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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경질필름온실의 루프파이프 설치구조

요약

본 고안은 각종 농작물이나 꽃, 수목 등을 재배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는 경질필름온실의 루프파이프 설치구조에 관한

것으로, 종래의 루프파이프 설치구조들은 바닥면으로부터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한 수평프레임에 일일이 루프파이프

를 용접하거나 다수의 체결나사를 통해 루프파이프를 고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 등이 많이 들게 되는 문

제가 있었던 바, 다수의 수직지주(11)의 상단부에 수평프레임(12)이 설치되고, 수평프레임(12)에 호형으로 굴곡된 루

프파이프(13)가 설치되며, 수직지주(11) 및 루프파이프(13)의 외부 둘레에 경질필름(14)이 설치되는 경질필름온실(1

0)에 있어서, 루프파이프(13) 결합부위에 삽입관(15)을 사전에 융착한 수평프레임(12)을 수직지주(11)의 상단부에 

설치하고, 수평프레임(12)의 삽입관(15)에 루프파이프(13)를 삽입한 후 고정나사(16)로 체결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본 고안에 의하면 루프파이프(13)를 삽입관(15)에 삽입하는 작업이나 단 하나의 고정나사(16)를 통해 루프파이프(13

)와 삽입관(15)을 고정하는 작업을 극히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므로 루프파이프(13)의 설치에 따른 작업시간 및 인

력,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한 실시예의 요부 분해사시도



등록실용 20-0344755

- 2 -

도 2는 동 실시예의 요부 종단면도

도 3은 동 실시예가 적용된 경질필름온실의 요부 종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경질필름온실 11 : 수직지주

12 : 수평프레임 13 : 루프파이프

14 : 경질필름 15 : 삽입관

16 : 고정나사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각종 농작물이나 꽃, 수목 등을 재배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는 경질필름온실의 루프파이프 설치구조에 관한

것으로, 더 자세하게는 수평프레임에 삽입관을 융착하여 루프파이프를 간편하게 삽입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 각종 농작물이나 꽃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질필름온실은 다수의 수직지주

의 상단부에 수평프레임이 설치되고, 수평프레임에 호형으로 굴곡된 루프파이프가 설치되며, 수직지주 및 루프파이

프의 외부 둘레에 경질필름이 설치되는 형태를 갖게 되는 바, 본 고안은 이러한 경질필름온실에 있어서 수평프레임에

루프파이프를 견고하고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루프파이프 설치구조에 관계하는 것이다.

종래에 있어서 상기 루프파이프의 설치구조는 루프파이프의 선단부를 수평프레임에 직접 용접하거나 루프파이프의 

선단부에 용접한 고정브라켓트를 체결나사를 통해 수평프레임에 고정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상기 종래의 루프파이프 설치구조들은 바닥면으로부터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한 수평프레임에 일일이 루프파

이프를 용접하거나 다수의 체결나사를 통해 루프파이프를 고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 등이 많이 들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종래 구조들의 제결함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 그 목적이 보다 간편하게 루프파이프를 수

평프레임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해 작업비용과 시간, 인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질필름온실의 루프

파이프 설치구조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본 고안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평프레임에 삽입관을 융착하고, 이에 루프파이프를 삽입한 후 고정나사

로 체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하 그 구체적인 기술내용을 첨부도면에 의거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도 1에는 본 고안의 한 실시예의 요부 분해사시도가 도시되어 있고, 도 2에는 동 실시예의 요부 종단면도가 도시

되어 있는 바, 본 고안은 다수의 수직지주(11)의 상단부에 수평프레임(12)이 설치되고, 수평프레임(12)에 호형으로 

굴곡된 루프파이프(13)가 설치되며, 수직지주(11) 및 루프파이프(13)의 외부 둘레에 경질필름(14)이 설치되는 경질

필름온실(10)에 있어서, 루프파이프(13) 결합부위에 삽입관(15)을 사전에 융착한 수평프레임(12)을 수직지주(11)의 

상단부에 설치하고, 수평프레임(12)의 삽입관(15)에 루프파이프(13)를 삽입한 후 고정나사(16)로 체결하여서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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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도시된 실시예는 삽입관(15)이 일정경사로 설치되어 호형으로 굴곡되는 루프파이프(13)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지하게

되고, 고정나사(16)가 삽입관(15)의 후방으로부터 결합되어 경질필름온실 내부에서 잘 보이지 않게 되는 형태를 갖는

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에 있어서는 수평프레임(12)의 삽입관(15)을 루프파이프(13)를 삽입한 다음 고정나사(16

)로 루프파이프(13)와 삽입관(15)을 고정하게 되면 간편하고도 견고하게 루프파이프(13)를 수평프레임(12)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고안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고안은 수평프레임(12)에 융착한 삽입관(15)에 루프파이프(13)를 삽입한 후 고정나사

(16)로 고정하는 것으로, 본 고안에 의하 면 루프파이프(13)를 삽입관(15)에 삽입하는 작업이나 단 하나의 고정나사(

16)를 통해 루프파이프(13)와 삽입관(15)을 고정하는 작업을 극히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므로 루프파이프(13)의 설

치에 따른 작업시간 및 인력,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수직지주(11)의 상단부에 수평프레임(12)이 설치되고, 수평프레임(12)에 호형으로 굴곡된 루프파이프(13)가 

설치되며, 수직지주(11) 및 루프파이프(13)의 외부 둘레에 경질필름(14)이 설치되는 경질필름온실(10)에 있어서, 루

프파이프(13) 결합부위에 삽입관(15)을 사전에 융착한 수평프레임(12)을 수직지주(11)의 상단부에 설치하고, 수평프

레임(12)의 삽입관(15)에 루프파이프(13)를 삽입한 후 고정나사(16)로 체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질필름온실의

루프파이프 설치구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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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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