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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발명소개

발명의 명칭 : Dieter's Dam

US Patent Issued In 1989

설명 :  Hey, need to lose weight?  Forget stomach stapling, toss 

those diet pills and forget a healthy diet and exercise.  What you 

need is the Dieter's Dam, which is, according to the inventor; "used 

to inhibit food intake by providing a mechanical and emotional barrier, 

while at the same time permitting normal speech and mastication".  

Wow, he also says it's less conspicuous than other food intake 

blockers (how many are there?) 

Anyway, to use this thing, you stick the self adhesive pads (10a & 

10b) on your cheeks and the arc-like rigid barriers will leave your 

lips free to flap but prevent you from eating, or having too many 

friends.  

We would like to leave you with one final quote from the inventor; 

"In essence, the invention simulates the idea of sewing the user's lips 

together".  Another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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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자신의 몸매관리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음식을 조절하

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이어트는 실패를 하고 있는데, 이 발명품은 아주 원초

적으로 먹는 것을 조절(?)하도록 함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접착패드를 좌우 

입가에 붙이고 입술사이는 아치형의 구조물을 형성하여 입안으로의 음식물

이 쉽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풋불에서 사용하는 헷멜과도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입술을 꼬매는 방법도 나오지 않을 

까요?

발명의 명칭 : Doggie Umbrella

US Patent Issued In 1992

설명 :  Most dogs don't mind going out in the rain but if little 

Madison Windsor of Belmont the Third just got his coat preened, well 

we couldn't have him getting wet now, could we?  So it's time to 

clamp him into the fully draped, doggone dazzling, Doggie Umbrella.  

It features air holes in the front so he won't fog up his personal pup 

tent and if your dog likes attention, he's going to be very happy 

wearing this geek chic.

강아지들은 눈을 좋아한다고 하지만(실제로는 눈을 밟는 발이 시려워 깡충깡

충 뛰는 것이 아닐까?) 비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싫어할 것 같습니다. 이럴때 

꼭 필요한 볼일이 있어서 바깥을 다녀야 할 때, 개에게도 우산이 필요합니

다. 이 발명품에서 더욱 특이한 것은 개 얼굴앞에 조그만 구멍을 몇 개 만들

어놓아서 그를 편하게 해준다는 감동의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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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Scary Fingers

US Patent Issued In 1997

설명 : Long nails are all the fashion rage this year (in certain parts 

of Belarus, downwind from the Chernobyl power plant), and when it 

gets cold outside, it's hard to keep your well-manicured talons intact 

wearing traditional gloves.  But with Scary Fingers gloves, you can 

keep your digits warm and toasty while flashing your Lee press-ons 

to the world!  The trick is to fit the fingertips of regular gloves with 

little elastic rings that allow your nails to poke through and enjoy the 

freedom they deserve.  You say you don't live in Belarus?  Not to 

worry, buy a pair for your nail biting friends; they can chew away 

like mad beavers and never harm their lovely new gl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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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날 귀신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의 발명품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혹

은 다른한편으로 생각하면 여성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기다란 손톱을 보호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런 손에 장갑이 필요하기에 이런 발명

품이 나오게 되지 않았나? 아무튼 상상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 항상 재밌

다.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