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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표정이 바뀌는 인형

(57) 요약

성인용의 장식인형은 P.V.C 또는 석고류 등의 재료로 만드는데 모두 얼굴 표정이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본 발명은 여성인

형의 경우 얼굴을 돌리면 웃는 표정을 화난 표정으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여성의 귀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이를 위

하여 표정변화의 가장 큰 요소인 인형의 눈꼬리와 입꼬리를 별도 제작해 인형의 얼굴에 부착시키는데 둘 다 안쪽은 고정하

고 양끝은 인형의 옆에 홈을 파고 머릿속 내부 장치와 연결해 오르내릴 수 있게 한 다음 인형의 머리를 돌리면 목부분의 기

어장치가 내부장치를 움직여 양끝의 봉을 바깥쪽으로 밀어내어 눈꼬리는 올라가고 입꼬리는 내려가서 화난 표정이 되고

다시 원위치하면 눈꼬리는 내려가고 입꼬리는 올라가서 웃는 표정으로 바뀌게 된다.

그 다음 각 부위를 결합하고 옷을 입혀 인형을 완성한다.

얼굴 표정이 고정되어있어 장식용에 불과한 기존 인형과 달리 인형의 표정을 바꿀 수 있어 여성 자신의 감정을 인형을 통

해 무언중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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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인형을 제조할 때 눈과 눈꼬리, 그리고 입과 입꼬리를 별도 제작해 인형의 얼굴에 부착시켜 안쪽은 고정하고 바깥쪽은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한 다음 양쪽 끝을 내부장치에 연결해 인형의 외부에서 작용을 가하면 내부장치를 움직여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내려가서 화난표정이 되고 원위치하면 눈꼬리가 내려가고 입꼬리가 올라가서 웃는표정으로 바뀔 수 있

게 하는 인형의 제조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민속인형을 위주로 하는 성인용 장식인형은 남녀분리형과 일체형이 있고 둘 다 제작방법은 인형의 눈, 코, 입, 귀가 포함된

머리 및 몸통과 기타 장신구를 모두 일체로 디자인한 모양으로 정형화된 틀을 만들고 거기에 석고나 P.V.C 등의 재료로 모

양을 찍어낸 다음 색상을 칠하거나 천, 또는 옷을 입혀 만드는데 모두가 얼굴표정이 고정되어 있어 단순한 장식용에 불과

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남녀인형은 부부 또는 연인 간에 서로를 상징하는 바 남자인형은 항상 변하지 않는 너그러운 표정이나 여자인형은 표정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얼굴을 돌리면 웃는표정이 화난표정으로 바뀌고 원위치하면 다시 웃는표정으로 바뀌어 여성 자신의

감정을 인형을 통해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얼굴표정이 바뀌는 가장 기본요소가 눈꼬리와 입꼬리인데 눈꼬리가 내려가고 입꼬리가 올라가면 웃는표정이나,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내려가면 화난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인형을 제작할 때 남자인형은 표정이 변치 않는 기존의 방식으로

하되 여자인형은 표정을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 먼저 머리와 몸통을 분리하고 머리도 귀 뒤로 상하 절개하여 앞뒤로 나누

어 제작한 뒤 눈과 눈꼬리, 그리고 입과 입꼬리를 별도 제작해 얼굴에 부착시키는데 이때 둘다 안쪽은 고정하고 바깥쪽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얼굴옆에 홈을 파서 눈꼬리와 입꼬리의 끝을 내부의 양쪽 봉 끝과 연결시킨 다음 머릿속 중앙의

링크장치와 연결하여 얼굴을 왼쪽으로 돌리면 목부분의 기어장치가 내부장치의 기어를 움직여 가운데 링크장치가 돌며 양

쪽의 봉을 밀어내어 눈꼬리는 올라가고 입꼬리는 내려가게 되어 화난표정이 되고 얼굴을 원위치하면 양쪽의 봉을 잡아당

겨 눈꼬리는 내려가고 입꼬리는 올라가서 웃는표정으로 바뀌게 된다. 다음에 머리의 앞뒤를 접착하고 머리와 몸통을 결합

한 뒤 얼굴옆의 홈을 가린 다음 악세사리를 부착하고 옷을 입혀 완성한다.

발명의 효과

여성인형의 표정을 바꿀 수 있어 연인 또는 부부, 특히 신혼생활에서 여성의 생리기간, 또는 화가 났을 때 이를 무언중 인

형을 통해 표현할 수 있게 하여 귀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인형의 얼굴에 입꼬리와 눈꼬리를 별도 부착한 뒤의 웃는표정(가)과 화난표정으로 바뀐 뒤 모양(나)

[도 2]는 웃는표정일때 내부장치(가)와 화난표정일때 내부장치(나)

[도 3]은 웃는표정일때 옆모습(가)과 화난표정일때 옆모습(나)

등록특허 10-0738202

- 2 -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0738202

- 3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1
명세서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2
  발명의 구성 2
  발명의 효과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2
도면 3
 도면1 3
 도면2 3
 도면3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