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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볼 게임용 훈련 장치

(57) 요약

볼 게임용 훈련장치(1)은 볼의 최적의 리턴과 현저한 유연성을 가지며, 리바운드 영역을 한정하는 프레임(2)과; 상기 프레

임(2)를 그라운드에 고정하는 고정수단(5)과; 상기 리바운드 영역 위에서 스트레칭된 표면을 한정하는 탄성수단과(6)과;

바람직한 기울기를 위해 상기 프레임(2)을 위치시키는 위치수단(8)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평평한 리바운드 영역을 한정하는 직사각형의 프레임(2)과; 상기 프레임을 그라운드에 고정시키는 수단(5)과; 상기 리바운

드 영역에서 스트레칭된 표면을 한정하는 탄성수단(6)과; 바람직한 기울기에 따라 상기 프레임(2)을 위치하기 위한 위치수

단(8)을 포함하되,

상기 프레임(2)은 직사각형의 짧은 사이드를 형성하는 한쌍의 기둥(3) 및 상기 기둥(3)위에 형성된 크로스 바(4)로 구성되

며, 플레이 면(playing side) 측 또는 그 반대측을 향해 수직면에 대해 30°의 기울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라운드에 회전가

능하게 지지되며,

상기 프레임(2)을 위치하기 위한 위치수단(8)은 상기 플레이 면에 반대면에 대각선으로 배열되고, 일 단부에서 플레임(2)

에 연결되고 상기 기둥과 크로스 바에 형성된 탑 코너에서 상기 그라운드에 연결되는 한쌍의 신장바(9)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볼 게임 훈련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리바운드 영역은 축구 골문에 비례하여 감소된 크기를 갖는 직사각형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볼

게임용 훈련장치(1).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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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둥(3) 및 크로스 바(4)는 평평한 표면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볼 게임용 훈련장치(1).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둥(3) 및 크로스 바(4)는 원형 단면의 관 기둥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볼 게임용 훈련장

치(1).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수단은 상기 리바운드 영역의 탄성표면을 한정하는 네트(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볼

게임용 훈련장치(1).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6)의 스트레칭은 조절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볼 게임용 훈련장치(1).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신장바(9)는 힌지(10, 12)를 통해 기둥(3), 크로스 바(4) 및 그라운드에 의해 형성된 탑 코너(top

corner)에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볼 게임용 훈련장치(1).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경기자에 의해 쏘아진 볼의 리바운드효과를 이용하는 싱글 플레이어의 훈련을 허용하기 위한 종류의 볼게임용

훈련 도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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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종류의 스포츠 활동은 그러한 장치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크기를 가진 볼이 배트, 스틱, 또는

라켓에 의해 쳐지는 스포츠로부터 몸의 부분 즉 손, 발, 머리를 사용하는 스포츠, 예를 들면, 축구와 같은 운동에 그러한 장

치의 사용이 가능하다.

플레이어를 향해 던져진 볼을 플레이어가 타격하거나 멈추도록 하는 다양한 훈련장치가 공지되어 있다. 대개 이러한 장치

들은 상당한 수의 볼을 순차적으로 쏘게 만들어지며, 상기 장치들내에는 적절한 콘테이너가 제공된다. 따라서 대개 이런

장치와 이러한 기계의 동작방법은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이런 훈련장치는 같은 볼로 몇 번의 슛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계이외에도, 종종 대체적인 해결 방법들은 벽을 사용하는 것이다. 볼을 쏜 경기자에게로 볼이 리바운드되거나 다

시 되돌아오게 함으로써 벽을 이용하는 것이다.

고정된 벽은 라켓을 사용하는 스포츠, 예를 들면, 테니스, 테이블 테니스, 스쿼시 뿐만 아니라 라켓을 사용하지 않는 스포

츠, 무엇보다도, 축구와 같은 스포츠에서 경기자의 볼 터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고정된 벽의 사용이 항상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경기자에게 리턴 되어진 볼은 쏘아진 볼

의 강도에 의지되어지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볼의 회전효과에 의하여 볼이 각을 가지고 리바운드되어지기 때문이

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볼 자체에 의하여 발생되어지는 불규칙한 방향을 갖는 샷 또는 킥들, 또는 경기자로부터 멀리 리바

운드 되게하는 초과 적인 효과에 의한 샷 또는 킥들의 방향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US-A-5,833,234, US-A-5,772,537, EP-A-0,014,133 및 US-A-2,944,816호는 리바운드 영역의 부

정확한 기울기에 의해 야기되었고 리바운드 영역을 한계짓는 4개의 측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야기되었던 불규칙한 리바운

드가 존재했던 리바운딩 장치를 개시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종래 기술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문제점은 평평한 리바운드 영역을 한정하는 직사각형의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을 그라운드에 고정시키는 수단과; 상

기 리바운드 영역에서 스트레칭된 표면을 한정하는 탄성수단과; 바람직한 기울기에 따라 상기 프레임을 위치하기 위한 위

치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프레임은 직사각형의 짧은 사이드를 형성하는 한쌍의 기둥 및 상기 기둥위에 형성된 크로스 바로 구성되며, 플레이

면(playing side) 측 또는 그 반대측을 향해 수직면에 대해 30°의 기울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라운드에 회전가능하게 지지

되며,

상기 프레임을 위치하기 위한 위치수단은 상기 플레이 면에 반대면에 대각선으로 배열되며, 상기 각 단부에서 플레임에 연

결되고 상기 기둥과 크로스 바에 형성된 코너에서 상기 그라운드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볼 게임 훈련장치를 제공

함으로써 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훈련장치의 주요장점은 최적의 기울기를 갖도록 위치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갖도록 볼의

리턴을 얻도록 하는데 있다. 편편한 영역의 스트레치 표면은 볼의 쏘아진 힘을 증폭시킴으로써 볼의 탄성적 리턴을 허용하

며, 동시에 적어도 초과적인 효과에 의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의 부분을 제거한다.

본 발명은 또한 특히 축구와 같은 볼 게임에서 훈련 또는 연습용으로 상술한 훈련장치가 사용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실시예

도1에서 훈련장치는 첨부도면 (1)로 표시된다. 상기 훈련장치(1)는 축구 골문과 유사한 배치처럼, 한 쌍의 기둥(3)과 크로

스바(4)로 구성된 직사각형의 프레임(2)으로 구성된다.

본 실시예의 제1버전에 따르면, 기둥(3)과 크로스바(4)는 원형 또는 가능한 직사각형 단면의 관기둥에 의해 형성된다. 상

기 기둥의 폭은 상기 기둥이 볼 샷용 타겟으로로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최대에서 최소까지 변경가능하다.

기둥(3)은 직사각형의 짧은 쪽을 형성하고, 크로스 바(4)는 그것의 위를 형성한다. 상기 프레임(2)는 크로스 바(4)의 위치

의 반대쪽에서 회전가능하게 그라운드에 고정되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프레임(2)은 그라운드에서 구동되도록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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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램프(5)를 포함한다. 이는 슬러지(sledge)의 사용 때문에 가능하다. 본 실시예에서 직사각형의 프레임(2)은 탄성수단 위

치해 있는 평평한 리바운드 영역을 정의한다. 그리고 상기 리바운드 영역은 탄성적인 표면을 한정하는 6각 메쉬의 네트(6)

로 정의된다.

네트(6)는 기둥들과 그라운드 사이에서 펼쳐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네트는 기둥에 고정되어 돌출된 스테이크

(stakes)(7)에 고정되어 있거나 후크되어 있다. 만약 네트(6)가 후크되어 있지 않다면, 스트레칭되도록 요구되거나 변경되

어야 할 것이다.

그 후, 네트의 스트레칭(펴짐)은 네트(6)에 대한 볼 샷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또는 탄력적인 리턴으로 동등한 속력으로 되돌

려 보내기 위해 조절되어질 것이다. 상기 네트(6)는 매우 저항력 있는 탄력적인 나일론 철사들에 의해 형성된다.

또한, 상기 장치(1)는 바람직한 기울기로 프레임(2)의 위치시키는 위치수단(8)을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위치수단

은 대각선으로 정열되며, 기둥과 크로스 바(일명 top corner) 그리고 그라운드의 각각의 단부에 의해 형성된 코너에 고정

된 한 쌍의 신장바(9; extensible bar)로 구성된다.

상기 신장바의 연결은 회전가능한 종류인 제1힌지(10)에 의해 연결된다.

상기 신장바(9)는 그라운드에 대하여 프레임(2)의 기울기를 변화함으로써 바의 길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신

장바(9)는 소정의 기울기에 대응하여 풀림으로써 그 길이가 변화되는 망원경처럼 겹쳐지는 바의 종류인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적으로 더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치(1)는 각 기둥(3)의 베이스와 각 신장바(9)의 일측 단부를 연결하는 그

라운드 바(11)를 포함한다.

그라운드 바(11)와 신장바(9) 사이의 연결은 회전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고, 각각의 제2힌지(12)로 연결된다. 그라운드 바

들(11)과 기둥 베이스(3) 사이의 연결은 제3힌지(13)으로 구성된다.

그라운드 바(11)는 변형을 위해 신장될 수 있다. 더 다양한 변형를 위해, 두개의 기둥(3)의 베이스는 보다 스티프한 횡단바

(a transversal stiffener bar)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그라운드 바(11)는 제2힌지(12) 사이에서 연장될 수 있는 또

다른 바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 클램프(5)는 보다 스티프한 바에 고정된다.

바들, 기둥들, 그리고 크로스 바 사이에서 상기 모든 연결들은 장치(1)가 완벽히 분해되도록 하기 위하여 분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리바운드 영역을 한정하는 모든 요소들인, 기둥(3)과 크로스 바(4)는 리바운드 영역의 스트레칭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신장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리바운드 영역의 형상은 반드시 직사각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의 사이드에 의해서 또는 가

능한 커브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변해질 수 있다. 또한 리바운드 영역은 반드시 편편한 것 뿐 아니라 그것의 다른 사용

에 의해서 오목하게 되거나 볼록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고정수단들은 위에 언급된 클램프 외에 스테이크, 로프, 그리고 더

많은 것 중에서 다른 고정 수단들로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도3a 내지 3c의 도면으로부터 축구연습에서 상기 장치의 사용은 아래와 같이 묘사될 수 있다. 여기서, 평평한 리바운드 영

역의 바람직한 형상은 소위 축구 골문에 비례하여 감소된 크기를 갖는 직사각형 형상이다.

축구를 위해 적절한 프레임(2)의 가능한 크기의 예는 높이는 2.00m, 폭은 4.00m, 기둥과 크로스 바의 전면두께는 0.06m

이며, 따라서, 리바운드 영역의 크기는 1.92×3.88＝7.45㎡ 이고 높이 대 폭의 비율은 약 0.50 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둥들과 크로스바의 횡단하는 크기는 증가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요소들은 경기자에게 커브된 표

면보다는 오히려 편편한 표면을 제공할 수 있다.

모든 다른 가능한 사용들을 위해 한정되지 않는 예들로서 설명되어진, 장치를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들이 아래와 같이 묘

사되어진다. 도3a에 따른 제1경우는 리바운드 영역은 그라운드에 90°의 각을 형성하는 수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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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배치에서, 축구 경기자는 리바운드 영역을 상대로 볼을 키킹하며, 다시 규칙적으로 리턴되는 공을 확보하는 연습을

할 것이다. 네트의 스트레칭을 감소시킴으로써, 축구경기자는 매우 강력한 슛을 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머물 수 있고,

볼의 부드러운 리턴을 얻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트레칭을 증가시킴으로써, 네트는 볼 터치가 가능한 어렵게 할 것

이고, 이는 축구 선수의 볼 테크닉을 향상시키도록 할 것이다.

도 3b에 따른 제2의 경우, 프레임, 즉 리바운드 영역은 수직면에 대하여 경기면(playing side) 쪽으로 30°가 기울어져 있

다. 경기면(playing side)이란 경기자가 연습을 위해 위치한 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기 배치에서는, 네트를 향한 볼은 그라운드를 향하게 되며, 소정의 네트의 스트레칭에 의해 속도가 감소될 수 있다. 이는

경기자의 슈팅의 파워 연습 즉, 대퇴사두근(quadriceps)을 단련시킬 수 있다. 만일 경기자가 정면보다는 측면 쪽에 위치해

있다면, 각도 있는 샷에 사용되어지는 내전근(adductor muscles)을 단련시킬 수 있다.

도 3c에 따른 제3경우에는, 프레임, 즉 리바운드 영역은 수직면에 대하여 경기자 면으로부터 30°가 기울게 된다. 그리하여

수평으로 쏘아진 볼은 위쪽으로 리바운드될 것이다.

이 배치에서는, 네트를 향하여 강력하게 볼을 쏘는 것과 골키퍼가 다이브(dive) 및 도약 자세를 연습할 수 있게 허용하는

궤도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같은 종류의 궤도 위에서, 축구 경기자는 정확한 슛팅 및 에어 슈팅(air shooting)의 리턴, 둘

다 를 연습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 묘사된 장치구조에 의해 허용되어질 수 있는 유연성은 대개의 기술적, 물리적 훈련 방

법들 외에 특별한 종류의 훈련용으로 더 나은 배치를 위해 그것의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특히, 상기 장치는 팔, 다리 및 관절의 일정한 동작을 회복하기 위해 스트레칭된 네트 위에서 활동하는 그들의 노력을 절약

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려 하는 부상자의 근육 및 힘줄 회복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장치는 학교 및 스포츠 학교들에서 나타나게되는 볼 게임에서의 학습 및 개인의 테크닉적인 기술들을 향상시키는 것에

특별히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유연성은 그 장치가 그러한 볼이 사용되어지는 것 중에서 다른 스포츠를 위한 훈련에 적합하게 허용되어질 수 있다.

본 발명분야의 기술자는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본 발명의 다양한 변형 및 변경을 할 수 있음은 명백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범위 및 그 균등물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본 발명의 변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비제한적인 예시 및 첨부도면과 함께 이하에서 서술될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

명될 것이다.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훈련장치의 투시도 및 작동장면을 도시한 도면이며,

도2a 및 도2b는 도1의 정면도 및 부분도이며,

도3a , 도3b 및 도3c는 도1의 장치의 다른 가능한 3개의 위치를 도시한 도면 및 그것에 의한 다른 가능한 사용 방법을 설

명한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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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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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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