세트(reset)와 전원 공급용 회로세트로 형성되었고, 해당되는 개별 소켓에 전원을 공급 또는 차단

하기 위한 여러 개의 개별 스위치와, 전원 공급회로에 설치된 여러 개의 소켓(11) 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소켓은 그것

의 상면(평면)에서 개별적으로 회전이 가능하다. 바람직하게, 개별 소켓의 회전은 한 바퀴 미만으로 제한되며, 그리하

여 외부 연장 전 기선과 내부 전기회로가 꼬이거나 서로 뒤엉키는 것을 방지한다.

또 다른 형태의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구비한 전기콘센트는 전원 공급 회로에 설치된 여러 개의 소켓(21)으로 구성되

며, 각 소켓은 상면에서 측면으로 개별적으로 회전하며, 각 소켓의 회전은 회전축에 대한 수직면에서 한 바퀴 미만으

로 제한되어, 외부 연장 전기선과 내부 전기연결이 꼬이거나, 굽어지거나, 끊어짐을 방지한다.

또 다른 형태의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구비한 전기콘센트는 원반형 소켓 (11)과 원통형 소켓(31)으로 조립되어, 전원 

공급회로에 설치되어 구성된다. 각개의 원반형 소켓(11)은 상면에서 (평면에서만) 개별적으로 회전할 수 있으며, 각

개의 원통형 소켓(31)은 회전축에 대한 수직면에서 (상면에서 측면으로 회전) 개별적으로 회전하도록 되어 있다. 원

반형 소켓(11)과 원통형 소켓(31)은 양쪽 모두 외부 연장된 전기선과 내부 전기연결의 꼬임을 방지할 목적으로, 회전

을 한 바퀴 미만으로 제한한다.

원반형 소켓 (11)은 상부 원반부분(51)과 일정 길이의 하부 원통형 몸체 부분(52)과, 평평한 받침면 부분(56)과, 서로

반대 방향에 배치된 한 쌍의 외측 스탑퍼(53)로 구성되어 있다. 원반형 소켓은 표준규격을 가지며, 평평한 받침 면(56

)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면 원반부분(51)의 외경은 하부 원통형 몸체부분 (52)의 외경보다 크며, 상기 평평한 받침 면(

56)은 상부 원반부분(51)과 하부 원통형 몸체부분(52) 사이에서 직각으로 만나 측벽을 이룬다.

원통형 소켓은 원반형 소켓(11)을 삽입하기 위한 동공부분(61)과 원반형 소 켓의 평평한 받침면(56)이 설치되는 환형

테두리(62)와, 한 쌍의 안쪽 스탑퍼 (63)와 양측면에 위치한 한 쌍의 축(64)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64)은 원통형 소

켓을 적절한 위치에 정지 유지하도록 두개 이상의 노치(notch)가 준비되어 있으며, 고정장치(66)는 탄성적으로 상기 

원통형 소켓을 위로 밀어 올려 상면과 측면사이에서 하나의 노치와 맞물려 원통형 소켓을 적합한 위치에 정유시킨다.

안전장치는 원반형 소켓의 상면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콘센트에 전기 기기의 플러그가 삽입되어 있지 않은 동안에는,

플러그 삽입구를 자동적으로 차단한다. 뚜껑(커버)은 전기기기의 플러그를 삽입할 때 옆으로 밀리는 힘에 의하여 홈

을 따라 미끄러진다. 뚜껑(커버)은 전기기기의 플러그를 뽑을 때 탄성력에 의하여 플러그 삽입구를 자동적으로 차단

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전기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

회전이 가능한 소켓은 또한 장식을 위하여 전기 콘센트에 응용할 수 있다. 상기 장식용 전기 콘센트는 벽에 걸 수도 

있으며, 외형은 동물 모양인 거북이, 오징어, 조개, 돌고래, 호랑이, 생쥐, 생선모양과, 곤충 모양인 딱정벌레, 무당벌

레, 꽃 모양인 해바라기, 국화는 물론, 그 외에 햄버거, 달걀, 우유병, 맥주캔, 자동차 모양 등의 형상 중에서 한가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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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의 구성 및 작용

본 고안의 구성체는 본 명세서에 첨부된 도 2에서 도 35까지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2 와 도 3에

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첫번째 구성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도 2는 본 고안의 첫번째 구성체의 외형을 

보 여주는 개요도이다. 다수의 개별 스위치(111~114)로 구성된 스위치 유니트(110)는, 상응되는 소켓(121~124) 들

의 소켓 유니트 (120)와 짝지어져 설치되어 있다.

전기 코드 끝에 달려있는 플러그(100)를 벽 콘센트에 삽입하고, 상응되는 스위치 유니트(110)에 있는 개별 스위치를 

끼우게 되면, 전력은 소켓 유니트(120) 의 개별 소켓으로 공급된다.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위치 유니트(110)의 스위치 단자(111, 112, 113, 114)의 한끝은 AC 전원에 병렬로 연결

되어 있다. 다른 스위치 단자(111, 112, 113, 114)의 한끝은 소켓 유니트(120)의 소켓(121~124)들과 직렬로 연결되

어 있고, 다른 끝(음극 단자)은 접지되어 있다.

사용자가 스위치 유니트(110)의 스위치(111)를 켜면, 소켓 유니트(120)의 전원이 독립적으로 소켓(121)에 공급된다.

이때, 만일 소켓(122, 123, 124)이 사용되지 않으면, 상응되는 스위치(112, 113, 114)를 켤 필요가 없으며,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다. 만일 사용자가 소켓과 짝지워진 스위치를 켜면 소켓에 연결된 가전제품에 전력이 공급되

어, 가전제품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해당 소켓에 AC전력 공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해

당 스위치를 끄기도 하고 켤 수도 있다.

더욱이, 메인 스위치(130)는 전체 소켓(121~124)을 한꺼번에 조절하기 위하여 구비된 것이다. 메인 스위치(130)는 

AC전원과 스위치 유니트(110) 사이에 직렬로 설치되어 있다. 비록 사용자가 스위치 유니트(110)의 개별 스위치(111,

112, 113, 114)를 켜진 채로 놓아두어도 메인 스위치(130)를 끄면 소켓 유니트(120)로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소켓 (121, 122, 123, 124)에 가전 제품의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가전

제품을 스위치 유니트(110)에서 해당되는 스위치,(111, 112, 113, 114)를 선택적이고, 독립적으로 켜고 끌 수가 있다

. 만일, 모든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메인 스위치(130)만 끄면 소켓(121, 122, 123, 124)에 공급되는 전력이

차단된다. 그래서,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메인 스위치(130)와 스위치 유니트(110)의 개별 스위치(111, 112, 113, 114)는 해당 소켓으로 연결되어 효율적으로 

전원 전류를 조절하며, 그것들의 터미널은 접지되어 있다

도 4 와 도 5를 참조하여 본 고안의 두 번째 구성체를 설명한다. 도 4는 전력-조절 장치를 보여주는 개요도이다. 도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위치 상자 (210)는 여러 개의 개별 스위치(221~225) 의 집합체로 형성되었으며, 전원으로부

터 원거리 플러그 유니트(260)로 전력을 개별 공급한다. 원거리 플러그 유니트(260)는 연장코드(250)에 연결되어 있

는 여러 개의 개별 원거리 플러그(261~266)로 구성되어 있다. 메인 스위치(230)는 전원공급코드(200)와 스위치 유

니트(220)의 개별 스위치(221~225)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작동시간 설정용 타이머(240)는 스위치 유니트(220) 와

는 별도로 원거리 플러그(266)에 연결되어 있다.

스위치 상자(210)의 메인 스위치(230)는 원거리 플러그 유니트(260)와 개별 조절 스위치(221~225)를 관장한다.

위에서 설명한 스위치는 원거리 플러그와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인 스위치 (230)와 스위치 유니트(220)는 양극

과 음극을 연결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는 양극 스위치로 형성되어져 있다. 메인 스위치(230)와 스위치 유니트(22

0)는 양극과 음극중 한쪽만 연결하기도 하고 끊기도 하는 단극 스위치로 형성되어져 있다. 연장코드(250)는 멀리 떨

어져 있는 가전제품을 연결하는데 충분하다.

도 5는 본 고안의 전원조절장치의 회로를 설명하고 있다. 도면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스위치 상자(210)에 있는 메

인 스위치(230)의 한 단자는 AC전원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메인 스위치(230)의 다른 쪽 단자는 스위치 유니트(22

0)의 개별스위치(221, 222, 223, 224, 225)의 각각의 단자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개별 스위치(221, 222, 223, 22

4, 225)의 다른 단자는 플러그 유니트(260)의 개별 원거리 플러그(261, 262, 263, 264, 265)와 직렬로 연결되고, 개

별 원거리 플러그의 다른 쪽 단자는 연장코드(250)를 통하여 접지되어 있다.

원거리 플러그(261, 262, 263, 264, 265)의 다른 쪽 단자들은 해당 음극스위치(221', 222', 223', 224', 225')에 연결

되고 음극 스위치들은 메인 스위치(230)의 음극과 음극 전원에 연결된다.

다음은 작동 원리를 설명한다. 우선 사용자는 스위치상자(210)를 책상 위에 놓는다. 원거리 플러그 유니트(260)와 연

장코드(250)를 책상 밑에 놓는다. 예를 들어, 스위치 유니트(221/221')는 연장코드(250)를 통해 가전제품이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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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원거리 플러그(261)에 전력을 개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동시에, 원거리 플러그(262, 263, 264, 265)에 가전

제품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해당 스위치(222, 223, 224, 225 와 222', 223', 224', 225')들은 선별적이고 독자적으로 

작동하여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서, 전력을 절약할 수 있고, 해로운 전자파의 방출도 감소시킬 수 있다.

메인 스위치(230)와 함께 스위치 유니트(220)의 개별 스위치들과 타이머 스위치 (240)는 특정한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해당 작동시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타이머 스위치(240)에 의해서 설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스위치(242

)는 자동적으로 오프되어, 연장 코드(250)에서 원거리 플러그(266)에 공급되는 전력이 차단된다.

타이머 스위치(240)를 제외한 전원 조절장치의 응용은, 본 명세서에 첨부된 도 25 내지 도 35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긴 직사각형의 스위치 상자(210)는 도 25 내지 도 3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기묘하게 장식된 형상으로 대치

할 수가 있다. 다양한 색깔로 장식한 스위치 상자들은 동물들의 형상인 거북이, 오징어, 조개, 돌고래, 호랑이, 쥐, 생

선과 곤충형상인 딱정벌레, 무당벌레, 또는 꽃 형상인 해바라기, 국화와 그 외의 다른 형상의 햄버거, 달걀, 우유병, 맥

주 캔, 자동차 등이 구비되어져 있다.

도 6은 본 고안의 세 번째 구성체를 설명한다. 본 고안의 구성체에는 소켓(320)에 전력을 공급하고 차단하기 위한 다

수의 스위치(300)를 포함하는 전원 조절 장치이다. 스위치(300)들은 인접 스위치들 사이에 형성된 칸막이에 의하여, 

서로 분리되어 있다.

도 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련의 스위치(300)들은 수용된 소켓(320)들이 위치한 상자(H) 상면보다 낮은 저부면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되어 있다. 각각의 스위치(300)는 분리된 칸의 상자(H)에 공통 뚜껑(330)으로 설치되어 있

다. 이 외형은 딴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다.

칸을 구성하는 칸막이 벽(310)과 개별적으로 각각의 스위치(300)를 덮어주는 뚜껑으로 인하여, 스위치(300)는 잘못

된 작동을 방지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무의식적으로 자기 몸에 의해 스위치를 누르거나 밟거나 또는 스위

치 위에 물건을 떨어뜨리면, 사용중인 전기 기기의 전력 공급에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 뚜껑(330) 은 상자(H)의 위 

부분 혹은 옆 부분에 경첩(331, 332)에 의하여 고정되어 스위치(300)를 보호한다.

도 7은 본 고안의 세 번째 구성체의 다른 예이다. 이 구성체에서 각개의 스위치(400)는 개별 뚜껑(430)에 의하여 덮

어져 있다. 각 칸에 있는 각개의 스위치(440) 는 개별 뚜껑 혹은 덮개(430)를 갖고 있다. 덮개(430)는 경첩(431, 432)

을 이용하여 개별 칸막이 벽(410)의 윗부분에 부착되어 있다.

도 8은 본 고안의 세 번째 구성체의 또 다른 예이다. 이 예에서는, 각각의 스위치(500)를 위한 개별 칸이 없다. 칸막이

벽(510)은 상자의 양끝에 형성되어 있어, 스위치군(500)을 보호하기 위한 공용뚜껑(540)은 상자 윗부분 구석에 부착

되어 있다.

도 9는 본 고안의 4번째 구성체를 보여준다. 도면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원조절장치는 여러 개의 소켓(620)에 

전원을 공급 또는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개의 스위치(610)를 포함한다. 스위치(610)들은 상자(H)의 윗면보다 낮은 함몰

부분(600)에 설치되어 있다. 함몰 부분 (600)과 상자(H)의 윗면 사이에는 경사진 면이 있다. 함몰 부분(600)은 스위

치(610)를 설치하기 위하여 형성되었고, 스위치(610)는 상응하는 소켓(620)과 짝이 되게 설치된다. 더욱이, 함몰 부

분(600)의 깊이는 스위치(610)의 높이와 같거나 스위치(610)의 높이보다 약간 깊다.

도 10은 도 9의 A-A 절취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이다. 보여주는 바와 같이, 스위치(610)는 상자(H)의 윗표면에 형성

된 함몰 부분(600)에 설치된다. 함몰 부분(600)과 상자(H) 윗표면 사이에 접한 부분은 반대편 끝에 경사진 부분 (601

)이 있다. 경사진 부분(601)은 함몰 부분(600)에 설치된 스위치(610)를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편리하고 쉽게 누르기 

위한 것이다.

도 11은 본 고안의 네 번째 구성체의 다른 예이다. 전원 조절장치는 여러 개의 스위치(710)를 갖는 스위치 상자(H)와

스위치 상자(H)에서 연장된 연장코드(740)에 의해 일정 간격으로 배열된 여러 개의 원거리 플러그(730)를 포함한다.

각각의 스위치(710)는 각개의 함몰 부분(700)에 설치되어 있다. 스위치(710)를 쉽게 작동하기 위하여 함몰 부분(700

)의 양끝은 경사져 있다.

도 12는 본 고안의 세 번째 구성체의 다른 예이다. 보여주는 바와 같이, 슬라이딩 커버(820)는 실수로 스위치가 작동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함몰 부분(800)에 설치된 개별 스위치(810) 위에 부착된다. 슬라이딩 커버(820)는 슬라이

딩 안내 홈(831)을 따라 정지부분(830) 왼쪽으로 이동한다. 정지부분(830)과 슬라이딩 안내 홈(831)은 상자(H)의 위

평면에서 많이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도 13은 본 고안의 네 번째 구성체의 또 다른 예이다. 전원 조절장치는 여 러 개의 개별스위치(910)를 갖는 스위치 상

자(H)와 일정간격으로 배열된 연장코드(940)를 가진 원거리 플러그(930)를 포함한다. 스위치(910)들은 스위치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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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의 가장자리를 따라 앞부분이 열린 일정 깊이를 가진 함몰 부분(900)에 설치되어 있다. 각각의 함몰 부분(900)은 

스위치(910)의 높이보다 깊은 일정 깊이를 갖는다. 함몰 부분(900)의 양 측면은 경사져 있어서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쉽게 스위치(910)를 누를 수 있다.

이제,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갖는 전기 콘센트에 대하여, 본 명세서에 첨부된 도 14 내지 도 24a 및 도 24b를 참조하

여 자세하게 설명한다. 도 14와 도 1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본 고안의 5번째 구성체인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갖는

전기콘센트는 여러 개의 개별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전기 콘센트는 상부 뚜껑(15), 리세트(reset) (16), 전기

코드(17), 하부 뚜껑(18), 전원공급을 위한 회로세트, 여러 개의 개별 스위치(111~114), 전기 플러그 삽입구, 상면(평

면)에서만 회전이 가능한 소켓(11)으로 구성된다. 각 소켓은 도 1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상면(평면)에서만 회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회전은 외부와 내부의 전기코드가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90° 이내로 제한된다.

도 15와 도 19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갖는 전기 콘센트는 본 고안의 6번째 구성체로 여러 

개의 개별 스위치를 구비하고 있다. 전기 콘센트는 상부 뚜껑(25), 리세트(reset)(16), 전기코드(17), 하부 뚜껑(28),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세트, 여러 개의 개별 스위치(111~114), 플러그 삽입구와 상면에서 측면으로 회전이 가능한 소

켓들(21)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소켓은 도 15에 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상면에서 측면으로만 회전이 가능하다. 회

전은 외부, 내부 전기선의 꼬임과 굽음, 잘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전축에 대하여 수직면에서 90°이내로 제한된

다.

본 고안의 일곱 번째 구성체는, 도 16과 도 20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갖는 전기콘센트가 여

러 개의 개별 스위치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전기 콘센트는 상부뚜껑(35), 리세트(reset)(16), 전기코드(17), 하부뚜껑

(38),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세트, 여러 개의 개별 스위치(111~114), 플러그 삽입구와, 양면에서 및 평면에서(상면에

서) 회전이 가능하고 또한 수직면에서(상면에서 측면으로) 회전이 가능한 소켓(31)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켓은 도 

1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상면에서(평면에서)도 회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상면으로부터 측면(수직면)으로도 회전

이 가능하다. 회전은 상면과 회전축에 대한 수직면에서 전기 줄의 꼬임과 구부러짐, 끊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90°

이내로 제한된다.

도 1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여덟 번째 구성체인 전기 콘센트는 전원 공급을 위한 전기회로와 여러 개의

개별 스위치와, 상면에서만 회전이 되는 소켓과 그리고 상면에서도 회전이 되고 동시에 상면에서 측면으로도 회전할 

수 있는 소켓의 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회전은 상면과 회전축에 대한 수직면에서 전기 줄의 꼬임과 구부러짐, 끊어

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90°이내로 제한된다.

도 21a와 도 21b는 전형적인 원반형 소켓을 보여주며, 전기 콘센트의 상면에서 회전이 가능하다. 원반형 소켓은 상부

원반부분(51), 하부 원통형 몸체 부분(52) 한 쌍의 외형 스탑퍼(53), 슬라이딩 홈(58), 플러그 삽입구(54), 그리고, 접

지구멍(55)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반 외형의 상부 원반부분(51)은 두 개의 플러그 프롱(prong)과 접지봉을 삽입하기 

위한 두 개의 플러그 삽입구(54)와 접지 구멍(55)과 보호뚜껑의 슬라이딩을 위한 슬라이딩 홈(58)으로 구성된다. 소

켓은 표준규격을 가지며, 상부원반 부분(51)의 외경은 하부 원통형 몸체부분(52)의 외경보다 크다. 하부 원통형 몸체

부분(52)은 전기 콘센트 조립 시에 잘 맞도록 일정 길이를 가진 원통으로 형성되어 있다. 평평한 받침면(56)은 상부 

원반 부분(51)과 하부 원통형 몸체부분(52) 사이에 설치면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접하고 있다. 한 쌍의 바깥 스

탑퍼(53)는 회전을 90°이내로 제한하고 소켓을 조립체 안에 보전하기 위하여 서로 맞은편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상

기 원반형 소켓은 본 고안의 5번째, 7번째 및 8번째 구성체인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갖는 전기 콘센트 중의 한 곳에 

적용 설치된다.

도 22a와 도 22b는 안전장치이며, 원반형 소켓 위의 상면에 설치된다. 안전장치는 아이들의 예기치 못한 장난으로 일

어날 수도 있는 전기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플러그를 빼어놓은 동안 플러그 삽입구를 자동적으로 차단한다. 보

호 뚜껑(57)은 사용자가 플러그 끝으로 차단된 플러그 삽입구가 완전히 열려서 플러그를 삽입할 수 있을 때까지 슬라

이딩 홈(58)을 따라 미끄러지도록 민다. 만약 사용자가 플러그를 빼면, 보호 뚜껑은 탄성부분(59)의 탄력에 의하여 플

러그 삽입구를 자동적으로 차단한다. 탄성 부분(59)의 뿌리(근간)는 구석 부분을 둥글게 파낸 부분(48)을 가지며, 상

기 탄성 부분(59)은 반복적으로 탄성력을 발산하는 동안 코너( 구석진 부분)에 집중되는 응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다. 또한 탄성부분(59)은 탄성력이 강한 재질로 별도 제작하여 보호 뚜껑(57) 일면에 부착할 수 있다. 보호 뚜껑(57) 

일면에는 홈(dove tail groove) 또는 홀(inserting hall)이 구비되어 있어 별도로 제작된 탄성 부분(59)을 용이하게 부

착시킬 수 있다.

도 22c는 원반형 소켓 위의 상면에 설치된 안전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보호뚜껑(57)은 일단 원반형 소켓의 슬라이딩 

홈(58) 안으로 미끄러져 삽입되면, 보호뚜껑(57) 아래에 붙어있는 볼록 튀어나온 걸쇠(49)는 슬라이딩 포켓(50) 안으

로 찰깍 끼워져 걸리게 되며 한정된 구간을 미끄럼 한다. 보호뚜껑(57)의 운행거리는 플러그 삽입구의 두께와 같다. 

탄성부분(59)은 플러그가 뽑혀있는 동안에는 플러그 삽입구를 탄성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유지한다.

도 22d는 탄성부분을 별도로 제작하여 보호뚜껑(57)에 끼워 넣도록 고안된 안전장치이며, 도 22e는 도22d의 안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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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후면에서 본 후면도이다.

도 23a와 도 23b는 본 고안의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갖는 전기 콘센트에 설치되는 전형적인 원통형 소켓을 보여주고 

있다. 원통형 소켓은 원반형 소켓 (11)을 삽입하기 위한 동공부분(61)과 원반형 소켓의 평평한 받침면(56)과 만나는 

환형 테두리(62)와, 한 쌍의 안쪽 스탑퍼(63), 회전을 위한 양 측면의 한 쌍의 축(64)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축은

원통형 소켓을 적합한 위치에 지탱하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노치(65)를 0°, 45°, 90°또는 0°, 90°위치에 배치

하도록 되어 있다. 원반형 소켓(11)은 원통형 소켓(31)의 동공 부분에 삽입될 때, 한 쌍의 바깥 스탑퍼(53)는 환형 테

두리(62) 아래로 찰칵 들어가 걸리게 된다. 그 때, 평평한 받침면(56)은 원통형 소켓(31)의 환형 테두리(62) 위에 안

장되어 설치된다. 환형 테두리 (62) 아래에 배치된 안쪽 스탑퍼(63)는 원반형 소켓의 회전을 제한하기 위하여 원반형 

소켓 (11)의 바깥 스탑퍼(53)와 접촉하게 된다. 도 23c는 원반형 소켓이 원통형 소켓 안에 삽입되어 설치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도 24a와 도 24b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정유장치(66)는 전기 콘센트 상면과 측면 사이의 0°, 45°, 90°혹은 0

°, 90°의 위치에서 원통형 소켓의 회전을 멈추도록 지탱하여 준다.

각각의 원반형 소켓(11)과 원통형 소켓(31)은 조립이 용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별 단위로 설계되어 있다. 

원반형 소켓과 원통형 소켓의 준 조립된 것은 최종 조립을 위하여 본 고안의 7번째, 8번째 구성체의 회전이 가능한 소

켓을 갖는 전기 콘센트에 삽입하여 설치된다.

여기서부터는,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갖는 전기 콘센트의 응용에 대해서 본 명세서에 첨부된 도 25부터 도 35까지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갖는 전기 콘센트에 멋지고 기발한 외형을 적용한다. 다양한 외형의 화려한 색상을 갖춘 장식

용의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갖는 전기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다. 그들은 동물모양인 거북이, 오징어, 조개, 돌고래, 호

랑이, 쥐, 또는 생선모양; 곤충 모양인 딱정벌레, 무당벌레; 꽃 모양인 해바라기, 국화; 및 그 외에 햄버거, 달걀, 우유 

병, 자동차, 맥주 캔 모양 등이다.

도 25에서 도 35는 원거리 암 코드와 개별 스위치를 갖춘 구성체인 본 고안 중 한 가지를 응용한, 다양한 색깔과 장식

을 갖춘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갖는 전기 콘센트이다. 실질적으로 응용을 한 예로는, 다양한 외형을 갖는 콤팩트 사각

모양(도 25), 콤팩트 상자모양(도 26), 타원형 혹은 생쥐모양(도 27), 하트 모양(도 28), 국화 모양(도 29), 해바라기 

모양(도 30), 바나나 모양(도 31), 생선 모양(도 32), 햄버거 모양(도 33), 무당벌레 모양(도 34a), 뚜껑이 열린 무당벌

레 모양(도 34b), 거북이 모양(도 35)이 제시되어 있다. 이런 미적이고 화려하고 매력적인 모양의 전기 콘센트는 장식

용으로 벽에 걸 수도 있고 연장코드에 원거리 암 플러그를 갖추고 있어, 원거리에 놓인 전기 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장식적인 기능을 갖춘 전기 콘센트는 열리는 뚜껑(도 34b)이 달려있는 무당벌레 모양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뚜껑을 갖

추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감시용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고안의 효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고안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원 조절장치는 여러 개의 스위치들이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개의 플러그를 가지고 있어 해당 플러그에 전원을 

개별적이고, 선택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한편으로는, 전력 소모와 위험한 전자파를 극소화시킬 수 있다.

둘째, 플러그가 스위치로부터 일정거리까지 연장된 전기코드를 갖추고 있어, 원거리에 놓여있는 전기 기기들의 전력

선이 안 보이도록 할 수 있다. 단지 스위치만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양새가 깔끔하다. 더 나아가서 전

원조절장치의 플러그들은 어린아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연한 전기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다.

셋째, 사용자가 스위치의 상태를 바꾸고 싶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스위치를 끈 상태 또는 켠 상태에서 바꾸고 싶지 

않을 때 스위치의 안정된 상태를 확보하고, 전기 기기들의 안정된 스위치 상태로 고정할 수 있어, 신뢰성 있는 운행을 

할 수가 있다.

한편, 상세하게 기술된 본 고안의 구성체들은 더한층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여야만 된다. 현재의, 본 고안의 

적용은 어떠한 형태의 변형, 사용, 응용도 수용하도록 의도되어 있으며, 그것은 일반원리를 따르며, 첨부된 청구항의 

범위 안에서 본 고안이 보존되고, 속하는 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것과 또 실제 관리 하에 있는 것들과 같이, 본 고안의 

공개된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그러한 것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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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부뚜껑, 하부뚜껑, 리세트 (reset), 전기코드와 전원 공급용 회로세트로 형성되어 있으며,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갖

춘 전기 콘센트로서,

해당되는 개별 소켓에 전원을 공급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개의 개별 스위치 (111~114)와,

전원 공급회로에 설치된, 그리고 각각의 소켓은 그것의 상면에서만 개별적으로 회전이 가능한, 여러 개의 소켓(11)과,

플러그가 안 꽂혀있는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전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플러그 삽입구를 막아주는 원반 부

분(51)의 안전 장치를 포함하며,

외부 연장 전기선과 내부 전기회로의 꼬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개별 소켓의 회전은 한 바퀴 미만으로 제한되고,

각각의 소켓은 상부 원반부분(51), 일정 길이를 가진 하부 원통형 몸체 부분(52), 슬라이딩 포켓(50), 한 쌍의 슬라이

딩 홈(58), 납작한 플러그 삽입구 (54), 접지 삽입구(55)와, 소켓을 정유(retaining)하기 위하여 서로 반대편 끝에 배

치된 한 쌍의 바깥 스탑퍼(53)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콘센트.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각개의 소켓은 표준규격을 가지며, 평평한 받침면 (56)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부 원반부분(51)의 외

경은 하부원통형 몸체부분(52)의 외경보다 크며, 상기 평평한 받침면(56)은 상부 원반부분(51)과 하부원통 부분(52) 

사이에서 직각으로 만나서 측벽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콘센트.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부 원반 부분(51) 위에 설치된 안전 장치로서의 보호커버(57)를 더 포함하며,

상기 보호커버는, 플러그가 안 꽂혀있는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전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쌍의 플러그 

삽입구(54)를 탄성부분(59)에 의하여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콘센트.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장식을 위하여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전기 콘센트에 적용 하며, 상기 전기 콘센트는 벽에 걸 수 있

고, 동물 모양인 거북이, 오징어, 조개, 돌고래, 호랑이, 쥐, 생선과 곤충 모양인 딱정벌레, 무당벌레, 꽃 모양인 해바라

기, 국화, 그 외에 햄버거, 달걀, 우유병, 맥주캔, 자동차 모양의 외형 중에서 한가지를 응용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전기 콘센트.

청구항 5.
상부뚜껑, 하부뚜껑, 리세트 (reset), 전기코드와 전원 공급용 회로세트로 형성되어 있으며,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갖

춘 전기 콘센트로서,

해당되는 개별 소켓에 전원을 공급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개의 개별 스위치 (111~114) 와,

전원 공급 회로에 설치된, 그리고 각각의 소켓은 그것의 상면에서 측면으로 각각 회전이 가능한, 여러 개의 소켓(21)

과,

플러그가 안 꽂혀있는 동안 발생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전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플러그 삽입구를 막아주는 안전 

장치를 포함하며,

외부 연장전기선과 내부 전기회로가 꼬이거나, 구부러지거나, 끊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개별 소켓의 회전은 상

면에서 측면사이에서 회전축에 대하여 수직면에서 한 바퀴 미만으로 제한되고,

각각의 소켓(21)은 슬라이딩 포켓(50), 한 쌍의 슬라이딩 홈(58), 플러그 삽입구(54), 접지 삽입구(55)와, 양측면에 

있는 한 쌍의 축(64)을 가지며,

각개의 축(64)에는 적절한 위치에 소켓을 정유시키기 위한 두 개 이상의 노치(notch)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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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소켓(21) 위에 설치된 안전 장치로서의 보호커버(57)를 더 포함하며,

상기 보호커버는, 플러그가 안 꽂혀있는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전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쌍의 플러그 

삽입구(54)를 탄성부분(59)에 의하여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콘센트.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각개의 축(64)에는 원통형의 소켓을 적절한 위치에 정유하도록 두 개 이상의 노치(notch)가 준비

되어 있으며, 정유장치(66)는 탄성적으로 상기 소켓을 상면과 측면 사이에서 하나의 노치와 맞물려 소켓을 적합한 위

치에 정유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콘센트.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장식을 위하여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전기 콘센트에 적용하며, 상기 전기 콘센트는 벽에 걸 수 있고

, 동물 모양인 거북이, 오징어, 조개, 돌고래, 호랑이, 쥐, 생선과, 곤충 모양인 딱정벌레, 무당벌레, 꽃 모양인 해바라기

, 국화, 그 외에 햄버거, 달걀, 우유병, 맥주캔, 자동차 모양의 외형 중에서 한가지를 응용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콘센트.

청구항 9.
상부뚜껑, 하부뚜껑, 리세트 (reset), 전기코드와 전원 공급용 회로세트로 형성되어 있으며,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갖

춘 전기 콘센트로서,

해당되는 개별 소켓에 전원을 공급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개의 개별 스위치 (111~114) 와,

전원 공급회로에 설치하기 위하여 원반형 소켓(11)과 원통형 소켓(31) 으로 조립된 여러 개의 소켓과,

플러그가 안 꽂혀있는 동안 플러그 삽입구를 막아주기 위해 원반형 소켓(11) 위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 장치를 포함하

며,

상기 각개의 원반형 소켓(11)은 그것의 상면에서 개별적으로 회전할 수 있으며,

각개의 원통형 소켓(31)은 상면과 측면 사이에서 회전축에 대한 수직면에서 개별적으로 회전할 수 있으며,

원반형 소켓(11)과 원통형 소켓(31)의 회전은 한 바퀴 미만으로 제한하여 외부연장 전기선이나, 내부 전기연결이 꼬

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콘센트.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각개의 원반형 소켓은, 상부 원반부분(51), 일정 길이를 가진 하부 원통형 몸체부분(52), 슬라이딩 

포켓(50), 한 쌍의 슬라이딩 홈(58), 플러그를 꽂는 납작한 삽입구(54), 접지 삽입구(55)와, 소켓을 지탱하기 위하여 

서로 반대편 끝에 배치된 한 쌍의 바깥 스탑퍼(53)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콘센트.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각개의 원반형 소켓은 표준규격을 가지며, 평평한 받침 면(56)을 마련하도록 상부 원반부분(51)

의 외경은 하부원통형 몸체부분(52)의 외경보다 크며, 상기 평평한 받침면(56)은 상부 원반부분(51)과 하부 원통형 

몸체부분(52)사이에서 직각으로 만나서 측벽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콘센트.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부 원반부분(51)에 설치된 안전 장치로서의 보호커버(57)를 더 포함하며,

상기 보호커버는, 플러그가 안 꽂혀있는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전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쌍의 플러그를

꽂는 삽입구(54)를 탄성부분(59)에 의하여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콘센트.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각개의 원통형 소켓은 원반형 소켓(11)을 삽입하기 위한 동공부분(61)과 원반형 소켓(11)의 평평

한 받침면(56)과 맞닿는 환형 테두리 (62)와, 한 쌍의 안쪽 스탑퍼(63)와 회전을 제한하기 위하여 서로 맞닿는 양측면

에 배치된 한 쌍의 축(64)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콘센트.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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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개의 축(64)에는 원통형의 소켓을 적절한 위치에 정유하도록 두 개 이상의 노치(notch)가 

준비되어 있으며, 정유장치(66)는 탄성적으로 상기 소켓을 상면과 측면사이에서 하나의 노치와 맞물려 소켓을 적합한

위치 에 정유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콘센트.

청구항 15.
제 9 항에 있어서, 장식을 위하여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전기 콘센트에 적용하며, 상기 전기 콘센트는 벽에 걸 수 있고

, 동물 모양인 거북이, 오징어, 조개, 돌고래, 호랑이, 쥐, 생선과 곤충 모양인 딱정벌레, 무당벌레, 꽃 모양인 해바라기,

국화, 그 외에 햄버거, 달걀, 우유병, 맥주캔, 자동차 모양의 외형 중에서 한가지를 응용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콘센트.

청구항 16.
제 9 항에 있어서, 전기 콘센트는 평면에서만 회전하는 소켓과 그리고 평면과 수직면 양면에서 회전이 가능한 소켓의

조합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콘센트.

청구항 17.
상부뚜껑, 하부뚜껑, 리세트 (reset), 전기코드와 전원 공급용 회로세트로 형성되어 있으며, 회전이 가능한 소켓을 갖

춘 전기 콘센트로서,

개별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스위치 유니트(220)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개별 스위치(221~225)가 집합적으로 설

치된 스위치 상자(210)와,

각개의 연장 코드와 함께 여러 개의 개별 원거리 플러그(261~266)로 형성된 원거리 플러그 유니트(260)를 포함하며,

상기 스위치 상자(210)는 장식용으로 벽에도 걸 수 있으며, 동물 형상인 거북이, 오징어, 조개, 돌고래, 호랑이, 생쥐, 

생선모양과 곤충 형상인 딱정벌레, 무 당벌레, 꽃 형상인 해바라기, 국화, 그 외에 햄버거, 달걀, 우유병, 맥주캔, 자동

차 모양 등의 외형 중에서 한가지를 적용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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