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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링과 지그는 양측 가장자리에 내측으로 굴곡하는 받이리브(21)를 갖는 커버체(2)와, 이 커버체내에 배
열설치되고 외측가장자리를 받이리브(21)에 유지시킴과 동시에 내측가장자리 끼리를 산절 및 곡절 가능하
게 맞댄 한쌍의 작동판(3A,3B)과, 기단을 이들 작동판에 지지시킴과 동시에 선단측을 커버체의 투시창을 
통하여  외부로  뻗어내고  상기  작동판의  산절  및  곡절  동작에  따라서  개폐하는  쌍으로  이루어진 철간
(4A,4B)과, 작동판에 첨가 설치되고 커버체의 길이방향으로 진퇴 가능한 슬라이드체(8)와, 커버체의 길이
방향의 일단부에 부착된 회동조작레버(7)를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회동조작레버의 회동동작에 의해 상기 슬라이드체를 진퇴동작시켜서 상기 철간을 개폐시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상기 슬라이드체의 후퇴동작에 의해 작동판의 움직임을 구속하여 철간을 닫힘위치로 
로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링과 지그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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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는 동 실시예를 나타내는 분해사시도.

제3도는 동 실시예의 평면도.

제4도는 제3도에 있어서의 A-A선 단면도.

제5도는 동 실시예의 작용설명도

제6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분해사시도.

제7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분해사시도.

제8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분해사시도.

제9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분해사시도.

제10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사시도.

제11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사시도.

제12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사시도.

제13도는 동 실시예를 나타내는 분해사시도.

제14도는 동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단면도.

제15도는 동 실시예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제14도에 상당하는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링과 지그                     2 : 커버체

3A,3B : 작동판                 4A,4B : 철간

5 : 고정핀                         6 : 파일

61 : 배표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철간(綴杆)을 개폐하여 철공(綴孔) 부착시트를 장탈가능하게 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로크수단
을 구비한 링과 지그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종래 이 종류의 링과 지그로서, 양측 가장자리에 내측으로 굴곡하는 받이리브를 갖는 커버체와, 이 커버
체내에 배열설치되고 외측가장자리를 받이리브에 유지시킴과 동시에 내측가장자리 끼리를 산절(山折;산모
양처럼 구부리는 것) 및 곡절(谷折;골짜기 모양으로 구부리는 것) 가능하게 맞댄 한쌍의 작동판과, 기단
이 이들 작동판에 지지됨과 동시에 선단측이 커버체의 투시창을 통하여 외부로 뻗어나와 있고 상기 작동
판의 산절과 곡절동작에 따라서 개폐하는, 쌍으로 이루어진 철간과, 커버체의 길이방향 양단부에 피벗부
착(樞着)된 회동조작레버를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알려져 있다.

이것은 회동조작레버를 외방으로 가압함으로써 그 회동조작레버의 기단부가 곡절상태의 작동판의 접합부
분을 가압하여 산절상태로 전환시켜 철간을 열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있어서는 작
동판을 곡절로 하여 철간을 닫힘상태에서 상기 회동조작레버를 내방으로 약간량 회동시키면 그 회동조작
레버의 기단부에서 작동판의 단부를 구속하게 되고, 작동판이 산절상태로 반전하지 못하도록 로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작동판은 배표지(背表紙)의 기장에 대응하는 길고 가느다란 것이기 때문에 단부만을 구속하여 철
간의 열림을 금지해 두어도, 작동판의 비틀림 등에 기인하여 그 작동판의 중앙부근에 심어 설치되어 있는 
철간이 낙하시의 충격이나 그 밖의 외력에 의해 일시적으로 열리는 경우가 있다. 그 때문에 단부 부근에 
철간을 갖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작동판을 로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해진 용지등이 탈락하는 폐단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함에 대처하기 위하여 작동판의 하측에 커버체의 단부로부터 중앙부근에까지 뻗어나온 한쌍
의 슬라이드판을 길이 방향으로 슬라이드 가능하게 설치함과 동시에 그들 각 슬라이드판의 외방단에 조작
레버를 설치해 두고, 이들 각 슬라이드판에 고정설치된 돌기의 슬라이드 동작에 의해 작동판을 곡절상태
로부터 산절상태로 가압하거나 작동판을 곡절상태로 로크할수 있게한 것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성의 것은 양단에 설치된 조작레버를 함께 외방으로 슬라이드 이동시킴으로써 철간
을 열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회동조작레버에 의한 조작에 익숙한 수요자에게는 위화
감을 주고, 또 조작에 양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리한 사용에 난점이 있다. 또한, 슬라이드식의 것은 회
동조작식의 것과는 달리 철해진 용지 등의 끝과 조작레버 사이에 손가락을 삽입하기 위한 공간을 형성해 
두지 않으면 충분히 힘을 주어서 슬라이드조작을 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조작레버가 양측에 필요한 
점과 함께 링과 지그의 전 길이가 부당하게 길어지는 폐단도 있다. 즉, 철해지는 용지류는 규격에 따라 
치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지류의 가장자리와 양 조작레버 사이에 손가락 삽입공간을 각각 형성하
면 링과 지그의 전길이가 종래부터 보급되고 있는 회동조작식의 것보다 길어지지 않을 수 없고, 파일기장
이 길어져서 종래품과의 사이에서 치수상의 고르지 못함을 초래하기 쉽다.

[발명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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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상과 같은 폐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단을 강구한 것이다.

즉, 본 발명에 관한 링과 지그는 양측 가장자리에 내측으로 굴곡하는 받이리브를 구비한 커버체와, 이 커
버체내에 배열설치되고 외측가장자리를 받이리브에 유지시킴과 동시에 내측가장자리 끼리를 산절 및 곡절 
가능하게 맞댄 한쌍의 작동판과, 기단이 이들 작동판에 지지됨과 동시에 선단측이 커버체의 투시창을 통
하여 외부로 뻗어 나와있고 상기 작동판의 산절 및 곡절의 동작에 따라서 개폐하는, 쌍으로 이루어진 철
간과, 작동판에 첨가 설치되고 커버체의 길이방향으로 진퇴 가능한 슬라이드체와, 상기 슬라이드체의 소
요 부위에 설치되고 슬라이드체의 전진 또는 후퇴동작에 따라서 작동판을 곡절 상태로부터 산절 상태로까
지 가압하는 열림가압수단과, 상기 슬라이드체의 소요부위에 설치되고 슬라이드체의 후퇴 또는 전진동작
에 따라서 작동판에 걸어맞춤되어 그 작동판을 곡절상태로 구속하는 로크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링과 지그
에 있어서, 커버체의 길이방향의 일단부에 피벗부착된 회동조작레버와, 이 회동조작레버의 피벗부착 위치
에서 소정거리 떨어진 작용점의 회동조작을 상기 슬라이드체의 진퇴동작으로 변환하는 동작변환수단을 갖
추고 있고, 회동조작레버의 상단에 가하여진 힘이 동작변환수단을 통해서 슬라이드 본체의 조작력으로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슬라이드체의 진퇴동작에 의해 작동판을 가압하여 로크하기 위한 적합한 태양으로는 양 작동판의 맞댐부
분에 개구부를 설치함과 동시에 슬라이드체에 상기 개구부에 삽입되는 돌기를 설치한 것으로, 상기 열림 
가압수단이 그 돌기의 전단 또는 후단에 설치된 경사캠면이고 상기 로크수단이 그 돌기의 후단 또는 전단
에 설치되어 작동판의 개구가장자리부와 걸어맞춤되는 오목부인 것을 들수 있다. 이 경우, 철해진 시트의 
탈락을 더욱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돌기를 길이방향 중앙가까이에 배치된 철간 근방에 설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와 같은 구성에 있어서, 슬라이드체의 변형이나 편위에 의해 열림가압수단이나 
로크수단의 작동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는 슬라이드부재에 복수의 돌기를 설치함과 동시에 그 
슬라이드부재의 그들 돌기사이에 위치하는 부위에 진퇴방향으로 뻗은 긴구멍을 설치하고, 이 긴구멍에 슬
라이드 가능하게 관통시킨 고정핀에 의해 슬라이드부재를 안내유지해 두는 것이 좋다.

부피가 크지 않은 간단한 구성에 의해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는데는 조작레버를 커버체의 단부에 피벗부착
된 수하편(垂下片)과, 이 수하편의 하단에서 외방으로 뻗어나온 연출편(延出片)과, 이 연출편의 외방에서 
수하편과 평행하게 기립하는 기립편과, 이 기립편의 상단에 일체로 설치된 조작부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동작변환수단을 상기 연출편과 기립편의 경계부분에 투시구멍을 뚫음과 동시에 슬라이드체
의 외방단에 굴곡기립편을 설치하고, 이 굴곡기립편을 상기 투시구멍에 걸어맞춤시킨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커버체의 두께 치수를 가급적 작게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하편에 굴곡기립편과의 간섭
을 방지하기 위한 오목부를 설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구성의 것이면 회동조작레버를 회동시키면 동작변환수단의 작용에 의해 슬라이드체가 전진 또
는 후퇴하고, 그 전진 또는 후퇴 동작이 열림 가압수단에 의해 작동판을 반전시키는 힘으로 변환되고, 그 
작동판이 곡절상태로부터 산절상태로 전환되어 철간이 열린다. 이와 같은 철간은 가령, 그 철간 끼리를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압하여 작동판을 원래의 곡절상태로 복귀시킴으로써 닫히고 그 상태를 유지
시킬 수 있으나, 이 상태에서 상기 회동조작레버를 다시 내방으로 회동조작하면 슬라이드체가 후퇴 또는 
전진하고, 그 슬라이드체에 설치된 로크수단에 의해 작동판의 산절상태로의 반전이 금지되어 철간이 로크
된다. 이 로크수단은 슬라이드체의 진퇴동작을 이용하여 작동판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동판의 단부
에 한하지 않고 슬라이드체가 존재하는 임의의 위치에 배치하기가 가능하다. 그 때문에 충격이나 외력에 
의해  열리기 쉬운 철간 근방에 배치해둠으로써 철해진 시트의 탈락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회동조작레버는 커버체의 일단에 설치해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이 회동조작레버에 한손으
로 위화감 없는 회동조작을 가함으로써 철간을 열거나 로크할 수 있다. 게다가, 이것을 상기 회동조작레
버의 상단에 손가락을 걸어서 회동시킴으로써 비교적 큰 조작력을 슬라이드체에 전달하기가 가능하다. 그 
때문에 회동조작식의 것과 같이 회동조작레버와 철해진 시트의 가장자리 사이에 손가락을 깊이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링과 지그의 전길이를 종래부터 보급되고 있는 상기 회동조작식
의 것과 대략 동등하게 설계하기가 용이해진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작동판의 단부 이외에 설치된 철간에도 확실한 로크를 걸 수 있고, 낙하나 
기타 외력에 의해 철간이 열리고 철해진 시트가 벗겨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게다가, 본 
발명은 회동조작에 의해 그 철간의 열림동작이나 로크동작을 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양단의 조작레버
를 슬라이드시켜서 동일 동작을 행하게 하는 것과 같은 조작상의 위화감이 없다. 또, 슬라이드 조작보다 
회동조작쪽이 힘을 가하기 쉽기 때문에 조작레버와 철해진 시트가장자리 사이에 손가락을 삽입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링과 지그의 전 길이가 부당하게 길어져서 종래부터 보급되고 있는 
회동조작식 링과 지그 사이에서 치수상의 고르지 못함을 초래하는 폐단도 해소할 수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제1도 내지 제5도에 도시하는 링과 지그(1)는 커버체(2)와,  이 커버체(2)내에 수용되는 한쌍의 작동판
(3A,3B), 이들 각 작동판(3A,3B)에 심어 설치된 철간(4A,4B)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상기 커버
체(2)의 양단근방부 및 중앙부를 각각 고정핀(5)을 통해서 파일(6)의 배표지(61)에 부착하여 사용된다. 
커버체(2)는 중앙부를 배표지(61)로부터 이격되는 방향으로 만곡시킨 긴 칼집형상인 것으로 탄성이 풍부
한 금속판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양측가장자리에는 내측으로 굴곡하는 받이리브(21)가 형성되어 있다.

작동판(3A,3B)은 긴 평판형상인 것으로 비교적 강성이 높은 금속판으로 만들어져 있고, 내측가장자리(3
1)끼리를 산절 및 곡절가는하게 맞댐과 동시에 외측가장자리(32)를 상기 받이리브(21)에 기울여 움직임 
가능하게 지지시켜서 상기 커버체(2)내에 수용되어 있다.

한쌍의 철간(4A,4B)은 각각 반원호 형상을 이루는 것으로 닫힘으로써 링형상을 이루도록 성형되어 있다. 
각 철간(4A,4B)의 기단(41)은 상기 작동판(3A,3B)의 상면에 각각 코킹가공 등에 의해 고착되어 있고, 선
단측은 커버체(2)에 설치된 투시창(22)을 통하여 커버체(2) 외부로 뻗어나와 있다. 이 실시예는 2구멍용
의 것이기 때문에 2쌍의 철간(4A,4B)이 작동판(3A,3B)의 중앙 가까운 위치에 심어 설치되어 있다.

13-3

1019950704598



상기 커버체(2)의 일단에는 회동조작레버(7)가 피벗부착되어 있음과 동시에 상기 작동판(3A,3B)의 하면측
에는 슬라이드체(8)가 첨부 설치되어 있고, 이 회동조작레버(7)의 회동조작을 동작변환수단(9)에 의해 상
기 슬라이드체(8)의 진퇴조작으로 변환하도록 되어 있다.

회동조작레버(7)는  커버체(2)의  단부에 펀칭가공에 의해 일체로 형성된 축부(23)에  피벗부착된 수하편
(71)과, 이 수하편(71)의 하단으로부터 외방으로 뻗어나온 연출편(72)과, 이 연출편(72)의 외방단으로부
터 수하편(71)과 평행하게 기립하는 기립편(73)과, 이 기립편(73)의 상단에 일체로 설치된 조작부(74)를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판금소재에 프레스 가공 등을 실시함으로써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

동작변환수단(9)는 상기 연출편(72)과 기립편(73)의 경계부위에 투시구멍(91)을 뚫음과 동시에 슬라이드
판(8)의 외방단에 굴곡기립편(92)을 일체로 설치하여, 이 굴곡기립편(92)을 상기 투시구멍(91)에 걸어맞
춤시킨 것이다.

또한,  상기  수하편(71)에는  굴곡기립편(92)과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오목부(93)를  설치하여, 커버체
(2)의 두께가 커지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

슬라이드체(8)는 평판형상인 것으로 커버체(2)의 일단 근방부 및 중앙부에 대응하는 부위에 진퇴방향으로 
길고 가느다란 긴구멍(81)을 가지고 있고, 그 긴구멍(81)에 상기 고정핀(5)을 슬라이드 가능하게 관통시
키고 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체(8)의 중앙의 고정핀(5)을 끼우는 부위에 돌기(82)를 각각 설치하고, 이
들 돌기(82)를 양 작동판(3A,3B)의 맞댐부분에 설치된 개구부(33)에 삽입하고 있다. 이들 각 돌기(82)의 
전단에는  열림가압수단인  제1의  경사캠면(83)을  형성하여  슬라이드체(8)의  전진동작에  따라서 작동판
(3A,3B)을 곡절상태로부터 산절상태로까지 가압할 수 있도록 구성함과 동시에 각 돌기(82)의 후단에 로크
수단인 오목부(84)를 설치하여 작동판(3A,3B)을 곡절상태로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오목부
(84)는 돌기(82)의 후단 근원부분에 설치되어 있고, 후단 상반부분에는 제1경사캠면(83)과 평행인 제2경
사캠면(85)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에서, 회동조작레버(7)를 외방으로 회동시키면, 동작변환수단(7)의 작용에 의해 슬라이드
체(8)가 내방으로 전진하고, 그 전진동작이 그 슬라이드체(8)의 돌기(82)에 설치된 제1경사캠면(83)의 안
내작용에 의해 작동판(3A,3B)을 반전시키는 힘으로 변환되고, 그 작동판(3A,3B)이 곡절상태로부터 산절상
태로 전환되어 철간(4A,4B)이 열린다. 그리고, 철간(4A,4B)끼리를 서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가압하거나, 
회동조작레버(7)를 내방으로 회동시켜서 제2의 경사캠면(85)에 의해 작동판(3A,3B)을 되돌림으로써 그 작
동판(3A,3B)을 원래의 곡절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철간(4A,4B)을 열리게 할 수 있으나, 이 
상태에서 상기 회동조작레버(7)를 더 내방으로 회동조작하면 슬라이드체(8)의 돌기(82)에 설치된 오목부
(84)가 작동판(3A,3B)의 개구부(33)에 있어서의 일단부분에 걸어맞춤되고 그 작동판(3A,3B)의 산절상태로
의 반전이 금지된다. 그 때문에 철간(4A,4B)이 닫힘위치에서 로크되게 된다.

오목부(84)를 갖는 슬라이드체(8)의 돌기(84)는 그 슬라이드체(8)의 임의의 위치에 배치하기가 가능하고, 
이 실시예에서는 2쌍의 철간(4A,4B)의 각각의 근방에 배열설치되어 있으므로 철간(4A,4B)의 예측못한 열
림을 방지할 수 있고, 도시하지 않은 칠해진 시트의 탈락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
는 단부에 철간을 갖지 않는 본 실시예와 같은 2구멍용 링과 지그(1)에 있어서 특히 유익하고, 낙하시키
거나 기타 외력이 가해지더라도 대략 확실하게 철해진 시트를 유지해 두기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상기  회동조작레버(7)는  커버체(2)의  일단에 설치해두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이 회동조작레버
(7)에 한손으로 위화감 없는 회동조작을 가함으로써 철간(4A,4B)을 개폐하거난 닫힘 위치에서 로크할 수 
있다.

또, 이 실시예에서는 슬라이드체(8)의 돌기(82)에 설치된 경사캠면(83)에 의해 작동판(3A,3B)을 가압하도
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사캠면(83)의 경사을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회동조작레버(7)의 적절한 조작량과 
작동판(3A,3B)의 필요한 반전 스트로크를 용이하게 정합(整合)시킬수 있으며, 또 구조도 간단하기 때문에 
실시도  용이하게  된다.  게다가  본  실시예에서는  슬라이드체(8)의  중앙부분을  고정핀(5)에  의해 

사행(蛇行) 불가능하게 안내시키고, 그 고정핀(5)을 끼우는 위치에 상기 경사캠면(83)이나 로크용 오목부
(84)를  갖는 돌기(82)를  배열설치하고 있으므로,  이들 돌기(82)에  정확한 작동을 행할 수 있고, 철간
(4A,4B)의 열림 동작이나 로크 동작을 설계대로 확실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회동조작레버(7)를 이 실시예와 같은 형태로 하고, 슬라이드체(8)에 설치된 굴곡 기립편(92)을 이 
회동조작레버(7)의 연출편(72)과 기립편(73)의 경계부분에 설치된 투시구멍(91)에 걸어맞춤시켜 밀고 당
길 수 있게해 두면, 그 굴곡기립편(92)을 회동조작레버(7)의 피벗부착위치(S)보다 전방위치(제5도(a) 참
조)에서 가압을 개시하고 그 피벗부착위치(S)를 넘어서 더욱 후방위치(제5도(b) 참조)까지 가압동작을 계
속할 수 있게 된다. 그 때문에 가령, 피벗부착위치(S)의 바로 밑에서 가압을 개시했을 경우에 비하여 그 
조작 스트로크를 무리없이 크게 할 수 있고, 기구의 대형화를 가져오지 않고, 슬라이드체를 크게 진퇴동
작시키기가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회동조작레버(7)의 수하편(71)에 굴곡기립편(92)과의 간섭을 방지하
기 위한 오목부(93)를 설치해 두면, 동작변환수단(9)를 특히 콤팩트로 설계하기가 가능하게 되고 커버체
(2)가 부당하게 두껍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2구멍용 링과 지그에 한하지 않고, 3쌍 이상의 철간을 구비한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
하다.

또, 회동조작레버의 구성도 이상 설명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령 제6도∼제9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것이라도 좋다. 제6도에 도시하는 회동조작레버(107)는 레버본체(171)의 중간부분을 내면측으로 꺾
어세워서  커버체(102)의  축부(123)에  추지(樞支)되는  피벗부착부(172)를  형성함과  동시에  외면에 커버
(173)를 고착하고, 그 커버(173)의 하측 가장자리와 레버본체(171)의 하단 절곡부의 경계부분에 슬라이드
체(108)의 굴곡기립편(192)이 걸어맞춤되는 투시구멍(191)을 형성한 것이다. 제7도에 도시하는 회동조작
레버(207)는  커버체(202)의  단부에  덮개로  붙여지는  단커버(221)의  피벗부착부(222)에  추지되는 축부
(271)를 하측 가장자리에 설치한 조작부(272)와, 이 조작부(272)의 하측 가장자리에서 드리워진 수하편
(273)과, 이 수하편(273)의 하단으로부터 외방으로 뻗어나온 연출편(274)과, 이 연출편(274)의 연출단으
로부터 기립시킨 기립편(275)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기 기립편(275)과 연출편(274)의 경계부분

13-4

1019950704598



에 슬라이드체(208)의 굴곡기립편(292)을 걸어맞춤시키기 위한 투시구멍(291)을 설치하고 있다. 제8도에 
도시하는 회동조작레버(307)는 조작부(371)와, 이 조작부(371)의 하측가장자리로부터 내방으로 뻗어나온 
연출편(372)과, 이 연출편(372)의 연출단으로부터 경사 아래 외방으로 뻗은 경사편(373)을 구비하여 이루
어지는 것으로 상기 연출편(372)과 경사편(373)의 경계부분을 커버체(302)에 일체로 형성한 축부(323)에 
추지됨과 동시에 경사편(373)의 하단부를 슬라이드체(308)에 일체로 형성한 굴곡기립편(392)과 팽출부(膨
出部)(393)  사이에 형성된 투시구멍(391)에 걸어맞춤되어 있다. 제9도에 도시하는 회동조작레버(407)는 
상단축부(471a)를 커버체(402)의 단부로부터 꺾어세운 고리형 상부(423)에 회전가능하게 추지시킨 수하편
(471)과, 이 수하편(471)의 하단으로부터 외방으로 뻗어나온 연출편(472)와, 이 연출편(472)의 외방단으
로부터 수하편(471)과 평행하게 기립하는 기립편(473)과, 이 기립편(473)의 상단에 일체로 설치된 조작부
(474)를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금소재에 프레스 가공 등을 실시함으로써 일체로 성형되어 있다. 상
기 상단축부(471a)는 상기 수하편(471)의 중간부분에 투시창(471b)을 뚫음으로써 그 수하편(471)의 상측 
가장자리부분에 일체로 형성된 것이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의 동작변환수단(409)은 제2도에 도시하는 것
과 같은 것으로 상기 회동조작레버(407)의 연출편(472)과 기립편(473)의 경게부분에 투시구멍(491)을 뚫
음과 동시에 슬라이드판(408)의 외방단에 굴곡기립편(492)을 일체로 설치하고, 이 굴곡기립편(492)을 상
기 투시구멍(491)에 걸어맞춤시킨 것이다. 이 실시예의 경우, 수하편(471)에 뚫여진 투시창(471b)이 굴곡
기립편(492)과 회동조작레버(407)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오목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회동조작레버를 커버체에 지지시키는 구조는 이상 설명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회동조작레
버를 커버체에 있어서의 길이방향의 일단부에 회동가능하게 지지할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다.

또한, 슬라이드체에 설치되는 돌기도 상기 실시예의 것에 한하지 않고, 가령 제10도 또는 제11도에 도시
하는 것이라도 좋다. 즉, 제10도에 도시하는 돌기(482)는 슬라이드체(408)를 구성하는 판금소재의 일부를 
약간 두께방향으로 꺾어 세움으로써 형성된 것으로 전단측에 열림가압수단인 경사캠면(483)을 가짐과 동
시에 후단측에 로크수단을 이루는 오목부(484)를 구비해 두어,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제11도
의 돌기(582)는 슬라이드체(508)를 구성하는 판금소재의 일부를 90도로 꺾어 세워 형성된 것으로 제1도∼
제5도에 도시하는 실시예의 돌기(82)와 대략 동일한 형상을 이루고 있다.

또, 이상 설명한 실시예에서는 슬라이드체를 작동판보다 파일 배표지축에 위치시킨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
였으나 본 발명은 반드시 이와 같은 구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령 제12도 내지 제15도에 도시하는 
것이라도 좋다. 즉, 제12도∼제15도에 도시하는 링과 지그(601)는 슬라이드체(608)를 커버체(602)와 작동
판(603A,603B)사이에 배열 설치하고 있다. 이 실시예에서는 커버체(602)에 단판(端板)(624)의 하단에 고
리형상부(625)를 일체로 설치하고 이 고리형상부(625)에 회동조작레버(607)의 하단축부(671)를 회동가능
하고 지지시키고 있다. 이 경우의 동작변환수단(609)은 슬라이드체(608)의 단부(608a)를 커버체(602)의 
단부상면에 개구된 투시창(626)을 슬라이드 가능하게 관통시켜서 외부로 돌출시키고, 이 슬라이드체(60
8)의 단부(608a)에 상기 회동조작레버(607)의 중간축부(672)를 회동가능하게 하고 또한 슬라이드체(608)
와 대략 직교하는 방향으로 슬라이드 가능하게 결합시킨 것도 좋다. 구체적으로는 이 슬라이드체(608)의 
단부(608a)에는 기립편(608b)과, 이 기립편(608b)의 상단에서 전방으로 뻗어나온 연출편(608c)과, 이 연
출편(608c)의 연출단에서 하방으로 드리워지는 수하편(608d)이 일체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기립편(608
b)과 수하편(608d) 사이에 회동조작레버(607)의 중간축부(672)를 회동가능하게 또한 상하방향으로 슬라이
드 가능하게 걸어맞춤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하면, 커버체(602)의 상하방향의 부피를 크게 하
지 않고 회동조작레버(607)의 하단축부(671)와 중간축부(672)와의 이간거리를 크게 하기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회동조작레버(607)의 회동각도에 대한 슬라이드체(608)의 슬라이드 거리를 무리없이 크게 하기가 
가능해진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의 슬라이드체(608)의 하면에는 하방으로 돌출하는 한쌍이 돌기(682)가 
돌출설치되어 있고, 이들 각 돌기(682)를 양 작동판(603A,603B)의 맞댐부분에 설치된 개구부(633)에 삽입
하고 있다. 이들 각 돌기(682)의 후단에는 열림가압수단인 제1경사캠면(683)을 형성하여 슬라이드체(60
8)의 후퇴동작에 따라서 작동판(603A,603B)을 곡절상태로부터 산절상태로까지 가압할 수 있도록 구성함과 
동시에 각 돌기(682)의 전단에 로크수단인 오목부(684)를 설치하여 작동판(603A,603B)을 곡절상태로 구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4도는 이와 같은 로크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오목부(684)는 돌기(68
2)의 전단하측에 설치되어 있고, 전단 상단부에는 제1경사캠면(683)과 대략 평행한 제2경사캠면(685)이 
형성되어  있다.  제13도에  있어서는  철간(604A,604B)의  도시를  생략하고  있다,  604a,604b는 철간

(604A,604B)이 부착되어 있는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에서, 회동조작레버(607)를 제15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외방으로 회동시키면 슬라이드체
(608)가 외방으로 후퇴하고 이 후퇴동작이 그 슬라이드체(608)의 돌기(682)에 설치된 제1경사캠면(683)의 
안내작용에 의해 작동판(603A,603B)을 반전시키는 힘으로 변환되고 그 작동판(603A,603B)이 곡절 상태로
부터 산절상태로 전환되어 철간(604A,604B)이 열린다. 그리고 철간(604A,604B)끼리를 서로 접근하는 방향
으로 가압하거나, 회동조작레버(607)를 회동복귀시켜서 제2경사캠면(685)에 의해 작동판(603A,603B)을 도
면중 하방으로 가압함으로써 그 작동판(603A,603B)을 원래의 곡절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고, 그에 의해 철
간(604A,604B)을 닫을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상기 회동조작레버(607)를 더욱 내방으로 회동조작하면 슬라
이드체(608)의 돌기(682)에 설치된 오목부(684)가 작동판(603A,603B)의 개구부(633)에 있어서의 일단 부
분에  걸어맞춤되고,  제14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그  작동판(603A,603B)의  산절상태로의  반전이 

금지된다. 그 때문에 철간(604A,604B)이 닫힘위치에서 로크되게 된다.

기타, 본 발명의 취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다.

[산업상이용가능성]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관한 링과 지그는 철간을 개폐하여 용지류나 앨범판지 등의 철공부착시트를 장착 
및 탈거 가능하게 철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양측 가장자리에 내측으로 굴곡하는 받이리브를 구비한 커버체와, 이 커버체내에 배열설치되고 외측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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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받이리브에  유지시킴과  동시에  내측가장자리  끼리를  산절  및  곡절  가능하게  맞댄  한쌍의 
작동판과, 기단이 이들 작동판에 지지됨과 동시에 선단측이 커버체의 투시창을 통하여 외부로 뻗어 나와
있고 상기 작동판의 산절 및 곡절의 동작에 따라서 개폐하는, 쌍으로 이루어진 철간과, 작동판에 첨가 설
치되고 커버체의 길이방향으로 진퇴 가능한 슬라이드체와, 상기 슬라이드체의 소요 부위에 설치되고 슬라
이드체의 전진 또는 후퇴동작에 따라서 작동판을 곡절 상태로부터 산절 상태로까지 가압하는 열림가압수
단과, 상기 슬라이드체의 소요부위에 설치되고 슬라이드체의 후퇴 또는 전진동작에 따라서 작동판에 걸어
맞춤되어 그 작동판을 곡절상태로 구속하는 로크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링과 지그에 있어서, 커버체의 길
이방향의 일단부에 피벗부착된 회동조작레버와, 이 회동조작레버의 피벗부착 위치에서 소정거리 떨어진 
작용점의 회동조작을 상기 슬라이드체의 진퇴동작으로 변환하는 동작변환수단을 갖추고 있고, 회동조작레
버의 상단에 가하여진 힘이 동작변환수단을 통해서 슬라이드 본체의 조작력으로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링과 지그.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양 작동판의 맞댐부분에 개구부를 설치함과 동시에 슬라이드체에 상기 개구부에 삽입되
는 돌기를 설치한 것으로서, 그 돌기의 전단 또는 후단에 열림가압수단인 경사캠면을 설치함과 동시에 후
단 또는 전단에 로크수단인 오목부를 설치하고, 그 돌기를 길이방향의 중앙가까이에 배치된 철간의 근방
에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과 지그.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슬라이드부재에 복수의 돌기를 설치함과 동시에 그 슬라이드부재의 돌기 사이에 위치하
는 부위에 진퇴방향으로 뻗은 긴구멍을 설치하고, 이 긴구멍에 슬라이드 가능하게 관통된 고정핀에 의해 
슬라이드부재를 안내 유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과 지그.

청구항 4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회동조작레버는 커버체의 단부에 피벗부착된 수하편과, 이 수하편의 
하단으로부터 외방으로 뻗어나온 연출편과, 이 연출편의 외방단으로부터 수하편과 평행하게 기립하는 기
립편과, 이 기립편의 상단에 일체로 설치된 조작부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작변환수단은 상기 
연출편과 기립편의 경계부분에 투시구멍을 뚫음과 동시에 슬라이드판의 외방단에 굴곡기립편을 설치하고 
이 굴곡기립편을 상기 투시구멍에 걸어맞춤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과 지그.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수하편에 굴곡기립편과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오목부를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
과 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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