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실용신안공보(Y1)

(51) 。Int. Cl.

     A61H 7/00 (2006.01)

     A61H 23/02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10월04일

20-0427986

2006년09월27일

(21) 출원번호 20-2006-0017681

(22) 출원일자 2006년06월30일

(73) 실용신안권자 (주)아모레퍼시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81번지 태평양빌딩

(72) 고안자 김수정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선릉역대우아이빌 1404호

윤은숙

서울 은평구 구산동 11-44

김주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무궁화 건영아파트 706-1404

강병영

서울 서초구 반포4동 미도아파트 307동 1506호

고윤영

서울 서초구 반포4동 미도아파트 301동 303호

원순재

경기 하남시 신장동 백송한신아파트 103동 305호

그레이스 정 황

201 Ada Avenue #2 Mountain View, CA 9404

다니엘 김

476 Dell Ave.Mountain View, CA 94043

조안 메르시아 올리버

327 Lombard Street San Francisco, CA 9413

소렌 스테판 데올로

3655 Tennessee #201 San Francisco, CA 9410

루카스 마틴 쉐러

71906 Hyde Street Apt.3 San Francisco, Ca 9410

(74) 대리인 하문수

등록실용 20-0427986

- 1 -



기초적요건 심사관 : 강녕

(54)피부 맛사지기

요약

본 고안은 피지분비가 적은 눈과 입 주위의 피부를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 맛사지를 하여서 수분 및 영양성분을 공급함과

함께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한 고안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은, 얼굴의 눈 주위를 문지르기 좋도록 유선형을 이루는 헤드부재(20)와 몸체(10)로 이루어지고, 몸체(10) 내에 장

착되는 맛사지크림용기(30)에 수용된 맛사지크림을 배출밸브(22)를 가지는 헤드부재(20)의 배출구(21)로 배출시켜 맛사

지크림을 피부에 문질러 맛사지를 함과 동시에 피부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거나 또는 온열을 이용하여 맛사지를 할 수 있도

록 한 피부 맛사지기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몸체, 헤드부재, 맛사지크림용기, 로터리부재, 스크류축, 피스톤, 배출관, 배출구, 배출밸브, 진동수단, 열전수단, 스위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에 의한 피부 맛사지기의 사시 구성도.

도 2는 본 고안에 의한 피부 맛사지기의 종단면 구성도.

도 3은 본 고안에 의한 피부 맛사지기로부터 맛사지크림을 배출시키는 상태의 예시도.

도 4는 본 고안에 의한 피부 맛사지기의 배출구로 배출된 맛사지크림을 피부에 바르는 상태의 일 실시 예시도.

도 5는 본 고안에 의한 맛사지기로 피부를 문질러 맛사지를 하는 상태의 예시도.

도6은 본 고안의 의한 피부 맛사지기를 이용한 다른 실시예의 예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몸체 11 : 장착홈

12 : 로터리부재 13 : 스크류축

20 : 헤드부재 21 : 배출구

22 : 배출밸브 30 : 맛사지크림용기

31 : 개구부 32 : 피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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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배출관 50 : 진동수단

60 : 열전수단 70 : 기능선택 스위치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피지분비가 적은 눈과 입 주위의 피부를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 맛사지를 하여서 수분 및 영양성분을 공급함과

함께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한 고안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얼굴 피부중 피지분비가 적은 눈 주위와 입 주위는 잔주름이 생기기 쉽고, 탄력 없이 푸석푸석해 지면서 늘어

짐이 쉽게 발생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어지면, 각질이 두꺼워져 피부가 투명감을 잃어 버리면서 피

부의 신진대사가 저하됨과 동시에 수분 및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에 의해 피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예로써 기능성 화장품을 발라 영양을 공급함과 동시에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부에 보습제 등을 발라주기도 한

다.

상기와 같이 화장품을 발라 피부 맛사지를 하도록된 화장품은 사용자가 직접 손에 찍어 발라야 하기 때문에 손이 청결하지

않을 경우 화장품에 오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도 한다.

또한 다른 실시예로는 맛사지 재료를 얼굴에 붙이기 좋도록 가공한 후 얼굴에 직접 발라 맛사지를 하는 방법과 부직포와

같은 흡수성 재질로 이루어진 쉬트지에 맛사지화장수가 함침, 흡수되어진 마스크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상기의 방법은 오래전부터 실시하여오던 방법으로써, 작금에 이르러서는 좀더 효과적인 피부 관리를 위하여 전문 뷰티 샵

을 방문해 정기적인 필링으로 죽은 각질을 제거해 저하된 피부기능과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건강한 피부를 가꾸고 있다.

상기와 같이 전문 뷰티샵을 이용하여 피부를 관리함에 따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피부 관리에 필요한 시간

을 많이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피부를 관리해야 할 시기의 젊은 여성들로서는 사회생활로 인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피부관

리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뷰티샵 이용에 따른 피부 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로써는 전문 뷰티샵을 이용한 피부 관리는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따라서, 전문 뷰티샵을 이용하지 않고도 피지분비가 적어 잔주름 또는 늘어지기 쉬운 눈 주위 및 입 주위의 피부를 건강한

피부로 유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 피부관리가 용이한 피부맛사지기를 착안하기에 이르렀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피지분비가 적어 잔주름 또는 늘어짐이 쉽게 발생하는 피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그

목적은 얼굴의 눈 주위를 문지르기 좋도록 유선형을 이루는 헤드부재와 몸체로 이루어진 피부 맛사지기에 맛사지크림이

수용된 맛사지크림용기를 장착하여 용기에 수용된 맛사지크림을 헤드부재로 배출시켜서 피부에 맛사지크림을 문질러 맛

사지를 함에 따라 청결한 맛사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맛사지 된 피부에 물리적인 자극 또는 온열을 가해 맛사지를 할 수 있

도록 함에 따라, 맛사지크림을 손으로 문질러 맛사지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피부 맛사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맛사지 된 부위에 자극을 주어 근육의 이완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성화

시켜 탄력 있는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과 별도의 시간 투자 없이도 전문 뷰티샵에서 맛사지를 받을 때

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피부 맛사지기를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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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은, 얼굴의 눈 주위를 문지르기 좋도록 유선형을 이루는 헤드부재(20)와 몸체(10)로

이루어지고, 몸체(10) 내에 장착되는 맛사지크림용기(30)에 수용된 맛사지크림을 배출밸브(22)를 가지는 헤드부재(20)의

배출구(21)로 배출시켜 맛사지크림을 피부에 문질러 맛사지를 함과 동시에 피부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거나 또는 온열을

이용하여 맛사지를 할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맛사지기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1 내지 도6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의한 피부 맛사지기는, 얼굴에 접촉시켜 맛사지 하는 헤드부재(20)와 상기

헤드부재(20)와 결합되는 몸체(10) 및 상기 몸체(10)에 장착되어 수용된 내용물을 헤드부재(20)의 배출구(21)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된 맛사지크림용기(30)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몸체(10)는, 맛사지크림용기(30)가 장착되는 장착홈(11)을 가지고 있고, 선단에는 헤드부재(20)가 나사결합 또는 언

더컷 장착되는 결합부를 가지고 있으며, 후단에는 로터리부재(12)가 장착되어 지게 된다.

상기 로터리부재(12)에는 맛사지크림용기(30)의 내측으로 위치하여 맛사지크림을 밀어내는 피스톤(32)을 가동시키는 스

크류축(13)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 몸체(10)의 장착홈(11)으로 장착되는 맛사지크림용기(30)는 선단에 맛사지크림이 배출됨과 동시에 헤드부재(20)에

장착되는 배출관(40)이 연결되는 개구부(31)가 형성되어 있고, 개구된 후단을 통해 삽입 장착되어 맛사지크림을 밀어내는

피스톤(32)을 구비하며, 후단 외주면으로 형성된 고정돌부(33)에 의해 몸체(10)의 고정홈(14)에 고정 장착되어지도록 되

어 있다.

상기 몸체(10)에 나사 또는 언더컷 장착되는 헤드부재(20)는, 맛사지크림이 배출되어지는 배출구(21)에 배출밸브(22)가

설치되어 있고, 상기 배출밸브(22)는 고무계열인 실리콘인 것이다.

상기 배출구(21)에는 맛사지크림용기(30)의 개구부(31)와 연결되는 배출관(40)이 연결 설치 된다.

상기 헤드부재(20)에는 맛사지크림으로 맛사지한 피부에 자극을 주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진동수단(50)이 더 설치되어 있다.

상기 진동수단(50)은 진동모터 또는 바이브레이터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상기 헤드부재(20)에는 피부에 문질러 맛사지 한 맛사지크림이 피부에 스며들어 촉촉함을 오랜기간 유지할 수 있도

록 피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열전수단(60)을 더 가지고 있다, 상기 열전수단은 열전소자인 것이다.

상기 진동수단(50)과 열전수단(60)은 기능선택스위치(70)에 의해 온(ON)오프(OFF)되어 짐과 동시에 선택 사용이 가능하

도록 되어 있다.

상기 기능선택스위치(70)는 헤드부재(20)에 설치되어진다.

전술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본 고안의 피부 맛사지기를 이용하여 피부 특히, 피지분비가 적어 잔주름과 늘어짐이 쉽게 발생

하는 눈 주위 또는 입 주위를 맛사지하기에 적합하고, 상기와 같이 피부를 맛사지하고자 할 때에는 몸체(10)의 후단으로

설치된 로터리부재(12)를 회전시킨다.

상기 로터리부재(12)를 회전시키면, 상기 로터리부재(12)의 스크류축(13)에 설치됨과 동시에 맛사지크림용기(30) 내에서

회전 없이 전진 이동하도록 설치되어진 피스톤(32)이 전진 이동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피스톤이 전진 이동함에 따라 맛사지크림용기(30)에 수용된 맛사지크림이 개구부(31)로 이동하게 되고, 개구

부쪽으로 이동되어진 맛사지크림은 개구부(31)에 연결된 배출관(40)을 통해 헤드부재(20)의 배출구(21)로 배출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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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맛사지크림이 배출구(21)로 배출되어질 때 상기 배출구(21)에 설치되어진 배출밸브(22)는 맛사지크림의 배출압력에

의해 도3에서와 같이 형태 변형되어져 맛사지크림의 배출이 가능하게 한다.

상기와 같이 헤드부재(20)에 맛사지크림이 배출되어지면, 맛사지크림을 맛사지 하고자 하는 부위에 도4에서와 같이 문질

러 발라주게 된다.

상기와 같이 맛사지크림을 피부에 바른 상태에서 맛사지크림이 피부에 잘스며들 수 있도록 도5에서와 같이 문질러 주게

된다.

상기와 같이 피부를 문질러 맛사지를 할 때 유선형의 헤드부재의 면을 단순하게 피부에 문질러 맛사지를 할 수도 있고, 맛

사지 효과를 높이고자할 때에는 열전수단(60) 또는 진동수단(50) 중 어느 하나를 작동시켜 맛사지를 할 수도 있다.

상기 열전수단(60)과 진동수단(50)은 헤드부재(20)에 설치된 기능선택스위치(70)의 조작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되어 진

다.

상기에서 기술하였듯이 맛사지크림이 발린 피부를 단순하게 헤드부재(20)로 문지르기 보다는 열전수단(60) 또는 진동수

단(50) 중 어느 하나이상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문질러 줌에 따라 맛사지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이다.

상기 열전수단(60)을 작동시킬 때에는 기능선택스위치(70)를 작동시켜 열전수단(60)을 이루는 열전소자가 발열되도록 한

다.

상기와 같이 열전소자의 발열로 발생하는 열은 헤드부재(20)의 외표면으로 전달되어져 피부에 접촉시켰을 때 온열에 의해

긴장되어 있던 피부 조직에 변화를 주어 영양분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진동수단(50)을 이용하여 맛사지를 하고자할 때에는 기능선택스위치(70)를 작동시켜 진동수단(50)을 구동시킨다.

상기와 같이 구동하는 진동수단(50)은 진동모터 또는 바이브레이터 중 어느 하나로써, 헤드부재(20)에 진동이 발생되어진

다.

상기와 같이 진동수단(50)에 의해 진동되어지는 헤드부재(20)를 맛사지크림이 발라진 피부에 대고 문질러 주게 되면, 진

동에 의해 피부가 자극을 받게 되어 영양분의 원활한 공급과 함께 피부 운동에 따른 탄력 있는 피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다.

상기와 같이 맛사지크림을 이용하여 맛사지를 함과 동시에 열전수단(60)과 진동수단(50)에 의해 맛사지를 마친 후에는 피

부 맛사지기를 충전기에 얹혀 충전시키게 되고, 상기와 같이 충전된 피부 맛사지기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

고안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피부 맛사지기는, 얼굴의 눈 주위를 문지르기 좋도록 유선형을 이루는 헤드부재(20)

와 몸체(10)로 이루어진 피부 맛사지기의 몸체(10)에 맛사지크림이 수용된 맛사지크림용기(30)를 장착하여 맛사지크림용

기(30)에 수용된 맛사지크림을 헤드부재(20)로 배출시켜서 피부에 맛사지크림을 문질러 맛사지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종래와 같이 맛사지크림을 손에 직접 묻혀 맛사지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청결한 맛사지가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피부 맛사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 진동수단(50)에 의해 물리적인 자

극과 함께 열전수단(60)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열로 맛사지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근육의 이완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성

화 시켜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탄력을 갖는 건강한 피부를 얻을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과 별도의 시간 투자 없이도

전문 뷰티샵에서 맛사지를 받을 때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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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수용하고 이를 배출하여 배출된 화장품을 용기에 부착된 마사지 부재를 이용해 피부에 문질러서 피부맛사지를

할 수 있도록 된 피부 맛사지기에 있어서,

화장품이 배출되는 배출구(21)가 형성된 헤드부재(20)와,

상기 헤드부재(20)에 결합되는 몸체(10)와,

상기 몸체(10)에 장착되며 화장품을 수용하고 상기 화장품을 상기 헤드부재(20)의 배출구(21)로 배출시키도록 된 맛사지

크림용기(30)와,

상기 헤드부재(20)에 장착되며 화장품이 도포된 피부에 진동자극을 주는 진동수단(50)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맛사지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맛사지크림용기(30) 내의 맛사지크림은 로터리부재(12)에 형성된 스크류축(13)에 나사식 결합된 피

스톤(32)의 전진 이동에 의해 배출됨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맛사지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재(20)의 배출구(21)에는 실리콘으로 된 배출밸브(22)가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맛사

지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재(20)에는 열전수단(60)이 더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맛사지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진동수단(50)은 진동모터 또는 바이브레이터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맛사지기.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열전수단(60)은 열전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맛사지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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