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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링 바인더는 한 쌍의 힌지판을 지지하는 실질적으로 견고한 상부 만곡 플레이트를 포함한다. 다수개의 링 부재는 링 바
인더에 의해 유지되는 판상 물질에 위치하는 대응되는 구멍으로 결합하도록 힌지판으로 고정된다. 작동 레버는 링 부재
를 개폐하기 위하도록 힌지 리브를 작동하기 위해 상부 만곡 플레이트의 양단에 위치한다. 각 작동 레버는 쿠션 부재를 
수용하기 위한 개구(aperture)를 포함한다. 쿠션 부재는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 사이에서 링 부재를 움직이기 위해서 
작동 레버를 선회(pivoting)시키는 사용자의 손가락에 접촉된다. 쿠션 부재는 고무 또는 연화 플라스틱과 같은 탄성있
는 물질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패드이다. 쿠선부재는 작동 레버에 개선된 촉감 특성을 제공하고, 작동 레버를 사용하기 
편안하게 만든다. 또한 상기 쿠션 부재는 링의 개폐시에 링의 스냅 동작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의 반사를 최소화 한다.
    

대표도
도 11

색인어
링 바인더, 쿠션 부재, 작동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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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발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기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도 1은 링이 닫힌 상태에서 본 발명의 링 바인더의 상부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2는 링이 열린 상태에서 본 발명의 링 바인더의 상부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3은 상기 링 바인더의 하부을 나타내는 사시도,

도 4는 상기 링 바인더의 분해 사시도,

도 5는 쿠션 부재가 결합되기 전의 링 바인더의 작동 레버의 내부를 나타내는 분해 사시도,

도 6은 쿠션 부재가 결합된 링 바인더의 작동 레버의 내부를 나타내는 분해 사시도,

도 7은 쿠션 부재가 결합되기 전의 링 바인더의 작동 레버의 외부를 나타내는 분해 사시도,

도 8은 쿠션 부재가 결합된 링 바인더의 작동 레버의 외부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9는 작동 레버의 내부의 정면도,

도 10은 본 발명의 쿠션 부재의 정면도,

도 11은 작동 레버에 결합되기 전의 쿠션 부재의 측면 단면도, 및

도 12는 작동 레버에 결합된 쿠션 부제의 측면 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링 바인더의 개폐 링을 위한 개선된 작동 레버(actuating lever)를 가지는 링 바인더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작동 레버의 촉감 특성(tactile characteristics)을 향상시키기 위한 쿠션 부재(cushion member)를 가지
는 작동 레버에 관한 것이다.

링 바인더는 실질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선회(pivoting)하여 이동가능한 한쌍의 힌지판(hinged leaves)을 지지하는 견
고한 상부 플레이트(upper plate)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반쪽 링이 각 힌지판에 부착되어 있어서 힌지
판의 선회 동작이 스냅 동작(snapping motion)으로 링을 개폐할 것이다. 이 동작은 링 바인더의 양단에 위치한 작동 
레버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한다.

    
종래의 작동 레버는 통상 링을 개폐하는데 필요한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가진 스탬프 금속(stamped 
metal)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스냅 동작은 사용자의 손가락으로 전달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충격을 발생시킨다. 또
한 작동 레버는 보통 니켈 플레이트인 금속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 레버가 미끄러워져서 사용자의 손가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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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레버로부터 미끄러지게 하고, 사용자를 상처입힐 수 있다. 더불어, 종래의 작동 레버는 작동 레버를 견고하게 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그 대부분의 주변에 외향으로 구부러진 립(outwardly turned lip)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립의 가장
자리는 날카로울 수 있고, 링을 닫으려고 할 때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미국특허 제5,234,276호에서 작동 레버에 커버(cover)를 설치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 커버의 목적은 금속 작동 레버
를 바인더 조작자의 손에 편리하게 하는 것 및/또는 작동 레버를 더 길게하여 지레힘(leverage)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
이다. 상기 커버는 작동 레버를 완전하게 덮도록 함께 맞물리는 두 개의 플라스틱 조각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플라
스틱 커버는 많은 종류의 작동 레버에 맞지 않을 수 있으며, 파괴되기 쉽다. 또한 상기 커버가 작동 레버를 완전히 포함
하기 때문에, 다소 크고 불편하게 되어, 외관이 보기 흉하게 된다.
    

따라서 링 바인더의 기술분야에 사용하기 쉽고 잘 미끄러지지 않으며, 링의 개폐시 링의 스냅동작에 의해 발생하는 충
격의 반사를 최소화하는 작동 레버를 포함하는 링바인더가 요구되어 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한 쌍의 힌지판을 지탱하는 실질적으로 견고한 상부 만곡 플레이트(curved upper plate)를 포함하는 링 바
인더를 제공함에 의해 당해 기술분야의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다수개의 링부재는 링 바인더에 의해 유지되
는 판상 물질에 위치하는, 대응되는 구멍으로 결합하기 위해 힌지판으로 고정된다. 작동 레버는 힌지판을 링 부재를 개
폐하도록 작동화하기 위해 상부 만곡 플레이트의 양단에 위치한다. 각 작동 레버는 그 속에 쿠션 부재를 수용하기 위한 
개구(aperture)를 포함한다. 쿠션 부재는 열린 위치와 닫힌 위치 사이에서 링 부재를 움직이기 위해 작동 레버를 선회
시키는 사용자의 손가락에 접촉된다. 쿠션 부재는 고무나 연화 플라스틱과 같은 탄력성 있는 물질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패드이다. 쿠션 부재는 작동 레버를 작동 레버에 개선된 접촉 특성을 제공하면서, 사용하기에 편안하게 한다. 쿠션 부재
는 또한 링의 개폐시, 링의 스냅 동작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의 반사를 최소화한다.
    

본 발명의 더 넓은 범위로의 적용은 하기에서 주어진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지칭하는 상세한 설명과 특정 실시예는 단지 설명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범위 이내에서의 다양한 
변형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에게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 내지 4에 본 발명의 링 바인더가 도시되어 있다. 링 바인더(10)는 루스 리프 바인더(loose-leaf binder)를 생산
하기 위해 커버 부재(미도시)에 부착된다. 커버 부재는 바람직하게는 커버 부재의 앞, 뒤 커버 사이에 위치하는 주축(
spine)을 포함한다. 링 바인더(10)는 커버 부재를 통과하여 확장되어 링 바인더를 커버 부재에 영구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펀칭하는 등의 수단으로 변형되는 리벳(rivet)과 같은 종래의 고정수단에 의해 커버 부재에 고정될 수 있다.

    
링 바인더(10)는 실질적으로 견고한 상부 만곡 플레이트(12)를 포함한다. 상부 만곡 플레이트(12)는 그 중심을 따라 
세로로 확장되는 제1 강화 리브(reinforcing ribs: 14)를 포함하며, 상기 제1 강화 리브는 상부 만곡 플레이트(12)의 
외부 표면에서 아래, 위로 뻗어감에 의해 상부 만곡 플레이트(12)의 구부러짐에 대항 저항성을 증가시키다. 제1 리브
(14)는 실질적으로 상부 만곡 플레이트(12)의 전체 길이를 따라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확장된다. 상부 만곡 
플레이트(12)는 그 상부 만곡 플레이트(12)의 외부 표면에서 상하로 뻗어가며, 제1 리브(14)의 바깥쪽에 위치하는 몇 
쌍의 제2 리브(16)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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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만곡 플레이트(12)는 각각의 양단 부근에 위치하는 디프레션(depression: 18)을 포함한다. 각 디프레션(18)은 
상부 만곡 플레이트(12)를 통과하여 뚫린 개구(20)을 포함한다. 원주형 포스트(cylindrical post: 22)가 디프레션(1
8)에서 상부 만곡 플레이트(12)로 부착되어 있다. 원주형 포스트(22)의 한쪽 끝은 개구(20) 내에, 예를 들어 프레싱
(pressing) 방법에 의해 고정된다. 원주형 포스트(22)의 다른쪽 끝은 링 바인더(10)를 커버에 부착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플런지(flange: 24)를 가진다.
    

한 쌍의 힌지판(26)은 상부 만곡 플레이트(12)에 의해 지지된다. 상부 만곡 플레이트(12)는 힌지판(26)에 엇갈리는 
힘(biasing force)를 제공하여 힌지판(26)은 오버-센터 방식(over-center manner)으로 움직인다. 다수개의 링 부
재(28)는 링 바인더(10)에 의해 유지되는 판상 물질에 위치하는, 대응되는 구멍에 접촉하도록 힌지판(26)에 고정되어 
있다.

    
작동 레버(30)는 링 부재(28)를 개폐하도록 힌지판(26)을 작동화하기 위해 상부 만곡 플레이트(12)의 양단에 위치한
다. 링 바인더(10)의 링 부재(28)가 닫힌 위치에 있을 때, 작동 레버(30)가 서로 멀어지도록 하는 움직임은 힌지판(2
6)의 중앙 힌지 부분(32)을 상부 만곡 플레이트(12)로 움직이도록 하여 힌지판(26)과 함께 움직이는 링 부재(28)을 
열린 상태로 움직이도록 한다. 반대로 링 바인더(10)의 링 부재(28)가 열린 위치에 있을 때, 작동 레버(30)가 서로 가
까워 지도록 하는 움직임은 힌지판(26)의 중앙 힌지 부분(32)을 상부 만곡 플레이트(12)에서 멀어지도록 하여, 링 부
재(28)를 닫힌 위치로 변환되도록 한다. 종래의 작동 레버를 가진 개폐 메카니즘을 포함하는 링 바인더는 미국특허 제
5,354,142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그 전체적 내용이 여기서 참고적으로 결합된다.
    

    
도 5 내지 9에서 니켈 플레이트로 마무리된 금속으로 만들어진 본체(34)를 포함하는 작동 레버(30)가 도시된다. 각 
작동 레버(30)는 본체(34)의 견고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수개의 강화 리브(36)를 포함한다. 본체(34)는 양 가장자
리에 작동 레버(30)의 선회축을 형성하는 한쌍의 그루브(grooves: 38)를 포함한다. 본체(34)의 하부는 힌지판(26)
에 결합되고 접촉하는 훅 부재(hook member: 40)를 포함한다. 본체(34)의 상부 부분은 링 바인더(10)의 링 부재(2
8)를 개폐하기 위해 그루브(28)에 위해 정의되는 선회축에 대해서 작동 레버(30)를 선회시키기 위해서 사용자의 손가
락이 접촉되는 부분이다. 본체(34)의 상부 부분은 그 대부분의 주위에 외향으로 구부러진 립(44)이 형성된 구부러진 
주위 가장자리(curved perimeter edge: 42)를 포함한다. 본체(34)의 상부 부분에 개구(46)가 위치한다.
    

도 10 내지 12에서 본 발명의 쿠션 부재(50)가 도시된다. 쿠션 부재(50)는 작동 레버(30)의 개구(46) 내에 위치한다. 
쿠션 부재(50)는 바람직하게는 고무 또는 연화 플라스틱으로 형성된, 탄성있는 물질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패드이다.

    
도 1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도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관찰하면, 쿠션 부재(50)는 제1 직경을 가지는 첫
번째 부분(52), 제1 직경보다 작은 제2 직경을 가지는 두번째 부분(54), 제2 직경보다 작은 제3 직경을 가지는 세번째 
부분(56) 및 제3 직경보다 큰 제4 직경을 가지는 네번째 부분(58)을 포함한다. 세번째 부분(56)의 직경은 작동 레버
(30)의 개구(46)의 직경보다 약간 작거나 대략 동일하다. 제2 부분(54)와 제4 부분(58)의 직경은 작동 레버(30)의 
개구(46)의 직경보다 크다.
    

쿠션 부재(50)의 네번째 부분(58)은 모서리를 죽인 완곡한 가장자리(chamfered circumferential edge: 60)와 볼록
면(convex face: 62)을 가진다. 볼록면(62)는 그 속에 오목부(dimple: 64)를 포함할 수 있다. 네번째 부분(58)의 볼
록면(62)은 링 부재(28)를 열린 상태로 움직이기 위해 작동 레버(30)를 선회시키는 사용자의 손가락과 접촉된다.

쿠션 부재(50)의 제1 부분(52)은 실질적으로 그 속에 오목부(68)을 가지는 편평면(66)을 가진다. 첫번째 부분(52)
의 편평면(66)은 링 부재(28)를 닫은 상태로 움직이기 위해 작동 레버(30)을 선회시키는 사용자의 손가락에 접촉된다.

 - 4 -



공개특허 특2001-0096495

 
첫번째 부분(52)의 직경은 외향으로 구부러진 립(44)를 덮기에 충분한 정도로 커서 사용자의 손가락이 외향으로 구부
러진 립(44)의 거친 가장자리에 접촉되지 않고, 대신에 쿠션 부재(50)의 부드러운 편평면(66)에 접촉된다.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두번째 부분(54)의 직경은 바람직하게는 외향으로 구부러진 립(44)에 의해 경계지어진 지역 내에 
딱 맞는 크기를 가진다.

도 5 내지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쿠션 부재(50)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것의 네번째 부분(58)의 직경이 일시적이고도 
살짝 변형되면서, 작동 레버(30)의 외부면으로부터 개구(46)로 눌려진다. 네번째 부분(58)은 개구(46)속에 위치한 
다음, 작동 레버(30)의 내부에 위치될 때까지 개구로 눌려진다. 세번째 부분(56)은 개구(46)에 남아 있고, 첫번째 부
분(52) 및 두번째 부분(54)은 작동 레버(30)의 바깥 방향에 남아 있다.

본 발명의 쿠션 부재(50)는 바람직하게는 링 바인더(10)의 제조시에 작동레버(30)에 구비된다. 이와는 달리, 쿠션 부
재(50)는 간단하게 작동 레버에 적당한 크기의 구멍을 드릴링 하거나 펀칭하고, 쿠션 부재(50)를 상기 설명된 것처럼 
그 구멍속에 삽입하는 것에 의해 이미 존재하는 링 바인더에 적용될 수 있다.

비록 쿠션 부재(50)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작동 레버(30)에 위치한 개구(46)내로 안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신 한쌍의 분리된 쿠션 부재가 작동 레버(30)의 맞은 편에서 접착제로 고정되어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의 효과를 가
져오는 것도 예상된다.

비록 쿠션 부재(50)가 바람직하게는 고무 또는 연화 플라스틱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가죽 또는 과밀 폼(dense foam)
과 같은 탄성 물질이 사용가능한 것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쿠션 부재(50)는 커버 부재 또는 루스-리프 바인더(loos
e-leaf binder) 내에 포함된 아이템을 링 바인더와 맞추기 위해 다른 색으로 형성될 수 있다. 더불어, 쿠션 부재(50)
는 오목부(64, 68)없이 형성될 수 있다.

비록 작동 레버(30)의 본체(34)가 니켈 플레이트로 마무리된 스템프 메탈로 만들어져 있지만,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
나지 않고, 플라스틱과 같이 다른 적당한, 강하고 견고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바람직한 실시예는 링 바인더(10)가 커버 부재의 주축에 부착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그 대신 링 바인더는 앞 커
버 또는 뒷 커버에 부착될 수 있다. 또한 세개의 링 부재(28)가 도 1 내지 4에 도시되어 있으나, 다른 갯수와 다른 구조
를 가진 링 부재(28)가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두 개 또는 네 개의 링 부재(28)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링 부재(28)는 동일하거나 다른 간격으로 띄어져 있을 수 잇다. 최종적으로, 링 부재(28)는 원형으로 도
시되어 있으나, D 형태이거나 다른 형태의 링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이 설명되었으나, 동일한 내용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가능한 것이 명백할 것이다. 그러한 변형은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 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모든 변형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명백
하여 하기 청구항의 범위 내에 포함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작동 레버에 고무 또는 연화 플라스틱과 같은 탄성있는 물질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패드인 쿠션 부재를 설치
함에 의해 작동 레버에 개선된 모양 유지 특성을 제공하고, 작동 레버를 사용하기 편안하게 만든다. 쿠션 부재는 또한 
링의 개폐시에 링의 스냅 동작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의 반사를 최소화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부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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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부 플레이트에 의해 지지되는 한쌍의 힌지판;

상기 힌지판에 부착되며, 그것과 함께 이동가능한 다수개의 링;

상기 링이 닫혀진 제1 위치에서 상기 링이 열려진 제2 위치로 상기 힌지 리브를 이동시키고, 개구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선회가능한 작동 레버; 및

상기 개구를 통과하여 위치하며, 상기 작동 레버로 고정되는 쿠션 부재를 포함하는 링 바인더.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쿠션 부재가 고무 또는 연화 플라스틱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 바인더.

청구항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쿠션 부재가 제1 직경을 가지는 첫번째 부분, 상기 제1 직경보다 작은 제2 직경을 가지는 두번
째 부분, 상기 제2 직경보다 작은 제3 직경을 가지는 세번째 부분 및 상기 제3 직경보다 큰 제4 직경을 가지는 네번째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 바인더.

청구항 4.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세번째 부분의 직경이 상기 작동 레버의 개구 직경보다 약간 작거나 대략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 바인더.

청구항 5.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쿠션 부재의 네번째 부분이 모서리를 죽인 완곡한 가장자리와 볼록면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 바인더.

청구항 6.

제5 항에 있어서, 상기 볼록면이 오목부를 포함하는 것은 특징으로 하는 링 바인더.

청구항 7.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쿠션 부재의 첫번째 부분이 오목부를 가지는 실질적인 편평면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 
바인더.

청구항 8.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 레버가 그 주위를 둘러싸는 외향으로 굽은 립을 가지는 굽은 주변 가장자리를 포함하고 상
기 첫번째 부분의 직경이 상기 외향으로 굽은 립을 커버하기에 충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 바인더.

청구항 9.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두번째 부분이 상기 외향으로 구부러진 립에 의해 경계지어지는 지역 내에 들어 맞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링 바인더.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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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 항에 있어서, 상기 쿠션 부재가 고무 또는 연화 플라스틱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세번째 부분의 직경이 대략 상기 
작동 레버의 개구 직경보다 약간 작거나 대략 동일하며, 상기 쿠션 부재의 네번째 부분이 모서리를 죽인 완곡한 가장자
리와 오목부를 포함하는 볼록면을 포함하고, 상기 쿠션 부재의 첫번째 부분이 오목부를 가진 실질적인 편평면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 바인더.

청구항 11.

조합체로서, 링 바인더가 개구를 가지는 선회가능한 작동 레버와 상기 개구를 가로질러 확장되고 상기 작동 레버에 고
정되는 쿠션 부재를 구비하는 조합체.

청구항 12.

제11 항에 있어서, 상기 쿠션 부재가 고무 또는 연화 플라스틱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체.

청구항 13.

제11 항에 있어서, 상기 쿠션 부재가 제1 직경을 가지는 첫번째 부분, 상기 제1 직경보다 작은 제2 직경을 가지는 두번
째 부분, 상기 제2 직경보다 작은 제3 직경을 가지는 세번째 부분 및 상기 제3 직경보다 큰 제4 직경을 가지는 네번째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체.

청구항 14.

제13 항에 있어서, 상기 세번째 부분의 직경이 상기 작동 레버의 개구 직경보다 약간 작거나 대략 동일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조합체.

청구항 15.

제13 항에 있어서, 상기 쿠션 부재의 네번째 부분이 모서리를 죽인 완곡한 가장자리와 볼록면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체.

청구항 16.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볼록면이 오목부를 포함하는 것은 특징으로 하는 조합체.

청구항 17.

제13 항에 있어서, 상기 쿠션 부재의 첫번째 부분이 오목부를 가지는 실질적인 편평면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
합체.

청구항 18.

제13 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 레버가 그 주위를 둘러싸는 외향으로 굽은 립을 가지는 굽은 주변 가장자리를 포함하고 
상기 첫번째 부분의 직경이 상기 외향으로 굽은 립을 커버하기에 충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체.

청구항 19.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두번째 부분이 상기 외향으로 구부러진 립에 의해 경계지어지는 지역 내에 들어 맞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조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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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9 항에 있어서, 상기 쿠션 부재가 고무 또는 연화 플라스틱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세번째 부분의 직경이 대략 상
기 작동 레버의 개구 직경보다 약간 작거나 대략 동일하며, 상기 쿠션 부재의 네번째 부분이 모서리를 죽인 완곡한 가장
자리와 오목부를 포함하는 볼록면을 포함하고, 상기 쿠션 부재의 첫번째 부분이 오목부를 가진 실질적인 편평면을 가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체.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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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 9 -



공개특허 특2001-0096495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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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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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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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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