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A63H 3/02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9월19일

10-0624063

2006년09월07일

(21) 출원번호 10-2004-7019476 (65) 공개번호 10-2005-0004900

(22) 출원일자 2004년11월30일 (43) 공개일자 2005년01월12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4년11월30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2003/016815 (87) 국제공개번호 WO 2003/101562

국제출원일자 2003년05월30일 국제공개일자 2003년12월11일

(30) 우선권주장 60/384,884

10/448,943

2002년05월31일

2003년05월30일

미국(US)

미국(US)

(73) 특허권자 매텔 인코포레이티드

미국 캘리포니아 90245-5012 엘 세군도 콘티넨탈 브러바드 333

(72) 발명자 비텐베르그,마크,에스.

미국, 캘리포니아 90720, 로스무어, 11931 켄싱턴 로드

아스바그히,아마드,에이.

미국, 캘리포니아 90245, 엘 세군도, 333 콘티넨탈 브러바드

(74) 대리인 한양특허법인

심사관 : 이강영

(54) 플렉서블한 인형 및 포즈 가능형 작동 인물상

요약

본 발명은 수명이 연장하고 내고장성을 갖고, 사실적인 형태로 반복하여 포즈 가능한 개선된 포즈 가능형 인물상에 관한

것이다. 포즈 가능형 인물상은 금속 와이어 등의 굽힘 가능의 재료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1차 부재(12, 22, 28, 30)를 포함

하는 내부 골격(10) 및 엘라스토머 재료 등의 플렉서블한 물질로 구성된 외부 성형체 커버링을 갖는다. 내부 골격은 또한 1

차 부재의 굴곡을 제한하고/하거나 1차 부재와 접속하여 관절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1차 부재의 일부 상에 성형된 하나

이상의 2차 부재(86, 88, 90, 92, 94, 96)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관련 출원에 대한 상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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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출원은 발명자:Mark S. Wittenberg 및 Ahmad A. Asbaghi에 의한 제목:"Flexible Dolls and Posable Action

Figures"의 미국 임시 특허 출원 일련 제60/384,884(2002, 5, 31)호 및 미국 특허 출원 일련 제10/448,943(2003, 5, 30)

호에 우선권은 주장한다.

기술분야

본 출원은 일반적으로 플렉서블한 인형 장난감 및 포즈 가능형 작동 인물상 장난감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것

은 연질, 살결 형상의 재료로 구성된 외부 표면, 및 굽힘 가능의 내부 골격을 구비한 인형 및 작동 인물상을 포함한다.

배경기술

다수의 상이하고 다양한 플렉서블한 인형 및 작동 인물상이 주로 오락과 전시의 목적으로 최근 개발되고 있다. 플렉서블

또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창작은 인물상이 배치되는 어떤 포즈라도 유지하도록 이상적으로 구성된 가동의 관절체 및 사

지의 창작을 일반적으로 필요로 한다. 또한, 인물상은 구조의 문제없이 다수회에서 포즈 가능형인 것이 바람직하다.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하나의 부류는 인간 골격의 관절을 재현하는 조인트를 가능하게는 포함하는 내부 보강재 또는 골격,

및 내부 골격을 포위하여 이에 접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정되는 플렉서블한 재료로 구성된 성형의 외부 커버링 또는 신

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장난감의 예는 미국 특허 번호 280,986, 1,189,585, 1,551,250, 1,590,898, 2,017,023,

2,073,723, 2,109,422, 2,392,024, 2,601,740, 2,684,503, 3,325,939, 3,284,947, 3,395,484, 3,624,691, 3,955,309,

4,123,872, 4,136,484, 4,233,775, 4,932,919, 4,954,118, 4,964,836, 5,516,314, 5,630,745, 5,762,531, 5,800,242,

6,155,904, 및 6,217,406, 및 공보 JP49-18954, JP49-18955, JP60-97067, JP61-94090, JP61-94091, JP61-94092,

JP62-53686, JP62-164092, JP63-103685, JP11-212369, WO0067869, 및 WO0010665에서 발견된다. 플렉서블한

인형 장난감 및 작동 인물상 장난감의 다른 예는 미국 특허 번호 3,277,601, 3,716,942, 4,470,784, 4,932,919,

5,017,173, 및 6,074,270, 및 공보 WO0108776에서 발견된다. 모든 이들 특허 및 공보의 개시는 본원에 참조에 의해 통

합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수명이 연장되고, 내고장성을 갖고, 사실적인 형태로 반복적으로 포즈 가능형인 개선된 포즈 가능형 인물상이 제공된다.

포즈 가능형 인물상은 금속 와이어 등의 굽힘 가능의 재료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1차 부재를 포함하는 내부 골격, 및 엘라

스토머 재료 등의 플렉서블한 물질로 구성된 외부 성형체 커버링을 갖는다. 내부 골격은 또한 1차 부재의 굴곡을 제한하고

/하거나 1차 부재에 접속하여 다관절 구조를 형성하도록 1차 부재의 일부 상에 성형된 하나 이상의 2차 부재를 포함할 수

도 있다.

제공된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이점은 도면 및 바람직한 실시 형태의 상세한 설명을 고려한 후에 보다 쉽게 이해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른 포즈 가능형 인물상에 대한 내부 골격의 투시도이다.

도 2는 도 1의 내부 골격의 수개의 1차 부재의 정면도이다.

도 3은 도 1의 내부 골격의 정면도이고, 골격 내에 위치한 1차 부재를 도시한다.

도 4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에 대한 내부 골격 일부의 확대도이고, 위치하는 핀 및 관련 구조를 도시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른 부분적으로 형성된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정면도이고, 인물상 내에 위치한 내부 골격

을 도시한다.

도 6은 부가적인 신체 성형 단계 이후의 도 5의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정면도이다.

도 7은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다른 실시 형태의 일부의 부분 정면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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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또 다른 실시 형태의 일부의 부분 정면 단면도이다.

도 9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또 다른 실시 형태의 일부의 부분 정면 단면도이다.

도 10은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또 다른 실시 형태의 일부의 부분 정면 단면도이다.

도 11은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또 다른 실시 형태의 일부의 부분 정면 단면도이다.

도 12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또 다른 실시 형태의 일부의 부분 정면 단면도이다.

도 13은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또 다른 실시 형태의 일부의 부분 정면 단면도이다.

실시예

도 1에서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에 대한 일반적으로 10으로 표시되는 내부 골격이 도시된다. 내부 골격(10)은 결국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사출-성형체 등의 외부 커버링에 의해 포위되고 이에 접착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도 1은 명료를 위해

분리하여 내부 골격을 도시한다. 골격(10)은 서로 코팅되고/되거나 접합하여 다관절 구조를 형성할 수도 있는 하나 이상의

플렉서블한 1차 부재를 포함한다. 1차 부재는 이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1차 부재의 일부 상에 하나 이상의 2차 부재를

성형하는 골격-형성 공정으로 이후 기재하는 인서트 성형 공정에서 접합될 수도 있다.

도 2는 골격-형성 공정 전에 도 1의 골격의 수개의 1차 부재를 도시한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 골격(10)은 골격의 제1

손부(14)로부터 제2 손부(16)로 연장하여 팔부(18, 20)를 형성하는 1차 상위 부재(12)를 포함한다. 골격은 또한 허리부

(24) 및 가슴부(26)를 형성하는 1차 몸체 부재(22)와, 발부(32, 34)로부터 둔부(36)로 연장하여 다리부(38, 40)를 형성하

는 2개의 1차 다리 부재(28, 30)를 포함하다.

1차 부재는 금속 와이어의 가닥 등의 임의의 플렉서블한, 탄력적인 재료로 구성될 수도 있다. 도 2에 도시된 실시 형태에

있어서, 1차 부재의 각각의 와이어는 동일 직경을 갖고, 동일 재료로 구성된다. 특히, 도 2에 도시된 1차 부재는 스테인리

스 강 와이어로 구성되고, 각각은 직경 대략 1.4㎜이다. 그렇지만, 다른 직경의 및/또는 다른 재료로 구성된 와이어가 다양

한 골격 설계에 동등하게 적합하거나 보다 적합할 수도 있고,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전체 크기 및 이의 사용 목적에 따른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2 또는 3 가닥의 꼬인 와이어를 사용하여 일부 또는 모든 1차 부재를 형성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1차 상위 부재(12)는 하나의 손부로부터 다른 손부로 연장하는 단일 와이어를 포함하므로, 각

각의 팔부(18, 20)의 단면에서 단일 와이어가 발견된다. 1차 상위 부재(12)의 와이어는 목부(42)에서 절곡되거나 이중으

로 되므로, 목부의 단면에서 2개의 와이어가 발견된다. 1차 다리 부재(28, 30) 각각은 하나의 다리부로부터 둔부(36)로 연

장하는 단일 와이어를 포함하므로, 각각의 다리부의 단면에서 단일 와이어가 발견된다. 1차 몸체 부재(22)는 허리부(24)를

통하여 연장하는 2개의 와이어를 포함하고, 양쪽이 이중으로 되므로, 허리부의 단면에서 4개의 와이어가 발견된다.

각각의 1차 부재는, 2개의 단부 사이에 적어도 1개의 중간 벤드를 구비한 2개의 단부를 갖는다. 하기에 보다 상세히 설명

되는 바와 같이, 중간 벤드가 제공되어 1차 부재를 부분적으로 포위하도록 성형되는 2차 부재를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1

차 상위 부재(12)는, 손부(14)에 위치한 제1 단부(44) 및 손부(16)에 위치한 제2 단부(46)를 갖는다. 중간 벤드(48)는 제1

단부(44) 가까이 위치하고, 3개의 다른 중간 벤드(50, 52, 54)는 목부(42)에 위치하고, 또 다른 중간 벤드(56)는 1차 상위

부재의 제2 단부(46) 가까이 위치한다.

1차 몸체 부재(22)는 제1 단부(58) 및 제2 단부(60)를 갖고, 제1 단부(58) 가까이에 위치한 제1 중간 벤드(62), 둔부(36)

에 위치한 다른 중간 벤드(64), 및 제2 단부(60) 가까이에 위치한 다른 중간 벤드(66)를 포함한다. 1차 다리 부재(28)는 제

1 단부(68) 및 제2 단부(70)를 갖고, 제1 단부(68) 가까이에 위치한 중간 벤드(72) 및 제2 단부(70) 가까이에 위치한 다른

중간 벤드(74)를 구비한다. 마찬가지로, 1차 다리 부재(30)는 제1 단부(76) 및 제2 단부(78)를 갖고, 제1 단부 가까이에 위

치한 중간 벤드(80) 및 제2 단부 가까이에 위치한 다른 중간 벤드(82)를 구비한다.

서로 관련하여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1차 부재를 형성하는 와이어는 완성된 골격을 형성하기 위해 성형된 몰드(도시 생

략) 내에 유지되고, 골격-형성 공정에서 통합 구조로 접착된다. 골격-형성 공정시에, 1차 부재를 형성하는 와이어의 일부

는 일반적으로 84로 표시되는 폴리머 수지 재료의 층으로 코팅된다. 이 방법으로 와이어를 코팅하는 것은 와이어의 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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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어짐의 가능성 및/또는 골격을 포위하는 외부 커버링을 찌를 가능성을 감소시켜,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안전성 및 내구

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또한 골격-형성 공정시에, 또한 1차 부재의 일부를 피복하는 다양한 2차 부재는 실질적으로 두

꺼운 수지의 층으로 형성된다.

도 3은 골격-형성 공정에서 1차 부재의 일부 주위를 폴리머 수지로 성형한 후의 내부 골격(10)의 정면도를 도시한다. 폴리

프로필렌일 수도 있는 수지 재료는 매우 플렉서블하므로 비교적 박층으로 1차 부재를 피복하는 부분에서 굴곡할 수 있게

한다. 와이어의 다양한 부분을 포위하는 수지 재료의 두께를 변화시킴으로써, 단일층의 수지만이 제1 사출 또는 인서트 성

형 단계에서 와이어 주위에 사출될지라도, 상이한 양의 가요성이 골격의 상이한 부분에 부가될 수도 있다. 특히, 폴리프로

필렌은 매우 플렉서블하므로 폴리프로필렌이 약 2㎜ 두께 미만, 바람직하게는 약 1㎜ 두께로 성형되는 부분에서 와이어의

굴곡을 가능하게 한다.

도 3에 도시된 실시 형태에 있어서, 허리부(24), 팔부(18, 20), 다리부(38, 40), 및 목부(42) 모두는 골격-형성 공정시에,

대략 1㎜ 두께의 폴리프로필렌의 층으로 피복되므로, 이들 골격 부분은 굴곡가능하게 유지된다. 동일 공정시에, 다양한 2

차 부재는 실질적으로 두꺼운 수지의 층으로 형성된다. 2차 부재는 1차 부재의 일부를 피복하고, 1차 부재와 서로 결합하

여 통합 구조를 형성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2차 부재는 2차 힙 부재(86), 2차 가슴 부재(88), 2차 손 부재(90, 92), 및 2차 발 부재(94, 96)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들 두께 때문에, 2차 부재는 골격의 다양한 부분의 굴곡을 제한한다. 특히, 골격의 굴곡은 1차 부재가

2차 부재에 의해 피복되는 골격의 부분에서, 및, 또한 1차 부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2차 부재에 의해 점유된 골격의 부분에

서 제한된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및 도 2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골격의 1차 부재 각각은 적어도 1개의 중간 벤드를 포함한다.

1차 부재의 각각의 중간 벤드는 2차 부재가 1차 부재 상에 성형될 때 1차 부재 상의 소정 위치에서 2차 부재의 하나를 확

실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면 1차 부재의 각각의 벤드에 의해 제공된 증가된 표면적에 의해, 및, 또한 골격에 발

휘되어 이를 해체하도록 할 수도 있는 장력에 대한 저항성을 제공하는 각각의 벤드의 곡률에 의해, 2차 부재의 확실한 유

지가 달성된다.

예를 들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간 벤드(64, 74, 82)는 2차 힙 부재(86)를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중간 벤드(50, 54,

62, 66)는 2차 가슴 부재(88)를 유지한다. 중간 벤드(48, 56)는 2차 손 부재(90, 92)를 각각 유지하고, 중간 벤드(72, 80)

는 2차 발 부재(94, 96)를 각각 유지한다. 장난감 머리를 의한 유지 클립(98)은 2차 부재를 형성하는 동일한 골격-형성 공

정시에 동일 재료로 성형될 수도 있다. 1차 상위 부재(12) 중의 중간 벤드(52)는 다른 중간 벤드에 의한 2차 부재의 유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클립(98)을 유지한다.

또, 도 3에 있어서, 다양한 지지 부재가 또한 골격-형성 공정시에 성형될 수도 있다. 이들 지지 부재는 예를 들면, 다양한

위치결정 못(100, 102, 104, 106, 107), 및 위치결정 스프루(sprue)(108)를 포함할 수도 있다. 지지 부재는 1차 및/또는 2

차 부재로부터 외측으로 연장할 수도 있어, 내부 골격(10)에 구조 및 안정성을 부가한다. 하기에 보다 상세히 설명되는 바

와 같이, 지지 부재는 또한 다른 사출 성형 단계를 위한 준비에서 몰드 내에 정확하고 편리하게 내부 골격(10)을 위치시키

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도 4는 도 1의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팔부의 확대도이고, 이후의 몰드 내에 보강재를 중심에 위치시키는데 사용한 위치결

정 못(100)의 하나를 상세하게 도시한다. 도 4에서 골격이 하나 이상의 이후의 성형 공정에서 탄력적인 재료로 피복될 때

까지, 1차 상위 부재(12)의 와이어의 소형부(109)는 골격-형성 공정 이후에 노출된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

다. 노출된 와이어의 소형부(109)는 골격-형성 공정에 사용된 몰드 내로의 관입의 결과이고, 골격-형성 수지가 1차 부재

주위에 사출될 때 관입(도시 생략)은 소정 위치에 와이어를 유지한다.

지지 부재는 2차 부재를 형성하는 동일한 골격-형성 공정시에 형성되므로, 2차 부재와 동일한 재료, 일반적으로 폴리프로

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등의 폴리머 수지 재료로 구성된다. 지지 부재 재료는 또한 예를 들면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등

의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재료 또는 텍사스주의 휴스톤의 크라톤 폴리머(Kraton Polymers)에 의해 제조된 크라톤 재료 등

의 스티렌계 엘라스토머일 수도 있다. 일부 실시 형태에 있어서, 이 재료는 장난감 인물상의 외부 커버링에 사용된 재료에

접착하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에 적합하도록 선택될 수도 있다.

도 1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위치결정 못 각각은 1차 부재로부터 실질적으로 방사 방향 외측으로 연장할 수도 있고,

이후의 사출 성형 단계 이전에 몰드 내에 소망의 위치에 내부 골격(10)을 위치결정하는데 조력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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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특정한 위치결정 못은 몰드의 반경을 실질적으로 걸치도록 구성될 수도 있으므로, 몰드의 벽으로부터 공간이

이격된 내부 골격의 일부를 유지한다. 이것은 재료를 몰드 내로 사출하도록 하여 신체의 표면으로부터 공간이 이격된 내부

골격을 포위하여 이에 접착된 연속적인 성형체를 형성할 수도 있다.

특히, 도 1의 실시 형태에 있어서, 위치결정 못(100)은 골격(10)의 평면에서 1차 상위 부재 및 1차 다리 부재로부터 이격

되어 방사 방향으로 연장한다. 골격(10)이 몰드 내에 위치될 때, 못(100)은 몰드의 벽에 인접하여 소정 위치에 골격을 확실

하게 유지할 수도 있다. 외부 커버링(또는 신체) 재료가 몰드에 위치될 때, 몰드의 텅빈 부분에 충전함으로써 골격을 포위

하므로, 위치결정 못은 완성된 인물상의 외부 표면까지 연장한다. 따라서, 못(100)은 골격의 평면에서 완성된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팔 및 하위 다리의 폭을 규정할 수도 있다.

위치결정 못(102)은 못(100)과 유사하지만, 1차 다리 부재로부터 더욱 연장하고, 골격의 평면에서 완성된 인물상의 상위

다리의 폭을 규정할 수도 있다. 위치결정 못(104)은 골격의 평면에 직교하는 방향에서 1차 부재로부터 이격된 방사 방향으

로 연장하고, 이들 방향에서 팔 및 다리의 폭을 규정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2차 가슴 부재의 위치결정 못(106)은 2차

가슴 부재의 상위로 연장하고, 2차 가슴 부재의 위치결정 못(107)은 2차 가슴 부재로부터 측면을 따라 연장한다. 이들 못

은 2차 가슴 부재를 몰드 내에 확실하게 위치하도록 돕고 완성된 인물상의 치수를 규정할 수도 있다.

위치결정 못의 하나의 편리한 구성이 도 1에 도시되지만, 골격의 1차 및 2차 부재에 대한 위치결정 못의 다른 배치가 가능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위치결정 못은 도 1에서 실질적으로 원통형으로 도시되지만, 이들은 임의의 다른 적합한

형상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위치결정 못은 실질적으로 원추형 또는 원추대일 수도 있고, 이들은 또한 몰드의 내측

면의 곡률에 적합하도록 둥근 단부를 가질 수도 있다.

스프루(108)는 실질적으로 원통형 또는 도너츠형일 수도 있고, 추가의 이후의 신체 성형 단계시에 몰드 내에 내부 골격

(10)을 추가로 위치시키도록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스프루는 주위 신체 또는 그 일부가 내부 골격 주위에 사출 성형

될 때, 소정 위치에 내부 골격을 유지하도록 몰드에서 대응하는 함몰 또는 오목에 위치될 수도 있다. 도 1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스프루(108)는 2차 손 부재(90, 92), 2차 힙 부재(86), 및 2차 발 부재(94, 96) 가까이에 위치될 수도 있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내부 골격(10)은 내부 골격 주위에 탄력적이고 플렉서블한 신체 커버링을 형성하기 위해 몰드에

위치된다. 일부 실시 형태에 있어서, 신체 커버링은 2단계 신체 성형 공정에서 성형되고, 이들 탄성 특성이 다른 2개의 상

이한 재료로 형성된다. 다른 실시 형태에 있어서, 신체 커버링은 단일의 신체 성형 단계에서 성형될 수도 있으므로, 단일의

탄성 재료로 형성될 수도 있다. 다양한 실시 형태가 이하에 설명되고, 도면에 도시된다.

신체 커버링이 2개의 상이한 재료로 성형되는 경우에 있어서, 비교적 연질 재료로 신체 커버링의 일부를 성형하고, 비교적

경질 재료로 신체 커버링의 다른 부분을 성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연질 재료의 쇼어(Shore) 경도는

대략 14일 수도 있고, 경질 재료의 쇼어 경도는 대략 40일 수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1 재료(쇼어 경도 14)는 일본국

도쿄에 있는 리켄(Riken)(주)으로부터 명칭 레오스테머(Leostemer) LFR9904N으로 얻을 수도 있고, 제2 재료(쇼어 경도

40)도 또한 리켄(주)으로부터 명칭 레오스테머 LFR9810N으로 얻을 수도 있다.

도 5는 일반적으로 110으로 표시되고, 제1 신체 성형 단계에서 골격의 다양한 부분 주위에 성형된 제1 탄력적이고 플렉서

블한 신체 재료를 구비하여 도 1의 내부 골격(10)을 도시한다. 제1 신체 재료는 완성된 하위 다리(112, 114), 완성된 팔

(116, 118), 완성된 상위 가슴(120), 및 완성된 목(122)을 형성한다. 게다가, 제1 신체 재료는 완성된 인물상의 외측면을

향하여 부분적으로만 연장하는 미완성의 표면을 형성하도록, 1차 다리 부재의 상위 부분(124, 126) 주위 및 1차 몸체 부재

의 중부(128) 주위에 성형된다. 제1 신체 재료는 1차 부재 주위의 부분(124, 126, 128)을 두껍게 하여, 이들 부분의 인물

상의 굴곡을 제한한다.

도 5에 있어서, 제1 신체 재료는 1차 다리 부재의 상위 부분(124, 126) 주위 및 1차 몸체 부재의 중부(128) 주위에 직경 대

략 2㎜로 성형된 것이 도시된다. 따라서,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 이들 부분은 골격-형성 공정시에 대략 1㎜의 수지로 우선

각각 피복된 후에, 제1 신체 성형 단계시에 대략 2㎜의 제1 신체 재료로 피복된다. 이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제2 신체

재료는 제1 신체 재료 주위에 성형되어 부분(124, 126, 128)에서의 완성된 신체를 형성한다.

도 5는 또한 각각의 완성된 하위 다리의 근접 단부에서 제1 신체 재료가 원추대 형상 또는 테이퍼(130)로 어떻게 성형되는

지를 도시한다. 이러한 테이퍼는 다리에서의 2개의 신체 재료의 접합점에서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외관, 굽힙 특성, 및 내

구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장난감의 가슴 영역 에 도시된 특정한 연결 구조(131)는 장난감의 외관, 굽힙 특

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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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일반적으로 132로 표시되는 제2 탄력적이고 플렉서블한 신체 재료가 부분(124, 126, 128) 주위에 성형되어 완성

된 신체를 형성하는 제2 신체 성형 단계 이후의 도 5의 포즈 가능형 인물상을 도시한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제2 신체

재료는 일반적으로 제1 신체 재료와 유사한 엘라스토머이지만, 상이한 쇼어 경도를 갖는다. 도 5-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프루(108)는 완성된 신체로부터 돌출하고, 최종 제조 단계시에 제거된다. 다른 최종 제조 단계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에

머리, 복장, 도색, 및/또는 다른 액세서리(도시 생략)를 부가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도 7은 다단계 성형 공정에서 형성된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다른 실시 형태의 부분 단면도를 도시한다. 도 7에 도시된 인물

상은 도 1의 내부 골격(10)과 유사한 내부 골격(210)을 포함하고, 1차 몸체 부재(212), 및 1차 다리 부재(214, 216)를 포

함한다. 초기 골격-형성 성형 공정시에 수지의 박층으로 1차 부재가 피복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본 실시 형태의 1차 부

재는 상기의 골격-형성 공정에서 서로 접합된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 골격의 1차 몸체 부재(212)는 단일 와이어

만을 포함한다. 골격-형성 공정 이후, 다음에 도 7의 실시 형태는 제1 및 제2 주위 신체 재료(110, 132)로 성형된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및 도 5-6의 실시 형태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체 재료(110, 132)는 2단계 공정에서 골격(210)에 부가

될 수도 있다.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또 다른 실시 형태는 도 8에 도시된다. 도시된 실시 형태의 내부 골격은 도 1에 도시되고, 미리 설명

되고 있는 골격(10)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제1 탄력적이고 플렉서블한 신체 재료(110)가 골격의 팔부(18, 20), 및 다리

부(38, 40) 상에 성형된다. 그렇지만, 제1 신체 재료(110)는 상기 실시 형태에서와 같이 골격의 목 또는 상위 가슴 부분에

적용되지 않고, 기존의 노출된 1차 부재를 두껍게 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다음에 제2 신체 재료(132)가 골격(10)의 허리

부(24) 상에 성형되고, 또한 제1 신체 재료가 성형되었을 때 노출된 채로 남는 다리, 목 및 상위 가슴 부분 상에 성형된다.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또 다른 실시 형태가 도 9에 도시된다. 도 9의 실시 형태는 내부 골격(10)을 포함하고, 상기 설명되

고 도 8에 도시된 실시 형태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제1 신체 재료(110)는 제1 신체 성형 공정시에 골격의 허리부(24) 및

다리부(38, 40) 주위에 성형되어, 이들 부분에서 골격의 굴곡을 제한한다. 다음에 제2 신체 재료(132)는 골격의 허리부

(24) 상에 성형되고, 또한 제1 신체 재료가 성형되었을 때 노출된 채로 남는 다리, 목 및 상위 가슴 부분 상에 성형된다.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또 다른 실시 형태가 도 10에 도시된다. 도 10의 실시 형태는 도 9에 도시된 실시 형태와 유사하고,

내부 골격(10)을 포함한다. 그렇지만, 도 10에 있어서, 제1 탄력적인 플렉서블한 신체 재료(110)는 또한 제1 신체 성형 단

계시에 1차 상위 부재(12)의 목부(42) 상에 성형되어, 목부의 굴곡을 제한한다.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또 다른 실시 형태가 도 11에 도시된다. 도 11의 실시 형태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내부 골격

(10)을 포함하지만, 제2 신체 재료(132)는 골격의 다리부(38, 40)의 내부 일부, 및 허리부(24) 상에만 성형된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 제1 신체 재료가 제2 신체 재료를 포위하므로, 제2 신체 재료(132)는 제1 신체 재료(110)가 성형되기 전에

골격 상에 성형된다.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또 다른 실시 형태가 도 12에 도시된다. 도 12의 실시 형태는 골격의 모든 1차 부재 상에 제1 신체

재료(110)의 두껍게 한 층을 구비하고, 도 1에 도시된 내부 골격(10)을 포함한다. 다음에, 제2 신체 재료(132)의 외부층은

골격 상에 성형되어,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외측면을 형성한다.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또 다른 실시 형태는 도 13에 도시되고,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내부 골격(10)을 포함하고, 내부

골격 주위에 성형된 단일의 탄력적이고 플렉서블한 신체 재료(300)로 완성된 신체를 형성한다. 신체 재료(300)는 재료

(110) 또는 재료(132) 중의 하나와 유사할 수도 있고, 임의의 다른 소망의 탄성을 가질 수도 있다.

장난감의 다양한 또 다른 실시 형태는 도 7-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노출 와이어, 다리 중의 테이퍼, 골격의 과

성형된(over-molded) 상위 다리 및 허리 부분, 제2 재료 목, 및 상위 다리 또는 허리의 내부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마찬가

지로, 다른 재료가 제1 및 제2 탄력적이고 플렉서블한 신체 재료와 같이 내부 골격을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들

또 다른 실시 형태는 도면에 개별적으로 도시되어 있지 않다.

본 명세서는 상기 실시 형태에 관련하여 제공되고 있지만, 당업자는 하기의 청구항에서 규정된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는

일 없이 많은 변화가 본원에서 행하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세서는 본원에 설명된 요소의 모든 신규한 및 비

자명한 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들 요소의 임의의 신규한 및 비자명한 조합에 대해 본 또는 이후 출원

에서 청구항이 부여될 수도 있다. 상기 실시 형태가 설명되고, 본 또는 이후 출원에서 청구될 수도 있는 모든 가능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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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단독의 형체 또는 요소가 필수적이지 않다. 청구항은 "하나(a)" 또는 "제1(a first)" 요소 또는 이의 등가물을 열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청구항은 하나 이상의 이러한 요소의 결합을 포함하고, 2개 이상의 이러한 요소를 요구하지도 배제하지

도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부 골격 상에 성형된 적어도 1개의 연질의 살결 형상의 외층으로 이루어지고, 몸체 및 사지를 가진 신체를 포함하는 포

즈 가능형 인물상으로서,

상기 골격은

외부적으로 적용된 힘에 반응하여 굴곡하도록 형성되고, 제1 및 제2 단부를 가진 적어도 1개의 연속적인 1차 부재, 및

상기 1차 부재 상에 성형되어 1차 부재의 굴곡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도록 구성되고, 1차 부재의 일부 상에 성형된 적어도 1

개의 2차 부재를 포함하고,

여기에서, 상기 1차 부재는 1차 부재 상의 소정 위치에서 적어도 1개의 2차 부재를 유지하도록 구성되는 제1 단부와 제2

단부 사이에 적어도 1개의 중간 벤드를 포함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1개의 1차 부재는 제1 손부로부터 제2 손부로 연장하여 팔부를 형성하는 1차 상위 부재, 허

리부를 형성하는 1차 몸체 부재, 및 발부로부터 둔부로 연장하여 다리부를 형성하는 2개의 1차 다리 부재를 포함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1차 상위 부재의 중간 벤드는 목부를 형성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골격은 1차 부재로부터 외측으로 연장하는 다수의 지지 부재를 추가로 포함하는 포즈 가능형 인물

상.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 부재는 1차 부재로부터 실질적으로 방사 방향 외측으로 연장하는 다수의 위치결정 못을 포함

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 부재는 다수의 위치결정 스프루(sprue)를 포함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등록특허 10-0624063

- 7 -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1차 부재는 금속 와이어를 포함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는 폴리머 수지의 박층으로 피복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 수지는 1㎜ 두께의 층으로 이루어진 폴리프로필렌인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1차 상위 부재 및 상기 1차 다리 부재 각각은 정확하게 하나의 와이어를 포함하고, 상기 1차 몸체 부

재는 정확하게 2개의 와이어를 포함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1차 몸체 부재의 와이어는 실질적으로 이들 전체 길이를 따라 이중으로 굴곡하는 포즈 가능형 인물

상.

청구항 12.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1개의 2차 부재는 1차 다리 부재를 1차 몸체 부재에 결합하는 2차 힙 부재, 및 1차 몸체 부재

를 1차 상위 부재에 결합하는 2차 가슴 부재를 포함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2차 부재는 2차 손 부재 및 2차 발 부재를 포함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2차 부재는 폴리에틸렌으로 구성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골격 상에 성형되어, 완성된 하위 다리, 완성된 팔, 완성된 상위 가슴, 및 완성된 목을 형성하는 제1

신체 재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신체 재료는 30 내지 50의 쇼어(Shore) 경도를 갖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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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신체 재료는 40의 쇼어 경도를 갖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신체 재료는 1차 다리 부재의 상위 부분 주위 및 1차 몸체 부재의 중간 부분 주위에 형성되어

인물상의 외부 표면을 향하여 부분적으로 연장하는 미완성된 표면을 형성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미완성된 표면은 2㎜의 직경을 갖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신체 재료는 각각의 완성된 하위 다리의 근접 단부에서 원추대 형상으로 성형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21.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신체 재료는 1차 다리 부재의 상위 부분 주위 및 1차 몸체 부재의 중간 부분 주위에 성형되어,

완성된 신체를 형성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신체 재료는 5 내지 15의 쇼어 경도를 갖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신체 재료는 10의 쇼어 경도를 갖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24.

1차 부재를 부분적으로 포위하도록 2차 부재를 성형하는 것을 포함하는 인서트 성형 공정에서 각각 제1 단부, 제2 단부 및

상기 제1 단부와 제2 단부 사이에 적어도 1개의 중간 벤드를 갖는 다수의 1차 부재를 통합 골격으로 접착하고, 상기 중간

벤드는 1차 부재 상의 소정 위치에서 2차 부재를 유지하도록 구성되는 단계;

제1 신체 성형 단계에서 제1 탄성 신체 재료로 골격의 제1 부분을 피복하는 단계; 및

제2 신체 성형 단계에서 제2 탄성 신체 재료로 골격의 제2 부분을 피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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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신체 성형 단계는 인물상의 외부 표면을 향하여 부분적으로 연장하는 미완성된 표면을 형성하

도록 1차 부재의 일부 주위에 제1 신체 재료를 성형하는 단계, 및 인물상의 완성된 부분을 형성하도록 1차 부재의 다른 부

분 주위에 제1 신체 재료를 성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의 제조 방법.

청구항 26.

내부 골격 상에 성형된 적어도 1개의 살결 형상의 외층으로 제조된 신체를 포함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으로서,

상기 골격은 제1 및 제2 단부를 갖는 적어도 1개의 1차 부재, 및

상기 1차 부재의 일부 상에 성형된 적어도 1개의 2차 부재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1차 부재는 제1 단부와 제2 단부 사이에 적어도 1개의 중간 벤드를 포함하고, 상기 중간 벤드는 1차 부재 상

의 소정 위치에서 적어도 1개의 2차 부재를 유지하도록 구성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신체는 몸체 및 사지를 포함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1차 부재는 연속적인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1차 부재는 외부적으로 적용된 힘에 반응하여 굴곡하도록 구성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30.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2차 부재는 2차 부재가 1차 부재 상에 성형되어 1차 부재의 굴곡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도록 구성되

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31.

내부 골격 상에 성형된 적어도 1개의 살결 형상의 외층으로 제조되고, 몸체 및 사지를 갖는 신체를 포함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으로서,

상기 골격은

외부적으로 적용된 힘에 반응하여 굴곡하도록 구성되고, 제1 및 제2 단부를 갖는 적어도 1개의 연속적인 1차 부재, 및

상기 1차 부재 상에 성형되어 1차 부재의 굴곡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도록 구성되고, 1차 부재의 일부 상에 성형된 적어도 1

개의 2차 부재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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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1차 부재는 제1 단부와 제2 단부 사이에 적어도 1개의 중간 벤드를 포함하고, 상기 2차 부재는 중간 벤드의

적어도 일부 상에 성형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2차 부재는 실질적으로 전체 중간 벤드 상에 형성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 벤드는 1차 부재 상에 2차 부재를 유지하도록 구성되는 포즈 가능형 인물상.

청구항 34.

1차 부재를 부분적으로 포위하도록 2차 부재를 성형하는 것을 포함하는 인서트 성형 공정에서 각각 제1 단부, 제2 단부 및

상기 제1 단부와 제2 단부 사이에 적어도 1개의 중간 벤드를 갖는 다수의 1차 부재를 보강재로 접합하고, 상기 중간 벤드

는 1차 부재 상에 2차 부재를 유지하도록 구성되는 단계; 및

신체 성형 단계에서 신체 커버링 재료로 보강재의 부분을 피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포즈 가능형 장난감의 제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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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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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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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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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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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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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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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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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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