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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rd Inventions

There are lots of strange inventions around us. Many 

of them were probably considered weird when they 
which (X)

first came out.The bicycle, post-it notes, and even 

potato chips might have seemed a little unusual 

until people got used to each idea. 

With millions of patents granted annually in the 

world, there are bound to be a few that make us 

scratch our head. 

• with + 명사 + -ing / pp / 전치사구

Cool Shoes 

Imagine that it’s a hot summer day and you have 

been walking up and down the street while window 

shopping. 

You may wish there were something to make your 

feet feel better. These shoes were invented for just 

that. They have a network of heat exchange coils 

located in their heels. Every time you take a step, 

you make a compressor start its function, forcing 

cool air up into the shoe. 

• whenever = each time = every time

This means that the more you walk, the cooler your 

feet can be. But just be careful. Someone wearing 

these shoes walked so fast that he got injured by 

cool air. 

Weird Inventions

우리 주변에는 이상한 발명품들이 많다. 그중 많은 

것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마도 기이하다고 여겨

졌을 것이다. 자전거, 포스트잇 메모지, 그리고 감

자 칩조차 사람들이 그것들 각각의 발상에 익숙해

질 때까지는 조금 특이해 보였을지도 모른다. 

전 세계에서 매년 수백만 개의 특허가 승인되기 때

문에, 우리 머리를 긁적이게 만드는 특허들이 몇 개

는 있을 수밖에 없다.  

Cool Shoes 

뜨거운 여름날에 당신이 윈도쇼핑을 하면서 거리를 

오르락내리락 걸어 다니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당신은 아마도 발을 더 편하게 해 주는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하고 바랄 것이다. 이 신발은 바로 그것을 

위해 발명되었다. 그 신발은 뒷 굽 안에 열 교환 코

일 망이 있다. 당신이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압축기

가 그 기능을 발휘하여 시원한 공기를 신발 속으로 

밀어 올린다. 

이는 당신이 많이 걸을수록 발이 더 시원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조심해야한다. 이 신발을 신은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걸어서 찬 공기에 발을 다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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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boarder Bumper 

Learning to snowboard can be difficult. Falling down 

is all part of the learning experience, even for skilled 

boarders. So how do you keep from hurting yourself 

while you're still in the beginner’s stage of training? 

The Snowboarder Bumper!  This handy device is 

worn like a vest, but it's bigger ― much bigger. 

When you start to fall down, the Snowboarder 

Bumper will keep you upright enough to recover 

your balance quickly and easily. (At least that's the 

theory.) Is there a tree in your way? 

No problem. You'll just bounce right off. Please don’t 

forget to remove your bumper before attempting to 
완 충 기

enter the lodge. 

Clocky

This is an alarm clock, called Clocky, which runs 

away and hides if you don’t get out of bed on time. 

Clocky allows its owner to snooze just once. 

If you still don’t wake up, Clocky will jump off the 

night table and wheel away while bumping into 

objects until it finds a spot to rest. 

The only option is to get out of bed and to silence 

the alarm. Clocky is said to find new hiding spots 

every morning.

Snowboarder Bumper 

스노보드 타는 것을 배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넘어지지 않고는 배울 수 없으며, 이는 능숙한 스노

보드 이용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아직 연습하는 초보 단계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다

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Snow boarder 

Bumper가 있다! 

  

이 유용한 장치는 조끼처럼 입지만 더 크다, 아니 

훨씬 더 크다. 당신이 넘어지려고 하면 

Snowboarder Bumper가 당신의 자세를 충분히 

곧게 유지해 주어서 빠르고 쉽게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게 해 준다. (적어도 이론상 그렇다.) 당신이 가는 

길에 나무가 있는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바로 튕겨져 나

올 것이다. 숙소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완충기를 벗

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Clocky

이것은 Clocky라고 하는 자명종 시계인데, 당신이 

제시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도망가서 숨

는다. Clocky는 주인이 딱 한 번만 더 잘 수 있게 

해 준다. 

만약 당신이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면, Clocky는 침

실탁자에서 뛰어내려 멈추어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을 때까지 이리저리 부딪치며 굴러 간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알람을 끄는 것만이 유일한 선

택이다. Clocky는 매일 아침 새로운 은신처를 찾는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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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way Sleeper 

Have you ever fallen asleep on the subway and 

missed your stop? A Japanese inventor made an 

innovative and weird invention to solve this problem. 

A Subway Sleeper is a specially made helmet that 

looks like one found at a construction site with a 

plunger attached to it. 

• with + 명사 + -ing / pp / 전치사구

The plunger is used to attach the helmet to the 
attaching (X)

windows on the train. A text board is placed in front 

of the helmet so that other passengers will know 

when to wake you up. However, you have to ask 

yourself if relying on the kindness of strangers is 

really such a good idea.

The Umbrella Tie 

As people who live on an island nation which has 

lots of rain, the Japanese are almost as concerned 

about the weather as the British. 

It‘s no wonder then that they have invented so 

many different types of umbrellas. From shoe 

umbrellas to umbrella hats, they've done it all. Then 

how about this umbrella tie? 

Its dual function convenience means that you will no 

longer have to worry about leaving your umbrella on 

the bus. However, as a fashion statement, it does 

leave something to be desired.

Subway Sleeper 

지하철에서 잠이 들어서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친 적이 

있는가? 한 일본인 발명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혁신적이면서도 기이한 발명품을 만들었다. ‘지하

철 수면 장치’는 건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안전모처

럼 생긴 특수한 헬멧인데 흡인용 고무 컵이 붙어 있

다. 

흡인용 고무 컵은 헬멧을 기차 창문에 붙이는 데 사

용된다. 다른 승객들이 당신을 언제 깨워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헬멧 앞에는 문자판이 붙어 있다. 그

러나 낯선 사람들의 친절에 의존하는 것이 정말 좋

은 생각인지에 대해서는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

야만 한다.

The Umbrella Tie 

비가 많이 내리는 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

에 일본인은 영국인만큼이나 날씨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니 그들이 그토록 많은 종류의 우산을 발명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신발 우산부터 우산 모자

까지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해 보았다. 그러면 이 우

산 넥타이는 어떤가? 

그것이 가진 이중 기능의 편리함은 당신이 더 이상 

우산을 버스에 두고 내리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패션의 표현으로서

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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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drop Funnel Glasses

  

Never miss your eyeballs again! If you have ever 

tried putting drops into your own eyes, you will truly 

appreciate the beauty and simplicity of these 

eyedrop funnel glasses. 

In the past, most of the drops would end up on the 

side of your face, on your forehead, or up your nose, 

but now you can hit the bull's-eye every single time. 

There will be no more wasted medication as the 

funnels will guide the drops directly onto your 

eyeballs. 

However, if you blink when you put drops into your 

eyes, the funnel glasses would be of no use. 

Maybe a device that would keep you from blinking 

would be more useful. Some of these inventions 

may be a little peculiar, but they are certainly 

interesting and innovative. 

• prevent, stop, keep, discourage A from B: A가 B하는 

것을 막다

  

Some of them have been used as necessary tools 

for our lives. Some have disappeared. Even if these 

ideas are never actually used, it's just good to think 

outside the box.

번역

다시는 눈에 빗맞히지 마라! 당신이 자신의 눈에 한 

번이라도 안약을 넣어 보려고 했다면, 당신은 이 안

약 깔때기 안경의 아름다움과 단순함을 진심으로 

고마워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안약이 당신의 옆얼굴이나 이마 

또는 코에 떨어지곤 했겠지만, 이제 당신은 매번 적

중시킬 수 있다. 

깔때기가 안약을 당신의 눈 위로 직접 인도하기 때

문에 더 이상 약을 낭비할 일이 없다. 

하지만 눈에 안약을 떨어뜨리는 순간에 눈을 깜빡

이면 깔때기 안경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아마 당신이 눈을 깜빡이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더 

유용할 것이다. 이들 발명품들 중 일부는 약간 특이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재미있고 혁신적이다.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우리 삶에 필수적이 도

구로 사용되고 있다. 또 어떤 것들은 사라졌다. 이 

아이디어들이 실제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틀을 벗어나 생각한다는 것만으

로도 훌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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