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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고안은 인스턴트 텐트구조(100)에 관한 것으로서, 복수개의 지주(119) 상부에 설치되는 각각 모서리 고정부재(120)와

상기 지주(119)를 타고 슬라이드 이동이 가능하고 소정위치에 위치고정이 가능하게 설치되는 상부슬라이드부재(130)를

이용하여 수평골조(111) 및 지붕골조(116)를 상호간 절첩이 가능하게 구성하고, 상기 지붕골조(116)는 대각선 방향으로

마주하는 상기 모서리 고정부재(120) 사이에 중간연결부재(170) 및 천정고정부재(180)를 중심으로 각각 절첩이 가능하게

설치된인스턴트 텐트구조(100)에 있어서, 상기 지주(119)의 상기 상부슬라이드부재(130)의 하방에 위치된 하부슬라이드

부재(140); 및 상기 상부 및 하부슬라이드부재(130,140)의 사이에 위치되며 상기 지주(119)를 감싸면서 설치되며 압축/팽

창 가능하도록 구성된 스프링부재(15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수평골조(111) 및 지붕골조(116,117)는 상기 스프

링부재(150)의 압축 및 팽창력에 의해 상하이동되는 상기 상부 및 하부슬라이드부재(130,140)에 의해 접혀지거나 펴질

수 있도록 연결수단을 통해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슬라이드부재, 수평골조, 연결부재, 지주, 스프링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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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텐트의 일실시예의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도 2는 종래기술에 따른 텐트의 또 다른 실시예의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인스턴트 텐트구조가 펼쳐진 상태를 나타낸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도 4는 도 3의 일부 상세사시도이다.

도 5a 내지 도 5c는 도 3의 특정부분에 적용된 부품의 확대도이다.

도 6은 도 3의 인스턴트 텐트구조가 접혀진 상태를 나타낸 구성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12,113,114,115: 제 1 내지 제 4 연결부재

130,140: 상부 및 하부슬라이드부재

150: 스프링부재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인스턴트 텐트구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스프링부재 및 지주와 연결된 연결수단을 작용을 통해 손쉽게 펼쳐지거

나 접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사용이 편리하며, 접었을 때의 부피가 작고 또한 펼치는 구조가 연결수단과 스프링부재를 간

단하게 이루어지게 되므로 천막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들의 수가 줄어들어 천막전체의 무게가 가벼워서 소지가 간편하고

이동이 용이한 인스턴트 텐트구조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텐트구조를 살펴보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고번호 제0134721호,1999년 2월18일

공고, 명칭: 절첩식 천막의 개량골조), 절첩식 천막의 골조(1)를 형성함에 있어서, 4개 지주(13)의 상단에 합성수지재로 사

출성형한 상부연결구를 삽착하고, 상기 상부연결부는 하단부에 지주삽입부를 돌설시켜 이루어진다. 상기 천막골조(1)가

모서리부(2)상하, 중심부(3)상하, 측면부(4)상하 및 연결부 교차부(5) 등으로 구분되며, 연결부위에는 합성수지사출로 형

성된 연결구를 끼우고 단차볼트로 잠궈서 결합된다. 또한 연결봉(10)이 각삽입요부에 삽입된 상태로 조립되어 단차볼트를

중심으로 일부각도의 회전운동만하므로 흔들림없이 견고하게 지지될수 있도록 한 구조이다.

그러나 상기한 텐트구조는 부품이 복잡하고 무게가 많이 나가서 소지하기가 불편한 것이었다.

종래의 또 다른 실시예를 살펴보면(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등록번호 제0275266호, 2002년 5월 11일 공고, 명칭:천

막), 도 2는 종래기술에 따른 텐트의 또 다른 실시예의 개략적인 사시도이며, 천막은 복수개의 지주(11)와 복수개의 수평

골조(2)를 지주(11)의 상부에 설치되는 각각 모서리 고정부재(3)와 지주(11)를 타고 슬라이드 이동이 가능하고 소정위치

에 위치고정이 가능하게 설치되는 슬라이드부재(4)를 이용하여 수평골조(2)를 상호간 절첩이 가능하게 구성하고 이들 지

주(11)와 수평골조(2)의 상부엔 천막시트(5)를 덮어 씌워 사용할 수 있게 이루어진다. 또한, 대각선 방향으로 마주하는 상

기 모서리 고정부재(3,3)(3,3) 사이에 중간연결부재(60) 및 중간고정부재(65)를 중심으로 각각 절첩이 가능한 복수개의

지붕골조(6)를 설치하고, 상기 슬라이드부재(4)와 상기 지붕골조(6) 사이엔 받침골조(7)가 절첩이 가능하게 설치하여 상

기 지붕골조(6)가 상향 경사지게 펼쳐질 수 있게 이루어지고, 상기 모서리 고정부재(3)와 슬라이드부재(4)엔 양측으로 소

정 각도를 이루면서 일측이 힌지부 형태로 수평골조(2,2) (2,2)가 각각 연결 설치되고, 상기 수평골조(2,2)는 서로 X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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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되게 중간부가 힌지 결합되며, 상기 수평골조(2,2)와 서로 인접되는 수평골조(2,2)는 서로 연결되는 중간 연결부(22)

가 힌지부 형태로 각각 연결 설치되고, 상기 수평골조(2)의 중간 연결부(22)엔 분리 결합이 가능한 보강고리(20)를 설치하

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기술에서의 텐트는 천막을 구성하는 전체의 부품수가 많고 연결구조가 복잡하여 천막 전체

의 무게가 무겁고 천막의 높이를 조절하기가 어려우며 천막을 펴거나 접을 때 사용하기가 불편한 문제점이 있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의 목적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기술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스프링부재 및 이와 연계

된 다수의 연결부재들을 사용하여 손쉽게 펼치거나 접을 수 있도록 구성된 인스턴트 텐트구조에 관한 것이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복수개의 지주 상부에 설치되는 각각 모서

리 고정부재와 상기 지주를 타고 슬라이드 이동이 가능하고 소정위치에 위치고정이 가능하게 설치되는 상부슬라이드부재

를 이용하여 수평골조 및 지붕골조를 상호간 절첩이 가능하게 구성하고, 상기 지붕골조는 대각선 방향으로 마주하는 상기

모서리 고정부재 사이에 중간연결부재 및 천정고정부재를 중심으로 각각 절첩이 가능하게 설치되며, 상기 상부슬라이드부

재와 상기 지붕골조 사이엔 받침골조를 절첩이 가능하게 설치하여 상기 지붕골조가 상향 경사지게 펼쳐질 수 있게 이루어

진 인스턴트 텐트구조에 있어서, 상기 지주의 상기 상부슬라이드부재의 하방에 위치된 하부슬라이드부재; 및 상기 상부 및

하부슬라이드부재의 사이에 위치되며 상기 지주를 감싸면서 설치되며 압축/팽창 가능하도록 구성된 스프링부재;를 포함하

여 이루어지며, 상기 수평골조 및 지붕골조는 상기 스프링부재의 압축 및 팽창력에 의해 상하이동되는 상기 상부 및 하부

슬라이드부재에 의해 접혀지거나 펴질 수 있도록 연결수단을 통해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스턴트 텐트구조가 제공

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연결수단은 일단부가 상기 모서리 고정부재에 힌지결합되며 상기 모서리 고정부재로부터 하방으로 경

사지게 연장된 한 쌍의 제 1 연결부재와; 일단부가 상기 상부슬라이드부재에 힌지결합되며 상기 상부슬라이드부재로부터

상방으로 경사지게 연장된 한 쌍의 제 2 연결부재와; 상기 제 1 연결부재의 중간부 근처에 회동가능하게 힌지결합된 제 3

연결부재와; 일단부가 상기 하부슬라이드부재에 힌지결합되며 상기 하부슬라이드부재로부터 상방으로 경사지게 연장된

제 4 연결부재;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 1 연결부재의 타단부는 상기 제 2 연결부재의 중간부에 회동가능하게 힌지결합되

며; 상기 제 2 연결부재의 타단부는 수평골조의 일단부 근처에 회동가능하게 힌지결합되며, 상기 제 3 연결부재의 타단부

는 상기 수평골조의 일단부에 회동가능하게 힌지결합되며, 상기 제 4 연결부재의 타단부는 상기 제 2 연결부재의 저면 일

단부 근처에 회동가능하게 힌지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고안에 따른 인스턴트 텐트구조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인스턴트 텐트구조가 펼쳐진 상태를 나타낸 개략적인 사시도이고, 도 4는 도 3의 일부 상세사시도

이고, 도 5a 내지 도 5c는 도 3의 특정부분에 적용된 부품의 확대도이다.

도 3 내지 도 5를 참조하면, 본 고안에 따른 인스턴트 텐트구조(100)에 있어서, 수평골조(111)는 천막의 외형을 형성하는

원형 파이프로 이루어진다.

참조부호 112는 제 2 연결부재를 나타낸 것으로서 수평골조(111) 파이프를 지지하는 ‘U'형 파이프이다. 상기 제 2 연결부

재(112)를 접었을 때 수평골조(111)번 파이프가 상기 제 2 연결부재(112) 파이프 속으로 들어간다.

참조부호 113은 제 3 연결부재를 나타낸 것으로서, 펼쳤을 때 수평골조(111) 파이프가 처지는 것을 잡아준다. 'U'자형 파

이프를 사용하며, 접었을 때 수평골조(111) 파이프를 감싼 상기 제 2 연결부재(112) 파이프를 다시 감싸게 된다.

참조부호 114는 제 1 연결부재를 나타낸 것으로서, 상기 제 2 및 제 3 연결부재(112,113) 파이프를 잡아주는 ‘U'자형 파이

프이며, 접었을 때 수평골조 및 제 2 연결부재(111,112) 파이프를 감싼 제 3 연결부재(113) 파이프를 다시 감싸게 된다.

참조부호 115는 제 4 연결부재를 나타낸 것으로서, 천막이 접혀 있다가(스프링 수축 상태) 스프링 고정 장치가 해제되면서

스프링부재(150)가 늘어남과 동시에 제 1 내지 제 3 연결부재(112,113,114)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한다. 즉, 상기 제 4 연

결부재(115)에 의해 스프링부재(150)는 위쪽으로만 늘어나게 되며 아래쪽으로 늘어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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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부호 116, 117은 천막의 지붕을 형성하는 파이프들을 나타낸다.

참조부호 118은 천막의 지붕을 형성하는 상기 파이프들(116, 117)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연결부재를 나타낸 것

이고, ‘U'자형 파이프며 접었을 때 상기 파이프(117)를 감싸게 된다.

참조부호 120은 모서리 고정부재를 나타낸 것으로서, 2개의 제 1 연결부재(114) 파이프들과 파이프(117)를 잡아주며, 지

주(119)에 고정된 연결물이다.

참조부호 130은 상부슬라이드부재를 나타낸 것으로서, 2개의 제 2 연결부재(112) 파이프들과 받침골조(118) 파이프를 잡

아주고, 상기 지주(119)서 상하로 움직이는 연결물이다.

참조부호 140은 하부슬라이드부재를 나타낸 것으로서, 제 4 연결부재(115) 파이프에 의해서 상기 상부슬라이드부재

(130)와 함께 스프링 작용을 할 수 있게 한다. 상기 하부슬라이드부재(140)는 천막(100)이 펼쳐질 때 상기 상부슬라이드

부재(130)보다 느리게 올라간다. 천막(100)이 접혀있을 때(도 6)와 펼쳐졌을 때(도 3 또는 도4)의 스프링부재(150)의 길

이는 펼쳐졌을 때 스프링부재(150)의 복원력에 의해 더 길어지게 된다.

참조부호 150은 스프링부재를 나타낸 것으로, 천막이 자동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며, 접었을 때 고정장치에 의해서 고정

되었다가(스프링 축소상태), 고정 장치를 해제하면 스프링부재(150)는 늘어나면서 파이프들을 밀어 올리는 작용을 한다

(복원력).

참조부호 160은 수평골조연결부재를 나타낸 것으로, 2개의 수평골조(111) 파이프들이 천막의 외형을 형성하도록 연결하

는 연결물이며, 경첩(164)으로 연결된 구조물로써 아래로는 다음과 같은 모양, 즉 '∨'형태로 접을 수 있으나, 위쪽으로는

접을 수 없도록, 즉, 다음과 같이 '∧' 와 같은 모양으로는 접을 수 없도록 작용한다. 즉 중간부분 좌우측부재(161,162)의

구멍(163)에 각각 수평골조(111)들이 삽입되어 위치된다. 참조부호 161a,161b는 삽입된 수평골조(111)들을 고정하기 위

한 나사(도시안됨)가 삽입되는 구멍들을 나타낸다.

참조부호 170은 상기 지붕골조(116, 117) 파이프들을 연결하는 연결물을 나타낸 것으로서, 상기 수평골조연결부재(160)

와 유사한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경첩(174)이 포함된다. 즉, 아래로는 다음과 같은 모양, 즉 '∨'형태로 접을 수 있으나, 위

쪽으로는 수평에서 일정각도만큼(5 내지 10도정도)만 접혀질 수 있고(천막 지붕의 모양을 둥글게 함), 다음과 같이 '∧' 와

같은 모양으로는 완전히 접혀질 수 없도록 구성된다. 즉 중간부분 좌우측부재(171,172)의 구멍(173)에 각각 지붕골조

(116,117)들이 삽입되어 위치된다. 참조부호 171a,171b는 삽입된 지붕골조(116,117)들을 고정하기 위한 나사(도시안됨)

가 삽입되는 구멍들을 나타낸다.

참조부호 180은 4개의 지붕골조파이프(116)들을 모아서 천막의 지붕을 형성하는 천막연결부재를 나타낸 것으로서, 힌지

공(181,182)들을 통해 힌지결합되는 구조이다.

상기와 같은 구성된 본 고안에 따른 인스턴트 텐트구조(100)에 의하면, 사용자는 평상시에는 각각의 연결부재를 통해 수

평 및 지붕골조들을 접어놓았다가, 펼칠 때는 상기 스프링부재(150)를 해제시키면(고정부(142)를 돌출걸림부(132)로부터

해제, 도 6 참조), 상기 스프링부재(150)의 탄성력에 의해 상기 상부슬라이드부재(130)가 상방으로 이동되면서 이와 연계

되어 제 1 내지 제 4 연결부재들이 펼쳐지면서 수평골조(111) 및 지붕골조(116,117)들이 펼쳐져서 천막이 형성된다. 천막

(100)을 접을 때도 상기 상부슬라이드부재(130)를 하방으로 당기면 펼쳐질 때와 역방향으로 제 1 내지 제 4 연결부재들이

당겨지면서 콤팩트한 형태로 접혀지게 된다. 상기 천막(100)이 펼쳐질 때 하방으로 펼쳐지려는 작용은 제 4 연결부재

(115)에 의해 방지된다.

도 6은 도 3의 인스턴트 텐트구조가 접혀진 상태를 나타낸 구성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부및 하부슬라이드부재

(130,140)사이에 스프링부재(150)는 펼쳐졌을 때와는 달리 길이가 축소되어 있다.

참조부호 132 및 142는 상부 및 하부슬라이드부재(130,140)에 부착된 고정부재를 나타낸 것으로서, 142는 고리형으로

고정부(143)에 부착고정되어 있으며, 상기 걸림돌출부(132)에 걸쳐져서 결국 하부슬라이드부재(140)과 상부슬라이드부

재(130)를 서로 하나의 몸체로 고정된다.

고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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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은 본 고안에 따른 인스턴트 텐트구조에 의하면, 누구나 야외에서(실내에서도 가능) 어떤 도구도 없이 손쉽

게 사용할 수 있는 천막(또는 그늘막)임.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서 승용차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하며, 스

프링 장치를 이용해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며 자동 펼침이 가능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주와 지주사이의 출입구가 아치형을 이루며, 에프알피(FRP) 지주를 사용하면 3차원으로 아치형을 이루기 때문에 외형

이 수려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전체 높이가 줄어들게 되어 승용차의 트렁크에 실을 수 있고, 기존 제품보다 적은 재료를 사용하므로, 무게가 가벼워 소지

가 간편한 효과가 있다.

지붕의 외피를 지탱하기 위하여 4개의 지주에서 아치형으로 파이프들이 올라와서 받치고 있어서 공간활용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전체 지주를 4개만 사용하고도, 옆면을 구성한 파이프 세트를 달리하여 바닥 면적이 4각, 8각, 12각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원형에 가까운 아치형의 구조물 형성이 가능한 효과가 있다.

4각, 8각, 12각형의 틀을 형성하는 파이프들과 지붕을 지지하는 파이프들이 'U'형 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접었을 때 폭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무게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지주(119) 상부에 설치되는 각각 모서리 고정부재(120)와 상기 지주(119)를 타고 슬라이드 이동이 가능하고 소

정위치에 위치고정이 가능하게 설치되는 상부슬라이드부재(130)를 이용하여 수평골조(111) 및 지붕골조(116)를 상호간

절첩이 가능하게 구성하고, 상기 지붕골조(116)는 대각선 방향으로 마주하는 상기 모서리 고정부재(120) 사이에 중간연결

부재(170) 및 천정고정부재(180)를 중심으로 각각 절첩이 가능하게 설치되며, 상기 상부슬라이드부재(130)와 상기 지붕

골조 사이엔 받침골조(118)를 절첩이 가능하게 설치하여 상기 지붕골조가 상향 경사지게 펼쳐질 수 있게 이루어진 인스턴

트 텐트구조(100)에 있어서,

상기 지주(119)의 상기 상부슬라이드부재(130)의 하방에 위치된 하부슬라이드부재(140); 및

상기 상부 및 하부슬라이드부재(130,140)의 사이에 위치되며 상기 지주(119)를 감싸면서 설치되며 압축/팽창 가능하도록

구성된 스프링부재(15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수평골조(111) 및 지붕골조(116,117)는 상기 스프링부재(150)의 압축 및 팽창력에 의해 상하이동되는 상기 상부 및

하부슬라이드부재(130,140)에 의해 접혀지거나 펴질 수 있도록 연결수단을 통해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스턴트 텐

트구조(100).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수단은

일단부가 상기 모서리 고정부재(120)에 힌지결합되며 상기 모서리 고정부재(120)로부터 하방으로 경사지게 연장된 한 쌍

의 제 1 연결부재(114)와;

일단부가 상기 상부슬라이드부재(130)에 힌지결합되며 상기 상부슬라이드부재(130)로부터 상방으로 경사지게 연장된 한

쌍의 제 2 연결부재(112)와;

상기 제 1 연결부재(114)의 중간부 근처에 회동가능하게 힌지결합된 제 3 연결부재(113)와;

등록실용 20-0424366

- 5 -



일단부가 상기 하부슬라이드부재(140)에 힌지결합되며 상기 하부슬라이드부재(140)로부터 상방으로 경사지게 연장된 제

4 연결부재(115);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 1 연결부재(114)의 타단부는 상기 제 2 연결부재(112)의 중간부에 회동가능하게 힌지결합되며;

상기 제 2 연결부재(112)의 타단부는 수평골조(111)의 일단부 근처에 회동가능하게 힌지결합되며,

상기 제 3 연결부재(113)의 타단부는 상기 수평골조(111)의 일단부에 회동가능하게 힌지결합되며,

상기 제 4 연결부재(115)의 타단부는 상기 제 2 연결부재(112)의 저면 일단부 근처에 회동가능하게 힌지결합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인스턴트 텐트구조(100).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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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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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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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5c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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