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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형광등 반사갓은 길이 방향을 따라 서로 대칭을 이루며, 복수개의 반사면이 특정한 각도를 이
루고, 형광등에 고정될 수 있는 한 쌍의 체결고리가 부착되며, 형광등 불빛의 반사율을 극대화하기 위하
여 반사갓은 알루미늄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형광등 반사갓은 종래의 형광등
과 반사판 사이에서 형광등의 후면쪽에 삽입시켜 설치된다.  형광등 반사갓의 설치 각도를 임의대로 조절
함으로써 형광등의 불빛을 필요한 방향으로 방사할 수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형광등 반사갓의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제2도는 제1도의 형광등 반사갓의 측면도이다.

제3도는 제1도의 반사갓(21)과 체결고리(2)를 분해한 분해사시도이다.

제4도는 본 발명의 한 태양에 따른 체결고리(2)의 평면도이다.

제5도는 제4도의 체결고리(2)의 측면도이다.

제6도는 제4도의 체결고리(2)가 반사갓(1)에 삽입고정된 상태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제7도는 반사갓(1)에 형성된 다른 태양의 체결홈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사시도이다.

제8도는 본 발명에 따른 다른 태양의 체결고리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사시도이다.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른 형광등 반사갓이 형광등에 설치된 상태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사시도이다.

재10도는 본 발명에 따른 형광등 반사갓을 형광등에 설치할 때 반사갓의 각도를 변화시켜 나타낸 개략적
인 측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호에 대한 간단한 설명 *

1: 반사갓                           2: 체결고리

3: 삽입부                           4: 알루미늄캡

21: 상부클립                        22: 하부클립

23, 25: 체결돌기                     24, 26: 체결홈

100: 형광등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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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종래의 형광등의 후면에 설치할 수 있는 형광등 반사갓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반사갓이 특정한 각도로 접혀져서 형광등의 불빛을 반사시켜 밝기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종래의 형광등의 후면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형광등 반사갓에 관한 것이다.

형광등은 일반 가정을 비롯하여 사무실, 공장, 지하도, 기타 모든 장소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다.  형
광등은 전세계적으로 그 길이가 약 60㎝인 것과 약 120㎝인 두 종류가 생산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60㎝ 
길이를  갖는  형광등은  20W의  용량을  가지며,  120㎝  길이를  갖는  형광등은  32W와  40W의  용량으로 
구분된다.  설치된 형광등의 후면에는 케이스를 형성하는 반사면이 설치되어 있다.  반사면은 평면 형상
을 이루거나 또는 3면이 일정한 각도를 이루는 형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종래의 반사면은 형광등의 
불빛을 어느 정도 반사시킬 수 있지만, 형광등의 밝기를 현저히 증대시킬만큼 반사시키지는 못한 실정이
다.

특히 전기에너지를 절약하여야 하는 관점에서 항상 형광등을 점등하여야 하는 지하철 역구내나 지하보도 
등과 같은 곳에서는 2개로 이루어진 형광등 중에서 1개의 형광등을 소등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그 곳의 밝기는 종래보다 절반수준으로 떨어져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본 발명자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형광등의 밝기를 거의 두배로 향상시킬 수 있는 형광등 
반사갓을 개발하여 특허출원 제     호(1998. 8. 7 출원)로서 이미 출원한 바 있다.  본 발명은 상기 
1998. 8. 7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개량한 것이다. 상기 출원발명은 체결고리를 반사갓에 체결하는 구조가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제조원가가 비싸다.  또한 상기 출원발명은 체결고
리가 형광램프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은 면이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의 형광등의 밝기를 거의 2배에 가깝게 증진시킬 수 있는 형광등 반사갓을 제공하
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종래의 형광등의 밝기를 거의 2배로 증진시킴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형광등 반사갓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종래의 형광등의 케이스나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형광등과 형광등 반사
판 사이에서 형광등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형광등 반사갓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형광등의 불빛을 필요한 방향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각도를 임의대로 조절
할 수 있는 형광등 반사갓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체결고리가 형광램프의 알루미늄캡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미관이 좋은 형광등 
반사갓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체결고리를 반사갓의 양쪽에 클립구조로써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는 형광등 반
사갓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기타 목적들은 하기 설명되는 본 발명에 의하여 모두 달성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본 발명이 상세한 내용을 하기에 설명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형광등 반사갓은 길이 방향을 따라 서로 대칭을 이루며, 복수개의 반사면이 특정한 각도를 이
루고, 형광등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한 쌍의 체결고리(2)가 반사갓(1)에 부착된다.  본 발명의 형광등 반사
갓은 형광등의 후면에 설치되어 형광등의 후면으로 방사되는 불빛이 반사될 수 있도록 설치된다.  제1도
는 본 발명의 한 태양에 따른 반사갓(1)의 개략적인 사시도이고, 제2도는 반사갓(1)의 측면도이며, 제3도
는 제1도의 반사갓(1)과 체결고리(2)를 분해한 분해사시도이다.  제1도의 반사갓(1)의 양쪽 단부에는 길
이 방향으로 한 쌍의 모서리면(11, 11')이 형성되고, 4개의 반사면(12, 13, 14, 15)이 일정한 각도를 유
지하면서 형성되고, 이어서 이들과 대칭인 4개의 반사면(12', 13', 14', 15')이 형성된다.  제1도의 구체
예에서 반사면(15)과 반사면(15')은 207°의 각을 이루고, 반사면(15)과 반사면(14)은 138.5°의 각을 이
루고,  반사면(14)과  반사면(13)은  174°의  각을  이루고,  반사면(13)과  반사면(12)은  171°의  각을 
이루고, 반사면(12)과 모서리면(11)은 255°의 각을 이룬다.  대칭되는 반사면(12', 13', 14', 15')과 모
서리면(11')의 각도는 상기와 같은 각도를 유지하여 서로 대칭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형광등 반사갓을 형광등(100) 후면쪽에 삽입하여 형광등(100)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양쪽에 한 
쌍의 체결고리(2)를 조립한다.  체결고리(2)는 형광등(100)의 단부인 알루미늄캡(4) 위에 고정되도록 둥
근 형상을 가지며 탄성을 갖는 부재로 제조된다.  체결고리(2)는 반사갓(1)의 양 단부에 삽입되어 고정된
다.  체결고리(2)는 제3도 내지 제6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4도는 체결고리(2)의 평면도이고, 제5도는 측
면도이며, 제6도는 체결고리(2)가 반사갓(1)에 삽입고정된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체결고리(2)는 형광램프를 지탱하기 위한 탄성부재와 반사갓(1)의 삽입부(3)를 삽입하기 위한 클립부재로 
이루어진다.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사갓(1)의 중앙 양 단부에는 체결고리를 삽입시키기 위한 삽
입부(3)가 형성된다.  체결고리(2)의 상부클립(21)과 하부클립(22) 사이로 삽입부(3)가 삽입되어 반사갓
(1)에 고정된다.  상부클립(21)의 하부에는 한 쌍의 체결돌기(23)가 형성되고, 삽입부(3)에는 체결돌기
(23)를 수용하는 체결홈(24)이 형성되고, 삽입부(3)의 하부에는 한 쌍의 체결돌기(25)가 형성되고, 하부
클립(22)에는 체결돌기(25)를 수용하는 체결홈(26)이 형성된다.  이러한 체결수단으로 인한 체결고리(2)
는 반사갓(1)에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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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도는 반사갓(1)의 삽입부(3)에 형성된 직선형태의 체결홈(24)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상부클립(21)과 
하부클립(22)도 이 직선형태의 체결홈(24)에 적합한 체결돌기와 체결홈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다.

제8도는 본 발명에 따른 다른 태양의 체결고리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사시도이다.

본 발명의 형광등 반사갓은 형광등의 길이에 맞도록 제조되어 형광등(100) 후면에 삽입되어 형광등(100)
에 한 쌍의 체결고리(2)로써 체결시킨다.  이 때 형광등의 알루미늄캡(4) 위에 정확히 체결고리(2)가 위
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알루미늄캡의 외경은 형광등의 길이와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24 mm, 26 mm, 
및 30mm의 공통된 규격을 갖는다.  따라서 체결고리(2)의 크기도 이들 각각의 외경에 적합하도록 제조되
어야 하며, 이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다.  체결고리
(2)가 형광등의 알루미늄캡(4)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가 좋다.  형광등(100)의 길이가 60㎝인 
경우에는 60㎝의 길이를 갖는 반사갓이 제조되며, 120㎝인 경우에는 120㎝의 길이를 갖는 반사갓이 제조
된다.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른 형광등 반사갓이 형광등(100)에 설치된 상태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사시도
이다.

반사갓의 재질은 빛을 반사시키기에 적합한 재질이면 모두 가능하다.  본 발명에서는 알루미늄판이 이용
되었다.  이 알루미늄판은 0.5㎜의 두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알루미늄판으로 독일 ALANOD 
Aluminium Veredlung GmbH  Co.의 알루미늄판(상표명: MIRO 1∼9)이 사용되었다.

본 발명의 형광등 반사갓은 이미 설치된 종래의 형광등에 간편하게 부착시킬 수 있다.  형광등 반사갓을 
부착하였을 때 그 설치각도를 조절함으로써 반사되는 빛의 방향을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다.  제10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사갓을 형광등(100)에 설치할 때 반사갓(1)의 각도를 변화시켜 빛의 방향을 나타낸 개
략적인 측면도이다.  제10A도는 반사갓(1)이 형광등(100)의 정후방에 설치하여 빛이 중앙 하부쪽으로 반
사되는 도면이고, 제10B도는 반사갓(1)이 좌측으로 약간 기울게 설치되어 빛이 약간 오른쪽으로 반사되는 
도면이며,  제10C도는  반사갓(1)이  우측으로  약간  기울게  설치되어  빛이  약간  왼쪽으로  반사되는 
도면이다.

본 발명은 형광등의 밝기를 종래보다 거의 두배 정도 증대시킴으로써 전력을 그 만큼 절약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형광등 반사갓은 종래의 형광등의 밝기를 거의 2배에 가깝게 증진시킬 수 있고, 종래의 형광등
의 밝기를 거의 2배로 증진시킴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종래의 형광등의 케이스나 구조물
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형광등과 형광등 반사판 사이에서 형광등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고, 형광등의 불빛
을 필요한 방향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각도를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고, 체결고리를 반사갓에 용이하
게 삽입고정시킬 수 있으며, 체결고리가 형광등의 양 단부에 위치한 알루미늄캡에 위치하기 때문에 미관
상 양호한 반사갓을 제조할 수 있는 등의 발명의 효과를 갖는다.

본 발명의 단순한 변형 또는 변경은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으
며, 이러한 변형이나 변경은 모두 본 발명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길이방향을 따라  서로  대칭을  이루며  복수개의 반사면이 특정의 각도로 이루어진 반사판(1)과 형광등
(100)에 고정될 수 있도록 상기 반사판(1)에 조립된 한 쌍의 체결고리(2)로 구성되며, 상기 체결고리(2)
가 상기 반사판(1)의 중앙 양 단부에 형성된 삽입부(3)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광등 불빛의 
반사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형광등(100)의 후면에 설치되는 형광등 반사갓.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판은 약 0.5㎜의 두께를 갖는 알루미늄판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복수개의 반사
면은 반사면(12, 13, 14, 15)과 이에 대칭인 반사면(12', 13', 14', 15')으로 이루어지고, 반사면(15)과 
반사면(15')은 207°의 각을 이루고, 반사면(15)과 반사면(14)은 138.5°의 각을 이루고, 반사면(14)과 
반사면(13)은 174°의 각을 이루고, 반사면(13)과 반사면(12)은 171°의 각을 이루고, 반사면(12)과 모서
리면(11)은 255°의 각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광등 반사갓.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고리(2)는 형광등의 양 단부에 형성된 알루미늄캡(4) 위에 위치하고, 반사갓
(1)과 조립되기 위한 상부클립(21)과 하부클립(22)을 갖고, 상기 상부클립(21)에는 체결돌기(23)가 형성
되고, 상기 하부클립(22)에는 체결홈(26)이 형성되며, 상기 삽입부(3)에는 체결홈(24)과 체결돌기(25)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광등 반사갓.

청구항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갓(1)이 임의대로 그 설치 각도가 조절되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형광등 반사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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