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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고안은 펼치거나 접을 수 있으며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크기를 자유롭게 선택가능한 천막프레임을 승용차 트렁크(

이하 트렁트라 칭함)에 실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한 이동식 천막프레임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천막프레임은 4개의 지주와 다수의 절첩부재로 구성되며 중앙에 구비된 탑기둥을 중심으로 펼치거나 접

어 설치 및 해체를 한다.

통상, 천막프레임의 특징은 이동성이 좋아 취급이 간편하다는데 있으나, 트렁크에 싣기 위해 크기를 한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펼쳤을 때 면적이 좁거나 지나치게 커져 일반수요자가 사용함에 있어 불편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고안은 천막프레임의 지붕틀의 형상을 " "형으로 형성하여 펼쳤을때 내부공간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접

었을때 트렁크에 실어 운반이 편리하도록 하는 한편, 수요자의 취향에 따라 여러 크기의 천막을 선택 할 수 있게 선택

의 폭을 넓게 한 천막프레임을 제공하고자 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천막프레임, 지붕틀, 절첩부재, 기둥, 연결구, 높이조절구, 탑기둥, 트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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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펼친 상태의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의 접은 상태의 사시도

도 3a는 본 고안의 탑연결구와 슬라이드연결구에 연결된 외부절첩부재의 결합상태도

도 3b는 본 고안의 상하부관절연결구에 연결된 내부절첩부재의 결합상태도

도 4는 본 고안이 경사면에 적용된 상태도

도 5는 종래 천막프레임을 펼친 상태의 사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천막프레임 20 : 지주

21 : 탑연결구 22 : 슬라이드연결구

23,24 : 1,2차 높이조절구 25 : 받침대

28 : 접착테이프 29 : 천막

30 : 외부절첩부재 40 : 내부절첩부재

50 : 지지대 51 : 고정캡

61,62 : 상하부관절연결구 63 : 힌지

70 : 탑기둥 71 : 탑기둥연결구

72 : 탑지지구 80 : 고정핀형

81 : 핀 82 : 고리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펼치거나 접을 수 있는 천막프레임을 수요자의 취향에 따라 크기를 자유롭게 선택하며 승용차 트렁크(이하

트렁크라 칭함)에 실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한 이동식 천막프레임에 관한 것이다.

도 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천막프레임(100)은 4개의 지주(200)에 외부절첩부재(300)를 연결하고 상기 외

부절첩부재(300)에 십자형으로 내부절첩부재(400)를 연결하며 중앙에 탑기둥(700)을 설치하여 상기 탑기둥(700)을

중심으로 펼치거나 접어 설치 및 해체한다.

상기 천막프레임(100)의 내외부절첩부재에는 다수의 지지대(500)가 2개씩 힌지결합되어 가위와 같이 작동하며 상기

외부절첩부재(300)는 각 지주(200)에 구성된 탑연결구(210)와 슬라이드연결구(220)에 힌지결합하고 내부절첩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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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는 외부절첩부재(300)에 구성된 관절연결구(600)에 결합하여 탑지지구(710)와 탑기둥연결구(720)에 삽입결합

된 탑기둥(700)을 중심으로 펼쳐지거나 접히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구성으로 된 종래 천막프레임을 절첩하여 트렁크에 싣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절첩하는 천막프레임의 각 지주와 외부절첩부재 및 내부절첩부재를 안 정적인 구조로 연결하기 위해 각 부재를

고정하거나 이은 부분 즉, 연결되는 마디의 절점을 2절점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천막프레임을 펼치거나 접을 수 있게 내외부절첩부재를 구성하는 각각의 지지대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상기 

절첩부재들의 각 구간간 작동량 및 길이를 같게하여야 한다.

셋째, 절첩하는 지지대의 길이가 1.25 M이하로 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트렁크에 실을 수 있게 한다.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종래의 천막프레임은 짝수개의 연결수량(n)을 가지는 절첩부재를 각 지주에 연결하여 정방

형의 지붕틀을 형성하고, 절첩되는 각 지지대의 길이가 1.25 M 이하로 하여 트렁크에 실어 이동성을 좋게하였으나, 

펼쳤을 때 내부면적이 좁거나 지나치게 커지는 등 사용함에 있어 불편하고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크기의 천막프레임

을 선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상기, 연결수량(n)은 절첩부재의 지지대가 가위형으로 힌지결합한 수량을 지칭한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위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펼쳤을 때 내부면적을 넉넉하게 사용하고 접었을 때 트

렁크에 실어 운반이 용이하며 수요자의 취향에 따라 여러 크기의 천막을 선택 할 수 있게 외부절첩부재의 연결수량(n

)을 홀수인 천막프레임을 제공하되, 작동량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천막크기의 폭

을 넓게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킨 천막프레임을 제공하는데 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고안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고안의 펼친 상태의 사시도이며 도 2는 본 고안의 접은 상태의 사시도이고 도 3a,3b는 본 고안의 탑연결구

와 슬라이드연결구에 연결된 외부절첩부재의 결합상태도 및 상하부관절연결구에 연결된 내부절첩부재의 결합상태도

이며 도 4는 본 고안이 경사면에 적용된 상태도이다.

도 1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은 4개의 지주(20)와 다수의 내외절첩부재(40,30)로 구성되며 절첩되는 

각 지지대(50)의 길이를 1.25M 이하로 하고 각 지주(20) 및 절첩부재들(30,40)을 2절점으로 연결하고 외부절첩부재

(30)의 연결수량(n)을 n=3으로 하며 상기 외부절첩부재(30)에 연결하는 내부절첩부재(40)의 연결수량(n)을 n=4로 

하여 펼칠거나 접을시 각구간의 작동량을 같게하여 지붕틀을 " "형으로 형성하여 작동하도록 상기 외부절첩부

재(30)와 내부절첩부재(40)를 연결하는 상하부관절연결구(61,62)를 " "형으로 하는 한편, 상기 4개의 지주(20)는 

다단으로 구성한 것 특징으로 한다.

즉, 천막프레임(10)을 하나의 중심으로 펼치거나 접을수 있게 각 구간간의 작동량을 동일시 하기 위해 외부절첩부재(

30)의 연결수량(n)을 홀수개로 하며 내부절첩부재(40)의 연결수량(n)을 짝수개로 하되, 상기 내외부절첩부재를 연결

하는 수단으로 " "형의 상하부관절연결구를 사용하여 펼치거나 접을시 정방형의 지붕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

또한, 천막프레임의 크기를 각 지지대의 길이 및 연결수량(n)으로 조절하여 전체 천막프레임의 크기를 다양하게 변화

시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크기의 천막프레임을 제공하고자 한다.

상기 내외부절첩부재(40,30) 및 다단의 지주(20)로 형성한 " "형 천막프레임(10)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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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외부절첩부재(30)는 4개의 지주(20)에 고정하거나 이음하는 부분 즉,탑연결구(21)와 슬라이드연결구(22)를 2

절점으로 하고 지지대(50)를 가위형으로 결합한 연결수량(n)을 n=3으로 결합함에 있어, 1/3 지점에 " "형 상하부

관절연결구(61,62)를 결합하고 나머지는 상호 힌지결합한다.

상기의 구성으로 된 외부절첩부재(30)는 각각의 지주(20)를 귀퉁이로하여 정방형의 지붕틀을 구축한다.

둘째, 내부절첩부재(40)는 탑기둥연결구(71)와 탑지지구(72)를 2절점으로 한 탑기둥(70)을 상기 정방형의 지붕틀 중

심에 설치하고 상기 탑기둥(70)을 중심으로 교차되게 상하부관절연결구(61,62)에 연결하되, 연결수량(n)을 n=4로 하

여 " "형 지붕틀을 구성한다.

또한, 상기 탑기둥(70)은 탑지지구(72)에 고정한 후 탑기둥연결구(71)에 삽입하여 승강하도록 하되, 내부에 스프링(

도면에 도시되지 않음)을 설치하여 기둥(70a)이 천막(29)지붕을 팽팽하게 받치도록하고 상기 천막(29)은 지주(20)에

설치된 접착테이프(28)로 천막(29)를 긴밀하게 부착한다.

아울러, 상기 지지대(50)를 2개씩 연결한 중앙에는 고정캡(51)으로 힌지(63)결합한다.

셋째, 다단의 지주(20)는 탑연결구(21)에 고정하여 1차높이조절구(23) 사이에 형성한 지주(20a)와 상기 지주(20a)내

부에 삽입하여 1차 높이조절구(23)에 의해 높이조절하는 지주(20b)와 상기 지주(20b)내부에 삽입하여 2차높이조절

구(24)에 의해 높이조절하는 지주(20c)로 구성하되, 상기 지주(20a)에는 슬라이드연결구(22)가 승하강하고 2차높이

조절구(24)에 의해 높이조절하는 지주(20c)의 아래에는 지면에 정착하는 받침대(25)를 설치한다.

상기 슬라이드연결구(22)와 1,2차높이조절구(23,24)에는 고리(82)가 달린 핀(81)이 스프링(도면에 도시하지 않음)의

탄성으로 지주(20)에 형성된 구멍(도면에 도시하지 않음)에 고정되는 고정핀형(80)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본 고안의 천막프레임(10)의 작용을 도면에 의해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고안은 천막프레임(10)의 각 지주(20)에 연결하는 내외부절첩부재(40,30)가 안정되도록 지지대(50)를 각 부재에 

고정하거나 이은 부분 즉, 연결되는 마디의 절점을 2절점으로 하고, 상기 내외부절첩부재(40,30)의 각 구간간 작동량

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절첩부재의 연결수량(n)을 외부는 n=3, 내부는 n=4로 하여 정방형의 " "형 지

붕틀을 구축하되, 절첩하는 지지대의(50)의 길이가 1.25 M이 하로 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트렁크에 실을 수 있게 한다

.

이상과 같이 본 고안의 천막프레임(10)의 내외부절첩부재(40,30)의 길이가 다르지만 내부절첩부재(40)를 탑기둥(70

)을 중심으로 대칭되게하고 ' '형의 상하부관절연결구(61,62)로 내외부절첩부재(40.30)를 상호 연결하여 펼치거나

접을시 내외부절첩부재(40,30)의 각 구간간 작동량을 같게하여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보완한 것이다.

그리고, 상기 내외부절첩부재(40,30)를 구성하는 지지대(50)의 길이 및 연결수량(n)을 변화시켜 천막전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수요자가 원하는 크기의 천막프레임(10)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의 중심으로 천막프레임(10)이 작동되

기 때문에 설치 및 해체가 편리하며 종래의 천막프레임(1)보다 내부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트렁트에 

실어 운반이 편리하도록 하는 한편,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비탈진 경사면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

고안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고안에 따른 천막프레임은 펼쳤을 때 내부면적이 넉넉하여 사용자가 활동하기 편리하며 트렁크에 실

어 운반이 용이하고 수요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게하는 효과를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4개의 지주와 다수의 절첩부재로 구성되며 절첩되는 각 지지대의 길이를 1.25M 이하로 하고 각 지주 및 내외부절첩

부재를 2절점으로 연결한 천막프레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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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외부절첩부재의 연결수량(n)을 외부는 홀수로 내부는 짝수로 하여 펼칠거나 접을시 각구간의 작동량을 같게

하여 정방형 지붕틀을 " "형으로 형성하되, 상기 내외부절첩부재를 연결하는 상하부관절연결구를 " "형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식 천막프레임.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내외부절첩부재의 연결수량(n)을 외부는 n=3, 내부는 n=4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식 천막프레임.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4개의 지주를 다단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식 천막프레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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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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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



등록실용 20-0331661

- 8 -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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