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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54) 모형장기

(57) 요약

우리 전통 게임 놀이 기구인 장기에 구미 전통 놀이 게임 기구인 CHESS을 흡수 용해시켜 우리 장기가 세계인 모두에게 친

근감을 가지게 하고 흥미를 느끼고 즐길수 있는 건전한 오락 기구 KOREAN CHESS를 제작하는 방법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구성에서 상세히 설명한 실물 축소형 입체조각 조형물 캐릭터을 이용한 장기 게임 기타 놀이 (장.사.졸.포.차.상.말)의 실물

조각 (명세서 표명한)

청구항 2.

명세서 표현한 모든 입체조각 및 조형물 캐릭터을 상표로 사용한것 각종 상품의 캐릭터용으로 사용하는 것 위에 모든 것을

특허법 제29조 아이디어 특허로 특허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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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명세서에서 모든 설명문은 특허법제29조의 아이디어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설명문입니다.

실물 축소형 입체조각〈실물 조형물, 실물 조각물〉캐릭터인형의 장기알은 장기을 두는데 적합한 크기의 모형장기알

모형장기가 세계 모든 사람이 우선 친근감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며 즐길수 있게끔 장기알을 실물 축소형 입체조각(캐릭터

인형)을 만들어 이것을 양산화시켜 세계 방방곡곡에 확산 분포시켜 세계 어느 사람도 누구든지 쉽게 접할수 있고 부담없이

구입할수 있는 모형장기 즉 세계 공동의 건전한 오락기구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

현재까지의 우리의 장기는 디자인이 투박하여 그리고 단순하여 서양 채스보다 디자인이나 품위도 떨어지고 친근감도 흥미

도 못느껴 국제적인 건전한 오락 기구로서는 적합하지 못해 우리의 전통 장기에 서양의 채스를 흡수 용해시켜 장기의 장점

채스의 장점 다 살려 장기도 두고 채스도 두는 재미를 느끼게끔 실물 축소형 입체조각(캐릭터인형)(실물축소형 조형물 캐

릭터 인형) 장기알을 만드는 것이 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현재까지의 장기알은 말은 한자로 말마 상은 한자로 코끼리상 사는 한자로 선비사 등 글자만 새겨 만든 장기알을 가지고

장기를 두니까 너무 단조롭고 흥미도 없고 깊은 뜻이 없어 장기를 즐기는 사람이 그리 많치 않아 이것을 획신하여 말은 옛

날 기마병 모형의 실물의 축소한 입체조각(캐릭터 인형) 상은 옛날 전투에 사용한 전투용상의 실물 축소형 입체조각 장은

옛날 왕의 모양을 실물 축소한 입체조각을 만들어 이것을 장기알이 되게 하는 것

발명의 구성

(楚)

(1) 옛날 왕이 앞가슴에 초나라초자 새겨진 왕복 차림을 한 왕이 옛날 초나라왕이 용상에 앉아있는 모습의 실물 축소형 조

각물(실물 축소 조형물) 캐릭터인형

(士)

(2) 옛날 정승급 신하가 정승복 차림으로 왕을 호위하며 서있는 정승급 신하 모양 실물 축소형 입체조각(캐릭터 인형)

(卒)

(3) 창과 방패를 든 옛날 병사가 전투 태세를 치하고 있는 모양의 실물 축소형 입체조각

( )

(4) 말을 탄 기마병이 창과 방패를 들고 전투 태세를 치하고 있는 기마병 모양의 실물 축소형 입체조각(실물축소 조형물 캐

릭터 인형)

( )

(5) 삼국지에서 등장하는 코끼리부대(태국지방) 코끼리 등에 사각형 상자가 얹어 있고 그 상자 안에 세사람의 병사가 창과

방패을 들고 전투태세를 치하고 있는 모양의 실물 축소형 입체조각(실물 축소형 조형물 캐릭터 인형)

(毛)

(6) 옛날 포병이 옛날 포옆에 포발사 태세를 치하고 있는 모양의 실물 축소형 입체조각(실물 축소형 조형물 캐릭터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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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

(7) 옛날전차(사두마차 혹은 쌍두마차) 위에서 병사가 창과 방패를 들고 전투 태세를 치하고 있는 모양의 실물 축소형 입체

조각 (실물 축소형 조형물 캐릭터인형)

참조(영화 벤헤어에 등장하는 전차)

(漢)

(1) 역시 왕의 복식을 하되 초나라 왕의 복식과 색깔이 다른 앞가슴에 한나라한자가 새겨져 있는 왕복 차림의 왕이 용상에

앉아 있는 왕모양의 실물 축소형 입체조각 (캐릭터 인형)

(士)

(2) 옛날 정승급 신하가 정승복(초나라의 정승복가 다른) 차림으로 왕을 호위하면서 서있는 신하 모양의 실물 축소형 입체

조각(캐릭터 인형)

(兵)

(3) 칼과 방패 (초나라와 방패가 다른)을 들고 전투태세를 들고 있는 옛날 병사의 모양의 실물 축소형 입체조각

(馬)

(4) 말을 탄 옛날 기마병이 칼과 방패(초나라 병사의 방패의 모양이 다른) 전투태세를 치하고 있는 모양의 실물 축소형 입

체조각

(象)

(5) 삼국지에서 등장하는 코끼리부대 (태국지방) 코끼리 등에 사각형 상자가 얹어 있고 그 상자 안에 세사람의 병사가 창과

방패을 들고 전투태세를 치하고 있는 모양의 실물 축소형 입체조각 (실물 축소 조형물 캐릭터 인형)

참조

(현재 부산 어린이 대공원 과학관에 전시하고 있는 옛날 태국지방에서 전투용으로 사용하던 코끼리 실물 축소 조형물)

(包)

(6) 옛날 포병이 옛날 포옆에 포발사 태세를 치하고 있는 포병 모양의 실물 축소형 입체조각(초나라의 포와 모양이 다른포

그리고 복식도 다른 병사

(車)

(7) 옛날전차(사두마차 혹은 쌍두마차) 위에서 창과 방패를 들고 전투태세를 치하고 있는 모양의 실물 축소형 입체조각

참고(영화 변헤어에 등장하는 전차)

보충설명

(1) 장기알에 쓰여 있는 포자는 물건을 쏴다 포장하다라는 뜻이지만 한자의 뜻과 상관없이 장기를 두는데 있어서는 무기로

서 쏘다의 뜻으로 풀이하여 장기를 두므로 모형장기에서도 무기인 포자로 간주하고 옛날포의 실물 축소형 조각 조형물(캐

릭터인형)을 장기알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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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장기알의 복식과 무기 색깔을 다르게 한 것은 한나라쪽의 장기알과 초나라쪽의 장기알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한 것

임 각 장기알의 뒷부분에 현재 장기알과 같이 차는 차 말은 말 포는 포자를 표시할수도 있음

(3) 조각이 어려울때는 즉 상 ·차는 불리 조각하여 접착제로 조립하면 됨

발명의 효과

(모형장기)= 실물축소형 입체조각 장기알

사람의 마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며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도 옛날의 전쟁터에서의 무기나 전술이

동서양이 비슷하고 현재의 전쟁터에서도 무기나 전술이 비슷하니까 장기를 좋아하는 사람 체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형장

기(실물 축소형 입체조각 장기알)을 보면 즉흥적을 흥미를 느껴 모형 장기알을 구입하여 모형 장기알로 장기를 두고 싶은

마음이 생겨 모형 장기알을 구입하여 모형 장기알로 두다 보면 장기두는 재미 채스 두는 재미도 다 즐길수 있으니까 체스

를 좋아하는 사람 장기를 좋아하는 사람 모두가 모형장기를 구입하게 될것이고 평소에 장기나 체스에 별로 흥미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도 모형장기를 보고 호기심을 느껴 모형 장기을 사서 모형 장기를 두게 될것이고 그렇다 보면 채스 좋아하는

사람 장기 좋아하는 사람 체스도 장기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모두 공동으로 즐기는 건전한 오락기구가 되는 효과 더 나

아가서 건전한 GLOBAL 오락기구가 되는 것이 체대의 효과

(단) 양산화하여 단가를 저렴하게 하여 세계 방방곡곡에 구석구석 분포시켜 어느나라 어떤 사람도 누구도 쉽게 접할수 있

고 부담없이 구입하게 할수 있는 것이 효과중의 체대 효과(콜라나 햄버거처럼)

(금형제작)

A 구성에서 설명한 모형장기알(실물 축소형 입체조각)

(즉 실물 조형물 캐릭터인형)을 사출하기 위한 금형제작 우선상품 입체조각 전문가나 실물 조형물조각 전문가에 맡겨 견본

제작 이 견본을 사출 금형 제작사에 맡겨 모형 장기알을 사출하기 위한 금형제작

B 완성된 사출금형을 전문 사출사에 맡겨 모형장기알을 사출하면 모형장기알 완성(약간의 손질 및 채색)

판매

국내

(1) 홈쇼핑(TV) 케이블(TV) 광고 전국 문방구 완구점 팬시점에 의탁

외국

(2) 우선 각국 특허 획득 TV 쇼핑

각국 홈쇼핑(TV) 케이블TV 광고 문방구 완구점 악세사리점에 의탁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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