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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고안의 명칭]

권투 놀이구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고안의 사시도.

제 2 도는 본 고안의 요부의 단면 확대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대판                              2 : 접동홈

3, 3' : 접동판                      5, 5' : 지지판

6, 6' : 인형                         8 : 팔

9 : 도관                             10 : 고무구

11 : 레버                           11' : 끈

13 : 마이크로스위치          14 : 계수기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

본 고안은 대판상에서 인형을 전후로 움직이면서 고무구의 조작으로 팔을 전후로 신축하게 된 것에 있어
서 인형을 지지판에 의하여 전후로 기울이거나 재칠 수 있게하는 동시 신축성의 인형팔을 상하로도 움직
일 수 있게 구성하여 인형의 보다 다양한 동작으로 권투 놀이의 흥미를 보다 높힐 수 있게 한 권투 놀이
구에 관한 것이다.

종래 권투 놀이 인형으로서 대판의 좌우에 형성된 접동홈에 핸들이 형성된 접동판을 전후로 이동하거나 
좌우로 틀수 있게 유착하여 신축성의 팔을 가진인형을 접동판 위에 고정하여 인형의 몸체에 공기를 주입
시키어 입체적인 인형의 형태를 유지케 하고 신축성팔에 도관으로 관접된 고무구를 조작하여 팔을 전후
로 신축시키면서 인형을 움직이어 상대 인형의 가슴에 형성된 공기 밸브를 치면 치면 그때마다 공기 밸
브가 열리면서 인형의 내부 공기가 빠져 나와 인형의 몸체가 힘 없이 넘어져 승부를 가리면서 놀 수 있
게된 것이 있으나 접동판에 의하여 인형이 전후로 움직이거나 좌우로 틀수 있을 뿐 앞쪽으로 급히거나 
뒤로 재치는 동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권투 인형의 몸짓이 매우 부자유하며 또한 인형의 팔이 전후로 
제자리에서 신축 동작을 하면서도 상하로 움직일수 없어서 팔놀림이 단순하고 유치하여 권투 놀이의 흥
미가 그 만큼 높지 못한 결점이 있었다.

본 고안은 이러한 종래의 결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판의 좌우 양측 접동홈에 각각 유착된 접동판에 신
축성 팔을 가진 인형을 각각 세워 고무구에 연결된 공기 도관을 인형의 팔에 관절하여서 고무구의 조작

4-1

실용신안실1987-0000303



으로 팔을 신축동작을 할 수있게 된 공지한 것에 있어서 공지의 인형이 세워진 지지판을 각각 상기의 접
동판 위에 핸들로 조작할 수 있게 볼접속구와 스프링으로 유착하고 인형의 몸에 신축성 팔을 상하로 움
직일수 있게 지축으로 유착하여 팔의 내단부에 형성된 레버에 맨 끈을 접동판의 저면에 형성된 안내 로
울러를 거쳐 각각 지지판의 선단부에 끈을 매어서 핸들 조작으로 접동판 위에서지지판을 전후·좌우 사
방 임의 방향으로 기울이면 인형도 그에 따라 기울어지면서 몸을 엎드리거나 뒤로 재치는 동작을 하는 
동시 지지판의 움직임에 따라 팔에 맨 끈이 당겨지기도 하고 늦추어지게도 하여서 인형의 팔이 상하로 
움직이게 되어 공지의 고무구의 조작으로 팔을 신축시키면서 상하로 움직이어 다양한 인형의 몸놀림과 
팔놀림으로 보다 실감 나는 권투 동작을 하면서 상대의 얼굴과 몸에 부착된 계수기의 마이크로 스위치를 
치면 1점씩 가산 계수하여 점수로 승부를 가리면서 종래의 것에 비하여 보다 흥미있게 권투 놀이를 할 
수 있게 안출한 것으로 이를 도면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판(1)의 좌우 양측 접동홈(2)에 유착된 접동판(3)(3')에 신축성 팔(8)을 가진 인형(6)(6')을 각각 세
워 고무구(10)(10')의 도관(9)을 팔(8)의 접속관(9')에 관접시키어 고무구로 신축성의 팔(8)을 조작하게 
된 공지한 것에 있어서, 인형(6)(6')이 세워 고정된 지지판(5)(5')을 접동판(3)(3')위에 볼접속구(4a)와 
스프링(4b)으로 설치하여 핸들(4)(4')에 의하여 접동판(3)(3') 위에서 지지판(5)(5')을 전후·좌우 사방
으로 기울여 움직일수 있게 하고 인형몸에 신축성 팔(8)을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 지축(8)으로 유착하여 
팔(8)의 내단부에 형성된 레버(11')에 맨 끈(11')을 접동판(3)(3')의 저면에 형성된 아내 로울러(12)를 
거쳐 각각 지지판(5)(5')의 선단부에 끈을 매며 인형의 얼굴과 가슴에 전자 계수기(14)와 도선(13')이 
연결된 마이크로 스위치(3)를 각각 부착하여 마이크로 스위치를 치면 1점씩 가산 계수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이와같이 된 본 고안은 통상의 요령으로 권투 놀이하는 사람이 각각 자기 인형측이 핸들(4)(4')을 잡고 
다른 순으로는 고무구(10)(10')를 누를 수 있게 준비한 다음 핸들(4)(4')로 지지판(5)(5')을 전후로 밀
면 지지판(5)(5')과 함께 접동판(3)(3')이 접동홈(2)을 따라 각각 전후 수평이동을 하여 인형(6)(6')이 
서로 근접되게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며 또한 핸들(4)(4')을 좌우 수평으로 틀면 지지판(5)(5')이 볼접속
구(4a)를 지점으로 수평 이동하여 인형(6)(6')이 좌우로 몸을 트는 동작을 하며 또한 핸들(4)(4')로 각
각 지지판(5)(5')을 볼접속구(4a)를 지점으로 하여 앞뒤로 재치어 기울이면 지지판(5)(5')과 함께 접동
판(3)(3')에서 각 인형(6)(6')이 앞뒤로 기울이거나 재치는 동작을 하는 동시 핸들로 지지판(5)(5)을 뒷
쪽으로 기울게 하면 이때 지지판(5)(5')의 선단부와 접동판(3)(3')에 형성된 안내 로울러(12)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끈(11')을  그  벌어진  만큼  당기게  되어  인형(6)(6')이  뒤로  재치는  동작관  함께  신축성 
팔(8)이 지축(8')을 지점으로 위로 동작하고 이때 고무구(10)를 눌러 공기압에 의하여 팔(8)를 신장시키
면 제 2 도의 점선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팔을 올려치면서 뻗는 동작이 되면 지지판(5)(5')이 앞쪽으로 
기울게 되면 지지판(5)(5')외 선단부와 접동판(3)(3')에 형성된 안내 로울러(12)의 간격에 보다 좁아지
면서 끈(11')의 당김로 늦추어지게 되어 위로 움직인 인형의 팔(8)은 아래로 자중에 의하여 내려오게 되
며 이때 눌렀던 고무구(10)를 놓으면 팔(8)은 신축되어 다시 움추리는 자세가 되고 이러한 여러 동작을 
복합적으로 구사하여 상대 인형에 부착된 마이크로 스위치(13)를 치면 그때 마다 1점씩 계수기에 가산하
여 놀이후의 점수의 결과로 승부를 가리며 권투 놀이를 하는 것으로 대판의 접동홈에 유착된 접동판에 
공지의 신축성 팔을 가진 인형이 세워진 지지판을 볼접속구와 스프링으로 유착하고 인형의 몸에 유착된 
팔의 내단부에 끈을 매어 접동판에 형성된 안내 로울러를 거쳐 끈을 지지판의 선단부에 맨 다음 핸들로 
지지판을 움직이는 동작으로 인형의 팔이 함께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 구성하였기 때문에 종래의 단순한 
인형의 전후 이동이나 팔의 신축 동작만을 하던 것과 달리 몸을 전후 좌우로 기울여 움직이기도 하고 전
후로 이동도 하고 팔을 상하로 뻗거나 움직일 수 있어서 권투 인형의 보다 다양한 동작을 구사하여 종래
의 것에 비하여 보다 재미 있게 권투 놀이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대판(1)의 좌우 접동홈(2)에 유착된 접동판(3)(3')에 신축성 팔(8)을 가진 인형(6)(6')을 각각 세워 고
무구(10)의 공기 도관(9)을 팔(8)의 접속관(9')에 관접한 공지한 것에 있어서, 공지의 인형(6)(6')이 세
워진 지지판(5)(5')을 접동판(3)(3') 위에 핸들(4)(4')로 조작할 수 있게 볼접속구(4a)와 스프링(4b)로 
설치하고  인형의  몸에  지축(8')으로  유착된  신축성  팔(8)의  레버(11)에  끈(11')을  매어  이  끈을 
접동판(3)(3')에 형성된 안내 로울러(12)를 거쳐 각 지지판(5)(5')의 선단부에 매어서 된 권투 놀이구.

도면

4-2

실용신안실1987-0000303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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