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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LED램프등 4개, 플라스틱 재료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자동차 정비

배 경 기 술
[0003]

본 고안은 자동차 보닛 안에 있는 어두운 엔진룸 등에 관한 것으로, 정비소에서 정비 시 안 보이는 곳을 엔진룸
안에 달려 있는 LED등 으로 비추어 정비를 쉽게 할 수 있고 야간에 차량 정비 시 원활하게 정비를 할 수 있으며
어두워서 안 보이는 날카로운 곳에 손을 안 다치며 인명 피해를 줄 일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한손으로는 랜턴을
들고 다른 한 손만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므로 작업성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랜턴에내장된 밧데리가 자체 방
전되어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치 못하는 문제점과 랜턴의 크기로 인하여 협소한 공간에는 집어 넣을 수가 없는
폐단이 었지만 차량 엔진룸 내부의 밖이 아니라 내부에 LED등을 장착 시키며 배터리의 방전을 피하고자 프런트
휀다 앞에다 전기 자동차와 비슷하게 전기 배선을 연결하여 충전 해주는 법을 하였으며 효율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다.

[0004]

1)차량 엔진룸 보닛 안쪽에 조명등을 장착하는 방법.

[0005]

2)차량 엔진룸 안에 조명등을 정비, 필요시, 떼었다 붙였다 부착하는 방법.

[0006]

3)차량 엔진룸 내부에 조명등을 설치 하는 방법.

발명의 내용
[0008]

자동차 엔진 룸 내의 정비 시 안 보이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잘 보이도록 장착.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0]

자동차의 엔진룸 램프 겸용 비상등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야간 주행중에 자동차의 엔진에 이상이 생겨 정
비를 하고자 할 때는 먼저 후드(hood)를 오픈시킨 후에 엔진을 정비한다. 이때 상기 후드의 저면 에는 주위가
어두운 야간에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엔짐 룸 램프가 장착되어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1]

자동차 엔진 룸 내의 정비 시 안 보이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정비를 편하게 하기 위해 발명을 하였으며 자동차
엔진룸 사이드 쪽에 LED등을 장착하여 어두운 곳을 비춰주며 혹시나, 정비를 하다가 전구가 파손 될 수 있기 때
문에 케이스를 장착 후 내부에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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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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