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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벽 기둥을 지지하기 위한 트랙 배치 및 벽 골조 조립물 및조립 방법

요약

    
벽의 기둥을 지지하기 위한 트랙 배치가 제공된다. 트랙 배치는 중앙의 길이 방향 연장부, 제1 측벽 및 제2 측벽과 한 
쌍의 기둥 클립을 구비하는 제1 기둥 클립 배치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각의 클립은 캠 표면을 형성하기 
위해 하방으로 절곡된 측벽부 및 기둥 융기 수용부를 구비한다. 작업시에, 기둥은 기둥의 일부, 특히, 기둥 융기부가 기
둥 융기 수용부에 수용될 때까지 클립을 절곡하여 캠 표면을 향해 부세된다. 이는 트랙에 대한 요구되지 않는 이동에 대
향하여 기둥을 적소에 고정시킬 수 있다. 벽 조립물은 사이에 기둥을 연장하여 바닥 트랙으로서 바닥 상에 위치된 하나
의 트랙 배치 및 천정 트랙으로서 천정에 하나를 바람직하게 포함하여 제공된다. 벽 골조 조립물은 슬립 트랙 또는 비 
슬립 트랙으로서 조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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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천정 트랙, 바닥 트랙 및 그 사이를 연장하는 수직 기둥을 구비하는 벽 골조 조립물을 도시하는 
부분 개략 분해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의 2-2선을 따라 취한 확대 부분 개략 단면도이다.

도 3은 조립 공정을 도시하는 도 2와 유사한 도면이다.

도 4는 도 1의 4-4선으로부터 도 1의 배치의 천정 및 바닥 트랙 중의 어느 하나의 클립 부재의 확대 부분 측단면도이
다.

도 5는 도 1의 조립부의 부분 사시도이지만, 도 1에 도시된 클립 부재인 제1 교호 클립 부재를 도시한다.

도 6은 도 5와 유사한 부분 사시도이지만, 도 1의 클립 부재인 제2 교호 클립 부재를 도시한다.

도 7은 도 1에 도시된 배치에 대한 교호 실시예의 부분 개략 사시도이며, 도 7의 배치는 슬립 트랙 변형예를 도시한다.

도 8은 기준 벽을 형성하는 조립물위에 장착되는 벽 커버링을 도시하는 도 1의 조립물의 부분 개략 측면 입면도이다.

도 9는 조립물 위에 벽 커버링을 도시하는 도 7의 벽 조립물 부분의 확대 부분 개략 측면 입면도이다.

도 10은 도 1 및 도 7의 배치에 대한 제2 교호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 1 및 도 7과 유사한 확대 부분 개략 사시도이다.

도 11은 도 1, 도 7 및 도 11에 도시된 배치에 대한 제3 교호 실시예의 확대 부분 개략 사시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선택된 교호 실시예에 사용가능한 클립 배치의 상부 모서리 부분이다.

〈도면의 부호에 대한 간단한 설명〉

1 : 벽 골조 조립물2 : 트랙 배치

5 : 천정 트랙6 : 바닥 트랙

7, 7a : 기둥10 : 중앙 연장부

11, 12 : 측벽13 : 골

14, 27 : 기둥 클립 배치18 : 제1 클립

18a : 제1 절곡 연장부19 : 제2 클립

36 : 후방 벽37, 38 : 측벽

41, 51 : 기둥 융기부75 :전방 캠 연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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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기둥 융기 수용부 골77 : 후방 스프링 연장부

111 : 자유 단부114, 115, 116 : 절곡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건물의 건축 분야 특히, 건물의 골조(framework)의 조립을 위한 배치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한 적용에서, 
본 발명은 특히 스냅-핏(snap-fit) 방식에서 벽 기둥(wall studs)을 지지하는 트랙 시스템을 고려한다.

벽 조립에 아주 다양한 배치가 이용되고 있다. 그 사이에 수직 기둥이 연장된, 바닥(floor) 및 천정(ceiling)을 따라 위
치되는 트랙들이 고려되고 있다. 기둥과 트랙 사이에 상호작용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공지되어 있다. 예컨대, 
미국 특허 5,797,233호, 5,660,012호, 5,394,665호, 5,222,335호, 4,854,096호, 4,805,364호, 3,536,345호 및 
3,852,927호에 예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보다 나은 수용 및 부품의 제조, 용이한 장착, 그에 따른 벽 프레임의 구조적 완전함, 
및 다양한 환경 하에서 사용되기 위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개선이 추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벽 기둥과 같은 골조를 지지하기 위한 트랙 배치가 제공된다. 트랙 배치는 골조 조립물(framework assemblies)을 설
치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구조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벽 골조 조립물은, 바닥 트랙, 천정 트랙 및 바닥 
트랙과 천정 트랙 사이를 연장하는 적어도 하나 및 복수 개의 벽 기둥을 포함한다. 기술된 구조는 하중 지지 벽 및 비 
하중 지지 벽 모두에 관련되어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기술된 구조는 천정 트랙과 수직 벽 기둥 사이에서 수직 이동에 
대해 슬립 트랙을 갖는 환경의 벽에도 적용될 수 있다.
    

명세서에 기술된 구조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몇몇은, 각각 하나 이상의 부품의 트랙 배치를 구비한다. 나머
지는 각각 단일 일체형 부품의 트랙 배치를 구비한다.

    
예컨대, 바람직한 트랙 배치는 바닥 트랙 또는 천정 트랙 중의 어느 하나가 중앙 연장부 및 한 쌍의 측벽을 구비한 것을 
이용한다. 본 발명에 따라, 바람직한 기둥 클립 조립물이 트랙에 제공된다. 바람직한 기둥 클립 조립물은 일반적으로, 
다이 컷팅 작업을 통해 연관된 측벽에 일체로 형성되는 각각의 측벽 상에 클립을 구비한다. 바람직한 기둥 클립은 측벽
에 중앙에 배치되며, 기둥의 부분과 맞물리는 바람직한 구조에 내측으로 절곡된 연장부를 구비한다. 일반적으로, 바람
직한 구조는 벽 조립시 기둥의 일부와 맞물리는 전방 캠 표면(front cam surface), 및 벽 조립시 기둥의 일부와 물리
는 중앙 기둥 융기 수용부(central stud ridge receiver)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구조는 특성화된 트랙 배치, 트랙 배치를 이용한 벽 조립물, 및 이들 성분을 이용하여 벽을 조립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구조는 골조외에 벽 골조에 적용될 수 있다. 구조적 특징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 3 -



공개특허 특2002-0096935

 
일반적인 구조 요소

도 1의 기호 1은 골조 조립물, 특히 본 발명에 따른 벽 골조 조립물을 도시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벽 조립물(1)은 특별한 트랙 배치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벽 골조 조립물에서, 바닥 트랙
으로서의 제1 트랙 조립물 및 천정 트랙으로서의 제2 트랙 조립물인 2개의 트랙 배치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바람직
한 벽 골조 조립물은 하나 이상의 벽 기둥 또는 다른 골조와 바람직한 트랙 배치 사이의 맞물림을 고려한다.

    
도 1에 대하여 언급하면, 도시된 바람직한 벽 골조 조립물(1)은 천정 굴대 또는 천정 트랙(5), 및 바닥 굴대 또는 바닥 
트랙(6) 및 적어도 하나의 골조, 예컨대 천정 트랙(5)와 바닥 트랙(6)사이를 연장하는 기둥(7)((실제로는, 두개의 동
일 기둥(7, 7a)이 도시됨))을 구비하는 트랙 배치(2)를 포함한다. 일반적인 벽 골조(1)에서, 천정 트랙(5) 및 바닥 트
랙(6)은 바닥 트랙(6) 위에 위치된 천정 트랙(5)을 연장하여 건물 내에 위치된다. 기둥(7, 7a)에 대한 다양한 공간은 
예컨대, 벽에 따라서 중앙을 포함하여 약 8 인치 내지 24인치로 이용될 수 있다.
    

    
벽 골조(1)에 관해 본 명세서에 기술된 구조는 하중 지지벽과 또한 무하중 지지벽에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인 하중 지
지 벽에서, 각각의 기둥(7, 7a)의 일 단부(8)는 바닥 트랙(6)에 맞닿으며, 각각의 기둥(7, 7a)의 타 단부(9)는 천정 
트랙(5)에 맞닿게 되므로, 기둥(7, 7a)는 벽 골조(1)의 수직 하중력을 지탱하며, 즉, 기둥(7, 7a)은 건물의 수직 하중
을 지탱한다. 본 명세서에서 용어 " 맞닿은(bottomed out)" 는, 기둥(7, 7a)의 단부(8, 9)가 그 사이에 수직 공간 또
는 틈이 없이 트랙(5, 6)으로 및 대향하여 가압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하중 지지벽에서, 기둥(7, 7a)은 천정 트랙(5)과 맞닿을 필요가 없다. 천정 트랙(5)과 기둥(7, 7a)가 맞닿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슬립 트랙 벽에 관한 벽 골조에 대하여 명세서에서 기술된 구조의 적용에 관한 도 7 및 도 9의 명세서의 
설명으로부터 명확해질 것이다.

    
도 1에 대해 언급하면, 도시된 바람직한 바닥 트랙(6)은 기부 또는 중앙 연장부(10), 및 제1 대향 측벽 및 제2 대향 측
벽(11, 12)을 구비한다. 일반적으로, 측벽(11, 12)은 사이에 기부 또는 중앙 연장부(10)에 의해 서로 평행하게 연장
된다. 일반적으로, 측벽(11, 12)의 내부면 및 중앙 연장부(10)의 내부면에 형성된 골(13)은 때때로 바닥 트랙(6)의 " 
내부" 로서 언급될 수 있으므로, 골(13, trough)은 연관된 트랙(6)의 내부(13a)를 구비한다. 기둥(7)이 상기에서 특
징지어진 것과 같이 바닥 트랙(6)과 맞닿는 일반적인 소형 골조 조립물에서, 기둥(7)의 단부(8)는 그 단부(8)가 중앙 
연장부(10)와 접할 때까지 골(13)로 삽입된다.
    

이전 단락에서, 골(13) 및 내부(13a)는 " 연관된" 트랙(6)의 일부로서 특징지어졌다. 본 문맥에서, 용어" 연관된" 은 
언급되는 두개의 트랙(5, 6)을 식별하는 속기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용어" 연관된" 은 이미 식별된 부
분((골(13) 및 내부(13a))이 공지된 부분을 의미한다. 이 단축된 기호는 본 명세서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문맥에
서도 사용될 것이다.

도 1에 대해 언급하면, 측벽(11, 12)은 각각 외부 모서리(11a, 12a)를 포함한다. 여기서, 벽(11, 12)의 연관된 어느 
하나의 외부 모서리(11a, 12a)는 연관된 연장부(10)로부터 멀리 있는 모서리이다. 중앙 연장부(10)와 인접한 측벽 모
서리(11b, 12b)는 내부 모서리로서 언급될 것이다.

    
바닥 트랙(6)은 측벽(11, 12)에 위치된 기둥 클립 배치(14)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바닥 트랙(6)은 바닥 
트랙(6)의 길이방향 연장부를 따라 이격된 일련의 기둥 클립 배치(14)를 포함한다. 각각의 기둥 클립 배치(14)는 바
람직하게 한 쌍의 클립(15)를 구비하며, 각각 한 쌍의 클립은 측벽(11, 12)과 각기 연관되어 서로 대향되어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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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위치된 제1 및 제2 클립(18, 19)을 구비한다. 본 문맥에서 " 대향" 에 의해, 클립(18, 19)은 화살표(21)에 의해 지
시된 길이 방향의 연장부를 따라 가급적 위치되며, 일반적으로 서로의 거울상(mirror image)으로서 중앙 연장부(10)
를 가로질러 서로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향된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천정 트랙(5)은 유사 성분, 즉, 기부 또는 중앙 연장부(23), 외부 모서리(24a, 25a)와 내부 모
서리(24b, 25b)를 가지며, 중앙 연장부(23)와 함께 내부(26a)를 형성하는 골(26)을 형성하는 제1 및 제2 대향 측벽
(24, 25) 및 각각의 클립(29, 30)의 쌍(28)을 구비하는 기둥 클립 배치(27)를 구비한다. 실제로, 본 발명에 따라 제
작된 몇몇의 바람직한 벽 골조에서, 천정 트랙(5) 및 바닥 트랙(6)은 이들 특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동일하며, 거울상 
즉, 반대로 지향되어 단순하게 장착된다. 특히 도시된 벽 골조(1)에서, 천정 트랙(5) 및 바닥 트랙(6)이 동일하다는것
에 주의한다. 이에 대해, 도 1에 대해 언급하면, 바닥 트랙(6)상에 치수(L1) 및 천정 트랙(5)상에 치수(L2)에 대해 주
의를 기울인다. 치수(L1)는 골(13)의 깊이, 즉, 연관된 측벽(11, 12)의 깊이 치수, 및 치수(L2)는 골(26)의 깊이, 즉, 
연관된 측벽(24, 25)의 깊이 치수를 반영한다. 특히, 도 1에 도시된 벽 조립물(1)에서, L1 = L2이다.
    

하기에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과 같이, 몇몇의 경우에서, L1＜L2인 측벽 조립물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러한 조립물은 도 7에 도시되어 하기에 상세하게 설명된다. 이러한 형태의 배치는 그 천정부에 슬립 트랙을 가지는 벽
에 특히 유용하다.

다시, 도 1의 벽 골조(1)에 대해 언급하면, 측벽(11, 12)이 동일(서로의 거울상으로 배향되는 것을 제외)할 특별한 요
구나 측벽(24, 25)에 대한 그러한 요구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바람직한 구성은 이러한 방식으로 배치
될 것이다. 이는 명세서상에서 보다 명백해짐에 따라, 구조 및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

이제 기둥(7)에 대해 논한다. 배치(1)의 단면도는 다른 것들 사이에서 기둥(7)의 단면도를 제공하는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도 2에 대해 언급하면, 기둥(7)은 연관된 제1 및 제2 길이 방향 측벽(37, 38) 사이에 위치된 기부 벽 또는 후방 
벽(36)을 구비한다. 도시된 바람직한 배치(1)에서, 측벽(37, 38)은 동일하며, 서로의 거울상으로서 위치된다.

일반적으로, 측벽(37)은 외부 행거 벽(40) 및 내부 돌출 융기부(inner projection ridge) 또는 기둥 융기부(41, stu
d ridge)를 포함한다. 행거 벽(40)을 구비하는 측벽(38) 부분은 일반적으로 서로간에 구조적 기능 또는 벽 커버링이 
고정되는 표면을 제공한다. 도시된 바람직한 행거 벽(40)은 양자 모두 평탄하고 서로 평행하게 연장된 연관된 외부 및 
내부 면(42, 43)을 갖는다.

    
융기부(41)는 행거 벽(40)에 배치되어 멀어지며, 하기에 기술하는 것과 같이, 트랙(5, 6) 사이의 수직 연장시 기둥(7)
을 고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기둥 클립 배치(14, 27)와의 기계적인 상호 작용을 허용한다. 융기부(41)에 대한 바람직
한 구조는 벽(44)으로부터 돌출 또는 연장되며, 행거(40)에 일반적으로 직교하며, 즉, 각(45, 도 3)은 90°및 각(46, 
도 3)은 270°을 갖는다. 이후, 바람직하게, 벽(44, 도 3)은 평탄하며 서로 평행하게 연장된 제1 및 제2 대향 표면(4
7, 48) 및 표면(47, 48)에 수직하며, 행거 벽(40)과 일반적으로 평행한 단부 모서리(49)를 갖는다. 융기부(41)에 대
한 치수의 예가 하기에 제공된다.
    

    
다시 도 2에 대해 언급하면, 바람직한 측벽(38)은 외부 행거 벽(50) 및 융기부(51)를 갖는 측벽(37)의 거울상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벽(50)은 평탄하며 서로 평행한 외부 및 내부 표면(52, 53)을 가지며 벽(40)에 평행하다. 또한, 바
람직한 융기부(51)는 행거 벽(55)으로부터 돌출하여, 일반적으로 직교하며, 각(55, 도 3)은 90°및 각(56, 도 3)은 
270°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서로 평행하게 연장한 제1 및 제2 대향 표면(57, 58)과 단부 모서리(59)를 가지는 벽(5
4)을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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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 2에 대해 언급하면, 도시된 특별한 기둥(7)은 함몰된 스트립 또는 중앙(60) 및 측면 골 단면(61, 62)을 포함
하는 기부(36)를 갖는다. 기부(36)에 대한 다양한 구조가 본 발명에 따른 조립물에 사용될 수 있으며, 단지 예시로서 
함몰 중앙(60) 및 측면 단면(61, 62)을 구비하는 특별한 구성이 사용되었다.

바람직한 배치에서, 기둥(7)의 외부 표면(42)과 외부 표면(52) 사이의 거리는 기둥(7)이 바닥 트랙(6) 및 천정 트랙
(5)의 측벽(11, 12)과 측벽(24, 25) 사이에 각기 위치될 때, 안착을 제공하도록 선택될 것이다. 바람직한 고정은 다양
한 성분(5, 6, 7)에 표면 맞물림, 또는 매우 얇은 틈 및 대수롭지 않은 굽힘 또는 휨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트랙(5, 6) 및 기둥(7, 7a)는 여기에서 다양한 개구를 가질수 있다.

벽 기둥(7)과 천정 및 바닥 트랙(5, 6) 사이의 바람직한 인터록 피트를 제공하는 구성 요소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기둥(7)와 천정 및 바닥 트랙(5, 6) 사이의 바람직한 인터록(연결물) 피트를 제공한다. 도시된 
바람직한 실시예의 형태가 채용될 때, 개시된 구조는 다음을 제공한다.

1.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형태의 표준 프레임 부재(기둥)는 수직 벽을 지지하는 것과 같이, 변형없이 사용될 수 있다.

2. 프레임 부재(기둥, 7, 7a)는 건설 현장에서 적소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다.

3. 트랙(5, 6)은 손쉽고, 저렴하게 제조되어 설치될 수 있는 형태이다.

4. 벽 골조는 하중 지지벽 또는 무하중 지지벽의 하나에 대한 골조로서 적용될 수 있는 형태이다.

5. 구조는 슬립 트랙 벽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

6. 인터록 기구는 프레임 부재(기둥, 7, 7a)가 적소에 용이하게 고정될지라도, 일단 적소에 고정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
해서는 상당한 저항이 있는 그러한 구조이다.

다시 도 2에 대해 논하면, 도 2에서, 기둥(7)의 융기부(41)와 연관된 기둥 클립 배치(14) 사이의 상호관계가 70으로 
도시된다. 유사하게, 기둥(7)의 융기부(51)와 연관된 기둥 클립 배치(14) 사이의 상호관계가 71로 도시된다. 70, 71
의 두개의 상호관계에 따라서, 기둥(7)이 측벽(11, 12) 사이 바닥 트랙(6)에 고정된다.

도 1에 대해 언급하면, 기둥(7)와 천정 트랙(5) 사이의 상호관계는 유사하다. 즉, 도 2에 도시된 단면은, 바닥 트랙(6)
에 대향하여, 천정 트랙(5)을 향해 취해진다면, 도시된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동일한 형태를 갖을 것이다.

도 2에 대해 언급하면, 70으로 도시된 기둥(7)와 바닥 트랙(6) 사이의 상호관계는 연관된 클립(18)으로 융기부(41)
의 수용을 포함하며, 71의 상호관계는 연관된 클립(19)에서 융기부(51)의 고정에 관계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도 2에 도시된 상호관계 70, 71는 일반적으로 동일하며 대향하여 위치된다.

    
상호관계 70에 대해 더 정확하게 언급하면, 바람직한 클립(18)은 하기의 특징, 전방 캠 연장부(75), 기둥 융기 수용부 
골(76), 및 후방 스프링 연장부(77)를 포함하는 절곡 연장부(18a)이다. 벽 골조(1)의 조립시, 클립(18)의 이들 요소
의 작동은 도 2 및 도 3을 참조로 하여 명확해진다. 특히, 조립시, 기둥(7)의 단부는 도 3에 도시된 것과 같이 측벽(1
1, 12) 사이에 위치된다. 고정 맞물림을 제공하기 위해, 기둥(7)은 도시된 것과 같이, 화살표(81)의 방향을 향해, 연관
된 한 쌍의 기둥 클립을 향해 이동되며, 전방 캠 연장부(75)의 표면(84)과 융기부(41)의 맞물림을 야기한다. 화살표
(81) 방향으로의 연속 이동은 화살표(86) 방향으로 캠 연장부(75)의 휨을 야기하며, 또한 화살표(87) 방향으로 스프
링 연장부(77)의 휨을 야기하며, 즉, 측벽(11)으로부터 멀어지고 측벽(12)를 향하게 된다. 도 3에서 화살표(81) 방향
으로 연속 이동됨에 따라, 결국 융기부(41)는 기둥 융기 수용부 골(76)과 만나게 되며, 클립(18)은 도 2에 도시된 구
조로 측벽(11)을 향해 되튕길 것이다. 이는 중앙 수용부 골(76)에 융기부(41)를 가두거나 고정하며, 도 2에 도시된 
이중 화살표(89a) 방향으로 의도되지 않은 이동에 대향하여 적소에 기둥(7)의 일부를 고착(고정)한다. 유사한 거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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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림이 융기부(51)와 연관된 클립(19) 사이에서 발생한다.
    

도시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클립(18, 19)이 서로의 거울상으로서 배향되기 때문에, 또한, 기둥(7)이 그 중앙을 따라 
대칭(거울상)이기 때문에, 기둥(7)이 화살표(81)의 방향으로 밀림에 따라, 클립(18)과 융기부(41) 사이의 맞물림은, 
일반적으로 클립(18)과 융기부(51) 사이의 맞물림과 동시에 발생할 것이다. 이는 현장에서, 작업자가 후면(92)에서 
기둥(7)의 하부를 차넣음으로써 발생하는 화살표(81)방향으로의 기둥(7)의 이동을 야기한다.

    
도 1 및 도 4를 재조사하여, 클립 또는 클립 부재(18, 19)의 바람직한 구조가 명확해진다. 우선, 도시된 바람직한 실시
예 1에 대한, 도 1에 대해 언급하면, 각각의 클립(18, 19)은 연관된 바닥 트랙(6)과 일체형이다. 본 문맥에서 " 일체형" 
에 의해서, 클립(18, 19)이 바닥 트랙(6)에 부착된 부재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구조에서 각기 절곡된 연
관된 측벽(11, 12)의 일부로부터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트랙(6)과 일체로 형성된 클립(18, 1
9)은 제조 및 취급 뿐만아니라 조립 및 구조적 완전성을 용이하게 한다.
    

    
도 1에 대해 언급하면, 각각의 클립(18, 19)이 형성된 측벽에 일체화되는 것에 부가하여, 일체화되는 측벽의 중앙에 
배치된다. 본 문맥에서 용어" 중앙에 배치된" 의 의미는 도 1의 클립(18) 및 측벽(11)을 참조로 하여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도 1을 참조하면, 클립(18)은 연관된 측벽(11)의 외부 모서리(11a)와 내부 모서리(11b)의 양자로부터 이격되
어 위치된다. 사실상, 클립(18)은 개방 절단된 트랙(6) 또는 4각 프레임(97)의 내측 절곡부이다. 따라서, 용어" 중앙
에 배치된" 는 상응하는 또는 연관된 클립(18)이 연관된 측벽의 외부 또는 내부 모서리에 인접한 것이 아니라, 일체시, 
4각 프레임의 상응하는 3면 절단부로부터 내측으로 절곡된 측벽부(일체화)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람직하게, 클
립(18)은 적어도 0.25인치의 간격, 바람직하게는 0.25인치 내지 0.75인치의 범위 내의 간격에 의해 측벽(11)의 상응
하는(연관된) 외부 모서리(11a)로부터 이격된다. 또한, 바람직하게, 클립(18)은 적어도 0.25인치의 간격, 바람직하게
는 0.25인치 내지 8인치를 포함하는 범위 내의 간격으로 측벽(11)의 상응하는 내부 모서리(11b)로부터 이격된다.
    

    
" 중앙에 배치된" 클립(18)을 제공하는 이점은 상응하는 측벽(11)에서, 클립 배치(14)의 상응하는 부분, 상부((바닥 
트랙(6)의 경우)) 또는 하부((천정 트랙(5)의 경우))에 연관된 기둥(7)에 인접하여 연장되도록 배치된 측방 지지 연
장부(100)를 두는 것이다. 측방 지지 연장부(100)는 기둥(7)에 대해 강한 고정 지지를 보장하는 것을 도우며, 따라서, 
벽 골조(1)에 구조적 완전성을 보장한다. 또한, " 중앙에 배치된" 의 결과, 클립 배치(14)의 상응하는 부분, 하부((바
닥 트랙(6)의 경우)) 또는 상부((천정 트랙(5)의 경우))에 연관된 기둥(7) 및 인접하여 연장되도록 배치된 연관된 측
방 지지 연장부(101)를 둔다. 또한, 측방 지지 연장부(101)는 기둥(7)에 대해 강한 고정 지지를 보장하는 것을 보조
하므로, 벽 프레임에 구조적 완전성을 보장한다.
    

여기서, 연장부(100)는 때때로 배치되는 측벽의 연관되거나 인접한 외부 모서리와 연관된 측벽 내(또는 위에)클립 사
이에서 연장하는 특성이 있으며, 측방 지지부(101)는 배치되는 측벽의 기부 또는 내부 모서리와 연관된 클립 사이에 
배치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클립(18,19)에 대한 바람직한 구조는 도 4의 개략적인 단면도에 도시되어 있다. 도 4에 대해 언급하면, 측벽(1
1)과 연관된 클립(18)이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도 4의 도시는 측벽과 연관된 클립 중의 어느 하나인 것임을 알 수 있
다. 도 4에서, 클립(18)은 기둥(7)에 의해 맞물리기 이전에 측벽(11)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도시된다. 도 4에 도시된 
방향 및 위치는 여기에서 클립(18)의 " 기억(memory)" 또는 " 휴지(rest)" 위치로서 언급될 것이다. 본 문맥에서 " 
기억 위치" 및 " 휴지 위치" 에 의해, 참조는 측벽(11)에 형성된 후 기둥(7)와의 어떠한 맞물림 이전에 특성화된 클립
(18)의 위치를 의미하며, 그 결과, 트랙(6)이 형성되는 것으로부터 재료의 스프링 한계 또는 탄성 한계를 넘어 절곡 또
는 튕겨지지 않는다면, 클립(18)이 복귀를 시도하는 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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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 4에 대해 언급하면, 클립(18)은 절곡 연장부(18a)를 구비하며, 전방 캠 연장부(75), 중앙 수용부 골(76) 및 
후방 스프링 연장부(77)를 포함한다. 전방 캠 연장부(75)는 벽 골조(1)의 조립시, 기둥(7)와 맞물리거나 접촉하도록 
배향된 전방 표면(84)을 포함한다. 전방 표면(84)이 플레이너일 필요는 없지만, 도시된 특수 클립(18)은 플레이너이
다. 일반적으로, 전방 표면(84)은 벽(11)에 대해 예각(＜90°, A1)으로 연장된다.

    
도 4에 대해 언급하면, 일반적으로, 클립(18)은 자유단부(111)를 가지는 절곡 연장부(18a)를 구비한다. 여기서, 절곡 
연장부(18a) 또는 클립(18)에 대한 참조로 사용될 때의 용어" 자유 단부" 는 연관된 측벽에 의해 부착점(112)으로부
터 멀어진 단부를 언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유 단부에 부가하여, 일반적으로, 절곡 연장부(18a)는 전방 캠 표면
(84)을 형성하는 부분 및 중앙 또는 기둥 수용부 골(76)을 형성하는 3개의 절곡부(114, 115, 116)를 포함한다. 기둥 
수용부 골(76)은 수용부 개구(120)를 가지며, 3개의 절곡부(114, 115, 116)는 대향 측벽(12, 도 1)으로부터 멀어지
고, 연관된 측벽(11)을 향해, 특히 연관된 측벽(11)의 프레임(97)을 향해 수용부 개구(120)가 지향되도록 배향된다.
    

여기서, 전방 캠 표면(84)은 가끔 자유 단부(111)와 기둥 융기 수용부 골(76) 사이를 연장하는 것으로 언급된다.

일반적으로, 3개의 절곡부(114, 115, 116)는 전방 절곡부(114), 중앙 절곡부(115) 및 후방 절곡부(116)를 구비하
며, 전방 절곡부(114)는 자유 단부(111)에 가장 근접한 수용부 골(76)의 모서리상의 절곡부이며, 후방 절곡부(116)
는 자유 단부(111)로부터 가장 먼 수용부 골(76)의 모서리상의 절곡부이며, 중앙 절곡부(115)는 전방 및 후방 절곡부
(114, 116)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부 골(76)의 첨단(118, apex)을 형성한다.

    
여기서, 몇가지 예로서, 각각의 절곡부(114, 115, 116)는 내각에 대하여 형성된다. 절곡부와 연관되어 사용되는 용어" 
내각" 는 ＜180°인 절곡부의 각(또는 면)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 절곡부(115)에서, 내각은 125로 지시된 각도이
며, 전방 절곡부(114)에서, 내각은 126으로 지시된 각도이며, 후방 절곡부(116)에서, 내각은 127로 지시된다. 도 4에 
대해 언급하면, 절곡부(114, 115, 116)는 예리한 주름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요망하는 반경으로 절곡하여 형성
되는 것이 분명하다. 치수가 각으로 제공될 때, 연관된 측벽 사이에서, 직선부에 도달한다면, 각(125, 126, 127)에 대
해 확인된 직선의 위치로 지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중앙 절곡부(125)는 일반적으로 약 20°, 15°내지 25°를 포함하는 범위 내의 내
부 각도를 가지며, 전방 절곡부(126)는 일반적으로 약 80°, 75°내지 85°를 포함하는 범위 내의 내각을 가지며, 후
방 절곡부(127)는 일반적으로 약 100°, 95°내지 105°를 포함하는 범위 내의 내각을 가진다. 이 구조는 트랙(5, 6)
이 일반적으로 (0.0247 내지 0.1084 인치 두께)아연 도금강을 포함하여 12 내지 25 게이지로 형성되는 구조재료로부
터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본 문맥에서 용어" 포함하여" 는 마지막 숫자가 언급된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지시하는데 사
용된다.
    

기둥(7)이 맞물릴 때, 캠 연장부(75)를 바람직하게 작동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하기의 특징이 구조 또는 전방 캠 연
장부(75)에 또한 바람직하다.

1. 단부 또는 첨단(111)은 맞물리는 융기부(41) 또는 기둥(7)의 높이보다 측벽(11)으로부터 더 높은 거리에 있어야 
한다.

2. 표면 연장부(84)의 도 2의 각도(A1)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15°이고, 30°보다 크지 않으며, 18°내지 25°를 포
함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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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표면(84)이 플레너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각(A1)에 상응하는 각도는 측벽(11)에 대하여 사실상 융기부(41)
와 맞물리거나 접촉하는 표면(84)의 부분 또는 부분들에 의해 형성된 면의 각도이다. 바람직하게, 표면(84)은 적어도 
0.25 인치, 일반적으로 0.25 인치 내지 1인치를 포함하는 간격으로 단부(111)와 절곡부(114) 사이에 연장된다.

도 4의 각(A2)의 일반적인 배치는 약 170°내지 178°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171°내지 175°를 포함하는 범위이
다.

    
도 4에 대해 언급하면, 일반적으로, 중앙 수용부 골(76)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중앙 수용부 골(76)의 구조는 
도 2의 조립시, 측벽(130, 131)이 적어도 그 연장의 부분을 따라 거기에 융기부(41)의 안착을 허용하도록 적당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바람직하게, 측벽(130)은 측벽(11)에 대한 각으로 연장하므로, 융기부(41)가 수용된다면, 적
어도 클립(18)을 절곡하기 위한 도구의 사용없이 기둥이 수용부 골(76)로부터 후퇴되는 것이 어렵다. 또한, 바람직하
게, 중앙 수용부 골(76)로의 융기부(41)의 돌출 간격은 확실한 연결을 보장하기에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중앙 수용부 
골(76)은 적어도 0.1 인치,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0.2 인치의 내측 연장 깊이를 허용하도록 형성된다.
    

    
이제, 후방 스프링 연장부(77)에 대해 논하고, 도 4에 대해 언급하면, 바람직하게는, 중앙 수용부 골(76)의 지점(142)
와 리어 스프링 연장부(77)에 대한 힌지 선(144) 사이의 연장 길이는 도구 또는 특수 장비의 사용없이 용이한 안착을 
위해 전방 캠 연장부(75)의 충분한 이동을 수용하기 위한 스프링 연장부를 허용할 정도로 충분히 길지만, 그 거리는 바
람직하게 측벽(11)의 구조적 완전성을 현저히 약화시킬 정도로 길지는 않다. 본 발명에 따라 제작된 트랙(5, 6)의 일
반적인 재료는, 적어도 0.75 인치, 1.5 인치 미만, 및 바람직하게는 약 1 인치 내지 1.25 인치의 간격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미리 알 수 있다.
    

본 문맥에서, 힌지 선(144)에 대한 참조는 클립(18)이 벽(11)으로부터 내측으로 절곡되는 것을 따르는 점 또는 선으
로 언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클립(18)과 기둥(7) 사이의 바람직한 맞물림은 측방으로 고정된, 즉, 도 2의 이중화살표
(89)의 방향의 의도되지 않은 이동을 저지하기 위해 고정되지만, 또한 수직으로 이동가능하며, 즉, 도 1의 화살표(13
0)의 방향으로의 미끄럼 이동을 제한하는 클립(18)을 간섭하지 않으며 단순히 마찰맞물림이 안착될 정도이다. 따라서, 
기술된 기둥 클립 배치는 조립이 용이하고, 하기에 상술되는 것과 같은 슬립 트랙 벽과 관련하여 이용될 수도 있다.

도 5에 대해 언급하면, 제1 교호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특히, 트랙(200)은 융기부(206)의 클립(202, 203)의 존재
를 제외하고 클립(18, 19)과 유사한, 클립(202, 203)을 구비하는 클립 배치(201)를 포함한다. 융기부(206)는 단부
(207)에서나 주위로부터 영역(208)으로 연장할 수 있고, 또한, 절곡영역에 부가된 강도를 제공한다. 융기부(206)는 
클립(202, 203)을 절곡하기 위한 작동시에 용이하게 형성될 수 있다.

도 6에 대해 언급하면, 트랙(225)은 각각 평행 리브(228, 229)를 포함하는 클립(226, 227)을 포함한다. 특히, 도시
된 배치에서, 리브(228, 229)는 전방 또는 자유 단부(230)에 인접한 클립의 부분으로 연장된다. 일반적으로, 리브(2
28, 229)는 다양한 절곡부의 강도 또는 스프링 력에 변형을 제공하는데 절곡부에서 적절하게 요구되는 한, 단부(231)
로부터 연장된다.

도 5 및 도 6의 설비에 의한 발명은 도 1 내지 도 4에 도시된 것 중의 하나의 대안으로 다양한 클립 구조가 이용되는 것
이 가능하다는 것을 도시한다.

비 슬립 벽, 예컨대 하중 지지벽을 위한 골조의 생산

하중 지지벽에서, 기둥(7)은 각각의 천정 트랙(5)과 바닥 트랙(6)에 맞닿을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기둥(7)은 수직 천
정 이동없이 하중을 지지한다. 벽이 이러한 형식의 골조(1)일 때, 천정 트랙(5) 및 바닥 트랙(6)은 동일한 크기 및 치
수이다. 하중 지지 벽은 지시된 트랙(5, 6)에 기둥(7)이 맞닿는 것으로 도 1에 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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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지지벽에서, 트랙(5, 6)이 적절한 구조강으로 제작될 때, 골(13a, 26a)에 대한 사용하기 좋은 깊이((즉, 치수(L
1, L2))는 양호하고, 강한,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적어도 1.5 인치이고, 과도한 재료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인치 미만이다.

벽 골조(1)가 하중을 지지하지 않을 때조차, 하중 지지 벽으로 기술된 것과 유사한 구조가 사용하기 좋다. 즉, 슬립 벽 
아래로 기술된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기둥(7)은 동일하게 특정지어진 트랙(5, 6)에 의해 천정 트랙(5) 및 바닥 
트랙(6)과 맞닿는다.

슬립 트랙 벽

여기에 기술된 구조가 슬립 트랙 벽의 형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잇점이다. 이러한 벽에서, 천정 트랙은 건물의 지붕 
또는 천정 골조에 부착되지만, 기둥은 천정 트랙에 닿지 않는다. 그 결과, 천정 높이가 변화함에 따라, 천정 트랙(5)은 
기둥을 따라 수직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 종래 기술의 다양한 슬립 트랙 또는 슬립 벽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내재된 
미국 특허 5,471,805호 및 5,755,066호를 일례로 기술된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구조가 슬립 벽에 적용가능한 중요한 이유는 클립 배치와 기둥 사이의 맞물림력과 관계가 있다. 특
히, 클립 배치는 기둥이 수평 이동에 대해 확실히 고정되면서, 미끄럼 연결이 기둥과 클립 배치 사이에 제공되도록 구성
되어 있다.

슬립 트랙 벽 골조는 도 7에서 300으로 도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벽 골조(300)는 바닥 트랙(301), 천정 트랙(302) 
및 기둥(307)을 구비한다. 바닥 트랙(301)은 도 1의 클립 배치(14)와 유사하게 제작되고 배치된 클립 배치(314)를 
포함하며, 천정 트랙(302)은 도 1의 클립 배치(27)와 유사하게 제작되록 배치된 클립 배치(327)를 포함한다. 기둥(
307)는 일반적으로 도 1의 기둥(7)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도 7의 조립물(300)과 도 1의 조립물(1) 사이의 구조의 차이는 도1에 지시된 것과 동등하게 대향됨에 따라, 도 7의 치
수(L1)보다 더 큰 도 7의 치수(L2)에서 생겨난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슬립 트랙 벽에 본 발명의 구조를 이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하기와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

1. 기둥(307)는 바닥 트랙(301)에 맞닿으며,

2. 천정 트랙(302)은 기둥(307)가 천정 트랙(302)의 기둥 클립 배치(327)와 맞물릴 때, 공간 또는 틈(320)이 기둥
(307)의 단부(321)와 천정 트랙(302)의 중앙 연장부(323) 사이를 이탈하도록 바닥 트랙(301)으로부터 이격된다.

일반적으로, 요망하는 슬립 트랙에서, 바람직하게, 벽 프레임(300)이 조립될 때, 틈(320)은 적어도 약 0.25 인치, 일
반적으로 0.25 인치 내지 8인치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다시, 슬립 트랙 벽의 바람직한 배치가 본 명세서에 기술된 구조를 이용하여 만들어질 때, 천정 트랙(302)은 치수(L2)
의 천정 트랙이 치수(L1)의 바닥 트랙보다 깊도록 구성된다. 편리한 방법에서, 별도의 간격이 모서리(341)와 프레임
(342) 사이 연장부(340)의 치수를 감소시키기 않고 천정 트랙(5)의 연장부(100, 도 1)에 대해 기둥(307)의 단부(3
21)와 중앙 연장부(323) 사이의 틈(320)을 허용한다. 따라서, 연장부(340)에 의해 제공된 강도가 계속 유지된다. 이 
위치에 슬립이 요구되지 않고, 부가된 별도의 깊이는 단지 하중 및 비용만 증가시키기 때문에, 도 1의 바닥 트랙(6)에 
대한 바닥 트랙(301)의 깊이가 증가될 필요가 없다.
    

덮어진 골조

    
이제, 도 8에 대해 논한다. 도 8에서, 벽 커버링(420)이 장착된 벽(417)을 가지는 벽 골조(1)를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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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된다. 벽 커버링(420)은 다양한 구조, 특히 스크류(423)에 의해 기둥(7, 7a)의 행거 벽(40)에 고정된 벽 보드(
421)의 판, 예컨대 도시된 드라이 월(dry wall)을 포함하는 것을 구비한다. 또한, 커버링(420)은 스크류(424)에 의
해 바닥 트랙(6)에 고정된 것으로 도시된다. 특히, 도시된 벽(417)이 슬립 벽이 아니므로, 벽 보드(421)는 또한 천정 
트랙(5)에 스크류(425)에 의해 고정된 것으로 도시된다.
    

    
이제, 슬립 트랙 측벽부, 특히 건물 천정에 인접한 부분의 부분 개략도를 도시하는 도 9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 도 9
에서, 슬립 트랙 벽 골조(436)를 갖는 벽(435)이 도시된다. 예컨대, 벽 보드(441)의 판을 구비하는 벽 커버링(440)
은 스크류(445, 단지 하나만 도시됨)에 의해 기둥(7)에 고정된다. 또한, 벽 보드(441)는 도 8의 벽과 유사한 도시되지 
않은 바닥 트랙 위에 고정될 수 있다. 그러나, 도 8의 벽(417)과 대조적으로, 천정 트랙(302)의 측면(451)의 부분에 
커버링 관계로 연장하여 위치되지만, 벽(435)에 대한 벽 커버링(440)은 화살표(450)으로 지시된 천정 트랙과 기둥(
7) 사이의 미끄러짐 이동에 방해되는 영역에서, 기둥(7) 또는 천정 트랙(302) 중의 어느 하나에 고정되지 않는다. 따
라서, 기둥(7)와 천정 트랙(302) 사이의 이동이 가능하다.
    

몇개의 선택된 교호 실시예

본 발명에 따른 구조의 교호 적용은 도 10, 도 11 및 도 12의 내용에서 하기의 설명으로부터 명확해진다.

우선, 트랙은 단일 일체편을 구비할 필요가 필요가 없다. 즉, 측벽은 분리되어 서로 가까이 모여 있는 분리편으로 형성
되어 있다. 일례가 도 10에 도시된 실시예와 관련하여 도시되어 있다.

    
도 10에 대해 언급하면, 벽 골조 조립물(500)이 도시되어 있다. 조립물은 트랙 배치(501) 및 기둥(502)를 구비한다. 
트랙 배치(501)는 중앙 연장부(503) 및 제1 및 제2 측벽(504, 505)을 구비한다. 중앙 연장부(503)는 두개의 분리편
(510, 511)으로 형성된다. 도 10의 조립물(500)은 변형예가 아니라, 도 1 및 도 7에 도시된 배치와 유사구조이다. 따
라서, 변형예는 이미 기술된 배치의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다. 도 10의 변형예는 트랙이 예컨대, 단지, 중
앙 연장부를 따라 분리되어, 하나의 부품 대신에 두개의 부품으로 장착될 수 있는 것을 지시한다.
    

    
여기에 기술된 구조의 또 다른 교호 적용은 한 쌍의 클립에 대향하여 적소에 각각의 기둥을 고정하기 위해 각각의 단부
에 단일 클립만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변형예는 도 11의 배치(550)로 도시된다. 도 11의 벽 골조 배치(5
50)는 트랙 배치(551) 및 기둥(552)을 포함한다. 트랙 배치(551)는 중앙 연장부(553), 제1 및 제2 측벽(554, 555)
을 구비한다. 그러나, 이는 기둥(552)과 연관된 단일 클립 배치뿐이며, 그 클립 배치는 벽(555)에 556으로 지시되어 
있다. 따라서, 기둥(552)은 한 쌍의 클립에 대향하여 단일 클립(556)에 의해 트랙(551)에 배치되어 고정된다. 이 변
형예를 제외하고, 도 11의 배치는 도 1 및 도 7의 실시예와 유사하다. 물론, 도 10의 변형예는 도 11의 배치와 관련하
여 이용될 수 있다.
    

도 11에서, 도 5의 클립(202, 203)의 융기부(206)와 대비하여 클립(556)의 교호 융기부(558)가 도시되어 있다. 도 
11의 실시예에서, 클립(556)의 보강 융기부(558)는 절곡부(559)로만 연장된다. 이 융기부 구조는 기술된 실시예 중
의 어느 하나로 이용될 수 있다.

    
도 1 내지 도 11에 도시된 모든 실시예에서, 절곡 연장부는 측벽의 부분과 일체로 도시된다. 선택적으로, 절곡 연장부
는 미리 제작될 수 있으며, 이후 벽에 용접등에 의해 부착될 수 있다. 이러한 비 일체형(측벽에) 절곡 연장부는 측벽의 
개구를 통해 돌출된 부분에 의해 연관된 측벽의 내부에 고정되거나, 연관된 측벽의 외부에 고정될 수 있다. 도 12에서, 
비 일체형 절곡 연장부(600)가 도시된다. 사용중인 측벽에 부착되는 단일 분리편을 제외하고, 도 4의 절곡 연장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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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도 12의 배치는 효과적인 벽 골조 조립물을 위해 상기에 기술된 다양한 배치중의 어느 하
나와 연관되어 사용될 수 있다. 도 12의 변경예는 상기 지시된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일반적으로 편리하고 바람직하지
만,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측벽에 의해 일체 성분으로 형성된 클립이 특별하게 요구되지 않는 것을 지시한다.
    

가용 재료 및 치수의 예; 구성 요소 제조의 예

일반적인, 가용 기둥 형태는 냉간 단조강 골조로서 강 기둥 제조자 협회(Steel Stud Manufacturer's Association)회
원에 의해 매매되는 형태이다. 가용 기둥은 일반적으로 8 피트 내지 40 피트를 포함하는 길이이다.

바람직한 기둥은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질 때, 기둥 두께로부터 도 2의 융기부의 내부 높이에 의해 도 2의 융기부의 외
부 높이를 포함하여 적어도 1.25 인치, 일반적으로 1.25 내지 3인치를 포함하는 행거 벽의 폭, 즉 수평 치수를 갖는다.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 기둥에서, 대향 행거 벽 사이의 폭은 일반적으로 1.625 인치 내지 12인치를 포함하며, 일반적으
로 약 2.5 내지 6인치를 포함하는 범위 내의 기준 치수이다.

바람직한 바닥 또는 천정 트랙은 12 게이지 내지 25 게이지 스틸을 포함하는 아연 도금 강을 구비한다. 내부 폭은 일반
적으로 1.625 내지 12 인치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약 2.5 내지 6인치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기둥의 폭과 
맞도록 선택된다. 바람직한 트랙은 일반적으로 3개의 평탄면을 구비한다.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외부 모서리((예컨대, 모서리(11a))와 연관된 프레임((예컨대, 프레임(97)) 사이의 간격은 적
어도 0.25 인치 일반적으로 0.25 내지 0.75 인치를 포함하는 간격이다.

일반적으로, 프레임(97)의 크기는 높이 1. 125 인치, 길이 약 2.5인치이다.

일반적인 바람직한 클립은 이미 기술된 치수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논-슬립(non-slip) 벽에 대한 바닥 트랙 또는 천정 트랙의 깊이는 약 2.5 인치 미만이며, 적어도 약 1.2
5 인치 이상이다. 슬립 벽에 대한 천정 트랙의 깊이는 바닥 트랙의 깊이에 대해 적어도 0.5인치, 일반적으로 8인치 미
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1인치가 부가된 깊이를 갖는다.

천정 트랙 및 바닥 트랙을 따라 길이방향으로의 클립에 대해 다양한 공간이 이용될 수 있다. 트랙의 길이를 따라 매 8인
치마다 길이방향으로 이격되어 중앙에 클립 쌍이 위치된 예시가 있다.

벽은 트랙의 기둥을 위치시켜, 스냅 록이 얻어질 때까지 클립에 대향하여 기둥을 밀어 용이하게 조립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다른 트랙을 제조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특별한 구조가 도면에 도시되어, 3면의 트랙을 형성
하기 위하여 금속 스트립을 절곡 연신하고, 각각의 클립을 형성하기 위하여 펀치 및 다이 배치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제
작될 수 있다.

벽 보드는 다양한 종래의 방식, 예컨대 스크류에 의해 트랙 및 기둥에 고정될 수 있다. 아주 다양한 종류의 벽 보드 중
의 어느 하나가 사용될 수 있다. 원한다면, 벽 보드는 내화성이 선택될 수 있다. 즉, 명세서에 기술된 구조에 따라 조립
되는 벽 골조는 내화 벽을 사용할 수 있다.

명세서에 기술된 구조는 벽 이외의 구조에 사용될 수 있다. 일례로서, 가능하다면 기둥은 트랙, 수직 및 비 수직 배향 사
이를 연장하는 구조 부재일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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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구조에 의한 트랙 배치, 트랙 배치를 이용한 벽 골조 조립물, 및 이들 요소를 이용한 벽 조립 방법은 골조 및 
벽 골조에 적용될 수 있으며, 표준 프레임 부재는 수직 벽을 지지하는 것과 같이, 변형없이 사용될 수 있고, 프레임 부재
는 건설 현장에서 적소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다. 또한, 트랙은 손쉽고, 저렴하게 제조되어 설치
될 수 있는 형태이며, 벽 골조는 하중 지지벽 또는 무하중 지지벽의 하나에 대한 골조로서 적용될 수 있는 형태이다. 또
한, 본 발명의 구조는 슬립 트랙 벽으로서 적용될 수 있으며, 프레임 부재가 적소에 용이하게 고정될지라도, 인터록 기
구는 일단 적소에 고정되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상당한 저항을 갖고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벽 기둥(7)을 지지하기 위한 트랙 배치(2)에서, 상기 트랙 배치는

(a) 제1 측벽(11), 및

(b) 적어도 제1 클립(18)을 구비하며,

(ⅰ) 제1 클립은 제1 단부(111) 및

(A) 상기 제1 측벽에 대향하고, 예각(A1)으로 연장하는 전방 캠 표면(84), 및

(B) 상기 제1 측벽을 향해 지향된 기둥 융기 수용부 골 개구(120), 및 상기 제1 절곡 연장부의 기둥 융기 수용부 골과 
상기제1 절곡 연장부의 자유 단부 사이를 연장하는 상기 제1 절곡 연장부의 전방 캠 표면에 의해 배향된 기둥 융기 수
용부 골(76)을 형성하는 3개의 절곡부(114, 115, 116)를 갖는 제1 절곡 연장부(18a)를 구비하는 제1 기둥 클립 배
치(14)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 배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a) 상기 제1 절곡 연장부(18a)의 상기 전방 캠 표면(84)은 상기 제1 측벽에 대해 적어도 15°의 각(A1)으로 연장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 배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a) 상기 제1 절곡 연장부(18a)의 상기 기둥 융기 수용부 골(76)은 15° 내지 25°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내각(1
25)을 갖는 중앙 절곡부(115)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 배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a) 상기 제1 절곡 연장부(18a)는 상기 제1 측벽(11)과 비일체형으로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 배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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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기 제1 절곡 연장부(18a)는 상기 제1 측벽(11)과 일체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 배치.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a) 상기 제1 측벽은 외부 모서리(11a)를 가지며,

(b) 상기 제1 절곡 연장부(18a)는 적어도 0.25 인치의 간격으로 상기 제1 측벽(11)의 외부 모서리로부터 이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 배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a) 상기 제1 측벽(11)에 대향된 연장부에 배향된 제2 측벽을 더 구비하며,

(ⅰ) 상기 제1 기둥 클립 배치(14)는 상기 제1 클립(18) 및 제2 클립(19)을 포함하는 한 쌍의 기둥 클립(15)을 구비
하며

(A) 상기 3개의 절곡부(114, 115, 116)는 상기 제1 측벽으로부터 멀어지게 지향된 연관된 기둥 융기 수용부 개구(1
20)를 형성하는 상기 제1 절곡 연장부(18a)에서 상기 기둥 융기 수용부 골(76)을 형성하며,

(B) 상기 한 쌍의 기둥 클립의 제2 클립(19)은 자유 단부를 가지는 제2 절곡 연장부를 구비하며, 제2 절곡 연장부는

(1) 상기 제2 측벽에 대향하며 예각으로 연장하는 전방 캠 표면, 및

(2) 상기 제2 측벽을 향하고, 상기 제1 측벽으로부터 멀어지게 지향된 기둥 융기 수용부 골 개구, 및 상기 제2 절곡 연
장부의 기둥 융기 수용부 골과 상기 제2 절곡 연장부의 자유 단부 사이를 연장하는 상기 제2 절곡 연장부의 전방 캠 표
면에 의해 배향된 기둥 융기 수용부 골을 형성하는 3개의 절곡부를 갖는 제2 절곡 연장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트랙 배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a) 상기 제1 클립(18)의 제1 절곡 연장부(18a)는 상기 제1 측벽(11)과 일체형이며,

(b) 상기 제2 클립(19)의 제2 절곡 연장부는 상기 제2 측벽(12)과 일체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 배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a) 상기 제1 절곡 연장부(18a)의 전방 캠 표면(84)은 상기 제1 측벽(11)에 대해 적어도 15°및 30°미만의 각(A1)
으로 연장하고,

(b) 상기 제2 절곡 연장부의 전방 캠 표면은 상기 제2 측벽(12)에 대해 적어도 15°및 30°미만의 각으로 연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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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a) 상기 제1 절곡 연장부(18a)의 전방 캠 표면(84)은 적어도 0.25 인치의 연장 길이를 가지며,

(b) 상기 제2 절곡 연장부의 전방 캠 표면은 적어도 0.25 인치의 연장 길이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 배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a) 상기 제1 절곡 연장부(18a)의 기둥 융기 수용부 골(76)은,

(ⅰ) 75°내지 85°를 포함하는 범위 내의 내각(126)을 가지는 전방 절곡부(114),

(ⅱ) 15°내지 25°를 포함하는 범위 내의 내각(125)을 가지는 중앙 절곡부(115), 및

(ⅲ) 95°내지 105°를 포함하는 범위 내의 내각(127)을 가지는 후방 절곡부(116)를 가지며,

(b) 상기 제2 절곡 연장부의 기둥 융기 수용부 골은,

(ⅰ) 75°내지 85°를 포함하는 범위 내의 내각을 가지는 전방 절곡부,

(ⅱ) 15°내지 25°를 포함하는 범위 내의 내각을 가지는 중앙 절곡부, 및

(ⅲ) 95°내지 105°를 포함하는 범위 내의 내각을 가지는 후방 절곡부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 배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a) 상기 제1 클립(18)의 제1 절곡 연장부(18a)는 적어도 0.75 인치의 길이를 가지며, 상기 제1 측벽(11)상의 절곡
선(144)으로부터 상기 제1 절곡 연장부의 기둥 융기 수용부 골(76)로 돌출하는 스프링 연장부(77)를 포함하며,

(b) 상기 제2 클립(19)의 제1 절곡 연장부는 적어도 0.75 인치의 길이를 가지며, 상기 제2 측벽(12)상의 절곡선으로
부터 상기 제2 절곡 연장부의 기둥 융기 수용부 골로 돌출하는 스프링 연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 배
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a) 상기 제1 절곡 연장부(18a)의 스프링 연장부(77)는 170°내지 178°를 포함하는 범위 내의 내각(A2)으로 상기 
제1 측벽(11)으로부터 내측으로 절곡되며,

(b) 상기 제2 절곡 연장부의 스프링 연장부는 170°내지 178°를 포함하는 범위 내의 내각으로 상기 제2 측벽(12)으
로부터 내측으로 절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 배치.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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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a) 상기 제1 절곡 연장부(18a)는 상기 제1 측벽(11)의 외부 모서리(11a)에 대하여 중앙에 배치되며,

(b) 상기 제2 절곡 연장부는 상기 제2 측벽(12)의 외부 모서리(12a)에 대하여 중앙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 배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a) 상기 제1 절곡 연장부(18a)는 적어도 0.25 인치의 간격으로 상기 제1 측벽(11)의 외부 모서리(11a)로부터 이격
되며,

(b) 상기 제2 절곡 연장부는 적어도 0.25 인치의 간격으로 상기 제2 측벽(12)의 외부 모서리(12a)로부터 이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 배치.

청구항 16.

제1항에 따른 트랙 배치(2)를 구비하는 벽 골조 조립물(1)에서, 상기 벽 골조 조립물은,

(a)(ⅰ) 외부 모서리(11a)를 가지는 제1 측벽(11), 및

(ⅱ) 적어도 제1 클립(18)을 구비하는 제1 기둥 클립 배치(14)를 포함하는 제1 트랙(6),

(A) 상기 제1 클립은 자유 단부(111)를 가지는 제1 절곡 연장부(18a)를 구비하며, 상기 제1 절곡 연장부는,

(1) 상기 제1 측벽에 대향하고, 예각(A1)으로 연장하는 전방 캠 표면(84), 및

(2) 상기 제1 측벽을 향해 지향된 기둥 융기 수용부 골 개구(120), 및 상기 제1 절곡 연장부의 기둥 융기 수용부 골과 
상기 제1 절곡 연장부의 자유 단부 사이를 연장하는 상기 제1 절곡 연장부의 전방 캠 표면에 의해 배향된 기둥 융기 수
용부 골(76)을 형성하는 3개의 절곡부(114, 115, 116)를 구비하며,

(b)(ⅰ) 후면 연장부(36),

(ⅱ) 제1 행거 벽(40),

(ⅲ) 상기 제1 행거 벽에 위치되며, 상기 행거 벽으로부터 멀어지게 연장되는 제1 기둥 융기부(41)를 포함하는 수직으
로 배향된 벽 기둥(7),

(c)(ⅰ) 상기 제1 클립(18)의 기둥 융기 수용부 골(76) 내에 수용되는 상기 제1 기둥 융기부(41)의 부분에 배치되는 
수직 벽 기둥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벽 골조 조립물.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a) 상기 제1 트랙(6)은 상기 제1 측벽(11)에 대향하여 배향된 제2 측벽(12)을 포함하며,

(b) 상기 제1 기둥 클립 배치(14)는 제1 클립(18) 및 제2 클립(19)을 포함하는 한 쌍의 기둥 클립(15)을 구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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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기 한 쌍의 기둥 클립(15)의 제2 클립(19)은 상기 제2 측벽(12)과 일체형인 자유 단부를 가지는 제2 절곡 연
장부를 구비하며, 상기 제2 절곡 연장부는,

(1) 상기 제2 측벽(12)에 대향하며 예각으로 연장하는 전방 캠 표면, 및

(2) 상기 제1 측벽(11)으로부터 멀어지게 지향된 기둥 융기 수용부 개구, 및 상기 제2 절곡 연장부의 기둥 융기 수용
부 골과 상기 제2 절곡 연장부의 자유 단부 사이를 연장하는 상기 제2 절곡 연장부의 전방 캠 표면에 의해 배향된 기둥 
융기 수용부 골을 형성하는 3개의 절곡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벽 골조 조립물.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a) 제2 트랙(5), 상기 제1 트랙(6)은 바닥 트랙을 구비하며, 상기 제2 트랙(5)은 천정 트랙을 구비하며, 천정 트랙은,

(ⅰ) 사이에 위치되어 천정 트랙 중앙 연장부(23)와 서로 대향된 연장부에서 배향된 제1 및 제2 천정 트랙 측벽(24, 
25),

(ⅱ) 기둥 클립의 천정 트랙 쌍(28)을 구비하는 제1 천정 트랙 기둥 클립 배치(27)를 포함하며,

(A) 기둥 클립의 천정 트랙 쌍(28)의 제1 클립(29)은 자유 단부를 가지는 절곡 연장부를 구비하며, 절곡 연장부는,

(1) 천정 트랙의 상기 제1 측벽(24)에 대향하며 예각으로 연장하는 전방 캠 표면, 및

(2) 상기 제2 천정 트랙 측벽(25)으로부터 멀어지게 지향된 기둥 융기 수용부 개구, 및 상기 제1 천정 트랙 제1 절곡 
연장부의 기둥 융기 수용부 골과 상기 제1 천정 트랙 제1 절곡 연장부의 자유 단부 사이를 연장하는 상기 제1 천정 트
랙 절곡 연장부의 전방 캠 표면에 의해 배향된 제1 천정 트랙 기둥 융기 수용부 골을 형성하는 3개의 절곡부를 구비하
며,

(B) 기둥 클립의 천정 트랙 쌍(28)의 제2 클립(30)은 자유 단부를 가지는 제2 절곡 연장부를 구비하며, 제2 절곡 연
장부는,

(1) 천정 트랙의 상기 제2 측벽(25)에 대향하며 예각으로 연장하는 전방 캠 표면, 및

(2) 상기 제1 천정 트랙 측벽(24)으로부터 멀어지게 지향된 제2 천정 트랙 기둥 융기 수용부 개구, 및 상기 제2 천정 
트랙 제2 절곡 연장부의 기둥 융기 수용부 골과 상기 제2 천정 트랙 제2 절곡 연장부의 자유 단부 사이를 연장하는 상
기 제2 천정 트랙 절곡 연장부의 전방 캠 표면에 의해 배향된 제2 천정 트랙 기둥 융기 수용부 골을 형성하는 3개의 절
곡부를 구비하며,

(b)(ⅰ) 상기 천정 트랙의 제1 및 제2 측벽(24, 25) 사이에 위치된 부분, 및

(ⅱ) 상기 제1 천정 트랙 클립(29)의 기둥 융기 수용부 골 내에 수용되는 제1 기둥 융기부(41)의 부분, 및 상기 제2 
천정 트랙 클립(30)의 기둥 융기 수용부 골 내에 수용되는 제2 기둥 융기부의 부분에 위치되는 수직 벽 기둥(7)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벽 골조 조립물.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a) 상기 천정 트랙(5)은 바닥 트랙(6) 보다 적어도 0.5 인치 더 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벽 골조 조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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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6항에 따른 벽 골조 조립물(1)을 조립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a) 외부 모서리(11a, 12a)를 가지는 각각의 제1 및 제2 측벽에 서로 대향된 연장부에 배향된 제1 및 제2 측벽(11, 
12), 및 한 쌍의 기둥 클립(15)을 구비하는 제1 기둥 클립 배치(14)를 구비하는 트랙 배치(2)를 제공하는 단계,

(ⅰ) 상기 한 쌍의 기둥 클립의 제1 기둥 클립(18)은 자유 단부(111)를 가지는 제1 절곡 연장부(18a)를 구비하며, 제
1 절곡 연장부는,

(A) 상기 제1 측벽(11)에 대향하고, 예각(A1)으로 연장하는 전방 캠 표면(84), 및

(B) 상기 제2 측벽(12)으로부터 멀어지게 지향된 기둥 융기 수용부 개구(120), 및 상기 제1 절곡 연장부의 기둥 융기 
수용부 골과 상기 제1 절곡 연장부의 자유 단부 사이를 연장하는 상기 제1 절곡 연장부의 전방 캠 표면에 의해 배향된 
기둥 융기 수용부 골(76)을 형성하는 3개의 절곡부(114, 115, 116)를 구비하며,

(ⅱ) 상기 한 쌍의 기둥 클립(15)의 제2 클립(19)은 자유 단부를 가지는 제2 절곡 연장부를 구비하며, 제2 절곡 연장
부는,

(A) 상기 제2 측벽(12)에 대향하며 예각으로 연장하는 전방 캠 표면, 및

(B) 상기 제1 측벽(11)으로부터 멀어지게 지향된 기둥 융기 수용부 개구, 및 상기 제2 절곡 연장부의 기둥 융기 수용
부 골과 상기 제2 절곡 연장부의 자유 단부 사이를 연장하는 상기 제2 절곡 연장부의 전방 캠 표면에 의해 배향된 기둥 
융기 수용부 골을 형성하는 3개의 절곡부를 구비하며,

(b)(ⅰ) 후면 연장부(36),

(ⅱ) 사이에 상기 후면 연장부가 위치된 제1 행거 벽(40) 및 제2 대향 행거 벽(50),

(ⅲ) 상기 제1 행거 벽에 위치되어 제2 행거 벽을 향해 연장하는 제1 기둥 융기부(41), 및

(ⅳ) 상기 제2 행거 벽에 위치되어 제1 행거 벽을 향해 연장하는 제2 기둥 융기부(51)를 포함하는 수직 벽(7) 기둥을 
제공하는 단계,

(c) 상기 트랙 배치의 제1 및 제2 측벽 사이에 그 단부(8)에 수직 벽 기둥을 위치시키는 단계,

(d)(ⅰ) 수직 벽 기둥의 제1 기둥 융기부(41)가 상기 제1 클립(18)의 전방 캠 표면과 맞물리며,

(ⅱ) 수직 벽 기둥의 제2 기둥 융기부(51)가 상기 제2 클립(19)의 전방 캠 표면과 맞물리도록 제1 기둥 클립(15) 쌍
을 향해 수직 벽 기둥을 이동시키는 단계,

(e)(ⅰ) 제2 측벽(12)을 향해 제1 기둥 클립(18)을 절곡시키고,

(ⅱ) 제1 측벽(11)을 향해 제2 기둥 클립(19)을 절곡시키도록 제1 기둥 클립(15) 쌍을 향해 수직 벽 기둥을 이동시
키는 것을 연속하여 포함하는 이동 단계, 및

(f)(ⅰ) 상기 제1 기둥 융기부(41)가 상기 제1 측벽(11)을 향해 후면으로 제1 클립을 절곡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제1 
기둥 클립(18)의 기둥 융기 수용부 골과 맞물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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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기 제2 기둥 융기부(51)가 상기 제2 측벽(12)을 향해 후면으로 제2 기둥 클립을 절곡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제
2 기둥 클립(19)의 기둥 융기 수용부 골과 맞물릴 때까지, 수직 벽 기둥을 이동시키는 것을 연속하여 포함하는 이동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벽 골조 조립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a) 바닥 트랙(6)을 제공하는 트랙 배치(2)를 배향시키는 단계,

(b) 외부 모서리(24a, 25a)를 가지는 각각의 제1 및 제2 측벽에 서로 대향된 연장부에 배향된 제1 및 제2 측벽(24, 
25),및 한 쌍의 기둥 클립을 구비하는 제1 기둥 클립 배치(27)를 구비하는 천정 트랙(5)을 제공하는 단계,

(ⅰ) 상기 한 쌍의 기둥 클립의 제1 기둥 클립(29)은 자유 단부를 가지는 제1 절곡 연장부를 구비하며, 제1 절곡 연장
부는,

(A) 상기 제1 측벽에 대향하고, 예각으로 연장하는 전방 캠 표면, 및

(B) 상기 제2 측벽으로부터 멀어지게 지향된 기둥 융기 수용부 개구, 및 상기 제1 절곡 연장부의 기둥 융기 수용부 골
과 상기 제1 절곡 연장부의 자유 단부 사이를 연장하는 상기 제1 절곡 연장부의 전방 캠 표면에 의해 배향된 기둥 융기 
수용부 골을 형성하는 3개의 절곡부를 구비하며,

(ⅱ) 상기 한 쌍의 기둥 클립(27)의 제2 클립(30)은 자유 단부를 가지는 제2 절곡 연장부를 구비하며, 제2 절곡 연장
부는,

(A) 상기 제2 측벽에 대향하며 예각으로 연장하는 전방 캠 표면, 및

(B) 상기 제1 측벽으로부터 멀어지게 지향된 기둥 융기 수용부 개구, 및 상기 제2 절곡 연장부의 기둥 융기 수용부 골
과 상기 제2 절곡 연장부의 자유 단부 사이를 연장하는 상기 제2 절곡 연장부의 전방 캠 표면에 의해 배향된 기둥 융기 
수용부 골을 형성하는 3개의 절곡부를 구비하며,

(c) 상기 트랙 배치의 제1 및 제2 측벽(24, 25) 사이에 그 단부(9)에 수직 벽 기둥을 위치시키는 단계,

(d)(ⅰ) 수직 벽 기둥의 제1 기둥 융기부(41)가 상기 제2 클립 배치(27)의 제1 클립(29)의 전방 캠 표면과 맞물리며,

(ⅱ) 수직 벽 기둥의 제2 기둥 융기부(51)가 상기 제2 클립 배치(27)의 제 2 클립(30)의 전방 캠 표면과 맞물리도록 
제2 기둥 클립(28) 쌍을 향해 수직 벽 기둥을 이동시키는 단계,

(e)(ⅰ) 제2 측벽(25)을 향해 제1 기둥 클립(29)을 절곡시키고,

(ⅱ) 제1 측벽(24)을 향해 제2 기둥 클립(30)을 절곡시키도록 제2 기둥 클립(28) 쌍을 향해 수직 벽 기둥을 이동시
키는 것을 연속하여 포함하는 이동 단계, 및

(f)(ⅰ) 상기 제1 기둥 융기부(41)가 상기 제1 측벽(24)을 향해 후면으로 제1 클립을 절곡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제1 
기둥 클립(29)의 기둥 융기 수용부 골과 맞물리며,

(ⅱ) 상기 제2 기둥 융기부(51)가 상기 제2 측벽(25)을 향해 후면으로 제2 기둥 클립을 절곡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제
2 기둥 클립(30)의 기둥 융기 수용부 골과 맞물릴 때까지, 수직 벽 기둥을 이동시키는 것을 연속하여 포함하는 이동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벽 골조 조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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