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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간소한 의자로 할 수 있으며, 안정적이고 잠자기 편안한 침대가 되고, 나아가 침대와 의자의 전환이 매우 

용이한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는 침대의 길이방향

을 전방부 매트, 중앙부 매트 및 후방부 매트로 3분할하고, 후방부 매트와 중앙부 매트의 일부분을 지지하는 지지 프

레임과, 중앙부 매트의 나머지 부분과 전방부 매트의 대부분을 지지하는 가동수납케이스를 구비한다. 또한, 각 매트는

지지 프레임 또는 가동수납케이스의 위테두리에 회동 가능하게 고정되며 가동수납케이스가 지지 프레임 사이에 수용

가능하게 되어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를 접이식 의자로 한 경우의 외관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를 침대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외관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를 침대로 전환하는 최종 단계의 외관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를 침대로 한 경우의 외관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를 침대로 한 경우의 일부절단 평면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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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의 측면도이고,

도 7은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의 선 A-A'에 따른 절단측면도이고,

도 8은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를 의자로 한 경우의 측면도이고,

도 9는 도 5의 선 B-A'-B에 따른 일부단면도이고,

도 10은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의 지지 프레임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11은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의 가동수납케이스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12는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의 가동수납케이스의 완충장치의 설치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사물함을 겸한 가동(可動)수납케이스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손쉽게 의자 또는 침대로서 사용 가능한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 의자(소파)와 침대를 겸한 의자 겸용 침대는 여러가지 형식의 것이 제안되어 왔다. 이들 의자 겸용 침대에 요

구되는 기능으로는, 우선 침대로 했을 때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침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가능한 한 

작게 접어서 공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또한, 침대로서 안정적이고 앉기 편한 의자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 등이다. 이

와 같은 기능을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간소하게 정돈할 수 있으며 의자와 침대의 전환이 용이하여 적은 노

력으로 단시간에 전환할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로는, 예컨대 일본 특개평8-242973호 공보에는 3분할한 매트의 중앙부 매트의 전

단(前端)과 전방부 매트의 후단(後端)이 상하회동 가능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앙부 매트의 후단과 후방부 매트의 전

단이 적어도 직각 및 수평방향의 회동멈춤각을 갖는 연결부재로 연결되며, 전방부 매트의 전단과 기대(基臺)의 전단 

위테두리가 상하 회동 가능하게 연결되며, 후방부 매트의 하면에 다리와 캐스터가 구비된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가 

개시되어 있다.

이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는 매트부가 3분할되어 간소한 의자가 되지만, 침대로 한 경우의 중앙부 매트와 후방부 매

트의 지지가 각각 매트 양단의 2점 지지가 되기 때문에 불안정하며 각 매트의 중간부가 쉽게 처져 잠자기에 불편한 

침대가 된다. 또한, 후방부 매트의 하부는 공간은 있지만 사물함으로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결점이 있다.

또한, 일본 특개평57-39809호 공보에는, 3분할한 매트의 중앙부 매트의 전단과 전방부 매트의 후단이 상하 회동 가

능하게 연결되어 있고, 중앙부 매트의 후단과 후방부 매트의 전단 모두 상하 회동 가능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앙부 

매트의 일단이 의자 본체의 지지 프레임에 지지되고, 중앙부 매트의 타단은 가동 지지부재에 지지되어 있으며 중앙부

매트의 후단과 후방부 매트의 전단이 적어도 거의 직각 및 수평방향의 회동멈춤각을 갖는 연결부재로 연결되어 있으

며, 전방부 매트의 전단과 가동 지지부재의 전단 위테두리가 상하 회동 가능하게 연결되고, 또 상기 가동지지부재의 

저면에는 캐스터가 구비되어 있어 가동지지부재를 지지 프레임 사이에 수납 가능하게 한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가 개

시되어 있다.

이 구조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는, 매트부가 3분할되어 간소한 의자가 되며 침대로 한 경우의 중앙부 매트의 지지가

매트 양단의 2점 지지가 되기 때문에 불안정해지며, 중앙부 매트의 중간부가 처지기 쉬워 잠자기 불편한 결점이 있다.

또한, 의자와 침대의 전환 작업시 상면(床面)을 달리는 캐스터가 잘 미끄러지지 않 아 전환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지 않는 결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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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 결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매트를 3분할하여 간소한 의자로 할 수 있으며, 침대로 한 

경우 각 매트를 매트 전역에 걸쳐 지지하여 안정시켜서 매트 중앙부의 처짐에 의한 불안정함이 없도록 하여 잠자기 

편안한 침대가 되며, 또 침대와 의자의 전환이 매우 용이하며 물건의 수납장으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의 신규 구조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는, 적어도 침대의 길이방향을 전방부 매트, 중앙부 매트

및 후방부 매트로 3분할한 매트부와, 해당 후방부 매트와 중앙부 매트의 일부분을 지지하는 지지 프레임과, 상기 중앙

부 매트의 나머지 부분과 전방부 매트의 대부분을 지지하는 가동수납케이스를 구비하며, 상기 후방부 매트의 일단과 

중앙부 매트의 일단은 구부릴 수 있게 연결되어 있으며, 또 후방부 매트는 그 선단부가 상기 지지 프레임의 전부에 상

하방향으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어 있고, 중앙부 매트의 타단이 상기 가동수납케이스에 상하 방향으로 회전 가능하

게 지지되어 있으며, 상기 전방부 매트의 일단은 가동수납케이스에 상하 방향으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어 있다. 또

한, 상기 가동수납케이스가 상기 지지 프레임 내부에 수납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상기 가동수납케이스가 상기 지지 프

레임 내부에 수납된 경우에는 상기 후방부 매트와 중앙부 매트가 역V자형으로 접혀져 등받이가 되며 전방부 매트는 

좌면이 되어 의자를 형성하고, 상기 가동수납케이스가 상기 지지 프레임 내부에서 꺼내진 경우에는, 상기 전방부 매

트, 중앙부 매트 및 후방부 매트가 연속된 일체평면을 이루어 매트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성으로 했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하면 침대로서 이용하는 경우에 중앙부 매트가 지지 프레임과 가동수납케이스의 위테두리에서 

전역에 걸쳐 지지되기 때문에 중앙부 매트의 중간부가 처지지 않아 매우 안정적이고 잠자기 편안한 침대로 할 수 있

다.

또한, 침대와 의자의 전환이 매우 용이하며, 수납케이스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집에 적합한 다기능 가구로

서 안성마춤이다.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에서는, 침대로 한 경우에 상기 중앙부 매트의 반을 상기 지지 프레임으로 지지하고 

중앙부 매트의 나머지 부분의 반은 상기 가동수납케이스로 지지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하면, 중앙부 매트를 균형있게 확실히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침대로서 이용하는 경우에 중앙부 

매트의 중간부가 처지지 않아 매우 안정적이고 잠자기 편안한 침대로 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에서는 상기 가동수납케이스의 바닥면부 네귀퉁이에 바퀴를 구비하고, 상기 지지

프레임의 양측면 바닥면부에 상기 바퀴 가이드용 레일을 설치하고 가동수납케이스의 바닥면부 네귀퉁이에 바퀴가 해

당 레일 위를 왕복하여 가동수납케이스가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매트부의 후방부 매트와 지지 프레임의 지지부, 후방부 매트와 중앙부 매트의 연결부, 후방부 매트와 가동

수납케이스의 지지부, 및 전방부 매트와 가동수납케이스의 지지부에 각각 스프링이 부착된 완충장치를 이용하여 연결

내지 는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하면, 침대와 의자의 전환이 매우 용이하여, 노인이나 어린이들도 쉽게 전환작업을 할 수 있기 때

문에 필요에 따라 실내의 모양 전환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에서는 상기 매트부의 후방부 매트와 중앙부 매트와의 연결부에 착탈연결장치

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하면, 해체조립이 매우 용이해지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이용하고 다룰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에서는 상기 가동수납케이스의 전장이 침대길이의 거의 반이 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침대의 중앙부 매트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으며, 또한, 가장 간소한 의자가 되어 좁은 실내에서도 불필요한 공간

을 차지하지 않는 가구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는, 의자로 한 경우에 상기 전방부 매트를 의자의 앞면에서 위쪽으로 열 수 있

도록 전방부 매트를 가동수납케이스로 지지시켜서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를 수납케이스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다기능 가구로서 활용시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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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다음에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기로 한다. 이후의 도면에 있어서

는 각 부의 기능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 해 각 도면의 각 부재의 축척은 과장이 있을 수 있다.

도 1에서 도4는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를 의자에서 침대로 변환하는 경우의 외관을 도시한 도면이다.

즉, 도 1은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10)를 접이식 의자로 한 경우의 외관도이다. 지지 프레임(4) 사이에 가동

수납케이스가 수납되고 가동수납케이스의 앞판(6)만 보여서 가장 간소해진 상태를 나타낸다. 매트부(9)를 이루는 중

앙부 매트(2)와 후방부 매트(3)는 V자형으로 접혀져 의자의 등받이가 되고, 전방부 매트(1)는 지지 프레임(4)과 가동

수납케이스(도면에서는 안에 들어 있어서 보이지 않음)에 의해 지지되어 의자의 좌면을 이루고 있다. 도 1에서는 등

받이가 되는 후방부 매트(3)의 뒷쪽에 침대로 할 때의 등판(6)을 설치했다.

도 2는, 의자에서 침대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한 직후의 상태를 도시한 외관도이다. 지지 프레임(4) 사이에서 가동수

납케이스(8)를 꺼내기 시작하면 V자형으로 접혀져 의자의 등받이가 되었던 중앙부 매트(2)와 후방부 매트(3)가 서서

히 열려 낮아진다.

도 3은, 의자에서 침대로 전환하는 작업이 더 진행된 상태를 도 2와는 다른 각도에서 본 외관도이다. 지지 프레임(4) 

사이에서 가동수납케이스(8)를 더 꺼내면 V자형으로 접혀져 의자의 등받이가 되었던 중앙부 매트(2)와 후방부 매트(

3)는 한층 더 열려 낮아진다. 가동수납케이스(8)는 상자 모양으로 되어, 안에 물건을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도 4는, 지지 프레임(4) 사이에서 가동수납케이스(8)를 꺼내어 의자에서 침 대로 전환하는 작업이 완료되어 침대가 된

상태를 나타낸 외관도이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방부 매트(1), 중앙부 매트(2) 및 후방부 매트(3)는 수평으로 뻗어 연속된 1장의 매트부(9

)를 형성하고 있다. 중앙부 매트(2)는 반이 지지 프레임(4)으로 지지되어 있으며 나머지 반은 가동수납케이스 (8)로 

지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중앙부 매트(2)는 그 전역에 걸쳐 아래가 지지되어 있기 때문에 종래의 침대와 같이 중앙부

가 처지지 않고 안정적이어서 매우 잠자기 편안한 침대가 된다.

다음에, 도 5 내지 도 12에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의 각 부 구성을 순서대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를 침대로 한 경우의 일부절단평면도이다.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침대의 폭방향의 양측면에 지지 프레임(4, 4)이 배치되며 지지 프레임(4, 4) 사이에 가동수

납케이스(8)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침대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동수납케이스(8)를 지지 프레임(4, 4) 사이에서 

꺼내 지지 프레임(4)과 가동수납케이스(8) 위에 전방부 매트(1), 중앙부 매트(2) 및 후방부 매트(3)를 나란히 하여 침

대로 한다. 중앙부 매트(2) 아래에는 지지 프레임(4) 및 가동수납케이스(8)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매트(2)는 그 전역에

걸쳐 지지되어 있어 안정적이고 잠자기 편안해진다.

또한, 상기 가동수납케이스(8)의 전체 길이는 침대길이의 거의 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앙

부 매트(2)의 전역을 지지하고, 또 의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장 간소해지기 때문이다.

도 5의 하반부는 3장의 각 매트를 반으로 절단하여 내부의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도면 왼쪽의 등판(5)에 가까운 쪽은

의자로 하는 경우에 가동수납케이스(8)가 수납되는 공간이 있을 뿐이다. 도면 오른쪽의 가동수납케이스(8) 내에는 가

동수납케이스 저판(7)이 조금씩 사이를 띄운 툇마루 모양으로 뻗어 있다. 물론 가동수납케이스의 저판(7)은 사이를 

띄우지 않아도 상관 없다. 가동수납케이스(8)의 중간에는 중앙부 매트(2)와 전방부 매트(1)를 고정시키기 위한 연결

판(22)이 있다. 또한, 전방부 매트(1)와 중앙부 매트(2)의 연결부는 착탈 연결장치(21)를 이용하여 연결되어 있다. 착

탈 연결장치(21)란, 전방부 매트(1)와 중앙부 매트(2)를 조립한 후 샤프트를 통해 경첩에 쌓아올리는 방식의 경첩이

다. 착탈 연결장치(21)를 사용함으로써 조립해체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도 6은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를 침대로 한 경우의 측면도이다.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지지 프레

임(4)과 가동수납케이스(8)가 연속적으로 뻗어 있으며, 그 위테두리에 전방부 매트(1), 중앙부 매트(2) 및 후방부 매

트(3)를 수평으로 나란히 하여 침대로 되어있다.

가동수납케이스(8)의 바닥면부에는 앞바퀴(13)와 뒷바퀴(14)가 설치되어 있다. 앞바퀴(13)는 방바닥면을 주행하고 

뒷바퀴(14)는 지지 프레임(4)의 바닥면부에 설치된 레일(11) 위를 주행한다. 따라서, 가동수납케이스(8)의 인출·수

납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의자와 침대의 전환 작업이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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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도 7은 도 5에 도시한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의 선 A-A' 에 따른 절단측면도이다.

도 7에서는 주로 전방부 매트(1), 중앙부 매트(2) 및 후방부 매트(3)를 지지 프레임(4)과 가동수납케이스(8)에 설치하

는 방법을 도시하고 있다. 각 매트와 지지 프레임(4) 또는 가동수납케이스(8)의 설치방법으로는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은 스프링을 구비한 완충장치(15, 16, 17)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이 완충장치(15, 16, 17)는 2개의 레버와 스프링

의 작용으로 작은 힘으로도 개폐가 가능하며, 또 갑자기 넘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전방부 매트(1)와 중앙부 매트(2)

의 접이 및 해제를 부드럽게 실행할 수 있다. 또한, 가동수납케이스(8)에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할 때 수납케이스의 뚜

껑을 겸하고 있는 전방부 매트(1)를 부드럽게 개폐할 수 있게 된다.

전방부 매트(1)는 의자로 한 경우에 의자의 전면에서 위쪽으로 열리도록 전방부 매트는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은 방

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가동수납케이스(8)는, 의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침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

품을 수납하여 방안을 정돈할 때에도 편리하다.

도 8은,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를 의자로 한 경우의 측면도이다.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의자로 한 경우에

는 중앙부 매트(2)와 후방부 매트(3)가 역V자형으로 되어 의자의 등받이가 되며, 전방부 매트(1)가 지지 프레임(4) 위

에 수평으로 누워 의자의 좌면을 이루고 있다. 가동수납케이스(8)는 지지 프레임(4) 내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간소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방 안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잇점을 발휘한다.

다음에, 도 9는 도 5에 도시한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의 선 B-A'- B에 따른 일부단면도이다.

도 9의 도면 왼쪽 반은 정면 외관도로서, 지지 프레임(4) 사이에 수용된 가동수납케이스(8)의 앞판(6)만 보인다. 또 

도면 오른쪽 반은 앞판(6)을 떼낸 단면도로서 지지 프레임(4) 안쪽에 가동수납케이스(8)가 수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10은, 지지 프레임(4) 안쪽의 상세한 구조를 도시한 제작도이다. 지지 프레임(4)의 측판에는, 도면의 왼쪽위에 후

방부 매트(3)를 설치하기 위한 완충 장치 (15)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도면의 위쪽과 오른쪽에는 가동수납케이스와의

슬라이딩을 유지하기 위한 펠트 등으로 만들어진 측판 스페이서(19, 20)가 부착되어 있다.

지지 프레임(4)의 측판 바닥면부에는 뒷바퀴의 가이드가 되는 레일(11)이 설치되어 있다. 또 지지 프레임(4)의 코너

부에는 보강 브래킷(12)이 설치되어 있다.

도 11은, 가동수납케이스(8) 안쪽의 상세한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가동수납케이스(8)는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귀퉁이에는 보강 브래킷(12)이 설치되어 있다. 가동수납케이스(8)의 중간에는 전방부 매트(1) 및 중앙부 매

트(2)를 고정하기 위한 완충장치(16, 17)가 장착되어 있다. 또한, 가동수납케이스(8)의 바닥부에는 가동수납케이스 

바닥판(7)이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가동수납케이스(8)의 앞판(6) 뒤쪽에는 앞바퀴(13)가 설치되어 있다. 앞바퀴(13)

는 방바닥면과 같은 레벨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가동수납케이스(8) 안의 바닥부에는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뒷바

퀴(14)가 설치되어 있다. 뒷바퀴(14)는 상술한 지지 프레임(4) 바닥부의 레일 위에 실리도록 설치되어 있다.

도 12는, 가동수납케이스(8)의 완충장치(17)의 설치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가동수납케이스(8)의 측판에 완충장치(

17)를 설치하고, 이 완충장치(17)에 전방부 매트(1)를 고정한다. 전방부 매트(1)를 이와 같이 완충장치(17)를 사용하

여 고정함으로써 의자의 좌면을 겸하고 있는 전방부 매트(1)를 부드럽게 개폐할 수 있게 된다. 가동수납케이스(8)의 

코너부에는 보강 브래킷(12)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도면의 예에서는 가동수납케이스(8)의 가동수납케이스 저판(

7)은 격자형을 이루고 있다. 가동수납케이스(8)는 의자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침대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사물함으로

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내부를 적절히 설계하면 된다. 가동수납케이스 (8)는 의자 또는 침대로서의 강도를 갖추고 또

수납케이스의 기능을 갖춘 용이하게 이동 가능한 것이면 된다.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는 보다 사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각종 개량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도 1에서 도

4의 예에서는, 등판(5)만 있고 지지 프레임(4)은 각 매트 아래에 고정되어 있지만 지지 프레임을 개량하여 팔걸이로 

할 수도 있다. 또는 가동수납케이스(8)의 앞판(6)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가동수납케이스(8)를 꺼내어 침대로 할 때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도 8에 도시한 의자의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중앙부 매트(2)와 후방부 매트(3)를 열기 위한 손잡이(23)나, 등

받이로 한 중앙부 매트(2)와 후방부 매트(3)를 멈춤해 둔 버클(24) 등은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를 보다 쉽게

사용하기 위한 부속품의 좋은 예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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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에 따르면, 실내 공간의 유효활용을 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매트부를 3분할하여 간

소한 의자로 할 수 있으며, 침대로 한 경우의 각 매트를 매트전역에 걸쳐 지지하여 안정시킴으로써 매트 중앙부가 처

지지 않아 안정적이고 잠자기 편안한 침대가 되며, 또 침대와 의자의 전환이 매우 용이하다. 나아가 물건의 수납케이

스로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는 좁은 집에도 적합한 다기능 가구로서 안성

마춤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침대의 길이방향을 전방부 매트, 중앙부 매트 및 후방부 매트로 3분할한 매트부와, 해당 후방부 매트와 중앙부

매트의 일부분을 지지하는 지지 프레임과, 상기 중앙부 매트의 나머지 부분과 전방부 매트의 대부분을 지지하는 가동

수납케이스를 구비하며, 상기 후방부 매트의 일단과 중앙부 매트의 일단은 접을 수 있게 연결되어 있으며, 또 후방부 

매트는 그 선단부가 상기 지지 프레임의 전부에 상하 방향으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어 있고, 중앙부 매트의 타단이 

상기 가동수납케이스에 상하 방향으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어 있으며, 상기 전방부 매트의 일단은 가동수납케이스에

상하 방향으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어 있고, 또한, 상기 가동수납케이스가 상기 지지 프레임 내부에 수납되도록 구

성함으로써 상기 가동수납케이스가 상기 지지 프레임 내부에 수납된 경우에는 상기 후방부 매트와 중앙부 매트가 역

V자형으로 접혀져 등받이가 되고 전방부 매트는 좌면이 되어 의자를 형성하고, 상기 가동수납케이스가 상기 지지 프

레임 내부에서 꺼내진 경우에는 상기 전방부 매트, 중앙부 매트 및 후방부 매트가 연속된 일체평면을 이루어 매트부를

형성하는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침대로 한 경우에 상기 중앙부 매트의 반을 상기 지지 프레임으로 지지하고, 중앙부 매트의 나머지 

반은 상기 가동수납케이스로 지지하도록 구성한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수납케이스의 바닥부 네귀퉁이에 바퀴를 구비하고, 상기 지지 프레임의 양측면 바닥부에 

상기 바퀴 가이드용 레일을 설치하여 가동수납케이스의 바닥부 네귀퉁이에 바퀴가 해당 레일 위를 왕복하여 가동수

납케이스가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이루어진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트부의 후방부 매트와 지지 프레임의 지지부, 후방부 매트와 중앙부 매트의 연결부, 후방부 

매트와 가동수납케이스의 지지부, 및 전방부 매트와 가동수납케이스의 지지부에 각각 스프링이 부착된 완충장치를 

이용하여 연결 내지 지지한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트부의 후방부 매트와 중앙부 매트의 연결부에 착탈연결장치를 이용하여 연결하여 이루어진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수납케이스의 전체 길이가 침대 길이의 반인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의자로 한 경우에 상기 전방부 매트를 의자의 앞면에서 위쪽으로 열 수 있도록 전방부 매트를 가동

수납케이스에 지지시켜서 이루어진 접이식 의자 겸용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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