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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각성이 향상된 풋볼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시각성이 향상된 풋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시각성이 향상된 스포츠볼의 개선된 한 실시예의 사시도.

제2도는 제1도의 평면도.

제3도는 제1도의 단면도.

제4도는 개선된 스포츠볼의 제2실시예의 사시도.

제5도는 개선된 스포츠볼의 제3실시예의 사시도.

제6도는 개선된 스포츠볼의 제4실시예의 사시도.

제7도는 안개와 같은 나쁜 기후 상태하에서 경기할 때의 제1도의 스포츠볼의 개략도.

제8도는 조명등하에서 경기할 때의 제1도의 스포츠볼의 개략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풋볼(football)        2 : 카버

3, 4 : 접합선             5 : 레이스

6 : 밸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장구(長球)형 스포츠볼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경기중에 시각성을 향상시킨 풋볼
(football)에 관한 것이다.

출원인  찰스  오.  핀레이(charles  O.  Finley)는  프로  스포츠에서  시각적인  향상을  포함하여  새로운 
장점을  도입하는  스포츠  인물로  널리  인정되어  있다.   오클랜드  야구  클럽의  소유자이기도  한 출원
인  지명타자  규칙의  도입  및  야간에서  월드시리즈  및  올스타  게임의  플레이를  도입한  것을  포함하여 
야구경기에  실질적으로  공헌하였다.   출원인은  야구경기에  이전의  선수들이  입었던  회색  유니폼  및 
검은  신발  대신에  칼러  유니폼  및  흰색  신발을  또한  도입하였다.   출원인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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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경기뿐만  아니라  또한,  프로하키클럽인  캘리포니아  골든  실(국가하키  연맹),  프로  농구  클럽인 
멤피스탐스(미합중국 농구협회)를 소유함으로써 광범위하게 넓혀가고 있다.

1960년대  후반에,  오클랜드  야구  클럽의  소유자인  출원인은  야구경기에  시각성이  향상된  ＂알러트 
오랜지 야구볼(Alert Orange Baseball)＂을 도입하였다.

알러트  오랜지  야구볼은  종래의  하얀  야구볼보다,  첫째,  팬들이  하얀볼보다  더  쉽게  오랜지볼의 비
행을 볼 수 있고,  둘째 타자는 하얀볼보다 투수로부터 오는 오랜지볼을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두가
지  중요한  장점을  구비한다.   게임을  관람하는  팬은  알러트  오랜지  야구볼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였
다.   심판은  오랜지  야구볼이  사용되는  경기에서  볼이  플레이트를  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타구  및  적은  필드  에러가  일어난다고  진술하면서,  알러트  오랜지  야구볼의 잇점
을 또한 증명한다.

풋볼과  같은  변화무쌍한  스포츠에서,  경기중에  볼의  시각성은  참가  선수의  동작을  개선할  수  있고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 및  텔레비젼 시청자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준다.   이것은 게임이 평상시에 옥 
외에서  때로는  악천후(예를들어,  비,  눈,  안개)에서  진행되는  풋볼  경기에서  사실로  나타난다.   볼
의  시각성은  스탠드  및  운동장의  주위  배경과  볼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는  밝은태양  빛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양쪽  환경에서  풋볼에  용이한  시각성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

풋볼의  장구형상은  나선형과  엔드  오버  엔드(end-over-end)형의  두  개의  다른  스핀  모드(spin mod
e)를  제공한다.   풋볼을 던질 때,  풋볼은 주축 또는 종축을 중심으로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탄알 모
양이라고  생각된다.   볼을  펀트(punt)할  때,  볼은  종축에  대해  나선형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횡축에 
대해 엔드 오버 엔드형으로 회전할 수도 있다.  티(tee)  또는 상향 위치에 놓인채로 볼을 찰 때, 볼
은 엔드 오버 엔드형으로 회전한다.   공격팀의 받는 사람 또는 방어팀 선수가 주위 배경과 이동하는 
볼을 쉽게 구별할 수 있고 특히 볼의 회전 모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기의 이유
의 관중 및  텔레비젼 시청자가 볼의 비행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볼의 비행에 악영
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시각성이 향상된 불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디.

종래의  풋볼  설계는  방향성  표시가  포함되었다.   예를들여,  머레이씨의  미합중국  특허 제3,370,851
호는 펀트하는 사람의 차는 발이 볼을 향하도록 시각적인 표시를 갖춘 풋볼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머레이  디자인은  볼을  향하는  선수에게만  도움을  주고  받는  사람  및  관중에게는  시각성의 
향상이 없다.

종래 풋볼 설계는 또한 종축요소를 포함하였다.  예를들어, 갈리넌트씨의 미합중국 특허 제
2,011,760호는  볼의  미끄럼  방지  부착물에  관한  것이고,  선수가  볼을  붙잡는  일을  향상시키기  위해 
볼에  적용되는  외장  또는  외피에  관하여  설명한다.   갈리넌트  디자인의  몇몇  수정안은  종축  요소를 
갖춘  외장을  포함하는  반면에,  외장의  목적은  시각의  향상이  아니라  붙잡는  것의  향상에  있다.   게
다가,  갈리넌트  외장은  중량에  첨가되므로  볼의  정상  비행을  변경한다.   더욱이,  외장은  볼의 표면
으로부터  돌출하므로,  던지고,  펀트하고,  킥할  때  볼의  궤도를  변경하는  바람  저항  및  난류에 도움
을 준다.

본  발명의  목적은  양쪽  선수들,  관중  및  텔레비젼  시청자에게  주위  배경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시각
적으로 향상된 스포츠볼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비행중에  볼의  회전축을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시각적으로  향상된 
스포츠볼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시각성이  나쁜  악천후  기후  또는  조명등하에서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각
적으로 향상된 스포츠볼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장점 및 특징은 아래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 범위 및 첨부된 도면과 관련하
여 이해하면 명백하다.

이들과  다른  목적은  볼의  외부  표면에  적용되는  시각성이  향상된  디자인을  갖춘  풋볼과  같은 스포츠
볼에  의해서  달성된다.   상기  디자인은  비행중에  있는  볼이  주축을  중심으로  회전함에  따라  특이한 
시각상이  나타나도록  볼의  주축  또는  종축에  실제로  평행한  방향으로  연장한다.   상기  적용된 디자
인은 비행중에 있는 볼이 횡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제2특이한 상을 나타낸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적용된 디자인은 볼의 외부를 외접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줄무늬(stripe)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1도  내지  제3도는  종방향  접합선(3,4)에서  연결되는  4개의  패널로  형성된  가죽  또는  인조  가죽형 
카버(2)로  둘러싸인  팽창  고무  공기주머니(bladder)(도시되지  않음)를  구비한  통상적인  장구형상의 
풋볼(1)과  같은  스포츠볼을  차례로  도시한다.  종방향은  제1도  및  제2도에  도시된  볼(1)의  주축  또는 
종축  P-P와  나란한  것으로써  본원에서  정의된다.   공기주머니는  접합선(3)에  있는  갭을  통하여 삽입
되고,  카버(2)의  가죽과  통상적으로  대비색인  레이스(5)에  의해  고정된다.   볼(1)은  밸브(6)을  통해 
공기가  유입되어  팽창된다.   카버가  비침투성  가죽형  합성  재료로  형성되는  경우에  공기주머니는 생
략할 수 있고, 4개의 패널은 서로 일체로 되며 종방향 연장 스코어라인(scoreline)에 의해 
한정되고, 레이스는 선택 스코어라인과 정렬상태로서 카버상에 돋을 새김될 수도 있다.

제1도  내지  제3도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두쌍의  줄무늬(10,11  및  12,13)의  형태인  띠는  카버  외부에 
적용된다.   줄무늬(10,11)는  레이스(5)의  한  단부로부터  볼의  레이스되지  않은  부분  둘레를  따라 종
방향으로  레이스의  다른  단부까지  접합선(3)의  양쪽을  따라  연장한다.   그래서  줄무늬(10,11)  및 레
이스(5)는  풋볼을  종방향으로  외접하는  모양을  형성한다.   유사하게  줄무늬(12,13)는  풋볼을 종방향
으로  외접하는  모양을  형성하도록  접합선(4)의  양쪽을  따라  연장한다.   줄무늬(10,11,12,1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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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노란,  형광  또는  다른  시각적인  대비색으로  될  수도  있고,  보통  볼  카버상에  착색되거나, 적
합한 테이프, 카버 외부에 부착된 전사술 무늬(decalcomania) 또는 다른 띠 수단에 의하여 
착색된다.   어떤  형태이든지,  띠는  풋볼의  정상  비행에  악영향을  주지않고  볼을  던지거나,  차거나 
또는 잡는 선수의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1도  내지  제3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줄무늬(10,11,12,13)는  볼의  주축  P-P와  정렬상태로 배치되므
로,  주축  P-P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나선형  모양으로  볼을  던지거나  펀트할  때  줄무늬가  길이  방향에 
가로질러  회전하면서  볼  전체를  덮는  희미한  상을  만들게  된다.   이  방식으로  전체  볼은  줄무늬의 
색을  구비한  회전  발사체처럼  나타난다.   그래서,  볼의  시각성은  텔레비젼  시청자뿐만  아니라 경기
장의 관중 및 운동장의 선수에게 현저히 개선된다.

볼이  제1도  내지  제3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횡축  T-T를  중심으로  엔드  오브 엔드(end-over-end)형태
로  볼을  킥하거나  펀트할  때는,  볼이  주축  P-P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와는  명확하게  다른  시각상이 
드러난다.   볼이  주축  P-P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시각적으로  향상된  외부  표면은  시각적으로 향상
된  중심부를  형성하고  볼의  길이에  나란한  단일  또는  한쌍의  줄무늬의  상을  발생하는 줄무늬(10,1
1)로  국한된다.   유사하게도,  볼이  횡축  T-T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줄무늬(12,13)는  주변  영역을 
시각적으로  향상하고  볼의  윤곽을  나타낸다.   이  방식으로,  받는사람,  관중  및  텔레비젼  시청자는 
나선형과 엔드 오버 엔드형의 펀트 또는 패스인지를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받는 사람
은  경기를  적절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대응  육체적  이동이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 무늬는 선수가 패스,  킥 또는 펀트를 하는데 효율적이고 정확한 패스,  킥 또는 펀트를 하게 한
다.   그러므로  시각적으로  향상된  볼은  패스하는  사람,  펀트하는  사람  및  놓고차는  사람의 연습용으
로서 유익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

시각적으로  향상된  풋볼상의  줄무늬는  연속적으로  또는  완전히  외접할  필요는  없다.   예를들어, 제4
도는  이격되는  종방향으로  정렬된  조각  또는  무늬로  형성된  줄무늬(10a,11a,12a,13a)를  도시한다.   
각각의  조각은  서로  협력하여  제1도  내지  제3도의  연속적인  줄무늬(10,11,12,13)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제5도는  줄무늬(14,15)가  접합선(3,4)을  따라  연장되지  않는  대신에  필요하면,  접합선(3,4)  사이에 
위치하는 실시예를 도시한다.

제6도는  한쌍의  줄무늬(16,17)가  종방향  접합선(3)을  따라  볼을  외접하는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 
실시예에서,  주축을  중심으로  나선형으로  던지어지거나  펀트된  볼은  시각성이  향상되지만,  대비되는 
한쌍의  줄무늬가  생략됨으로  기인하여  제1도  내지  제3도와  풋볼(1)보다  다소  시각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또  다시  볼을  엔드  오버  엔드형으로  킥  또는  펀트할  때  예상되는  특정적인  형태는  볼이 나
선 궤도를 따를 때 일어나는 형태와 구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제7도에서,  나쁜  기후  상태(예를들어,  비,눈,안개  등)에  기인하여  시각성이  나빠질  때  풋볼(1)이 플
레이중에  받는  사람에게  향하는  나선궤도로  도시되어  있다.   줄무늬는  이런  상태하에서  볼의 시각성
을  향상시키므로,  따라서  받는  사람의  기술  및  동작과,  관중  및  텔레비젼  시청자의  관람  및 즐거움
을 향상시킨다.

유사하게도,  제8도는  경기장이  조명에  의해  밝혀진  상태하에서  받는  사람에게  엔드  오버  엔드형으로 
이동하는  풋볼(1)을  도시한다.   풋볼(1)의  향상된  시각성은  받는  사람이  어둠과  밝음으로  교번하는 
배경에서도 볼의 궤도를 따르게 할 수 있다.

상기의  사항에서,  변화무쌍한  플레이의  진행에  따라  관중  및  텔레비젼  시청자의  즐거움과경기장에서 
선수의  동작을  개선하는  시각성이  향상된  풋볼을  제공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더욱이,  시각적으로 
개선된  풋볼은  비행중에  볼의  회전축을  용이하게  구별하게  하므로,  방어자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에
게  플레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육체적  이동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시각적으로  향상된 풋
볼은  펀트하는  사람  또는  놓고  차는  사람의  발이  볼을  차기전에  볼의  위치를  적절하게  선정하는데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시각적으로  향상된  스포츠볼의  다양한  실시예를  본원에서  설명하였으나,  다른  종방향  무늬  또는 표
시가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장구형 스포츠볼에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종축  및  횡축을  갖는  시각성이  향상된  장구형  풋볼에  있어서,  볼이  종축에  대해  회전할  때 제1특이
한  시각상이  나타나고  또  횡축에  대해  회전할  때  제2특이한  시각상이  나타나도록  풋볼의  종방향 연
장부를  전체적으로  외접하는  표시의  외관을  규정하는  수단을  갖는  외부  표면을  구비하고,  상기 수단
은  볼의  표면으로부터  거의  돌출하지  않으면서도  볼의  정상  비행  및  그립핑(gripping)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형태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풋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단은  상기  종방향  연장부를  외접하는  적어도  하나의  줄무늬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풋볼.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수단은 연속적임을 특징으로 하는 풋볼.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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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단은  이격되고  종방향으로  정렬된  복수의  조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풋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단은 볼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외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풋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단은 거의 평행한 한쌍의 줄무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폿볼.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단은 복수의 줄무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풋볼.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단과  외부  표면의  나머지는  대비색상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풋
볼.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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